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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설계와 공정의 유한요소해석 연구 동향

이 장 ․김 성 찬

Finite Element Analysis of Welding - Literature Review

Jang-Hyun Lee and Sung-Chan Kim

물리  특성 유한요소해석 반  모델

용융 pool의 액상 -고상 

변화
재료의 잠열(Latent heat) 모델

용  pool의 유동 해석 비드의 유동  자기  특성 모델 

재료의 상변태
Thermo-metallurgical

-mechanical(TMM) model

Filler metal의 생성 Element generation/kill 모델

Table 1  Simulation model for welding analysis

1. 서    론
  

  용 은 한 온도 제어를 통하여 재료를 합하는 

방법을 상으로 한다. 산업 제품의 조립과 생산을 하

여 다양한 용  방법이 사용되고 있으며, 열원의 종류에 

따라 용  방법을 분류하고 있다. 

  특히 아크 용 은 재료의 합 가공에 사용할 수 있

는 매우 효과 인 가공 방법으로서 비용과 생산성이 매

우 뛰어나다. 그러나 용 은 고온의 열원을 사용하므로 

그에 따른 피로 강도, 정  강도, 균열 발생, 잔류 변형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용  설계를 해서는 

용  잔류 응력과 피로 강도, 그리고 강도 등을 평가하

는 차가 필요하다.

  용  상은 열 달, 탄소성 변형, 야 학  특성 등

이 복합 으로 존재하는 비선형 문제로 정의될 수 있다. 

이론 인 해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치 인 근 방

법이 유용하며, 이를 하여 지난 20여 년간 유한요소해

석법에 기 한 수치 인 시뮬 이션 연구가 수행되어져 

왔다1). 재는 MSC.Marc, ANSYS, ABAQUS, SYSWeld

와 같은 범용 유한요소해석 코드를 이용한 수치 시뮬

이션 기법이 일반화 되어 있다. 그러나 용  상에서 

수반되는 재료의 특성, 열유체 특성, 모재의 형상 특성, 

기계 인 특성 등 물리  특성을 엄 하게 반 하기 유

한요소해석 모델은 지속 으로 연구되고 있다. 유한요소

법을 이용한 용  해석 연구의 동향은 아래와 같은 몇 

개의 그룹으로 분류하여 악할 수 있다.

․용  해석  시뮬 이션- 산용

․용융 풀의 류를 고려한 유한요소 해석

․용  방법에 따른 유한요소 해석 모델

․잔류 응력과 잔류 변형의 측을 한 해석

․용  구조물의 피로 강도 해석

․  구조물의 잔류 응력 해석 

  본 기사에서는 용  설계  강도 평가를 한 유한

요소해석 연구  용 사례를 에서 제시한 그룹에 

따라서 분류하고 동향을 요약하고자 한다.  

2. 본   론

2.1 용  해석  시뮬 이션- 산용

  용  상을 유한요소해석법을 이용하여 시뮬 이션 

하기 해서는 용 의 물리  특성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용 의 물리  특징을 반 한 유한요소해석 사례

와 용  열원의 수학  모델은 Brown2), Goldak3) 이 각

각 제안한 사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Table 1에 보인 것과 같이 재료의 상변태와 열탄소성 

변형을 반 하기 하여 thermo-visco-plasticity, 

thermo-elasto-plasticity, thermo-metallurgical 모델 등 

재료 구성 방정식의 변화에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4-5). TMM 재료 모델을 용한 사례 연구는 많으나, 상

용 코드 에 SYSWeld가 재료의 상변태 특성이 가능

하다.

  고상/액상 변화의 모델링은 일반 으로 엔탈피 방법

을 이용하여 모델링한다. 그러나 이 방법은 열 달과 유

동이 연성된 문제에는 용하지 않는다.

                       (1)

특 집 : 용 산업의 시뮬 이션기법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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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ide view flow pattern

(b) Front view pattern

Fig. 1  이져 용 에 의한 용융 풀 해석 사례8)

  류와 복사에 의한 냉각조건은 엄 한 수치 모델을 

구하기는 어렵다. 일반 으로 아래와 같이 Goldak
6)
이 

언 한 류 계수의 경험식을 사용하지만, 그 값의 차이

가 잔류 응력의 크기를 크게 좌우 하지는 않는다.

    ×    ℃          (2)

여기서, 는 류 계수를 의미하며 은 방사율

(emissivity)를 의미한다. 

  용융 비드의 용입 상은 용입되는 비드의 치에 놓

인 요소의 강성을 회복시키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ANSYS, ABAQUS, MSC.Marc가 채용하고 있다.

2.2 비드의 류를 고려한 유한요소 해석

  용융 비드에 의한 용 면의 형상  상변태를 추정하

기 하여 비드의 solid-fluid  transition의 유동 해석에 

한 연구
7-10)
 등이 있다. 그러나 재로서는 열탄소성 

구성 방정식을 채용한 재료 물성치 모델이 일반 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용융 비드의 유동 해석은 제한 인 범

에서 사용하고 있다. 용융 비드의 류 해석은 1950년
9)
부터 시작되었다. 류에 의한 비드의 형상 변화는 

용 부의 기공, 기 결함, 용융재 부족 등의 문제를 가

져올 수 있기 때문에 류 모델은 기 결함 측의 목

으로 합하다. 용융 풀의 물리  특성은 열 유동이므

로, 질량 보존 방정식, 운동량 방정식과 에 지 방정식

의 연성 문제로 정의할 수 있다
10)
. 한 용  류에 의

해 발생하는 자기력과 용융 풀의 표면 장력, 용융 비

드의 온도 구배에 의한 부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질량 보존 방정식

  비압축성 유체로 가정하면 아래와 같은 질량 보존 법

칙을 만족해야만 한다.

   







            (3)

여기서,   는 도,   은 각각 반경과 축 방향 속도

를 말한다.  

  (2) 자기 방정식

  용  풀은 자기력의 향을 받으므로 아래와 같은 

류 연속 방정식을 만족해야 한다.

  









        (4)

    

 




              (5)

는 electrical conductivity, 는 electrical potential이다. 

는 자기장의 세기, 는 진공 상태의 투자율

(permeability)  는 각 반지름 방향과 축방향의 

류 도를 말한다.

  (3) 운동량 보존 방정식

  용  풀의 가스와 용융 속은 다음과 같이 축 방향

과 반지름 방향의 운동량 보  방정식을 만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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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여기서 는 압력, 는 성을 의미한다.   

  (4) 에 지 방정식

  열 다음은 열확산 방정식이다. 

  

 



  



 

 

 

  
 (8)

여기서, 는 온도, 는 비열, 는 열 도 계수, 그리고  

는 Joule 열과 아크에 의한 에 지 발생율을 의미한

다. 다음의 Fig. l은 용융 풀의 유동과 형상을 해석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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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Goldak의 아크 용  열원 모델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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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다층 용 의 잔류 응력 해석13)

2.3 용  방법에 따른 유한요소 해석 모델 

  용  방법은 열원의 종류, 보호 가스의 종류 등에 구

별하고 있다. 유한요소법을 이용한 용  시뮬 이션은 

아래와 같은 용  법에 용되고 있다.

․GMAW(Gas metal Arc Welding)

․GTW (Gas Tungsten Welding)

․Resistance welding

․Spot welding

․Laser beam welding

․SMAW(Shield Metal Arc Welding)

․FSW(Friction Stir Welding)s

․SAW(Submerged Arc Welding)

  재까지는 GMAW, GTW, SMAW, FSW, Spot 

welding, SAW, 이져 용  등은 유한요소법에 의한 

시뮬 이션 모델이 다수 개발되어 있으며, 용한 사례

를 쉽게 찾을 수 있다11-13). 아크 용 은 Goldak6)이 제

안한 열원의 수학  모델을 변경함으로써 그 특성을 반

하고 있다. 아래의 식은 아크 열원의 특징을 나타내는 

열 유속()의 방정식이 가장 기본 인 아크의 열원 모

델이다. 

   





 

                       (9)

여기서   는 최  열유속, 는 분포 집  계수이며, 

은 아크 심으로부터 거리를 의미한다. 그러나, 를 

구하기 해서는 온도 계측 실험을 통하여 얻어야 하는 

어려움은 있으나, 아크 용 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태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향상된 모델로서 ellipsoid 분

포를 가진 열 유속이 사용되기도 한다. 

  한편, EGW(Electro Gas Welding)12), FCAW (Flux 

Core Arc Welding)등은 한 열원 모델을 찾기 어렵

기 때문에 시뮬 이션을 통한 연구 사례는 많지 않다. 

상용 코드에서 열원을 모델링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나

 수 있다.

․MSC.Marc, ABAQUS: Goldak6)이 제시한 아크 열원

의 수학  모델을 직  제공하여 계수 값만을 지정하

여 열원 모델이 가능하다. 한 용 선과 비드의 지정

이 가능하며, 사용자 함수를 이용하여 열원의 수학  

모델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ANSYS: 아크 열원의 모델을 직  사용자가 열유속 

경계 조건으로 모델링하여야 하며, 용  비드의 생성

도 직  지정하여야 한다. 

  Laser 용 에 의한 시뮬 이션 모델은 안정화된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다층 용 의 잔류 응력 해석은 

많은 산기 용량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재는 3

차원 모델에는 많이 용되고 있지 않으나, 2차원 모델

을 이용한 용 사례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

다13-15).

2.4 용  잔류 응력  변형 해석 

 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높은 온도 분포가 국부 인 

열응력을 발생시키며, 변형을 일으킨다. 잔류 응력은 균

열과 결함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피로 수명과 강도

의 감소를 가져온다. 잔류 응력의 측과 열에 의한 

잔류응력 감소 등에 한 연구를 찾아 볼 수 있다
14-18)
. 

2.5 용 구조물의 피로 강도 해석

  용 부의 피로 강도 해석은 toe부의 응력 집 에 의

한 피로 균열의 진 , 피로 균열 발생, 피로 강도 측, 

용  순서에 따른 피로 강도 평가 등에 한 연구가 진

행되고 있다. 실용 으로는 용 부의 잔류 응력이 피로 

강도에 미치는 향을 평가하기 해서는 핫 스팟 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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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6 용  순서가 잔류 변형에 미치는 향 27)

Fig. 4 피로 강도 평가에 사용된 모델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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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Hot-Spot stress S-N data 25)

(hot spot stress)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용 , 맞

기 용 , 겹치기 용 , T-연결 등 연결 방법에 따라 잔

류 응력이 피로 강도에 향을 연구 되고 있으나 실용

인 결과를 얻기 해서는 많은 실험이 요구되고 잇다.  

상자 형상의 구조물, 압력 용기, 자동차, 그리고 선박 등

의 구조물에 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18-25). 

2.6  구조물의 잔류 응력 해석

  T-joint 구조물로서 -보강재 구조물, 박  조립 구

조, 보와 column의 연결, 선박 구조물의 잔류 응력 해석 

연구 등이 진행되고 있다
26-27)
. 그러나  구조물의 용

선의 길이는 3차원 열탄소성 유한요소 해석을 용하

기에는 많은 산 용량과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응력 해석의 간력화 연구를 수행하는 단계에 있다고 

단된다.  

3. 맺 음 말

  본 기사에서는 용  설계  공정을 한 유한요소해

석의 용에 해 요약하 다. 용 의 유한요소해석은 

용  풀의 형상 측, TMM 모델, 그리고 형 복합 구

조물의 잔류 응력  변형 해석으로 확 되며, 각 용

법의 해석 모델이 개발될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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