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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meclature

A area of bead net section

I current

Δt time

V Voltage

Qf Heat in the front

Qr Heat in the front

Q Heat

a Dimension of two ellipsoidal

b Dimension of two ellipsoidal

c material constant

cf, Dimension of two ellipsoidal

cr, Dimension of two ellipsoidal

ff The quantum of heat in the front

fr The quantum of heat in the rear

r isotropic hardening

v velocity

α back stress, kinematic hardening variable

εpl plastic st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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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weld heat input modeling and the material hardening model on gas tungsten arc welding were eval-
uated by implementing different input models in a finite element analysis (FEA). For the comparison with FEA re-
sults, an experiment was conducted on an SA-516 Gr.70 plate specimen with a part-through wall groove. The com-
parison with the experimental results confirmed that the shape of the heat distribution during the welding process 
was changed according to each heat input method. For heat input models based on heat flux, the heat distribution of 
the weld was dependent on the volume and shape of the finite element model. For the welding deformation results, 
the FEA results obtained when using the temperature boundary condition method differed from the experimental 
data. The difference in the FEA results of deformation and residual stress according to the heat input method and 
material kinematic hardening model was analyzed as a complex phenomenon in which the distribution of the equiv-
alent plastic deformation during the welding process and the hardening behavior can be treated differe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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η efficiency

σ stress

σ’ deviatoric stress tensor

σy,init initial yield stress

γ material constant

1. 서    론
 

  구조물 용  공정의 입열조건, 재료의 고온 거동  

형상  구속 조건에 의해 발생되는 용 잔류응력은 피

로, 응력부식균열(Stress Corrosion Crack) 등의 구

조 건 성을 하시키는 손기구에 향을 미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1,2). 손기구에 의한 구조물의 정확

한 건 성 평가를 해 구조물에 분포된 용 잔류응력 

향에 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며 정확한 용

잔류응력 평가를 해 유한요소해석 련 연구도 지속

으로 이루어져 왔다1-8). 

  용 변형  잔류응력해석 련 연구는 크게 두가지 

역으로 구분될 수 있다. 용  입열 모델의 정 도 개

선  입열 변수 민감도에 한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

으며 특정 해석 상의 한 용 모사 통한 구조물의 

잔류응력 경향  측식을 개발하는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4,5,13-19). 용 공정에 한 완벽한 실제 상을 그

로 모사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을 고려한다면 유

한요소 해석을 이용한 용 공정 열해석 방법론에 한 

성에 한 연구는 다양한 조건의 용에 해 지속

인 고찰이 필요하다. 한 변형  잔류응력에 재료

의 고온 거동 물성이 미치는 향에 해서 국내․외 

연구에서 Round-Robin 형태의 잔류응력해석 비교 연

구가 수행 이지만 일부의 조건에 한 연구결과가 

발표된 것이기 때문에 이에 한 추가 인 연구가 필

요하다7,8).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산업 장에서 많이 

용되고 있는 GTA 용 조건에 한 입열모델  재

료경화모델 용조건이 유한요소를 이용한 용 해석결

과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고자 하 다. 해석결과와의 

비교  검증을 해 용  시편을 제작하 으며 3차원 

변형  잔류응력 측정을 진행하 다. 이를 바탕으로 

입열모델과 재료경화모델이 용 변형  잔류응력해석

에 미치는 향을 비교 평가하 다.

2. 용  실험  측정

2.1 용  실험

  본 연구에서는 해석  결과와의 비교  검증을 해 

기값의 명확성, 용 공정으로 인한 변화를 정량 으

로 측정 가능한 한 구속  형상 등의 요소를 고려

하여 홈 용  시편을 제작하 다. 용  시편 형상은 Fig. 

1과 같으며 재료는 력기술기 인 KEPIC  ASME

에서 P-No.1으로 지정된 압력용기용 탄소강 재인 

SA-516 Gr.70을 사용하 다9-11). 사용된 재료에 해 

학발 분석기(Optical emission spectroscopy)를 

이용한 화학조성 분석 결과는 Table 1과 같으며 GTA 

용 에 사용된 용 은 ER70S-6으로 Table 1에 같

3mmR

5mm

60°

(a) Part-through wall groove

155.7

25.6

161.1

(b) Welding specimen

Pass 3

Pass 2

Pass 1

(c) Welding specimen

Fig. 1 Schematic illustration of welding specimen

C Mn S P Si Cr Cu Ni Al Mo V Fe

SA516-Gr.70 0.17 1.03 0.35 0.005 0.004 0.01 0.21 0.26 0.03 - - Bal.

ER70S-6 0.09 1.52 0.011 0.91 0.91 0.06 0.07 0.06 - 0.01 0.01 Bal.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the steel used (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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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타내었다. 모재의 경우 기계  물성은 Fig. 2와 

같이 평가되었으며 용 재의 경우 성 서에 제시된 항

복강도 약 400MPa, 인장강도 485MPa로 항복강도는 

모재보다 높은 수 이며 인장강도는 유사한 수 임을 

확인하 다.

  시편 제작에 일정한 입열량 조건을 용하기 해 자동 

GTA 용 을 이용하 으며 용된 입열변수는 Table 2

에 나타내었다. 극과 모재간 거리는 2mm로 하 으

며, 토치의 각도는 5˚로 고정하여 진법으로 용 을 

진행하 다. 한 용 과정  냉각과정 모두 상온의 

공기에서 냉각되도록 하 다.

2.2 용  시편 3차원 형상 측정  용 잔류
응력 측정

  해석  결과와 정량  비교를 해 용  작업 과정에 

따른 시편의 치수와 형상을 측정하 다. Fig. 4의 변

형 측정 과정과 같이 시편의 용   형상을 측정하여 

변형  형상정보를 확보한다. 이 후 용  Pass 별로 

작업 후 변형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측정을 진행하 다. 

시편의 변형 형태는 용  홈에 용 을 수행하게 되면 

용 재의 수축으로 인해 용  홈을 기 으로 양쪽 면이 

히는 형태로 수축이 나타나게 된다. 변화량은 측정 

 상태를 기 하여 한쪽면을 변화가 없는 면으로 기

하고 용 작업에 의해 변형되어 상승하는 다른 한쪽 면

의 변형량을 스캐 로 측정하 다. 측정은 Fig. 5와 

같이 학 3D 형상 스캐 (Scanner)를 이용하 으며 

측정방법은 시편 표면에 스캐 의 Blue LED를 원

으로 측정 상에 패턴을 조사하고 이를 이용해 상을 

다각도로 측정하는 형식이다. 용  1, 2, 3 Pass 작업 

후의 치수, 변형을 측정하 으며 시편 형상 변화, 용

비드 높이 등의 결과를 취득하 다.

  용 잔류응력은 3 Pass 용 이 완료된 이 후 시편에 

구배된 최종 용  잔류응력을 측정하 다. Fig. 6과 같

이 용  홈 끝에서 수직 방향으로 5mm, 30mm, 60mm

에서 잔류응력을 측정하 다. 용 잔류응력 측정방법은 

ASTM E837에 제시되어 있는 HDM(Hole Dri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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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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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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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516-Gr70, 25t 

Fig. 2  Engineering stress strain curve of SA-516

Fig. 3 Automatic GTAW

Method
Current 

[A]
Voltage 

[V]
Speed

[mm/min.]
CTWD
[mm]

Torch angle
[ ˚ ]

Automatic 185 14 67.5 2 5

Table 2 Welding condition and parameter of weld specimen

Measuring
dimensions of

specimen

Measuring
deformation of

specimen after each pass

Data of dimension
and deformation due

to GTAW

(a)

(b)

Fig. 4 Procedure of the measurement for weld specimen 
shape change

Fig. 5 3D Scanner (ZEISS Comet L3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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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를 이용하 으며 본 연구에 용한 측정장비

는 Vishay RS-200이다. 잔류응력 측정을 한 측정

게이지는 Hole의 크기는 2mm인 Rosette 방식의 변

형율 측정게이지(Strain gage)를 사용하 다. 응력 측

정 방향은 Fig. 6과 같이 용 부에 평행한 방향의 응

력은 Longitudinal stress, 용 부에 수직한 방향의 

응력은 Transverse stress로 나타내었다.

2.3 용  실험  측정 결과

  2.2에 제시된 바와 같이 각 Pass 별 작업을 수행하

고 냉각 후 측정을 수행하 다. Fig. 7과 Table 3은 

용 시편의 용  Pass 별 비드의 높이 변화를 측정한 

결과이다. 용  시작 부와 끝 부분에서 사이에 약 

15mm 간격으로 측정을 하 으며 양쪽 끝 부분의 측

정값은 체 인 용  층 높이와 큰 차이가 나타나 

평균값에서는 제외하 다. Pass 별 비드 높이의  

평균 변화량은 1.46mm, 2.70mm, 3.93mm과 같다.

  Fig. 8은 용 시편의 Pass 별 평 의 변형량을 측

정한 결과이다. Fig. 8(a)의 측정 그림과 같이 용  

홈 끝단에서 시편 끝부분까지 4곳의 측정선을 기 하

여 각 용  Pass 이후에 수직 방향으로의 변형 정도를 

측정하 다. Table 4는 용 시편의 용  Pass 작업 후

의 시편의 끝부분의 수직 방향으로의 변형량이다. 각 Pass 

별 평균 변형량은 0.67mm, 1.21mm, 1.73mm로 변

화되었다.

  Table 5는 작업한 시편의 Fig. 6에서 설명된 방향 

별 용 잔류응력 측정결과이다. 용  홈에서 5mm 거

리에서는 두 방향 모두 인장응력이 분포되고 있으며 이 

외의 측정지 에서는 용  홈과 Transverse 방향 응

력은 인장응력이 분포되고 Longitudinal 방향 응력은 

압축응력이 분포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유한요소 해석

3.1 유한요소 해석 모델

  유한요소해석은 상용 로그램인 ABAQUS를 사용

Weld direction

5mm

30mm

60mm

Transverse

Longitudinal 

Fig. 6 Schematic illustration of welding residual stress 
measurement

The height of
weldment
after 1 Pass

The height of
weldment
after 2 Pass

The height of
weldment
after 3 Pass

Fig. 7  Measuring results of cumulative change in bead height after each welding sequence

Table 3  Measuring data of cumulative change in bead height

Cumulative change in bead height [mm]

Measurement 
position

Weld 
sequence

1 2 3 4 5 6 7 8 9 10 Average

1 Pass 1.16 1.41 1.53 1.52 1.53 1.43 1.29 1.48 1.47 1.30 1.46

2 Pass 2.33 2.71 2.76 2.68 2.67 2.71 2.67 2.67 2.78 1.97 2.70

3 Pass 2.76 3.90 4.04 3.88 3.86 3.92 4.01 3.92 4.03 2.46 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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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12). Fig. 9와 같이 유한요소해석 모델의 체 

형상은 시편 측정값을 기 하여 3차원 모델로 용하

으며 용 비드 높이는 Table 3의 평균값을 이용하

다. 해석 모델에 용된 요소는 열 달해석과 응력해석

을 동시에 용할 수 있는 Coupled-Temperature 

Displacement C3D8T를 용하 다. 일반 으로 유

한요소해석을 이용한 응력 해석에는 2차요소가 1차요

Vertical
deformation Measuring

deformation line

(a)

Deformation
after 1 pass
compared to
the specimen
before welding

Deformation
after 2 pass
compared to
the specimen
before welding

Deformation
after 3 pass
compared to
the specimen
before welding 

(b)

2.0

1.8

1.6

1.4

1.2

1.0

0.8

0.6

0.4

0.2

0.0
0 10 20 30 40 50 60 70 80

Distance from groove end [mm]

D
ef

or
m

at
io

n 
[m

m
]

(c)

Fig. 8  Measuring results of specimen deformation after each welding sequence

Table 4  Measuring data of specimen deformation after each welding sequence

Geometric change of end-point for weld specimen [mm]

Measurement  
Position

Weld Sequence
1 2 3 4 Average

1 Pass 0.70 0.65 0.65 0.66 0.67

2 Pass 1.27 1.23 1.13 1.23 1.21

3 Pass 1.75 1.72 1.72 1.73 1.73

Distance from weld 
groove [mm]

Transverse
[MPa]

Parallel
[MPa]

5 97 195

30 39 -21

60 26 -43

Table 5 Measuring results of welding residual stress us-
ing hole drilling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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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에 비해 결과가 정확하다고 알려져 있으나 용 과 같

이 잠열을 포함하는 용 잔류응력 해석 시 열해석, 응력

해석의 안정성이 1차요소가 우수하다는 선행 연구결과가 

있다13). 한 일반 으로 열해석을 수행하고 이 결과를 

기반해 응력해석을 수행하는 방법이 용 해석에서 용되

고 있으나 Coupled-Temperature Displacement 요소

를 이용함에도 해석결과 큰 차이가 없음을 확인된 선행 

연구결과가 있어 이를 고려해 본 연구에 용하 다14). 

입열모델과 냉각조건에 따라 입열  냉각조건 용을 

해 User-subroutine을 용하 다.

  해석을 한 SA-516 Gr.70의 온도에 따른 열  기

계  물성는 Fig. 10과 같다. 용융부와 모재는 동일한 

물성을 가지는 것으로 가정하 으며 녹는 까지의 온도

별 도, 비열, 열 도도, 탄성계수, 소성물성, 열팽창률, 

어닐링 온도를 정의하 다. 열 달 경계조건으로 모재

와 용 부가 공기와 하는 경계면에는 자연 류 조건

의 열 달 계수를 조건을 용하 다13,19).

3.2 용 해석 입열 모델

  용  변형  잔류응력 해석에 용되고 있는 입열 

모델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1) 시간에 따라 이동하는 3차원 열원 이동 입열 모

델(Goldak double ellipsoidal heat source 등의 입

열모사 모델)15,16)

  2) 용융부 비드 요소에 직  체  열속  표면 열속

으로 입열(Body & surface flux method)17,18)

  3) 용융부에 녹는  이상의 온도를 일정시간 동안 용

 비드에 입력하는 입열 모델 (Temperature boun-

Fig. 9 Finite element analysis 3D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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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y condition method, 온도경계조건)19)

  한 용 잔류응력 해석에서 용  비드의 생성 방법

은 주로 용 비드를 순차 으로 층하는 모사를 구

하는 요소망 재생성기법(Element rebirth techini-

que)이 용되는데 의 두 열속 기반 입열 모델의 경

우, 용 공정에 한 3차원  모사가 가능하다. 하지만 

용 부에 녹는  이상의 온도를 일정시간 동안 유지해 

입열하는 온도경계조건 모델은 일반 으로 축 칭 형상 

는 평면변형(Plane strain) 조건과 같이 용 부 한 

Pass를 체 으로 입열모사를 하는 방법으로 용되

는 것이 일반 이다.

  본 연구에서 고려된 시간에 따라 이동하는 3차원 열

원 모델은 Fig. 11과 같이 Goldak의 이  타구형 열

원모델을 용해 해석을 수행하 다. 이 모델에서 방 

사분원 안의 에 지 도 분포는 식 (1)과 같으며 후방 

사분원의 에 지 도는 식 (2) 와 같다. 식에서의 a, b, 

cf, cr의 정의는 용어설명(nomenclature)와 같으며 x, 

y, z는 방향을 의미한다. 후방 사분원의 입열량 분률

은 일반 으로 식 (3)과 같다. 본 연구에서 용된 

Goldak 열원모델의 변수는 Table 6과 같으며 효율의 

경우, GTA 용 의 효율 분포 25~45%의 평균인 35%

을 용하 다.

  (1)

  (2)

  (3)

  용융부 요소에 직  체  열속  표면 열속을 입력

하는 모델은 일반 인 체  럭스(body flux)를 구할 

수 있는 식 (4)를 용하 다. 이러한 입열 모델을 

용하는 경우에는 입열량을 체  열속과 표면 열속을 임

의 인 비율로 나 어 입열하는 모델이 사용된다. 하지

만 특정 지 에서 시간에 따른 온도 분포의 차이는 나

타낼 수 있으나 이러한 열속의 비율이 응력이나 변형에 

미치는 향이 작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본 연구에서

는 체  열속만을 고려하 다13). 용 효율(η)은 앞서 

용된 Goldak 모델에서와 동일하게 GTA 용 의 평

균 효율을 용하 으며 시간에 따른 용 을 모사를 해 

한 층의 용  Pass에 한 요소 생성을 14개의 Lumping 

bead로 나 어 재생성(Element Rebirth)하여 입열

하는 방법으로 해석을 수행하 다.

  (4)

  용융부에 녹는  이상의 온도를 일정시간 동안 용융

부 요소에 입력시켜 입열하는 모델(온도경계조건)은 일

반 으로 축 칭 형상(배   압력용기 등)의 용 해

석모델에 용되고 있는 방법으로 1 Pass 체 입열하

는 방법으로 해석하 다. 용융부 요소에 녹는  이상의 

온도(1800℃)를 용 속도를 고려하여 열원이 시편의 

단면(1mm)를 지나가는 시간(1/v)을 부가해 열을 확

산하는 형태로 용하 다. 

3.3 재료 경화 모델

  본 연구에서는 다층 용  공정에서의 모재와 용 재

가 용  비드 주변이 반복 으로 가열  냉각을 겪는 

동안 재료의 수축  팽창에 의해 발생되는 경화거동이 

용융부 주변 변형률  용 잔류응력 결과에 미치는 

향을 정량 으로 평가하고자 하 다.

  재료경화모델은 일반 으로 등방경화(Isotropic Harde- 

ning), 이동경화(Kinematic Hardeing)로 구분되며 이동경

화모델에서 선형이동경화(Linear Kinematic Hardening), 

비선형이동경화(Non-Linear Kinematic Hardening)

로 발 되었다22). 이 후 비선형 이동경화모델의 단 을 

보완하기 한 등방경화 형태를 동시에 고려를 고려한 

복합경화(Combined Hardening) 모델이 제안되었다22). 

본 연구에서는 등방경화, 선형이동경화, 비선형이동경

화 모델을 용해 용 잔류응력  변형 해석에 미치는 

열향을 분석하고자 하 다.

  등방경화 모델은 반복 인 재료의 변형거동이 발생되

Heat flux
[W/m3] 

Fig. 11 Heat distribution over a double-ellipsoidal space15)

Table 6 Parameters of goldak’s model

a 5

b 3

cf 6

cr 11

efficiency 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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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항복면의 크기가  커지는 재료의 기계  거동을 

나타낸다. 일반 인 해석에는 재료물성을 용하면 기

본 으로 용되는 재료의 경화 거동이다. Fig. 12와 

식 (5)  (6)같이 재료의 항복곡면이 경화됨에 따라 

증가되는 거동을 나타낸다21).

 

(5)

   (6)

  선형이동경화 모델은 Fig. 13과 같이 재료의 경화거

동이 일어나는 경우, 항복면의 크기는 유지되면서 항복

곡면의 심이 이동된다는 이론이다. 본 연구에서는 Pra- 

ger가 제안한 선형이동모델과 Armstong과 Fredrick

이 제안한 비선형이동모델을 고려하 다23,24).

  

  (7)

  (8)

  (9)

         

     (10)

   (11)

  일반 으로 재료의 경화모델을 결정하기 해서는 반

복하  실험으로 도출된 재료의 응력-변형의 히스테리

스 루 (Hysteresis loop)가 필요하다. 즉, 용 해석

에 재료경화모델을 용하기 해서는 온도별 히스테리

스 루 를 구성할 수 있는 실험이 필요하다. 하지만 용

해석에 사용되는 온도 별 히스테리스 루  실험 데이

터를 구하는 것은 실험 구축  수행의 어려움이 존재

한다. 이러한 부분을 일반 인 기본 인장실험 결과를 

기반해 선형이동모델과 비선형이동모델을 결정하는 방

법이 제안된 바 있다25). 본 연구에서는 이 방법을 기반

해 SA516-Gr70 재료경화 모델을 구성하고 그 향을 

비교하 다.

  SA-516 Gr.70의 각 온도별 인장물성은 Fig. 10과 

같이 사용하 으며 선형이동경화 물성과 비선형이동 경

화 물성은 Table 7과 같이 용하 다. 용 해석에 

용된 물성은 각 경화 모델에 의한 기계  물성의 차이

가 용되며 이외의 다른 입력 물성은 동일하게 사용되

었다.

4. 결과  고찰

4.1 입열모델에 의한 용 해석결과

  기술된 입열 모델들의 해석  결과 차이를 비교하기 

해 열 분포 모사 그리고 시편의 변형  잔류응력 측

정 결과와 비교하 다. 입열 모델에 의한 향을 분석

하기 해 용 시편의 HAZ(Heat Affected Zone) 미

세조직을 매크로(macro)하게 찰하여 A1 변태  이

상의 온도 이력을 받는 범 를 측정하 다. Fig. 14와 

같이 용 시험편의 단면에서 A1 변태  이상의 온도 

향 범 가 용융선으로부터 약 2mm 정도가 되는 것

으로 확인하 다. 

  해석모델에서는 해석 내 요소 이 용 공정  겪

는 최  온도 이력을 기록하는 방법을 사용하 다. 이

를 구 하기 한 User-subroutine을 구축  용하

여 HAZ를 구분하 다. 해석결과는 일반 인 탄소강의 

A1 변태  온도와 유사한 수 인 730℃으로 기 하

고 그림에서 회색부가 기 온도 이상을 겪는 역이다.

Original 
yield
surface

Isotropically
hardened yield 
surface

Fig.12  Isotropic hardening model22)

Original 
yield
surface

Kinematically
hardened yield 
surface

Fig.13  Kinematic hardening model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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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14는 HAZ 경계 비교 결과이며 Goldak의 이

 타구형 열원모델을 이용한 입열 모델에서는 용융부

의 깊이 방향으로는 입열이 잘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지만 시편의 비 방향의 열 달 모사는 어려운 것으로 

찰된다. 이러한 부분은 기존 연구들에서도 언 되었

으며 이를 개선하는 방법에 한 연구가 제안된 바 있

다16). 용 비드에 직  체   표면 열속을 용융부 요

소에 입력하는 모델의 경우에는 HAZ 분포의 체 인 

형상은 유사하게 나타나지만 기존 실험보다 비교  넓

은 역에 HAZ가 형성됨을 확인할 수 있다. Goldak 

열원모델과 동일한 입열량과 용 효율이 용되지만 열

해석 모사에서 해석  차이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

다. 즉, 열속을 기반한 입열모델을 용하는 경우 용융

부의 형상에 따라 실제 입열 모사와의 차이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유한요소해석 수행 시 해석 상의 

한 입열모사에 한 다양한 고찰이 필요할 것으로 

Prager 
(Linear kinematic)

Temperature [℃] σ0 [MPa] C γ

20 368.0 3168.8 -

100 333.0 2869.1 -

200 315.0 2580.5 -

400 240.0 1818.1 -

500 128.0 1698.9 -

600 89.0 167.6 -

1100 40.0 31.1 -

1300 15.0 15.5 -

1500 3.08 0.01 -

A&F
(Non-Linear kinematic)

20 368.0 12759.4 23.7

100 333.0 11297.7 23.4

200 315.0 8659.4 19.9

400 240.0 4286.7 14.0

500 128.0 4361.6 15.3

600 89.0 996.6 35.4

1100 40.0 124.2 23.7

1300 15.0 62.3 23.8

1500 3.08 0.05 23.1

Table 7 Kinematic hardening parameters for SA516-Gr.70

           

              (a) Sectional investigation of welding specimen   (b) Goldak’s model

           

                           (c) Body flux and surface flux model         (d) Temperature boudary model

Fig. 14 Comparison of HAZ distribution for heat input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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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된다.

  용융부 요소에 온도경계조건을 이용하여 일정 단면을 

지나가는 시간 동안 녹는  이상의 온도를 유지하는 모

델을 용한 경우에는 실험과 유사하게 HAZ 역을 도

출하는 입열모사가 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Fig. 14(d)) 

이것은 앞에서 비교된 열속을 이용하는 모델들에서 발

생하게되는 체  형상에 따른 입열 모사의 차이가 배재

되어 단면에 나타나는 열  거동이 실제 열  분포와 

유사하게 모사되는 것으로 단된다. 하지만 이 방법은 

입열량의 정량화에 한 이론  설명의 어려움이 존재

한다. 온도경계조건을 용하는 경우에는 본 연구에서 

용한 방법과 같이 홈용  시편 등의 검증 방법을 이

용해 실제 용된 용 조건을 모사하는 검증작업이 필

요할 것으로 단된다. 

  변형량과 응력 비교에서는 Fig. 15에 제시된 추출선

에서의 결과를 도출해 비교하 다. 입열 모델 별 변형 

 잔류응력 비교 결과는 Fig. 16에 나타내었다. 입열

모델에 따른 변형량의 비교에서는 Goldak 입열모델을 

용한 경우 Fig. 16(a)와 같이 측정한 변형 결과와 

유사한 수 으로 측됨이 확인된다. 하지만 용융부 요

소에 직  체   표면 열속으로 입열하는 모델의 경

우, Pass 별 공정이 진행됨에 따라 변형량이 측정결과

에 비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Fig. 16(c)) 

이 비교 결과는 HAZ를 통한 입열모사에 한 비교 결

과의 경향성이 변형에 일치하는 결과를 도출하지는 못

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한 용 해석에서 입열량에 

한 단순 이론  용은 변형에 해서는 실제 입열 

조건과 차이가 발생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즉, 유한요

소 해석 수행 시, 열속 기반의 해석에서는 용융부 비드

의 형상과 입열 모델에 한 다양한 변수에 해 고찰

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용융부 요소에 온도경계조건

을 용한 경우에도 시편 단면을 통해 HAZ 모사 역

은 유사했으나 변형 결과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

인된다.(Fig. 16(e)) 이는 온도경계조건을 용하는 

경우, 1개 Pass를 한번에 생성되는 모사 방법으로 

체 변형에 있어서 다른 거동이 나타나는 것으로 단된

다. 즉 축 칭 모델이나 평면변형, 평면응력 등의 조건

이 아닌 3차원 형상의 용 해석에서는 온도경계조건을 

이용하여 변형량을 측  평가하는 것은 하지 않

을 것으로 단된다.

  잔류응력의 수 에 하여 비교하기 에 고려할 사

항이 있다. 용 잔류응력 비교에서는 측정결과가 

인 수치를 나타낸다고는 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 수

행된 용 잔류응력 비교를 한 잔류응력 측정값인 

HDM 측정 결과가 인 기 이라고 단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잔류응력의 경우 정확한 값에 

한 기 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재까지는 없으며 

경향성 정도를 단하는 결과로 사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입열 모델에 따른 잔류응력 분포 형상 

즉 경향성(+,- 구배 경향)은 방법에 따라 큰 차이없이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응력 수

은 입열모델 별 차이가 나타난다. Fig. 16(b), (c), (d)

는 각 입열 조건에 한 잔류응력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입열모델에 따라 HAZ의 차이가 도출된 

바와 같이 입열모델에 의한 열 분포의 모델 별 차이에 

의해 잔류응력 유도에 한 차이가 발생되는 것으로 

단된다.

  열속(Flux) 기반의 입열 모델은 응력 분포 수 이 

비교  완만한 수 으로 도출되지만 온도경계조건을 이

용하는 해석에서는 응력수 이 다른 방법들에 비해 상

으로 높게 평가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것은 열속 

기반의 해석이 순차 인 3차원 으로 입열 모사가 되

어 격한 경화거동을 나타내지 않았고 온도경계조건의 

해석을 용하는 경우, 한층이 한번에 입열모사가 되면서 

격한 재료의 경화거동이 나타나는 것으로 평가된다.

  Fig. 17은 입열방법 별 등가소성변형률(Equivalent 

plastic strain)의 분포를 비교하 다. 각 조건에 따라 

분포 형태가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열속을 

         

Fig. 15 Measuring residual stress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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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한 두 방법은 체 으로 보면 유사한 분포를 나타

내지만 체   표면 열속을 입열하는 방법의 경우 변

형분포가 넓은 역에 분포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

된다. 한 온도경계조건의 용 시 용융부 주변으로 

크게 변형이 나타나고 있음이 확인되며 이와 같은 결과

가 용  후 잔류응력 분포가 크게 나타나는 원인이 됨

을 확인할 수 있다. 

4.2 재료경화모델에 의한 용 해석결과

  기술된 재료경화모델 용에 의한 해석  결과의 차

이를 비교하기 해 입열모델은 Goldak 모델을 일

으로 용해 비교하 다. 각 재료경화모델 별 차이를 

분석하기 해 변형량과 응력을 Fig. 18에 나타내었다.

  등방경화모델의 경우 주어진 입열조건에 의해 변형량

이 실험과 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잔류응력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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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Goldak’s model                     (b) Goldak’s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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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Body & Surface flux                                        (d) Body & Surface flu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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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Temperature boundary                                                        (f) Temperature boundary

Fig. 16 Comparison of deformation and welding residual stress results according to heat input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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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용  Groove 5mm에서는 측정값보다 상 으로 

높은 응력을 측하지만 30, 60mm 역에서는 측정

치와 유사한 응력을 측하는 것 평가된다.

  선형이동경화  비선형이동경화 조건에서는 등방경

화 조건에 비해 용  공정이 진행됨에 따라 변형량의 

오차가 상 으로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

것은 용융부에서 용  공정에 의해 Pass 별 수축되는 

힘의 크기가 낮게 작용되어 나타나는 상으로 단된

다. 즉 본 연구에서 용한 평  홈 용 에 경우, 이동

경화 모델의 경우 기 변형은 유사하게 모사되는 것으

로 평가되지만 다층 모사에서는 변형 모사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이것은 이동경화 모델을 용하는 경우 용

에 의한 경화 거동모사가 변형모사에 한계를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선형이동경화  비선형이동경화 두 조건에 의한 변

형과 잔류응력의 크기 차이는 홈 용  주변에서는 나타

나지만 30, 60mm 역에서는 유사한 수 으로 평가

된다. 즉, 본 연구에서 용된 형상에서는 이동경화 모

델의 경우 선형이나 비선형경화 조건에 한 차이가 크

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Fig. 19에서와 같이 재료경화모델에 한 등가소성

변형률 분포 비교에서는 비선형이동경화 조건이변형률 

변화량이 큰 분포를 나타내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잔류

응력 수 은 등방경화에 비해 낮은 수 을 나타내고 있

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것은 이동경화 거동이 용되어 

잔류응력의 분포가 결과에 반 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용된 평  홈 용 의 결과를 모든 경우

에 해 일원화하여 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용 잔

류응력구배에는 구속에 향이 크게 나타나며 용  공정

의 다양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실제 구조물의 용 에 

한 해석을 수행하는 경우, 재료경화모델 용을 한 

다양한 민감도 평가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단된다.

4.3 GTA 용 해석에 미치는 입열모델  재료
경화거동의 향 고찰

  실제 용 구조물의 손기구에 한 정량 평가를 

해 잔류응력 해석 수행 시, 작업이 완료된 용 부의 입

열 방법에 한 성(입열량 산출 등) 어려움이 있

다. 이러한 부분을 본 연구에서 수행한 방법과 같이 간

단한 용 시편에 입열조건을 반 해 변형을 측정하고 

탄소강/ 합 강의 HAZ 미세조직을 매크로(macro)하

게 찰하는 방법은 용 해석의 성 평가  검증에 

도움이 될 것으로 단된다. 하지만 오스테나이트계 스

테인리스강의 경우 상변태가 없어 HAZ 미세조직 찰

을 통해 입열 기 을 설정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단된다.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 강의 입열량 기 을 

명확히 고려할 수 있는 실험  방법이 개발된다면 스테

인리스강 용 잔류응력 해석의 입열조건의 정 도를 높

일 수 있을 것이다.

  열  모사 분포의 비교를 통해 입열 모델에 따라 용

해석결과의 차이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부

으로 열속을 이용한 입열 모델을 용하는 경우 입열

량에 한 정량화에 한 편의성은 있지만 실제 열 분

포 조건과는 차이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한 입

열 조건에 한 고찰이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반면 

온도경계조건 방법을 용하는 경우 열 분포는 유사하

게 모사할 수 있으나 입열량에 한 정량화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단된다. 특히 입열 방법에 따른 변형의 

결과는 열속을 이용한 두 방법의 경우, 변형의 경향성

이 유사하게 나타남이 확인되지만 온도경계조건을 사용

하는 방법은 변형측면에서의 측  평가에는 용이 

어려울 것으로 단된다.

  측정결과와 비교된 용 시편의 잔류응력 해석 결과에

서는 각각의 조건에 따라 잔류응력의 결과의 경향성

(+,- 구배)은 차이가 없었으나 이동경화거동을 용함

에 따라 응력 수 이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하 다. 특

히 온도경계조건으로 입열을 하는 경우 응력 측면에서

는 최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방법이 주

로 용되는 축 칭 형상(배   용기)의 용 부의 잔

류응력평가에서는 잔류응력결과의 보수성을 나타낼 것

으로 단된다. 이와 달리 형상의 비 칭성이 존재하고 

변형에 한 평가이 필요한 경우는 3차원 열원 이동 

 열속 입열 방법을 용하는 것이 하다고 단된다.

 

                     (a) Goldak’s model                       (b) Body & surface flux                            (c) Temperature boundary

Fig. 17 Comparison of equivalent plastic strain according to heat input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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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Isotropic hardening (b) Isotropic harde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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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Linear kinematic hardening                (d) Linear kinematic harde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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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Non-linear kinematic hardening           (f) Non-Linear kinematic hardening

Fig. 18 Comparison of deformation and welding residual stress results according to material hardening properties

  

              (a) Isotropic hardening            (b) Linear kinematic hardening    (c) Non-linear kinematic hardening

Fig. 19 Comparison of equivalent plastic strain according to heat input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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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료경화 모델에 해서는 본 연구에서의 평가에서는 

용 에 의한 구조물 거동을 모사하는데 차이가 나타나

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용 부 변형 거동에 한 모사

는 본 연구에서 용한 평  홈용 의 경우 등방경화 

모델에 경우 실험값과 일치하고 이동경화모델 용으로

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평가되었지만 연구된 하나

의 결과로 변형에 한 재료경화거동의 성을 단

하기는 부족한 부분이 존재한다. 추가 인 부분에 해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성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단된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입열모델  재료경화모델 용이 유

한요소해석을 이용한 용 해석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고자 하 다. 이를 해 비교평가가 가능한 용 시편을 

제작해 해석결과와 비교, 평가하 다. 용 잔류응력  

변형 해석을 해 제안되고 있는 입열 방법이 나타내는 

경향  재료경화모델 용으로 나타날 수 있는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1) Goldak 입열모델, 용융부 체  열속 입열과 같은 

열속(Flux) 기반의 입열 모델을 용하는 경우는 실제 

열  모사 분포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유한

요소 내 용융부 요소 크기, 형상에 의한 실제 입열량에 

한 세 한 분석  용이 필요하다.

  2) 입열 방법에 따라 나타나는 변형 측 거동의 차

이는 등가소성변형의 분포  재료의 경화정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복합 인 부분으로 해석된다. 

특히, 온도경계조건을 용한 입열 방법의 경우, 변형

량의 차이는 실제와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3) 잔류응력분포에서는 입열방법에 따른 잔류응력의 

경향성(+, - 구배)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으나 응력 수

에 해서는 다양한 수 의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특히, 온도경계조건을 용하는 경우 

응력수 이 용 부 주변에서 비교  높은 수 의 보수

인 응력을 유도될 수 있다.

  4) 재료 이동경화모델의 용은 등가소성변형률 분

포에서 상 으로 등방경화모델에 비해 용 부 주변의 

변형률 변화량이 큰 것으로 평가되지만 분포되는 잔류

응력 수 은 등방경화에 비해 낮은 수 으로 해석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 결과는 용 해석에서의 변형률 수

이 재료의 이동경화거동이 반 될 수 있는 수 임이 

확인할 수 있다. 즉 재료경화모델은 실제 잔류응력해석

을 용할 때 고려해야 하는 변수가 되어야 할 것으로 

단된다.

  본 연구에서 용된 평  홈 용 과 해석 결과와의 

비교를 통한 연구가 모든 경우에 해 일반화하기는 어

려울 것으로 단되며 이에 한 다양한 추가 인 연구

가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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