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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불균질한 소성가공이나 용접과 같은 이종 소재의 접

합으로 발생하는 잔류응력은 구조물의 안정성을 크게 

저하시킬 수 있다
1,2)
. 또한, 부품들의 기계가공 및 용접 

등의 방법으로 형성된 대형 구조물에서는 잔류응력의 

향에 의해서 구조물의 왜곡을 유발하기도 하며, 장기

간의 열화과정을 거칠 때는 용접 잔류응력이 미세조직

적인 향과 결합함으로써 예기치 않은 구조물의 파괴

를 동반할 수도 있다. 

  잔류응력을 측정하는 기존 방법
3,4)
으로는 hole- 

drilling 방법 및 절단법, X선 회절법등을 들 수 있다.  

절단법은 잔류응력이 걸린 일부 소재를 기계적으로 절

단하여 완화되는 응력을 측정하는 방법이므로 잔류응력

이 존재하지 않는 기준 시편이 필요없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파괴적인 특징으로 인해 용접부에 손상 없이 적

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에 비해 X 선 회절법은 비

파괴적인 방법이지만 잔류응력이 없는 상태에 대응하는 

회절 피크의 측정이 필요하며, 미세조직의 향도 복합

적으로 나타난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기존의 잔류응

력 측정방법은 응력완화가 수반되는 시편 채취과정이 

필요하다는 단점과 더불어 실험실 수준의 정 한 환경

제어와 복잡한 시험과정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현장 구

조물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따라

서 비파괴적이면서 실 용접부에 손상을 주지 않는 새로

운 잔류응력 평가기법의 개발이 요구되었다. 

  비파괴 계장화 압입시험법(instrumented ind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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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ique)은 특정한 기하학적 형태를 지닌 강성 압입

자로 시편 표면에 수백 μm 이내의 압흔을 형성시킬 때 

나타나는 압입하중-변위곡선의 분석을 통해서 다양한 

기계적 물성을 얻는 방법이다. 기존 연구
5)
에서 응력의 

유무에 따라 압입곡선 및 접촉형상의 변화가 보고되고 

있으므로, 잔류응력과 압입인자간의 관계를 도출하게 

되면, 잔류 응력의 정량적인 평가가 가능하다. 또한 잔

류응력 완화 시의 압입하중-변위곡선의 형태변화로부터 

잔류응력을 계산하는 연구6,7)가 저자들에 의해 진행되

어 왔다. 

  Fig. 1에 실선으로 나타낸 다중 압입하중-변위곡선은 

압입자를 통하여 시편에 하중을 인가하는 단계의 하중

인가곡선과 압입하중 인가 이후 시편에서 압입자를 제

거하는 여러단계의 부분 하중제거곡선들로 구성된다. 

압입하중 인가 및 제거 곡선들은 Fig. 1에 나타낸 것과 

같이 압입깊이의 멱급수 형태로 적합화되며, 부분하중 

제거곡선들을 분석하면 여러 압입하중에서 압입자/시편

간의 접촉깊이(hc)들을 결정할 수 있다. 일정한 첨단각

을 갖는 압입자로 압입을 행할 때 압입자/시편간의 접

촉깊이는 Oliver 와 Pharr에 의해서 식 (1)로 정의되

었다8). 

 h c=h-0.72(h- h i)=h-0.72(
L
S
)     (1)

  식(1)에서 hi 는 하중제거곡선의 접선을 외삽하여 압

입깊이 축과 만나는 절편깊이(intercept depth)를 나

타내고 S는 하중제거곡선의 초기 기울기이다. 136도의 

대면각을 갖는 사각 피라미드의 형태를 고려하면 

Vickers 압입자의 접촉면적, Ac 는 24.5hc
2으로 표현

된다.

  시편 표면에 평행하게 2축 등방향 인장 및 압축 잔류

응력이 존재하면 Fig. 1과 같이 압입 하중 인가곡선의 

기울기가 변화한다. 동일한 최대 압입깊이에 도달하기 

위해서 인장 잔류응력을 갖는 시편은 무응력 상태에 비

해 낮은 압입하중이 필요하고, 반대로 압축 잔류응력을 

갖는 시편은 높은 압입하중이 필요하다. 이러한 압입하

중의 감소 및 증가분은 잔류응력의 향으로 판단되며 

인장 잔류응력 상태의 시편에서는 표면 내 잔류응력에 

의해 유도된 수직하중이 외부 인가하중에 더해지므로 

무응력 상태보다 낮은 인가하중에서 정해진 최대 압입

깊이가 얻어지는 반면, 압축 잔류응력을 갖는 시편에서

는 면내 잔류응력에 의해 유도된 수직하중이 외부 인가

하중과 반대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정해진 최대 압

입깊이에 도달하는데 보다 높은 인가하중이 필요하게 

된다. 그러므로 계장화압입시험을 통해 측정된 무응력 

및 잔류응력 상태의 압입하중 인가곡선의 비교를 통해 

측정되는 잔류응력 유도 수직하중(residual stress- 

induced normal load)의 분석을 통해 정량적인 잔류

응력을 평가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용접 잔류응력의 분포양상은 Fig. 2와 같

으며 (+)부호는 인장을, (-)부호는 압축 잔류응력을 

나타낸다. 전형적인 용접선 방향의 잔류응력, σ res,x는 

용접선의 수직방향의 잔류응력 σ res,y에 비해 몇 배 이

상으로 큰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σ res,x가 주된 연구 대

상이다9).

  본 연구에서는 용접시편의 위치에 따라 계장화 압입

시험을 행하고 각각의 실험에서 도출된 압입하중-변위

곡선의 변화추이 분석을 통해서 용접부 잔류응력의 정

량적 평가를 시도하 으며, 절단실험을 병행하여 각 실

험에서 얻어진 결과치들을 상호비교함으로써 계장화 압

입시험법을 통한 잔류응력 평가기법의 타당성을 검증하

고자 하 다. 

Fig. 1  Theoretical analysis of contact depth and 

the variation of indentation loading curve 

by residual stress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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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General stress distribution around welded 

j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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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2.1 표면 잔류응력과 압입응력의 상호작용

  표면 잔류응력을 계장화 압입시험을 이용하여 분석하

기 위해서는 잔류응력과 압입응력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론적인 모델링이 필요하다. 초기 연구에서는 잔류 응

력에 의해 압입축 방향으로 발생하는 가상 응력과 접촉

면적의 곱인 σ res A c
로 잔류응력 유도하중을 나타내

었으나
10)
 잔류응력의 소성변형에 대한 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부가된 1축 가상 응력에는 여전히 소성변형과 

무관한 정수압 혹은 평균 응력(mean stress, σ m) 성

분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성변형과 직접 관련된 편차 

응력 성분만으로 잔류응력 유도 수직하중을 정의하기 

위하여 압입 변형과 잔류응력 간의 상호작용을 재분석

하 다. Johnson 모델에 의하면 강성 압입자(rigid 

indenter)에 의한 압입 변형은 셸(shell) 모양으로 확

장한 소성역이 비압축성 코어(incompressible core)

를 둘러싸고 있는 Fig. 3의 단면 형태로 모델링되었다
11). 또한 압입자 직하에 존재하는 코어는 구형공동 모

델(spherical cavity model)로 고려하면, 공동 내부

의 정수압 응력(hydrostatic stress)은 -2 σ y/3로 

결정되었다12). 여기서 σ y
 는 재료의 항복강도를 의미

한다.재료가 탄성-강소성 거동(elastic-rigid plastic 

behavior)을 가지면, 정수압의 증가에 대응해 공동 외

각의 소성역이 점차 확장하게 되는데, 이때 소성역 내

부의 응력 분포도 구형 셸에 대한 응력 해석과 항복조

건을 결합하여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Fig. 3에 나

타낸 복잡한 압입변형 응력장 중에서 코어 내부의 응력

(-2 σ y/3)과 외부에서 인가되는 등방향 2축 잔류응

력, σ res  (= σ res,x= σ res,y  , σ res,z=0  )와의 상호

중첩을 고려하 다. 등방향 2축 잔류응력을 코어에 인

가하면 내부의 정수압은 변화되어 전단응력 성분이 부

가적으로 발생하게 되며 식 (2)의 코어 내부 정수압과 

등방향 2축 잔류응력의 합, σ com  은 정수압과 편차 응

력(deviator stress)으로 재 분해될 수 있고, 편차 응

력 성분에서 잔류응력의 압입 소성 변형에 대한 향을 

확인할 수 있다. 식 (2)의 편차 응력 성분 중 시편 표

면에 수직인 압입 하중에 미치는 잔류응력의 향은 

σ 33  로 나타나는 -2 σ res/3  이다. 본 연구에서는 식 

(3)으로 표현된 인가하중의 증가분을 잔류응력 유도 수

직하중으로 새롭게 정의하 다. 여기서 L res
는 잔류응

력 유도 수직하중이며 A c
는 이때의 접촉 면적을 의미

한다. 즉, 최대 압입 깊이가 일정하도록 압입 시험을 

제어하면 잔류응력 유·무에 의해서 잔류응력 유도 수직

하중 만큼의 압입 하중 차이가 발생한다.

σ com=
ꀌ

ꀘ

︳︳︳︳

ꀍ

ꀙ

︳︳︳︳

-2/3 σ y 0 0
0 -2/3 σ y 0
0 0 -2/3 σ y

+
ꀌ

ꀘ

︳︳︳

ꀍ

ꀙ

︳︳︳

σ res 0 0
0 σ res 0
0 0 0

=
ꀌ

ꀘ

︳︳︳︳

ꀍ

ꀙ

︳︳︳︳

-2/3( σ y- σ res) 0 0
0 -2/3( σ y- σ res) 0
0 0 -2/3( σ y- σ res)

 +
ꀌ

ꀘ

︳︳︳︳

ꀍ

ꀙ

︳︳︳︳

1/3 σ res 0 0
0 1/3 σ res 0
0 0 -2/3 σ res

                  (2)

 L res=-
2
3
σ res⋅ A c

                      (3)

 2.2 압입하중-변위곡선의 분석을 통한 잔류
응력의 정량적 분석

  최대 압입 깊이를 일정하도록 제어하면 인장 및 압축 

잔류응력에 의해 인가되는 압입하중은 무응력 상태에 

대응하는 압입 하중에 비해 감소하거나 증가한다. 그러

나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잔류응력과 고유경도는 상호

의존성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7,13,14). 이에 따라 

식 (4)로 표시된 압입 경도를 일정하도록 유지하기 위

해서 접촉면적은 압입 하중에 선형적으로 비례하게 된

다.여기서 H는 재료의 고유 경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잔류응력에 따라 접촉면적이 변화하므로  최대 압입 깊

이를 일정하게 제어하는 조건에서의 잔류응력에 따른 

접촉형상의 변화는 Fig. 4의 모식도로 모델링 할 수 있

다. (a)의 인장 잔류응력에서 (b)의 무응력 상태로 변

화함에 따라 동일한 최대 압입깊이에 도달하기 위한 외

부 인가하중은 L T
에서 L 0

로 증가하게 되며, 일정한 

압입 경도, H의 유지를 위하여 인가하중의 증가와 동

일하게 접촉면적도 A T
C
에서 A 0

C
로 증가하게 된다. Fig 

Core

Plastic zone

Elastic zone

Indenter

L
T

σresσres

σ
y

2

3

Fig. 3 Stress interaction between residual stress 

and hydrostatic stress in the incompressible 

core of an elastic/plastic ind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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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b)의 무응력 상태와 비교해 보면, 인장 잔류응력의 

향은 접촉부 외각의 sink-in 깊이인 h n으로 나타나

며, 잔류응력 제거에 따라 sink-in 현상이 무응력 상태

의 접촉형상으로 완전히 회복된다는 것을 가정하 다.

  H=
L T

A T
C

=
L 0

A 0
C

                         (4)

  잔류응력 유도 수직하중 L res
의 결정과 함께 압입

깊이제어 잔류응력 완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접촉면적 

및 응력의 연속적인 변화도 고려해야 정량적인 잔류응

력의 분석이 가능하다. 잔류응력 유도 수직하중의 정의

인 식 (3)과 Fig. 4의 접촉 형상의 변화를 고려하면 

응력 완화 과정에서의 압입 하중의 변화는 적분형태의 

식 (5)로 나타낼 수 있다.

 L 0 = L T+ L res= L T+
⌠
⌡

L 0

L T

dL res

= L T-
2
3
⌠
⌡

L 0

L T

d( σ res⋅ A c)

        (5)

  적분식을 풀기 위해서 잔류응력 완화 과정 중에 나타

나는 접촉면적, A c
 와 완화 중의 응력, σ  의 압입 하

중, L  에 대한 의존성을 Fig. 5에 나타내었다. 잔류응

력 유무에 따른 압입 하중 인가곡선 및 잔류응력의 완

화경로는 Fig 5-(a)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인장 잔류응

력 하에서 압입 하중을 인가하여 일정 압입 깊이, h t  

에 도달하면 압입 하중은 L T
 가 된다. 최대 압입 깊

이를 h t  로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인장 잔류응력을 완

화시키면 압입자/시편의 압입하중 및 접촉깊이는 증가

하여 ( L 0
, h c  )의 무응력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 

압입깊이 제어 응력완화 경로를 따를 때 접촉면적의 변

화와 잔류응력의 감소양상은 Fig. 5의 (b)와 (c)에 구

체적으로 나타내었다. 

  Fig 5-(b)에서 일정한 압입경도를 고려하면 식 (4)

에 따라 접촉면적은 압입하중에 선형적으로 비례하게 

되며 그 기울기는 1/H가 된다. 완화과정중의 소재 내

+hnhs

hcT
h t

L T

(a) Tensile stress

ht

hs

hc

L0

(b) Stress free

hcC

hp hs

h t

L C

(c) Compressive stress

Fig. 4 Theoretically modeled surface morphologies 

around the contacts for (a) tensile stress, 

(b) stress free, (c) compressive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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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Schematic diagrams for the contact changes 

during residual stress relaxation procedure; 

(a) transition in the indentation loading  

curve (b) increase in contact area in a   

blunt indenter and (c) reduction of residual 

stress in mat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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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응력은 압입하중에 선형적으로 반비례하여 감소하

는 것으로 가정하 고 이를 Fig. 5-(c)로 나타내었다.

  한편, 계장화 압입시험에 사용되는 Vickers 압입자

의 경우, 첨단 수 ㎛ 역에서 가공상의 한계로 불완전

한 무딘 형상을 갖는다. 이러한 Vickers 압입자의 형

상보정을 위해서 접촉면적은 A c= f (L) 와 같이 압

입 하중에 대한 다차식의 형태를 취하게 되는데, 수십 

N의 고하중 역에서는 2차식으로 근사화 시킬 수 있

다. 여기서 R 0
, R 1

, R 2
는 실험적으로 결정되는 적

합화 상수이다. 

  잔류응력 유도 수직하중의 정의인 식 (3)을 사용하

고,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잔류응력 완화 시 접촉

면적 증가와 응력 감소거동을 식 (5)에 대입하여 정리

하면 잔류응력 평가식은 식 (6)으로 표현되며, Ω  는

R 2 L
3
T+( R 1- R 2 L 0 )L

2
T+( R 0- R 1 L 0 ) L T

- R 0 L 0
의 형태로 주어졌다.

  σ res=
3
2

L res
2

Ω
                         (6)

3. 실험방법  

  직경 750mm, 두께 15.5mm의 규격을 갖는 천연가

스운반용 API X65 강재 용접배관상의 일부를 채취하

여 시편으로 가공하 다. 시편의 조성과 기계적 물성, 

용접조건은 Table 1과 2에 표시하 다. 각각의 시편은 

2000번 사포까지의 기계적 연마를 거친후 2% Nital 

용액으로 에칭하여 용착금속과 용접 열 향부(HAZ), 

모재 간의 경계를 명확히 하 다. Saw-cutting 실험의 

경우 정확한 값의 측정을 위하여 용접선을 가로질러 

3mm 간격으로 스트레인게이지를 부착한 후, 절단 전

후의 변형률의 변화량을 식 (7)에 대입하여 잔류응력값

을 정량적으로 측정하 다. 용접선의 수직방향에 대해

서도 스트레인 게이지를 부착시켜 절단시 완화되는 잔

류응력치를 측정하 으며 절단실험 후의 시편사진은 

Fig. 6으로 제시하 다.

  압입시험을 위하여 시편 상단에 압입자와 만나는, 폭 

25mm 역을 평평하게 가공한 후, 모재로부터 용접부

를 가로질러 각각의 압입시험을 행하 다. 압흔 간의 

상호 변형중첩을 피하기 위하여 압입시험은 용접선을 

가로질러 약 5mm 정도의 충분한 간격을 두고 행하

으며 실험오차를 줄이기 위해 3회에 걸쳐 압입시험을 

반복하 다. 최대압입하중은 50kgf로 결정하 고 압입

속도는 0.2mm/min 로 설정하 다. 잔류응력상태의 

압입곡선과 비교하기 위한 무응력 상태를 얻기 위해서 

600℃에서 2시간 어닐링시킨 후 노냉시키는 열처리 과

정을 통해서 잔류응력을 제거하고, 용접 중심선에 대해 

열처리 이전에 압입실험을 행하 던 거리만큼 떨어진 

위치에 대하여 각각 열처리 이전과 동일한 조건의 압입

실험을 행하 다. 접촉면적 계산을 위하여 10, 20, 

30, 40, 50kgf 하중에서 각각의 하중제거 단계를 거

쳤다. 잔류응력 존재시의 압입곡선은 하중인가 부분만 

분리하여 멱급수 형태로 적합화하여 정리하 으며, 무

응력 상태의 압입하중-변위곡선은 하중인가 곡선의 분

리와 함께 하중제거 곡선 분석을 통해서 접촉면적을 유

도하 다. 분석결과를 Table 3, 4로 제시하 으며 실

험과정을 전체적으로 도식화하여 Fig. 7로 나타내었다.

 σ res= E ε res                                (7)

Table 1 Chemical compositions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API X65

C P Mn S Si Fe Ceq
Yield 
strength

Elastic 
Modulus

Poisson
ratio

Composition
(wt%)

0.08 0.019 1.45 0.003 0.31 Bal. 0.32 490 MPa  210 GPa  0.284

Table 2 Welding condition of API X65 specimen

V-groove welding

GTAW + SMAW

ER 70S-G, E9016-G

Preheat : 100℃, No PWHT

Amp./Volt. : 80~130A/12-23V

Fig. 6 Specimen used in saw-cutting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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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및 토의 

4.1 절단 시 용접 잔류응력의 이완

  Fig. 8은 절단 시 측정된 각 방향의 변형률을 나타낸 

것이다. 기존 연구결과에서 보고된 바와 같이 용접부와 

평행한 방향의 변형률이 수직방향의 변형률에 비해 비

교적 큰 값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각 방향의 변형률

을 식 (7)에 대입하여 정리하는 과정을 통해서 완화된 

잔류응력값을 평가하 으며 압입시험과의 비교 결과는 

Fig. 10에 도시하 다. 

4.2 잔류응력에 따른 압입곡선 형상천이

  Fig. 9와 같이 무응력 상태의 압입곡선과 잔류응력 

존재 시 압입곡선에는 차이가 발생한다. 하중변위곡선 

분석과정과 이론적 배경 및 실험방법에서 제시된 분석 

절차에 의하여 각각의 압입위치에서 잔류응력 값을 정

량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Table 5에 나타내었다. Table 

5와 Fig. 10은 압입시험에서 얻어진 잔류응력치와 

절단 실험결과를 도표로 비교하여 나타낸 것으로, 정

량적 크기 및 응력의 부호에서 서로 비교적 잘 일치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응력의 부호는 절단실험에 의한 값과 압입시험을 통

해서 얻어낸 결과가 완전히 일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모재로부터 HAZ, 용착금속을 거치면서 각각 압

축-인장의 잔류응력이 존재함을 뚜렷이 볼 수 있었으

며, 이는 기존 연구보고와 같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Fig. 7 Detailed schematic diagram of experimental proc

edures

Table 3 Loading curve analysis at each indent

Indenting position
(distance from welding 

line, mm)

Loading curve
fitting

1 (-7.67) 0.1141h1.8851

2 (-3.2) 0.1072h1.9051

3 (0.14) 0.0977h1.925

4 (4.96) 0.1021h1.909

5 (9.29) 0.1147h1.886

6 (14.51) 0.1024h1.912

7 (20.2) 0.1182h1.88

8 (29.66) 0.1131h1.891

9 (34.55) 0.1193h1.875

10 (39.81) 0.1219h1.877

11 (44.7) 0.0827h1.963

12 (49.87) 0.104h1.906

13 (54.69) 0.1004h1.897

14 (59.8) 0.1342h1.865

15 (64.59) 0.1163h1.892

16 (69.94) 0.0958h1.921

17 (74.9) 0.0514h2.035

18 (79.21) 0.0423h2.084

Table 4 Example of unloading curve analysis at   

each maximum applied load

Load
(N)

Depth
(μm)

Unloading curve
fitting

Contact depth
(μm)

98 38.975 L=3.614(h-hf)
1.829 36.507

196 56.50 L=2.134(h-hf)
2.066 53.086

294 70.208 L=3.642(h-hf)
1.825 64.237

392 81.907 L=4.923(h-hf)
1.717 74.447

490 92.307 L=2.837(h-hf)
1.909 84.491

Fig. 8  Saw-cutting results(st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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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Loading curve shifting on local region by  

the effect of residual stress(HAZ : 4.96mm 

from welding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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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실험 결과 및 고찰
 

 절단 실험과 계장화 압입 시험을 이용하여 평가한 각

각의 잔류응력 값이 그 부호와 크기에서 잘 일치한다는 

사실은 Fig. 10에서 확인하 다. 두 실험값 간의 오차

는 다음의 발생원인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앞에

서 전개된 계장화 압입시험을 이용한 잔류응력 평가의 

이론적 모델이 이축 등방향 잔류응력의 존재라는 가정 

하에서 유도된 것이므로 이를 비등방적인 응력 분포를 

가지고 있는 용접부의 응력 해석에 직접 적용하면서 생

기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Fig. 8과 같이 기존 연구 보

고15)에 있어서뿐 아니라, 본 실험결과상에서도 용접선 

방향을 기준으로 각 방향의 변형률은 서로 다른 부호와 

크기를 가짐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압입시험을 이용한 

잔류응력 평가시 적용된 이축 등방향 평가모델에서 실

제와 다른 응력상황을 가정하여 반 하 으므로 필연적

인 오차가 발생한다. 이와 함께 실제 압입시험결과 분

석에 있어서 응력 및 무응력 상태의 각 시편에서 측정

한 위치가 상이한 것 또한  원인으로 들 수 있다. 이는 

실험을 행할 시에 용접선에 기준하여 같은 거리만큼 떨

어진 지점의 잔류응력은 서로 같다는 가정에서 출발한 

것이다. 즉 결과해석 시 용접선 수직방향의 변형률 εy

를 일정하다고 가정하 으나 εy값이 상대적으로 작다

고 하나 변화량을 무시한 만큼의 오차발생분이 존재함

을 예상할 수 있다.

  또다른 원인으로서 열처리를 통해 응력이 완전히 제

거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 Fig. 10에 

나와있는 결과를 보면 모재쪽으로 이동할수록 절단실험 

및 압입실험결과 모두 응력상황이 수렴함을 알 수 있

다. 이를 통해 모재쪽에서는 열처리를 통해 응력이 완

전히 제거되었다는 결과로 유추할 수 있는 반면, 용착

금속 역에서는 두 결과간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큼을 

볼 수 있는데 용착금속 역에서는 적용한 열처리 조건

에 의해 완전한 응력제거가 행하여지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5. 결    론 

  계장화 압입시험을 이용해서 용접부의 잔류응력의 크

기를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절단실험에서 얻은 결과와 

비교하 다. 계장화 압입시험에서 얻은 결과는 절단실

험에서 얻어진 결과와 비교하여 응력의 방향성뿐 아니

라 잔류응력의 크기 또한 비교적 잘 일치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두 방법에서 평가된 잔류응력 절대치의 

차이는 압입시험결과분석에서 적용된 이축 등방향 모델

의 가정상의 오류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적용모델의 

경우 응력의 방향성을 인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무응력 선택상의 원인

은 용착 금속이나 HAZ 부분의 무응력 상태를 각각 구

하여 적용한다면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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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Summary of evaluated residual stress by 

indentation and saw-cut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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