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論文

체결부 및 공차를 고려한 구조물의 확률기반 동적 특성 연구

원준호*, 강광진*, 최주호*

Probabilistic Analysis of Dynamic Characteristics of Structures

considering Joint Fastening and Tolerance
Junho Won*, Kangjin Kwang*, Joo-Ho Choi*

ABSTRACT

Structural vibration is a significant problem in many multi-part or multi-component 

assemblies. In aircraft industry, structures are composed of various fasteners, such as bolts, 

snap, hinge, weld or other fastener or connector (collectively "fasteners"). Due to these, 

prediction and design involving dynamic characteristics is quite complicated. However, the 

current state of the art does not provide an analytical tool to effectively predict structure's 

dynamic characteristics, because consideration of structural uncertainties (i.e. material 

properties, geometric tolerance, dimensional tolerance, environment and so on) is difficult and 

very small fasteners in the structure cause a huge amount of analysis time to predict dynamic 

characteristics using the FEM (finite element method). In this study, to resolve the current 

state of the art, a new approach is proposed using the FEM and probabilistic analysis. Firstly, 

equivalent elements are developed using simple element (e.g. bar, beam, mass) to replace 

fasteners' finite element model. Developed equivalent elements enable to explain static 

behavior and dynamic behavior of the structure. Secondly, probabilistic analysis is applied to 

evaluate the PDF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of dynamic characteristics due to tolerance, 

material properties and so on. MCS (Monte-Carlo simulation) is employed for this. Proposed 

methodology offers efficiency of dynamic analysis and reality of the field as well. Simple 

plates joined by fasteners are taken as an example to illustrate the proposed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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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일반적으로 항공 구조물은 여러 파트들을 체

결하여 조립된다. 기존의 항공구조물 설계에서는 

이러한 체결부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

히 강체연결로 가정하여 진동해석을 수행하거나 

제작된 조립체의 진동특성을 측정한 후 역으로 

체결부의 특성을 추정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였

다. 그러나 이 방법은 많은 체결부의 특성을 적

은 수의 진동특성치를 가지고 추정하므로 정확도

가 의문시 될 뿐 아니라 시험을 위해 시간과 비

용의 손실이 발생한다. 또한 추정된 체결부의 특

성치는 해당 체결방식의 구조물에만 적용되므로 

새로운 체결이 발생 할 때 마다 새로이 시험 및 

역추정을 반복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

러한 문제 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체결부의 특성을 정확하게 고려하는 진동특성 예

측기술 개발이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현재의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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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특성 해석기술은 조립체의 해석에 있어 볼트, 

스냅/클립 등과 같은 체결부 상세모델의 적용에 

많은 비용과 시간을 요구한다. 한편 일반적으로 

구조물의 진동특성은 구성품 들의 재료산포 및 

치수산포로 인해 확률적 성질을 보이므로 단순한 

확정론적 동적 해석 만 수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

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

해 1. 볼트 체결부의 실제 모델을 대체할 수 있

는 효율적인 등가모델을 제시하고, 2. 공차해석 

기법을 적용함으로써, 재료의 산포 및 공차 등으

로 인한 체결부가 포함된 구조물의 동적특성의 

확률분포를 계산하는 효율적인 방법을 제시한다.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사례는 다음과 같다. 

우선 볼트체결과 관련된 논문을 살펴보면, Guo와 

Ali[1]는 볼트에 의해 체결된 2장의 plate를 쉘(shell)

요소로 모델링 후 굽힘, 전단, 인장 하중을 각각 적

용한 후 볼트 부 상세모델과 20가지의 대체모델의 

응력결과를 비교하였으며, 이결과를 바탕으로 4가

지 대체모델을 선정 후 Rear bumper beam bracket

의 피로해석에 적용하였다. Kim, Yoon 및 Kang[2]은 

볼트체결부에 대한 상세모델과 3가지 대체모델에 

굽힘 및 전단하중에 대한 정적 거동을 실험과 비교

하였으며, 고유진동수에 대한 비교도 실시하였다. 

공차해석과 관련된 연구사례는 다음과 같다. 어셈블

리의 공차를 예측하기 위해 어셈블리를 구성하고 있

는 파트의 공차를 누적(stack-up) 하는 Worst Case 

기법이 적용된 이 후 많은 통계적인 기법이 발표되

었다. Bender[3], Burr[4], Chase and Greenwood[5], 

Fortini[6], Gladman[7], Spotts[8] 등은 RSS(root sum 

square)방법을 이용하여 기계구조물의 공차를 해석

하였으며, 부품이 가지는 산포의 범위가 허용공차의 

범위보다 넓을 경우에 대한 해결책을 Croft[9] 가 제

시했다. 어셈블리의 공차를 함수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Taylor 급수를 이용한 

Evans[10][11]의 모멘트 방법도 있다. Hasofer와 

Lind[12]에 의해 제시 된 신뢰도비교지수(Reliability 

index)를 Parkinson[13]이 공차해석에 적용하였다.

2. 볼트체결부 등가모델 개발 및 검증

볼트체결부가 포함된 구조물의 거동해석을 위

해서는 체결부에 작용하는 예력(Pretension), 접촉

부의 마찰 등을 고려한 상세한 3차원 모델링이 

필요하지만, 실제 구조해석 시 이러한 점들을 정

확히 고려하기 위해서는 많은 수의 유한요소와 

복잡한 모델링이 필요하며, 이로 인해 해석시간

이 길어지는 단점이 있다. 또한, 접촉과 같은 비

선형 거동으로 인해 수렴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문제점들이 있으며, 모드해석, 주파수응답해석 

등에는 접촉을 고려한 해석이 불가능한 상황이

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실제 현장의 엔지니

어들이 체결부가 포함된 모듈단위의 구조물에 대

한 해석을 수행할 경우 일반적으로 쉘요소로 구

조물을 모델링 하고, 체결부를 간략한 모델로 대

체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본 장에서

는 실제 현장에서도 쉽게 적용이 가능한 쉘요소

와 빔요소로 구성된 볼트체결부 등가모델을 개발

하고 상세모델과 비교하여 그 타당성을 입증한

다.

Fig. 1 Finite element model for bolted joint

2.1 볼트체결부 상세모델

등가모델 개발을 위한 볼트체결부 상세 유한

요소모델은 Fig. 1과 같으며, ANSYS에서 제공하

는 2차원 plane42를 사용하였으며, 축방향대칭

(axi-symmetry) 옵션을 지정하였다. 볼트와 상판, 

상판과 하판, 하판과 너트의 접촉부는 contact172

와 target169를 사용하여 모델링 하였으며, 동마

찰계수는 0.2로 설정하였다. 모델의 치수는 상, 

하판의 두께가 각각 두께 3mm, 4.5mm, 가로축 

반경 45mm, 볼트 홀 반경 6.25mm이며, 볼트는 

몸통 반경 6mm, 볼트 머리 반경 9mm인 M12를 

사용하였다. 볼트의 탄성계수는 300GPa, 상판 및 

하판의 탄성계수는 200GPa로 설정하였다. 

볼트 체결 시 발생하는 예력을 적용해 주기 

위한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볼트 몸통에 1. 가상

의 초기변형률(initial strain)을 적용하는 방법과, 

2. 열팽창계수( , thermal expansion coefficient)

를 가상으로 정의하고 가상의 온도차()를 결

정하여 식(1)과 같이 초기변형률을 적용하는 방

법이 있다.

0Ta eD =              (1)

본 연구에서는 볼트 몸통에 수직방향 열팽창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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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단위 열팽창계수(  )로 고정함으로써, 수직

방향 초기변형률을 온도차로 정의하였다. Fig. 2

는 볼트몸통부의 온도차가 -0.01일 때의 볼트와 

상, 하판의 응력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MN

MX

X
Y
Z

(a) Equivalent stress contour of bolted joint

(b) Equivalent stress contour of flange

Fig. 2 Stress contour of bolted joint

2.2 볼트체결부 등가모델

볼트체결부 상세모델을 대체하기 위한 등가모

델은 볼트에 작용하는 예력을 정의할 수 있어야 

하며, 볼트/너트와 상/하판의 접촉을 고려해야 한

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등가모델의 볼트 대체 

모델은 Fig. 3과 같이 체결부위 상, 하에 볼트머

리와 너트에 해당하는 노드를 생성하고, 볼트 몸

통에 해당하는 빔요소(Fig. 3의 A)를 정의한다. 

그리고 볼트와 상판, 볼트와 하판의 접촉은 강체

요소(Fig. 3의 B)를 사용하여 연결하고, 상/하판의 

접촉부는 빔요소(Fig. 3의 C)를 정의한다. 한편 

상/하판 또한 solid 요소 대신 SHELL63을 이용함

으로써 계산효율을 제고한다.

볼트체결 후 정적 평형 상태에서의 예력은 

Fig. 4와 같은 두 개의 스프링의 체결상태를 가

정하고, 식(2)과 같이 간단히 정리 할 수 있다. 

Fig. 3 Composition of Equivalent model

Fig. 4 Concept of pretension

,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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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Fig. 4의 스프링①을 스프링②에 체결하기 위

해서는 Fig. 4(b)와 같이 초기변형이 발생하며, 

체결 후 정적 평형(c)에 도달한 경우 두 스프링

은 예력()을 받게 되된다. 이러한 정적평

형에 대한 수학적 표현이 식(2)이며,  ,  ,  

및 는 스프링①의 초기 길이, 단면적, 탄성계

수, 강성을 각각 의미한다. 그리고 , ,  

및 는 스프링②의 초기 길이, 단면적, 탄성계수 

및 강성을 의미하며, 결국 정적평형상태에서의 

예력은 스프링①의 초기변위와 두 스프링의 강성

( )를 통해 표현된다. 

( )
( )

0 ( )
i i

s T i

s p pretension

T s p s p pretension

L L

k k F

L k k k k F

d de
d

= =
-

+
=

- +   (3)

이 결과로부터 볼트체결부의 예력이 결정되면 

이와 동등한 초기변형률을 식(3)에 의해 볼트 몸

통에 해당하는 빔요소 Fig. 3 A에 정의할 수 있

다. 실제 볼트체결에 위 식(3)을 적용함에 있어 

볼트몸통의 강성계수에 해당하는 는 볼트몸통

의 단면적 와 탄성계수  그리고 볼트머리의 

중심에서 너트 중심까지의 거리 를 적용하였

다. 그러나 볼트/너트 사이에 위치한 적층판의 

경우는 Fig. 2(b)와 같이 잘린 원추모양(c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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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ural frequency

mode
Detail model

(Hz)

Equivalent model

(Hz)

1st 13.98 13.79

2nd 114.26 107.05

3nd 175.67 173.15

4th 265.85 234.60

5th 384.36 266.15

frustum)의 응력구배를 형성하는데 이러한 현상

을 고려하기 위해 Shigley와 Micshke(14) 가 제시

한 식(4)를 활용한다.

1

tan
(2 tan )( )ln
(2 tan )( )

1

pi

n

p
i pi

P Edk
t D d D d
t D d D d

k
k

p a
ad
a

-

= =
+ - +
+ + -

æ ö
= ç ÷ç ÷
è ø
å  (4)

식의 는 Shigley와 Micshke의 연구결과에 따라 

로 가정하고 를 계산, Fig. 5 와 같이 상,

하판의 접촉부위를 산정 후 이 부위에 Fig. 3C에

서 보는 바와 같이 빔요소를 연결한다.

Fig. 5 Definition of cone frustum & contact area

Fig. 6 Finite element model for Detail & Equivalent model

Fig. 7 Displacement & deflection of Detail & Equivalent
model

Table 1 Displacement & deflection of Detail & Equivalent
model

Detail
model

Equivalent
model

Detail
model

Equivalent
model

Detail
model

Equivalent
model

20.00 7.99E+00 7.99E+00 9.60E-01 9.60E-01 1.57E+01 1.57E+01

29.70 8.66E+00 8.66E+00 1.04E+00 1.04E+00 1.70E+01 1.70E+01

40.77 9.43E+00 9.43E+00 1.13E+00 1.13E+00 1.85E+01 1.84E+01

50.74 1.01E+01 1.01E+01 1.21E+00 1.21E+00 1.99E+01 1.98E+01

63.43 1.10E+01 1.10E+01 1.32E+00 1.32E+00 2.16E+01 2.14E+01

71.03 1.15E+01 1.15E+01 1.39E+00 1.39E+00 2.27E+01 2.25E+01

79.61 1.21E+01 1.21E+01 1.46E+00 1.46E+00 2.39E+01 2.36E+01

89.29 1.28E+01 1.28E+01 1.55E+00 1.55E+00 2.53E+01 2.49E+01

100.22 1.36E+01 1.36E+01 1.65E+00 1.65E+00 2.68E+01 2.64E+01

112.56 1.44E+01 1.44E+01 1.76E+00 1.76E+00 2.86E+01 2.81E+01

126.49 1.54E+01 1.54E+01 1.89E+00 1.89E+00 3.05E+01 3.00E+01

142.21 1.65E+01 1.65E+01 2.03E+00 2.03E+00 3.28E+01 3.22E+01

159.96 1.77E+01 1.77E+01 2.20E+00 2.20E+00 3.53E+01 3.47E+01

180.00 1.91E+01 1.91E+01 2.39E+00 2.39E+00 3.82E+01 3.75E+01

X-Dir.
Distance

[mm]

Tension-2000[N]
Uz[mm]

Shear-500[N]
Uy[mm]

Bending-50[N]
Uz[mm]

2.3 정적거동 비교

Fig. 6 은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등가모델과 체결

부 상세모델을 나타낸 것으로, 굽힘(bending), 인장

(tension), 전단(shear) 하중을 각각 50N, 100N, 100N

씩 체결부 우측 끝 단에 적용하였으며 해석 결과 체

결부 우측 20~180mm구간에 발생하는 변위를 Fig. 

7 과 Table 1에 나타내었다. 이로부터 등가모델과 

상세모델을 이용한 두 해석결과는 거의 일치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Table 2. Comparison of natural frequency

(a) 5
th
mode shape of Detail model

(b) 5
th
mode shape of Equivalent model

Fig. 8 5th mode shape of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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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동적거동 비교

제안된 등가모델의 동적특성을 구하기 위해 

모드해석을 통하 Table 2와 같이 고유진동수를 

구하고 상세모델의 결과와 비교하였다. 상세모델

의 경우는 Fig. 5와 같이 원추형 응력구배를 형

성하는 구간을 접합(merging)하여 모드해석을 수

행하였다. Table 2의 결과를 보면 1~3차 모드의 

고유진동수의 경우 상세모델과 등가모델이 잘 일

치하는 것을 볼 수 있지만, 4차 모드의 경우 고

유진동수가 약 10%정도 차이를 보인다. 그리고 5

차 모드의 경우는 고유진동수 및 모드형상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모드형상에 대한 비교는 

Fig. 8에 나타내었다. 이러한 4~5차 모드에 대한 

고유진동수 및 모드형상에 대한 차이에 대해서는 

추 후 비교/분석을 실시할 예정이다. 

볼트 체결부에 sine-sweep 시험 즉, 정현파 형

태 가진의 주파수를 증가시키는 방법의 하모닉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사용한 방법은 직접변위법

(direct displacement method)이며, 그 결과는 Fig. 

9와 같이 상세모델과 등가모델이 유사한 결과를 

보인다.

Fig. 9 Result of harmonic analysis

Fig. 9 Dimension of bolted joint

3. 볼트체결부 등가모델 확률기반해석

볼트체결부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포들에 의해  

나타나는 특성치의 산포를 구하기 위하여 앞에서 

제시한 등가모델에 몬테칼로 시뮬레이션(Monte 

Carlo Simulation, MCS)를 적용하였다. 산포변수

는 2.2절에서 사용한 모델을 바탕으로 할때 두 

판의 치수, 탄성계수, 밀도 및 체결부 강성이며 

이들을 모두 변동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 

COV)가 0.01인 정규분포로 가정하였고 Fig. 10 

및 표  3에 변수명 및 값을 수록하였다. MCS를 

위해 이들 변수 마다 2000개의 샘플을 추출하였

다. 

Table 3 Uncertainties of dimension & material
property

확률
변수

분포
확률
변수

분포

LA N(180.0, 1.8) H1 N(3.0, 0.03)

LB N(180.0, 1.8) H2 N(4.5, 0.045)

RA N(6.25, 0.0625) E1 N(200.0, 2.0)

RB N(6.25, 0.0625) E2 N(200.0, 2.0)

D N(6.0, 0.06) Dens1 N(1e-6, 1e-8)

EB N(300.0, 3.0) Dens2 N(1e-6, 1e-8)

3.1 치수공차의 산포

Table 3과 같은 산포에 의해 볼트체결부에 발

생하는 치수산포는 크게 두께(   )와 길

이(   )를 예로 들 수 있다. 최종두께의 

경우 평균이 7.5, 표준편차가   의 

정규분포임을 쉽게 알 수 있는 반면, 최종길이의 

경우는 각 치수의 산포와 볼트 직경에 따라 겹침 

길이에 대한 제한이 발생하기 때문에 좌측 끝단

에서 하판 볼트 구멍 중심까지의 거리()에 대하

여 다음의 두 조건    ,  ≥ 의 경우를 

고려해야 한다.    ,  ≥ 의 각 경우에 대

한 제한조건은 식(5), (6)에 각각 나타내었으며

( ) ( )A A BL R C R D+ - - ³        (5)

( ) ( )B A AC R L R D- - + ³        (6)

MCS 수행 시 위 조건의 만족 여부에 따라 샘

플의 채택여부를 결정하였다. 그 결과 최종길이 

 는 Fig. 11의 (a)와 같이 평균이 359.90이고, 

표준편차가 3.42인 분포를 나타내었다. 본 모델

에서는 이렇게 최종길이를 산포로 구하는 것이 

특별한 의미를 가지지 못하나 우측단이 다른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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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an Standard
deviation

Percentile value

5% 95%

uz 37.5023 1.1411 35.6660 39.4186

1st 13.7138 0.2275 13.3306 14.0886

2nd 105.1935 1.1801 103.2374 107.1028

3rd 172.2691 1.6541 169.5393 175.0036

4th 234.6099 0.8440 233.2409 236.0207

5th 265.6122 3.8076 259.2755 271.8112

위에 근접한 경우는 상황이 달라진다. 즉 우측단

의 치수산포 특성에 따라 다른 부위와 간섭이 발

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모델에서 이러한 산포

분석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3.2 정특성 및 동특성의 산포

등가모델 우측 끝단에 굽힘 하중을 적용 한 후 

볼트 체결부 및 상하판의 탄성계수와 치수의 산포를 

고려한 정해석을 수행하였다. 2000개의 샘플에 대

해 각각 해석을 실시하여 변위를 구한 결과가 Fig. 

11 (b)에 있으며, 소요된 시간은 2320초(약39분)이

다. 한편 상세모델을 가지고 접촉을 고려한 정해석

을 할 경우에는 1회 해석에2025초(약 33분)이 걸리

므로 이 둘을 비교할 경우 등가모델 계산시간이 거

의 2천분의 1 정도임을 알 수 있다. 

동일한 입력변수의 산포를 이용해 모드해석을 실

시한 결과 중 1차, 5차 고유진동수의 분포를 Fig. 12

에 나타내었고, 1~5차 고유진동수 및 정하중에 의한 

처짐을 표 4에 정리하였다.

Fig. 11 PDF of LT & uZ

Fig. 12 PDF of Natural frequency

Table 4 MCS result of static & modal analysis

4. 결 론

본 연구를 통해 1. 상세모델을 대체할 수 있는 

등가모델을 개발하였고, 2. 정해석 및 동해석에 

등가모델이 사용될 수 있음을 보였다. 3. 긴 시

간을 요구하는 해석에 적용이 어려웠던 확률분석

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앞으로의 연구 방향은 1. 실제 실험을 통해 등

가모델의 타당성을 확보할 것이며, 2. 기하공차 

및 동적특성을 고려한 확률해석방법에 대한 연구

를 진행 할 예정이다. 3. 볼트, 스냅/클립등과 같

은 체결체의 예압의 산포를 효율적으로 정량화 

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수행 할 예정이며, 끝

으로 미처 확인을 못했던 2.4절의 4~5차고유진동

수에 대한 비교/분석을 실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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