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틈새가 존재하는 이종강 이  용 부의 열유동에 한연구

A Study on Heat Flow of Laser-Welded Dissimilar Steel Joints with Gap

 양 해 석*
Yang, Hae-Sug

ABSTRACT

  A welding structures is generally composed of dissimilar steel materials in order to reduce weight and 

cost, and has a gap to fill the welding agent. Also, heat flow analysis should be fulfilled for structure 

existing of gap to figure out residual stress which is generated after welding. Since mechanical properties 

of welding structure composed of dissimilar steel is more fragile than mechanical properties of welding 

structure consisted of same material, heat flow analysis verifying this should be fulfilled as well. 

Therefore, on this research, heat flow analysis about dissimilar steel weldment consisted of gap existing 

AISI304 and AISI630 is practiced so that it could be a basic data of research about mechanical properties 

of gap existing dissimilar steel welding part which is going to be studied later on. During heat flow 

analysis, heat input model which based on Gaussian profile and using volume heat flux was newly 

consisted and applied. In addition, for verifying of analysis on this research, gap existing dissimilar steel 

weldment which had gap of 0.25mm and was welded using Nd-YAG. The welding profile and temperature 

distribution for weldment during welding was compared to the result which was gotten through heat 

flow analysis. Both of those results corresponded each other.

주요기술용어(주제어) : Dissimilar Steel(이종강), Laser Welding( 이  용 ), Gap Width(틈새 크기), Heat Flow(열

유동)

1. 서 론

  이  용 은 좁은 열 향부, 작은 열변형, 빠른 

용 속도 등 여러 가지 장 을 갖고 있기 때문에 최

근 항공기, 자동차 등 여러 산업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일반용 에 비해 속조직이나 기계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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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에서 모재에 향을 미치는 부분이 매우 작아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첨단 유도무기와 같

이 고 정 도를 요구하는 구조물 제작시 기존 스크

루 등으로 합부를 고정하던 방식을 공기 항  

제작시 문제 이 많이 발생하여 이  는 자빔 

용 으로 합하는 방식이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다. 

유도무기에 사용되는 구조물의 재질도 차 고기동 

 고온 환경에 견디기 한 소재로 바 어 가고 있

고, 특히 유도무기에 사용되는 날개는 고온  고하

 상태에서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고강성 재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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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되며, 무엇보다 무게를 가볍게 제작해야 한다. 

이를 해 포켓형상의 (skeleton) 구조물에 외피

(skin)를 이  용 으로 합하는 기술이 차 발

되어 가고 있다. 이  용 방법은 CO2 이  

용   Nd-YAG 이  용 이 있으며, 그  Nd- 

YAG 이  용 이 CO2 이  용 보다 열변형 

 잔류응력 발생 등에 있어 보다 우수한 성능을 나

타낸다.

  용 부의 열유동 해석시 사용하는 각종 물성치에 

한 연구로서 Zhu와 Chao[1]는 용 부 해석시 온도, 

변형  잔류응력에 향을 미치는 물성치에 해 연

구하 다. 그의 연구에 의하면 열 달계수는 용 시 

온도분포에 다소 향을 다고 했다. 그러나 도와 

비열은 온도분포에 거의 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

다. 그러므로 도  비열 값은 상온 는 체온도 

역에 해 평균값을 사용해도 거의 해가 달라지지 

않음을 보 다. 용 부의 열유동해석은 Rosenthal[2]

이 과 선 열원에 한 열유속 식을 처음 제시한 이

후, Westby[3], Friedman[4]등이 용 과정에서 발생하

는 온도분포에 한 수치해석 인 모델을 제시하

고, Mazumder[5]등이 이동 가우시안 열원을 사용한 3

차원 열 달 모델을 제시하 다. 이  용 에 한 

열유동 해석은 Ducharme[6]에 의해서 수행되었으며, 

틈새가 존재하는 모델은 Lampa[7]와 Sudnik[8]에 의

해서 수치해석이 수행되었다. 한 조해용[9]등이 입

열 조건으로 펄스 이  빔에 한 3차원 이동 열

원모델을 설계하여 해석에 용시켰고, 빔에 지 변

화에 따른 온도분포 결과를 분석하여 용융부  열

향부를 측하 으나 네일해드(nail head) 형상의 

용융부는 도출하지 못했다. Goldak[10,11]은 아크용 에 

한 3차원 열 달  열응력 해석시 용 부 표면과 

체 에 한 입열량을 임의의 함수로 정의하여 2차

원 해석결과와 비교하 으며, 그 결과 차이가 크게 

발생함을 보 다. Mahin[12]등은 3차원 열 달  열

응력 해석시 기에 가정한 열류형상을 사용하여 용

융부와 온도를 구한후 용융부 형상으로 1차 튜닝을 

하고, 열 를 통해 구한 온도와 일치하는 값을 찾

아내기 한 정  튜닝을 수행하 다. 이와 같이 용

융부를 모델링하기 해 다양한 수치해석을 수행했

지만 용 부의 용융부 형상을 가지고 단순하게 근

할 수 있는 식을 만들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사용자

가 이론식을 용하기에는 어려운 이 있었다. 그러

나 본 연구에서는 측정된 용융부 형상 자료를 이용

하여 해석시 직  용할 수 있는 식을 도출하 다. 

열 달 해석시 공정변수에 향을 주는 인자에 해 

연구한 Ravigururajan[13]은 이  에 지, 이  

빔직경(laser beam diameter), 용 속도  피용 재

의 소재는 향을 많이 주지만 보호가스(shielding 

gas)의 속도는 열 달 해석과 련된 온도분포에 

향이 거의 없음을 보 다. Ducharme[6]와 Argyris[14]

는 이  용 에 해 용 속도, 이  용량, 보호

가스 종류에 해 용융부의 형상을 검토한 결과 용

융부 길이에는 향을 주지만 용융부 폭에 해서는 

향이 거의 없음을 보 다. 기에 수행된 열유동 

해석은 류와 복사 상을 무시하여 수행하 으나, 

Brickstad[15]에 의해 이러한 항목이 매우 요시 다

루어 져야 한다는 것이 부각되었다. 이와같이 재

까지 조사된 문헌에는 틈새를 고려한 Nd-YAG 

이  용 의 열입력 모델을 설정하여 수치해석에 

용한 내용이 없었으며, 유사 구조물에 해 열입력 

모델이 도출된 문헌도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틈새가 존재하는 이종강 이  용 에 한 열유동

해석을 수행하 으며, 그 결과를 시험결과와 비교하

다.

2. 이  용

가. 용 시편

  본 연구에서는 틈새(gap)의 향을 고려한 용 부

의 기계  성질을 악하기 하여 시편의 틈새크기

를 0.25mm로 구성하 으며, 틈새크기(gap width)의 

[그림 1]  Definition of gap wid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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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는 그림 1에 나타내었다. 시편은 AISI630 소재와 

AISI304 소재인 이종강으로 구성하 으며, 무게를 최

소화하기 해 그림 2와 같이 포켓 형상으로 AISI630 

(skeleton)에 1mm의 AISI304 외피(skin)를 Nd- 

[그림 2]  Pocket shape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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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Temperature-dependent material properties 

(specific h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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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Temperature-dependent material properties 

(conductivity)

YAG 이 용 기로 용 시편을 구성하 다. 동일한 

기조건을 유지하기 해 용   기계가공 후 가공

경화에 의해 발생하는 응력을 제거하기 한 어닐링 

처리를 하 으며, 조건은 AISI630 소재에 해 470℃

에서 2시간동안 열처리 후 공랭하 으며, AISI304의 

경우 단 이외의 가공 공정이 없으므로 별도의 가공

잔류응력 제거를 한 후처리는 수행하지 않았다. 온

도에 한 열  물성치를 Mil-HDBK-5H에 의거 그

림 3～4에 나타내었다.

나. 온도측정

  본 연구에서는 펄스형 Nd-YAG 이  용 기로 

시편 작업을 수행하 으며, 용 시 용입 깊이는 1mm, 

 치는 표면으로부터 수직방향으로 0.7mm에 

치 시켰다. 펄스형 Nd-YAG 이  용 과정에 

한 용 변수들을 표 1에 나타내었다.

  수치해석시 사용할 열입력 모델의 타당성을 입증하

기 해 틈새 0.25mm 시편 표면에 8개의 K-type 열

(thermocouple dia.0.13mm)를 그림 5  6과 같

이 용 방향의 수직방향에 해 용 (spot welding)

으로 부착하여 용 시 시편에서 발생하는 온도를 계

측하 으며, 계측시 주  온도는 20℃ 이었다. 그림 5 

 6에 나타낸 치는 열 를 용 한 후 정확한 

부착 치를 미경을 이용하여 측정한 값이다. 용

시 이  빔이 열  근처를 지날 때 가능한 최  

[표 1]  Nd-YAG laser welding parameters

Parameter Value or Shape

pulse shape rectangular

pulse duration 8.5ms

pulse energy 10.065J

average power 201.3W

pulse power 1184W

pulse repetition rate 20Hz

welding speed 6.67mm/s

gas flow rate 0.15L/s

nozzle Φ=3.5mm, 25° off ax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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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Thermocouples attached on the specimen

Distance from welding line(mm)

T4 T3 T2 T1 T5 T6 T7 T8

7.3 5.0 3.2 0.9 1.1 3.5 5.3 7.3

[그림 6]  The position of thermocou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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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Thermal cycles at various location

온도 값의 측정이 가능하도록 하기 해 샘 링은 

20Hz로 하 으며, 계측된 온도는 그림 7과 같다. 그

[그림 8]  Porosity distributions for various section

림 7에서와 같이 계측 샘 링이 용 시 사용한 펄스

(100Hz)보다 작아서 펄스형태의 값은 계측하지 못했

다. 측정 자료(그림 7 참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상

온에서 최고온도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0.5  만에 이

루어지며, 용융부 심으로부터 약 3mm 이후의 

치에서는 온도가 150℃ 이하로 발생하는 것으로 보

아 이  빔에 의한 순간 이고, 국부 인 온도 상

승을 알 수 있었다. 최 온도는 AISI630 부 의 경우 

0.9mm 치(T1)에서 750℃ 정도이고, AISI304 부

는 1.1mm 치(T5)에서 500℃정도로 나타났으며, 약 

0.2mm 차이에서 온도는 250℃ 정도의 차이가 발생

함을 알 수 있었다. 7.3mm 치에서는 거의 상온으

로 유지됨을 알 수 있어 이 부  이후로는 용융부의 

열 달에 의한 향이  나타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  용 은 구조물의 용 부에 고

입열로 인한 국부 인 용융이 발생하고, 열 달 과정

에 의한 온도분포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다. 용융부 형상분석

  Sun[16]은 넓은 틈새가 존재하는 부 에 높은 열입

력을 가하면 용 부에 기공이 형성된다고 했다. 따라

서 이  용 의 강도를 충분히 확보하고, 기공을 

이기 해 틈새의 크기를 가능한 작게 해야 한다고 

발표하 다. 본 연구에서 다룬 틈새 0.25mm 시편은 

Sun의 연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공이 크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틈새 0.25 시편의 경우 모든 

용융부에 기공이 분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일부분

에 분포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 8은 틈새 

0.25mm 시편에 해 단면을 단해 가면서 기공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며, 기공의 분포가 산발 으로 분

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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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한요소 해석

가. 열유동해석

  일정 속도로 움직이는 이 , 자빔 는 라즈

마 아크가 용 심선에 수직으로 투사되면 실린더 

모양의 키홀(keyhole)이 만들어지고, 그 둘 에 머시

역을 포함한 용융부(weld pool)와 용융부를 둘러싸

는 고상-열 향부 그리고 열 향부 바깥의 모재 역 

등이 구성된다[17]. 용 에 의한 열 도는 일반 인 열

도 상과 달리 이  열원이 이동을 하므로 시간

에 따라 열원의 치가 변하는 이동열원을 고려하여 

열유동 해석을 수행해야한다. 열유동 해석시 필요한 

경계조건으로 기의 모든 에서의 온도를 기 

온도와 동일하게 20℃로 하 고, 용 부는 가열  

냉의 복잡한 열 이력을 겪게 되므로 이를 해석하기 

해 재료의 열 성질인 비열을 온도에 따른 함수로

서 입력하 다. 열 도 한 온도 변화에 따라 다른 

값들을 사용하 으며, 고상과 액상의 상변태에 의한 

에 지변화를 고려하기 해 잠열(Latent heat)을 용

부의 상변태시 고려하 다. 입열요소의 선택은 용

시편의 단면 형상을 통하여 얻은 네일해드(nail 

head)를 갖는 이  용융부의 형상을 최 한 고려하

여 설정하 으며, 이 빔 분포형태  키홀형상 등

을 고려하여 입열량을 용하 다. 본 연구에서는 구

조물에 국부 으로 열을 가하여 생성된 불균일한 온

도분포를 구하기 해 비정상상태(unsteady state)의 

천이(transient) 열 달 과정을 3차원 열해석을 통해 

수행하 다. 유한요소 해석은 상용코드인 ABAQUS 
[18]를 이용하 고, 열 달해석을 수행하여 용 부에서

의 정확한 온도 사이클을 획득하 고, 유한요소 해석

을 한 입열량(q)은 체 입열(Volume flux)을 용

하여 계산하 으며, 열손실은 류  복사에 의한 

손실만 고려하 다.

나. 열입력 모델

  열입력 모델은 직 으로 온도분포와 냉각율, 용

융부의 크기, 열 향부의 크기 등을 결정하여 결과

으로 용 부 잔류응력  변형해석시 향을 미

치기 때문에 열입력을 정확히 모델링하는 것은 상

당히 요한 작업이다. 열입력에 한 연구내용으

로, Carmignani[19]의 실험결과에 따르면 가해진 에

지의 25%는 표면에 달되며, 나머지 75%는 키홀에 

의해 용융부 벽면에 달된다고 하 다. Dong[20]은 

Girth 용 에 해 ABAQUS를 이용하여 잔류응력 

해석시 아크 열입력을 체 과 표면에 각각 용하여 

계산하 으며, 체 열입력량의 60%를 표면에 가했

고, 나머지 40%는 체 으로 열입력을 주었다. 조성규
[21]는 이 용 이 높은 에 지 도를 갖는 이  

빔에 의해 키홀 상을 수반하는 공정임을 감안하여 

열원의 입력은 유한 두께의 모재에 하여 가우시안 

분포를 갖는 열원과 키홀 용 을 변하기 하여 선

열원을 동시에 조합하여 이동열원으로 하 으며, 이

는 Ducharme[6]에 의해 연구된 박  맞 기 용 에

서 키홀용 을 잘 변하는 것으로 해석되었기 때문

이라고 하 다. 조해용[9]등은 입열조건으로 펄스형 

이  빔에 한 3차원 이동 입열모델을 설계하여 해

석에 용하 고, 빔에 지 변화에 따른 온도분포 결

과를 분석하여 용융부  열 향부를 측하 다. 이

때 입열 모델의 형상변수 값을 결정하기 해 입열조

건에서 빔 워를 고정변수로 놓고 형상변수를 변화시

키면서 용 시뮬 이션을 하 으며, 수회의 해석과정

에서 용 시편과 해석결과의 용융부 비교분석을 통해 

용융부의 형상이 거의 일치되는 열원 형상변수 값을 

결정하여 용융부 크기가 서로 부합되는 용 열원의 

최  에 지 도를 결정하 다. 용융부에서의 열 흐

름을 정확하게 묘사하기 해서는 용융부에서 모재로

의 열 도도뿐만 아니라 용융부 표면에서의 류, 복

사, 증발에 의한 열손실, 그리고 상변태에 의한 열변

화 등이 수치 으로 명확하게 입력되어야 한다. 그러

나 열입력을 정확하게 구성하는 것은 실질 으로 불

가능하기 때문에 주로 수치 인 계산의 기 에 실

험 인 데이터를 이용한 튜닝(tunning) 는 단순화

된 물리  모델을 구성하여 사용한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 수치해석시 용한 열입력 모델은 Carmignani 
[17]의 실험결과(25%는 표면에 달, 75%는 키홀에 

의해 용융부 벽면에 달)를 참고하여 네일해드 근처

의 열입력량과 내부에 입력된 열입력량을 입력후 수

치해석을 통해 나타난 용융부 형상  온도분포에 

해 시험에서 얻은 용융부 형상과 용 시 계측한 온

도분포와의 비교 는 튜닝을 통해 구성하 다.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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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해석시 형 인 열류(Heat flux)분포는 체 열원

(volumetric heat source)으로 구성된 가우시안 분포

이며, 본 연구에서 사용한 유한요소 모델이 3차원 요

소이므로 체 입열(volume flux)을 용하는 것이 타

당하다고 단된다. 한 가우시안 분포는 이 빔

의 에 지가 모재에 달되는 형상과 일치한다. 본 

연구에서 참조한 이동 열입력 모델의 가우시안 분포
[22]는 식 (1)과 같고, 키홀깊이 에 해 일정하게 

분포된다고 가정하 다.

     

 







  


     (1)

여기서 q는 단  체 에 한 열류(heat flux), Q는 

용 시 입력되는 최  워(power), r은 이  빔 

열원 심으로부터의 거리, 는 효과반경(effective 

radius)으로 Ducharme[6]는 0.3mm로 정의하여 사용

하 으며, Muller[23]는 이  빔 강도의 최댓값이 

37%로 낮아지는 곳까지의 반경으로 정의하 다. 본 

연구에서는 효과반경을 이 빔 반경으로 고려하

으며, 이론에 용하는 이 빔 크기는 실험에서의 

값보다 2～5배 정도 크게 하여야 결과가 잘 일치한다

고 발표한 Powell[24]의 연구에 근거하여 0.4mm로 하

다. u(z)는 0≤z≤  내에서는 1.0이며, 그이외의 

구간에서는 0.0의 값을 갖는다. 는 최  키홀깊이를 

나타낸다. 열유동 해석시 식(1)에 해당하는 열만 입력

하면 네일해드와 같은 용융부 형상이 아닌 U자 모양

의 용융부가 형성된다. 이를 보완하고 네일해드 형상

을 구 하기 해 추가로 열입력을 구성하 으며, 이

러한 열입력을 도출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라즈마

에 의해 용 부 표면이 넓게 용융되며, 동시에 키홀

에 의해 용 부 벽면(내면)으로 에 지가 달되어 

용융부를 형성한다. 이로 인해 결국 네일해드 형상의 

용융부가 형성된다. 이는 네일해드와 유사한 용융부 

형상을 구 하기 해서는 기존 식 (1)에 라즈마로 

인한 용융부 를 나타내기 한 별도의 에 지를 더

해주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라

즈마에 의한 향 부 도 가우시안 분포와 유사한 열

입력이 주어질 것으로 가정하고, 식 (1)에 나타난 

를 용 시편에서 계측한 표면의 용융부 폭(width)으

[그림 9]  Nail head shape for heat input model

로 기 을 설정하여 식을 구성하 다. 이러한 내용을 

그림으로 표 하면 그림 9와 같으며, q는 기존 식 

(1)에 의한 열입력이며, 여기에 네일해드를 구 하기 

한 라즈마 향 부 를 q'의 열입력으로 별도 표

하 다. 즉, 네일해드 부 는 구간별로 두개의 열입

력으로 표 하 으며 식 (2)와 같다.

     

 







  


    ,

           ,  ≦  ≦ 

     









  

        

            ,  ≺  ≦   (2)

  여기서 의 는 각각의 틈새 시편의 용융부에 

한 기 을 설정하기 해 선택하 으며, 용융부 폭의 

반값을 선택하 다. 한 식 (2)의 를 구하기 해 

시험에서구한 온도분포와 용융부 형상을 목표 값으

로 하여 열유동해석을 통한 튜닝을 통해 시험결과와 

해석결과가 잘 일치하는 최 의 값을 구했으며, 그 

값을 3으로 결정하 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틈새가 

존재하는 펄스형 이  용 부에 한 열입력 모델

을 정리하면 식 (3)과 같다. ABAQUS를 이용한 열

달 해석시 사용자 서 루틴(user subroutine)으로 

DFLUX 옵션을 사용하여 체 에 한 열류로 입력

하 다. 이 서 루틴과 ABAQUS 로그램을 연계하

여 용 부재의 온도분포를 계산하 으며, 매 시간 증

분시마다 모든 분 에 해 계산하 으며, 최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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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상승을 40℃ 이하로 설정하여 과도한 온도상승의 

억제를 통해 해의 수렴이 잘 되도록 하 다.

     

 







  


   

            ,  ≦  ≦ 

     









  

        

            ,  ≺  ≦   (3)

다. 유한요소 모델링

  용 부의 유한요소 모델링에 한 연구사례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Tekriwal[25]은 강소재의 아크용

시 최 온도를 정확히 측하기 해 어도 5개에서 

6개의 이 빔 반경내에 존재해야 한다고 주장했

다. 그러나 열원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부 는 요소의 

크기를 크게 하여 효율 으로 해석을 수행해야 한다

고 했다. Pammer[26]는 정확한 해석을 한 열입력 

부근에 한 요소의 크기를 계산하 다. Hibbitt[27]는 

잠열효과를 고려한 해석시 1차 8  4각 요소가 가

장 당하다고 하 다. 유한요소 모델링시 사용된 소

재에 한 열  성질을 표 2에 나타내었다. 재료의 

열  물성치인 비열, 열 도도는 열해석 결과에 커다

란 향을 미치므로 해석의 정확성을 해 온도의 함

수로 입력하 다. 부분 열유동해석시 소재의 물성

치를 상온에서 고온까지의 값을 정확하게 입력하는 

것이 요하지만 용융부 근처의 자료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가정을 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수치 으로 가능한 범 까지의 값을 사용하고 그 이

후의 값은 마지막 값을 일정하게 유지하 다.

  본 연구에서 열유동 해석시 사용한 유한요소 모델

은 그림 10과 같다. 3차원 1차 8  4각(quadratic) 

요소를 사용하 고, 체 은 22,088개이며, 요소

는 19,916개를 사용하 다. 일반 으로 용  공정의 

열해석에서 입열이 이루어지는 부분에서는 격한 온

도구배가 발생하기 때문에 국부 인 입열에 의해 온

도구배가 심한 용 부 주변에는 보다 미세하게 0.1× 

0.1×0.2mm의 크기로 요소를 분할하 으며, 용융부와 

열 향부에서 멀어질수록 요소의 크기를 증가시켰다. 

각 틈새 크기에 한 용융부의 유한요소 형상은 용

[표 2]  Thermal input data

Composition
Latent Heat 
of fusion
(KJ/Kg)

Melting
Range
(℃)

Density
(kg/mm

3
)

AISI 304 265 1400～1455 8000.0

AISI 630 266 1405～1440 7810.0

[그림 10]  Finite element meshes

[그림 11]  Heat input direction and coordinate system

시편에서 측정한 용융부 형상자료를 이용하 다. 

그림 10에서 용융부는 조직분석, 성분분석, 경도분석 

 인장강도 시험을 통해 얻은 자료 분석을 통해 

AISI630 소재로 체해도 무방하다고 단하여 하여 

AISI630 소재와 동일하게 물성치를 입력하 다. 해

석시 AISI304 외피의 한쪽이 먼  용 되고, 다른 

한쪽이 용 되는 것을 고려하여 먼  용 되는 쪽의 

AISI304와 AISI630의 면의 을 공유시켰다. 

용 방향과 해석시 사용한 좌표계를 그림 11에 나타

내었다.

라. 경계조건

  열유동 해석을 한 경계조건으로 우선 기에 주

어지는 모든 에서의 온도를 기 온도인 2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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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고, 입열 후의 열손실은 주로 자연 류와 복사

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하 으며(그림 11 참

조), 용융부에서의 증발에 의한 열손실은 무시하 다. 

Frewin[28]는 펄스형 이  용 의 경우 매우 빠르게 

용융과 응고가 발생하고, 용융부 류 상은 액상이 

어느 정도 지속되는 다른 용 공정과는 다르기 때문

에 용융부 류 상은 무시할 수 있다고 했다. 용

시 용융부의 온도는 상온에서 용융온도 이상의 온도 

범 까지의 분포가 나타난다. 이때 고온에서는 복사

에 의한 열손실이 크게 발생하고, 온에서는 류에 

의한 열손실이 발생한다. 이러한 상을 Argyris[29]는 

하나의 식으로 표 하 으며, 이 식을 본 연구에 

용하 다. 즉, 스테인리스강의 온도에 따른 열 달 계

수 로 류와 복사에 의한 열손실 효과를 통합하여 

식 (4)  (5)와 같이 온도 분포에 해 나타내었다.

  ⋅
⋅

0 < T < 500℃                         (4)

  ⋅  
⋅

T ≥ 500℃                             (5)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 서 루틴 FILM 옵션을 사

용하여 를 계산하 으며, 이 서 루틴은 ABAQUS 

로그램과 연계하여 매 시간 증분시마다 모든 분

에 해 계산하 다. 참고로 틈새가 존재하는 구조

물에 한 열손실 연구로 Lampa[7]는 틈새가 존재할 

때 키홀에 의해 달되는 에 지와 피용 제가 흡수

하는 에 지의 크기가 다르다고 하 다. 그러나 본 

[그림 12]  Pulse type heat input for the laser welding

연구에서는 이러한 열손실을 고려할 만큼 열입력이 

크지 않다고 단하여 틈새 크기에 따른 열손실은 고

려하지 않았다. 해의 수렴을 해 그림 12(a)와 같은 

펄스형태의 입열을 그림 12(b)와 같이 용하 다.

마. 열유동해석 결과

  틈새 0.25mm 시편에 해 열유동해석을 통해 온

도분포를 도출하 으며, 시간에 한 온도분포를 그

림 13에 나타내었다. 측한 로 펄스형태의 열입력

에 의해 펄스형태의 온도분포가 나타났다. 계산결과

를 보면 거의 0.5  만에 상온에서 최고온도에 도달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이  용 의 온도분

포 특성을 잘 변하고 있다고 단되며, 불균일한 

온도분포로 인해 열응력이 발생할 것임을 측할 수 

있다. 한 T1과 T5는 0.2mm 치의 차이가 나지만 

그림 13에서와 같이 약 500℃ 정도의 온도차가 발생

함을 알 수 있어 용융부와 인 한 곳은 조 만 치

의 차이가 있어도 온도차이가 크게 발생하지만, 용융

부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은 온도차이가 거의 발생하

지 않음을 알 수 있다. 5mm 정도의 치에서는 거의 

상온 온도에 해당하는 값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즉, 

5mm 이후부터는 용 에 의한 열 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고 단된다.

  3차원 천이(Transient) 열 달 해석을 통해 얻은 각 

틈새 시편에 한 용융부 형상을 그림 14에 나타내었

으며, 여기서 그리드 1개의 폭은 0.1mm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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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Thermal cycles at various 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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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4]  Welding pool profile for gap 0.25 

weldment

용융부에 한 최 온도를 2100℃ 근처의 온도로 설

정하고, AISI304  AISI630 소재 모두 1400℃에서 

용융된다고 가정하여 용융부의 형상을 나타내었다.

4. 결과비교  결론

가. 온도결과 비교

  용 시 열 를 통해 계측된 결과와 열 달 해석

을 통해 구한 온도 분포를 그림 15～16에 타나내었

다. 열 달 해석결과로 나타낸 온도 값이 실험치보다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으며 최 온도가 다소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열 달 해석시 해의 한 수렴

을 해 입열 모델에서 그림 12(b)와 같은 펄스 형상

을 용했기 때문에 실제 용 시보다 펄스 지속시간

(duration)이 길어지는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이며, 다

른 이유로는 열손실을 제 로 구 하지 못한 결과라

고 단된다. 즉, 류, 복사 등으로만 열손실의 정확

한 모사가 부족했다고 단된다. 해석결과에서 온도

가 높게 나오는 시간 를 보면 매우 짧은 시간간격에

서 발생하는 것으로 펄스형태의 열입력에서 나타나는 

결과로 단된다. 즉, 시험시 열 가 20Hz로 계측

을 하고, 계산된 시간은 최소 100Hz 이상에서 계산되

므로 열 가 짧은 시간에 발생한 온도 변화를 계측

하지 못했을 것으로 단된다. 그러나 체 인 경향 

 크기는 유사하며 만족스러운 결과라고 단된다.

나. 용융부 형상 결과비교

  용 시편에서 얻은 용융부 형상과 열 달해석으로

부터 얻은 용융부 형상을 각 틈새 시편에 해 그림 

17에 나타내었다. 해석에서 얻은 용융부의 등온곡선

의 경계는 AISI304와 AISI630 소재 에 해 1400℃

를 용하 다. 그 결과 시험에서 얻은 결과와 잘 일

치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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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5]  Comparison of temperature between 

experiments and analy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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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6]  Comparison of temperature between 

experiments and analy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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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7]  Comparison of weld pool cross section 

for experiment and analysis

다. 결론

  틈새가 존재하는 이종강 용 부에 한 열유동해석

을 수행하 다. 열유동해석을 해 가우시안 형상의 

열입력 모델을 새롭게 도출하여 용하 다. 한 본 

연구를 검증하기 해 틈새가 존재하는 이종강 용

시편을 제작하여 온도분포와 용융부 형상을 도출하

고, 그 결과를 해석결과와 비교하 으며, 두 결과가 

잘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이용하여 추후 유사 구조물의 기계 성질에 한 연

구에 활용가능하다고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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