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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용접은 오늘날 많은 산업의 응용되어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접합

공정 중 하나로 특히 운송, 발전소, 등 안전성이 가장 중요시 되

는 산업에 널리 사용된다. 용접이란 두 재료에 막대한 열을 주입

하는 공정이기 때문에 재료의 열적 특성에 따라 상변태가 발생하

고 미세조직이 변화하여 성질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데 따라서 열 주입에 따른 열적 특성 분석 및 미세조직 분석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상용코드를 활용하여 용접

부의 유동을 파악하고 위 데이터를 바탕으로 응고모델을 개발하

여 용접부의 미세조직을 예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용접부의 미세조직은 용접부의 주입되는 열의 크기와 주입되

는 용접법, 냉각속도 등 여러 변수의 영향을 받는다. 본 논문에서

는 정확한 열 해석을 위해 아크 위빙 용접법을 고려한 열원 모델

링을 진행하여 계산의 정확도 및 계산속도를 향상시켰다.

또한 본 연구에서 목적으로 하는 용접이 총 3번의 용접을 통해

이루어지는 멀티패스 용접이기 때문에 용접부가 용접열의 여러

번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이를 효과적으로 해석하기 위해 용

접부를 경험한 온도 범위에 따라 모재, 열 영향부, 첫번째 용접패

스에 용융된 영역, 두번째 용접패스에 용융된 영역, 세번째 용접



패스에 용융된 영역 총 5가지로 분류하여 각각의 영역에서의 열

해석과 미세조직 분석을 비교 분석하였다.

주요어 : 열 유동 및 열 전달 수치해석 모델, 용접부 성질 저하, 아

크 위빙 용접법, 멀티패스 용접법

학번 : 2016-20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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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용접부 온도 분포 해석

용접이란 오늘날 존재하는 접합 공정 중 가장 신뢰성 높고 효과적인

그리고 가장 발달된 공정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항공, 자동차, 조선 발

전소 등 여러 산업의 널리 사용되고 있다. 재료에 강력한 열원을 통해

매우 큰 열을 주입시킴으로써 용융, 응고되는 과정을 통해 접합하는 용

융 용접이 가장 널리 쓰이고 잘 알려져 있는 용접 방법이다.[1] 이 때

아크 열원을 통해 재료에 막대한 열을 주입시키는 용접법을 아크 용접

이라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아크 용접법 중의 하나인 가스 텅스텐 아

크 용접(GTAW – Gas Tungsten Arc Welding)을 대상으로 모델링을

진행하였다. 

용접중에 가해지는 막대한 아크 열원은 재료를 매우 빠르게 가열하

고 용융시키며 용접 풀을 형성시킨다. 이후 열원이 용융 영역을 벗어나

면서 용융 영역에서 응고가 시작되는데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접합부

가 생성된다. 재료에 가해진 막대한 열원은 접합부과 근처 모재 영역에

매우 불균일한 온도 분포를 동시에 형성한다.[2]

용접부의 기계적 성질은 용접공정을 거치며 용접부 조직의 결정립

성장과 응고과정에서의 상변태에 아주 밀접한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 2 -

용접부 조직의 결정립 성장과 응고 과정에서의 상변태는 용접 싸이클

동안에 용접부 각 지점에서의 온도분포의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용접

과정을 통해 용접부의 용융 영역과 근처 모재영역에서 동시에 발생되

는 매우 불균일한 온도 분포가 발생하는 영역에서 기계적 성질변화가

두드러지는데 이러한 영역을 그림 1과 같이 전자를 용융된 영역이라고

해서 용융 영역(Fusion zone) 부르며 후자를 용융되지는 않은 모재의

일부이지만 용접 열에 영향을 받아 불균일한 온도 분포를 가짐에 따라

결정립 성장 및 상변태가 발생하며 기계적 성질이 변한 영역이라 하여

열 영향부(Heat Affected Zone)라 부른다. 실제로 용접부에서 발생되

는 문제의 대부분이 용융 영역과 열 영향부에서 일어나는 기계적 성질

저하에 의해 발생한다.[4],[5]

    시뮬레이션 툴을 이용한 수치해석은 용접 공정에서 각 영역에서

의 온도 분포와 용융 영역의 형태와 크기에 대한 신뢰도 높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계산된 정보들을 통해 용접부 미세조직의 결정립 조직

과 어떤 상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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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용접부 기본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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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존 용접부 온도분포 수치해석 연구

용접부의 각 영역에서의 온도분포 및 온도 이력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수치 해석으로 모사하려는 많은 연구가 오래 전부터 진행되었다.

용접부 온도 분포 해석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용접 열원을 모

델링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다양한 열원 모델이 개발되었다.

첫째로, Goldak의 double ellipsoid 모델이 있다.[2] 이 모델은 용융

영역을 먼저 계산하고 계산된 용융 영역 전체를 부피를 가진 열원이라

고 가정한다. 그림 2와 같이 용융 영역의 (x,y,z)로 정의된 각 지점에

서의 시간에 따른 열원 밀도 분포를 정의하였다. 이 모델은 1983년 논

문 발행 이후 수치해석에서 열원을 모사하는데 가장 널리 사용된 모델

이다. 하지만 용융 영역 전체를 열원이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용융 영역

내부의 대류 열 전달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존재한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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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Double ellipsoid 열원 밀도 분포[2]

둘째로, Pavelic의 Gaussian Surface Flux Distribution 모델이 있다.

이 모델은 용접부 표면에 각 지점에 따라 주입되는 열 분포를 가우시

안 분포를 따르게 하여 열원을 모사하는 모델이다. 위치의 따른 가우시

안 분포 적용은 아래와 같다.[6]

�(�) = �(�)�����
)

q(r) = surdace flux at radius r (W/m2)

q(0) = maximum flux aqt the center of the heat source(W/m2)

C = concentration coefficient(m-2)

r = radial distance from the center of the heat sourc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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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

  � = ℎ��� ������ ���������

I = arc current

V = arc voltage

�(�, �, �) =
3�

���
�����/��

���[���(���)]�/��

η 값으로 아크열원에서는 통상적으로 0.75를 사용하고 있다. 가우시안 분포의 물리적인 의미는

이 모델은 용접부 표면에 가우시안 분포를 가지는 heat flux 형태로 열

을 주입시키는 방식이기 때문에 Goldak의 double ellipsoid 모델과는

달리 내부 유동에 의해 발생되는 대류 열 전달 또한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열 유동 해석에 있어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열원 모델이다. 이

는 아래 그림 4에서도 잘 알 수 있다.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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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Gaussian surface flux 열원 밀도분포[6]

그림 4. 열 유동 해석에 널리 사용되는 Gaussian surface flux distribution 

모델[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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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오늘날 용접부 성질 개선과 용접 효율 개선을 위해 많은 용

접법이 개발되었고 위빙 용접법은 그중 한 방법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

다. 위빙 용접법이란 아크 용접봉을 다음 그림 5와 같은 경로를 따라

움직이게 하여 용접부에 보다 균일한 열을 주입해 용접부의 성질 개선

을 목적으로 하는 용접법이다. [9]

그림 5. 아크 위빙 용접법의 아크 용접 경로 모식도[9]

다만 수치해석을 위한 열원 모사를 할 때 아크 열원이 그림 5와 같

은 위빙 경로를 같이 모사하기에는 계산상 매우 복잡한 면이 많기 때

문에 많은 기존 연구에서 아크 위빙이 온도 분포에 영향을 미치지 않

는다고 가정하고 Gaussian surface flux distribution 모델을 사용하였

다. 하지만 이는 해석의 신뢰도를 낮추는 방식으로 Gaussian surface 

flux distribution 모델은 아크 위빙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존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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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크 위빙을 고려한 열원 모델 연

구가 최근 진행되었다. 이 모델은 아래 그림 6과 같이 아크 위빙 경로

를 수치화 하여 시간에 따른 용접봉 위치를 수치화한 경로를 통해 지

정하고 gaussian surface flux distribution 모델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 모델에서는 위빙 주기, 위빙 각도, 위빙 단위 길이를 변수로 하여

아크 위빙 경로를 수치화하였다.[10]

그림 6. 아크 위빙 경로 수치화[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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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구 배경 및 목적

용접에 의한 용접부의 성질 변화를 예측 및 해석하기 위해서는 용접

부의 열 전달 및 온도 분포 해석이 필수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또한

용접은 재료를 용융시킨 후 응고하는 과정을 통해 진행되는 공정이므

로 용융된 금속 재료의 유동에 의한 대류 열 전달이 열 전달에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따라서 신뢰도 높은 열 전달 해석을 위해서는 열 유

동 해석이 동반되어야 한다.

또한 연구 목적으로 하는 원자력 발전소 소켓 용접부가 아크 위빙

용접법에 의해 용접 되었기 때문에 높은 신뢰도를 위해 아크 위빙이

고려된 열원 모델을 적용해야 한다. 이미 Gaussian surface flux 

distribution 모델에 아크 위빙 경로를 수치화하여 적용한 열원 모델이

있지만, 해당 모델은 계산량이 매우 많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계산량을 줄이기 위해 해당 surface flux distribution 모델을

개선하여 열원을 모사하여 열 유동 해석을 진행하였고, 해당 모델의 해

석 결과와 실제 용접 시편의 용융 영역의 크기와 형태를 비교하여 모

델을 검증하였다. 그리고 해석 결과를 통해 용접부의 온도분포와 각 지

점에서의 온도 이력을 예측하여 총 3번에 걸쳐 이뤄진 용접 과정에서

각각의 용접 과정에서 재료에 어떠한 열적 영향을 미쳤는지 해석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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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방법

본 논문에서는 열 유동 계산을 통해 용접부의 열 전달 및 온도 분포

를 해석하였다. 해석은 상용코드를 활용하여 수치해석을 진행하였으며

열 유동 해석에 관한 이론적인 배경과 계산 영역, 경계조건과 초기조건,

계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정은 아래와 같다.

또한 실제 용접부 시편의 용융영역과 미세조직을 관찰함으로써 해석

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신뢰도를 얻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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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용접부 열 유동 전달 현상

복잡한 용접 공정을 표현함에 있어서 해석의 용이성을 위해 아래와

같이 몇 가지 가정을 하였다. 특히 기존 아크 위빙을 고려한 열원 모델

은 계산상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이를 단순화 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

였다.

① 용접부 내부에는 액상과 고상 2가지 상이 존재하지만 용접부 전

체를 유체로 가정한다.

② 용접부는 비압축성 유동이며 뉴토니안 유동(Newtonian flow)를

따른다.

③ 아크 열원이 용접부 표면에 아크 열원 효율 � = 0.75로 일정

영역에 균일한 heat flux 형태로 주입된다고 가정한다.

④ 액상과 고상의 정확한 계면 추적을 위해 VOF 모델과 enthalpy 

porous 모델을 사용한다.

⑤ 세번의 용접 패스 중 이후에 진행된 용접에 의해 용융되었다가

응고된 영역은 이전 용접 과정을 무시한다.

⑥ 탄소강인 모재와 용접재의 물리적 성질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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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이론적 배경

본 연구의 수치 모델링에 사용한 수치 모델은 열 전달 계산을 위한

Energy 모델을 사용하였고, Enthalpy porous 응고 모델,

VOF(Volume of Fluid)모델을 함께 적용하여 완성하였다. 난류 모델에

대해서는 실제 k-ε(realizable k-ε turbulence model) 난류 모델을

사용하였으며 위 모델들에 대한 지배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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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열 전달 지배방정식

열 전달 계산을 수행하는 Energy 모델의 지배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

��
(��) + ∇ ∙ [v�⃗ (�� + �)] = ∇ ∙ [����∇� − � ℎ� ��

��⃗ + (��̿�� ∙ v�⃗ )]

�

여기서 ����는 effective conductivity 이며 ��
��⃗ 는 j의 확산 계수이다.

위 식의 오른쪽 세 항은 각각 전도, 확산, 그리고 점성 분산에 의한 열

전달을 의미한다. 위 모델에서 사용되는 Energy equation, 비압축성

유동 sensible enthalpy와 고체 sensible enthalpy는 다음과 같다.

① Energy equation

� = ℎ −
�

�
+

��

2

② 비압축성 유동 sensible enthalpy

ℎ =  � ��

�

ℎ� +
�

�

③ 고체 sensible enthalpy

ℎ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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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 VOF(Volume of Fluid)

VOF 모델에 있어서 다른 두 상의 계면은 계면에서 불연속 적이며

일정한 phase indicator field의 Scalar transport equation 의 해를 통

해서 알 수 있으며, 비압축 유동의 경우에 알고자 하는 상의 부피비는

다음 식을 통해 알 수 있다.

∂α

∂t
+ ∇ ∙ �U = 0

α ∶ Volume fraction of liquid phase, U ∶ Velocity field 

α는 액상의 부피비, (1-α)는 고상의 부피비를 각각 나타낸다. 그러

므로 α =1안 경우는 control volume이 모두 액체인 것을 의미하고,

α = 0은 모두 고체, 0<α<1은 액체와 고차게 혼합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위 모델에서 사용되는 Mass conservation equation, Momentum 

conversation equation 등의 지배방정식과 Shear stress, Reynold 

stress는 다음과 같다.

① Mass conservation equation

∇ ∙ U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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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Momentum conservation equation

∂ρU

∂t
+ ∇ ∙ (���) = −∇� + (� + ��) + �� + ��

ρ ∶ Density, P ∶ Pressure, �� ∶ Force of unit volume 

③ Shear stress, �

� = �� �(∇� + ∇��) −
2

3
∇ ∙ ��

�� ∶ ��������� ���������

④ Reynold stress, ��

�� = �� �(∇� + ∇��) −
2

3
∇ ∙ ����� −

2

3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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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3. Enthalpy-porous  

Enthalpy-porous 모델을 통해 용융된 영역이 유동을 통해 어떻게

열을 전달시키는지 그리고 어떻게 응고되어 가는지에 대한 정보를 위

치에 따른 상분율을 계산함으로써 mushy zone의 거동을 통해 알 수

있다.

재료의 엔탈피 변화는 h와 ∆H를 통해 아래와 같이 나타낸다.

H = h + ∆H

그리고 enthalpy-porous 모델을 통해 계산된 엔탈피 값을 통해 다

음과 같은 이 모델의 지배방정식들을 나타내었다.

① Energy equation

∂

∂t
(��) + ∇ ∙ (�v�⃗ �) = ∇ ∙ (�∇�) + �

H ∶ enthalpy, ρ ∶ density, v�⃗ ∶ ����� ��������, � ∶ ������ ����

② Momentum equation

S =
(1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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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ℎ� ���� ��������

③ Sensible enthalpy h

h = ℎ��� + � ����
�

����

ℎ��� ∶ ��������� ���ℎ����, ���� ∶ ��������� �����������, 

�� ∶ �������� ℎ��� �� �������� �������� 

④ Latent heat ∆H

∆H = ���

�� = �

1,    � > ��

� − ��

�� − ��
, �� ≤ � ≤ ��

0, � < ��

L ∶ latent heat of the material,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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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계산영역

2.1.2.1. 해석영역 설정

위의 가정을 바탕으로 용접부에 대해 해석하고자 하는 영역은 그림

7과 같다. 해석 모델의 재연성 점검을 위해 제작한 용접부 시편의 크

기와 같게 설정하였으며 길이 100mm 두께 50mm 를 가진 판재와 길

이 30mm 두께 20mm 를 가진 두 판재를 용접한 형상이다. 폭은

40mm이고 세 번의 용접 패스 각각의 용접부 각장의 길이는 표 1과

같다. 또한 두 판재 사이의 0.7mm의 gap을 두고 용접하여 열팽창에

의한 응력을 방지하도록 하였다.



- 20 -

그림 7. 용접부 시편 해석 영역

a

b

Pass 1

Pass 3

Pass 2

그림 8. 각 용접 패스에서의 용접부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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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s 1 Pass 2 Pass 3

a(mm) 6.88 7.92 9.16

b(mm) 5 6.5 7.5

표 1. 용접 패스에 따른 용접부 각장 길이

또한 해석 영역 중 그림8과 같이 용접 비드의 빗변 영역의 일부를 열이 주

입되는 벽으로 설정하여 경계조건을 통해 용접 열이 주입되는 것으로 해석하

였다.

2.1.2.2. 그리드(Grid) 설정

그리드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그림 9와 같이 여러 영역으로 구분지어

서 용융이 일어나는 용융 영역과 그 주변의 열의 영향을 받는 부분인

열 영향부 부분까지 많은 그리드를 배치함으로써 용접 열의 영향이 미

치는 곳의 용접 열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자세히 관찰하고자 하였다.

이 부분은 그림 10과 같이 용접비드를 포함한 가로 2mm 세로 2mm 

영역으로 지정하여 그리드가 매우 조밀하게 그려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 이외의 부분에는 그리드의 크기를 크게 그리고 개수를 적게

설정하여 계산량과 계산 속도의 개선을 개선시키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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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드의 품질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수직격자품질(Orthogonal grid 

quality)과 비틀림정도 (skeness)측면에서 살펴보았고, 그 결과 수직

격자품질은 평균 0.932, 비틀림정도는 평균 0.177 이 나왔다. 수직격

자품질은 1에 가까울수록 비틀림정도는 작을수록 좋은 값이므로 계산

에 적합한 좋은 격자가 그려졌음을 확인하였다.

그림 9. 용접 해석 영역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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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조밀한 그리드 영역 (용융 영역 및 열 영향부)

그림 11. 그리드 수직격자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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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그리드 비틀림 정도

2.1.2.3. 재료의 물리적 성질

용접부 시편은 탄소강 p265gh 와 ss400 두 판재를 사용한 것을 대

상으로 해석하였다.

두 탄소강의 성질을 결정하는 주요 구성 원소들의 조성은 아래 표 2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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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Mn Si P S Fe

p265gh 0.2 1.1 0.4 0.02

5

0.01

5

Bal.

ss400 0.26 1.2 0.4 0.05 0.05 Bal.

표 2. 모재의 성분

두 탄소강의 조성이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에 계산상의 편의를 위해

두 탄소강의 물성이 같다고 가정하였다. 특히 가장 중요한 물성인 점성

에 큰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는 Mn과 Si 의 조성이 매우 유사하였

다. 또한 용접재의 물성도 이와 같다고 가정하였다. 물성으로는 용접부

가 경험하는 온도이력의 온도 범위가 매우 크기 때문에 모두 온도에

따른 밀도, 점성, 비열, 열 전도도를 지정해 주었고 그 값은 아래 그림

1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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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온도에 따른 용접부 물리적 성질. (a) 밀도, (b) 점성, (c) 열 전도도,

(d) 비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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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경계조건 (Boundary condition)

본 논문에서 차용한 용접 열원 모사 방법인 surface heat flux 모델

은 경계조건을 통해 heat flux를 용접부에 주입시킴으로써 해석을 수행

한다. 즉 경계조건을 결정하는 것은 용접 열원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기존 모델인 아크 위빙 주기, 위빙 각도, 위

빙 단위 길이와 같은 위빙경로를 결정짓는 위빙 변수들을 고려한

gaussian surface heat flux 모델의 계산량이 매우 많고 위빙 변수들을

알기 힘들다는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 모델의 단순화를 위해 그림 14와 같이 아크 열원이 위

빙 경로를 따라 1초 동안 용접속도만큼 움직인 일정 영역을 y축 길이

변수 c를 가정하였다. 이 모델에 따르면 위빙 주기, 위빙 각도, 위빙

단위길이는 중요하지 않다. 1초동안 아크 열원이 x축으로 움직이는 거

리인 용접속도와 아크 열원이 y축 방향으로 용접부 표면에 균일하게

영향을 미치는 길이를 나타낸 변수 c로 열원이 주입되는 영역을 표현

할 수 있다. 다만 위빙 단위길이는 c에 영향을 줄 것이다.

또한 위빙이라는 공정이 용접부에 용접 열원을 균일하게 넣기 위한

목적으로 실행되는 공정이기 때문에 위의 용접속도와 길이 변수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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곱으로 표현되어지는 용접부 표면 영역에 가우시안 분포가 아닌 균일

한 열 분포를 따르는 heat flux가 주입된다고 가정하였다.

그림 14. (a) 위빙 변수들을 고려한 기존 용접 열원 모델, (b) 변수 c와 용접

속도를 이용한 용접 열원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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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1. 열원 주입 영역 경계조건(Heat input area 

boundary condition)

위에 설명된 용접 열원 모델에 따라 길이변수 c와 아크 용접 열원이

1초동안 용접속도 vmm/s에 맞춰 움직인 거리 vmm 로 정의된 열원

주입 영역을 통해 1초동안 열원이 주입된다. 3차원 용접 계산을 위해

아크 용접 열원이 용접속도에 맞춰 x축 반대방향으로 움직임을 나타내

기 위해 그림 15와 같은 순서에 따라 각 열원 주입 영역에서 1초씩 열

원이 주입된다. 열이 아직 주입되지 않은 영역 혹은 열이 주입되었다가

용접 열원이 지나가서 열이 주입되지 않는 영역은 열 전도도 값을 5로

지정하여 주변 공기와 열을 교환하며 자동적으로 냉각이 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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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용접 열원 이동에 따른 열원 주입 순서

용접 조건은 용접 길이당 아크 전압, 아크 전류와 용접속도를 통해

주어졌다. 용접 효율은 0.75로 가정하였기 때문에 용접 길이당 아크

전압, 아크 전류를 통해 길이 당 용접 열의 크기를 알 수 있었다. 또한

세번의 용접 패스 각각의 용접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용접 조

건에 대해 아래 표 3에 나타내었다. 표 3에 주어진 용접 조건의 문제

는 x축방향의 용접 길이당 용접 열량(J/mm)로 나타내어 졌다는 점이

다. 따라서 이를 열원 모델에 맞게 용점 면적 당 용접 열량(J/mm2)으

로 변환시키는 과정이 필요했다. 이에 위에 가정된 y축 길이 변수 c를

이용하여 면적 당 용접 열량으로 변환하였고 이를 표 4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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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s 1 Pass 2 Pass 3

Weld 

velocity(cm/min)

11.54 10.81 9.80

Heat input(J/cm) 15889.95 18899.65 21225.51

표 3. 용접 패스에 따른 용접 조건

Pass 1 Pass 2 Pass 3

Weld 

velocity(mm/s)

1.92 1.80 1.63

Heat input(W) 3050.88 3402 3459.68

C(mm) 4.2 5.12 5.9

Heat flux(W/mm2) 376.54 369.14 359.74

표 4. Surface heat flux model에 따른 용접 조건 변환

2.1.3.2. 기타 경계조건 및 초기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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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해석영역의 경계조건은 heat flux가 0이며 외부와의 열 전도도

를 5로 지정하여 주변 공기와의 자연대류에 의한 열 교환을 나타내었

다. 또한 초기 온도는 상온으로 지정하였다.

2.1.4.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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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원 모델을 사용하여 모든 유동은 비압축성 유동으로 뉴토니안 유

동을 따른다. 다상 유동(Multiphase flow)을 바탕으로 VOF(Volume 

of Fluid)모델과 Enthalpy-porous 모델을 사용한다. 시간에 대해

Transient 하게 계산하여 각각의 시간에 대해 용접부 내부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살펴보았고 Time step size는 0.02초 time step 당 20번

의 iterations을 진행하여, 각 열 주입 영역에서 1초동안 heat flux를

주입시키고 10초동안 냉각되는 과정을 모사하였다. 계산은 상용코드인

ANSYS FLUENT 16.0을 이용해 수행하였다.  

2.2. 용접 시편을 통한 용접부 용융 영역 및 미세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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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2.2.1. 실험방법

해석 모델의 재연성 점검을 위해 용접 시편을 제작하였다. 용접 시편

은 용접 패스 1만 진행된 시편, 용접 패스 1,2가 진행된 시편, 그리고

용접 패스 1,2,3 모두 완성된 시편 총 3가지 종류가 있다. 시편은 폭은

40mm이고 길이 100mm 두께 50mm 를 가진 판재와 길이 30mm 두

께 20mm 를 가진 두 판재를 용접한 형상을 가졌다. 우리가 관찰하고

자 하는 영역은 용접부의 용융 영역과 열 영향부 이므로 그림 16과 같

이 용융 영역을 중심으로 하는 가로 길이 20mm, 세로 길이 20mm 두

께 4mm인 여러 개의 시편으로 가공하였다.

가공된 시편들의 원활한 분석을 위해 폴리싱, 에칭의 공정을 거쳤다.

3% 질산 메탄올 용액에서 15초간 에칭을 진행하였다.

3. 결과 및 토의

그림 8. 용접 시편 가공 과정

그림 16. 시편 제작 방법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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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용접부 열 유동 및 온도분포

용접부 내부의 열 유동 전달 현상을 통해 용접부가 어떤 온도분포를

가지게 되는지 또한 이를 통해 용융 영역이 어떤 크기와 형태를 가지

게 되는지 용접부 표면에 열을 주입시킴으로써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용접 패스 1의 해석과 용접 패스 1만 진행된 시편을 비교함으로써 본

논문에서의 용접 열원 및 열 유동 모델의 신뢰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그림 17과 같이 5개의 열원 주입 영역에 5초동안 용접을 진행하여

가운데 영역인 3초째에 용접 열이 주입되는 영역의 단면에서의 유동과

열 전달, 용융 영역의 거동을 해석하였다. 먼저 단면에서의 온도 분포

를 통해 용융 영역의 형태와 크기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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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용접부 표면에서의 온도분포 및 열 유동 관찰

⑤ ④ ② ①③

그림 17. 관찰하고자 하는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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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과 같이 가운데에 위치한 3초 영역을 관찰하고자 하는 이유

는 한 영역에 용접 열이 주입될 때 영역 양 옆으로도 열 유동이 발생

하면서 온도분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는 그림 18에 잘 나타

나 있다. 또한 이러한 요소 때문에 용접 3차원 계산에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3초에 용접이 진행되는 영역이 용접이 진행되기

전인 1,2초 째의 용접영역과 용접이 진행되고 나서 영향을 주는 4,5,초

째의 영향을 모두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신뢰도 높은 관찰해야

하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림 18, 19의 결과를 통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용접이 진행됨에 따

라 용접부 표면에서의 온도분포와 열 유동 그리고 용융 영역에 대해

확인할 수 있다. 1초, 2초 일 때 온도분포와 열 유동의 세기 그리고 용

융 영역의 크기 모두 3,4,5초일 때보다 작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용

접 열이 1초일 때 처음 주입되기 때문에 이후 영역과는 달리 이전의

받는 열 영향이 없기때문으로 보인다. 2초일때는 1초보다는 온도분포와

열 유동의 세기 그리오 용융 영역의 크기가 커진 것을 볼 수 있다. 1초

영역에 열이 주입될때 약간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리고

3초부터는 4,5초와 거의 비슷한 결과를 얻는것으로 보인다. 3초영역부

터 이전 용접열의 영향을 충분히 받는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3초영역

을 관찰하는 것이 신뢰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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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1초, 2초, 3초, 4초, 5초일 때 각 시간에서 용접부 표면에서의 온도분포와 열

유동벡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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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1초, 2초, 3초, 4초, 5초일 때 각 시간에서 용접부 표면에서의 용융

상 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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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용접부 단면의 온도분포 및 용융 영역의 크기 및

형태 비교

그림 20과 같이 해석된 3초 영역 단면에서의 용융 영역의 형태와 크

기를 시편 단면의 용융 영역의 형태와 크기를 비교함으로써 용접 열

유동 해석 모델의 재현성을 볼 수 있다. 그림 21을 통해 열 유동은 중

력의 영향으로 인해 반 시계 반향으로 회전하며 모재의 왼쪽 윗 방향

으로 강하게 흐른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20의 온도 범위는 최대 1875K, 최소 875K로 이를 통해 육안

으로 쉽게 적색 영역은 용융 영역임을 그리고 적색과 청색 사이의 영

역이 열 영향부임을 알 수 있다. 이후 본 논문 상의 모든 온도 범례의

범위는 동일하다.

시편에서도 내부에 용접재가 다 채우지 못해 작은 노드가 존재하였

는데 해석결과에서도 같은 위치에 열 유동이 그 부분에 닿지 않으면서

용융이 되지 않는 결과가 나타났다. 용접부 내부에 존재하는 작은 노드

가 용접부에 크랙이 발생하게 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데 열 유동 해

석을 통해 용접 조건에 따라 내부에 유동이 닿지 않아 생기는 노드의

발생 여부를 예측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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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해석결과(왼쪽) 및 실험(오른쪽) 시편 용융 영역 형태, 크기 비교

그림 21. 용접부 단면의 열 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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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위 그림 14와 같이 정성적으로는 용융 영역의 형태와 크기가 비

슷하며 노드가 발생한다는 점 모두 해석 결과가 시편과의 비교를 통해

재연성을 보일 수 있지만 더욱 정량적인 비교를 위해 용접부의 왼쪽과

아래쪽 방향으로 용융 영역이 모재방향으로 용입된 깊이를 측정하여 비

교하였다. 그 결과는 아래 표 4와 같다.

Analysis Experiment

Left 1.3 1.1

Downside 0.9 0.55

표 5. 해석과 실험 결과의 용융 영역이 용입한 깊이 비교

표 4의 결과를 비교해 보면 용융 영역이 왼쪽 모재방향으로 용입된

깊이는 1.3mm와 1.1mm로 큰 차이 없는 결과를 보였으나, 아래쪽 모

재방향으로는 0.9mm와 0.55mm로 40% 정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아

래쪽 모재방향으로 해석결과의 용입된 깊이가 시편에 비해 왜 더 깊은

지 즉 해석결과의 용융 영역의 크기가 아래쪽으로 왜 더 큰지 이유에

대해서는 두 모재 사이에 존재하는 0.7mm의 gap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앞서 해석 영역에 대해 서술할 때 용접과정에서 모재의 열팽창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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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응력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두 모재 사이에 0.7mm의 gap을 두고

용접을 진행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본 열 유동 해석에서는 실제와 달리

열팽창에 의해 모재의 크기가 확대되는 것, 즉 gap이 좁아지는 것을 그

리드에서 구현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이 있다. 그리고 두 모재 사이의 열

전달이 gap의 존재로 인해 잘 일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실제로는 두 모재 사이에 0.7mm의 gap이 있다고 하더라도

막대한 용접 열의 흐름에 따라 열 팽창에 의해 용접부 근처에서는 gap

이 더욱 좁아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또한 따라서 두 모재 사이로 열

전달이 더욱 쉽게 많이 일어날 것이다. 즉 해석에서는 실제 시편에 비해

열 팽창에 의해 gap이 좁아지는 현상을 구현하기 힘들기 때문에 시편에

비해 두 모재사이로 열 전달이 덜 일어날 것이다. 따라서 모재 아래쪽

방향의 열이 왼쪽 모재 방향으로 전달이 원활하지 않아 열이 아래쪽 모

재를 용융시키는 데 더 많이 쓰이게 되어 해석에서 모재 아래쪽으로 용

입된 깊이가 더 깊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는 그림 21에서 gap이

0.7mm 일 때와 0.1mm 일 때의 온도 분포의 열 영향부의 연결된 정도

와 용입된 깊이의 정도를 비교함으로써 더욱 정확히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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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Gap의 크기에 따른 용접부 온도 분포 및 용융 영역 형상 및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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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세 용접 패스를 고려한 용접 해석 모델

세 번의 용접 패스의 해석을 모두 진행하였고, 각각의 용접 패스에서

용접부의 어느 영역까지 용융시켰는지 그리고 열 영향을 주었는지 단

면의 온도분포도와 각 지점에서의 온도 이력을 통해 알 수 있었다.

3.2.1. 용접부 영역 분류

각 용접 패스에서 용접부의 어느 영역까지 용융되었는지 해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전 용접 패스에서 용접 열에 의해 어

떤 영향을 받았는지에 관계없이 이후 용접 패스에서 용융된 부분에 대

해서는 응고되는 과정에서 새롭게 상과 조직이 재배열되는 과정을 거

치기 때문에 이전 패스의 영향을 무시해도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용접

부의 각 지점에서 각 용접 패스에서 용융 되었는지 여부를 체크하여

영역을 분류하는 일이 해석 결과의 효율적 정리를 위해 필요하다. 분류

를 위해 그림 22와 같이 용접부를 mm단위의 격자점으로 나누었고, 그

림 22의 알고리즘에 따라 용접부의 각 지점을 모재, 열 영향부, 용접

패스 1에서만 용융된 영역, 용접 패스 2에서 용융되고 용접 패스 3에

서 용융되지 않은 영역, 용접 패스 3에서 용융된 영역 등 총 5가지 영

역으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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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용접부 영역 분류 알고리즘

총 3번의 용접 패스 해석 결과를 위 그림 22의 알고리즘에 따라 각

영역을 분류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 그림 23과 같다. 이를 통해 세번의

용접 패스를 모두 마친 시편의 용접부는 그림 23과 같이 각각의 용접패

스가 용융시켰다고 예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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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각 용접 패스에 따른 용융 영역 분류 및 point(0,1), (0,2) 위치

본 모델과 본 모델의 알고리즘에 의한 영역 분류를 통해 최종 용접

공정이 완료된 후 용접조건에 따라 각 용접 패스에서 어느 영역까지

용융시키는지 어느 영역까지 열 영향을 주는지 쉽게 알 수 있다. 또한

이 알고리즘은 본 연구에서와 같이 3번의 용접패스 뿐만 아니라 더 많

은 몇 번의 용접 패스를 진행하더라도 같은 방법으로 각 용접패스에서

용접부에 어느 영역까지 영향을 주는지 쉽게 알 수 있다는 데 그 의의

가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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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온도 이력을 통한 미세조직 예측

그림 24 결과에서 5개로 분류된 영역 중 각각 대표하는 한 지점을

선정하여 그 지점에서의 온도 이력과 SEM 이미지를 비교함으로써 용접

부의 각 지점에서 온도이력에 따라 미세조직 예측을 진행하고자 하였다.

그림 24에서 선정한 point (0,2) 지점에서의 온도 이력을 먼저 분석해

보면 이 지점은 첫 용접 패스에서 용융이 일어났다가 응고되는 과정을

거친 용접 패스 1 용융 영역이다. 이후 그림 25 (a)의 온도 이력과 같

이 뒤이어 수행된 두 번의 용접 패스를 거치면서 용융 온도 1600도에

는 미치지 않았지만 상변태가 발생해 감마 상의 결정립이 성장할 수 있

는 고온 영역에는 머무르게 되면서 수 초간 열 영향을 받게 되었다. 같

은 방식으로 같은 용접 패스 1 용융 영역인 point (0,1) 지점의 위치와

온도 이력을 분석해보면 point (0,2)지점에 비해  위치상 더 안쪽에 위

치해 있기 때문에 이후 두 번의 용접 패스의 용접 열의 영향을 상대적

으로 더 적게 받았을 것이다. 이는 그림 25 (b)의 온도 이력을 봐도 잘

나타나 있다. 용접 패스2, 3 각각의 용접을 거치면서 최고 온도가 더 낮

으며 감마 상으로 상변태가 일어나는 온도영역에서 머무른 시간 또한

표 6과 같이 상대적으로 매우 짧은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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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a) point(0,2), (b) point (0,1) 에서의 각 용접 패스에 따른 온도 이

력

결정립 성장 온도 영

역에서 머무른 시간(s)

Pass2 Pass3

Point (0,2) 3.2 2.4

Point (0,1) 1.1 0.3

표 6. 상변태에 의한 결정립 성장 온도 영역에서 머무른 시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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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온도 이력 분석을 통해 같은 용접 패스 1 용융 영역 내에서

도 지점에 따라 어떠한 온도 이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표 6과 같

이 상변태가 발생하는 시간의 차이가 생기고 이는 조직 성장에 영향을

주어 두 지점에서 다른 조직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 예측 해 볼 수 있

다. 아래 그림 26의 (a), (b)를 비교해 보면 두 미세조직 모두 얇은 침

상 구조로 용접을 거치면서 용융되었다가 응고된 용융 영역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두 사진 모두 같은 배율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용접 패스

1 용융 영역이지만 상변태 온도 영역에서 더욱 오래 머무른 온도이력

을 가지고 있는 point (0,2)에서 point(0,1)에 비해 결정립이 더 성장

하였고 이 과정에서 point(0,1)의 침상구조에 비해 구상화가 약간 발

생했음을 볼 수 있다. 

그림 26. 1500배율 SEM image. (a) point (0,2), (b) point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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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용접부의 각 지점에서의 조직이 어떻게 생성될지를 결정

짓는 가장 큰 요인은 역시 온도 이력이다. 온도 이력을 통해 각 지점에

서 감마상의 결정립이 성장할 수 있는 상변태가 발생하는 온도 영역에

서 어느 시간동안 머물렀는지 어떤 냉각속도를 가지는지 모두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용접부의 분류한 모든 지점에서의 상변태가 발생하는 온도영

역에서 머무른 시간을 간단히 세번의 용접 패스에서 각각 머무른 시간

을 더한 것으로 아래와 같이 정의하였다.

t(sec. ) = ������ + ������ + ������

용접부의 왼쪽 부분과 아래쪽 부분 그리고 가운데부분에서의 대표적

인 지점들에서의 정의된 시간을 아래 그림 27로 정리하였다. 용접부의

아래쪽 부분의 상변태 영역에서 머무른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용접

부의 왼쪽부분의 상변태 영역에서 머무른 시간은 상대적으로 가장 길

었다. 이는 그림 21과 같이 용접 열에 의해 발생하는 열 유동의 방향

이 반시계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용접부의 왼쪽 영역으로 많은 열

이 전달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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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용접부 각 지점에서의 상변태 온도영역에서 머무른 시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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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용접은 매우 널리 사용되면서도 제품의 품질을 저하시킬 수 있는 조

심히 수행해야 할 공정이다. 따라서 제품의 신뢰성을 테스트하기 위해

용접의 조건에 따라 수치해석을 통해 용접부의 기계적 성질에 대해 예

측할 수 있다. 특히 용접이란 막대한 열이 필수적으로 가해지는 공정이

기 때문에 열적 특성에 대해 수치해석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매우 중

요하다고 볼 수 있다. 과거의 용접부 수치해석 모델을 살펴보면 전도에

의한 열 전달만으로 수치해석을 하는데 주력한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용접부 용융 영역에 발생되는 유동에 의한 열 전달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열 유동을 고려한 수치해석모델이 개발되

어왔지만 아크 열원이 위빙 경로를 따라 움직이는 용접 공정을 3차원

으로 해석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아크 위빙공정을 고

려한 단순화시킨 열원 모델을 기반으로 열 유동 해석을 상용코드를 활

용하여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용접부 용융 영역의 유동을 파악하고 이

를 바탕으로 용접부의 용융영역의 크기와 형태 그리고 온도분포와 각

지점에서의 온도 이력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1) 용접부 열 유동 전달현상 해석

용접부의 용융 영역에 생성되는 유동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상용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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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의 Enthalpy-porous 응고 모델과 VOF모델을 사용하여 용접열의

주입에 따라 모재의 용융, 응고거동과 유동의 흐름, 온도분포에 대해

열 유동해석을 진행하였다. 세번의 용접 패스 각각의 용접 조건에 따라

해석을 진행하였다. 유동의 경우 열의 주입으로 인한 모재의 온도분포

가 녹는점 이상인 영역에서 발생하여 중력에 영향으로 인해 반시계 방

향으로 형성되었고 이 흐름이 용접부의 온도분포에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해석결과의 실제 시편의 단면을 비교했을 때 실제 시편에 비

해 해석결과에서 용융 영역이 모재에 용입된 깊이가 더 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두 모재의 열팽창에 의한 응력 생성 방지를 위해 약간

의 거리를 두고 용접을 진행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이 gap이 해석에

서는 실제보다 열 전달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래쪽에 주입

된 열이 이동하지 못하여 더 큰 용융 영역을 만든것으로 보인다.

2) 용접부 온도분포를 통한 용접 패스 별 용융 영역 분류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한 용접 공정은 세 번의 용접패스를 통해 완성

된다. 즉 완성된 용접부는 세 번의 용융 응고 과정을 거치면서 세개의

용융 영역을 가지고 있다. 이를 각각의 수치해석 결과의 온도분포를 비

교하여 용접부의 각 용접 패스에 따른 용융 영역을 분류하였다. 용융 영

역 또한 이후 용접 패스가 진행됨에 따라 열 영향을 받아 용융 영역의

조직과 성질또한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분류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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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세조직 관찰

그림 24와 같이 알고리즘 영역 분류에 의한 결과와 그 지점에서의

온도이력을 통해 그림 25, 26와 같이 용융 영역 내부에서도 이후에 진

행된 용접 패스 과정에서 열 영향을 받으면서 조직이 변화한다는 결과

를 얻을 수 있었고, 이러한 조직변화 역시 용접 영역에서의 크랙 발생

및 크랙 성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결과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조직생성 예측 모델링을 위해서 이 재료의 CCT, TTT diagram에

대한 정보가 주어진다면 이러한 각 지점에서의 온도 이력을 통해 더욱

신뢰도 높은 정밀한 조직 생성 예측 모델링이 가능했을 것이다. 하지만

본 논문의 조직생성 예측은 CCT, TTT diagram 없이 진행되었다는데

그 한계가 있다. 즉 용융되지 않고 열 영향만 받은 고체영역에서는 정

밀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열 유동 계산의 목적상 용융되어 유체가 된 용융 영역에 대

한 해석은 기존 다른 용접부 해석에 비해 매우 정밀하며 또한 유동이

반시계방향으로 흐름에 따라 그림 27과 같이 용접부의 아래 영역에 비

해 왼쪽 영역에 더 많은 열이 전달될 것이라는 해석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아래쪽 영역과 왼쪽영역의 미세조직의 입계 크기가

다를것임을 예측할 수 있었다. 이에 본 용접부 열 유동 해석의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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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present, welding is one of the most widely used joining 

processes in many industries, and is widely used in industries 

where safety is utmost importance,  especially in transportation, 

power plants, and so on. Welding is a process of injecting a large 

amount of heat into materials. Therefore a phase transformation 

occurs depending on the thermal characteristics of the material, and 

the microstructure changes and the properties are deteriorated. 

Therefore, thermal and microstructure analysis is essential. In this 

strudy, we aimed to predict the microstructure of the weld by 

developing the solidification model based on the above data and the 

flow of the weld using the commercial code. 

The microstructure of the weld is influenced by various factors 

such as the size of the welded part, the welding method to be 

injected, and the cooling rate. In this paper, heat source modeling 

considering arc weaving welding method is performed for accurate 

thermal analysis, and accuracy and calculation speed are improved. 

In addition, since the objective welding in this study is a multipass 

welding which is heat several times. In order to abalyze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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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ively, it is classified into five kinds according to the 

temperature range in which the welded portion is experienced, 

namely, the base meterial, the heat affected zone, the molten region 

in the first welding pass, the molten region in the second welding 

pass, the molten region in the third welding pass. Thermal and 

microstructural analysis were conducted.

Keywords : CFD(Computational fluid dynamics), thermal fluid and 

thermal transfer modeling, weldzone, arc weaving welding method, 

multipass welding method

Student number : 2016-20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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