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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an algorithm for predicting welding deformation in the fabrication of large structures was
proposed. The major factors affecting the structural deformation were identified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m was derived through a bead-on-plate welding experiment. Constraint and offset were introduced to flexibly
adapt to environmental changes as well as to reflect actual structures. The amount of angular distortion and
its trend during multipass welding can be estimated from the measured deformation and the deposition data
from the smart welding machine. Also, the final deformation is diagnosed, and a new welding sequence can
be presented if the estimation exceeds the reference value. The identified factors and proposed method will
be a first step toward smart manufacturing.
Key Words : Algorithm, Welding deformation, Large structures, Degree of constraint, Smart manufacturing

1. 서

론

전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스마트공장또는
스마트제조(Smart factory or manufacturing)에 많
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통용적으로 스마트라함은 대
상물이 사람다워지는 경우로 감지(sensor), 판단(control),
수행(actuator) 등의 세 가지 특징적 요소를 수반함을
의미한다1). 스마트공장이란 이러한 요소들이 유기적으
로 연계되어 변화에 유연대처하여 신뢰성 있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공장이라 불릴 수 있겠으나 명확히 합의
된 정의보다는 국제적으로 미래 제조업의 비전을 제시
하는 목표로서 자주 활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스마트
공장의 핵심 실현 기술로 정보통신기술(IT)을 들고 있

으며 구체적으로는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
이버물리시스템, 클라우딩 컴퓨팅 등이 이에 포함되어
있다2-4). 하지만 스마트공장에 대한 접근 방향이 작업
또는 작업자 관점에서의 생산시스템을 구축하기보다 신
기술 위주의 기술적인 접목이 시도되고 있어 원치 않는
결과를 나타낼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한다1,3).
스마트공장의 성공여부는 정보기술의 활용도 중요하
지만, 제품과 재료 및 생산에 대한 깊이 있는 공학적 이
해가 선결 조건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제품 제조 시
생산성이나 품질 등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와 수준을 규
정할 수 있으면 많은 데이터 중 가치 있는 데이터만을
추출하여 효율적이고 유연한 스마트제조가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는 스마트공장의 생태계 중 제품의 제작을 중
점으로 다루고 있다. 구체적으로 조선소에서 생산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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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구조물의 스마트제조화를 위해 용접 공정 중 수집
되어야 할 필수 인자들을 규명하고 이들을 활용하여 변
형 제어 관점에서 유연한 대처가 가능한 알고리즘을 제
안한다. 이러한 인자들과 방법론은 향후 정보기술과의
접목을 통해 스마트공장으로의 확장을 위한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대다수의 대형 구조물은 용접장(weld length)이 일
정하고 작업 중 재질이나 형상의 변화가 없으므로 거의
같은 용접 조건으로 반복적 용접이 수행된다. 반면 두
께에 따라 수십에서 수백 패스 이상이 적층되므로 유한
요소해석이나 실험으로 변형량을 예측하기에는 매우 많
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국내를 중심으로 수치적 접근방법5)이나 간이해석 방법
6)
이 연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치적 접근방법을
활용하였다.

2. 알고리즘

아크 용접은 전기에너지가 열에너지로 변환되는 과정
을 겪으며 역극성(DCEP) 와이어는 양극열과 저항열에
의해 용융된다고 알려져 있다. 저항열은 전류의 제곱에
비례하므로 용융속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인자이
다. 용접 와이어의 재료와 사이즈가 동일하고 돌출길이
와 아크길이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면 저항열은 전기에너
지에 의한 발열이므로 전류와 전압의 곱과 등가적이게
된다. 와이어의 용융속도를 와이어 밀도와 용접 속도로
나누면 다음의 식 (1)과 같이 비드의 단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7). 여기서 용접속도는 용접장을 아크의 지속시
간으로 나눈 값으로 산출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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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용접 공정과 열 분포의 이론적 배경



와이어는 액체상태로 모재에 투하되므로 모재의 에너
지는 양극열과 저항열, 음극열을 모두 포함한다. 즉 용
접 과정 중 소실된 일부 에너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전
기에너지가 열에너지로 변환된다고 볼 수 있다.
식 (2)는 점 열원이 전달되면서 판재 내부의 한점에
서 겪을 수 있는 최고 온도 분포에 대한 식8)이다. 등온
분포의 면적(열원으로부터의 반경의 제곱) 역시 전기에
너지로 표현된 입열량에 대한 함수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입열량은 단위 길이당 투입된
에너지(kJ/mm)로 전류와 전압의 곱을 속도로 나눈 값
으로 정의된다. 본 식으로부터 최고도달 온도(Tmax)를
열영향부(HAZ)의 경계 온도로 가정하면 열영향부의
면적을 유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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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Satoh and Terasaki9)를 비롯한 많은 연구자들
의 결과에 따르면 비드 용접(Bead-on-plate welding) 시 횡방향 각변형은 입열량에 비례하여 증가하다
가 임계치 이후 감소함을 보인다. 재료와 용접 공정이
동일할 경우 임계치 이하에서는 아래 식 (3)과 같이 각
변형은 입열에 비례하고 두께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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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과 (2)로부터 비드 사이즈나 열영향부의 면적은
전기에너지에서 비롯한 입열량에 관한 함수이며 식 (3)
으로부터 변형량은 입열량에 비례함을 알 수 있다. 이
는 비드 사이즈나 열영향부 면적으로부터 변형량을 추
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이와 관련된 연구가
Okano10)에 의해 수행된 바 있다. 그는 가열 시 재료가
강도와 강성을 급격하게 잃는 온도를 도입하여 이 이상
99

의 온도를 경험한 부위를 기계적 용융부(Mechanical
melting region)로 정의하였으며, 그 면적과 변형량과
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그들의 결과에 의하면 용접 공
정이 달라져도 이 면적에 따른 변형량의 추세는 동일하
게 나타났다. 또한 기계적 용융부는 주변구속과 잔류응
력, 소성경화에 의해서도 차이가 발생한다고 언급하였
다. 하지만 이 분포 역시 온도의 영향이 가장 지배적이
므로 식 (3)에서 최고점 온도를 기계적 용융 온도로 대
체하면 면적을 계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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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Data of wire melting rate transmitted in real time
from welding machine

2.2 용접 데이터로부터 비드 면적 산출
앞선 내용을 종합하면 용접 변형과 관계되는 인자들

법은 용접장이 일정하고 용접 공정이나 재료가 변경되
지 않는 다층 용접이 필요한 구조물에 적용될 수 있다.

은 입열량(입열효율, 전류, 전압, 속도), 비드 면적, 열
영향부 면적, 기계적 용융면적, 두께 등으로 나열할 수

2.3 임의의 구속도를 반영한 변형 예측 알고리즘

있다. 공정 관점에서 입열량의 경우는 실시간 측정이
가능하나 용접 공정 및 작업 조건 마다 입열 효율의 차

비드 면적과 변형량과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입열을

이로 인해 변형량이 달라질 수 있다. 무엇보다도 다층

달리하여 비드용접(Bead-on-plate welding)을 수행

용접 시 현재 비드가 얼마나 쌓여 있는지 직접적인 정

하였다. 실험 조건과 방법은 저자의 이전 연구11)와 동

보를 제공해주지 못한다. 열영향부나 기계적 용융부 면

일하게 적용하였다. 매 패스마다 각변형을 측정한 후

적 또한 용접 공정 중 절단 단면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Fig. 2와 같이 절단 후 해당 입열에서 비드 단면적을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변형에 영향을 주는 인자 중 공

픽셀 계산을 통해 산출하였다.

정과 직접적 연계가 가능한 비드의 면적 정보를 채택하

Fig. 3은 이들과의 관계를 보여준다. 각변형은 비드

여 활용하였다. 각변형량 예측에 있어 중요한 또 하나

면적과 두께 제곱의 역수에 선형적으로 증가하다가 임

의 변수인 비드에 의해 적층되는 두께를 개선형상과의

계치(약 0.37) 이후에는 오히려 감소하는 특성을 보였

기하학적 원리를 통해 산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다. 임계치 이하에서 명확한 선형 구간이 존재하므로

용접 공정 중 비드가 얼만큼 쌓이고 있는지 직접적인

2.1절에서 각변형이 비드 면적과 비례한다는 가정이 타

측정이 가능하다.
비드 면적의 산출은 식 (1)과 같이 와이어의 용융속
도와 밀도, 용접 속도에 대한 정보를 알면 구할 수 있
다. 용접 속도의 경우 용접기로부터 실시간으로 수집된
데이터 중 아크의 지속시간과 설계상의 용접장(weld
length)로부터 산출할 수 있다. 취부 용접이나 작업자
의 사전 작업에 의해 발생된 아크 시간 등의 노이즈는

Fig. 2 Bead cross section

속도와 설계상의 용접장으로부터 아크 시간의 하한치를
구하여 제거할 수 있다. 덧살, 가우징 및 그라인딩 후
재용접, 탭피스에서의 용접 등으로 인해 실제 사용되는
와이어의 양이 설계상 예상되는 용착량보다 항상 초과
하게 되는 데 이는 기존의 축적된 데이터로부터 얻은
효율을 적용하게 된다.
Fig. 1은 실제 스마트 용접기로부터 실시간 전달된
데이터의 한 부분을 보여준다. 노이즈를 제거한 후 유
효 아크 시간과 와이어의 용융속도를 곱한 값, 즉 그래
프의 면적이 용착량에 해당된다. 이를 용접된 길이로
나누면 비드 단면적을 추출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 방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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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xperimental results: angular distortion with ratio
of bead area to square of thick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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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원리를 알고리즘에 적용하였다. 구속도가 클수록 수
축 및 각변형은 감소한다13). 용접부를 바(bar), 용접부
외의 구조를 스프링(spring)으로 가정한 바-스프링 모
델에 의하면, 구속도는 구조물과 용접부까지 포함한 총
강성에 대한 구조물의 강성의 비(ratio)로 정의할 수
있다. 여기서 구속도가 0인 경우는 외부 구속이 없음
Fig. 4 Thickness calculation using bead area and groove
geometry

을, 1인 경우는 최대 구속 상태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 고유변형률에서의 구속도 범위와 일치시키고 그 원
리를 활용하고자 구속도라는 무차원수를 도입하였으며,

당함을 알 수 있다. 단 용접 공정이나 재료, 와이어 사

이를 정량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은 참조 문헌과 다를 수

양의 변경 시에는 기울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있음을 명시한다.

맞는 데이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다층 맞대기 용접 시 일반적으로 두 번째 층(layer)

한편 다층 용접에서는 비드가 적층됨에 따라 두께 증

까지는 두께가 얇아 온도 구배가 적고 굽힘력에 비해

가(굽힘 강성 상승)로 인해 변형량의 크기가 감소하므

모재의 강성이 매우 커 변형량이 작게 나타나게 된다.

로 비드의 높이로부터 두께를 추정해야 한다. 비드 면

뿐만 아니라 주변 구속, 초기 변형, 열전달 환경에 따

적과 개선형상의 기하학적 관계는 Fig. 4를 바탕으로

라 변형 양상이 민감하게 나타나고 온도 구배의 변화나

식 (4)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비드의 면적(A)과 베

구속 조건에 따라 역변형이 발생하는 등 일관된 예측이

벨각도(θ1,θ2), 밑면 길이(d), 현재 층에서의 예상되는
총 패스수(j)를 통해 비드의 두께(∆h)를 산출한다. 현
재 층에서의 비드 두께는 다음 층에서 총 두께(h+∆

h)에 합산된다.

어려워진다11). 이는 Fig. 3의 실험결과에서 임계치 이
상의 범위에 해당하며 비드 면적이 클수록 오히려 변형
량이 작아지는 현상과 동일하다. 따라서 본 알고리즘은
예측 가능한 세 번째 층 이상만을 다루었다.
추가적으로 셋업에 의한 초기 변형과 두 번째 층까지

   
   ∙  ∙  tan   tan 
∆ 
tan   tan 

(4)

발생한 변형량을 보상하기 위해 오프셋을 도입하였다.
식 (5)는 구속도와 오프셋을 적용한 각변형 예측함수를



나타내며, 임의의 N번 째 패스에서 측정된 각변형량

∆   

(이 예측된 각변형량과 일치되도록 알고리즘은 구속도

    

와 오프셋을 조정하게 된다. 구속도와 오프셋은 미지수

   

이므로 최소한 두 개의 샘플링 정보가 필요하게 된다.

θ θ   ∠

θ      β∙ θ    

  total number of pass atcurrent layer

입열량으로부터 비드면적을, 식 (4)로부터 두께를 구

(5)



하면 Fig. 3의 데이터를 통해 최종적으로 변형각도를

      

추출할 수 있다. 이는 구속 조건이 고려되지 않은 이상

      

적인 상태에서의 산출 방법이나 실제 구조물은 대부분

  deg    ≤  ≤ 

가접, 취부, 임시 보강재가 설치 되어 있고 조립 시 주

  

변 구조물과 연결 및 구속되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을 Fig. 5의 알고리즘 흐름

정량적 변형량을 예측할 필요가 있다.
구속도와 소성변형량과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는 여

도로 나타내었다. 요약하면 용접기로부터 수집된 용착량

러 연구 시도가 있었으나 변수가 다양하고 현상이 복잡

정보를 비드 면적으로 환산(Fig. 1)하고 기하학적 원리

하여 아직까지 일반화된 이론은 보고되지 않고 있으며

를 통해 해당 두께(Fig. 4)를 계산하여 용접 변형량

체계적인 실험 사례도 많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지금

(Fig. 3)을 예측한다. 다층 용접 시 최소 두 지점에서

12)

까지 원리적으로 잘 설명되어온 고유변형도법 으로부

측정된 변형량 정보로부터 알고리즘은 식(5)의 구속도

터 유도된 가정, 즉 고유변형률은 구속도에 반비례한다

와 오프셋을 조절하여 각변형 예측함수를 도출하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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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put:
Welding machine
joint design
WPS
Joint shape

1000
50°
4

Bead area, Ai

Angular distortion, Δθ

Database
Area/thickness,
A/h2 VS
Angular distortion

Constraint factor, β
Residual, R

Input:
Measured
deformation

Final Angular distortion,
Δθi=β Δθ + R
θi+1= θi+ Δθi
i=i+1
False

Total bead height
> Thickness
True
Output:
Cumulative
Angular distortion, θi
End

Fig. 5 Flow chart of the algorithm for prediction of angular distortion

다. 작업 중 구속조건이나 변형량이 변할 경우에도 이
후 두 지점 이상의 측정값이 입력되면 새로운 예측함수
가 출력된다.

3. 결과 및 적용
3.1 알고리즘의 검증
제안한 방법과 가정들을 검증하기 위해 맞대기 V개
선 용접 실험을 수행하였다. Fig. 6은 시편 치수와 개선
형상을 보여준다. AH32의 모재에 직경이 1.2mm인 와
이어로 Flux-Cored-Arc welding (FCAW)을 수행하
였다. 용접 전류는 285A, 전압은 29V, 토치 속도는
30cm/min이 적용되었다. 모든 패스마다 각변형량을
측정하였다.
Fig. 7은 실험과 예측 결과를 보여준다. ‘채워진 마
102

10t

50x50
350

Plate

Strong-back

Fig. 6 Specimen of single-V butt welding
Angular distortion, θ(d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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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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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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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0 11 12 13 14

Number of welding passes

Fig. 7 Experimental and estimated results

름모 형상’의 표식은 실험결과이며 그 외 ‘선’으로 표기
한 결과는 구속도와 오프셋을 조절한 예측 결과를 나타
내고 있다. 실험 결과에서 ‘0’패스에서 변형량이 -0.3도
로 표기된 것은 용접 전 스트롱백 및 탭피스 설치와 개
선부 가접 후 측정된 초기 셋팅에 의한 변형량이다. 부
호가 마이너스(–)인 경우는 역변형을 의미한다.
알고리즘에 의해 구속도를 0.91, 오프셋은 0.56을
적용한 경우 각변형량은 이후 모든 패스에서 실험 결과
와 일치함을 보였다. 이는 미지의 구속 조건에서 최소
두 지점 이상에서의 측정 결과가 주어지면 구속도와 오
프셋을 역추정할 수 있고 다시 이를 활용하여 이후 변
형량까지 예측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3.2 변형 예측 진단을 활용한 스마트 생산
본 절에서는 대형 후판 구조물에 적용 가능한지에 대
한 평가를 위해 두께가 145 mm인 X개선에 대해 유한
요소법으로 용접 변형 해석을 수행하였다. 개선각은 윗
면 40˚, 아랫면 60˚이며 개선 높이 비율은 2:1 이다.
용접시공기준서(WPS)에서의 용접 조건 중 한 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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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하여 일정한 입열을 부가하였다. 따라서 용착되는 비
드 면적 역시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하면에서 스트롱백
을 부착한 후 상면에서 12번째 패스까지 용접한 후 스
트롱백을 제거하고 31패스까지 하면을 용접한 후 다시
최종 패스까지 상면 용접하는 순서로 해석하였다.
Fig. 8은 29번째 패스까지 진행된 계산 결과로 17번
째 패스에서 각도는 0˚, 29번째 패스에서의 각도는 -0.3˚
를 보였으며 이 두 지점에서의 변형량 정보를 추출하여
알고리즘에 적용하였다. 12번째 패스를 기준으로 스트
롱백이 제거되고 이후 구속도는 일정하므로 12번째 이
후의 변형량을 추출하였다.
Fig. 9은 알고리즘에서 계산된 여러 예측함수이며,
구속도와 오프셋에 따라 결과가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
다. 구속도와 오프셋을 조절하여 Fig. 8에서 추출된 두
점에서의 데이터와 완전히 일치할 경우의 예측함수가
최종적으로 채택된다. 구속도가 0.87, 오프셋은 0.49
일 경우일 때 최적 예측 함수가 도출되었다.
Fig. 10은 구속도와 오프셋 결정 (29번째 패스) 이

Angular distortion (Degree)

대형 용접구조물의 스마트제조를 위한 변형예측 알고리즘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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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Data sampling of angular distortion from FEA result, average bead area: 39 mm2

후 최종 패스까지 알고리즘으로 예측한 결과와 유한요
소해석에 의한 예측치를 비교하여 보여준다. 용접 패스
수에 따라 변형량이 거의 일치함을 보였다. 유한요소법
에 의한 예측치는 실 구조물에서의 실험결과와 다를 수
있지만, 해석상에서는 본 알고리즘의 타당성이 검증되
었다. 향후 실험을 통한 알고리즘 검증이 필요하다.
한편 Fig. 8과 같이 현재 29패스까지 용접되어 있다
면 알고리즘은 Fig. 9과 같이 최종 변형량을 -0.11˚로
예측하게 된다. 정도 기준을 0.05˚로 설정할 경우 이
값은 이상 징후로 진단되어 사용자에게 제공된다. 이와

Angular distortion (Degree)

동시에 최종 변형량 0˚를 목표로 기존의 용접 순서를
1
0.8
0.6
0.4
0.2
0
-0.2
-0.4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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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하도록 제안한다. 즉 Fig. 11와 같이 31번째 패스

Algorithm, β=0.9, R=0.49
Algorithm, β=0.87, R=0.49
Algorithm, β=0.8, R=0.49
Algorithm, β=0.87, R=0.0

에서 이면 부 용접을 시작하도록 새로운 용접 순서를
사용자에게 전달하게 된다.
본 알고리즘은 최소 두 점에서 측정된 변형량을 필요
로 하지만 더 많은 수의 데이터가 입력될 경우 정확성
은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용접 과정 중 용접 조건이
나 구속 조건이 변할 경우도 이후 최소 두 지점에서의

0

20

40

60

80

Number of welding passes

100

120

변형량 데이터가 주어지면 알고리즘은 자동으로 구속도
와 오프셋 값을 조정하여 향후 변형량을 예측하고 진단
하여 새로운 용접 순서를 제공할 수 있다.

Fig. 9 Estimation of angular distortion with varying degree of constraint (β) and offset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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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대형 구조물의 제작 용접 시 변형 예
측과 이를 통한 진단을 통해 스마트제조를 위한 방법과
주요 변수를 제시하였다.
1) 용접기로부터 실시간으로 와이어 용융속도와 아크
지속 시간을 획득하고 이를 변형 거동와 연계하면 고품
질 대형구조물의 제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 비드의 단면적은 와이어 용융속도와 아크 지속 시
간의 곱을 설계 상의 용접장으로 나누어 구할 수 있다.
3) 비드 면적과 개선형상으로부터 기하학적으로 해당
두께를 산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각변형 예측 알고
리즘을 개발하였다.
4) 각변형은 임계점이 존재하며 그 이하에서는 비드
의 면적에 비례하고 두께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관계를
보인다.
5) 실제 구조물을 반영하기 위해 예측 함수에 구속도
와 오프셋 개념을 도입하였으며 유한요소해석 결과와
일치함을 보였다.
6) 제작 중에 측정된 최소 두 지점에서의 변형량 정
보로부터, 향후 모든 패스에서의 변형량이 예측 가능하
며, 최종 변형을 최소화하기 위한 새로운 용접 순서를
도출할 수 있다.
7) 작업 중 구속도나 변형량이 변경될 경우, 알고리
즘은 구속도와 오프셋을 재조정하여 새로운 예측치를
제공하므로 변화에 유연한 대처가 가능하다.
8) 본 방법은 용접장이 일정하고 조건이 반복으로 발
생하는 대형 구조물의 다층 용접에 적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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