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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1. 

용접은 모재를 부분 용융시키거나 용접봉을 부

분적으로 용융시켜 모재를 구조적으로 결합 시키

는 재료의 접합 방법이다 용접은 우수한 기밀. 

성 수밀성과 함께 효율적인 접합 방식이므로 여, 

러 산업분야에 이용되고 있는데 특히 이러한 장

점 때문에 자동차 및 중공업 산업분야에서 자주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용접부에 대한 효율적인 . 

유한요소 모델 구성이 정립이 되어야 하는데 많

은 산업 현장에서는 충분한 검증이 없이 사용되

고 있다 이런 이유로 용접부가 포함된 구조물 . 

해석의 변형이나 응력 결과의 정확도가 부족하게 

되고 예측된 강성이나 강도 평가에 오차가 크게 

발생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효과적이고 단순. 

한 용접부 해석 모델의 개발은 산업 현장에서 구

조 해석을 수행하는데 상당히 중요하게 된다.

자동차 구  조물에서 용접부를 단순히 강체 연결

로 표현한 해석(1)을 수행할 수 있지만 구조물의 

강성과 국부적인 응력이 실제와 다르게 될 수 있

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용접부를 대표할 수 . 

있는 단순화 형상의 유한요소를 사용하여 정적 

또는 동적 실험 결과와 부합하는 모델을 구축하

고자 하는 연구(2~4)가 수행되고 있다 하지만 용. 

접부에 대하여 구조물의 강성과 응력을 모두 고

려할 수 있는 보다 단순하면서 효과적인 유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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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에서는 맞대기 용접부 겹치기 용접부 그리고 자형 용접부에 대한 해석과 실험 결과를 : , T

비교하여 용접부의 단순화 유한요소 모델을 개발하였다 맞대기와 겹치기 용접에 대한 시험편을 제작하. 

고 점 굽힘 시험을 통하여 용접 구조물의 강성과 용접 비드 근처의 변형률을 측정하였다 이와 유사하3 . 

게 자형 용접 시편에 대하여 끝 단에 하중을 부여하고 용접 구조물 강성과 용접 비드 근처의 변형률T-

을 측정하였다 용접부에 대한 단순화 유한 요소 모델의 형상 변수들을 설정하였고 선형 회귀 분석을 . 

수행하여 실험 결과를 보다 정확히 표현할 수 있는 단순화 유한요소 모델의 형상 변수들을 결정하였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develop simplified finite element (FE) models for butt-, lap- and T-welded joints 

by performing numerical and experimental experiments. Three-point bending tests of butt- and lap-welded 

specimens are performed to obtain the stiffness of the specimens and the strains at points near the welding 

beads. Similarly the stiffness and strains of T-welded specimen are measured by applying a point load at the 

end of the specimen. To develop simplified FE models, we consider the shape parameters of width, thickness 

and the angle of weld elements in the numerical simulations. The shape parameters of the simplified FE 

models are determined by building linear regression models for the experimental data s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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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모델의 개발에 대한 연구는 계속해서 필요로 

하고 있다 특히 용접부 근처의 응력. (5)에 대하여 

정확도가 있는 단순화 모델 구성은 용접 구조물

의 내구 강도를 평가하는데 중요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계 용접 구조물에서 가장 대  

표적인 용접 형태인 맞대기 용접 겹치기 용접 자, , T

형 용접시편에 대하여 단순화 모델을 구성하는데 

필요한 형상 변수들을 설정하고 결정하고자 한다. 

용접 시편에 대한 굽힘 시험을 진행하여 굽힘에 대

한 구조물 강성과 용접부 주변 응력 측정값을 구하

고 해당 시험에 대한 단순화 유한요소 모델을 구성

하였다 용접부에 대하여 쉘 요소를 사용하여 . (shell) 

단순한 형태의 유한요소를 구성하고 대응하는 요소 

모양에 대한 형상 변수들을 설정하였으며 실험에서 

측정된 강성이나 응력에 부합될 수 있는 변수들을 

결정하였다 용접부 형상 변수들을 변화시키며 해석 . 

모델의 강성과 응력을 구하고 선형 회귀 분석을 통

하여 형상 변수들과 구조물의 거동에 대한 근사적

인 관계식을 구하였으며 실험에서 측정된 강성과 

응력에 부합되는 형상 변수를 결정하였다 이와 같. 

은 용접부 단순화 모델의 구성과 형상 변수들을 설

정하는 연구 논문이나 공개된 보고서는 상당히 부

족하므로 본 연구를 통하여 맞대기 용접 겹치기 용, 

접 자형 용접에 대한 효과적인 단순화 유한요소 , T

모델의 구성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용접 결합부 시편에 대한 시험2. 

맞대기 용접 겹치기 용접 자형 용접에 대한 , , T

구조물 강성 및 변형률 측정 시험을 수행하였고 

구조 해석 결과와 비교하기 위한 결과를 구하였

다 이번 장에서는 용접부를 포함하는 시편의 준. 

비 및 시험 과정에 대한 설명을 하고자 한다.

용접시편의 준비2.1 

맞대기 용접 겹치기 용접 자형 용접의 용접 시, , T

편은 연강 재료의 구조용 강판이 사용되었으며 각각 

두께의 모재에 심 용접으로 제작2 mm, 3 mm (seam) 

되었다 용접 방법은 가스 텅스텐 아크용접. (GTAW)

으로 와 조건에 속도로 시편100 A 14 V 0.89 mm/s 

이 제작되었다 맞대기 용접 시편의 크기는 두께 . 2 

시편이 두께 시편은 mm 205 mm x 55 mm, 3 mm 

이었으며 겹치기 용접 시편의 크230 mm x 50 mm 

기는 두께 시편이 두께 2 mm 150 mm x 55 mm, 3 

시편은 로 제작하였다 또한 mm 150 mm x 50 mm . 

용접 시편의 크기는 두께 시편은 T 2 mm 100 mm 

의 강판 두 개와 두께 시편은 x 55 mm 3 mm 110 

강판 두 개를 심 용접하였다 용접부 mm x 50 mm . 

주변의 응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맞대기 용접시편은 

용접 비드 끝 단에서 떨어진 곳에 겹(bead) 10 mm , 

치기 용접 시편은 떨어진 시험편 하부 강판10 mm 

에 그리고 자형 용접 시편에는 두 강판에서의 응T

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각각의 강판에 용접 비드 끝 

단에서 떨어진 곳에 스트레인 게이지10 mm (strain 

를 부착하였다 스트레인 게이지는 사의 guage) . CAS

금속 재료 전용 모델인 을 사용AP-11-S50N-120-EL

하였다 에 맞대기 용접 겹치기 용접 용접 . Fig. 1 , , T

시편과 부착된 스트레인 게이지를 보여주고 있다.

Fig. 1 Test specimens with butt, lap and T-welded 
joints

Fig. 2 Three-point bending tests of welded specimens 
using micro electronics te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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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 시편의 강성 및 변형률 측정2.2 

맞대기 용접 시편과 겹치기 용접 시편은 점 3

굽힘 시험을 수행하였는데 용접부에 변위1 mm 

를 부여하고 반력을 측정하여 강성을 구하였으

며 부착된 스트레인 게이지에서 측정된 변형률, 

을 이용하여 용접부 주변의 응력을 구하였다 모. 

든 측정은 동일 조건에서 번 반복을 하였으며 3

평균값을 사용하여 실험 결과를 분석하였다 시. 

험기는 와 같은 사의 모델 Fig. 2 Instron 5848 

를 이용하였으며 크로스 헤Micro Electronics tester

드 속도 으로 설정하였다1 mm/min .

자형 용접 시편은 맞대기와 겹치기 용접시편T

과 기본적인 형상이 같지 않으므로 점 굽힘 시3

험기를 이용할 수 없기에 과 같이 바이스Fig. 3

를 이용하여 고정하고 시편에 끝 단에 추를 (vise)

매달아 시편 끝단에 변위가 발생하도록 하1 mm 

중을 부여하였다.

Thickness [mm] Stress [MPa] Force [N]

Butt 

weld

2.0 113.82 145

3.0 136.08 333

Lap weld
2.0 66.00 170.67

3.0 94.92 466.67

T-shape

weld

2.0
bottom -28.35

9.81
upper 24.99

3.0
bottom -29.61

19.62
upper 28.14

Table 1 Results of bending experiments of welded 
specimens

  

Fig. 3 Schematic diagram of bending tests of 
T-shaped specimens with T-welded joint

  T자형 용접 시편 끝 단의 변위는 마이크로 카

메라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다른 용접 시편과 . 

마찬가지로 용접 비드 근처의 스트레인 게이지에

서 변형률을 측정하였다 세 가지 용접 결합부에 . 

대한 강성 및 변형률 측정은 선형의 관계가 유지

되는 범위에서 측정이 되었으며 시험 결과가 

에 주어져 있다Table 1 .

용접 시편에 대한 유한요소 해석3. 

앞 장에서 용접 시편에 대하여 굽힘 시험을 통

하여 강성과 응력에 대한 측정과 결과를 설명하

였다 여기에 용접부 해석 모델에 시험 조건과 . 

동일한 경계조건들을 부여하여 실험과 해석의 강

성 및 응력 결과를 비교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 

정한 단순화 유한요소 모델과 형상 변수들을 이

번 장에서 설명하며 형상 변수들의 변화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용접 결합부에 대한 단순화 모델

을 설정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유한 요소 모델 해석3.1 

맞대기 용접 시편의 구조 해석은 ABAQUS/ 

로 수행되었으며 크기의 사각형 Standard 1 mm 4 

절점 감차적분 쉘 요소(reduced integration) (shell) 

를 사용하고 에 보여 주고 있다 요소(S4R) Fig 4 . 

의 크기는 더 작은 크기의 요소를 사용하여도 유

사한 결과를 얻었기에 전체 구조물 크기에 비하

여 충분히 세분화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시편의 . 

재료인 연강의 탄성계수인 포아송비 210 GPa, 

를 적용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0.29 . 

는 탄성 영역에서의 강성과 응력에 관심을 두고 

있으므로 용접부도 모재와 동일한 물성치를 적용

하였다 맞대기 용접 해석 모델의 경우 와 . Fig. 4

같이 용접부 비드 폭과 두께를 형상 변수로 설정

하였으며 쉘 요소의 오프셋 설정을 이용하(offset) 

여 용접부의 밑면을 강판과 일치시켜주었다. Fig. 

와 같은 점 굽힘 시험과 동일한 경계조건을 부2 3

여하기 위하여 해석 모델의 왼쪽 지지부 변위를 

고정하고 오른쪽 지지부에 롤러 지지 경계(roller) 

조건으로 지정하고 용접 비드의 중앙부에 1 mm 

변위를 부여하였다.

모재 두께 맞대기 용접에서는 용접부의   2 mm 

두께는 네 가지로 설1 mm, 2 mm, 3 mm, 4 mm 

정하였으며 해석 결과와 실험 결과의 보다 정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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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hape variables of finite element model for 
butt-welded joint

한 근사를 위하여 용접부 두께를 1.7 mm, 2.5 

로 수정하여 다시 해석을 수행mm, 3 mm, 4 mm

하였다 용접부의 폭은 실제 시편의 용접부 폭인 . 

를 기준으로 하여 씩 가감한 9 mm 2 mm 7 mm, 9 

세 가지로 설정하여 총 가지에 해mm, 11 mm 12

석 모델에 대한 강성 및 응력 값을 구하였다. 3 

모재 두께 맞대기 용접도 두께와 폭의 변수 mm 

값은 모재 두께 맞대기 용접과 같은 값을 2 mm 

사용하였다.

겹치기 용접 해석 모델의 형상 변수를 에   Fig. 5

보여주고 있는데 맞대기 용접과 같이 용접부의 

두께 폭 두 가지를 고려하였다 요소 크기는 맞, . 

대기 용접 해석과 마찬가지로 로 설정하였1 mm

다 겹치기 용접부 해석 모델의 경계 조건들은 . 

맞대기 용접부 해석 모델과 동일하게 적용하였

다 먼저 용접부의 폭은 모재 두께 겹치기 . 2 mm 

용접 시편의 경우 실제 용접부의 폭 길이인 8 

를 기준으로 하여 씩 가감한 mm 1 mm 7 mm, 8 

세 가지 변수로 해석을 진행하였으며 mm, 9 mm 

해석결과를 고려하여 7 mm, 8 mm, 10 mm, 12 

로 수정하여 다시 해석을 수행하였다mm . 3 mm 

모재 두께 겹치기 시편은 실제 치수인 를 7 mm

기준으로 하여 씩 가감한 1 mm 6 mm, 7 mm, 8 

세 가지 변수로 해석을 진행하였으며 후에 mm 

변수를 추가하여 총 네 가지 변수를 고려10 mm 

하였다 용접부의 두께는 두 시편 모두 . 1 mm, 2 

의 세 가지를 고려하여 각각 가지 mm, 3 mm 12

해석 모델에 대한 강성과 응력 값을 구하였다.

자형 용접 시편 해석 모델의 형상 변수로는 T

과 같이 용접부의 폭 각도 두께 세 가지를 Fig. 6 , , 

고려하였다 유한요소 해석 모델을 에 보 . Fig. 6

Fig. 5 Shape variables of finite element model for 
lap-welded joint

Fig. 6 Shape variables of finite element model for 
T-welded joint

  

여주고 있는데 맞대기 용접과 겹치기 용접 시편

과 마찬가지로 요소 크기를 로 설정하여  1 mm

해석을 수행하였다 자형 용접 시편 해석에서도 . T

요소 크기를 더 작게 하는 경우에 유사한 결과를 

얻었기에 더 이상 세분화 모델을 사용하지 않았

다 용접부의 폭은 모재 두께 자형 용접. 2 mm T

시편의 실제 치수인 를 기준으로 씩 5 mm 1 mm

가감한 를 형상 변수로 하였4 mm, 5 mm, 6 mm

으며 모재 두께 자형 용접시편은 실제 , 3 mm T

치수인 를 기준으로 씩 가감하여 7 mm 1 mm 6 

를 설계변수로 하였다 용접부mm, 7 mm, 8 mm . 

의 각도는 두 시편 공통적으로 35o, 45o, 55o를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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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변수로 하였다 용접부의 두께는 . 1 mm, 2 

를 형상 변수로 하여 각 시편마다 mm, 3 mm 27

개에 대한 구조물 강성과 위 아래 시편의 응력 , 

값을 구하였다.

경계조건으로 맞대기 용접과 겹치기 용접의 경  

우는 좌측은 핀 지지 우측은 롤러 지지를 (pin) , 

설정하였지만 자형 용접의 경우는 실험 방법의 T

차이를 고려하여 실험의 고정부분은 세 축 방향

의 변위를 고정하였으며 실험 당시의 추 무게만

큼의 힘을 절점에 가하였다 용접부 주변의 응력. 

의 해석 값은 실제 시편에서 용접부의 끝에서부

터 스트레인게이지 중심점까지의 거리인 10 mm 

위치에서 구하였으며 반력은 용접부 중심선에 , 

위치한 절점들의 반력의 합으로 변위 부여1 mm 

에 따른 반력 값을 구하였다.

3.2 해석 결과와 회귀분석

맞대기 용접부 유한요소 해석을 통하여 구조물

Fig. 7 Stiffness of finite element models for butt-welded 
specimen with 3 mm thickness plates

Fig. 8 Stress of finite element models for butt-welded 
specimen with 3 mm thickness plates

의 강성과 용접부 주변의 응력을 평가할 수 있으

며 실험 결과와 비교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해석. 

과 실험 결과의 선형회귀 분석을 (linear regression) 

이용하여 용접부의 두께 와 폭 에 대한 강성(T) (W)

과 응력 의 식을 구하였다(K) (S) .

                  (1a)

                      (1b)

                     (2a)

                     (2b)

식 과 는 모재 두께 맞대기 용접(1a) (1b) 3 mm 

시편의 해석 결과를 이용하여 구한 식이며 Fig. 7

과 은 식 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고 Fig. 8 (1a), (1b)

있다 이 식들에 굽힘 시험에서 구한 강성. (K) 333 

와 응력 를 대입하여 최적 용N/mm (S) 136.08 MPa

접부 두께 용접부 폭(T) 2.31 mm, (W) 10.17 mm

를 구하였다 식 와 는 모재 두께 . (2a) (2b) 2 mm 

맞대기 용접시편의 해석결과를 이용하여 마찬가

지로 선형회귀분석으로 구한 강성과 응력의 수식

이다 실험에서 측정된 강성과 응력에 대응하여 . 

용접부 두께 폭 의 단순화 모2.64 mm, 7.6 mm 

델 형상 변수를 구하였다 식 와 에 대한 . (2a) (2b)

그래프는 과 의 경향과 유사하여 본 논문Fig. 7 8

에서는 생략하였다 에 맞대기 용접에 대.  Table 2

한 형상 변수 변화에 따른 모든 해석 결과가 주

어져 있다.

Table 2 Numerical results of butt-welded speci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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겹치기 용접의 해석결과를 선형회귀분석으로   

용접부의 두께와 폭에 대한 강성과 응력의 식을 

구하여 식 을 얻었다 이 수식들에 대한 (3a), (3b) . 

결과가 와 에 보여주고 있다 식 Fig. 9 Fig. 10 . (3a)

과 에 앞 장에서 설명한 굽힘 시험으로 구한 (3b)

강성 와 응력 를 대입하461.54 N/mm 136.08 MPa

여 용접부 단순화 모델의 형상 변수로 용접부 두

께 용접부 폭 를 얻었다 위와 2.07 mm, 3.56 mm . 

같은 방법으로 모재 두께 겹치기 용접 시2 mm 

Table 3 Numerical

Table 4 Numerical

편의 해석에서 강성과 응력에 대한 식 와 (4a)

에 시험에서 구한 강성 와 응력 (4b) 170.67 N/mm

를 대입하여 용접부 두께 용66.00 MPa 2.49 mm, 

접부 폭 를 구하였다 여기에 대한 그래6.18 mm . 

프는 본 논문에서 생략하였다 에 겹치기 . Table 3

용접에 대한 형상 변수 변화에 따른 해석 결과가 

주어져 있다.

                 (3a)

                      (3b)

                     (4a)

                    (4b)

Table 5 Numerical results of T-welded specimens with 
3 mm thickness plates

Fig. 9 Stiffness of finite element models for lap-welded 
specimen with 3 mm thickness pl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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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자형 용접의 해석결과를 선형회귀T

분석으로 용접부의 두께 와 폭 각도 에 (T) (W), (A)

대한 강성과 하부모재 응력(S1 상부모재 응력), 

(S2 의 식을 구하였다 자용 용접 단순화 모델의 ) . T

경우 형상 변수가 세 개 이므로 두 곳의 변형률

과 강성 측정 결과와 해석 결과를 적용하였다. 

모재 두께 자형 용접시편에 대하여 해석 3mm T

결과로 얻은 식은 와 같으며 실험(5a), (5b), (5c) , 

으로 구한 강성 하부모재 응력 19.62 N/mm, 

상부모재 응력 를 대입하29.61 MPa, (28.14 MPa)

여 단순화 용접부 모델의 형상 변수로 두께 0.91 

각도 폭 를 구하였다 위와 mm, 35.78°, 8.24 mm . 

같은 과정으로 모재두께 시편에 대하여도 2 mm 

해석 결과 식 을 선형회귀분석으로 (6a), (6b), (6c)

구하였으며 실험값인 강성 하부모재 9.81 N/mm, 

응력  상부모재 응력 를 대28.35 MPa, 24.99 MPa

입하여 형상 변수로 용접부의 두께 각0.70 mm, 

도 폭 를 얻을 수 있었다42.71°, 6.59 mm . Fig. 

은 모재두께 자형 용11, Fig. 12, Fig. 13 3 mm T

접시편의 식을 보여 주고 있다 그림에서 용접. dl 

부 두께에 따른 각각의 회귀분석 결과를 나타내

고 있다 와 에 자형 용접에 대한 해석 . Table 4 5 T

결과가 주어져 있다.

          (5a)

          (5b)

          (5c) 

          (6a)

          (6b)

          (6c)

Fig. 10 Stress of finite element models for lap-welded 
specimen with 3 mm thickness plates

 

Fig. 11 Stiffness of finite element models for T-welded 
specimen with 3 mm thickness plates

Fig. 12 Stress(S1) of finite element models for T-welded 
specimen with 3 mm thickness plates

Fig. 13 Stress(S2) of finite element models for T-welded 
specimen with 3 mm thickness pl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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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4. 

본 연구에서는 맞대기 겹치기 자형 용접 시, , T

편을 제작하여 굽힙 시험을 진행하고 측정된 용

접 시편의 강성과 응력을 예측할 수 있는 용접부 

단순화 해석 모델을 제시하였다 용접부에 대한 . 

단순화 유한요소 모델을 구성하고 용접부 두께, 

폭 그리고 각도 등의 형상 변수를 설정하였으며 

변수들의 변화에 대한 구조물 강성과 응력에 대

한 선형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용접 시편에 대. 

한 강성 및 응력 측정 결과와 해석으로 구한 결

과들을 사용하여 구조물의 강성과 용접 비드 근

처의 응력을 보다 정확하게 표현 할 수 있는 용

접부 단순화 모델의 형상 변수들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사용하여 용접부가 포함된 구조

물에 대하여 단순화 모델링 방법을 적용하여 활

용할 수 있는데 다양한 형상의 구조물에 대한 , 

용접부 단순화 모델의 적용 가능성과 확장 연구

를 추가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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