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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weld-induced deformation is more serious in thin plates than in thick plates because heat affect 
zone of thin plates is wider than that of thick plates and in addition internal and external constraints have 
much more influence upon weld-induced deformation of thin plates. This paper deals with the application 
of the mechanical tensioning method to butt weld of thin plates to reduce the transverse and longitudinal 
deformation. In order to investigate the quantitative effect of tensioning method upon the reduction of 
angular deformation and shrinkage in longitudinal and transverse direction of weld line, butt welding test 
has been carried out for several thin plate specimens with varying plate thickness and magnitude of tensile 
load. From the present experimental study, it has been found that the tensioning method is very effective 
in reducing the weld-induced residual stress as well as the weld-induced de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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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용 에 의한 박 의 변형 제어․교정기술은 고부가가

치 선박  기자재뿐만 아니라 여객선 건조를 한 필

수기술이다. 하지만 재 국내에서 여객선 건조경험이 

없는 계로 체계 인 련기술개발이 미흡한 실정이다. 

  박 은 열 달 특성상 입열량이 같은 경우 후 에 비

해 용 시 열 향부가 넓고 의 강성계수가 낮아 변형

이 쉽게 발생한다. 이러한 용 변형은 구조  강도 하

와 외 상의 불량은 물론이고,  조립단계이후의 공정

에서 변형을 교정하는 데에 많은 공수의 투입이 요구되

어 생산성 하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1). 실제구조물을 

제작하는 체제작시간 에 변형교정 작업이 유하는 

비율이 높으며, 특히 박 의 경우는 체작업공수의 

20%를 유하는 경우도 있다.

  박  용 부의 변형에 한 기연구는 주로 변형제

어방안에 주목해왔다. 장에서는 용 부의 강성을 증가

시키기 하여 주 의 두께나 보강재의 크기  간격을 

변경하는 설계 인 방안과 Fit-up 정도향상을 통하여 

용  입열량을 조 함으로써 용 으로 인한 수축하 을 

감소시키거나 열  기계 하 을 이용하여 수축을 이

완시키는 생산 인 제어방안이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 그러나 선체구조형상은 설계 기 단계에서 결정되므

로 구조변경 자체가 어렵고, 특히 박 용 부의 용  특

성이 정반조건, 작업자의 숙련도, 그리고 용 장비의 특

성 등과 같은 작업환경에 한 의존성이 매우 높기 때

문에 변형제어를 한 기존방안의 활용도는 극히 제한

이다. 실제의 용 구조물에 있어서 용 조건  입열량

의 변화에 의해서 변형의 정도가 다르고, 따라서 변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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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해석 인 방법으로 측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실제

장에서는 작업자의 경험에 의해서 변형을 상하고, 

조립작업이 에 변형방지 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

이 부분이다. 따라서 용 변형을 교정하는 기술보다는 

용 변형 자체를 조립단계 이 에서 제어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3)
.

  조선산업의 주된 경쟁국인 일본의 경우 지난 수년간 

체계 인연구를 수행하여 상당수 의 기술력을 보유하

고 있어서 호화유람선과 같은 고부가가치선박의 건조가 

가능하다. 한편, 국내에서도 용 변형제어에 해 많은 

심을 갖고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박 의 

용 변형제어  교정에 한기술은 일본에 비해 뒤쳐

져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외부 인 인장하 을 주어 용 부에서 

발생하는 국부 인수축을 제어함으로써 체구조물의 

잔류응력과 변형을 방지하고 그 효과를 규명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 이다. 본 연구에서는 용 부에 나타나는 

국부 인 수축을 제어하기 해서 버블록을 사용하

다. 이를 이용하여 기계  인장법의 변형감소 효과의 원

리를 규명하고, 인장응력과 변형량사이에 계를 정량

으로 제시하여 의 두께와 허용변형량 사이와의 계

를 규명함으로써 본 방법의 장에서의 활용성을 증

함에 있다.

2. 배경 이론

2.1 용 변형 상과 제어법

  용 잔류응력  용 변형은 용 부에 국부 으로 열

이 가해짐에 따라 온도변화가 심한 용 부근에서는 팽

창, 수축량이 크게 되고 온도변화가 작은 주 역에 의

해 구속된다. 이 때문에 부재는 그에 상응하는 잔류응력

과 용 변형이 발생하게 된다. 특히 용 입열의 흡수확

산을 목 으로 처치를 강구하지 않은 박 의 경우는 상

당히 넓은 범 에서 수축이 일어난다.

  용 변형의 크게 ①입열량, ②구속, ③재료에 계되

는 3가지 인자에 의해 지배되는데 지 까지 나와 있는 

용 변형제어 방법은 용 입열량 제어와 구속조건의 제

어를 통한 연구가 보편 이다.

  본 연구에서는 구속에 의한 변형제어의 한 방법으로

서 용 에서 발생하는 수축량을 여 체 인 잔류응

력과 변형을 이는데 있다.

2.2 간이 측식

  일반 인 구조물에서는 용 선방향의 잔류응력이 역

학 으로 요한의미를 갖는다. 이는 용 선방향에서 항

복응력에 가까운 잔류응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후 과 

같이 의 강성이 큰 부재에서는 그다지 문제되지 않지

만 박 에서는 좌굴변형을 유발하기도 한다.

  용 으로 인해 발생하는 변형과 잔류응력의 해석을 

해 여러 방법들이 시도되었다. 그  크게 실험 인 방

법과 이론 인 해석방법으로 나뉜다. 이론 인 방법은 

용 변형과 잔류응력의 문제를 열탄소성해석을 통해 수

학 으로 해석 하는 방법이다. Sprargen
4)
 은 수축변형

을 용착단면 , 루트갭  두께의 함수로서 나타내었다. 

한편 Watqnabe 와 Satoh
5)
는 용 변형을 류, 압 용

속도, 두께등의 함수로 표시하는 시도를 하 다. 

Terasaki
6)
는 온도, 횡수축, 각 변형을 모두 무차원화 시

킨 Prameter를 이용하여 실험결과치를 정리하 다. 

  본 논문에서는 용 선 방향에 작용하는 기인장력과 

변형량 계를 정의하기 해 인장력 작용방향인 종수축

을 계산식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다. 종수축의 크기는 모

재의 단면 과 계가 깊은데 용 조건이 동일할 때는 

단면 이 클수록 종수축은 감소된다. 이때 단면 은 용

선과 직각 방향의 단면 이다. 

  Okerblom(1958)
7)
은 종수축에 한 계산식을 식(1)과 

같이 나타내었다.

    ∙ 

∙ 

∙
 (7)            (1)

: 종수축률  : 선팽창계수

 : 용 선과 직각방향의 단면 : 도

 : 용 효율 c: 비열

: 입열량 (I*V)  : 용 길이

I: 류 S: 종수축량

V: 압  : 두께

 : 용 속도

  식(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종수축은 단 길이당의 

용 열에 비례하고, 의 단면 에 반비례한다. 여기에

서 A의 상한은 폭으로 환산해서 두께의 약 40배정

도에 응하는 값에 한정된다
8)
. 두께가 h인 연강의 

경우 

 A= , 

=0.01로 나타 낼 수 

있고, 입열량을  

 (J/mm) 라고 하면 의 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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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Welding condition for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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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table

Tensioning wireTensioning wire

Tap Piece

Fig. 1  Arrangement of experiment apparatus 

    ∙


∙ ∙    (2)

여기에서 0.24는 입열량의 단 를 J에서 cal로 변환하기

해 사용하 고 는 용  방법에 따라 달라진다. 의 

공식은 아래와 같이 간략하게 나타낼 수 있다.

    ×
  ∙ ∙



           (3)

용 길이에 한 종수축량은 식(4)와 같다.  

    ×                           (4)

여기서 용 효율와 체 용 길이 L은 용  방법과 

부재치수등과 같은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변수이므로 

종수축량은 의 함수로 표 될 수 있다.

    ∙


                       (5)

3. 용  실 험

3.1 실험재료  용 조건 

  본 실험에서는 두께별로 Tension load와 입열량을 변

화시켜가며 실험하 다. 시편내부에 작용하는 응력조건

은 0, 10, 20MPa 일때 용 하 고, 동일한 방법으로 시

편의 두께를 4, 5, 6 (mm) 3종류의 에 하여 입열량

을 달리하며 실험하 다.

  용 은 정량 인 이동속도를 얻기 해 Auto carriage

를 사용하 고, 보호가스는 CO2를 사용하 다. 용 재료

로는 ss-41 강재를 사용하 다.

  의 두께별로 입열량과 하 조건을 변화 시켜가며, 

Bead on으로 용 실험을 수행하 다. Table 1 에서는 

시편의 두께별로 실험 입열량과 용하  조건을 나타

내고 있다.

  실험에서 Load cell을 사용하여 인장하 을 측정하

고, 체인블록을 사용하여 시편에 인장력을 발생시켰다. 

Fig. 1은 시편의 형상과 체 인 실험장치의 구성을 나

타내고 있다.  

4. 실 험 결 과 

4.1 수축응력 측정

  시편은 용 이 시작됨과 동시에 용 입열에 의한 팽

창과 냉각과정의 수축작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하 변

화를 Tension load 측정장치를 통해 확인하 다(Fig. 2). 

측정 결과 용 이 끝나는 지 까지 시편의 팽창으로 인

하여 인장하 의 값이 낮아지고, 냉각이 시작되면서 수

축량의 증가로 인하여 인장하 값이 증가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Fig. 3에서는 완 히 냉각된 시편의 최종 인장응력 변

화 값이다. 기 인장하 이 높을수록 최종 수축응력이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실험을 통하여 용

부의 수축량을 제어하는데 인장력이 효과 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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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면외변형량

  장력법실험을 통해 계측한 면외변형값을 단순비교 하

기 해 시편 체 면외변형량을 표 분포로 나타내었

다.(Fig. 4) 

  시편의 두께와 입열량, 그리고 인장응력의 조건을 달

리하여 실험한 결과 입열량 보다는 장력법에 용시킨 

인장응력의 크기가 변형량에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간이 측식

  각각의 인장응력을 기 으로 용 변형에 향을 미치

는 입열 라미터 의 향 계를 그래 로 나타내

었다.

  Fig. 5 에서는 (  두께 4~6mm범 ) 동일한 인장력을 

용하 을 경우 용인장응력에 하여 하나의 곡선

에  분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동일한 인장응력

에서는 용 입열량에 따라 수축변형이 비례하는 것을 

보여 다. 한 응력에 크기가 다를 때는 응력의 크기별

로 곡선이 나 어지는 것으로 보아 응력의 크기에 따라 

수축량이 반비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간이 측식을 만들기 해 실험결과 Data를 입열량

과 인장응력을 고려하고, 수축량에 하여 하나의 곡선

으로 나타나는 그래 를 만들어 보았다. 종수축량은 입

열량에 비례하고 기인장력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하나의 곡선에 나타 내기 해 시행착오법을 

사용하여 Fig. 6과 같이 나타내었다. 

  Fig. 6에 나타난바와 같이 변화된 입열 라메타를 

용한 그래 를 살펴보면 응력과 입열량에 해 거의 하

나의 곡선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것은 종수축 S/h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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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6)과 같이 분포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3

2 107.3
))/(1(

/ −××
×+

=
hh

QhS
σ      (6)

  6. 결    론

  박 의 맞 기 용 시 용 선 방향으로 인 으로 

가하는 인장력의 크기가 굽힘변형과 수축변형에 주는 

정량 인 향을 분석하기 해 다수의 실험을 수행하 다. 

  1) 수축변형은 입열량과 기 인장력의 크기와 방향

에 많은 향을 받는다.

  2) 인장력 작용방향에서의 용 변형 제어에 효과 임

을 확인하 다.

  3) 기계  인장법 용으로 용 후의 잔류응력 감소와 

인장력 크기에 따른 변형량 계를 확인하 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장력법을 용하면 용 선 

방향으로의 굽힘과 수축변형을 감소시키는 데에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 고, 한 좌굴변형의 

원인이 되는 압축잔류응력의 감소에도 지 않은 효과

가 있어서 박 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좌굴변형방지에 

장력법을 효과 으로 용할 수 있다는 을 알 수 있

다. 한 본 논문에서는 장에서 입열량과 하 조건을 

결정하여 수축량의 크기를 조 함으로써 잔류응력과 변

형발생을 제어할 수 있는 식을 유도하는데 필요한 기

인실험을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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