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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선박 및 해양구조물에서 사용하고 있는 고강도 알루미늄 합금들은 스틸과 비교해서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다. 최근 고강도 

알루미늄 합금들은 육상 및 해양에 폭넓게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특수목적 선박의 선체 외판구조에 많이 이용되고 있고, 교량 구조물

에 사용되는 상자 구조물, 그리고 고정식 해양플랫폼의 상부구조에서 소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알루미늄 재료는 스틸보다 1/3의 중량 구

성비를 통하여, 구성 중량을 줄이게 하여 연비 절감을 가능하게 한다. 일반적인 강구조물의 응력-변형률 관계와 비교하면, 용접가공에 

따라 발생하는 열영향부의 존재로 인하여 상당히 다르게 나타난다. 왜냐하면, 강구조물과 비교하면 열전도율이 높아서, 열영향부(heat 

affected zone, HAZ)가 남아 있어 구조 강도 저하를 가져온다. 본 논문에서는 MIG(Metal inert gas) 용접 때문에 발생하는 열영향부를 고려

하고, 종방향 압축 하중에 대한 알루미늄 보강판의 좌굴 및 최종강도 특성을 분석하였다. MIG 용접에 따른 열영향부를 고려한 경우, 좌굴 

및 최종강도 모두 감소하며, 열영향부의 범위가 15 mm부터 항복 이후 에너지 소실률이 크게 나타나며, 25 mm 이상부터는 그 차이가 크지 않다. 

따라서, 알루미늄 합금재료를 적용한 보강판의 구조 거동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열영향부 영향에 대한 검토 및 분석이 중요하다. 

핵심용어 : 알루미늄 합금, 열영향부, MIG 용접, 항복, 최종강도

Abstract : The use of high-strength aluminum alloys for ships and offshore structures has many benefits compared to carbon steels. Recently, 

high-strength aluminum alloys have been widely used in onshore and offshore industries, and they are widely used for the side shell structures of 

special-purpose ships. Their use in box girders of bridge structures and in the topside of fixed platforms is also becoming more widespread. Use of 

aluminum material can reduce fuel consumption by reducing the weight of the composite material through a weight composition ratio of 1/3 

compared to carbon steel. The characteristics of the stress strain relationship of an aluminum structure are quite different from those  of a steel 

structure, because of the influence of the welding[process heat affected zone (HAZ). The HAZ of aluminum is much wider than that of steel owing to  

its higher heat conductivity. In this study, by considering the HAZ generated by metal insert gas (MIG) welding, the buckling and final strength 

characteristics of an aluminum reinforcing plate against longitudinal compression loads were analyzed. MIG welding reduces both the buckling and 

ultimate strength, and the energy dissipation rate after initial yielding is high in the range of the HAZ being 15 mm, and then the difference is small 

when HAZ being 25 mm or more.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review and analyze the influence of the HAZ to estimate the structural behavior of 

the stiffened plate to which the aluminum alloy material is applied.

Key Words : Aluminium alloys, Heat affected zone, Metal inert gas welding, Yielding, Ultimate str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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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선박 구조설계기술의 발전과 함께, 경량화 및 고속

화를 주도하는 각종 선박이 출현하고 있으며, 이러한 선박

의 구조재료는 주로 알루미늄 합금 계열(T-5000, T-6000)을 

사용하고 있으며, 일반 강재보다 사용할 수 있는 재료의 종

류는 적지만, 우수한 기계적 특성을 보인 합금재료가 개발

되고 있다. 알루미늄 합금 재료는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

는 강재에 비해서, 많은 장점이 있으며, 이러한 장점을 이용

하고,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재료적인 특성을 고려한 

구조설계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선박에 주로 사용 중

인 강재(저탄소강과 고장력강)의 특성에 대한 각종 실험 및 

유한요소법을 적용한 연구를 중심으로 다양하게 진행됐으

나, 알루미늄 합금 재료에 대한 거동 특성 및 구조설계에 관

한 적용성에 대해서는 향후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일반

적으로, 알루미늄 합금 재료는 구조용 강과 다르게 뚜렷한 

항복점을 찾기가 힘들고, 탄성 비례한도를 넘어서 소성변형

이 시작되는 초기 단계부터 큰 가공경화를 나타내는 재료적

인 특성을 보인다 (Paik et al., 2005). 특히, 가장 문제 시 되는 

점은 재료 생산가공의 경우 용접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고

온의 열전달로 인하여, 재료에 열영향부(heat affected zone, 

HAZ)가 일반적인 강재에 비하여 넓게 분포하며, 열영향부가 

존재함으로써 압축 최종강도는 현저하게 감소 되는 특징을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생산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알루미늄 보강

패널의 용접방법으로는 다음의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으로서, 보강재와 판의 교차지점

에 필렛용접(fillet welding)하며, 두 번째 방법은 유효 폭을 갖

는 판과 보강재를 기준으로, 만나는 판에 맞대기용접 및 필

렛용접을 하는 경우이다. 마지막으로, 일정한 크기의 보강패

널을 횡 방향으로 접합시키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일

반적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첫 번째 용접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 열영향부 조건을 고려하였으며, 열영향부의 

면적을 주요변수로 설정하여 압축 하중에 의한 좌굴 및 붕

괴 거동에 대해서 유한요소해석을 통하여 정량적으로 검토

하였다. 

1.1 연구의 이력 및 동향

Rigo et al.(2003)은 ISSC 2003 최종강도 분과에서 알루미늄 

보강패널의 최종강도 수치해석에 대한 비교분석 결과를 연

구하였다. 연구의 목적은 비선형 유한요소 모델을 검증하는 

것이며, HAZ의 크기, 초기 처짐의 크기, 잔류응력, 판 두께, 

항복 응력을 변경한 시리즈해석을 수행하였으며, 최종강도 

변화율은 HAZ의 변화율과 선형관계는 아님을 증명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검토된 각종 변수의 영향을 고려한 경험식 

개발에 대한 필요성도 언급하였다. 

Khedmati et al.(2009; 2010)은 알루미늄 보강패널의 보강재 

형상이 T-bar, Flat-bar 모델의 비선형 시리즈해석을 통하여, 

압축 최종강도 및 조합 하중(압축+횡하중) 최종강도 경험식

을 개발하였다. 경험식은 보강재의 세장비와 판의 세장비 함

수를 이용하였고, 기본적인 형식은 참고문헌(Paik, 2007)을 활

용하였다. 면내 압축 하중 작용 시, 최종강도 예측 식은 유한

요소해석 결과보다 보수적인 평가를 하고 있으며, DNV-GL 

제안식과 비교 시에는 잘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Paik et al.(2004; 2005; 2006; 2007)은 비선형 유한요소해석 

프로그램인 ANSYS를 적용하여, 알루미늄판과 보강판에 대

한 최종강도 추정식을 개발하였고, 각 선급의 규정과 비교 

평가하였다. 또한, 압축 붕괴 실험을 통하여 용접으로 인하

여 발생한 초기 처짐 형상과 잔류응력 분포특성을 정리하였

다. 다양한 수치해석 결과 및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판

과 보강판의 압축붕괴 상태에 대해서 5가지로 분류하였다.

Zha and Moan(2003)은 플랜지가 없는 구조단면을 고려한 

알루미늄 보강판에서 압축 하중에 대한 비틀림 좌굴 거동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험 및 유한요소 수치계산을 통하여 붕괴 

거동의 특성에 관해서 연구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알루미늄 

보강판을 이용한 단일하중 및 조합 하중에 관한 실험적 연

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비선형 최종강도 평가 수치해석기

법도 다양해지고 있다. 특히, 주요 선급(DNV-GL, LR, ABS)을 

중심으로 알루미늄 합금재료의 선박 및 해양구조에 대한 설

계 기준 정립에 관한 폭넓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Baek et al.(2011)은 알루미늄 합금 6082-T6에 대한 MIG 용

접부의 연화 특성 및 강도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용접 변수

를 찾기 위하여, 다양한 시편 모델을 활용하여 계측 데이터 

기반 연구를 수행하였다. 용접 입열량 및 용접속도에 따른 

열영향부의 미세경도를 확인하였으며, 용접속도가 증가하여 

입열량이 감소 될수록 내부 잔류 경도는 증가하는 현상을 

나타냈다. 연구결과로서 같은 두께의 주재료를 용접할 경우, 

열영향부의 내부 경도 저하가 크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높은 전류로 고속 용접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Farajkhah and Liu(2016)은 MIG 용접에 의한 열영향부 영역

과 잔류응력, 이에 따른 용접변형 특성을 실험과 수치 시뮬

레이션을 비교 분석하였다. 용접선 주위에 발생하는 HAZ 폭

은 판의 두께가 얇아지면서 증가하였다. HAZ 및 잔류응력에 

따라서, 보강판의 좌굴은 10 %와 16.5 % 감소하였다. 용접 때

문에 판에 발생하는 최대 인장 잔류응력은 주재료 항복강도

의 77 % 수준에서 발생하였으며, HAZ의 총 너비는 26~56mm 

사이에 존재한다. 실험을 통해서 구해진 수직 방향 최대 처

짐은 2.5 mm로 입열량 제어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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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열원 모델 실험 및 유한요소해석

2.1 열원 모델 제작 

해석에 사용될 열원 모델의 검증을 위하여 Fig. 1의 시편 

크기를 갖는 시험체를 제작하여, 시편 단위 테스트를 수행

하였다. 실제 제작구조물에 적용되는 용접절차서(GHI WPS, 

2018) 기준으로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필렛(fillet) 용접의 경

우 용접 각장 7 ~ 8 mm 수준으로 절차서의 수준과 유사한 값

을 확인하였다. 상세 비교사항은 Table 1과 같다. 

Fillet welding bead

200m
m

350mm

Thickness=10mm

100m
m

350mm

Thickness=10mm

Fig. 1. Dimension and joint detail of fillet welding.

ID
Current

(A)
Volt.
(V)

Speed
(cm/min)

Heat 
input

(kJ/cm)

Leg 
length
(mm)

WPS
145.6~2

18.4
23.5~3

1.7
30.1~
45.1

6~8 4.2~8.4

Actual 
result

210 25 39.6 7.8 7.5

Table 1. A comparison of between WPS (Welding Procedure 

Specification) and actual welding output

2.2 알루미늄 합금의 재료적인 특성

선박에서 사용 중인 알루미늄 합금재료는 용접이나 절단 

등에 의한 열 가공 때문에 필연적으로 초기결함이 발생하

며, 이 중에서도 용접으로 인한 열영향부의 분포 범위가 일

반 강재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넓게 존재하게 된다. Fig. 2

의 실험결과는 앞서 사용된 필렛 용접부 시편에서 추출한 

인장 시편으로 열영향부를 고려한 소재의 인장실험 결과를 

응력-변형률 관계로 나타내고 있으며, 열영향부를 고려할 경

우, 고려하지 않을 때 비교 시, 항복점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가 힘들며, 항복 이후 큰 가공경화가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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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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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6082-T6

HAZ area

Fig. 2. Characteristics of stress and strain of the aluminium 

alloys (6082-T6).

2.3 유한요소해석

비선형 최종강도 붕괴 거동 해석은 범용유한요소해석 프

로그램인 ANSYS Multiphysics V18.0(2016)을 사용하였으며, 

기하학적 비선형과 재료의 비선형을 동시에 고려한 Shell 

181번 요소를 적용하였다. 이 요소는 4 절점이 절점마다 6자

유도(변위 u,v,w : 회전   )를 가지고 있으며, 대변형, 

대회전, 대변형률을 포함한 비선형 해석을 하는데 적합하다

(ANSYS, 2016). 해석모델의 비선형 재료 특성은 실험에서 계

측된 변위-응력 데이터를 이용하여, 실제의 비선형 구조 거

동 응답이 가능하도록 설정하였다. 압축하중이 증가함에 따

라 해석모델의 항복 도달 여부는 등가 응력인 식(1)의 본 미

세스 응력(Von-mises stress)으로서 평가하였다. 주로 연성재

료(ductile material)의 경우에 사용되고 있는 항복 기준이다. 

 





 


 

   
  




 

 
 













(1)

where,

: Von-mises stress, : Stress to the longitudinal direction

: Stress to the horizontal direction, : Stress to the vertical 

direction, : Shear stress on the x-y plane, : Shear stress on 

the y-z plane, : Shear stress on the z-x pl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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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형 수치해석 방법은 하중 증가에 따른 변위 계산 과

정에서 해의 수렴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하중과 변위를 

단순히 제어시키지 않고, 호의 반지름을 변화시켜가면서 그 

교차점을 제어하는 비선형 수치해석 기법 중 한 가지인 아

크 길이 방법(arc-length method)을 사용하였다. 매 증분 구간

별로 이전 단계의 호의 반지름 방향과 직각 방향에 해를 찾

고, 탐색 된 해는 미리 설정된 하중과 모멘트 수렴기준과 비

교하여, 범위 내 만족한 결과만을 인정하게 된다. 

2.4 알루미늄 합금 물성 및 초기 처짐

알루미늄 합금 재료를 이용한 보강판 구조는 해양플랫폼

의 거주구, 탑사이드 모듈 갑판부, 고속선의 갑판 및 선체구

조에 주로 적용되는 모델이다. Fig. 3에서는 알루미늄 보강패

널 제원에 활용된 알루미늄 카타마란 (CAT-45)의 일반배치

도 및 주요 치수를 Table 2에 나타내고 있다. 일반적인 선박 

종 배치 구조와 유사한 부재 배치를 나타내고 있으며, 보강

재 사이 간격이 좁고, 보강재의 크기가 작다. 용접에 의한 

변형 및 강도 손실 최소화를 위하여, 횡 프레임의 간격도 짧

은 특징이 있다. 계산에 사용된 해석모델은 종강도 부재이

면서 헐(hull)의 압축 하중에 의한 좌굴을 방지하기 위한 

lower deck를 선정하였다.

Midship section

Elevation Profile

Deck Plan

Aluminium panel model

Fig. 3. General arrangement of the aluminium catamaran 

Table 2. Principal dimensions

Properties Specification

Length (O.A) 19.85 m

Length (B.P) 16.98 m

Breadth (MAX) 9.50 m

Depth (MLD) 2.71 m

D.L.W.L 0.88 m

Max. speed 8 knots

본 연구에서는 열영향부에 따른 압축 하중에 대한 좌굴 

및 최종강도 거동 특성을 비교하였으며, 용접작업에 의해서 

발생하는 초기 처짐은 아래와 같이 판의 길이와 폭을 변수

로 하여 표현하였다.

  - 보강재와 보강재 사이의 판의 처짐  : 0.002×

  - 보강재의 횡 처짐 및 국부좌굴 처짐 : 0.001×

여기에서, 는 횡 프레임과 횡 프레임 사이 판의 길이, 

는 보강재와 보강재 사이의 폭을 나타낸다. 용접은 보강재

와 판의 경계부위에 양쪽 필렛(fillet)용접이며, MIG 용접을 

용접절차서에 따라서 적용하는 것을 가정하였다. 사용된 알

루미늄 합금의 물성값 정보는 Table 3과 같다.

Properties Specification

Elastic Modulus 71 GPa

Poisson’s ratio 0.33

Density 2.71 g/cm3

Tensile Strength 370 MPa 

Yield strength 260 MPa 

Tensile Strain at break 15 %

Table 3. Material properties of AL-6082-T6 alloys (BS EN, 2009)

FSW(Friction Stir Welding)

MIG(Metal Insert Gas)

Fig. 4. Welding types in the analysis model.

알루미늄 패널의 판폭 길이 방향으로는 마찰교반용접

(Friction Stir Welding)으로 접합하고, 판재와 보강재는 MIG 

(Metal Inert Gas)를 적용하고, Fig. 4와 같다. MIG 용접을 할 

경우, 용접 열영향부에서는 주재료의 항복강도가 초기 재료

의 특성치에 비교하여 지나치게 떨어지는 연화 현상이 발생

한다. 참고문헌(BS EN, 2009)에서는 알루미늄 합금 재료별로 

MIG 용접에 의한 열영향부에 의한 항복 응력 감소 비율을 

제시하고 있으며, 연구에 사용된 합금은 48 %를 저감 시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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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권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T-bar 시편을 이용하여, MIG 

용접 시 발생하는 열영향부를 포함한 상태에서의 인장 시편

의 2 % 변형률에서의 하중 감소 비율인 50 %를 감소 영향으

로 반영하였다.

2.5 해석 모델링

알루미늄 보강판 모델은 3개의 판넬로 구성된 모델(three 

span model)로서 1개의 판넬 간격은 각각 2,050 mm이고, 4개

의 횡 프레임과 5개의 종방향 보강재로 구성되어 있다. Fig. 

5의 그림과 같이, 횡 프레임 F1과 F4는 두께() 10.0 mm, F2

와 F3는 두께() 3.0 mm이며 횡 프레임의 웹 높이( )는 같

이 71.8 mm이다. 보강재의 단면형태는 플랜지가 있는 앵글 

바(angle-bar)이며, 보강재와 보강재 사이의 폭(b)은 252.5 mm, 

웹 높이( )는 67.1 mm, 웹 두께( )는 3.0 mm, 플랜지 폭()은 

15.0 mm, 플랜지 두께()는 4.4 mm, 판의 두께( )는 5.0 mm이다. 

L
o

n
g

i.stiffen
er

(A
n

g
le-b

ar)

Trans.frame Trans.frame Trans.frameTrans.frame

F1 F2 F3 F4

F1

F2

F3

F4

Fig. 5. Finite element analysis model.

2.6 하중 조건 및 경계 조건

해석에 적용된 하중 조건은 모델의 길이 방향 끝단을 고

정하고 한쪽 면에서 부재가 견딜 수 있는 최대하중 (항복 응

력 x 두께)를 각각 적용하였다. 메가 요트에 사용되는 연속

보강판 구조 거동 효과를 부여하기 위하여, 비압축 변(Y축)

의 가장자리는 면내 직선을 유지하는 탄성 커플링 조건 및 

횡 방향(Y) 대칭 경계 조건을 적용하였다. 해석에 사용된 경

계 조건은 Fig. 6과 같다. 모든 횡 프레임(Trans. frame) 위치에

서는 Z 방향으로 구속되어있으며, X 방향 회전구속이 적용

되었다. 종방향 보강재(Longi. stiffener)와 횡 프레임(Trans. 

frame)과 만나는 높이 방향으로는 Y 방향 변위구속을 적용하

여, 압축 하중 작용 시, 상대적으로 면내 강성이 작은 종방

향 보강재에서 좌굴이 발생하도록 고려하였다. 이러한 설정

은 실제의 실험에서의 좌굴 붕괴 거동과도 잘 일치하는 조

건이다.

종방향 보강재 플랜지의 경우, 횡 프레임과 교차하는 부

위에 판의 경계 조건과 같이 적용하였다. 모델의 가장자리

의 경계 조건은 연속보강판의 거동을 적절히 구현할 수 있

는 단순 지지 조건을 반영하였다.

Trans.frameTrans.frame Trans.frame Trans.frame

X

Longi.stiffener

Y

Y-Symmetric

Y

Z

Fig. 6. Boundary conditions.

2.7 열영향부 효과

알루미늄 재료에서는 용접가공 시 발생하게 되는 열영향

부의 범위가 일반 강재와 비교하면 널리 분포하며, 이러한 

열영향부의 범위에 따라서 최종강도 분포는 다르게 나타난

다. 특히, 참고문헌(Aalberg et al., 2001)의 실험에서 사용된 

알루미늄 패널 부재의 조립 시 사용된 MIG 용접과정 중에 

발생한 용접 잔류응력은 일반적인 강재 부재에 비해서 작으

므로, 본 연구에서는 잔류응력에 대해 고려를 하지 않았다. 

MIG 용접에 의한 열영향부가 좌굴 거동에 미치는 영향을 고

려하기 위하여, HAZ 범위를 15, 25, 35 mm로 설정하였고, 상

대적으로 면내 강성이 강한 횡 프레임(F1-F4)에서는 그 영향

을 고려하지 않았다. 열영향부 결정 근거는 참고문헌(Pedram 

and Khedmati, 2014)에서 계측한 25 mm를 기준으로 용접 각장 

10 mm 변화 시 열영향부 변화를 각각 15 mm와 35 mm 설정

하였다. 

Fig. 7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유한요소해석 시 열영향부를 

고려하기 위하여, 지정된 영역만큼을 별도로 세분화하여 요

소를 나누고, 그 영역은 원래의 항복 응력의 50 %(130 MPa)

만큼 재료적인 손상을 주어서 열영향부의 효과를 고려하였

다. 연구에서 계측한 열원 시편에서의 기계적 물성값은 참

고문헌((BS EN 1999-1-1, 2009)에서 제시하는 최소 항복 응력

을 약 30 % 상회하였으며, 보수적인 구조 강도 평가를 위해

서 항복 응력은 260 MPa을 일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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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HAZ model ling (′   ′  ).

3. 열영향부의 범위에 따른 최종강도 거동

3.1 열영향부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

열영향부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의 최종강도와 변형률 거

동 결과를 Fig. 8에 나타내고 있으며, 변형(deformation)과 등

가 응력(equivalent stress) 분포에 대한 정리 결과를 Fig. 9에 

나타내고 있다. 압축 하중이 증가하면서 일정 구간의 탄성 

영역을 지난 후, 서서히 면내 강성 감소가 발생하면서 최종

강도에 도달한다. 이러한 압축 거동 특징은 일반적인 스틸 

보강판과 다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횡 프레임 F2와 F3 

사이의 보강판 모델에서는 판재에서 전체 좌굴 후 전체 붕

괴하는 형태를 나타내며, F1과 F2 그리고 F3와 F4 사이의 패

널 모델에서는 보강재의 끝단에서 발생한 큰 횡 처짐으로 

인하여 좌굴 붕괴하고 있으며, 이러한 붕괴 거동 형태를 트

리핑(tripping)이라고 한다(Paik and Duran,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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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A relationships of between stress and strain of stiffened 

panel without HAZ.

Trans.fr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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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Deformed shape and Von-mises stress contour for intact 

stiffened panel at the ultimate strength point.

3.2 열영향부(′   ′  ) 고려

열영향부 폭을 15 mm 고려한 모델의 응력-변형률 거동에 

관한 결과를 아래의 Fig. 10에서 나타내고 있다. 초기좌굴 발

생에 의한 좌굴응력은 약 100 MPa이며, Trans. frame F2와 F3 

전면부 보강재에서 좌굴이 발생한다. 면내압축하중이 증가

하면서, 국부적인 항복영역이 증가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면내 강성 기울기 변화가 발생한다. 이러한 이유는 열영향

부를 고려하면, 판과 보강재의 만나는 구속지점의 강도 저

하로 인하여 보강재의 좌굴이 쉽게 발생하기 때문이며 Fig. 

11의 결과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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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A relationships of between stress and strain of stiffened 

panel with HAZ (15 mm).



김성준․서광철․박주신

- 548 -

F1 F2 F3 F4

X

Z
X

Y

X

Y
Z

Y

Z

XF2

F3

Fig. 11. Deformed shape and Von-mises stress contour for 

intact stiffened panel at the ultimate strength point.

3.3 열영향부(′   ′  ) 고려

열영향부를 각각 25 mm씩 고려한 조건에서의 응력-변형률 

거동에 관한 결과를 아래의 Fig. 12에서 나타내고 있다. 초기

좌굴 발생에 의한 좌굴응력은 약 70 MPa이며, 좌굴 이후 보

강재의 끝단에서 항복이 발생하여, 하중이 점진적으로 증가

하며, 면내 강성은 급격하게 감소하게 된다. 또한, 최종강도 

이후의 보강판의 면내 강성 감소가 크게 나타나는 거동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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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A relationships of between stress and strain of stiffened 

panel with HAZ (25 mm).

Fig. 12 그래프의 응력-변형률 선도에서 압축 하중 증가에 

따른 각 스텝에서의 처짐 및 항복 영역(red colour) 변화를 

Fig. 13에서 나타내고 있다. 최초 좌굴 지점에서는 횡 프레임 

F2와 F3 사이의 패널에서 전체 좌굴이 발생하고 있으며, 초

기항복은 보강재의 끝단과 중앙부에 있는 보강재의 웹에서 

국부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압축 하중의 증가에 따른 주요 

특징으로서는 열영향부가 위치한 용접부를 시작으로 좌굴 

및 초기항복이 발생하여, 판의 면내 강성 감소가 발생한다. 

압축 하중에 의한 항복 범위 증가는 전체적인 구조의 강성

을 감소시키게 되어 구조물 붕괴를 유발한다. 최종강도 지

점에서의 붕괴패턴은 횡 프레임 F2와 F3 사이의 보강재의 

웹에서 트리핑 좌굴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보강재에서 

큰 처짐 및 응력이 집중된다. 이러한 붕괴 특징으로 인하여 

전체 알루미늄 보강판의 구조 손상률도 가속화된다. 

buckling
initial yielding

ultimate strength post-ultimate strength

Overall buckle type

Tripping Tripping

Fig. 13. Deformed shape and Von-mises stress contour varying 

magnitude of the compressive load.

최종강도 발생 위치에서 위치별 항복 응력분포와 처짐 변

화를 Fig. 14에서 나타내고 있다. 열영향부를 적용한 보강재

와 판재의 접합 부위의 약한 좌굴 강성으로 인하여 보강재

의 웹에서 트리핑 좌굴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주변 보

강재와 판재에서 항복요소가 많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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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Deflection shape and Von-mises stress contour at 

the ultimate strength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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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열영향부(′   ′  ) 고려

열영향부를 판의 폭 방향으로는 70 mm, 보강재 웹 높이 방

향으로는 35 mm를 고려한 모델의 최종강도 상태에서 항복 

응력분포 및 처짐형상을 Fig. 15에 나타내고 있다. 열영향부

의 범위가 커질수록 항복요소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으며, 이

는 Fig. 16의 최종강도와 변형률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초

기 면내 강성 감소 위치가 먼저 발생하는 결과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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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Deflection shape and Von-mises stress contour at the 

ultimate strength point (HAZ = 35 mm).

아래의 Table 4는 연구에서 검토한 4가지 해석조건에 대해

서 붕괴형태와 변형량에 대해서 정리하여 나타내고 있다.

  Position D.M

Model-1
27.41 260 F1-F2 Tripping

without effect of HAZ

Model-2
48.43 260 F2-F3 Tripping

Web 
buckling′   ′  

Model-3
63.44 260 F2-F3 Tripping

′   ′  

Model-4
65.74 260 F2-F3 Tripping

′   ′  

Table 4. Results of nonlinear collapse analysis according to HAZ areas

where, 

D_M : Dominant collapse mode 

Position : position of taking place maximum deflection and stress

 : Maximum deflection (mm)

 : Maximum equivalent stress (MPa)

해석모델에 따른 최종강도에서의 구조 부재의 최대변형

량()을 비교하면, 열영향부의 범위가 넓을수록 처짐량

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열영향부를 고려하지 않는 조건과 

열영향부 고려한 경우에서 큰 차이를 나타낸다. 최종강도에

서의 좌굴 발생 모드는 용접 교차부에서 열영향부로 인한 

강성 감소로 인하여 트리핑 좌굴이 주로 발생하였다. 열영

향부 범위 15 mm를 고려한 조건에서는 트리핑 좌굴이 발생

하는 구간(F1-F2, F3-F4)과 웹 좌굴(F2-F3) 구간으로 크게 분

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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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A comparisons of between ultimate strength and strain 

varying HAZ area under axial compression.

본 논문에서 고려한 4가지의 해석모델의 응력-변형률 곡

선을 Fig. 16에서 비교하여 나타내고 있다. MIG 용접작업에 

의한 열영향부를 고려 시, 압축 하중에 의한 좌굴 및 최종강

도가 모두 낮게 평가되었다. 열영향부 범위가 15 mm부터는 

보강재의 트리핑 좌굴 이후 면내 강성 감소가 크게 나타났

으며, 25 mm 이상 조건에서는 항복요소 분포와 처짐 형상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전체 구조 강성 결과는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상대적으로 용접에 의한 열변형에 취약한 알

루미늄 재료의 특성으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열영향부의 강성 감소 현상에 대한 적절한 대안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대안으로서는 용접 시 입열량을 최소화하

고, 고속용접이 될 수 있는 용접절차서 개발 그리고 변형이 

최소화될 수 있는 지그와 구조 배치 등을 고려할 수 있다.

4.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최근 선박 및 해양구조물의 대형화, 고속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친환경 경량 구조재료인 알루미늄 합금의 사용 빈

도와 범위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특수목적 함선과 메

가 요트 같은 경우에는 선체뿐만 아니라 선루까지도 알루미

늄 합금재료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재료의 효율성과 장

점의 적용성을 확대하기 위해서 재료의 구조 거동 특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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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굴 및 최종강도 붕괴 거동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알루미늄 보강판 구조의 열영향부의 

범위를 변수로 한 비선형 시리즈해석을 통한 주요 결과는 

아래와 같다. 

(1) 열영향부 범위 15 mm에서는 최종강도 위치에서 두 가

지 붕괴패턴(트리핑, 웹 좌굴)을 나타내며, 용접부에서

부터 항복이 발생한다. 

(2) 열영향부의 범위가 넓을수록 낮은 응력 수준에서 초기

좌굴 및 초기항복이 발생하며, 초기항복 이후 면내 강

성 감소가 크게 발생한다.

(3) 열영향부의 범위가 25 mm 이상에서는 최종강도 위치

에서의 변형형상과 응력분포는 크게 변하지 않는다.

(4) 열영향부의 범위가 넓으면(25 mm 이상) 초기항복 이후 

붕괴형태가 바뀌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는 열영향 범

위와 보강재의 크기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5) 최대용접각장 10 mm를 고려한 경우, 용접에 의한 열영

향부는 35 mm까지 고려 가능하며, 열영향부의 넓이가 

넓을수록 좌굴, 최종강도는 감소한다. 따라서, 알루미

늄 구조의 용접 각장을 최소화할 방안도 추가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향후 연구과제로서는 카타마란 및 메가 요트 구조에서 사

용하고 있는 다양한 보강패널에 대한 비선형 시리즈해석을 

통하여 좌굴 및 최종강도 평가식을 개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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