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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describes the results of experiments on the bending behavior of welded square tube structures 
for drive shaft sub frame of BIMODAL Tram. The used specimens to test were two different type made of 
ATOS60 and ST52-3. The square tube made of ST52-3 is the non-welded structure, while the square tube 
made of ATOS60 is the welded structure. The welded square tube made of ATOS60 will be applied for 
drive shaft sub frame of BIMODAL Tram. This welded square tube could reduce the manufacturing cost in 
comparison of non-welded square tube. The results showed that the bending performance of welded square 
tube made of ATOS60 was proven, and the bending behavior was in an good agreement with that of 
nonlinear finite element analysis.
------------------------------------------------------------------------------------

1.  서  론

  차량의 전복이나 충돌 시 차체 구조물에 적용되는 부재들의 변형은 축방향 압축 붕괴와 함께 굽힘 

붕괴가 혼합되어 변형된 양상을 보여준다. 차량에 적용된 사각관의 대부분은 굽힘 붕괴가 주를 이루

며, 이에 대한 연구는 처음으로 Kecman에 의해서 이루어졌다[1]. 일반적인 굽힘 시험 방법은 단순지지

보 형태와 외팔보 형태로서 많은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단순지지보 형태는 하중을 가하는 장치가 소

성 힌지가 발생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붕괴이후 거동을 실험하기에 적당하지 않으며, 외팔보 형태

는 고정단에서의 전단응력 발생으로 인해 정확한 결과를 얻기가 힘들다. 이러한 방법을 보완하기 위해 

4점 굽힘 시험 방법이 이용되었으며, 새로운 굽힘 시험 장치를 개발하기도 하였다[2-3]. 또한 사각관 

보의 굽힘 특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로서 보강재를 적용한 사각관에 대해 좌굴변형에 의한 거동을 시험

과 해석적 기법을 통해 비교하였다[4]. 이처럼 구조물에 적용된 사각관의 굽힘 특성에 관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국토해양부의 국가교통핵심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연구 개발 중인 바이모달 

트램의 구동축 서브 프레임에 적용될 예정인 사각관은 연구개발에 대한 제작비용의 절감과 국내 생산

을 위해 용접된 사각관을 적용할 예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용접된 사각관에 대한 굽힘 시험을 

통해 특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이때, 국외에서 현재 운행 중인 굴절버스에 적용된 사각관의 굽힘 시험

을 같이 수행하여 바이모달 트램에 적용된 용접된 사각관과의 굽힘 특성을 비교하였다. 또한 비선형 

유한요소 해석을 통하여 용접된 사각관에 대한 굽힘 해석을 수행하여 시험 결과와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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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굽힘 시험

2.1 굽힘 시험 방법

  사각관 굽힘 시험(flexural test)은 Instron 4482를 사용하여 3점 시험을 수행하였고, 변위제어는 

3.5 mm/min로 설정하였다. 또한, 접속식 변위센서(CDP-50)와 동적측정장비(DC-204R)를 사용하여 굽힘

에 의한 처짐을 측정하였다. 그림 1은 시험에 사용된 시험장치 및 변위 센서를 보여주며, 그림 2는 굽

힘 시험에 사용된 사각관의 길이와 지지대 사이의 거리를 보여준다. 이때, 사각관의 총 거리는 700 mm

이고, 지지대 사이의 거리는 600 mm이다.

그림 1. 굽힘 시험 장치

       

그림 2. 굽힘 시험편의 치수

2.2 시험편의 종류

  굽힘 시험에 사용된 시편은 바이모달 트램에 적용될 예정인 ATOS60 재질의 용접된 사각관 6종류와 

비교 대상인 ST52-3 재질의 사각관 2종류이다. 사각관의 단면 형상은 넓이와 높이가 같은 정사각형으

로, ATOS60 용접 사각관과 ST52-3 사각관은 각각 80x80 mm와 70x70mm 두 가지 단면 형상을 고려하였

다. 이때, ATOS60 용접 사각관은 판재를 ㄷ자로 절곡한 후 두 모재를 용접하여 관을 제작하였다. 

모재의 용접 방법은 아르곤 용접(맞대기 용접)을 사용하였고, 이때 온도는 약 700°C 정도이다. 그림 3

은 사각관의 단면 형상과 용접부의 형상을 보여준다.

그림 3. 사각관의 단면 형상 및 용접부 형상

  ATOS60 용접 사각관은 용접부의 위치에 따라 시험을 각각 수행하였고, 사각관 제작 시 V-굽힘과 R-

굽힘 두 가지를 고려하여 굽힘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표 1은 시험에 사용된 ATOS60 용접 

사각관과 ST52-3 사각관의 시험 종류별 치수를 나타낸 것이다. 또한, 그림 4는 사각관 제작 시 고려된 

V-굽힘과 R-굽힘 형상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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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Dimension (mm) Group 비 고w h t lt ls

ATOS60

case1 80 80 3.2 700 600 Group A 용접부 윗면 / V-굽힘
case2 80 80 3.2 700 600 Group A 용접부 측면 / V-굽힘
case3 80 80 3.2 700 600 Group A 용접부 윗면 / R-굽힘
case4 80 80 3.2 700 600 Group A 용접부 측면 / R-굽힘
case5 70 70 4.3 700 600 Group B 용접부 윗면 / R-굽힘
case6 70 70 4.3 700 600 Group B 용접부 측면 / R-굽힘

ST52-3 case7 80 80 3.8 700 600 Group A R-굽힘
case8 70 70 4.3 700 600 Group B R-굽힘

w: width, h: hight, t: thickness, lt: total length, ls: span length

표 1. 굽힘 시험에 사용된 사각관의 종류

그림 4. V-굽힘과 R-굽힘을 갖는 사각관 형상

2.3 시험 결과

  굽힘 시험 결과는 단면의 크기를 고려하여 두 가지 그룹으로 비교하였다. 먼저 80x80 mm 단면을 갖

는 그룹 A의 case 1, 2, 3, 4, 7에 대한 굽힘 시험 결과를 통해 ATOS60 용접 사각관의 굽힘 특성을 확

인하였다. 이때, 용접부의 위치가 상하로 위치했을 때와 측면부에 위치 한 경우에 대해 결과를 비교 

하였고, V-굽힘과 R-굽힘에 대해 비교하였다. 또한 ATOS60 용접 사각관과 ST52-3 사각관의 굽힘 특성

을 비교하였다. 그림 5는 하중-변위 그래프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5. 하중-변위 그래프 (Group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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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룹 A의 시험 결과를 통해 용접부의 위치에 따른 결과의 차이가 크지 않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

한, V-굽힘과 R-굽힘을 고려한 시험을 통해 최대 굽힘 하중이 V-굽힘에서 높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으

나, 굽힘 강성에 대해서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이때, V-굽힘이 고려된 사각관에서는 굽

힘 시험 후 모서리 부분에서 소성 변형 이후 파손이 확인 되었다. 그리고 ATOS60 용접 사각관과 ST52-3 

사각관의 굽힘 시험 결과를 통해 ST52-3 사각관의 최대 굽힘 하중이 V-굽힘 보다는 13~18% 높았고, R-굽

힘 보다는 32% 높았다. 굽힘 강성 역시 ST52-3 사각관이 V-굽힘 보다는 22% 높았고, R-굽힘 보다는 

20~29% 높았다. 이때, ST52-3의 두께가 0.6 mm 더 두껍게 제작되어 결과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준 것으로 판

단된다. 그림 6, 7은 최대 굽힘 하중 및 굽힘 강성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6. 최대 굽힘 하중 결과 (Group A)  

   

그림 7. 굽힘 강성 결과 (Group A) 

   다음으로 70x70 mm 단면을 갖는 그룹 B의 case 5, 6, 8에 대한 굽힘 시험 결과를 통해 ATOS60 용접 

사각관의 굽힘 특성을 확인하였다. 이때, 그룹 A와 마찬가지로 용접부의 위치가 상하로 위치했을 때와 

측면부에 위치 한 경우에 대해 결과를 비교 하였고, ATOS60 용접 사각관과 ST52-3 사각관의 굽힘 특성

을 비교하였다. 그림 8은 하중(P)-변위(δ) 그래프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8. 하중-변위 그래프 (Group B)

  그룹 B의 시험 결과를 통해 용접부의 위치에 따른 결과의 차이가 크지 않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리고 ATOS60 용접 사각관과 ST52-3 사각관의 굽힘 시험 결과를 통해 ATOS60 용접 사각관의 최대 굽

힘 하중이 21~25% 높았으나, 굽힘 강성은 ST52-3 사각관이 18~29% 높았다. 이때, 그룹 A의 결과와 달

리 최대 굽힘 하중이 ATOS60 용접 사각관이 높게 확인 되었으며, 이는 단면 두께가 그룹 A에 비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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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국부적인 좌굴 현상이 감소하여 하중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9, 10은 최대 굽힘 하

중(Max. load) 및 굽힘 강성(Flexural stiffness)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11은 각 시험별 사각관의 

변형된 형상을 보여준다.

그림 9. 최대 굽힘 하중 결과 (Group B)

   

그림 10. 굽힘 강성 결과 (Group B) 

그림 11. 굽힘 하중에 의한 사각관의 변형 모습

3.  비선형 굽힘 해석

  굽힘 시험에 대한 해석적 검증을 위해 유한요소 해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시험적 결과와 해석적 결

과를 비교하였다. 유한요소 해석을 통해 얻은 결과는 추후 용접된 사각관이 적용된 구조물이 적용된 

구조물에 대해 구조적 안전성 평가 시 사용될 수 있다. 해석에 사용된 유한요소 프로그램은 ANSYS 

v11.0이다.

3.1 유한요소 모델링 및 조건

  용접된 사각관 굽힘 해석에 사용된 유한요소 모델은 쉘 181 요소를 사용하여 사각관 단면의 중립축

을 모델링하였고, 두께 값을 적용하였다. 또한, 굽힘 시험에 사용된 하중 봉은 솔리드 45 요소로 모델

링하여 해석에 적용하였다. 이때, ATOS60 물성은 표 2와 같으며 해석 간에는 제작사에서 제공한 응력-

변형률 선도를 적용하였다. 사각관의 길이 방향에 대한 중심 절점들의 x축 변위를 구속 시켜주었으며, 

지지대가 위치하는 절점들은 y축, z축 변위와 x축, y축 회전을 구속시켜 주었다. 그림 11은 해석에 적

용된 유한요소 모델을 보여주며, 그림 12는 구속조건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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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OS60
Elastic modulus 

(GPa)
Yield strength

 (MPa)
Ultimate strength 

(MPa
185 544 640

표 2. ATOS60의 물성 데이터

그림 12. 사각관의 유한요소 모델링

   

그림 13. 구속 조건

3.2 굽힘 해석 결과

  ATOS60 용접 사각관의 굽힘 해석은 용접부를 고려한 모델과 V-굽힘과 R-굽힘 소성 변형에 의한 잔류

응력(prestress)이 고려된 모델에 대해 각각 비선형 해석을 수행하여 결과를 확인하였다. 이때, 용접

부의 물성과 V-굽힘, R-굽힘된 부분에 대한 정확한 물성을 얻을 수 없기에 각 부분에 대한 물성을 

ATOS60을 기준으로 50% 저하 시킨 후 시험 결과와 비교하였다.

  굽힘 시험과 해석을 통해 얻은 ATOS60 용접 사각관의 하중-변위 그래프를 통해 최대 굽힘 하중은 비

슷한 결과를 보였으나, 강성은 시험 결과가 선형 빔 이론식 결과와 해석 결과에 비해 작은 것을 확인

하였다. 이때, 하중-변위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용접부의 물성을 50% 저하 시킨 후 해

석을 수행하였으나, 강성 값의 변화는 미비하였다. 반면, V-굽힘, R-굽힘 소성 가공에 의한 영향을 고

려하여 물성을 50% 저하 시킨 후 해석한 결과는 강성 값이 시험에 가까워짐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굽

힘 강성은 용접부에 의한 영향보다 사각관 제작 시 굽힘 소성가공에 의한 잔류응력의 영향을 크게 받

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그림 13은 case 4, 6의 시험과 선형 빔 이론식, 해석을 통해 얻은 하중-변위 

그래프를 나타낸 것이며, 그림 14는 해석에 의한 변형 결과로서 굽힘 하중에 의한 국부적인 좌굴 현상

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4. 시험 및 해석 그래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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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굽힘 해석 결과

4.  결  론

  본 연구는 바이모달 트램에 적용될 예정인 ATOS60 용접 사각관에 대한 굽힘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 6

가지 종류의 사각관과 비교 시편인 ST52-3 사각관 2가지에 대해 시험을 수행하였고, 비선형 유한요소 

해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사각관 제작 시 V-굽힘이 적용된 사각관이 R-굽힘이 적용된 사각관보다 최대 굽힘 하중이 높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러나 R-굽힘이 적용된 사각관에서는 소성 변형만 일어났으나, V-굽힘이 적

용된 사각관에서는 굽힘 시험 후 모서리 부분에서 파손이 확인되었다.

  (2) 굽힘 시험 결과를 통해 ATOS60 용접 사각관은 같은 단면 크기를 갖는 ST52-3에 비해 강성 값은 

작았고, 굽힘 강도는 높은 값을 갖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때, 강성 값이 ATOS60 용접 사각관이 ST52-3

에 비해 작게 측정되었으나, 구동축 프레임에 적용 시 구조적으로는 안전한 것으로 판단된다. 

  (3) 비선형 유한요소 해석을 통하여 용접부위의 물성 변화와 위치는 굽힘 강성에 미비한 반면, 사각

관 제작 시 굽힘 소성 가공은 굽힘 강성 값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사각관 제작과

정의 굽힘 소성 가공 시 잔류응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법과 제작 공정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

되었다.

        

후  기

  본 연구는 (주)우진산전의 “시험과 수치적 기법을 통한 용접된 사각 각형관의 구조 특성 평가” 과

제의 일환으로 수행되었으며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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