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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철강 재료에 한 아크 용  공정은 용융지 (melting 

pool) 근방의 집  열 투입으로 발생하는 비선형  온

도변화에 따른 천이  응력  변형률의 변화와 더불어 

복잡한 상 변태 등을 동반한다. 용융 용 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역학  상을 유한요소법을 사용한 수치 해석

 방법으로 평가하기 한 시도는 종래부터 다양하게 

연구되어져 왔으며 최근 컴퓨터 성능의 비약 인 발

에 따라 그 수법  다루어지는 문제의 크기도 차

으로 역 문제에 한 상 규명에 가깝게 다가서고 

있다.

  유한요소법을 사용한 용융 용  공정의 해석을 해 

용 부의 역학  거동을 결정하는 용 부 구성 재료의 

물리  특성에 따른 역학량의 천이  변화를 계산할 수 

있는 여러 수치 해석  기법들이 개발되어 왔지만 용

에 기인한 응력과 변형을 계산하기 한 가장 일반 인 

방법은 재료의 물리  기계  특성을 고체 온도의 함수

로 보는 열 탄소성 해석 기법이라 할 수 있다1-5). 따라

서 일반 열 탄소성 모델을 도입한 용 부 해석에서는 

용  는 용착되는 재료를 열을 받은 균일 는 비균

일의 탄소성 고체로 가정한다. 해석 역내의 모든 유한 

요소는 용  열에 따라 발생하는 천이  온도 변화에 

한 응력-변형률 계로부터 비탄성 변형률의   

내부 재료 의 가공경화에 따른 정보를 항상 기억하게 

된다.

  그러나 실제 용  상에서 용융지 내의 재료는 융

(melting temperature) 이상의 온도에서 액상으로, 온도

가 융  이하로 내려가면 다시 고상으로 되돌아가는 고

상→ 액상→고상의 상변태 과정을 겪게 되고 이러한 상

변태 과정의 액상에서는 그 이  고체 역학에 기 한 

응력  변형률이 모두 소실된다6). 이러한 속 용융 

상태를 소  라그랑지안 수법 (lagrangian formulation)

의 유한요소법으로 다룬 방법의 하나로서 온도가 융

에 도달했을 때 그 이  재료에 축 된 모든 응력  

변형률 성분을 기화하고 액상에서는 응력  변형률

이 되지 않도록 처리하는 이른바 역학  풀림

(mechanical relaxation)으로 정의된 수치 알고리즘을 재

료 구성 방정식 모델에 고려하고 있다7-8). 용융에 따른 

이러한 역학  풀림 알고리즘은 수치  방법으로 실제 

상을 보다 그럴듯하게 다룬다는 측면에서 용  잔류 

응력  변형의 평가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보고가 

있다9). 다른 한편에서는 역학  풀림을 고려하더라도 

잔류응력에는 그다지 큰 변화가 없다는 보고도 있다
7-8)
.

  본 해설에서는 간단한 몇 가지 용  해석 사례를 통

해 역학  풀림 알고리즘을 고려한 열탄소성 구성 방정

식 모델이 용  잔류응력  변형에 미치는 향에 

해 살펴보고자 한다.

2. 구성 방정식의 정식화

2.1 역학  풀림을 용한 구성 방정식

  역학  풀림 알고리즘이 용 부 거동에 미치는 향

을 검토하기 해 열탄소성 구성 방정식 모델을 기본으

로 역학  풀림 알고리즘을 정식화하 다. 사용자 구성 

방정식은 ABAQUS에서 제공하는 user subroutine인 

UMAT으로 로그램하 다9). Fig. 1은 재료의 융 을 

기 으로 역학  풀림 알고리즘을 추가한 열탄소성 재료 

구성 방정식 모델의 수치 계산 흐름도를 나타내고 있다.

  Prandtl-Reuss가설에 근거한 변형률 증분 이론에 따

라 시간 증분에 한 탄성, 소성  열 변형률 증분량이 

계산되며 재료의 비선형성으로 구하고자 하는 해는 주

어진 시간 증분 내에서 반복 계산하여 근사해로 주어진

다. Fig. 1에 보인 것과 같이 해당 시간에서의 온도에 

따라 크게 두 가지 계산 경로를 가진다. 즉 재료 에서

의 온도가 재료의 융  이하인 경우 통상 인 열탄소성 

특 집 : 용 산업의 시뮬 이션기법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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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Flowchart for the constitutive model incorporating 

the relaxation algorithm

계산 과정이 수행되나 재료 의 온도가 융  이상인 

경우에는 역학  풀림 알고리즘이 용되어 그 이 까

지 재료 에 기억된 모든 변수가 기화된다.

  변형률 증분 이론에 의한 재 시간에서의 응력-변형

률 계는 식 (1)로 주어진다.

  { } { } { } [ ] { }Mtt
e

ttTtttTrtt
D εσσσ ∆+∆+=

∆+∆+∆+∆+
   (1)

식 (1)에서 { }Trtt
σ

∆+
는 재 시간의 응력 벡터, { }σt

는 

증분 이 의 응력 벡터, { }Ttt
σ∆

∆+
는 재료의 온도 의존성

으로 인한 응력 변화량 벡터, [ ]e
tt D∆+

는 재료의 탄성 

matrix, { }Mtt
ε∆

∆+
는 기계  변형률 (mechanical strain) 

로서 다음의 식 (2)와 같다.

  { } { } { } { } { }TpeM εεεεε ∆−∆=∆+∆=∆           (2)

식 (2)에서 { }eε∆ 는 탄성 변형률 증분, { }pε∆ 는 소성 변

형률 증분, { }ε∆ 는  변형률 증분, { }Tε∆ 는 열 변형률 

증분이다. 한편 식 (1)에서 { }Ttt
σ∆

∆+
는 식 (3)으로 주어

진다.

  
{ } [ ] { }kkkkt

tt
t

t

tt
Ttt

I
K

KS
G

G σσ
∆+∆+∆+ ∆+∆=∆

      (3)

식 (3)의 G는 단 탄성계수, K는 체 탄성계수, kkσ 는 

평균 응력이다.

  수치 계산에서 식 (1)로 계산된 응력 성분으로 구한 

상당 응력(equivalent stress)이 항복 응력을 과하는 

경우 아래의 식 (4)에 나타낸 항복조건을 만족하는 해

가 구해질 때까지 반복 연산을 수행한다. 식 (4)에서 ijS

는 편차응력 (deviatoric stress), Y는 항복응력, pε 는 

상당 소성 변형률이다.

  
0

3
2: =⎟

⎠
⎞

⎜
⎝
⎛

∂
∂+

∂
∂−= dT

T
YdYYdSSdf p

pijij ε
ε    (4)

  구성 방정식에서는 Krieg10)와 Schreyer11) 등에 의해 

제안된 sub-incremental 법을 사용하여 반복계산을 수

행하고 각 sub-increment마다 계산한 항복응력과 상당

응력간의 차가 미리 설정된 오차 범  이내이면 해가 

구해진다고 가정하 고 수렴후의 탄성 변형률 증분  

소성 변형률 증분 계산을 해 radial return 알고리즘12)

을 사용하 다.

  한편 계산 과정  요소 온도가 융  이상인 경우에

는 그 때까지 된 모든 변형률 성분이 기화되고 

다음의 계산 과정이 불려진다.

2.2 사용자 모델의 검증

  수치  정확성을 확인하기 하여 사용자 구성 방정

식을 용한 해석 결과를 ABAQUS code에서 제공하는 

표  열탄소성 구성 모델을 사용한 수치해석 결과와 비

교하 다. ABAQUS의 표  구성 모델에서는 상당 소성 

변형률 이외의 다른 변형률 성분의 역학  풀림 상을 

표 할 수 없기 때문에 개발된 사용자 구성 모델에서 

역학  풀림 알고리즘을 제거한 순수한 열탄소성 수치

해석 과정만을 검증의 상으로 정하 다.

  Fig. 2는 ABAQUS code에서 제공하는 표  모델을 

사용한 해석과 사용자 모델을 사용한 해석에서 용 부 

상부면의 폭 방향을 따라 분포하는 소성 변형률 성분을 

계산한 결과를 비교한 것이다. 용한 구성 방정식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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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Verification of user constitutive model in  terms 

of plastic strain distribution

시편
류

(A)

압

(V)

속도

(mm/sec)

입열량

(J/mm)

A 300 31 1000 558

B 300 31 750 744

C 300 31 650 859

D 300 31 550 1015

E 400 32 700 1097

F 400 32 650 1182

G 400 32 600 1280

Table 1 Bead‐on‐plate welding conditions

Fig. 3 Macro‐graph of the cross section of a weld (Q=1

097 J/mm)

Fig. 4 Mesh model on the cross section

라 각 방향의 소성 변형률 분포에 거의 차가 나지 않아 

기본 으로 같은 결과가 얻어짐을 알 수 있다.

3. 역학  풀림을 고려한 해석 제

3.1 용  실험

  용 조건에 따른 용융부(fusion zone) 형상과 변형량

을 계측하기 해 두께 6mm인 AH36의 선  강 으로 

폭  길이가 각각 200mm인 정사각형 시편을 가공하고 

시편의 칭선을 따라 SAW(submerged arc welding)로 

bead-on-plate 용 하 다. Table 1은 시험 용 조건을 

나타내고 있다. 용 류에 따라 직경이 2.0mm 와 

3.2mm인 용 와이어를 달리 용하 다. 모든 용 은 

직류 정극성(DCEP)으로 상온인 실험실 조건에서 구속 

없이 진행되었으며 와이어 돌출길이wire extension)는 

25mm 다.

  Fig. 3은 입열량이 1097 J/mm인 시편 E의 용 부 횡

단면 형상을 나타낸다. 이와 같은 횡단면을 CCD를 부

착한 image analyzer로 찰하여 용  조건에 따른 용

융부 형상  치수를 계측하게 된다.

3.2 열 달 해석

  용 선 방향으로의 열 달을 정  상태로 가정하여 

용 선 직각 방향의 2차원 횡단면 모델에 해 용  입

열로 인한 천이 온도를 계산하 다. 시편 용 이 용  

선에 해 좌우 칭으로 행해졌기 때문에 반 칭 단

면 모델을 사용하 다. 2차원 단면 모델에 한 요소 망 

생성 일례를 Fig. 4에 나타내고 있다.

  용  입열 모델로서 등변 사다리꼴 체  열속 모델을 

사용하고 SAW의 아크 효율을 85%로 가정하여 계산된 

입열량을 용융부내의 요소에 균일 체  열속 (body 

flux)으로 인가하 다
4)
.

  Fig. 5는 실험  열 달 해석에서 찰한 용융 경계

선 (fusion boundary)을 비교하고 있다. 열 달 해석으

로 구한 경계선은 재료의 융 으로 정의된 1521°C의 등

온선을 나타낸다. 2.1 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역학  

풀림 알고리즘이 융  이상의 온도가 계산된 요소 역

에 한해 용되기 때문에 해석 결과의 정 도를 높이기 

해서는 그림에 나타낸 것과 같이 수치 으로 구한 용

융 경계선이 실제의 용융 경계선과 가능한 일치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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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열탄소성 해석

열 달 해석으로부터 얻어진  온도를 사용하여 열 

탄소성 해석을 행한다. 온도에 따른 선팽창계수, 탄성계

수  Poisson 비 등 열탄소성 해석에 필요한 재료 특

성은 탄소강에 한 자료13-14)를 인용하 다. 온도에 

따른 재료의 응력-변형률 변화는 고온 인장시험 결과를 

이용하 다15).

  역학  풀림 알고리즘의 용이 용  잔류응력에 미

치는 향을 찰하기 하여 역학  풀림 알고리즘을 

용한 구성 모델과 용하지 않은 구성 모델로서 각각 

해석하고 그 결과를 비교해 보았다. 일례로서 Fig. 6은 

용 선 방향 (x방향) 잔류응력 (σxx)의 폭 방향 (y 방향) 

분포를 비교하고 있다. 그림의 결과에 따르면 용  잔류

응력에 미치는 역학  풀림 알고리즘의 향이 이 의 

연구결과7)에서 언 된 것과 마찬가지로 용융 지 역에 

한정하여 나타났으며 반 인 잔류응력 분포에는 큰 

향을 주지 않았다. 용융 지에서의 잔류응력 분포가 약

간 낮은 것은 주로 역학  풀림에 따라 재료의 항복 곡

면이 기화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Fig. 7은 역학  풀림 알고리즘 용이 용  각

변형 계산 결과에 미치는 향을 실험 결과와 함께 나

타내고 있다. 실험에서 얻은 각변형량은 입열량의 변화

에 해 뚜렷한 경향성 없이 약간의 높낮이를 보이며 

변하 다. 역학  풀림 알고리즘을 용하지 않은 탄소

성 해석에서 각변형량은 용  입열량과 거의 선형 으

로 비례하여 입열량이 클수록 실험결과로부터 멀어지는 

결과를 보 다. 반면 역학  풀림 알고리즘을 용한 해

석에서는 입열에 따른 각변형량 변화가 체 으로 실

험결과와 비슷한 경향을 보여 입열량에 한 각변형량

의 의존성이 역학  풀림 알고리즘을 고려하지 않은 것

보다 매우 약함을 나타내고 있다.

4. 결   론

  본 해설에서는 용  용융부에 한 역학  풀림 알고

리즘을 열탄소성 재료 구성 모델에 용한 용  해석 

기법과 해석 결과에 해 제를 심으로 설명하 다. 

지 까지 서술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실험으로 찰한 용융부의 형상  치수를 열 달 

해석을 한 유한 요소 모델에 고려하고 비교  간단한 

용  입열 모델을 사용하여 실험에서 찰한 것과 아주 

유사한 수치  용융부를 얻을 수 있음을 알았다. 역학  

풀림 알고리즘이 융  이상의 온도에서만 향이 있기 

때문에 수치  용융부가 실제 용융부 형상과 가까울수

록 해석의 정 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2) 이 의 연구결과에서도 언 된 것과 같이 역학  

풀림 알고리즘은 용융부 내에서의 잔류응력에만 약간의 

향을 주었으며 나머지 역에서는 향이 없었다. 용

융부에서의 잔류응력 변화는 주로 역학  풀림에 따른 

항복 곡면의 기화 때문에 발생한다.

  3) 반면 용  변형 측면에서는 역학  풀림 알고리즘

을 용하여 실험 결과와 매우 유사한 계산 결과를 얻

을 수 있었다. 역학  풀림 알고리즘을 고려하지 않은 

해석은 각 변형량이 입열량에 따라 거의 선형 으로 증

가하여 고 입열 조건에서는 실험 결과보다 큰 각변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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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하 으나 역학  풀림 상으로 용융부의 소성 변

형률이 기화됨으로써 실험결과에 매우 근 한 계산결

과를 얻을 수 있었다. 역학  풀림 알고리즘의 향은 

단층 용 부보다는 다층 용 부에서 더 클 것으로 생각

되기 때문에 차후 이에 한 심도 있는 용과 고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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