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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f Stress Singularity for the Excess Adhesive of Interface
in Adhesively Bonded J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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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tress singularity for the excess adhesive on interface of adhensively bonded joint was investigated by using the 
2-dimensional elastic boundary element method (BEM). To establish a reasonable strength evaluation method and a fracture 
criterion for the excess adhesive of interface in adhensively bonded joint, it is necessary to evaluate fracture parameters 
with various bonding conditions. Under the variations of adhensively bonded thickness (h) and diameter (d) for the excess 
adhesive, a stress analysis was peformed, and from the results, the stress singularity index () and the stress singularity 
factor () were calculated. The variations have a great influences on the stress singularity for the excess adhesive of interface 
in adhensively bonded joint, and the  is reduced as the “h” and “d” incr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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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ss singularity index(응력특이성지수), Stress singularity factor(응력특이성계수), Strength evaluation(강도
평가), Fracture parameter(파괴인자)

1. 서 론
구조접착은 신소재의 새로운 결합기술의 발전과 경량화 및 

합리적인 구조설계를 위하여 금속과 비금속재료, 복합재료, 또
는 고분자재료 등의 동시접착에 사용되고 있다. 접착은 비 용접
성 이종재료의 결합법으로서 자동차, 우주선, 선박, 반도체, 의
료기기 등에 이르기까지 각종 산업분야에 폭넓게 사용되고 있
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강도평가 방법의 확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1~4). 접착구조물의 계면은 재료특성이 다른 이종재료간의 
접착이 되므로 재료들의 물성치 차이, 접착층의 형상변화와 열

응력에 의해 계면단(interface edge)에서는 응력특이성이 발생
한다(5,6). 이와 같은 응력특이점은 재료의 강도를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어 계면균열(interface crack)을 발생시켜 결국, 파괴
를 초래한다(7~9). 접착제를 이용하는 접착이음의 경우 계면단에
는 과잉으로 흘러나온 접착제에 의해 덧살이 생성되고 접착 완
성 후 실제 사용 시 덧살을 제거하는 경우와 그대로 사용할 때
가 있다. 그러나 덧살의 유무에 따라 응력특이성은 크게 변화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0). 서로 접착된 재료의 강도는 계면에
서 발생하는 응력특이성에 크게 좌우 된다는 사례가 있고, 접착
계면의 응력특이성을 고려한 파괴인자를 사용하여 접착강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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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Without bonded layer

(b) With bonded layer

(c) With bonded layer and excess adhesive

Fig. 1 Model of BEM analysis on interfaces in bonded materials 

평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지금까지의 관련연구를 살
펴보면 이종마찰용접시 발생하는 계면덧살의 영향을 고려한 파
괴기준설정, 접착이음의 강도평가에 관한 연구(11), DCB(Double 
-Cantilever Beam)접착 이음의 계면균열에 대한 강도평가, 에
너지 방출률에 의한 접착이음의 계면균열에 대한 파괴인성의 
평가(12) 등의 연구가 있으나 접착이음의 계면단에 생성된 접착
덧살의 형상 , 접착이음의 형상치수 및 부하조건에 의존하는 
응력특이성 해석에 의한 파괴인자를 접착이음에 적용하여 정
량적인 강도평가 방법을 제시한 연구는 제시되지 않고 있는 실
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계구조용 탄소강(SM 45C)과 에폭
시(Epoxy)재료간에 접착층이 없는 SM 45C/Epoxy 접합이음
과 접착층이 있는 SM 45C/Epoxy/SM 45C 접착이음의 계면모
델을 설정하고, SM 45C/Epoxy/SM 45C의 계면모델의 경우 접
착층의 두께변화, 에폭시접착제의 과잉에 의한 접착덧살(excess 
adhesive)의 형상변화를 고려한 각각의 계면모델에 대해 경계
요소법(Boundary Element Method: BEM)을 이용한 응력해석
을 수행하였다. 또한, 그 결과를 토대로 접착계면에 대한 응력
특이성계수를 계산한 후 이들의 상호 관계를 비교･검토하였다.

2. 접착이음의 계면단에 대한 응력특이성 
2.1 수치해석 모델
본 연구에서는 접착층이 없는 경우(h=0)와 접착층이 있을 때 

접착계면단에 덧살이 존재하는 경우에 대한 계면단 응력특이
성을 비교하기 위해 Fig. 1(a), (b), (c)와 같은 해석모델을 설정
하였다. 

Fig. 1(a)는 접착층이 없는 SM 45C/Epoxy 이종접합 계면의 
해석모델이고, Fig. 1(b)는 에폭시를 접착제로 하여 SM 45C를 
접착한 경우 접착제가 계면단에 흘러나와 생성된 덧살을 제거
하고, 접착층만 있는 SM 45C/Epoxy/SM 45C 해석모델이다. 
여기서, L은 접착체의 길이, W는 접착체의 폭, h는 접착층의 
두께이며, 접착계면의 응력특이성을 파악하기 위해 h=0.1, 0.2, 
0.3mm로 변화시켜 해석하였다. 또한, Fig. 1(c)는 Fig. 1(b)와 
같은 접착층의 계면단에 생성된 덧살이 제거되지 않은 해석모
델로써 덧살의 형상은 접착제의 표면장력 및 젖음성을 고려하
여 원형으로 설정하였고, Fig. 1(c)에서 a는 덧살의 반지름이고 
d=2a는 지름을 나타낸다. 실제 접착이음에서 생성되는 덧살의 
크기를 고려하여 접착층 두께 h=0.1mm인 상태에서 덧살지름 
d=0.15, 0.2, 0.25mm로 변화시켜가며 수치해석를 수행하였다. 
접착계면에 대한 응력해석은 Kelvin의 기본해를 이용한 경계
요소법 탄성해석을 실시하였다. 해석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 
전체 해석모델의 계면단을 서브(sub)요소로 분할하여 평면변
형률 상태에서 해석하였다. 접착층이 없는 SM 45C/Epoxy의 

이종접합의 경우 영역수 2개, 전체 요소분할수는 148개로 하고 
덧살 없이 접착층만 있는 SM 45C/Epoxy/SM 45C 접착이음의 
경우 영역수 3개, 전체 요소분할수 244개이며, 덧살이 있는 
SM 45C/Epoxy/SM 45C의 경우 영역수 3개, 전체 요소분할수
는 276개로 하였다.

Fig. 2는 SM 45C/Epoxy/SM 45C 접착이음의 경우 BEM 
해석모델의 요소분할 형상을 보여준다. 

실제 수치해석이 수행된 접착층 두께 h와 원형덧살 반지름 
a의 치수는 매우 작아 전체적인 요소분할 형상을 육안으로 쉽
게 확인하기 곤란하므로 Fig. 2는 h와 a의 치수를 확대 하여 
나타낸 후 BEM 해석을 수행하였다. 

Fig. 2(a)는 계면단의 원형덧살이 제거된 상태이고, Fig. 2(b)
는 계면단에 원형덧살이 있는 경우 대칭성이 고려된 요소분할 
형상을 나타낸다. BEM 해석에 사용된 재료의 기계적 성질은 
Table 1과 같다.



한국생산제조시스템학회지 Vol.21 No.3 2012. 6.

441

Fig. 3 Stress distribution at an interface edge on bonded 
dissimilar materials (SM 45C/Epoxy) 

 

(a) Without excess adhesive

(b) With excess adhesive

Fig. 2 Mesh pattern of BEM for SM 45C/Epoxy/ SM 45C 
adhensively bonded joint

Table 1 Mechanical and physical properties of materials

Mechanical
properties
Materials 

Young's
modulus
E[GPa]

Poisson's
ratio


Coefficient
of thermal expansion

(10-6/°C)

SM 45C 205 0.3 3.0
Epoxy 3.2 0.37 5.0

2.2 응력특성방정식
접합이음의 계면 모델에 대해 응력특이성을 결정하는 특성방

정식은 Bogy(13)에 의해 유도되었다. 접합 계면단 근방의 응력
장 는 계면단으로부터 임의의 거리 r일 때 다음식과 같이 표
시된다.

 


 (1)

여기서, 는 응력특이성지수, 는 응력특이성계수이고, 
는 부하조건 및 형상에 의존하는 계수이다. 또한, 는 접착계면
단의 각도 및 접합 재료들의 조합특성에 의해 결정되는 상수이
다. 응력특이성지수 ≺ 일 때 응력특이성은 소멸될 수도 있
으며, 가 복소수로 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진동특이성의 
응력장으로 된다(13). 

 


coslnsinln (2)

여기서,   이고, 응력특이성지수 는 다음과 같은 
특성방정식으로부터 구한다(13).

  (3)

여기서,  , 는 Dunders 파리미터이고,  ~ 는 계수이다(14). 
식 (3)의 응력특성방정식은 에 관한 비선형 방정식 이므로 실
수인 경우 0<<1의 범위에서 만족할 수 있는 해가 얻어질 때
까지 반복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고, 가 복소근
인 경우는 특성방정식을 실수부와 허수부로 분리하여 계산한
다. 본 연구에서는 응력특성방정식을 프로그램으로 작성하여 
응력특이성지수 를 계산하였고, 또한, BEM 응력해석 결과를 
이용하여 를 계산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3. 응력해석결과 및 비교
3.1 계면의 응력해석
3.1.1 접착층이 없는 경우 
접착층이 없는 SM 45C/Epoxy의 접합계면에 대한 수직응력

과 전단응력 분포를 Fig. 3에 나타낸다. 계면단에서 응력집중
이 크게 나타나고, 양단에서 응력집중의 크기는 같다.

3.1.2 접착층이 있는 경우
Fig. 4, 5는 SM 45C/Epoxy/SM 45C 접착이음의 경우 계면

단에 접착덧살이 없고 접착층의 두께 h=0.1, 0.2, 0.3mm로 변
화할 때 접착계면에 발생하는 수직응력과 전단응력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수직응력은 접착층의 두께 h가 증가할 수록 감소하지만, 전
단응력은 반대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계면단에 대
한 응력분포는 크게 나타났고, 접착층 두께 h의 변화에 관계없
이 대칭으로 나타난다. 

Fig. 6, 7은 접착층이 없는 SM 45C/Epoxy 접합계면과 접착
층이 있는 SM 45C/Epoxy/SM 45C 접착이음의 계면에 발생하
는 응력특이성을 파악하기 위해 각각에 대한 수직응력과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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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Shear stress distribution on interface of SM 45C/Epoxy 
and SM 45C/Epoxy/SM 45C

Fig. 8. Normal stress distribution on interface of SM 45C/ 
Epoxy/SM 45C with excess adhesive and without it

Fig. 9 Shear stress distribution on interface of SM 45C/ 
Epoxy/SM 45C with excess adhesive and without it

Fig. 4. Normal stress distribution at an interface edge on 
adhensively bonded SM 45C/Epoxy/SM 45C

Fig. 5. Shear stress distribution at an interface edge on 
adhensively bonded SM 45C/Epoxy/SM 45C

Fig. 6. Normal stress distribution on interface of SM 45C/Epoxy 
and SM 45C/Epoxy/SM 45C

응력의 분포를 비교한 것이다. 
접착층이 없는 h=0인 SM 45C/Epoxy 계면이 접착층 두께 

h=0.1, 0.2, 0.3mm를 갖는 SM 45C/Epoxy/SM 45C 계면의 
경우보다 수직응력과 전단응력이 크게 나타났다. 

결국, 이종계면의 조합특성이 같은 경우 접착층이 존재하면 
응력집중은 감소한다.

3.1.3 접착 계면단에 덧살이 있는 경우
접착층이 있는 SM 45C/Epoxy/SM 45C 계면단에 생성된 원

형덧살이 응력특이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덧살이 
없는 Fig. 1(b)와 덧살이 존재하는 Fig. 1(c) 해석모델에 대한 
응력해석 결과를 Fig. 8, 9에 나타내었다. 접착층 두께 h=0.1 
mm이면서 덧살이 없는 d=0인 경우와 동일한 h=0.1mm에서 
원형덧살의 지름 d=0.15, 0.2, 0.25mm로 생성된 경우 응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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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Normal stress distribution at edge on interface of SM 
45C/Epoxy and SM 45C/Epoxy/SM 45C

Fig. 11 Shear stress distribution at edge on interface of SM 
45C/Epoxy and SM 45C/Epoxy/SM 45C 

Fig. 12 Stress singularity at an interface edge on bonded 
dissimilar materials (SM 45C/Epoxy) 

Fig. 13. Extrapolation of stress singularity factor on bonded  
dissimilar materials (SM 45C/Epoxy)

해석하여 비교하였다. 
Fig. 8은 원형덧살의 지름 d=0일 때 수직응력분포가 가장 크

고 d가 증가 할수록 계면단의 수직응력은 감소하여 d=0.25 
mm일 때 응력집중은 크게 감소되면서 계면단 응력의 기울기
도 감소하는 것을 보여준다. Fig. 9는 계면단에 덧살이 없는 
d=0인 경우와 덧살이 있는 경우 전단응력분포는 거의 변화하
지 않는다. 결국, 계면단의 덧살은 전단응력성분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수직응력은 크게 감소시키는 경향을 나타낸다. 

3.2 해석모델의 유형별 비교
Fig. 10, 11은 접착층이 없는 Fig. 1(a)의 SM 45C/Epoxy 이

종 접합계면 모델과 Fig. 1(b)의 접착층 두께 h를 갖는 SM 
45C/Epoxy/SM 45C의 접착이음의 계면모델 및 Fig. 1(c)의 
SM 45C/Epoxy/SM 45C 접착이음이 접착층 두께 h와 함께 원
형덧살의 지름 d를 갖는 3가지 유형의 모델에 대한 수직응력과 
전단응력의 분포를 비교한 것이다. 

수직응력과 전단응력 모두가 접착층이 없는 SM 45C/Epoxy 
계면의 응력분포가 가장 크게 나타났고, 접착층 두께 h와 원형

덧살 지름 d가 있는 경우가 응력이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종계면과 조합특성이 같은 재료들이 접합된 접착이음
의 경우 임의의 접착층 두께 h와 계면단의 덧살지름 d의 치수
변화는 응력집중에 영향을 주며, h와 d가 증가할수록 응력집중
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응력특이성 해석 및 고찰
4.1 응력특이성지수의 계산
Fig. 12는 SM 45C/Epoxy의 접합계면에 대한 BEM 응력해

석 결과를 공칭응력 와 계면단으로부터 해석모델의 폭 W로 
무차원화하여 표시한 값 ,  및  를 대수좌표에 
도시한 후 기울기를 이용하여 수직응력과 전단응력에 대한 응
력특이성지수 를 구하는 예를 보여준다.

응력특성방정식에서 구한 이론적인 값(=0.314)과 응력해
석 결과로 부터 구한값 BEM()와 BEM()는 잘 일치하였고, 
는 이종재료의 조합특성에만 관계되므로 접착층이 존재하는 
해석모델 Fig. 1(b), 1(c)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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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Fracture parameters on interface edge of SM 45C/ 
Epoxy and SM 45C/Epoxy/SM 45C

Materials
Bonded 

layer
[mm]

Excess 
adhesive

d=2a [mm]

Stress singularity factor
[GPa(mm)λ]

1 2 

SM 45C/Epoxy None None 1.174 0.402 1.241

SM 45C/Epoxy
/SM 45C

0.1 None 0.455 0.028 0.456

0.2 None 0.399 0.092 0.409

0.3 None 0.139 0.353 3.379

0.1

0.15 0.438 0.031 0.439

0.20 0.398 0.029 0.399

0.25 0.359 0.003 0.359

4.2 응력특이성계수의 계산
BEM 수치해석에 의해 얻어진 응력해석 결과와 4.1절에서 

구한 응력특이성지수 를 식 (4)에 대입하고, 계면단으로부터
의 거리 r에 따라 외삽하여 응력특이성계수 를 계산 하였다. 

 · lim
→



  · lim
→

  (4)



여기서, 과 는 각 계면에 대한 수직응력 및 전단응력을 대
입하여 구한 분리 임계응력특이성계수이고, 는 과 를 합
성한 전응력특이성계수이다. 접착층이 있는 SM 45C/Epoxy/ 
SM 45C의 경우 SM 45C/Epoxy 이종계면과 조합특성이 같으
므로 본 연구에서는 SM 45C/Epoxy의 응력특이성지수 를 그
대로 적용하여 응력특이성계수를 계산하였다.

Fig. 13은 SM 45C/Epoxy 계면에 대한 BEM 응력해석 결과
와 4.1절에서 구한 응력특이성지수   를 식 (4)에 대입
하여 얻어진 ,  의 결과로부터 외삽법에 의해 응력특이점
의 , 를 결정하는 방법을 보여준다.

4.3 응력특이성의 고찰
Table 2는 접착층이 없는 SM 45C/Epoxy와 접착층이 있는 

SM 45C/Epoxy/SM 45C의 경우 덧살없이 접착층 두께만 h= 
0.1.0.2, 0.3mm로 변화할 경우와 h=0.1mm에서 접착덧살의 지
름 d=0.15, 0.2, 0.25mm일 때 응력특이성계수를 계산한 결과
를 나타낸다. 접착층이 없는 SM 45C/Epoxy계면의 경우 응력
특이성계수 , , 는 접착층을 갖는 SM 45C/Epoxy/SM 
45C 계면의 경우보다 모두 크게 나타났다. 

SM 45C/Epoxy/SM 45C 계면에 접착덧살이 없을때 접착층
의 두께 h가 증가 할수록 수직응력에 의한 분리임계응력특이성
계수 은 점점 감소하나 전단응력에 의한 분리임계응력특이
성계수 는 증가하였다. 결국, 합성된 전응력특이성계수  는 
h가 증가 할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접착층(h=0.1mm)이 있고 계면단에 덧살이 생성된 경
우에도 덧살의 지름 d가 증가할수록 응력특이성 계수는 감소하
는 경향을 보인다. 이와 같이 접착층이 없는 이종재료의 접합계
면에 대한 응력특이성은 동일한 접착체를 접착시킨 접착이음
의 응력특이성계수보다 크게 된다. 또한, 동일한 접착이음의 경
우라도 접착층의 두께가 증가할수록 응력특이성계수는 감소하
며, 보다는 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접착이음의 접
착조건이 동일하더라도 접착덧살이 생성된 경우 덧살의 반지
름이 증가할수록 전응력특이성계수 는 감소하며, 보다는 
이 영향을 더욱 크게 받는다.

5. 결 론
SM 45C/Epoxy 접합계면과 Epoxy를 접착제로 하여 SM 

45C/Epoxy/SM 45C 접착계면에 대해 접착층 두께 h와 덧살지
름 d를 변화시켜 BEM 응력해석을 수행한 후 그 결과로부터 
응력특이성을 해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접착층이 없는 SM 45C/Epoxy의 경우와 이종계면의 조합
특성이 같은 접착이음 SM 45C/Epoxy/SM 45C에 대한 
BEM 응력해석 결과로부터 응력특이성지수 를 계산하고, 
응력특이성계수 를 구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2) SM 45C/Epoxy의 이종계면과 조합특성이 같은 SM 45C/ 
Epoxy/SM 45C 접착계면에 대한 응력특이성계수는 접착
층의 유무, 접착층 두께 및 접착덧살의 형상변화에 큰 영향
을 받는다.

(3) 접착덧살이 없는 SM 45C/Epoxy/SM 45C 접착이음의 계
면단에 대한 응력특이성계수는 접착층 두께 h가 증가할수
록 감소 한다.

(4) SM 45C/Epoxy/SM 45C 접착부재의 계면단에 덧살이 있
는 경우 덧살의 크기가 증가할수록 응력특이성계수는 감소
한다.

(5) SM 45C/Epoxy 접합계면단의 전응력특이성계수 는 SM 
45C/Epoxy/SM 45C 접착계면단의 응력특이성계수보다 크
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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