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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WELD를 이용한 파이프강관의 회전각제어 강관접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pipe welding through pipe spin control using SYSW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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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Angle 

Interval
Velocity
(cm/min)

Heat Energy
(J/cm)

v 0° ~ 360° 64 4688

Same Condition
Electronic Current 250A , Voltage  20V
Pipe Diameter 60mm, Pipe Thickness 5.0mm
Welding Time. Max 2000sec 
Bead Height 3mm, Bead Width  6mm

1. 서론

용접은 완성품의 고품질 및 고정밀의 요구가 

증대되는 산업에서는 불확실하고 불일정한 수작

업에 의한 용접작업보다는 자동화에 의한 용접작

업이 요구되고 있다.1 파이프강관의 용접에 있어서 

입열에너지 일정제어가 중요하고 입열에너지의 

열영향에 의한 용접불량과 용접결함에 대한 대책

을 회전각 제어방식에 의하여 감소시킬 수 있다. 
용접부의 해석으로 시뮬레이션 방법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고, 용접과정의 열유동 해석을 통하여 

용접결함을 예측할 수 있다. 특히 용접의 중요변수

(열원, 아크효율, 열손실)을 실제조건과 부합되도

록 변수분석 및 최적화하고 실제 실험과 비교평가

할 수 있다.2 

2. 일정속도에서의 접합해석

파이프강관의 접합해석을 위하여 일정속도일 

때의 해석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회전속도제어방

식과 비교평가하고자 한다. 

[Table 1] Condition of Welding 

일정속도 해석을 위하여 용접속도와 입열에너

지는 Table 1과 같고, 실험조건과 해석조건에서 

같은 속도와 입열에너지로 정의하였다.

[Fig.1] 파이프강관의 2D, 3D 모델링

파이프강관의 해석을 위한 모델링은 Fig.1과 같

고, 용접경로 및 구속조건은 Fig.2와 같다. 강관 

외관에 비드를 생성하고 일정속도의 용접경로를 

정의하였으며, 한쪽만 고정하는 구속조건으로 정

의하였다. 

[Fig.2] 용접경로 및 구속조건

 입력조건 Table 1과 파이프강관의 모델링 및 

용접경로 및 구속조건에 따른 해석 결과는 Fig. 
3과 같다. 

[Fig.3] 파이프강관의 열영향 분포

파이프강관의 열영향분포와 비드에서의 열영

향 분포는 Fig.3에서와 같이 입열에너지에 의한 

열전달에 의하여 파이프 내부 및 파이프 양옆으로 

열영향이 퍼져나감을 확인할 수 있다.  비드의 단면

에서의 열영향은 비드을 중심으로 퍼져나가는 형

상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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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gle Interval Velocity
(cm/min)

Heat Energy
(J/cm)

v1 o° ~ 270° 64 4688 

v2 270° ~ 300° 69 4348 

v3 300° ~ 330° 74 4054 

v4 330° ~ 360° 79 3797 

Same Condition 은  Table 1과 같음

0

0.1

0.2

Normal 
Constant V.

Normal 
Changing V.

Strains of Von 
Mises

Strains of 
Tresca

Items Displ. X
(mm)

Displ. Y
(mm)

Strains
(Mises)

Strains
(Tresca)

Constant V. 0.228 4.200 0.158 0.182

Changing V. 0.201 2.192 0.107 0.123

[Fig.4] 파이프 X축방향으로의 변형

[Fig.5] 파이프 응력선도(Von Mises)

해석결과, Fig.4와 Fig.5는 파이프강관에 대한 

열변형과 열응력 결과로 X축 최대 변형값은 

0.228mm, 응력은 437.571dyn/cm2,  변형률은 0.158
결과를 얻었다. 

3. 회전속도제어에서의 접합해석

파이프강관의 일정속도에서의 용접결과와 강

관회전각에 따른 회전속도를 제어하여 접합해석

한 결과를 비교평가한다. 회전각 속도제어방식이 

용접효율에 효과적임을 확인하고자 입열에너지에 

의한 잔류열영향 구간으로 270°~360°구간을 Table 
2와 같이 정의하였다. 

[Table 2] Welding Conditon of Spin Control

회전속도에 따른 입열에너지는 계산식에 의해 

Table 2와 같고, 회전각제어를 위한 모델링으로 

Fig.6과 같이 정의하였다. 용접경로는 회전각 구간

에 따라 속도를 증가시켰고, 구속조건은 일정속도

에서와 동일하게 정의하였다. 

[Fig.6] 회전각제어를 위한 3D 모델링

[Fig.7] 파이프 X축방향으로의 변형

[Fig.8] 파이프 응력선도(Von Mises)

파이프강관 X축방향의 변형은 0.201mm, 열응

력은 433.892dyn/cm2, 변형률은 0.107의 결과를 얻

었다. 

4. 결론

파이프강관의 일정속도와 회전각 속도제어방

식의 두가지를 해석비교평가한 결과는 Table 3과 

같고, 회전각 속도제어 방식이 변형값은 0.027mm
감소하였고, 응력은 3.679dyn/cm2 감소하였으며, 
변형률은 0.051감소하였다. X축 최대변형률을 비

교한 결과 Fig.9는 회전각제어방식이 32%향상됨

을 확인할 수 있고 파이프강관의 회전각제어를 

통한 방법은 용접효율성향상에 도움이 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Table 3] 해석결과 비교평가

[Fig.9] 변형률 결과값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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