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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imulation of vehicle crashes using the finite element method has made major advances in the last several years. 

Every major automotive company now uses CAE to perform virtual crash tests. Designers can mow quickly adjust the structural 

performance before performing a physical crash test. Compared to physical crash tests, the virtual simulation is less costly and 

faster which allows manufactures to reduce costs and vehicle development time. In order to produce more efficient and precise 

simulations, it is needed to adopt the dynamic property of materials and the failure modeling of resistance spot weld. The 

resistance spot weld in most current finite element crash models are characterized as a rigid beam at the location of the weld. The 

role of this rigid beam is simply to transfer the load across the welded component. The spot weld elements is design to be failed 

by some failure criteria which is function of axial and shear load at the rigid beam. For this reason, the calculation of the load at 

the rigid beam is important to predict the failure of the spot weld. In this paper, the numerical simulations are carried out to 

evaluate the calculation of the load at the rigid beam. The first study conducted is to examine the effect of mesh size on the load 

at the rigid beam. The effect of element shape on the welded components is, then, investigated. Finally, the location and the 

number of welded constrains is changed for the correct prediction of the load on the spot weld element. The analysis results 

demonstrate that the correct prediction of the load on the spot weld element is achieved by the change of the element shape on the 

welded component s and the location of welded constra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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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 
점용접은 자동화 기술에 의하여 대량생산에 적

합하고 균일한 용접 품질 확보가 용이하므로 자
동차, 철도 차량 등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특히 
자동차의 경우 주요 구조의 대부분이 점용접으로 
접합되어 있기 때문에 점용접의 파단 거동에 대
한 이해가 구조물의 강도나 충돌 해석을 수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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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있어서 필수적이다. 
차체 구조용 강판의 경우, 용접부의 파단은 

기하학적 대변형을 포함할 뿐 만 아니라, 용접

과정에서의 온도 변화에 의하여 용접부 및 인접

한 부분의 기계적 성질을 변화하게 되기 때문에, 
용접부의 파단은 기하학적 대변형에 의한 연성 
파단(ductile failure) 및 열영향부(heat affected zone)
에서의 재료 강도의 분포상태와 변형경화 그리

고 변형률 속도의 영향 등을 고려해야 하는 복
잡한 문제가 된다(1). 그리고 이외에도 용접점 자
체가 두 판재 사이의 기하학적 특이점(singular 
point)으로 작용하여 용접점이 응력 집중을 수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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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균열 형태의 결함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균
열 성장에 의거한 파괴역학적 접근은 반드시 고
려되어야 한다(2).  
재료 조직학적 접근 및 균열 성장에 의한 미시

적 접근 이외에도 전체적인 구조물의 구조 및 충
돌 해석을 위하여는 용접부의 파단을 거시적 관
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충돌해석과 같은 전
체 구조해석 단계에서 점용접부 주위를 상세하게 
모델링하는 것은 시간 및 비용 관점에서 그 효용

성이 매우 떨어진다. 따라서 거시적 접근방법에서

는 Fig. 1과 같이 용접점을 쉘요소로 구성된 요소

망에서 하나의 절점(node)으로 대체하여 정의하고, 
두 개의 판재 연결을 모사하기 위하여 절점을 연
결는 강체 요소(rigid beam element)를 용접부로 취
급한다. 그리고 거시적 모델의 파단은 강체요소에 
걸리는 조합하중이 식 (1)과 같이 설정된 파단 조
건에 도달하면 점용접부가 파단 된 것으로 간주

하여 강체 요소의 판재 연결기능을 해체한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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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거시적 접근 방법은 충돌 해석과 같

은 유한요소 해석에서 각 용접점의 파단이 포함

된 경우에 시도되고 있으며, 용접점 파단의 미시

적 현상 규명과 달리 각 점용접점 근처에서 상세

모델링을 생략하기 때문에 자동차의 구조 및 충
돌 해석과 같은 거대한 문제에 있어서 매우 효율

적인 접근 방법이다. 그러나 이러한 거시적 접근

이 효용성 및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무엇

보다도 Fig. 1과 같은 용접점의 모델링이 실제의 
하중특성을 정확히 예측하는가 하는 검증이 필요

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거시적 접근의 

효용성 및 정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강체 요소

로 대체된 모델링 결과에서의 하중 특성을 용접

부 근처를 상세요소로 모델링 한 결과와 비교 분
석하였다. 우선 기존의 대체된 용접부 모델링을 
검증하기 위하여 용접부 주변 유한요소의 크기를 
변화시켜 각 요소망에 대한 하중의 응답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용접부 주변 유
한요소의 요소망 형태 및 용접부 절점을 연결는 
강체 요소의 위치에 따른 영향을 조사하였다. 

 
Fig. 1 General modeling of the spot weld for structural 

analysis. 
 

 
Fig. 2 Schematic diagram of the tensile-shear type 

specimen. 
 

 
(a) 

 
(b) 

Fig. 3 Comparison of the modeling of the spot welded 
structure: (a) precise modeling of the spot weld; 
(b) substituted model of the spot weld. 

 

2. 용접부 모델링에 관한 유한요소해석 

 
2.1 유한요소 해석 모델 

하나의 강체요소로 대체시킨 용접부 모델의 
하중 예측 특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Fig. 2 와 같
은 인장-전단형 시편의 한쪽 끝 단을 고정하고 
다른 쪽 끝 단에 1.0 m/s의 속도 경계조건을 부
가한 경우에 대하여 유한요소 해석을 수행하였

다. 이러한 인장-전단형 시편에 대하여 Fig. 3 에 
기준이 되는 상세 모델링과 본 논문에서 검증하

고자 하는 강체 요소를 사용한. 용접부를 도시

하였다. 기준 상세모델의 경우 용접부가 648개
의 요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249개의 강체 연결

조건을 부가하여 두 판재를 연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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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Analysis result of the precise modeling for the 
tensile-shear type: (a) effective plastic strain; (b) 
load on the spot weld. 

 
유한요소 해석은 외연적 탄소성 유한요소 프로

그램인 LS-DYNA 3D를 이용하였다. 해석에 사용

된 재료는 SPRC 35R 이며, 유동 응력곡선은 충돌

해석에서 재료의 변형률 속도 특성과 열적 연화 
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Johnson-Cook model을 사
용하였다. Johnson-Cook 구성 방정식은 식 (2) 와 
같이 표현된다.  

]1][ln1][[ *m

TCBA n −++= εεσ &  (2) 

여기서 

 roommelt

room

TT
TTT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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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Troom은 상온(27 °C)이고 Tmelt는 용융점이다. 

Fig. 4에 기준이 되는 상세 모델링의 유효 변형

률 분포와 용접부에서의 하중을 도시하였다. 용접

점 너겟(nugget)부 주위로 변형이 집중되고 있으

며, 이때 용접부에 작용하는 하중은 약 10kN 정
도로 변형이 진행되면서 일정한 크기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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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omparison of the load on the spot weld 
between precise and substituted welding model 
with respect to the element size 

 
2.2 기존 대체 모델링의 검증 
앞 장에서 서술한 용접점을 하나의 강체요소

를 통하여 연결하는 대체 모델링에서 대체 모델

링의 하중 예측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본 논
문에서는 용접부와 주변 사각형 요소 격자의 크
기를 각각 10.0 mm × 10.0 mm, 7.5 mm × 7.5 mm, 
5.0 mm × 5.0 mm로 크기를 변화하여 해석을 수행

하였다. 일반적으로 차체 부재의 충돌해석에서 
유한요소 격자의 크기가 10.0 mm에서 5.0 mm 사
이이기 때문에 위와 같이 격자의 크기를 선정하

였다. 2.1절의 인장-전단형 시편에 대하여 유한요

소 해석을 수행하였다. Fig. 5에 2.1절의 용접점의 
상세 모델링에서의 작용하중과 비교하여, 대체 
모델링에서의 시간에 따른 작용 하중을 도시하

였다. 용접점을 하나의 강체 요소로 대체하는 
경우, 기준 상세 모델의 용점점 하중과 큰 차이

가 발생하는 것을 살펴 볼 수 있다. 이는 실제 
용접부의 경우에 너겟의 크기가 6.0 mm로 하나

의 강체 요소로 용접부를 모델링하는 경우 구속

력을 충분하게 부가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특히 요소의 크기가 작아질수록, 하나의 강체 
요소에 의하여 부가되는 구속 조건의 범위가 실
제 용접부와 비교하여 작기 때문에 오차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2.3 요소망 형상에 따른 영향 
앞 절에서 사각형 요소에 대하여 강체 요소로 

대체된 모델링의 하중 특성을 용접부 근처를 상
세요소로 모델링 한 결과와 비교한 결과,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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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Variation of the mesh shapes for the comparison 
of the load on the spot weld 

 
모델의 하중이 상세 모델과 비교하여 절반 정

도의 크기를 갖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대체 모델

링의 경우 충돌해석에서 용접부의 파단이 실제 
파단보다 지연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
다. 본 절에서는 이에 대한 자세한 검토를 Fig. 6
과 같이 용접부 주변 요소의 형태를 달리하고 강
체 요소의 개수를 동일하게 하여 해석을 수행하

였다.  요소의 크기는 10.0 mm × 10.0 mm, 7.5 mm 
× 7.5 mm, 5.0 mm × 5.0 mm 로 선정하였으며, 해석

조건은 동일하게 부가하였다. 각 요소망에 대하여 
용접점에 작용하는 하중을 Fig. 7에 도시하였다. 
용접점을 하나의 강체 요소로 대체하는 경우, 요
소망의 형태를 변화시키는 경우에도 기준 상세 
모델의 용점점 하중과 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살펴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사각형 요소의 경우에는 이러한 오차가 상대적으

로 크게 나타나며 초기 기울기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요소망의 형태를 사각 요소에 삼각 
요소를 함께 부가하여 사용되는 경우가 기준 상
세 모델과 비교하여 사각 요소보다 오차가 적게 
나타나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삼각 요소의 큰 강
성으로 인하여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a) 

 

(b) 
Fig. 8 Change of the location of weld constraints for 

the comparison of the load on the spot weld: (a) 
diamond type; (b) rectangular type 

 
2.4 강체 구속조건 변화에 따른 영향  

앞 절의 결과를 통하여 충돌 해석과 같은 구
조 해석에서 기존의 하나의 강체 요소로 점용접

부를 모델링하는 경우에 구속력의 부족으로 인
하여 용접부에 작용하는 하중이 부정확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구속력의 부족을 보완하기 
위하여 Fig. 8에 도시된 바와 같이 용접부의 모
델링을 하나의 절점이 아닌 방사형과 사각형의 
형태로 구속 조건을 변경하여, 용접부에 작용하

는 하중을 기존 상세 모델과 비교하였다. 구속 
조건의 변화 이외에 다른 해석 조건은 앞 항과 
동일하다.  

구속 조건의 부가 위치를 방사형으로 변경한 
경우에 용접점에 작용하는 하중을 Fig. 9에 도시

하였다. 구속 조건이 하나인 Fig. 7의 결과와 비
교하여 볼 때, 기준 상세 모델과의 오차가 크게 
감소하고 있음을 살펴 볼 수 있다. 하나의 강체 
요소로 용접점을 모델링하는 경우 이러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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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c) 

Fig. 7 Comparison of the load on spot weld with respect to the mesh shape: (a) 5.0 mm × 5.0 mm element; (b) 7.5 mm 
× 7.5 mm element; (c) 10.0 mm × 10.0 mm e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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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충분하게 부가하고 있지 못하지만, 구속 조
건이 방사형으로 부가된 경우에서는 실제 용접부

와의 구속 부가량 차이가 크기 않기 때문이다. 그
리고 방사형 경우에도 요소의 크기가 감소 할수

록 하중의 크기가 감소하고 있다. 요소망의 형태

에 따라 비교하면, 요소의 크기가 10.0 mm × 10.0 
mm 인 경우에는 rectangular 및 diamond 형태가 
기준 모델과 유사한 하중 분포를 보이고 있다. 그
리고 요소의 크기가 , 7.5 mm × 7.5 mm 에서는 
diamond mesh 가 가장 유사하며, , 5.0 mm × 5.0 mm 
에서는 union jack mesh가 가장 유사하다. 이는 요
소의 크기가 작아질수록 삼각형 요소의 적절한 
부가가 강성을 증가시켜 적절한 구속력을 부가하

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구속 조건의 부가위치를 사각형으로 변경한 

Case II 의 경우에 용접부에 작용하는 하중은 Fig. 
10과 같다. 이 경우에는 앞의 Case I 과 비교하여 
과도한 구속 조건이 부가되어 용접부에 작용하는 

하중의 크기가 요소의 크기 및 요소망의 형태에 
관계없이 기준 상세 모델의 하중보다 크게 예측

되고 있다. 이상의 유한요소 해석 결과 적절한 
구속 조건의 부가 및 용접부 주위의 모델링에 
따라 용접부에 작용하는 하중 특성이 변화하고 
있음을 살펴 볼 수 있다. 따라서 충돌 해석과 
같은 문제에서 해석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는 적절한 구속 조건의 부가가 필수적이다.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충돌 해석을 위한 용접부의 효
과적인 모사를 위한 용접부 모델링 기법에 관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하여 거시적 관점에서의 용
접부 모델링 기법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실제 충돌해석에서 용접부의 효과적인 모델링 

기법을 연구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기존 용접

부의 모델링 방법의 정확성을 검증하였다.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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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Comparison of the load on spot weld for welding constrains of diamond type with respect to the mesh shape: (a) 
5.0 mm × 5.0 mm element; (b) 7.5 mm × 7.5 mm element; (c) 10.0 mm × 10.0 mm e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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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Comparison of the load on spot weld for welding constrains of rectangular type with respect to the mesh 
shape: (a) 5.0 mm × 5.0 mm element; (b) 7.5 mm × 7.5 mm element; (c) 10.0 mm × 10.0 mm e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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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해석에서는 용접부를 하나의 강체 요소로 연
결하여 구속 조건을 부가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이에 대하여 요소의 크기 및 요소망의 형태, 용접

부에 작용하는 하중 조건을 변화하여 기존 모델

링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이러한 모
델링은 구속량의 부족으로 인하여 용접부의 하중 
특성을 정확하게 모사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하중 조건에 의하여 파단이 결정되는 현
재의 파단 조건식에도 오차를 포함하게 된다. 이
를 개선하기 위하여 구속 조건을 방사형으로 부
가한 결과 요소의 크기, 요소망의 형태, 용접부에 
작용하는 하중 조건을 변화 하여도 실제 용접부

에 작용하는 하중을 대체 모델링이 정확하게 예
측하고 있음을 검증하였다. 향후 실제 실험을 통
하여 용접부의 파단 모델을 결정하고 충돌해석에

서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추가

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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