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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자동차산업의 접용접은 차체의 중량을 증가 

시키지 않으며 사용의 간편함 때문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내구성 측면에 있어서 취약한 약점을 

보이고 있다.(1,2) 또한 Wang 등(3,4)은 점용접부가 

피로손상(fatigue damage)을 받는 과정에서 이의 

공진주파수가 변하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로수명을 평가하였다. 

자동차와 같은 불규칙한 하중을 받는 구조물의 

내구성평가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기존에는 

사이클 카운팅을 통한 시간영역에서의 피로해석 

기법이 많이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자동차의 차체 

구조물은 고유진동수가 노면으로부터 입력되는 

동하중의 주파수 범위 내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시간영역에서의 피로해석 기법을 사용할 

경우 구조물의 공진과 같은 동적인 영향을 고려할 

수 없다. 따라서 가진주파수 및 구조물의 

고유주파수에 따른 구조물의 동적 영향을 고려한 

진동피로해석(vibration fatigue analysis)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며, 이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Key Words : Frequency Response Analysis (주파수 응답 해석), Dynamic Response Change (동적 응답 변화), 

Spot Welding(점용접), Vibration Fatigue Analysis (진동 피로 해석) 

초록: 점용접은 자동차 산업에서 차체 구조물의 대표적 접합방법으로서 차량에 피로하중이 작용할 경우 

구조물 전체의 파손 발생이전에 점용접부 일부에 조기 피로파손의 발생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점용접부의 국부적 파손은 차량 구조물의 동적 반응 및 이에 따른 피로거동의 변화를 야기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차량과 같이 스펙트럼하중을 받는 구조물의 피로수명 평가를 위해서는 이러한 

점용접부의 국부적 파손에 의한 동적 반응의 변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점용접부의 

누적피로손상으로 인한 동적반응의 변화를 고려한 진동피로해석을 수행하였다. 이에 필요한 S-N 선도는 

전단 점용접 시험편에 대한 일정진폭 피로시험을 통하여 획득하였다. 또한 스펙트럼하중하의 

점용접부의 피로수명은 유한요소해석에 기반한 진동피로해석을 통하여 평가하였다. 

Abstract: Spot welding is the primary method of joining sheet metals in the automotive industry. As automobiles are subjected 

to fatigue loading, some spot welds may fracture before the whole system has failed. This local fracture of spot welds may lead to 

change in the dynamic response and consequently affect fatigue behavior of an automobile.  Therefore, this change in dynamic 

response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to assess the fatigue life of structures subjected to spectrum loading, such as 

automobiles. In this study, vibration fatigue analysis was performed by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change in the dynamic 

response due to accumulated damage at spot-welded parts. Fatigue tests were carried out on tensile-shear spot-welded specimens 

under constant amplitude loading condition. And the fatigue life of spot welds under spectrum loading was predicted using 

vibration fatigue analysis method based on finite element analysis. 

§ 이 논문은 2010년도 대한기계학회 재료 및 파괴부문 춘계학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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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rresponding Author, kwkang68@kunsan.ac.kr 

© 2010 The Kore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 



강기원 · 장일주 · 김정규 

 

1194 

있다.(5~7) 그러나 구조물의 피로손상이 누적됨에 

따라 이의 동적응답이 변화할 가능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진동피로해석에서는 해석과정에 

매우 중요한 구조물의 주파수 응답(frequency 

response) 특성을 피로손상에 따라 변경하지 않은 

상태로 피로파손시까지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진동피로해석은 일정수준의 

피로손상이 진행되었을 때를 파손으로 간주하는 

점용접 구조물에는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복수의 용접점을 포함한 

점용접 단순 구조물을 대상으로 하여 피로손상의 

누적에 따라 이의 주파수 응답의 변화를 고려한 

진동피로해석 수행하였다. 

2. 이론해석 및 실험방법 

2.1 진동피로해석 

주파수 응답 결과와 주파수 영역의 동하중을 

중첩하여 동응력을 구하고 이를 피로해석 기법에 

적용하여 부품이나 구조물에 대한 피로수명을 

예측하는 방법이다. 이와 같은 진동 피로 해석은 

시간 영역이 아닌 주파수 영역에서 피로해석이 

수행된다.  

진동 피로해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부품이나 구조물에 대한 주파수 응답이 요구된다. 

구조물의 주파수 응답은 입력되는 신호의 크기에 

상관없이 주파수에 따라 신호를 증폭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구조물 고유의 특성이다. 진동 피로 

해석에서 사용되는 동하중 이력은 파워 스펙트럼 

밀도(power spectral density)의 형태로 표현하며, 

이를 구조물의 주파수 응답과 중첩하여 구조물에 

생기는 동응력을 산출한다. 이 때, 파워 스펙트럼 

밀도는 전체 신호에 대하여 주파수에 따른 

기여도를 나타낸다.  

준정적 피로해석에서 손상률을 구하기 위해 

사용된 Miner 법칙은 진동 피로해석에 있어서 

응력 파워 스펙트럼 밀도의 확률 밀도 함수 

(probability density function)를 포함한 식으로 

대치될 수 있다. 이로부터 주파수 영역에서 

피로해석이 이루어지는 진동 피로해석에서 피로손상 

(fatigue damage)은 Dirlik(8,9)에 의해 식 (1)과 같이 

정의되며, 여기서 손상률의 역수가 피로수명이 

되며 손상률의 합이 1 보다 크면 구조물에 파괴가 

일어난다.(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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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RDDD ,, , 221
은 

4210 ,, , MMMM 의 

함수이다. 
4210 ,, , MMMM 은 면적 모멘트이며 

응력 파워 스펙트럼 밀도로부터 계산된다. 

하중이력의 파워 스펙트럼과 부품의 주파수응답 

값을 중첩하여 응력 파워 스펙트럼을 산출한다. 

이렇게 구해진 응력 파워 스펙트럼을 이용하여 

확률밀도함수 )( aS Sf
a

를 평가할 수 있다. Dirlik 은 

불규칙한 동하중 이력의 확률밀도함수 를 응력 

파워 스펙트럼을 이용한 경험식으로 구하였다.  

 

2.2 동적응답의 변화를 고려한 진동피로해석 

기존의 진동피로해석은 부품이나 구조물의 초기 

주파수응답 결과와 하중을 중첩하여 대상물에 

발생하는 동응력을 구한 후, 이를 이용하여 

수명을 평가하는 방법이다.(3) 이 방법은 최초로 

손상량이 1(D=1)이 되는 어느 한 부분의 수명을 

피로수명으로 정의한다. 그러나 다수의 점용접부 

를 포함한 차량 등의 구조물은 하나의 점용접부가 

파손되더라도 이를 구조물의 파손으로 정의하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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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 또한 차체와 같은 실제 구조물은 

피로하중으로 인해 손상이 진행됨에 따라 구조물 

고유의 주파수응답이 변하게 된다. 이로 인해 

구조물에 발생하는 동응력은 변화하고 또한 

피로수명 역시 변하게 된다. 따라서 다수의 

점용접부를 갖는 기계구조물의 정확한 수명 

예측은 기존의 진동피로해석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피로손상에 따른 주파수 

응답 등의 동적응답의 변화를 고려한 피로수명 

평가가 필요하다. Fig. 1 은 본 연구에서 제안한 

동적응답의 변화를 고려한 진동피로해석 평가 

절차이다. 여기서 i, j 는 진동피로 해석의 반복 

횟수와 구조물의 파손된 점 용접부의 수를 각각 

나타낸다. 먼저 여러 개의 점용접부를 갖는 대상물에 

대하여 기존의 진동피로해석을 수행한다. 이로부터 

피로수명이 가장 짧게 평가된 점용접부를 파손이라 

정의하고, 이 용접부는 평가모델에서 제거한다. 

파손된 점용접부를 제거한 모델에 의해 변화한 

동적응답 이력은 주파수응답해석을 재수행하여 

구한다. 이처럼 변화한 동적응답 결과를 이용하여 

다시 진동피로해석을 수행한다. 구조물의 파손으로 

정의되는 단계까지 이 같은 절차를 반복 수행한다. 

이때 피로손상의 누적에 따른 구조물의 동적응답의 

변화와 이에 따른 피로수명의 변화를 평가하기 

위하여 Fig. 2 와 같이 PSD 형태의 하중조건은 0.07, 

0.09 및 0. 11의 3단계로 설정하였다. 여기서 3단계의 

하중조건은 작용 가속도 크기와 해당 신호의 주파수 

범위와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설정하였다. 주파수 

범위는 시험편의 공진 주파수가 포함 되도록 5~ 

700Hz으로 설정하였다 

 

2.3 재료 및 피로시험 

본 논문에 사용한 시험재료는 자동차 차체용 재료로 

많이 쓰이는 냉간압연강판(SPCC)으로서 재료의 화학적 

성분은 Table 1 과 같다. 냉각압연 강판의 기계적 

특성을 얻기 위해 인장실험을 수행하였고 시험편은 

KS B 0801(10) 금속재료의 인장 시험편 규격을 

참조하였다. 인장시험의 결과는 Table 2와 같다.  

피로실험에 사용한 점용접 시험편은 KS B 0528(11)의 

규정에 따라서 제작하였으며 시험편 형상은 Fig. 3 과 

같다. 교류전류를 이용한 용접조건은 용접전류 9kA, 

용접시간 10cycle, 가압력 300kgf 로 설정하여 모든 

시험편에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피로실험은 유압식 인장압축 피로시험기(MTS 810, 

10ton)이며 실험은 응력비 R=0.1, 속도 15Hz 의 정현파  

형태로 일정진폭하중으로 실험하였다. 또한 시험편 

한쪽  끝에  보강판을  덧대어  고정시킴으로써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 

C Mn P S 

0.08 0.45 0.03 0.03 

 

 

Table 2 Mechanical properties 

E (GPa) σys (MPa) σu (MPa) ε (%) 

206 179 297 44.8 

 
 

 

Fig. 1 Process of vibration fatigue analysis  

 

경계조건에 의한 편심이 생기지 않도록 하였다. 

피로한도는 3x106 cycle 로 정의하였다. 또한 시험편의 

파단은 피로 균열의 길이가 너깃 길이의 2 배가 됐을 

때로 정의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S-N 선도 

점용접은 인장–전단 하중을 받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피로응력–수명(S-N curve) 곡선을 얻기는 매우 

어려우므로 일반적으로 점용접 시험편의 피로실험은 

하중-수명(fatigue load-life) 선도를 먼저 구하게 

된다. 이러한 하중-수명 선도의 미가공 자료와 

점용접부에 대한 유한요소해석을 통해 S-N 곡선을 

얻는다.(12,13) Fig. 4는 하중-수명 선도와 유한요소해석을 

통해 S-N 선도를 얻는 과정으로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Start 

Finite Element Modeling 

Frequency response analysis 

Material properties, 

S-N curve and 

PSD for input load 
i=0, j=0 

E(Di)= E(Di-1)+E(Di) 

j= j+1 

Remove failed 
part 

End 

Yes 

No 

Yes 

No 

i = i+1  E(Di)>1 

 j≥4 

Vibration fatigue analysis 



강기원 · 장일주 · 김정규 

 

1196 

(1) 피로실험을 통하여 반복하중 – 수명의 

미가공 데이터를 얻음.  

(2) 실제 시험편 형상과 같은 형상의 유한요소 

모델 형성.  

(3) 유한요소모델에 대하여 피로실험에서의 

피로하중을 적용한 후 유한요소해석을 통해 

용접부에서 발생하는 힘과 모멘트를 얻고 피로 

하중시의 응력을 구함. 

(4) 유한요소해석을 통해 얻은 응력을 이용하여 

응력–수명 선도(S–N 선도)를 얻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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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Input load history for vibration fatigue analysis 
 

 

Fig. 3 Specimen for fatigu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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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Process of vibration fatigue analysis 

상기의 과정중에서 유한요소해석은 MSC/ 

Patran(14) 및 MSC/Nastran(15)를 사용하여 수행하였

다. 점용접부는 모델링의 간편함, 해석시간 및 정

확도 등의 장점을 고려하여 Rupp/LBF 모델로 모

델링하였다. Rupp/LBF 모델(12,13)은 점용접 너깃 둘

레 박판에서의 균열(cracking in the sheet metal)과 너

깃 균열(cracking of the spot weld)의 두 가지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피로실험과정에서 

너깃 둘레 박판에서의 균열 양상만이 관찰 되었으

므로 너깃 균열은 제외하였다.  

Fig. 5 는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구한 점용접 시

험편의 S – N 선도이다.  

 

3.2 점용접부 모델링 및 주파수응답해석 

MSC/Patran 및 MSC/Nastran 을 이용하여 Fig. 6 과 

같이 8 개의 점용접이 포함된 시험편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였다. 해석에는 Shell 요소인 Quad 4와 점용접에 

특화된 요소인 CWELD 를 사용하였고 총 3,410 개의 

요소와 3,637 개의 절점을 사용하였다. 경계조건은 Fig. 

7 과 같이 시험편이 지그에 장착되는 부분의 

6 자유도를, 시험편의 변위를 잡아주는 가이드 부분은 

1자유도를 고정하였다. 또한 무게 추에는 MPC 요소를 

사용하여 실제 추가 장착되어 있는 것과 같도록 

분포하중을 가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주파수에 따른 동적특성을 고려한 피로해석을 

위해 주파수 응답 해석을 수행하였다. 주파수 

응답해석 범위는 5~700Hz 으로 설정하였으며 

주파수 증분의 크기는 10Hz 로 설정하였다. 또한 

하중은 모델 전체에 1g 의 관성하중을 가하였다. 

  Fig. 8은 주파수응답해석 결과와 임팩트 해머(impact 

hammer)를 이용해 얻은 실제 시험편의 전달함수의 그

래프이다. 전달함수는 응답가속도 센서에서 얻었으

며 주파수응답해석 결과는 이와 동등한 위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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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S – N curve of spot welded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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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1 번 절점에서 얻은 값이다. 주파수응답해석 

에서는 공진 주파수가 560Hz 에서 발생하였고 

이때 최대 응답 가속도 값은 24.6g 로 평가되었다. 

또한 임팩트 해머를 이용해 얻은 실제 시험편의 

공진주파수와 최대 가속도 값은 각각 555Hz, 

24.67g 로 잘 일치하였다. 

 

3.3 진동피로해석 

구조물의 피로손상에 따른 동적응답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초기의 주파수응답특성만을 이용하 

는 전통적인 진동피로해석의 효용성을 평가하기 
 

 

Fig. 6 Loading condition for multipoint spot welded 
specimen  

 

 
 

Fig. 7 Boundary conditions of finite element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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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Transfer function of multipoint spot welded 

specimen 

위하여 Fig. 5 의 S-N 선도와 Fig. 2 의 하중이력 

PSD 를 적용하여 MSC/Fatigue(9)를 이용한 진동피로 

해석을 수행 하였다. Fig. 9 는 0.11g2/Hz 단계에 대한 

결과로써 2128 번 절점의 손상률은 0.00135/sec, 

수명은 약 740sec 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가진 

질량에 가장 가까운 첫 번째 용접점을 제외하곤 

모두 무한수명으로 평가되었다. 이를 통하여 기존의 

진동피로 해석으로는 점진적인 피로손상의 누적에 

따른 피로수명의 변화를 고려하지 못함이 확인되었다.  

피로손상 누적에 따른 주파수응답의 변화를 

고려하기 위해서 Fig. 1 의 절차를 시험편의 50% 

가 파손되는 시점까지 연속하여 4 번 반복하였다. 

Fig. 10 은 Fig. 1 의 절차에 따라 수행한 각각의 

주파수 응답 해석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다음 

절차로 진행될수록 가진 질량이 부여된 곳에서 

떨어진 용접점에서 가장 큰 응력이 발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11 은 각각의 주파수응답의 

해석 결과를 절점 4341 에서 비교한 것이다. 

주파수 응답해석 결과 피로손상이 진행될수록 

주파수에 따른 시험편의 고유주파수가 감소하고 

응답의 크기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9 Contour of fatigue damage by traditional vibration 
fatigue analysis 

 

 

 

 

 

 

     

 

 

 

 

 

Fig. 10 Contour of frequency respons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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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mparison for results of fatigue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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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Comparison for results of FRA 

 

Table 3 은 동적응답의 변화를 고려한 본 연구의 

해석절차와 기존의 진동피로해석 절차에 의한 

결과를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동적응답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는 기존의 

진동피로해석의 결과는 용접점의 파손에 따라 

매우 비현실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 제안한 해석절차에 의한 결과는 상당히 

현실적인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피로손상 누적으로 인한 동적응

답의 변화를 고려한 진동피로해석 기법을 제시하

였다. 이에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차량용 냉간압연강판(SPCC)의 기계적 특성

을 평가하였다. 또한 점용접 시편에 대하여 일정 

하중제어 피로실험을 수행하여 다음과 같은 S-N 

선도를 얻었다.   
 

 
17.0

111,2
−= fNσ  

(2) 8 개의 용접점이 있는 시험편에 대하여 유

한요소해석을 수행하였으며, 제안한 절차에 따라 

평가한 결과 피로 손상이 누적됨에 따라 구조물의 

동적 응답이 변하는 것을 확인 하였다. 

(3) 8 점 용접 시험편에 대하여 동적응답의 변

화를 고려한 진동피로해석을 수행한 결과 동적응

답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기존 진동피로해석과 

비교하여 현실적으로 부합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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