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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uction heating has been applied to the preheating process in various industrial fields. It has 

been used as a simple device structure, limiting the heating zone through controlled variables, 

and free-welding positions. It would be helpful to weld thick plates with arc welding such as 

GMAW. The induction heating process is well suited to this process. In this study, in order to find 

suitable induction heating parameters, a simulation was conducted with multi physics S/W. Three 

kinds of material were heated by induction coils designed specially for thick plate. Consequently, 

steel and nimonic alloy were the most efficient materials for preheating by induction.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induction heating process is a good method for preheating the thick p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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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설명 

 

ρ: density (kg/m3) 

Cp: Heat capacity (J/kg-K) 

B: magnetic flux density (Wb/m2) 

Je: current density (A/m2) 

ε0: spce permittivity  

εr: permittivity  

k: thermal conductivity (W/m-K) 

σ: electrical conductivity (S/m) 

ω: frequency (Hz) 

 

1. 서론 

예열은 용접 열 영향부에서 나타나는 조직변

화로 인한 경화조직 생성억제, 루트 부의 균열방

지, 열 영향부의 연성 또는 노치 인성의 개선 등 

다양한 효과를 얻기 위해 실시하게 된다.1 특히 

예열 방법 중 유도가열 방식은 단순한 장비 구조

와 자유로운 용접 자세와 변수 제어를 통해 가열 

부위를 제한할 수 있는 등 많은 장점으로 인해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되고 연구되고 있다.2-5 현

재 후판 용접에 사용되는 GMAW의 경우 생산성 

향상과 품질의 향상, 숙련공의 부족 등으로 로봇

을 이용한 용접 자동화가 많이 이루어져 있는데 

유도가열의 경우 자동화가 용이하여 GMAW 예열 

장치로 적용하기에 적합하다.6,7 하지만 유도가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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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물리 문제를 풀어야 하고 재료의 자기적 특

성 변화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해석적인 접근이 

쉽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후판 예열시 모재의 루트 부에 

충분한 열입이 가능한지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

함으로써 유도가열 방법이 후판 예열공정에 적용 

가능함을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후판 맞대기 용

접에 있어서 갭의 크기에 따른 유도가열 현상의 

변화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파악하고자 한다. 시뮬

레이션에 사용된 재료는 일반 강과 알루미늄 합금 

및 니켈 합금이며 각각의 재료에 대해 유도가열을 

실시하였을 때 원하는 온도까지 상승시키기 위한 

공정 조건을 파악하는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2. 예열 공정 시뮬레이션 

 

2.1 모델링 

본 연구에 사용한 Simulation S/W는 COMSOL 

Multiphysics 5.0 이다. Fig. 2는 해석에 사용된 모델

링이다. 모재와 코일은 상온의 공기에 둘러싸인 

상태이다. 모재의 두께는 50 mm 이고, 루트 부의 

간격은 10 mm 이다. 코일과 모재 사이의 거리는 

10 mm 로 설정하였다. 유도가열장치의 루트 부에 

대한 열입을 집중시키기 위해 코일의 아랫부분이 

좁아지는 형태로 알맞은 각도를 갖도록 설계하였

다. 유도가열장치는 화살표 방향으로 일정한 속도

로 움직이면서 예열을 하게 된다. Table 1은 해석에 

사용된 재료들의 물성치를 나타내고 있다. 모델링

의 Mesh는 해석프로그램에서 제공하고 있는 Physics-

Controlled Mesh 기능으로 생성하였으며 본 모델은 

33445개의 Element로 구성되었다. 

 

2.2 지배방정식 및 해석조건 

모재의 초기의 온도는 상온상태이며, 열전달 

해석에서 모재의 상면은 자연대류 경계조건, 아래

면은 단열조건 나머지는 Open Boundary 조건을 주

었고,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Time 

Dependent 해석을 하였다. 전자기장 해석은 모든 

면을 절연상태로 가정하였고, 유도가열에 교류전

류를 흘려야 하므로 Frequency Domain에서 해석하

였다. 열 전달 해석은 식(1)과 같은 열전도 방정식

을 사용하였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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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ig. 1 Conceptual design of induction preheating system 

with GMAW 

 

Table 1 Properties of various materials 

 
Steel AISI 

4340 

Aluminum 

6063 

Nimonic

alloy 90

Density (kg/m3) 7850 2700 8180 

Heat capacity 

(J/kg-K) 
475 900 446 

Electrical 

conductivity (S/m)
4.032×106 3.030×107 8.457×105

Thermal 

conductivity 

(W/m-K) 

44.5 201 11.5 

Melting point (K) 1700 1643  927  

 

 

Fig. 2 Modeling for induction heating process with 

multi-turn coil 

 

여기서 T는 온도, Q는 유도전류에 의한 줄-발열을 

의미한다. 

코일의 전자기장 해석은 식(2)와 같이 Maxwell 

방정식에 기초한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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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A는 체적, B는 자기장계, J
e 
는 전류 밀도를 

의미한다. 

유도가열장치의 코일은 전기전도성이 좋은 구

리를 사용하였으며 멀티-턴 코일로 설정하였다. 코

일 내부에는 시계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고 유

도 코일은 속도 v의 일정한 속도로 움직인다고 가

Heating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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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였다. 유도가열의 세기 및 집중도의 차이를 

만드는 여러 요인 중 본 연구에서 제어한 변수는 

주파수, 전류, 코일의 이송속도 반복적인 실험을 

통해 이를 적절하게 변경하여 모재의 녹는점까지 

가열하고자 한다. 주파수는 유도가열의 세기뿐만 

아니라 표피효과로 인한 온도 분포에도 영향을 주

므로 이를 선정하기 위해 Fig. 3과 같이 3 kHz와 1 

kHz 두 개의 주파수 영역에 대해서 시뮬레이션 하

였다. 두 개의 주파수 영역 중 1 kHz의 루트 부에 

대한 예열이 3 kHz의 루트 부에 대한 예열보다 우

수하여 최종적으로 2 kA와 1 kHz 조건을 기본 유

도가열 변수 값으로 선정하였다. 

 

3. 시뮬레이션 결과 

 

각 재료들의 유도가열 특성을 비교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앞서 정한 전류 2 kA 와 주파수 1 kHz 

를 고정변수로 하여, 각 모재의 녹는점까지 가열

할 수 있는 코일의 이송속도를 반복적인 시뮬레이

션을 통하여 구하였다. 해석 결과는 유도가열 코

일의 이동이 일정속도로 충분히 이루어지고 난 후 

즉, Stationary 상태에 대한 온도분포이다. 그 결과 

Steel AISI 4340 의 코일의 이송속도는 4.7 mm/s, 

Aluminum 6063 의 코일의 이송속도는 0.7 mm/s, 

Nimonic Alloy 90 의 코일의 이송속도는 5.7 mm/s으

로 나왔다. Fig. 4는 위의 반복적인 시뮬레이션을 

통해 얻은 코일의 이송속도에서의 결과 값으로 진

행 방향으로의 단면에 대한 온도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시뮬레이션의 결과 동일한 전류와 주파수 

값에서 예열속도는 Nimonic Alloy 90이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Aluminum 6063의 예열 

속도가 가장 느리게 나타났는데, 다른 재료에 비

해 상대적으로 유도가열에 의한 예열이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Nimonic Alloy 90의 유도가열 

특성이 가장 우수하며 예열공정에 사용하기 적합

 
(a) 1 kA, 3 kHz, 4.7 mm/s 

(b) 2 kA, 1 kHz, 4.7 mm/s 

Fig. 3 Temperature distribution in cross section of Steel 

AISI 4340 

1600K1400K

Heating 

direction 

 
(a) Steel AISI 4340 (4.7 mm/s) 

Heating 

direction 

1400K1200K

 
(b) Aluminum 6063 (0.7 mm/s) 

Heating 

direction 

850K700K

 
(c) Nimonic ally 90 (5.7 mm/s) 

Fig. 4 Temperature distribution of longitudinal cross 

section (Input variables: 2 kA, 1 k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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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을 알 수 있다. 

예열공정에서는 공정속도뿐만 아니라 모재의 

루트 부에 대한 온도분포도 비교 되어야 한다. 모

재의 갭 부분에서의 진행방향 단면의 온도분포를 

비교하여 보았다. Nimonic Alloy 90의 경우 상대적

으로 빠른 속도로 예열이 가능하고 열 확산이 충

분하여 예열효과가 가장 좋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예열 후 따라오는 후속 용접 열원의 위치를 충분 

히 뒤에 둠으로써 장치 설계의 여유가 있을 수 있

다. Steel AISI 4340의 경우에도 루트 부까지 가열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는데 만약 50 mm의 두께보다 

더 두꺼운 모재를 사용한다면 주파수와 전류의 세

기를 더 증가시켜야 루트 부 가열이 이루어 질 것

으로 판단된다. Aluminum 6063은 Thermal Conductivity

가 커서 예열 후 냉각속도가 빠르므로 유도가열 

코일이 지나가고 나면 온도가 급격하게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유도가열 효과를 이용하려면 예열 

후 따라오는 용접 열원의 위치를 유도가열 장치에 

근접시켜야 함을 알 수 있다. 

 

Fig. 6 Maximum temperature with variation of gap 

width (Input variables: 2 kA, 1kHz, 4.7 mm/s) 

 

후판 맞대기 용접에서 두 판사이의 갭은 중요 

변수가 된다. 갭의 크기에 따른 유도가열에 의한 

예열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갭의 크기를 변화시키

면서 해석을 진행하였다. Fig. 5는 Steel AISI 4340 

용접부의 갭이 1 mm 와 20 mm 일 때 의 코일중심

부에서의 온도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동일한 주

파수와 전류의 조건이지만 온도 분포의 차이가 크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6은 용접부 갭의 변화

에 따른 최고온도 변화 그래프이다. 갭이 좁을 수

록 최고온도 값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용접부의 갭 1 mm에서의 최고온도는 2181 K, 20 

mm 에서의 최고온도는 1442 K으로 나타났고, 5 

mm 의 갭 당 약 200 K 의 최고온도가 차이가 생

겼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코일중심부 

아래에서 가장 강력한 자기장이 형성되기 때문에 

중심에서 벗어날수록 유도전류가 약해지게 되어 

온도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이처럼 유도가열장치

를 이용한 예열공정에서 갭의 영향이 매우 크며 

맞대기 용접에 유도가열을 이용한 예열을 실시할 

때 갭의 영향을 파악하여 용접부를 설계해야 함을 

알 수 있다. 

 

4. 결론 

 

Steel AISI 4340, Aluminum 6063, Nimonic Alloy 90 

재료에 대해 유도가열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유

도가열에 의한 모재의 예열효과를 검증하였다. 동

일한 전류와 주파수 조건을 가정함으로써 동일한 

유도가열 에너지를 공급한다고 할 때 Nimonic 

Alloy 90과 Steel AISI 4340의 경우 유사한 속도를 

(a) Gap: 20 mm 

(b) Gap: 1 mm 

Fig. 5 Cross section in the middle of the coil (Input 

variables: 2 kA, 1kHz, 4.7 m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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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만 Aluminum 6063의 경우 현저히 느린 속도

로 움직여야 원하는 온도까지 예열이 가능함을 알 

수 있었으며, Nimonic Alloy, Steel AISI 4340, 

Aluminum 6063의 순서로 유도가열의 생산성이 높

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용접부의 갭도 중요

한 변수로 작용되며 유도가열 공정에서는 용접부

의 갭이 좁을수록 더욱 효과적인 예열이 이루어짐

을 알 수 있었다. 

실제 예열공정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본 해석을 

바탕으로 더 많은 종류의 변수와 재료들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해야 하며 유도가열 열원과 용

접 열원의 상호 영향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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