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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STS304는 우수한 내식성과 기계 성질로 인해 가스

터빈, 제트추진체, 화학 랜트 구조물 등으로 리 사

용되고 있다. 특히 부식과 고온/고압 환경하에서 운

되는 구조물인 경우 STS304와 같은 내식성과 인성이 

필요하다. STS304는 이러한 우수한 성질을 가지고 있

으나 열팽창계수가 일반강보다 더 크기 때문에 용 변

형에 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구조물의 두께가 얇은 경우 작은 입열량으로도 큰 변

형이 발생하고, 자체강성이 약한 박  용 의 경우 좌

굴 변형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용 변형을 방지하

기 해서는 용  입열량을 최소화하거나 입열량을 분

산시키는 방법을 사용한다. 역학  방법으로는 가능한 

구조물의 립축 근처에 용 부를 만들어 용 에 의한 

굽힘모멘트를 감시킬 필요가 있다. 그 밖에 역변형법

과 주로 박 에 사용하고 있는 인장력법을 히 사용

하면 효율 으로 용 변형을 제어할 수 있다. 이러한 

변형을 제어하기 해서는 용 변형의 특성을 분석하고 

합한 제어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러나 이 용 의 

경우 용  열원의 직경이 1mm이하로 매우 작아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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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모델링에 따른 요소 수가 증 되고 이를 실 구조물

에 용하는 것은 실 으로 어렵다 따라서 고유변형

도1-4)와 등가하 5)을 이용한 탄성해석으로 형 강구

조물의 용 변형을 측하는 방법에 한 많은 연구들

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용  변형이 발생하는 것 자

체를 미리 방지하기 한 보다 극 인 방법으로 역변

형법, 구속법, 냉각/가열법 그리고 인장법6,7) 등과 같은 연

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원통형 구조물의 용 부를 안쪽에서 

밖으로 부풀어 오르게 강제 변 를 주어 구조물의 팽창

시킴으로써 부재에 인장 응력을 발생시키고, 그 상태에

서 용 을 실시함으로써 변형을 최소화하는 인장법(Pre- 

tension method)8-10)을 용했다. 용 변형의 크기는 

기존 연구에 의하면 최고도달온도와 구속의 크기가 용

 변형을 일으키는 주된 인자1) 로서 알려지고 있는데, 

인장법에서는 구속을 인장응력을 이용해 감소시킴으로

써 변형을 감소시키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알루미늄 

박  용  시 발생하는 좌굴 변형을 방지하기 해 처

음 도입된 것으로 용 에 용 하고자 하는 에 먼  

인장응력과 열을 가한 상태에서 용 하고 완  냉각 후 

인장력과 열을 제거하는 방법이다. 이 후, 열탄소성해

석을 통해 유사한 방식으로 임계 좌굴 변형 하 을 

측하는 연구가 이루어 졌다11,12). 한 박  맞 기용

으로 인한 변형의 경우, 인장력을 용하면 용 선 

방향으로의 종굽힘과 수축변형 감소, 그리고 용 선 직

각 방향으로의 각변형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실

험을 통해 확인하는 연구도 수행되었다13,14). 그 밖에

도 유한요소 해석을 통해 thermal tensioning 상태에

서 용 을 모델링하여 용 선 방향으로의 잔류응력을 

감소시킴으로써 좌굴 변형을 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도 이루어졌다15). 그러나 이러한 실험과 연구들은 

특정재질과 환경에서 인장법의 용 변형 감소효과를 보

여주는 것으로서 이러한 결과를 그 로 사용할 수 없어 

각각의 작업환경에 따른 조건 재정립이 필요하다. 특히 

원통형 용 구조물의 변형을 제어하기 해 용 부의 

치에 따른 구조물의 립축과 용 부의 치를 변화

시키는 방법과 강제변 에 의해 용 부에 인장력을 부

여하는 인장법을 사용하고자 했다.

  본 연구에서는 STS304강재를 사용하여 원통형 구조

물 제작시 임과 skin plate가 연결되는 girth용

부에는 구조물의 립축과 용 부 치와의 계를 이

용했고, skin plate 간 연결되는 맞 기seam 용 에

는 인장법을 용하 다. 이러한 두가지 변형제어법의 

효과를 검증하기 해 열탄소성해석법을 이용하여 용

부의 치변화  강제 변 의 크기에 따른 용 부의 

인장 응력의 크기를 변화시켜 용 변형에 미치는 향

을 고찰하 다. 

2. 용 해석모델 

2.1 해석모델  조건

  해석에 사용된 해석부재의 크기는 Fig. 1과 같이 길이 

600mm이며, skin plate의 두께는 2.5mm이고, 백

이트 두께는 2mm이다. skin plate와 백 이트는 

100mm 간격으로 볼트이음되어 있다. 본 구조물에 존

재하는 용 부는 총 2개로, 먼  왼쪽 임과 Skin 

plate가 만나는 용 부(girth weld)와 skin plate와 

skin plate가 맞  용 부분(seam weld)이다. Fig. 

2와 3은 각각 girth와 seam 용 부의 용 부 형상과 

메쉬형상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 사용한 용 조건은 

모두 같은 조건을 사용하 다. 한 skin plate와 우

측 임은 일체화된 것으로 가정하 다. 사용되는 강

제는 STS304이고, 용 조건은 2,500W, 용 속도는 

2,000mm/Min이다. 사용된 강재의 항복강도는 265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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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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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nalysis model

Fig. 2 Girth welding joint

Fig. 3 Seam welding j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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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인장강도 650MPa 연신율 60%이고 상온에서의 

선팽창계수는 1.6×10-5 (1/℃)이다. 자세한 온도에 따른 

물성치는 Fig. 4에 보여주고 있다.

2.2 용 열원 모델링 

  용  열원의 모델링을 해 MSC MARC 201716) 

옵션인 Weld Flux, Weld Filler  Weld Path을 

사용하 다. Girth 용 부에 사용한 모델은 2차원 4

 Generalized plane strain full integration 요소

를 사용하고, Seam용 부에서 8  full integration 

요소를 사용하 다. 용 열원17)은 Fig. 5와 같이 부피

를 갖는 열원으로 모델링 하 으며, 식 (1)의 열원방정

식을 이용하 다.

 
(1)

여기서

: 방 용융풀 단  체  입열량

: 후방 용융풀 단  체  입열량

  : 총 입열량

: X 방향 용  폭

: Y 방향 용  깊이

: Z방향 방 용융풀 길이

: Z방향 후방 용융풀 길이

 : 무차원 수 

: 효율

  용  폭, 깊이 등의 자료는 용 시험편 단면을 채취하

여 이를 기 로 선정하 다. Weld Path option으로 

용 선을 설정하 으며, Weld Filler option으로 용

열원이 이동함에 따라 용 와이어가 생성되도록 모델링

하 다.

3. 해석  고찰

3.1 Girth 용 변형 제어

  원통형 STS304 박  구조물에서 왼쪽 임과 skin 

plate를 연결하기 해 Girth용 을 실시되었다. 이때 

Fig. 6과 같이 임의 단부에 밖으로 나가려는 변형

이 발생하여, 다음 단계에서 변형된 임과 연결되는 

구조물의 조립에 향을 다. 따라서 이러한 용 에 

의해 발생하는 임의 용  변형을 최소화시켜 필요

가 있다. girth용 에 의해 발생되는 용 은 구조물

체에서 용 부와 립축의 차이에 의한 변형으로서 립

축과 용 부의 거리를 최소화시키는 치를 찾아 girth용

로 설정하여 변형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이를 해 

Fig. 7와 같이 girth용 부의 치를 5가지 경우로 변

화시켜 용 을 실시하 다. 이때 Case4를 기 으로 변

형의 발생정도를 확인하 다. 용  변형은 열탄소성해

석을 실시하 고 이때 사용한 경계조건은 Fig. 8와 같

으며 축 칭성을 고려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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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9는 girth용 부의 치를 변화시켜 열탄소성

해석을 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변형은 임을 기

으로 밖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치에 따라 향을 받

는 것을 알 수 있다. 변형량의 크기는 Case 4를 기

으로 퍼센트로 보여주고 있다. 이를 구체 으로 Fig. 

10에 보여주고 있다. Case 4를 기 으로 변형량을 보

면 case 2의 경우 격하게 160%로 증가하 으나 그 

치를 기 으로 변형량은 짧아 질수록 그리고 길어질

수록 변형량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

로부터 girth용 부의 치를 변화시켜 임의 변형

량을 제어할 수 있었다. 

3.2 Seam 용 변형 제어 

 원통형 구조물의 seam용 시 변형을 제어하기 해 

Fig. 11과 같이 용 길이는 600mm이고 두께는 2.5mm

인 모델을 설정하 다. 경계조건은 Fig. 12와 같이 

임부분만 구속하고 skin plate는 구속하지 않았다. 용

부는 Fig. 11과 12에서 보는 것과 같이 부재의 앙

에서 Z방향으로 600mm 용 이 실시되었다. seam용

시 발생하는 변형은 용 에 의해 원통의 내부로 들어가

려는 각변형이 발생하 다. 이러한 변형은 용 부 표면

과 아랫부분의 온도차이에 의한 각변형과 부재의 립축

의 치에 따른 종굽힘변형에 의한 것으로 단된다. 따

라서 본 구조물과 같은 박  구조물의 변형 제어를 해 

효과 인 인장력법을 용하 다. 이는 용  에 용

부에 인장력을 부여한 후 용 하여 용 변형을 감소시키

는 방법으로 용 변형의 크기에 향을 주는 최고도달온

(a) Case 1
(b) Case 2 (c) Case 3

(d) Case 4 (e) Case 5

52%
161%

104%

100%
83%

Case 1 Case 2 Case 3

Case 4 Case 5

Fig. 9  Deformation according to position of welding based by Cas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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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 구속도의 향 에 용 부를 인장함으로서 구속도

를 감소시키 용 변형을 감시키는 방법이다.

  Fig. 13은 인장력법을 용하기 한 용 부를 모델링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skin plate 아래 back plate

를 설치하고, skin plate과 back plate는 용 선 방향

으로 100mm간격으로 패스 (볼트)로 연결되어 있다. 

해석을 용이하기 해 패스 는 Marc에서 제공하는 

glue option를 사용하 다. 한 강제 변 를 부과하기 

해 pressure plate를 만들어 back plate와 touch-

ing으로 처리하고 강제 변 를 균등하게 부과하도록 했

다. 강제 변 는 용   서서히 부여한 후 용 이 완료

되고 용 부가 실온이 되면 강제 변 는 제거하 다. 

Fig. 14는 부여한 강제 변 를 부과할 때 skin plate에 

인장응력이 발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Fig. 15는 강제변 에 의해 skin plate에 기응력이 

100MPa가 발생하고 용 해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형량을 보여주고 있다. 먼  기에 강재 변 를 부여

하면 skin plate는 약 100MPa의 기응력이 발생한

다. 이때 용 을 실시하고 용  후 완  냉각이 되면 

기에 부여한 변 를 제거했다. 과도 변형은 기에 부여

한 변 를 제거하기 에는 큰 차이가 없으나, 기변

를 제거한 후 효과가 나타났다. Fig. 16은 기하  0, 

50, 100, 140MPa인 경우 강제변 가 부과되었을 때 

응력과 강제변 를 제거했을 때 변형을 보여주고 있다. 

기변형의 크기에 따라 최종 변형의 차이가 발생한 것

을 알 수 있다. Fig. 17은 기응력에 크기에 따라 최종

변형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때 최종변형의 치는 

용 부 앙이다.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과 같이 거

의 선형 으로 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기변형이 항복응력의 50% 정도 부과한 경우 용 완료

의 앙부 변형은 거의 zero에 가까운 변형이 발생된 것

을 알 수 있다.   

4. 결    론 

  원통형 STS304박 의 구조물에서 girth 용 과 seam

용 시 발생하는 변형을 제어하기 해 girth용 은 부

재의 립축과 용 부의 치에 의한 굽힘모멘트를 용

하고, seam용 부에 해서는 인장력법을 용하여 변

형을 제어할 수 있었다.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내열구조물의 girth  seam 이  용  시 발생

하는 용  변형을 립축과 용 부 치의 계  외

 인장 응력의 크기를 변경시켜 제어할 수 있었다.

  2) girth 용  시 발생하는 단부 변형은 각 변형에 

의해서 발생하고, 그 변형의 양은 립축과 용 부의 

치에 의해 향을 받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용  

변형을 최소화하기 해 해석  방법으로 용 부 치

를 결정하고 용 변형을 최소화하 다. 용 치에 따

Fig. 12 Boundary condition for seam welding

Skin surface

Back plate

Pressure plate

Fig. 13 Modeling for forced displacement

Surface stress in skin plate

Forced displacement

Fig. 14 Mechanism producing stress on skin plate

(a) Forced displacement (b) Welding

(d) Remove the forced displacement (c) Cooling after welding

Fig. 15 Analysis sequence of pre-tension method (initial 
stress: 100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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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최  50%의 변형이 감소하 다.

  3) seam 용  시 발생하는 변형은 각변형과 종굽힘 

변형에 의해 발생된다. 따라서 외  하 을 제하하여 

용 부에 기 인장 잔류응력을 생성시켜 용  시 발생

하는 용 열 응력에 의한 구속을 최소화 시킴으로써 변

형을 제어할 수 있었다. 이때 외 하 에 의한 기 인

장응력의 크기는 모재 항복응력의 50%까지 증가시키

면 최종변형이 Zero에 가깝게 나타났다. 

ORCID: Sehwan Lee: http://orcid.org/0000-003-3065-1739
ORCID: Jeong-Ung Park: http://orcid.org/0000-0002-0584-7994

References

1. H. Murakawa, Y. Luo, and Y. Ueda, Prediction of 
welding Deformation and Residual Stress by Elastic 
FEM Based on inherent Strain(First Report)-Mechanism 
of Inherent Strain Production-, Trans. Soc. Nav. Archit. 
Japan, 180 (1996) 739-751.
https://doi.org/10.2534/jjasnaoe1968.1996.180_739

2. Y. Luo, H. Murakawa, and Y. Ueda, Prediction of weld-
ing Deformation and Residual Stress by Elastic FEM 

Based on inherent Strain(Third Report)-Deformation 
and Residual Stress in Narrow Gap Welding-, Trans. 
Soc. Nav. Archit. Japan, 182 (1997) 323-333.

3. C. D. Jang and S. I. Seo, Basic Studies for the Automatic 
Fabrication of Welded Built-Up Beams, J. Ship Prod. 
11(2) (1995) 111-116.

4. C. D. Jang and S. I. Seo, On the Prediction of Deformation 
of Welded Built-Up Beams, J. Soc. Nav. Archit. Korea. 
31(3) (1994) 145-153.

5. C. D. Jang and C. H. Lee, A Study to Predict and Control 
the Welding Deformations of Ship Hull Blocks, J. Soc. 
Nav. Archit. Korea., 37(2) (2000) 1-10.

6. J. U. Park, H. W. Lee and H. S. Bang, Effects of me-
chanical constraints on angular distortion of welding 
joints, Sci. Technol. Weld. J. 7(4) (2002) 232-239.
https://doi.org/10.1179/136217102225004266

7. Y. C. Kim, K. H. Chang and K. Horikawa, Production 
Mechanism for Out-of-Plane Deformation in Fillet 
Welding and Investigation of Generality, J. Japanese 
Weld. Soc. 17(2) (1999) 294-300.
https://doi.org/10.2207/qjjws.17.294

8. J. U. Park, S. C. Park and C. H. Lee, Control of longi-
tudinal bending distortion of Built-Up Beams by High- 
Frequency Induction Heating, Weld. J. 88(2) (2009) 
29s-34s.

9. D. A. Michaleris and A. Debiccari, Prediction of weld-
ing deformation, Weld. J. 76-4 (1997) 172-s-180-s.

10. P. Michaleris and X. Sun, Finite Element Analysis of 
Thermal Tensioning Techniques Mitigating Weld Buckling 
Deformation, Weld. J. 76 (1997) 451-s-457-s.

11. S. Matsui, Control of Weld Distortion in Thin-skin Welded 
structures, J. Japanese Weld. Soc. 52(5) (1983) 58-66.

12. I. Tsuji and K. Yamaguchi, Distortion and Shrinkage 
Stresses in Edge Welding of Beams, J. Western Soc. 
Nav. Archit. Japan, 42 (1967).

13. C. L. Tsai, S. C. Park and W. T. Cheng, Welding Dis- 
tortion of a Thin-plate Panel Structure, Weld. J. 78(5) 
(1995) 156s-165s.

Deformation by forced displacement

(a) Case 1 (Skin surface stress : 0 MPa) (b) Case 2 (Skin surface stress : 50 MPa)

(c) Case 3 (Skin surface stress : 100 MPa) (d) Case 4 (Skin surface stress : 140 MPa)

Final deformation Deformation by forced displacement Final deformation

Deformation by forced displacement Final deformation Deformation by forced displacement Final deformation

Fig. 16 Final deformation according to pre-stress

0.4

Initial von mises stress at surfase(MPa)

Fi
na

l d
ef

or
m

at
io

n(
m

m
)

0

-0.4

-0.8

-1.2

-1.6

-2

0 20 40 60 80 100 120 140 160

Fig. 17  Final deformation according to initial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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