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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초  록 

 

산업 전반에 걸친 구조물 제조 공정에서 경제성과 작업성 그리고 구조강도 

측면에서 널리 적용되고 있는 용접은 용접연결부의 기하학적 노치 형상과 용접

결함, 가열 및 냉각에 따른 금속조직의 열화, 인장잔류의 영향 등에 의한 피로

강도 저하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반복하중을 받는 용접구조물에서 피로강도 

평가는 매우 중요한 설계검토항목이며 대부분의 산업규격 및 선급에서는 용접

구조물에 대한 피로강도평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산업규격 및 선급에서 제

시하고 있는 피로강도 설계기준은 하중 작용점과 멀리 떨어진 용접부를 기준으

로 정의되어 있으며 지게차 작업장치의 채널형 용접 빔 구조와 같이 하중 작용

부가 용접부 인근에 존재하는 구조물의 경우 관련 피로강도 평가 연구 사례가 

없어 명확한 피로설계 근거를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하중 작용부가 용접부 인근에 존재하는 구조물에 대한 피로강도 평가 설계 

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채널형 용접 빔 구조를 가지는 지게차 작업장치 마스트

에 대한 응력계측, 유한 요소 해석 및 피로시험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응력계측 및 유한 요소 해석 결과, 지게차 작업장치 마스트의 하중 작용부 

인근 용접부의 국부영역에서는 국부적인 변형에 따른 응력거동 특성을 나타내

며 하중 작용부를 제외하면 응력계측, 유한요소해석, 빔이론으로 평가한 마스트 

구조물의 응력평가 결과가 비교적 잘 일치하였다.  

구조해석을 통해 국부 집중하중을 받은 채널형 용접 빔 용접부의 정적강도

와 피로강도를 평가하였다. 또한 시험계획법과 변수별 구조해석을 통해 채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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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 빔 용접부의 정적강도와 피로강도 정식화를 수행하고 채널형 용접 빔 용

접부의 정적강도와 피로강도를 평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채널형 용접 빔 용접부의 핫스팟 응력을 피로시험과 유한 요소 해석으로 

평가하고 이로부터 용접부의 형상편차 등을 고려한 노치 피로응력을 평가할 수 

있는 기법을 제안하였다.   

피로시험 및 유한 요소 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집중 국부하중을 받는 채널

형 용접 빔 용접부의 피로강도 설계기준을 정립하였다. 

 

주요어 : 집중하중, 용접구조물, 피로강도, 피로시험, 유한요소해석 

학   번 : 2011-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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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한국의 조선산업은 1990 년부터 2010 년까지 20 여 년간 세계 조선 시장의 

약 70%로 1 위를 점유하였으나 2008 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 및 

선박 수주 급감, 저유가 기조에 따른 에너지 기업들의 해양플랜트 발주 연기 

및 취소, 중국과 일본업체의 추격 등으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국내의 조선 3 사에는 2015 년에만 8 조 5,000 여억원의 적자가 발생하였으며 

향후 몇 년간은 이러한 극심한 불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림 1-1은 최근 13 년간 선박 발주량 및 건조량을 나타내고 있다[1]. 

반면, 세계 각국의 창고 공간 확대, 전자상거래 확산, 교체수요 등으로 

지게차 시장규모는 지속적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시장규모가 2015 년 

353 억 달러에서 2021 년에는 559 억 달러로 증가하여 세계 조선시장 규모를 

추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림 1-2 는 2010 년부터 세계 지게차 

시장규모의 변화를 나타낸다[2].  

이와 같이 세계 지게차 시장규모가 지속적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국내 지게차 생산업체는 5% 내외의 낮은 세계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조선 산업의 불황에 따른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성장세에 있는 지게차에 대한 시장 점유율과 매출 증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기술개발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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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선박 발주량 및 건조량 추이 

 

 

그림 1-2 세계 지게차 시장 규모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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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의 시장 점유율과 매출 증가를 위해서는 시장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신모델 개발 일정 단축, 지게차 작업장치의 최적 구조설계를 통한 경량화, 

품질문제 감소를 통한 품질비용 절감, 설계표준화를 통한 설계자 간 설계품질 

균등화 등이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지게차의 핵심 구성품 중 하나인 

작업장치의 설계기준 정립 및 표준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지게차 작업장치는 

화물을 싣고 상하 운동하는 기능을 하며 대형 지게차의 경우 용접구조물로 

제작된다. 그림 1-3 은 지게차 작업장치의 위치를 나타내며 지게차 작업장치는 

화물을 싣는 부분인 포크와 캐리지, 화물을 실은 포크와 캐리지가 상하운동을 

할 때 기둥역할을 하는 마스트로 구성된다.   

 

 

 

그림 1-3 지게차 작업장치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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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작업장치의 마스트는 채널형 용접 빔 구조물로써 그림 1-4 와 같이 

하중 F 가 용접부 인근에 위치하는 특징을 가진다. 이와 같이 작용하중이 

용접부에 인접한 경우 용접부에 발생하는 응력은 하중작용점에서의 불균일한 

응력구배와 용접부의 기하학적 형상변화에 의한 응력집중의 영향을 동시에 

받으며 용접부는 하중 작용 특성에 따른 충분한 강도를 가지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그림 1-4 용접부 근처에 집중하중이 작용하는 구조물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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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해양, 플랜트, 토목, 자동차 등 산업 전반에 걸친 구조물 제조 

공정에서 용접은 경제성과 작업성 그리고 구조강도 측면에서 널리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용접구조물에는 용접연결부의 기하학적 노치 형상과 용접결함, 

가열 및 냉각에 따른 금속조직의 열화, 인장잔류의 영향 등에 의한 피로강도 

저하가 발생하게 된다[3-6]. 따라서, 반복하중을 받는 용접구조물에서 

피로강도 평가는 매우 중요한 설계검토항목이며 대부분의 산업규격 및 

선급에서는 용접구조물에 대한 피로강도평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7~11].  

산업규격 및 선급에서 제시하고 있는 피로강도 설계기준은 용접구조물의 

연결형상에 따른 피로시험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립되어 왔다. 이 때, 

용접구조물에서 높은 피로하중을 받는 주요 용접부는 하중 작용점과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기존의 피로시험은 하중작용점과 

용접부 사이의 거리가 충분히 먼 시험편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그림 1-5 는 

용접부와 하중 작용점 사이의 거리가 충분히 떨어진 시험편에서의 응력분포의 

예를 나타내는데 Saint Venant’s principle[12-14]에 의해 하중 작용점에서의 

불균일한 응력구배가 공칭응력인 nominal stress 의 형태로 바뀌고 용접부 

인근에서 기하학적 형상변화에 의한 응력집중으로 다시 불균일한 응력구배의 

형태를 나타내게 된다.  

그러나 그림 1-4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채널형 용접 빔 구조를 가지는 

지게차 작업장치 마스트는 하중 작용점과 용접부가 인접해 있으며 이와 같은 

용접부에 대한 피로강도 평가 연구 사례가 없어 지게차 작업장치 마스트와 

같은 채널형 용접 빔 구조물의 용접부 피로평가를 위한 명확한 피로설계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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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하중을 받는 용접부의 응력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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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 현황 

지게차 작업장치의 강도와 관련된 체계적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며 

일반적으로 기존 설계 실적을 바탕으로 신규모델의 설계를 수행하고 있다.   

Figueiredo 등[15]은 캐리지의 포크에서 발생한 피로파괴 사례를 대상으로 

파면분석, 강도/충격치 시험, 응력확대 계수 평가를 수행하고 파손 발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Ehland 등[16]은 지게차의 이동 중 발생하는 동적거동을 평가하기 위해 

진동해석 모델을 제안하고 실차계측 결과와 비교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Pantazopulos 등[17]은 캐리지의 포크에서 발생한 파손에 대해 파면분석과 

구조해석을 수행하였으며 설계하중을 초과하는 과하중과 표면에 존재하는 작은 

결함에 의해 파손이 발생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Massone 등[18]은 포크에서 발생한 피로파괴 발생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파면분석과 구조해석 연구를 수행하였다.  

강도와 경제성이 동시에 고려된 최적 구조설계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피로하중에 대한 구조물의 정확한 강도를 평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용접부 

피로강도를 정확히 평가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용접부에 적용되는 피로강도 평가 방법에는 응력-수명(Stress-Life), 

변형률-수명(Strain-Life) 그리고 파괴역학적 방법이 있으며 [19], 본 

절에서는 각 피로강도 평가 방법에 대한 연구현황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1.2.1 응력-수명 방법 

응력-수명 방법은 구조물의 피로파손 현상을 정량화하기 위해 

1850 년경부터 시도된 최초의 방법이며 구조물에 발생하는 반복응력이 클수록 

피로수명은 감소하는, 직관적으로 추정 가능한 현상을 시험적으로 평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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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부터 응력-수명의 관계식을 도출하는 과정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응력-

수명관계식은 흔히 변동응력 S(Stress)와 피로수명 N(Number of cycles)을 

연결하는 그래프인 S-N 선도로 표현되며 Basquin[20]이 제안한 log-log 

관계식으로 정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모재의 경우 환봉에 대한 

회전굽힘시험으로 응력-수명 데이터를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며 4 점 지지 

형태로 시험편에 굽힘하중을 작용시켜 일정한 인장응력과 압축응력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때의 피로수명을 평가한다. 이 때, 응력은 빔이론으로 

평가되는 공칭응력이며 소성영역은 고려하지 않는다. 따라서 응력-수명 방법은 

응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고주기피로 수명 평가에 적합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모재 피로시험편의 경우 표면에 노치가 존재하지 않도록 연마가공을 하고 

단면의 직경을 7mm 내외로 선정한다. 또한 동일한 크기의 인장응력과 

압축응력을 반복적으로 받으므로 응력비 즉, 최대응력과 최소응력의 비는      

-1 이며 평균응력은 0 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응력-수명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제 구조물의 피로강도를 평가하기 위해 평균응력의 영향, 부재 두께의 영향, 

표면상태의 영향 등을 고려한 피로강도 평가 관련 연구들이 수행되었다[21-24]. 

용접부의 응력-수명평가방법에서 피로응력을 정의하는 방법은 크게 

공칭응력(nominal stress), 노치응력(notch stress), 핫스팟응력 (hot spot 

stress)으로 나눌 수 있다[25].  

공칭응력은 피로강도를 평가하고자 하는 용접부를 포함하는 단면에서의 

응력을 빔이론으로 평가한 평균응력으로 각 산업규격과 선급 등에서 용접부 

조인트 형상에 따른 공칭응력 기준의 S-N 선도를 정의하고 있다[7-11].         

Ferrica 와 Branco[26]는 십자 및 T 용접부에 대해 용접부 형상과 

판두께가 용접부의 피로강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Gurney[27]는 

용접부 피로에 미치는 판두께와 평균응력의 영향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Maddox[28]는 용접부 조인트 형상에 따른 설계 피로선도를 구축하기 위한 

기초 연구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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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치응력은 용접부 토우 또는 루트에 특정한 반경을 가지는 노치가 있는 

것으로 가정하고 이론적 방법 또는 구조해석적 방법으로 평가하는 응력으로 

Radaj[29], Köttgen[30] 등에 의해 제안되었으며 노치 반경을 1mm 로 고려한 

응력을 기준으로 피로강도 또는 수명을 평가하는 것을 표준으로 하고 있다. 

Morgenstern 등[31]은 알루미늄 재질에서 노치 응력으로 피로강도 또는 수명을 

평가할 수 있는 표준을 제안하였다.  

핫스팟응력은 응력계측 또는 구조해석적 방법으로 평가하는 응력으로 

용접토우에서 일정 거리에 있는 2 점 혹은 3 점의 응력을 외삽하여 용접토우의 

응력을 평가한다. 핫스팟응력은 1985 년 Almær-Næss[32]에 의해 

제안되었으며 각 선급 및 산업 규격에서 용접부 피로강도 평가를 위한 표준 

방법의 하나로 적용하고 있다.  

구조해석으로 평가하는 경우, 요소의 크기 및 종류 등에 따라 

핫스팟응력은 달라질 수 있으며 일관된 핫스팟응력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었다[33-36].  

 

 

1.2.2 변형률-수명 방법 

변형률-수명 방법은 구조물에 발생하는 반복 변형률이 클수록 피로수명은 

감소하는 현상을 시험적으로 평가하고 이로부터 변형률-수명의 관계식을 

도출하는 과정으로 요약할 수 있다. 대부분의 구조물은 탄성한도 내에서 

거동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부재가 연결되는 응력집중부에서는 

국부적으로 소성영역을 초과하기도 한다. 응력-수명 방법은 재료의 탄소성 

거동을 고려하지 않는 반면 변형률-수명 방법에는 탄성변형률과 소성변형률이 

같이 고려된다. 따라서, 변형률-수명 방법은 항복응력을 초과하는 높은 

피로응력이 작용하는 저주기 피로영역에서 응력-수명 방법보다 정확한 결과를 

도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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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성변형률 및 소성변형률과 피로수명의 관계를 도출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어 피로강도계수, 피로강도지수, 피로연성계수, 

피로연성지수로부터 피로수명을 예측할 수 있는 추정식이 개발되었으며 적정 

피로강도계수, 피로강도지수, 피로연성계수, 피로연성지수를 선정하기 위한 

연구가 수행되었다[37-39]. 또한 Morrow, Manson, Smith 등은 변형률-수명 

방법에서 평균응력의 영향을 고려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40-42]. 

용접부 토우에서 발생하는 피로파손은 대부분 용접부와 모재 사이에 

존재하는 열영향부에서 발생하며 좁은 열영향부 영역으로 인해 피로강도계수, 

피로강도지수, 피로연성계수, 피로연성지수를 시험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인위적인 가열 및 냉각으로 모사한 용접열영향부에 대한 

피로물성 및 피로강도를 평가하는 연구가  수행된 바 있다[43-48]. 그러나 

용접조건과 용접시공상 발생할 수 있는 변수들로 인해 열영향부의 변형률-수명 

평가를 위한 물성확보가 쉽지 않으며 용접부 피로강도 평가에 변형률-수명 

방법은 많이 적용되지 않는 추세이다.  

 

 

1.2.3 파괴역학적 방법 

파괴역학적 방법은 1920 년대에 Griffith[49]에 의해 초기 개념이 

정립되고 이후 Irwin[50]에 의해 발전되었으며, 초기 균열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균열의 진전여부를 평가하거나 균열 발생 후의 진전속도를 평가하고 

최종 파괴가 발생할 때까지의 수명을 평가하는데 적용된다.  

파괴역학적 방법에서는 피로하중의 작용에 따른 응력의 변화와 구조물의 

형상, 균열의 크기에 의해 정의되는 응력확대계수로부터 균열진전 속도를 

평가하며 응력확대계수와 균열진전 속도의 관계식은 피로균열진전 

시험으로부터 결정되는 균열진전 상수 및 지수에 의해 정의된다[51-54].  

Wu[55]는 알루미늄합금 5083-H321 의 모재, 용접부, 보수 용접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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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열진전 시험 및 3 차원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여 모재와 용접부의 

균열진전속도는 유사하며 보수용접부의 균열진전속도는 모재 및 용접부의 

균열진전속도보다 빠름을 확인하였다.  

Sanders 와 Lawrence[56]는 용접부에서 용접비드를 제거할 경우, 

용접비드를 제거하지 않은 용접부와 다른 균열진전 특성을 나타내며 이는 

용접비드 제거 시 발생하는 용접잔류응력과 용접결함의 재분포에 의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Ferrica 등[57]은 십자형과 T 자형 용접부의 피로특성에 미치는 용접부 

형상의 영향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부재의 두께와 용접 토우의 

노치반경이 용접부의 피로수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인자라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Bell 과 Vosikovsky[58]는 여러 균열이 존재하는 해양구조물 T 자형 

용접부의 피로균열 발생과 진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여러 개의 반타원 

형태로 발생한 용접토우부의 균열이 합쳐져서 큰 규모의 균열로 성장함을 

확인하였으며 이와 같은 균열의 결합이 균열성장의 주요한 인자인 것으로 

분석하였다.  

Murthy 등[59]은 스틸파이프 용접부의 균열 발생 및 진전 특성에 대한 

피로시험을 수행한 결과 용접부의 전체 피로수명 중에서 균열진전 수명이 

차지하는 비중이 75%에서 89 %임을 확인하였다. 

P. Dong 과 J. K. Hong 등은 선체 및 해양구조물에 대해 용접결함 또는 

초기균열 상태에서 균열진전 수명을 파괴역학적 방법으로 평가하는 방법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6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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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구 목적 및 범위 

 

본 연구에서는 채널형 용접 빔 구조를 가지는 지게차 작업장치 마스트의 

설계기준 정립 및 표준화를 목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게차 작업장치 마스트 빔 및 용접부의 응력거동을 계측, 빔이론, 

유한요소 해석을 통해 규명하고 집중 국부하중을 받는 용접구조물의 피로강도 

평가 기준을 피로시험을 통해 정립하였다. 또한 정립된 설계기준을 바탕으로 

신모델 개발을 신속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게차 작업장치 마스트의 빔강도 및 

용접부 피로강도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그림 1-6 은 본 연구의 구성을 

나타내며 본 연구의 세부 연구 수행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게차 작업장치의 구조 및 하중 분석 

① 지게차 작업장치가 화물을 싣고 상하운동을 할 때 하중의 전달경로와 

지지상태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게차 작업장치의 채널형 용접 빔 

구조물인 마스트에 작용하는 하중과 반력을 평가하는 자유물체도를 

정의하였다.   

② 자유물체도로부터 마스트의 각 위치에 작용하는 단면별 굽힘모멘트를 

평가할 수 있는 굽힘모멘트 선도를 정의하였다. 

 

마스트의 응력 평가 

① 지게차 작업장치 마스트에 발생하는 응력을 계측, 빔이론, 

유한요소해석으로 평가하였다. 

② 응력 계측 조건은 화물을 작업장치의 최상단까지 올렸다 내리는 리프팅 

작업, 50m 포장도로를 왕복하며 중간에 정지 상태에서 리프팅 작업을 

수행하는 퍼킨스 사이클, 비포장 시험장을 빠르게 주행하는 비포장 

도로 운행 작업이다.  



제 1 장 서  론 

 

 

 13  

③ 빔이론, 유한요소해석 및 계측으로 평가한 지게차 작업장치 마스트 

응력의 비교분석을 통해 빔이론을 적용한 마스트 빔강도 평가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집중 국부하중을 받는 채널형 빔 용접부의 피로강도 평가 

① 구조해석을 통해 피로시험편의 형상을 선정하였다. 

② 피로시험을 통해 집중 국부하중을 받는 채널형 빔 용접구조물 용접부의 

피로강도 특성을 평가하였다.  

 

  

마스트 빔강도 및 용접부 강도평가 프로그램 개발 

①  지게차의 설계하중과 작업장치의 기본치수로부터 마스트의 빔강도 

만족여부를 평가하는 마스트 빔강도 평가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②  구조해석을 통해 마스트 용접부의 피로강도 평가 정식화를 위한 

설계변수를 선정하였으며 시험계획법과 회귀분석을 통해 지게차의 

설계하중과 작업장치의 기본치수로부터 마스트 용접부의 피로수명을 

평가하는 예측식을 개발하였다. 또한 개발된 예측식을 바탕으로 

마스트 용접부의 피로수명 평가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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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연구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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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2. 용접부 강도 평가 

 

용접부의 강도는 크게 정적강도와 피로강도로 구분된다. 정적강도는 

정적하중이 작용할 때 용접부에 파손이 발생하지 않고 충분한 강도를 가지도록 

용접각장을 설계하는 기준이 되며 피로강도는 반복하중이 작용할 때 구조물의 

설계수명 동안 용접부에 피로파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하는 기준이 된다. 

피로강도는 용접부의 토우에서 피로균열이 시작되는 토우균열에 대한 강도와 

용접부의 루트에서 피로균열이 시작되는 루트균열에 대한 강도로 나누어진다. 

그림 2-1 은 십자형 용접부의 단면형상을 나타낸다. 수평부재가 

삼각형으로 표시된 필렛용접으로 수직부재의 양쪽으로 연결되는 구조이며 

수평부재에 응력 σ가 작용하므로 용접부를 통해 모든 하중이 전달된다. 

피로균열이 루트에서 시작되는 경우, 균열이 표면으로 진전할 때까지 확인되지 

않으므로 용접부 피로설계 시에는 루트크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1 용접부 정적강도 평가 

그림 2-2 와 같이 각장 h 이고 지면방향 두께가 1mm 인 필렛 용접부에 

파손이 발생할 때까지 하중 F 를 증가시키면 용접부의 파단은 그림 2-2 에서 

빨간선으로 표시한 용접부 루트 기준 최단거리인 용접목두께면을 따라 

발생한다. 따라서, 용접부의 정적강도는 용접부 목두께의 루트에서 표면까지 

각 위치에서 발생하는 최대전단응력의 평균값으로 평가하며 허용응력은 

일반적으로 AWS[64]에서 제안하는 용접재 인장강도의 30%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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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십자형 용접부의 단면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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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용접 목두께의 응력성분 

 

 그림 2-2 에서 용접 목두께에 작용하는 X 방향 응력 σx 는 다음 식과 같이 

정의된다. 

 

 

σx = F/(2h × cos45o)                   (2-1) 

 

 

 위 식에서 F 는 작용하중, h 는 용접각장을 나타내며 그림 2-2 에 표시된 

바와 같이 수평/수직 용접각장이 동일한 경우에 적용된다. 수평/수직 

용접각장이 다른 경우에는 용접부의 각도로부터 용접목두께를 계산하여 용접 

목두께에 작용하는 X방향 응력 σx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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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 목두께의 수직방향 응력 σT 와 전단응력 τT 는 σx 의 방향성분으로 

식 (2-2)와 식 (2-3)으로 정의되며 수직응력과 전단응력으로부터 최대 

전단응력 τmax 는 식 (2-4)로 정의된다. 

 

 

σT = F/2h                          (2-2) 

 

τT = F/2h                          (2-3) 

 

τmax = 0.559 × F/2                          (2-4) 

 

 

 위 식에서 F 는 작용하중을, h 는 용접각장을 나타내며 전술한 바와 같이 

용접 목두께 각 위치에서의 최대 전단응력의 평균을 기준으로 용접부의 

정적강도를 평가한다.  

 

 

2.2 용접부 피로강도 평가 

 

2.2.1 용접부 피로선도의 정의 

피로응력의 크기가 낮아질수록 구조물에 피로균열이 발생하는 피로수명은 

증가하며, 피로응력이 특정 값보다 낮으면 아무리 많은 피로응력을 반복해도 

피로균열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 때, 피로균열이 발생하지 않는 피로응력의 

임계 값을 피로한도 또는 내구한도라고 하며 이 때의 피로수명은 무한수명을 

가진다고 한다. 이와 같이 피로강도는 피로응력의 크기와 피로수명을 동시에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구조물에 설계수명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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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만 사이클의 피로응력이 반복적으로 작용할 경우 설계자의 관심은 

구조물에 100 만 사이클의 반복응력이 작용할 때까지 구조물에 피로파손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또는 반복응력이 100 만 사이클 작용하고 난 이후에 

피로파손이 발생하기 위해서 관심부위의 피로응력이 얼마가 되어야 하는지에 

있으며 이때의 피로응력을 피로수명 100 만 사이클에 해당하는 피로강도라고 

정의한다. 용접부의 경우, 용접부 형상에 따라 동일한 피로수명에 대한 

피로강도가 다르며 200 만 사이클의 피로수명을 가지는 피로응력을 기준으로 

피로강도를 정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용접 시공의 공정상, 용접 연결부에는 기하학적 노치 형상과 결함이 

존재하며 응력집중에 따른 피로강도 저하가 발생하게 된다. 구조적 

불연속부에서의 응력집중은 그림 2-3 에 표시된 flank angle(θ)과 

용접토우부의 root radius(r)에 의해 결정된다[63]. 동일한 판두께에서 flank 

angle 이 클수록, 용접토우부의 root radius 가 작을수록 높은 응력집중이 

발생하여 동일한 하중이 작용하더라도 용접 토우부에 높은 응력이 발생하며 

피로수명은 감소하게 된다. 용접 작업의 특성상, 작업자가 다른 경우뿐 아니라 

동일한 작업자가 동일한 작업방법으로 용접을 하는 경우에도 용접토우 

형상에는 편차가 존재하며 용접부에는 높은 피로강도 또는 피로수명의 

불확실성이 존재하게 된다. Flank angle 과 용접토우부의 root radius 등을 

고려한 피로선도가 있고 실제 시공된 flank angle 과 용접토우부의 root 

radius 에 대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으면 보다 정확한 피로강도 또는 피로수명 

평가가 가능할 수 있겠으나 그런 피로선도를 만드는 것과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용접부의 flank angle 과 용접토우부의 root radius 등을 평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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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용접부의 flank angle(θ)과 root radius(r) 

 

용접부의 피로선도는 피로시험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의되는데, 피로시험에 

사용되는 피로시험편에는 실제 용접구조물과 동일하게 용접부 형상 등의 

편차가 반영되어 있으며 피로시험 데이터는 그림 2-4 와 같이 scatter 를 

가진다. 따라서, 설계피로선도는 피로시험 데이터의 평균과 표준편차로부터 

97.5% 등과 같은 신뢰도를 가지도록 선정되며 일반적인 용접품질 규정에 따라 

제작된 용접구조물의 경우 설계피로선도를 적용하여 피로강도를 평가할 수 

있다. 그림 2-5 는 AWS[64]에 정의된 용접부 형상에 대한 용접품질 규정의 

예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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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피로시험 데이터 분포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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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Unacceptable Fillet Weld Profiles 

 

 

(b)Unacceptable Butt Weld Profiles 

그림 2-5 AWS 의 용접형상 품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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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응력-수명(Stress-Life), 변형률-수명(Strain-Life) 

그리고 파괴역학적 방법으로 구분되는 피로강도 평가 방법 중 응력-수명 

방법을 적용한 피로강도 평가를 수행하였으며 본 절에서는 응력-수명 

피로강도평가 방법에 대해 기술하였다.  

 그림 2-6 은 직사각형 모양의 판 위에 하중 작용 방향과 수직으로 연결되는 

부재의 용접부에 대한 응력-수명 피로선도의 예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2-

6 에서 Y 축은 응력범위를 나타내는데 응력범위는 그림 2-7 에 표시한 것과 

같이 구조물이 겪는 응력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로 정의된다. 응력진폭은 

응력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평균에서 최대값 또는 최소값까지의 차이를 

의미하며 응력범위의 1/2과 같다.  

일반적으로 용접부의 피로강도 평가에는 응력범위를, 모재의 피로강도 

평가에는 응력진폭, Δσamp 를 적용하며 적용하고자 하는 응력-수명 선도가 

응력범위를 기준으로 하는지 응력진폭을 기준으로 하는지 구분하여야 한다.  

그림 2-6 에서 X 축의 피로수명 N 은 구조물에 완전파단이 발생할 때까지 

피로하중이 반복된 횟수, 피로균열이 부재의 두께방향으로 관통할 때까지 

피로하중이 반복된 횟수, 또는 부재 폭의 1/2 또는 2/3 등과 같이 정해진 

폭만큼 균열이 진전할 때까지 피로하중이 반복된 횟수 등과 같이 시험조건에 

따라 적절히 선택하게 되며 일반적으로 세 경우 모두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다.  

많은 시험 결과로부터 피로응력(S)과 피로수명(N)은 아래 식 (2-5)와 같이 

지수함수 형태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응력-수명 

피로선도를 그림 2.6 과 같이 log-log 스케일에서 직선형태로 나타내는 것이 

일반적이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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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FAT 80 피로선도 

 

 

그림 2-7 응력범위와 응력진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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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 C/Δσm                               (2-5) 

 

 

여기서, N, Δσ는 각각 피로수명과 응력범위를 나타내며, C 와 m 은 

상수를 나타낸다.  

용접부의 S-N 선도는 용접조인트 형상에 따른 피로시험 데이터로부터 

정의되는데 그림 2-6 에 표시된 피로선도에서 2×106 사이클의 피로수명을 

가지는 변동응력 범위가 80 MPa 임을 알 수 있으며, FAT80 의 피로강도를 

가진다고 표현한다. 여기서 FAT80 은 80 MPa 의 변동응력을 2×106 회 반복하면 

피로파괴가 발생한다는 의미이며, FAT100 의 경우 100 MPa 의 변동응력을 

2×106 회 반복하면 피로파괴가 발생하므로 FAT 뒤의 숫자가 높을수록 높은 

피로강도를 가진다.  

식 (2-5)의 좌우에 상용로그를 취하면 식 (2-6)의 형태가 되며, 식 (2-6)의 

–m 은 그림 2-6 에 표시된 응력-수명 선도의 기울기에 해당한다. 그림 2-6 에서 

알 수 있듯이 m 이 클수록 피로선도의 기울기는 완만해지고 m 이 작을수록 

피로선도의 기울기는 가파르다.  

 

 

logN = logC - m·logΔσ                      (2-6) 

 

위 식에서, N, Δσ는 각각 피로수명과 응력범위를, C 와 m 은 상수를 

나타낸다.  

그림 2-6 에 표시된 피로선도의 경우, 107 사이클을 전후로 기울기가 

m1 에서 m2 로 바뀌며 응력범위가 cut off 보다 낮을 경우 무한 피로수명을 

가지게 된다. 많은 연구결과로부터 용접부 피로선도의 기울기 m 은 3~5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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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5-9], 그림 2-6 에 표시된 피로선도의 m1 과 

m2 는 각각 3 과 5 이다. 피로선도의 기울기가 5×106 사이클을 전후로 바뀌는 

피로선도와 하나의 기울기를 가지는 피로선도 등 산업규격과 선급 등에 따라 

여러 형태의 피로선도가 정의되어 있다. 예를 들어, Haibach[65]는 5×106 

사이클을 기준으로 기울기가 m1 에서 m2 로 바뀌며 m2 가 (2×m1-1)인 

피로선도를 제안하였으며, m1이 3이면 m2는 5의 값을 가지게 된다.  

피로선도에서 피로수명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식 (2-5) 또는 식 (2-6)에서 

Δσ, C, m 을 정의하여야 한다. 용접부의 피로응력 Δσ의 평가방법은 

2.2 절에 기술되어 있으며, 상수 C 와 기울기 m 은 피로시험을 통해 선정된 

피로선도로부터 정의된다.  

그림 2-6 에 표시된 피로선도의 경우, m1 과 m2 는 각각 3 과 5, 변동응력  

80 MPa 에서의 피로수명이 2×106 이므로 식 (2-5)에 의해 107 사이클 미만의 

구간에서 상수 C 는 2×106×803 이 된다. 또한 식 (2-5)의 N, C, m 에 각각 107, 

2×106×803, 3 을 대입하여 107 의 피로수명을 가지는 응력범위 46.78 MPa 를 

구할 수 있다.  

107 사이클 이상에서는 m 이 5의 값을 가지므로 상수 C는 식 (2-5)의 N, m, 

Δσ에 각각 107, 5, 46.78 을 대입한 107×46.785 이 된다. 또한 식(2-5)의 N, 

C, m 에 각각 108, 107×46.785, 5 를 대입하면 cut off 피로강도 29.52 MPa 를 

정의할 수 있으며, cut off 피로강도는 내구한도와 동일한 의미이다. 

많은 연구 결과로부터 다양한 용접조인트에 대해 FAT71, FAT90, FAT100 

또는 B curve, C curve, D curve 등과 같은 형태의 피로선도가 

정의되었으며[5~9], 앞의 예에서 살펴본 FAT80 용접조인트와 동일한 방법으로 

피로선도 식의 상수를 구간별로 정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구조물에 작용하는 피로응력의 크기는 다양한 크기를 가지며, 

각 응력의 크기별 피로수명과 설계수명 동안 작용하는 횟수로부터 피로강도의 

적정성을 판단하게 된다. 특정 응력이 설계수명 동안 발생하는 횟수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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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력의 피로수명으로 나눈 값을 damage 라고 하며, Miner[66]는 모든 

피로응력에서의 damage 의 합을 피로강도 평가의 기준으로 제안하였다.      

식  (2-7)은 Miner 가 제안한 damage의 평가식을 나타낸다.  

 

 


i

i

i

N

n
D

1                           (2-7) 

 

위 식에서 D 는 피로 damage, i 는 응력크기의 개수, Ni 는 피로선도 또는 

피로강도 관계식으로 정의되는 i 번째 응력크기에서의 피로수명, ni 는 i 번째 

응력크기가 설계수명 동안 작용하는 횟수, η는 허용 damage 를 나타낸다. 

η가 0.5 이면 설계수명 동안 구조물이 받는 피로 damage 가 구조물이 견딜 수 

있는 피로 damage 의 1/2 이라는 의미이며 불확실성이 크고 중요도가 클 수록 

η는 낮은 값을 갖는다.   

 

 

2.2.2 용접부 응력 평가 방법  

용접부에 작용하는 응력을 평가하는 방법은 1.2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칭응력, 노치응력, 핫스팟응력으로 나눌 수 있다.  

공칭응력은 용접부에 의한 응력집중 효과를 배제한 응력으로 빔이론 등의 

이론해로 평가하는 평균응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림 2-8 의 용접구조물에서 

용접토우의 공칭응력은 용접토우를 포함하는 단면적으로 작용하중을 나눈 

값으로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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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용접토우의 공칭응력(Nominal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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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는 공칭응력을 기준으로 하는 설계 피로선도의 예를 나타내며, 

용접부 연결형상에 따라 선정된 설계 피로선도를 기준으로 피로강도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공칭응력 기준 피로강도 평가의 경우, 간단한 구조물에는 쉽고 편리하게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복잡한 구조물의 경우 공칭응력을 정의하기 

어려운 단점으로 인해 실구조물의 적용에는 한계를 가진다.  

 

 

 

그림 2-9 공칭응력 기준의 설계 피로선도 

 

 

핫스팟응력은 용접 토우에서 일정거리에 있는 두 점 혹은 세 점의 

응력으로부터 용접 토우의 응력을 외삽법으로 평가한 응력이다. 그림 2-10 은 

부재의 두께가 t 일 때, 용접토우로부터 부재 두께의 각각 0.5 배, 1.5 배 

떨어진 위치에서의 응력으로부터 용접토우의 핫스팟응력을 평가한 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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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며, 핫스팟응력 σhss 은 아래 식 (2-8)로 평가할 수 있다. 여기서 

용접부 핫스팟응력은 실제로 용접 토우에 작용하는 응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다양한 피로시험과 응력계측 그리고 구조해석을 통해 선정된, 용접 

토우의 피로수명을 매개할 수 있는 매개변수에 해당한다. 핫스팟응력은 해당 

위치에 스트레인 게이지를 부착하여 평가하거나 구조해석으로 평가할 수 있다.  

 

 

σhss = 1.5σ0.5t – 0.5σ1.5t                      (2-8) 

 

위 식에서 σhss 은 핫스팟응력, σ0.5t, σ1.5t 는 각각 용접토우에서 판두께 

t의 0.5배, 1.5 배 떨어진 위치에선의 응력을 의미한다.  

 

 

 

그림 2-10 용접토우의 핫스팟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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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된 핫스팟응력을 핫스팟응력 기준 피로선도에 대입하여 해당 

응력에서의 피로수명을 평가할 수 있다. 여기서 핫스팟응력 기준 피로선도는 

전술한 바와 같이 다양한 피로시험과 응력계측 그리고 구조해석을 통해 

선정되었으며 Hobbacher[5]는 표 2-1 과 같이 FAT90, FAT100 두 개의 

핫스팟응력 기준 피로강도를 제안하였다. 표 2-1 에서 알 수 있듯이 non load 

carrying weld 즉, 하중 비전달형 용접은 하중이 전달되는 판위에 부재가 

용접되는 형태이며 load carrying weld 즉, 하중 전달형 용접은 모든 하중이 

용접부를 통해 전달되는 형태를 의미한다.  

그림 2-11 은 핫스팟응력 기준 피로선도를 나타내며, FAT90 선도는 

DNV[6]에서 정의하고 있는 핫스팟응력 응력 기준 피로선도인 design D 

curve 와 동일하다.  

 

 

표 2-1 핫스팟응력 기준 피로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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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 핫스팟응력 디자인 피로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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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치 응력은 그림 2-12 와 같이 구조해석 모델에 용접 토우 또는 용접 

루트의 루트반경을 고려한 탄성해석으로 평가하는 용접부 응력을 의미한다. 

루트 반경의 크기에 따라 노치 응력의 크기는 달라지며, 일반 철강 재질의 

경우 루트 반경을 1mm 로 했을 때의 노치 응력이 용접부의 피로수명을 잘 

예측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5]. 노치 응력은 핫스팟응력과 같이 다양한 

피로시험과 응력계측 그리고 구조해석을 통해 선정된, 용접 토우의 피로수명을 

매개할 수 있는 매개변수에 해당되며 노치 응력기준의 피로강도는 Table 2-

2와 같이 FAT225 로 정의된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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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 노치응력 평가를 위한 루트반경의 위치 

 

 

표 2-2 노치응력 기준 피로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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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피로하중을 받는 용접부 각장 설계 기준  

용접부에 반복적인 피로하중이 작용하는 경우, 피로균열은 용접토우에서 

발생하는 경우와 용접루트에서 발생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용접토우와 

용접루트 모두 노치형상에 의한 피로 취약부에 해당하는데 토우균열의 경우 

외부에서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는 반면 루트균열은 피로균열이 용접부를 

관통해서 표면까지 진전된 이후에 육안 관찰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인명적 

경제적 손실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용접부 설계 시 루트부의 피로강도가 

토우부의 피로강도보다 높게 설계해야 하며 용접 루트부의 피로강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용접각장을 크게하여 용접 목두께를 증가시켜야 한다.  

각 선급과 산업규격에서는 루트균열 방지를 위한 용접설계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DNV[8]에서는 그림 2-13 과 같은 용접연결 형상에서 용접토우 

또는 용접루트 피로균열 발생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설계선도를 그림 2-14 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그림 2-14 에서 미용입부의 길이 2ai 와 부재두께 tp 의 

비가 커질수록 용접각장 h 를 크게 해야 루트균열이 방지됨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필렛용접의 경우 2ai 와 부재두께 tp 의 비가 1 이 되어 부재두께가 

25mm 인 경우 루트균열을 방지하기 위한 용접각장은 29mm 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준은 매우 보수적이며 산업현장에 적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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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 용접 연결부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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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 용접연결부 형상에 따른 크랙 발생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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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에서는 피로시험 등을 통해 루트균열 방지를 위한 자체 용접시공 

기준을 정립하고 있으며, 그 중 하나가 용접부 각장이 정적강도 설계기준을 

만족하면 용접부 피로균열은 토우에서 먼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강성원 등[68]이 수행한 용접부 피로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이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였다.  

강성원 등[68]은 시험편의 두께가 25mm 이며 용접각장 h 가 18mm 인 시편 

5 개, 용접각장 h 가 23mm 인 시편 4 개에 대해 하중 변화에 따른 피로시험을 

수행하였으며 그림 2-15 는 시험편의 형상을 나타낸다. 표 2-3 과 2-4 는 

강성원 등[68]이 수행한 피로시험 결과에 용접부 정적강도 평가 결과를 

추가하여 정리한 것이다.  

표 2-3 과 2-4 에서 용접부의 평균응력이 정적강도 기준 허용응력 150 MPa 

이하인 경우 토우균열이 발생하며 각장 23mm 의 경우, 용접부 평균응력이   

150 MPa 를 초과하는 161 MPa 에서도 토우균열이 발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피로하중을 받는 용접부에서 용접부의 목두께에 발생하는 최대전단응력의 

평균값이 용접부의 정적강도 설계기준을 만족하도록 용접각장을 설계하면 루트 

크랙이 발생하지 않으며 토우크랙 기준으로 피로강도 평가를 수행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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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 피로시험편 형상[68] 

  



제 2 장 용접부 강도 평가 

 

 40 

 

 

표 2-3 용접부 정적강도와 피로균열 발생 위치(각장 18mm) 

피로시험   

결과 [68] 

피로응력 

[MPa] 
294 265 216 196 137 

피로파손

모드 
루트 루트 루트 루트 토우 

용접부 평균응력 [MPa] 254 228 186 169 118 

용접부 허용응력 [MPa] 150 (인장강도 500) 

 

 

표 2-4 용접부 정적강도와 피로균열 발생 위치(각장 23mm) 

피로시험결과 

[68] 

피로응력 [MPa] 294 265 225 137 

피로파손모드 루트 토우 토우 미발생 

용접부 평균응력 [MPa] 198 179 152 93 

용접부 허용응력 [MPa] 150 (인장강도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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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3. 채널형 용접 빔 구조물의 응력거동 규명  
및 방정식

3.1 지게차 작업장치의 구조 

그림 3-1 은 지게차의 형상을 나타낸다. 지게차 작업장치는 크게 화물을 

싣는 부분인 캐리지와 캐리지를 들고 내리는 마스트로 구성되며, 캐리지 

중에서 화물이 얹어지는 부분을 포크라고 한다. 그림 3-2 는 지게차 

작업장치의 3 차원 캐드 형상을 나타내는데 마스트는 채널형 용접 빔 구조물의 

형태를 가진다. 

 

 

그림 3-1 지게차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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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지게차 작업장치의 3차원 캐드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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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작업장치 마스트는 일반적으로 2 단 또는 3 단으로 이루어지는데 본 

연구에서는 현대중공업에서 생산하는 160D-7 지게차 2 단 마스트를 대상으로 

하였다.  

그림 3-3 은 2 단 마스트로 이루어진 지게차 작업장치의 상세 구조를 

나타내는데 캐리지를 지지하는 내부마스트(inner mast)와 내부마스트를 

지지하는 외부마스트(outer mast)로 구성된다. 캐리지는 내부마스트 내부에서, 

내부마스트는 외부마스트의 내부에서 상하운동을 하며 캐리지와 마스트에는 

이동을 쉽게 하기 위한 베어링이 설치된다. 캐리지의 앞부분에는 화물을 싣는 

포크가 위치한다.  

 

 

(a)분리 형상                    (b) 조립 형상 

그림 3-3 지게차 작업장치 형상(2단 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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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는 지게차 작업장치 각 구성품의 연결형상을 나타낸다. 그림 3-

4 에서 내부마스트의 상단에는 도르래가 설치되며 도르래에 체결된 체인의 양 

끝이 캐리지와 외부마스트를 서로 연결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외부 마스트는 

그림 3-4 에 빨간색 점으로 표시한 것과 같이 지게차 본체의 틸팅실린더 및 

핀으로 지지된다. 여기서 틸팅실린더는 필요한 경우 작업장치 전체를 앞으로 

기울이는 역할을 한다. 내부 마스트의 상부와 외부마스트의 하부는 리프팅 

실린더로 연결되어서 실린더가 늘어나면 내부마스트는 상승하고 실린더가 

줄어들면 내부마스트는 하강한다. 또한 내부 마스트 상단에 위치한 도르래를 

중심으로 외부 마스트와 캐리지가 체인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실린더 동작에 

의해 내부 마스트가 상하로 이동함에 따라 캐리지도 상하운동을 하며 움직 

도르래의 원리에 의해 캐리지는 내부 마스트 이동 거리의 2배를 이동한다.  

 

 

 

그림 3-4 지게차 작업장치 구성품의 연결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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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는 지게차 작업장치에 작용하는 모멘트가 지지되는 원리를 

나타낸다. 캐리지에 화물을 실으면 그림 3-5 의 파란 화살표 방향으로 

모멘트가 발생하며 캐리지의 모멘트는 캐리지의 상하부에 설치된 두개의 

베어링이 내부마스트 내부에서 그림 3-6 와 같이 수평하중의 형태로 지지된다. 

또한 캐리지의 수직하중은 그림 3-4 와 같이 체인을 통해 외부마스트로 

전달된다.  

캐리지에서 발생한 모멘트는 내부마스트를 거쳐 최종적으로 외부마스트에 

의해 지지되는데 내부마스트의 모멘트는 그림 3-5 의 빨간 점선으로 표시된 

것과 같이 내부마스트 하단에 설치된 베어링과 외부마스트 상단에 설치된 

베어링을 통해 외부마스트로 전달된다. 내부마스트의 수직하중은 그림 3-4 와 

같이 실린더를 통해 통해 외부마스트로 전달되며 외부마스트는 전술한 바와 

같이 틸팅실린더와 핀체결로 연결된 본체에 의해 지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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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지게차 화물의 모멘트 지지 위치 

 

 

그림 3-6 지게차 작업장치의 모멘트에 의해 발생하는 베어링 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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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지게차 작업장치의 작용 하중 분석 

지게차 작업장치에 작용하는 하중은 그림 3-7 의 자유물체도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림 3-7 지게차 작업장치의 자유물체도 

 

화물의 하중과 캐리지의 자중의 합을 W 라 하고 그 무게 중심과 캐리지의 

체인 지지점 사이의 거리를 a, 캐리지 상부 베어링과 하부베어링의 거리를 

b 라 하면 캐리지의 베어링에 작용하는 하중 F1 은 모멘트 평형에 의해 다음 식 

(3-1)로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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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 W×a/b                            (3-1) 

 

내부마스트에는 캐리지와 화물의 자중(W), 자중의 무게 중심과 캐리지의 

체인 지지점 사이의 거리 a 에 의한 모멘트 M1(=W×a)과 내부마스트 상부의 

도르래에 작용하는 수직하중(2W), 리프팅 실린더에 작용하는 하중(2W) 그리고 

도르래와 리프팅실린더 지지점 사이의 거리 c 에 의해 발생하는 모멘트 

M2(=2W×c)의 합 모멘트가 작용하며 내부 마스트의 베어링에 작용하는 하중 

F2는 아래 식과 같다. 

 

F2 = (W×a + 2W×c)/d                 (3-2) 

 

위 식에서 W 는 캐리지와 화물의 자중, a 는 캐리지와 화물 자중의 무게 

중심과 캐리지 체인 지지점 사이의 거리, c 는 도르래와 리프팅실린더 지지점 

사이의 거리, d 는 내부 마스트의 하부 베어링과 외부마스트 상부 베어링의 

거리를 나타낸다.  

외부 마스트에는 내부마스트와 베어링으로 연결되는 부위의 하중 외에 

체인하중(W), 리프팅 실린더하중(2W), 틸팅실린더하중(FT) 그리고 본체와 

핀으로 고정되는 부위의 하중이 추가로 작용한다. 이 때 틸팅 실린더의 하중은 

본체 핀 고정부에서의 모멘트 평형에 의해 계산된다. 즉, 본체 핀고정부에 

작용하는 모멘트는 내부마스트에 작용하는 모멘트의 합(M1+M2) 외에 리프팅 

실린더 하중(2W)에 의한 모멘트(2W×e), 틸팅실린더 하중에 의한 

모멘트(FT×f)가 추가로 작용한다. 외부마스트 상단의 체인하중은 하중 

작용방향이 핀고정부를 지나므로 추가 모멘트를 유발하지 않는다. 따라서 

틸팅실린더 하중 FT는 모멘트 평형에 의해 다음 식 3-3으로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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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 = (M1+M2+2W×e)/f                       (3-3) 

 

 

위 식에서 M1+M2 는 내부마스트에 작용하는 모멘트의 합, W 는 캐리지와 

화물의 중량의 합, e 는 외부마스트의 리프팅실린더 하중작용점과 본체 

핀고정부 사이의 거리, f 는 틸팅실린더와 본체 핀고정부 사이의 거리를 

의미한다.  

틸팅실린더의 하중 FT 가 결정되면 틸팅실린더의 각도로부터 FT 의 수직, 

수평 성분 분력이 계산되며 성분별 힘의 평형으로부터 본체 핀고정부의 성분별 

하중을 평가할 수 있다.  

캐리지의 높이 변화에 따라 내부 마스트의 하부 베어링과 외부마스트 상부 

베어링의 거리인 d 의 값이 그림 3-8 과 같이 변한다. 즉, 캐리지의 높이 

변화에 따라 작업장치에 발생하는 굽힘모멘트에도 변하며 구조강도 측면에서는 

가장 큰 굽힘모멘트가 작용하는 경우를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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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캐리지 높이 변화에 따른 하중 작용점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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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는 그림 3-7 의 자유물체도를 기준으로 임의의 위치에서 

내부마스트에 작용하는 굽힘모멘트 선도를 나타낸 것이며 동일한 방법으로 

외부마스트에 작용하는 굽힘모멘트 선도를 정의할 수 있다.  

 

 

 

 

그림 3-9 지게차 작업장치 내부마스트의 굽힘모멘트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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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채널형 용접 빔 구조물의 응력계측 

지게차 작업장치의 응력거동을 평가하기 위해 제자리에서 화물을 2 회 

올렸다 내리는 리프팅 작업, 퍼킨스(Perikins) 사이클 작업 그리고 비포장 

도로 운행 조건인 주행 작업에서의 스트레인 계측을 수행하였다.  

퍼킨스 사이클은 그림 3-10 과 같이 50m 거리의 포장도로를 왕복하며 

화물을 최대높이까지 올렸다 내리는 작업이며, 비포장 도로 운행은 음성에 

위치한 시험장에서 약 550m 둘레의 주행도로를 도는 작업으로 표면이 

울퉁불퉁한 비포장 구간에서도 차량의 속도를 빠르게 유지하여 차량의 동적 

거동에 의해 지게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응력 수준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그림 3-11 은 지게차의 시험장 주행도로 주행(Driving) 장면을 나타내며, 

바닥으로부터 포크의 높이는 540mm 이다. 

 

 

 

 

 

그림 3-10 지게차의 퍼킨스 사이클 작업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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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지게차의 비포장 도로 운행 작업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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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응력계측 방법  

그림 3-12 ~ 그림 3-19 는 응력 평가를 위한 스트레인 게이지의 

부착위치를 나타낸다. 스트레인 게이지의 방향은 그림 그림 3-12 ~ 그림 3-

19 에 표시한 사각형의 긴 변 방향이다. 스트레인 게이지의 부착 위치는 

마스트의 경우 자유물체도로부터 선정한 최대응력 발생 위치이며 캐리지는 

작은 부재들이 용접으로 연결되고 전면부에는 포크가 설치되는 등 공간적 

제약으로 인해 스트레인게이지 설치가 가능한 위치 중에서 설계 시 참고로 

활용할 수 있는 위치를 선정하였다. 그림 3-20 은 캐리지에 스트레인게이지를 

설치한 형상을 나타내며 용접부 인접 위치에 스트레인게이지가 설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스트레인 게이지 외에 리프팅 실린더에는 표 3-1 과 같이 압력계와 

변위계를 설치하여 지게차의 작업동작에 따른 하중 및 응력 거동을 평가하였다.  

 

 

표 3-1 압력계 및 변위계 설치 위치 

채널 번호 게이지 종류 위치 

Ch19 압력계 리프트 실린더 대실 

Ch20 변위계 리프트 실린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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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내부마스트 스트레인게이지 설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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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외부마스트 스트레인게이지 설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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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 캐리지 스트레인게이지 설치 위치(1) 

 

 

 

 

그림 3-15 캐리지 스트레인게이지 설치 위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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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 캐리지 스트레인게이지 설치 위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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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 캐리지 스트레인게이지 설치 위치(4) 

 

 

그림 3-18 캐리지 스트레인게이지 설치 위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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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9 포크 스트레인게이지 설치 위치 

 

 

그림 3-20 캐리지의 스트레인게이지 설치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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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에 사용한 화물의 하중은 15 톤이며 화물의 적재 위치는 그림 3-21, 

그림 3-22 과 같다. 퍼킨스 사이클과 주행 작업 시에는 스트레인 게이지가 

화물에 의해 손상을 입지 않도록 그림 3-22 과 같이 화물과 포크의 수직부재 

사이에 각목을 삽입하였다. 

 

  

그림 3-21 시험을 위한 화물의 적재 형상 (리프팅 시험) 

 

 

그림 3-22 시험을 위한 화물의 적재 형상 (퍼킨스 사이클, 주행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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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응력계측 결과  

지게차 작업장치의 응력 계측 주요 결과를 리프팅 작업, 퍼킨스 사이클 

작업, 주행 작업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으며 편의상 작업장치의 작업조건을 

그림 3-23 과 같이 캐리지의 높이에 따라 LC1, LC2, LC3 로 구분하였다. LC1 은 

캐리지를 바닥에서 살짝 들어올린 상태를, LC2 는 캐리지의 상부베어링이 

내부마스트에 설치된 스트레인게이지를 지나는 순간을, LC3 은 화물을 최대 

높이까지 상승시켰을 때를 나타낸다.  

 

 

 

그림 3-23 지게차 작업장치의 높이별 작업조건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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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1 리프팅 작업 계측 결과 

그림 3-24 는 리프팅 작업 즉, 화물을 최고 높이까지 올렸다 내리는 

작업을 2 회 반복했을 때, 내부 마스트의 스트레인 및 변위 계측 결과를 

나타낸다. 그림 3-24 에서 X 축은 시간, Y 축은 스트레인과 내부 마스트의 

높이를 나타내는데 내부 마스트의 높이는 0~-1,589mm 의 값을 가진다. 내부 

마스트의 높이가 음의 값을 가지는 이유는 내부 마스트가 상승할 때 변위계의 

값이 음이 되도록 변위계가 설치되었기 때문이며 내부 마스트의 높이가 최초 

위치 0mm에서 최고 높이 1,589mm 사이를 운동하였음을 의미한다.  

지게차 작업장치 마스트에는 화물의 자중에 의해 그림 3-25 와 같이 

굽힘모멘트가 발생하며 스트레인게이지 설치 위치에는 압축응력이 발생하게 

된다. 그런데, 그림 3-24 에서 화물의 높이가 증가함에 따라 Ch3 과 Ch4 의 

압축 스트레인의 크기도 증가하지만 LC2 조건 즉, 캐리지의 상부베어링이 

내부마스트의 스트레인게이지 설치 높이를 지나는 순간 스트레인이 순간적으로 

인장 스트레인으로 바뀐 후 다시 압축 스트레인으로 바뀌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LC2 조건에서 스트레인이 압축에서 인장으로 바뀌는 것은 

그림 3-25 에 표시한 것과 같이 캐리지 베어링이 스트레인 게이지 설치 위치를 

지나는 순간 베어링의 하중이 작용하는 위치에서는 국부적인 변형이 발생하여 

스트레인게이지가 부착된 부재의 두께 반대면에는 인장응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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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 내부마스트의 리프팅 작업 계측결과 

 

 

그림 3-25 내부마스트 베어링 위치의 국부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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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 은 내부마스트의 스트레인과 리프팅 실린더의 압력 계측결과를 

동시에 나타낸 것이다. 그림 3-26 에서 리프팅 실린더의 압력은 화물을 살짝 

들어올린 상태(위치 ①) 에서 138bar, 화물이 상승하는 구간(위치 ②)에서는 

156bar 이며 화물을 최상단으로 상승시켰을 때(위치 ③)는 250bar 를 

나타내었다.  

 

 

 

그림 3-26 내부마스트의 스트레인과 리프팅 실린더압력 계측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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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의 자유물체도로부터 리프팅 실린더에는 화물하중 및 캐리지 

하중의 2 배의 하중이 작용함을 확인하였으며 내부마스트의 무게를 같이 

고려할 경우, 리프팅 실린더에는 화물하중 및 캐리지 하중의 2 배와 

내부마스트 자중의 합이 작용한다. 본 계측에 사용된 화물의 무게는 

15,000kgf 이며 포크와 캐리지의 무게는 2,937kgf, 내부마스트의 무게는 

1,414kgf 이다. 따라서 두 개의 리프팅 실린더에 작용하는 총 하중은 2 x 

(화물의 무게 + 포크 및 캐리지의 무게)와 내부마스트의 무게를 더한 

37,288kgf이며 리프팅 실린더 한 개에 작용하는 설계 하중은 18,644kgf 이다.  

표 3-2 는 실린더 압력 계측결과와 계측결과로부터 계산한 실린더 하중 

그리고 화물, 캐리지, 내부마스트의 무게로 계산한 실린더 하중을 비교한 

것이다. 

 

 

표 3-2 리프팅 실린더 압력 계측결과 

위치 
계측 결과 

설계하중(kgf) 비고 
압력(bar) 하중*1(kgf) 

①  138 18,317 

18,644 

마찰계수 0.13 

②  156 20,706 

③  250 33,183 릴리프 압력*2 

*1 피스톤 단면적 : 13,273mm2  

*2 설계 릴리프 압력 : 240b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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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와 같이 화물을 든 상태에서 정지한 위치 ①에서의 리프팅 

실린더의 하중 계측결과(18,317kgf)는 실제 하중(18,644kgf)과 약 2%의 오차를 

나타내었으며, 화물이 상승하는 ②구간에서 리프팅 실린더의 하중은 약 13% 

증가하였다. 이러한 하중 증가는 화물의 상승 시 발생하는 포크와 캐리지, 

캐리지와 마스트, 체인과 도르래, 리프팅 실린더 로드와 튜브 사이의 마찰력에 

기인하며 본 연구에서 적용한 지게차 작업장치 리프팅 실린더 시스템의 

마찰계수는 0.13 으로 정의할 수 있다.  

화물이 최대 높이까지 상승한 위치 ③에서는 압력이 급격히 상승하였는데 

이는 리프팅 실린더에 릴리프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실린더가 최대 높이까지 

올라가면 실린더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으므로 실린더의 압력이 상승하게 

되는데, 실린더 압력이 일정 이상으로 상승하면 안전상의 이유로 릴리프 

밸브가 작동하여 압력은 일정 수준으로 유지된다. 표 3-2 와 같이 계측 릴리프 

압력(250bar)은 설계 릴리프 압력(240bar)과 약 4%의 오차를 나타내었으며 

비교적 정확한 계측이 수행된 것으로 판단된다. 

 

 

3.3.2.2 퍼킨스 사이클 작업 계측 결과  

퍼킨스 사이클은 전술한 바와 같이 50m 거리의 포장도로를 왕복하며 

화물을 최대높이까지 올렸다 내리는 작업으로 화물을 들었다 내리는 작업은 

지게차의 정지 상태에서 이루어지므로 이 때의 작업 조건은 리프팅 작업 

조건과 동일하다. 본 연구에서는 퍼킨스 사이클 중 포크를 지면에서 540mm 

상승시킨 상태에서 포장도로를 주행하였으며 이 때의 계측 응력 및 압력변화를 

고찰하였다.  

그림 3-27 은 퍼킨스 사이클 작업 동안 수행한 리프팅 실린더 압력 

계측결과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3-27 에서 약 45 초까지는 지게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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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을 싣고 포장도로를 주행하는 작업이며 45 초 이후에는 정지 상태로 

화물을 최고 높이까지 상승시키는 작업을 나타낸다.  

 

 

 

 

그림 3-27 리프팅 실린더 압력 계측결과(퍼킨스 사이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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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7 과 같이 주행 중에는 노면 상태 및 장비의 동적 거동에 의해 

구조물에 진동이 발생하며, 주행 중 발생하는 리프팅 실린더의 최대 

압력(P+Pa)을 평균압력(P)으로 나눈 값을 충격계수로 정의하였다. 그림 3-

27 에서 퍼킨스 사이클의 포장도로 주행 중 리프팅 실린더의 평균압력(P)은 

140.2bar 를, 변동압력(Pa)은 14bar 를 나타내었으며 충격계수는 1.11 로 

평가되었다.  

리프팅 실린더와 동일한 방법으로, 스트레인 계측결과로부터 마스트, 

캐리지 및 포크의 충격 계수를 정의하였으며 결과를 표 3-3 ~ 표 3-7 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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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퍼킨스 사이클 계측결과(마스트) 

계측 위치 Outer Mast(Ch1) Inner Mast(Ch3) 

계측응력 

(MPa) 

평균응력 -103.0 -8.7 

응력진폭 18.9 2.8 

충격계수 1.18 1.32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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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퍼킨스 사이클 계측결과(캐리지 1) 

계측 위치 캐리지(Ch5) 캐리지(Ch7) 

계측응력 

(MPa) 

평균응력 -68.8 79.3 

응력진폭 13.7 8.50 

충격계수 1.20 1.11 

위치 

 

 

  



 제 3 장 채널형 용접 빔 구조물의 응력거동 규명 

 

 72 

 

 

 

 

표 3-5 퍼킨스 사이클 계측결과(캐리지 2) 

계측 위치 캐리지(Ch9) 캐리지(Ch11) 

계측응력 

(MPa) 

평균응력 87.8 73.8 

응력진폭 7.7 9.4 

충격계수 1.10 1.13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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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퍼킨스 사이클 계측결과(캐리지 3) 

계측 위치 캐리지(Ch13) 캐리지(Ch15) 

계측응력 

(MPa) 

평균응력 5.2 5.1 

응력진폭 0.95 1.40 

충격계수 1.18 1.27 

위치 

  
 

 

 

표 3-7 퍼킨스 사이클 계측결과(포크) 

계측 위치 포크(Ch17) 

계측응력 

(MPa) 

평균응력 219.0 

응력진폭 45.8 

충격계수 1.21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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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3 주행 작업 계측 결과  

주행 작업은 지게차가 울퉁불퉁한 비포장 구간의 시험장 도로를 화물을 

실은 상태로 빠르게 주행하는 작업이며 주행 작업을 통해 지게차 작업장치의 

설계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충격계수를 정의하고자 하였다.  

주행 작업과 퍼킨스 사이클 작업의 하중 조건이 동일하므로 각 변형률 및 

압력 계측 위치의 계측 평균값은 동일하며 구조물의 동적거동에 의한 

충격계수를 퍼킨스 사이클 작업의 충격계수와 비교하여 표 3-8에 나타내었다.  

 

표 3-8 주행 작업 충격계수 계측결과 

 
계측 조건 

주행 퍼킨스 

마스트 
Ch1 1.63 1.18 

Ch3 1.62 1.32 

캐리지 

Ch5 1.86 1.20 

Ch7 1.38 1.11 

Ch9 1.35 1.10 

Ch11 1.60 1.13 

Ch13 1.67 1.18 

Ch15 1.40 1.27 

포크 Ch17 1.81 1.21 

실린더 Ch19 1.49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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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채널형 용접 빔 구조물의 응력평가 

지게차 작업장치에 발생하는 응력을 유한요소해석(F.E.A) 및 빔이론으로 

평가하고 이를 계측결과와 비교함으로써 유한요소해석 및 빔이론을 이용한 

지게차 작업장치 강도평가의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3.4.1 유한요소 해석 모델 

그림 3-28 은 캐리지의 유한요소해석 모델을 모델을 나타내며 그림 3-29 는 

포크가 캐리지에 연결되는 상세형상을 나타낸 것이다. 유한요소 해석에는 

20절점 6면체 솔리드 요소를 사용하였다. 

 캐리지 베어링은 내부마스트 내부에서 상하운동을 하며 그림 3-28 에 

표시된 X 축 기준 모멘트를 지지하므로 캐리지 베어링 위치의 Y 축 변위를 

고정하였으며 체인에 의해 자중이 지지되므로 체인 연결부의 Z 축 변위를 

고정하였다. 포크와 화물의 자중과 모멘트는 그림 3-28, 그림 3-29 와 같이 

수직 포크베어링과 수평 포크베어링의 위치에 각각 하중 조건으로 

고려하였으며 작용하중은 그림 3-7 에 표시된 자유물체도를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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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8 캐리지의 유한요소해석 모델 

 

 

 

 

그림 3-29 지게차 작업장치 포크와 캐리지의 연결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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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0 은 지게차의 마스트와 캐리지의 응력 계측 시 포크의 중심이 

캐리지에 놓인 위치와 화물이 포크에 놓인 위치를 나타낸다. 그림 3-30 과 

같이 비대칭적으로 위치하는 포크와 화물을 고려하여 캐리지의 좌, 우측에 

작용하는 모멘트를 각각 평가하였으며 화물, 포크, 캐리지의 하중을 모두 

고려하였다. 그림 3-30 에 표시한 바와 같이 같이 포크의 단면 형상은 폭 250, 

두께 100이며 포크에 발생하는 응력은 빔이론으로 평가하였다. 

 

 

 

그림 3-30 계측 시 포크와 화물의 위치 

 

그림 3-31 은 내부마스트의 유한요소해석 모델을 나타낸다. 마스트는 1/2 

대칭 모델로 20 절점 6 면체 솔리드 요소를 이용하여 요소망을 구성하였으며 

계측 시 포크 및 화물의 비대칭성에 의해 서로 다르게 발생한 좌우 모멘트를 

2개의 동일 모델에 각각 대입하여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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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3차원 형상 

 

 

(b) 하중 조건 및 경계 조건 

그림 3-31 내부마스트의 유한요소해석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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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 는 캐리지를 최상단까지 들어올렸을 때, 내부마스트와 

외부마스트에서 베어링 하중이 작용하는 상세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SEC 

“AA”와 SEC “BB”에 작용하는 하중은 캐리지 베어링 하중이 내부마스트에 

작용하는 하중이며 굽힘 하중이 화살표 방향의 수평하중에 의해 지지된다. SEC 

“CC”에 작용하는 하중은 내부마스트가 앞으로 넘어지려는 움직임이 

외부마스트 상부에 설치된 베어링에 의해 지지되는 하중이며 SEC “DD”에 

작용하는 하중은 내부마스트 하부에 설치된 베어링이 외부마스트에 지지되는 

형상을 나타낸다. 베어링을 통해 전달되는 하중은 그림 3-32 에 표시된 바와 

같이 베어링이 접촉하는 폭의 중심에 작용하는 것으로 고려하였다.  

그림 3-33 은 외부마스트의 유한요소해석 모델을 나타낸다. 1/2 대칭 

모델로 20 절점 6 면체 솔리드 요소를 이용하여 요소망을 구성하였으며 포크 및 

화물의 비대칭성에 의해 서로 다르게 발생하는 좌우 모멘트를 2 개의 동일 

모델에 따로 대입하여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였다. 외부 마스트의 틸팅 

실린더는 축방향 강성만 가지는 rod 요소로 고려하였다. 본체와 연결되는 하부 

핀체결부와 틸팅실린더의 본체 연결부에는 고정조건을 대입하였으며 

내부마스트를 통해 전달되는 모멘트에 의한 베어링 하중과 체인하중, 리프팅 

실린더 하중은 하중 조건으로 고려하였다. 해석에는 상용 유한요소 

해석프로그램인 ABAQUS 6.13 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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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 캐리지 최상단 조건에서의 베어링 하중 작용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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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3차원 형상 

 

 

(b) 하중 조건 및 경계 조건 

그림 3-33 외부마스트의 유한요소해석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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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빔이론을 이용한 강도평가 

지게차 마스트의 단면 형상은 그림 3-34 와 같다. 지게차 마스트의 형상은 

좌우 대칭이므로 그림 3-34 는 마스트의 한 쪽 형상만 나타내었으며 마스트 

단면의 X 축 중심의 2 차 관성 모멘트(IXX)와 중립축(XX)과 단면 사이의 

거리(C1, C2) 및 단면에 작용하는 굽힘모멘트 M 으로부터 지게차 마스트에 

작용하는 응력을 식 (3-1)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  

 

σ = MC1/ IXX (최대인장응력), MC2/ IXX(최대압축응력)      (3-1) 

 

위식에서 M 은 마스트 단면에 작용하는 굽힘모멘트, C1 과 C2 는 중립축과 

단면 사이의 거리, IXX는 마스트 단면의 X 측 중심 2 차 관성모멘트를 나타낸다.  

 

 

 

(a) 내부마스트                      (b) 외부마스트 

그림 3-34 지게차 작업장치 마스트의 단면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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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응력평가 결과 

그림 3-35 는 3.3.2 절에서 정의한 LC3 작업조건인, 화물이 최상단에 

위치할 때, 유한요소 해석으로 평가한 마스트와 캐리지의 등가응력 분포를 

나타낸다. 그리고 표 3-9 는 화물이 최상단에 위치할 때 계측, 유한요소해석, 

빔이론으로 평가한 지게차 작업장치의 응력을 정리한 것이다.  

 

 

 

(a) 캐리지 

                   

 

(b) 내부 마스트              (c) 외부 마스트 

그림 3-35 유한요소 해석 결과, 등가응력 분포 

(LC3, 화물 최상단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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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와 같이 마스트는 계측, 유한요소해석, 빔이론 평가 결과가 평균 

6.2%, 포크는 계측과 빔이론 평가 결과가 약 2%의 오차를 나타내며 해석 및 

빔이론 평가 결과가 계측 결과를 비교적 잘 예측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캐리지는 Ch5~Ch8 에서는 유한요소해석 결과가 평균 3% 내외의 오차로 

계측결과를 잘 예측하지만 용접부와 근접한 Ch9~Ch16 에서는 유한요소해석 

결과와 계측결과에 큰 차이가 존재한다. 이와 같이 Ch9~Ch16 에서 큰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Ch9~Ch16 은 주위 구조물과의 간섭에 의해 정확한 위치에 

게이지를 부착하기 어렵고 용접부 근처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작은 위치 

변화에도 큰 응력차가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3-10 은 응력계측으로 평가한 지게차 작업장치 각 위치에서의 최대 

응력을 항복강도와 비교하여 정리한 것이다. 미국 강구조학회(AISC, American 

Institute of Steel Construction)에서는 빔구조물의 허용 굽힘응력을 

항복강도의 66%로 정의하고 있다[67]. 본 연구에서는 마스트와 포크의 굽힘 

허용응력을 AISC 와 동일한 항복강도의 66%로 정의하였으며 지게차와 마스트와 

포크의 허용 굽힘응력은 각각 214.5 MPa 와 549.8 MPa 이다. 표 3-10 과 같이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는 160D-7 지게차 2 단 마스트는 정적강도 설계기준을 

만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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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지게차 작업장치의 응력 계측 및 해석 결과 

계측위치 일련번호 
발생응력 [MPa] 

계측결과 유한요소해석 빔이론 

외부 

마스트 

Ch1 -149.7 -157.5 -152.4 

Ch2 -142.0 -155.8 -151.0 

내부 

마스트 

Ch3 -131.8 -134.3 -130.3 

Ch4 -116.8 -132.3 -129.1 

캐리지 

Ch5 -76.4 -73.5 - 

Ch6 -86.2 -86.2 - 

Ch7 77.4 76.9 - 

Ch8 80.4 88.9 - 

Ch9 85.7 42.2 - 

Ch10 88.9 54.0 - 

Ch11 73.7 47.2 - 

Ch12 97.9 74.3 - 

Ch13 5.9 7.4 - 

Ch14 6.5 9.8 - 

Ch15 -14.8 -15.0 - 

Ch16 -12.2 -17.3 - 

포크 
Ch17 229.5 - 234.6 

Ch18 223.3 - 2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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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 지게차 작업장치의 최대 계측응력 [MPa] 

계측위치 재질 항복강도 허용응력 계측응력 안전율 

외부마스트 
SM490A 325 214.5 

149.7 1.4 

내부마스트 131.8 1.6 

캐리지(상부) AR360 1000 660 97.9 6.7 

캐리지(하부) POSTEN80 686 453 88.9 5.1 

포크 
AISI 

15837MOD 
833 550 229.5 2.4 

 

그림 3-36 은 3.3.2 절에서 정의한 지게차 화물의 높이에 따른   

작업조건(LC1, LC2, LC3)에 따른 내부마스트와 외부마스트의 응력을 계측, 

빔이론 및 F.E.A. 해석 결과와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3.3.21 절의 계측결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캐리지의 베어링이 

스트레인게이지 설치 위치를 지나는 순간인 LC2 에서 순간적으로 압축응력이 

인장응력으로 바뀌며 유한요소해석 결과도 계측과 동일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빔이론은 내부마스트 전체 거동을 평가하므로 캐리지의 높이가 증가함에 따라 

압축응력의 크기도 동일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며, 그림 3-36 과 같이 

국부적인 응력거동이 나타나는 LC2 를 제외하면 계측, 빔이론 및 F.E.A. 해석 

결과가 10% 내외의 오차로 비교적 잘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마스트의 형상, 화물의 중량(W) 등이 결정되면  

내부마스트와 외부마스트에 작용하는 최대 굽힘모멘트와 응력을 빔이론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작업 장치 마스트의 빔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엑셀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그림 3-37 은 지게차 작업장치 마스트의 빔강도 평가 

프로그램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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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내부마스트 

 

 

(b) 외부마스트 

그림 3-36 작업조건에 따른 마스트 응력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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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내부마스트 

 

 

(b) 외부 마스트 

그림 3-37 지게차 작업장치 마스트 강도평가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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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4. 채널형 용접 빔 용접부의 강도평가 

가공 방법의 

3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마스트의 베어링 접촉부 즉, 하중 작용부는 

전체적인 빔거동과는 다른 국부적인 거동을 나타낸다. 마스트 하중 작용부의 

강도는 그림 4-1 과 같이 하중 작용점과 인접한 용접부의 강도로 평가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베어링 하중이 작용점과 인접한 용접부의 정적강도와 

피로강도 평가를 수행하였다.  

그림 4-1 에서 용접부에 높은 정하중이 작용하는 경우, 용접루트를 

기점으로 화살표로 표시한 목두께 방향으로 파손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 

용접루트를 기준으로 목두께 방향이 최단 거리이기 때문이며 그림 4-1 에서 

용접 목두께 방향과 수직방향인 N 방향 성분의 응력으로 용접부 정적강도를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용접부 피로강도는 그림 4-1 에 표시한 용접선 

수직방향 응력인 T 방향 응력으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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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마스트 하중 집중부의 거동 

 

 

4.1 용접부 강도평가를 위한 하중 선정 

    마스트 용접부의 강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가장 큰 응력이 발생하는 용접부 

및 하중을 유한 요소 해석으로 선정하였다. 3 장에서 수행한 마스트의 

유한요소 해석에서는 용접부 형상을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그림 4-2 와 같이 

마스트 빔의 용접연결부에서의 응력을 기준으로 용접부에 최대 응력이 

작용하는 하중 작용 위치를 선정하였다. 해석에 적용한 화물의 하중은 최대 

설계하중인 16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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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내부 마스트              (b) 외부 마스트 

그림 4-2 지게차 마스트의 용접 조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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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은 유한요소해석으로 평가한 내부마스트 및 외부마스트 하중 

작용부 용접조인트에서의 최대 주응력을 나타내며 응력 평가 위치는 그림 4-

3과 같다. 

 

 

표 4-1 마스트의 용접조인트에 발생하는 최대 주응력(MPa) 

 
내부 마스트 외부마스트 

SEC AA” SEC “BB” SEC “CC” SEC “DD” 

LC1 120 89 38.3 25.6 

LC2 121 85 74 70.7 

LC3 87 88 136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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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마스트의 베어링 접촉부 단면 형상(LC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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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1 에서 캐리지가 최상단에 위치하는 LC3 조건일 때 외부마스트 SEC 

“DD” 용접부에 최대 등가응력이 작용하며 내부마스트 용접부의 최대 

주응력은 LC3 조건에서 SEC “CC”에 작용함을 확인할 수 있다.  

SEC “CC”와 SEC “DD”에 작용하는 베어링 하중은 짝힘으로 동일하나 표 

4-3 과 같이 SEC “CC” 용접부의 최대 주응력이 SEC “DD” 용접부 최대 

주응력의 약 64%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그림 4-4 와 같이 SEC “DD” 

용접 조인트는 SEC “CC”와 다르게 하중 F2 가 작용하는 부재의 두께방향 

전체가 용접으로 연결되지 않아 SEC “CC”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굽힘강성을 

가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4 SEC “CC”와 SEC “DD”의 용접조인트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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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리지의 위치에 따라 용접부에 작용하는 응력 거동을 분석하기 위해 그림 

4-5와 같이 캐리지 위치에 따른 하중 작용점의 위치를 표시하였다.  

 

 

 

(a)  LC1             (b) LC2             (c) LC3 

그림 4-5 캐리지 위치에 따른 베어링 하중 작용점의 변화 

 

3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캐리지 베어링에 작용하는 하중은 캐리지 

높이에 관계없이 일정하며 마스트 베어링에 작용하는 하중은 캐리지가 

상승할수록 증가한다. 즉, SEC “AA”, SEC “BB”에 작용하는 하중은 LC1 ~ 

LC3 에서 동일하며 SEC “CC”, SEC “DD”에 작용하는 하중은 LC1, LC2, 

LC3 의 순으로 증가한다. 그러나 표 4-3 의 내부마스트 응력평가 결과에서, 

캐리지 상부 베어링과 접촉하는 SEC “AA” 용접 조인트에 작용하는 응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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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1, LC2 에서는 거의 동일하나 LC3 에서는 LC1, LC2 대비 약 73%의 낮은 

응력이 작용한다. 이와 같이 LC3 에서 응력이 감소하는 이유는 그림 4-6(a)와 

같이 LC3 에서 캐리지의 상부 베어링이 내부마스트의 상부 덮개부에 위치함에 

따라 SEC “AA” 에서의 강성이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내부마스트에서 캐리지 하부 베어링과 접촉하는 SEC “BB” 용접 

조인트에 작용하는 응력이 LC1, LC2 및 LC3 에서 거의 동일한 것은 SEC 

“BB”에 작용하는 하중 및 굽힘 모멘트가 동일하며 그림 4-6(b)와 같이 하중 

작용점에서의 단면 형상이 동일하기 때문이다. 즉, LC1~LC3 에서 캐리지의 

하부베어링이 접촉하는 내부마스트의 단면에는 덮개와 같은 횡부재가 위치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a) 캐리지 상부베어링의 위치(LC3)  (b) 캐리지 하부 베어링의 위치 

그림 4-6 캐리지 베어링의 내부마스트 내부에서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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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CC”와 SEC “DD”에 작용하는 하중은 LC1, LC2, LC3 의 순으로 

커지며 표 4-3 과 같이 용접부에 작용하는 최대 주응력도 LC1, LC2, LC3 의 

순으로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때, LC1, LC2 조건에서 용접부의 

강성이 큰 SEC “CC”의 응력이 용접부의 강성이 작은 SEC “DD”의 응력보다 

큰 것은 LC1, LC2 에서 SEC “DD”가 그림 4-8 (a), (b)와 같이 횡부재 

연결부에 위치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캐리지가 최고점에 위치하는 LC3 조건에서 SEC 

“DD”에서의 하중을 용접부 강도평가의 기준하중으로 선정하였다. 

 

 

4.2 정적강도 평가 

그림 4-7 은 지게차 외부 마스트 용접부의 정적강도 및 피로강도를 

평가하기 위한 유한요소해석 모델을 나타낸 것이다. 외부 마스트 용접부의 

정적강도를 평가하기 위해 그림 4-7 (a)의 전체모델에 대한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고 전체모델 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그림 4-7 (b)에 표시한 용접부 상세 

모델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였다. 용접부 상세 모델에서는 용접부의 피로강도 

평가를 위한 노치응력 평가를 위해 노치반경 1mm 를 고려하였으며 

노치반경에서의 요소 수를 4 개로 하여 Fricke[19]와 DNV[6]의 노치응력 평가 

기준을 준수하였다. 

정확한 용접부 강도 평가를 위해 강도 평가 조건인, 캐리지가 최고점에 

위치하는 LC3 조건의 SEC “DD”근처에는 전체모델에 용접부 형상을 

고려하였으며, 단면을 구성하는 두 부재간의 용접부를 제외한 접촉부에서는 

절점을 공유하지 않도록 하여 하중이 용접부를 통해서만 전달되도록 하였으며 

해석에는 상용 유한요소 해석 프로그램인 ABAQUS 6.13 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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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은 전체모델 해석과 용접부 상세해석으로 평가한 최대 주응력 

분포를 나타낸 것이며, 용접 토우에서 약 470MPa 의 최대 주응력이 발생하였다.  

2.1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 용접학회인 AWS[7]에서는 용접부 

목두께에 작용하는 평균응력이 용접재 인장강도의 30%이하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표 4-2 는 마스트 용접부의 정적강도 평가결과를 나타낸다. 여기서 

평균응력은 구조해석으로 평가한 용접부 목두께 각 위치에서의 목두께 

수직방향응력의 평균을 의미하며, 표 4-2 와 같이 마스트 용접부는 정적강도 

설계기준을 만족한다.  

 

 

표 4-2 마스트 용접부의 정적강도 평가 결과 

평가 위치 평균응력 허용응력*1 안전율 

용접 목두께  91MPa 150MPa 1.6 

*1 허용응력 = 0.3x 용접재 인장강도(500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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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외부마스트 전체모델               (b) 외부마스트 용접부모델 

그림 4-7 지게차 용접부의 강도평가를 위한 유한요소해석 모델 

 

 

 

그림 4-8 용접부 상세모델의 최대주응력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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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피로강도 평가 

본 연구에서는 핫스팟응력과 노치응력을 기준으로 마스트 용접부의 피로 

강도를 평가하였다. 해석 모델에는 그림 4-7 과 같이 노치응력을 평가하기 

위해 용접토우 반경 1mm 를 적용하였고 베어링의 하중 F 가 마스트 플랜지의 

중앙에 작용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핫스팟응력은 아래 식과 그림 4-9 에 

표시된 바와 같이 부재 두께 t 의 0.5t, 1.5t 위치에서의 용접선 수직 방향 

응력을 기준으로 외삽하여 평가하였다.  

 

 

σhss = 1.5σ0.5t – 0.5σ1.5t                                  (4-1) 

 

 

 

그림 4-9 핫스팟 응력 평가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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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작업장치는 화물을 들었다 내리는 작업 1 회에 피로하중이 0 과 

설계하중 사이를 1 회 반복하는 것으로 고려할 수 있다. 실제 작업에서는 항상 

설계하중으로 작업하거나 화물을 바닥에서 최상단까지 올렸다 내리는 것은 

아니지만 설계하중을 기준으로 피로강도 설계의 기준 또는 지표로 정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설계하중인 16 톤의 하중을 최상단까지 올렸다 내리는 

작업, 16 톤의 하중을 살짝 든 상태에서 퍼킨스사이클과 비포장 도로를 최대 

속도로 주행할 때의 충격계수 1.32(퍼킨스 사이클), 1.62(비포장 도로) 

기준으로 각 작업조건 별 피로강도 평가를 수행하였으며 노치응력은 FAT225 

피로선도를, 핫스팟응력은 FAT90 피로선도를 적용하여 피로수명을 평가하였다. 

핫스팟응력에서 FAT90 피로선도를 적용한 것은 마스트 용접구조물은 

작용하중이 용접부를 통해 전달되는 하중전달형 용접연결 구조이기 때문이다. 

    표 4-3 은 지게차 마스트 용접부의 피로강도를 노치응력과 핫스팟응력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며, 노치응력 기준으로 평가한 피로수명이 

핫스팟응력 기준으로 평가한 피로수명보다 보수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3 마스트 용접부의 피로강도 평가 결과 

평가방법 작업조건 최대 충격계수 피로응력 피로수명 

핫스팟 응력 

리프팅 1 149 44.1만 

퍼킨스 사이클 1.32 95 168.2 만 

주행 1.62 185 23.1 만 

노치응력 

리프팅 1 409 33.3 만 

퍼킨스 사이클 1.32 262 127 만 

주행 1.62 507 17.5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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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용접부 정적강도 및 피로강도 정식화 

지게차 마스트 용접부의 정적강도 및 피로강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마스트 전체 모델에 대한 구조해석과 용접부 상세 모델에 대한 구조해석을 

순차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최종 모델이 결정되기까지 여러 차례 해석에 많은 

시간이 투입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마스트의 기본 형상을 

결정하는 초기 설계단계에서 마스트 용접부의 강도를 평가할 수 있는 

간이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를 위해 변수해석을 통해 마스트 용접부의 정적강도 및 피로수명 

평가식을 정식화하였으며 엑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기본 설계 사양으로부터 

용접부의 정적강도 및 피로강도를 평가할 수 있게 하였다. 피로강도 평가를 

위한 기준응력으로 노치응력을 사용하였으며, 이는 4.3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치응력이 핫스팟응력 대비 보수적인 피로수명을 평가하기 때문이다. 

 

 

4.4.1 정식화를 위한 해석변수 선정 

    지게차 마스트에 그림 4-10 과 같이 F 의 집중하중이 작용할 때, 용접부의 

목두께 및 용접 토우에 작용하는 국부 응력은 그림 4-10 에 표시된 마스트의 

단면 형상 및 마스트의 길이 L, 용접 각장과 마스트의 지지 상태 등에 의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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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마스트 용접부 강도 평가를 위한 해석 변수 

 

    변수해석을 통한 정식화에서 변수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해석 수는 기하 

급수적으로 증가할 뿐만 아니라 예측식의 정확도도 감소하므로 해석 변수의 

수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마스트 용접부의 강도는 하중 작용점의 국부 영역에서의 응력 거동에 의해 

결정되므로 그림 4-10 에 표시된 마스트의 길이 L 과 높이(H1, H2)가 일정 

이상의 값을 가질 경우 마스트의 길이와 높이의 변화가 용접부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용접각장은 정적강도와는 

비례관계, 토우부 피로강도와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유한요소해석을 통해 해석변수 중 용접각장의 제외가능성을 평가하였다.  

    그림 4-11 은 마스트의 길이 L 과 높이(H1, H2)의 변화에 따른 용접부의 

국부응력 거동을 평가하기 위한 유한요소해석 모델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4-

11 에서 마스트의 플랜지와 웹을 연결하는 용접 각장은 10mm 이며 하중 F 가 

용접부를 통해서만 웹으로 전달되도록 해석 모델을 구성하였다. 작용하중 F 는 

플랜지의 길이 80mm 의 중앙에 작용하고 웹의 상단부가 완전 고정 조건인 

것으로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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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 는 그림 4-11 에 정의된 L 과 H 가 각각 1,500mm 와 300mm 이고 

작용 하중 F 가 1 톤일 때, 용접부에 작용하는 최대주응력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4-11 용접부 국부응력 거동 평가를 위한 유한요소해석 모델 

 

 

그림 4-12 용접부 국부응력 거동 평가 모델의 주응력 분포 

(L : 1500mm, H : 300mm, F : 1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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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13 는 마스트의 길이 L 과 웹의 높이 H 의 변화에 따른 

용접부에서의 최대주응력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4-13 에서 마스트의 

길이 변화에 따른 최대 주응력은 웹의 높이가 300mm 일 때를 기준으로 

평가하였으며, 마스트 웹의 높이 변화에 따른 최대 주응력은 마스트의 길이가 

1,500mm 일 때를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그림 4-13 과 같이 마스트 용접부에 

작용하는 최대 주응력은 마스트의 길이와 웹의 높이가 각각 1,000mm 와 

300mm 에 도달하면 일정한 값으로 수렴하며 따라서 변수 해석 시, 웹의 길이와 

높이를 각각 1,000mm와 300mm로 고정하였다. 

 

 

     

그림 4-13 마스트의 길이와 웹 높이 변화에 따른 용접 응력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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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14 는 용접 각장이 마스트 용접부의 정적강도 및 피로강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단면 형상이 동일하고 용접 각장이 각각 10mm 와 

20mm 인 마스트 단면의 유한요소해석 모델을 나타낸다. 해석에 사용된 요소는 

두께 10mm 의 쉘요소이며 100kgf 의 하중이 플랜지의 끝에 작용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표 4-4 는 그림 4-16 에 정의된 모델의 용접 목단면 N 방향 평균 

응력과 용접 토우의 최대 주응력 평가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a) 각장 10mm                 (b) 각장 20mm 

그림 4-14 각장에 따른 마스트 용접부의 강도 평가를 위한 유한요소해석 모델 

 

표 4-4 용접각장에 따른 용접 목단면 및 용접 토우의 응력 평가 결과 

각장  
목단면  용접 토우  

평균응력 응력비*1 최대주응력 응력비 

10 mm 41.1 MPa 
2.17 

230 MPa 
1 

20 mm 18.9 MPa 231 MPa 

*1 응력비 : (각장 10mm 작용응력) / (각장 20mm 작용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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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4 에서 용접 목두께에 작용하는 평균응력은 용접 각장에 비례하며 

용접토우에 작용하는 최대 주응력은 용접 각장과 상관 관계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웹과 플랜지의 두께가 일정할 경우 용접토우에 작용하는 응력은 

일반적으로 그림 4-15 에 정의된 용접부의 각도 α와 용접토우의 반경 r 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본 연구에서 수행한 해석 결과와 

일치한다. 본 연구에서는 용접부의 상각장과 하각장이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따라서 용접부의 각도 α는 135o이다.  

이상에서 용접각장은 정적강도와는 비례관계, 토우부 피로강도와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정식화를 위한 해석모델에서 용접각장은 

10 mm 로 고정하였다. 

 

 

 

그림 4-15 용접부의 각도 α와 토우 반경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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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마스트 용접부의 정적강도 및 피로수명을 

정식화하기 위해 그림 4-16 에 정의된 변수 즉, t1, t2, t3, W 의 변화에 따라 

용접부에 작용하는 응력을 유한요소해석으로 평가하였으며 용접각장은 10 

mm 로 고정하였다. 해석 변수의 범위는 기존 모델의 용량별 단면 형상을 

고려하여 선정하였으며 표 4-5 와 같이 변수의 범위에 따라 2 가지 type 으로 

구분하였다.  

 

 

 

그림 4-16 마스트 용접부 강도의 정식화를 위한 변수 

 

표 4-5 마스트 용접부 강도의 정식화를 위한 변수 범위  

Type 
변수 범위(mm) 

t1 t2 t3 W 

Type 1 20~40 10~20 15~25 60~80 

Type 2 30~50 10~20 20~30 7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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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계획법을 통해 표 4-5 에 선정된 정식화 변수를 기준으로 마스트 

용접부의 강도를 정식화하기 위한 변수를 선정하였으며 이를 표 4-6 ~ 표 4-

7 에 나타내었다. 유한요소해석 변수는 표 4-5 에 정의된 각 변수 범위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변수의 수가 n 개일 때, 변수 

범위의 최대, 최소의 조합으로 모델을 구성할 경우 모두 2n 개의 해석 모델이 

만들어지며 마스트 용접부의 강도 평가를 위한 변수가 4 개이므로 각 type 별 

해석 모델은 16개이다. 

 

표 4-6 마스트 용접부 강도의 정식화를 위한 변수(Type 1) 

Type 모델명 t1 t2 t3 W 

Type 1 

M1 20 10 25 80 

M2 20 20 15 80 

M3 20 10 25 60 

M4 40 10 25 80 

M5 40 10 25 60 

M6 20 20 25 60 

M7 40 10 15 60 

M8 40 20 25 60 

M9 40 20 15 80 

M10 40 10 15 80 

M11 40 20 25 80 

M12 40 20 15 60 

M13 20 20 15 60 

M14 20 20 25 80 

M15 20 10 15 80 

M16 20 10 15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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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마스트 용접부 강도의 정식화를 위한 변수(Type 2) 

Type 모델명 t1 t2 t3 W 

Type 2 

M1 30 10 20 70 

M2 50 10 20 70 

M3 30 20 20 70 

M4 50 20 20 70 

M5 30 10 30 70 

M6 50 10 30 70 

M7 30 20 30 70 

M8 50 20 30 70 

M9 30 10 20 100 

M10 50 10 20 100 

M11 30 20 20 100 

M12 50 20 20 100 

M13 30 10 30 100 

M14 50 10 30 100 

M15 30 20 30 100 

M16 50 20 3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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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유한요소 해석 및 정식화 결과 

그림 4-17 은 해석 변수에 따라 마스트 용접부에 작용하는 응력을 

평가하기 위한 유한요소해석 모델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4-17 에서 웹의 

높이는 300mm, 마스트의 길이는 1,000mm, 용접각장은 10mm 이며 1 톤의 하중이 

플랜지 폭의 중심에 작용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그리고 상세모델의 토우 

반경은 1mm로 고려하였다.  

   용접부의 정적강도는 그림 4-17(a)의 전체해석 모델에 표시된 용접 

목두께의 N 방향 응력의 평균으로 평가하였으며, 용접부의 피로수명은 

상세해석 모델로 계산한 용접 토우의 용접선 수직방향(X) 응력을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이 때, 상세모델의 경계에는 전체해석 모델로 평가한 변위결과를 

대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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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전체해석 모델(용접 목두께 평균응력 평가) 

 

(b) 용접부 상세해석 모델(용접토우의 피로수명 평가) 

그림 4-17 용접부 강도평가의 정식화를 유한요소해석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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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응력 해석 결과와 회귀분석을 통해 마스트 용접 목두께에 작용하는 

평균 응력과 용접 토우의 노치 응력 예측식을 다음 식 (4-2)와 같이 

정의하였다. 아래 식에서 t1, t2, t3 및 W 는 그림 4-16 에 정의된 변수이며 C1 

~ C16 은 상수이다. 

      

 

    σ(평균응력, 노치 응력) = C1+ C2xt1 + C3xt2+ C4xt3 + C5xW  

                            + C6xt1xt2 + C7xt1xt3 + C8xt1xW  

                            + C9xt2xt3 + C10xt2xW + C11xt3xW         

                            + C12xt1xt2xt3 + C13xt1xt2xW  

                            + C14xt1xt3xW + C15xt2xt3xW  

                            + C16xt1xt2xt3xW             (4-2) 

                                                            

                                                                         

표 4-8 ~ 표 4-9 는 변수별 유한요소해석 결과를 나타내며 표 4-10 ~ 표 

4-11 은 회귀분석을 통해 평가한 상수 C1 ~ C16 을 정리한 것이다. 여기서 상수 

C1 ~ C16 은 작용 하중 1 톤, 용접각장 10mm 를 기준으로 정의한 것이며 

4.4.1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게차 마스트 용접부 목두께의 평균응력은 

용접각장에 반비례하고 작용하중에 비례한다. 따라서, 용접각장과 작용하중이 

정의되면 회귀식으로 평가한 평균응력에 용접각장은 반비례식, 작용하중은 

비례식을 고려하여 용접부 목두께의 평균응력을 평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회귀식으로 평가한 용접부 평균응력이 10 MPa 이고 용접각장과 작용하중이 

각각 15 mm, 15 톤인 경우, 하중이 회귀식 대비 15 배 증가하였고 용접각장은 

1.5배 증가하였으므로 용접부 평균응력은 100 MPa 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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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토우부의 노치응력은 4.4.1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용접각장과 상관 

관계가 없으므로 회귀식으로 평가한 용접토우의 노치 응력에 작용하중의 

곱으로 용접토우에 작용하는 응력을 예측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회귀식으로 

평가한 용접부 토우의 노치응력이 10 MPa 이고 작용하중이 10 톤이면 용접부 

토우의 노치응력은 100 MPa 이다.  

 

 

표 4-8 변수별 유한요소 해석 결과(1) 

t1 t2 t3 W 
용접부 응력 

목두께 평균 토우 노치 

20 10 25 80 12.6  48.3  

20 20 15 80 8.0  46.6  

20 10 25 60 13.0  48.8  

40 10 25 80 7.1  31.3  

40 10 25 60 7.9  32.3  

20 20 25 60 9.7  38.7  

40 10 15 60 7.4  39.5  

40 20 25 60 6.8  28.4  

40 20 15 80 6.0  35.7  

40 10 15 80 6.9  40.2  

40 20 25 80 6.0  27.1  

40 20 15 60 6.5  35.1  

20 20 15 60 8.5  46.2  

20 20 25 80 9.3  37.8  

20 10 15 80 10.9  60.6  

20 10 15 60 11.4  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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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변수별 유한요소 해석 결과(2) 

 

 

 

 

 

 

 

t1 t2 t3 W 
용접부 응력 

목두께 평균 토우 노치 

30 10 20 70 8.8  40.2  

50 10 20 70 5.8  27.7  

30 20 20 70 7.1  33.3  

50 20 20 70 5.2  25.1  

30 10 30 70 9.5  34.3  

50 10 30 70 6.1  23.2  

30 20 30 70 7.7  28.7  

50 20 30 70 5.4  20.9  

30 10 20 100 8.2  40.8  

50 10 20 100 5.5  28.4  

30 20 20 100 6.6  33.7  

50 20 20 100 4.9  25.7  

30 10 30 100 9.0  33.7  

50 10 30 100 5.5  22.7  

30 20 30 100 7.2  27.9  

50 20 30 100 4.8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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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0 마스트 용접 목두께 평균응력 예측식의 상수 

 용접목두께 평균응력 

Type 1 Type 2 

C1 2.14E+00 1.80E+00 

C2 -3.35E-02 -2.40E-02 

C3 -5.84E-02 -3.98E-02 

C4 7.90E-03 4.73E-03 

C5 -9.60E-03 -6.95E-03 

C6 1.24E-03 6.53E-04 

C7 1.45E-04 4.33E-05 

C8 2.13E-04 1.35E-04 

C9 3.10E-04 1.13E-04 

C10 2.85E-04 1.75E-04 

C11 4.30E-04 1.92E-04 

C12 -9.00E-06 -1.33E-06 

C13 -6.13E-06 -2.83E-06 

C14 -1.35E-05 -4.83E-06 

C15 -1.50E-05 -5.83E-06 

C16 3.25E-07 8.33E-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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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 마스트 용접토우 노치응력 예측식의 상수 

 
용접토우 노치 응력 

Type 1 Type 2 

C1 1.23E+01 8.62E+00 

C2 -1.89E-01 -1.05E-01 

C3 -2.77E-01 -1.65E-01 

C4 -1.67E-01 -7.66E-02 

C5 2.26E-02 1.30E-02 

C6 5.45E-03 2.56E-03 

C7 3.35E-03 1.09E-03 

C8 -1.74E-04 -5.33E-05 

C9 5.29E-03 2.21E-03 

C10 -8.05E-04 -3.60E-04 

C11 -7.70E-04 -4.75E-04 

C12 -1.04E-04 -3.18E-05 

C13 2.26E-05 8.33E-06 

C14 2.50E-07 1.83E-06 

C15 1.90E-05 9.00E-06 

C16 -7.25E-07 -2.67E-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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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12 는 난수로 선정한 임의 단면의 용접부에 작용하는 응력을 

예측식과 유한요소해석으로 평가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표 4-12 에서 

예측식과 해석 결과의 오차율이 목두께 평균응력은 평균 5.9%, 최대 10.1%를 

나타내었으며 노치응력은 평균 5.2%, 최대 12.7%를 나타내었다. 이상에서 

예측식이 유한요소 해석 결과와 비교적 잘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4-12 지게차 마스트 용접부의 응력 예측 결과 

단면 변수 목두께 평균응력(MPa) 노치 응력(MPa) 

t1 t2 t3 W 해석 예측식 
오차율

(%) 
해석  예측식 

오차율 

(%) 

23 15 22 73 9.4 10.1 7.4  39.4 44.4 12.7  

30 15 20 70 7.8 8.6 10.3  38.1 41.2 8.1  

25 18 16 68 7.8 8.4 7.7  43.8 45.3 3.4  

34 13 17 79 7.1 7.8 9.9  39.5 42.4 7.3  

40 15 25 85 6.5 6.7 3.1  30.1 29.3 2.7  

31 14 26 78 7.9 8.2 3.8  34.8 33.8 2.9  

44 19 21 97 5.5 5.5 0.0  28.7 28.1 2.1  

36 12 28 73 7.6 8.0 5.3  32.0 3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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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개발한 예측식을 바탕으로 지게차 작업장치 마스트 용접부의 

정적강도 및 피로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엑셀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그림 

4-18 은 지게차 작업장치 마스트 용접부의 정적강도 및 피로강도 평가 

프로그램의 화면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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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정적강도 

 

 

(b) 피로강도 

그림 4-18 지게차 작업장치 마스트 용접부의 강도 평가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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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용접부 피로강도 검증 

연구배경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산업규격 및 선급에서 제시하고 있는 

피로강도 설계기준은 용접구조물의 연결형상에 따른 피로시험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립되었으며 기존의 피로시험은 하중작용점과 용접부 사이의 거리가 

충분히 먼 시험편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따라서 지게차 작업장치 마스트와 

같이 하중 작용점이 용접부와 인접한 경우, 기존의 피로강도 설계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며 본 연구에서는 피로시험 및 

구조해석을 통해 이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4.5.1 피로시험 

지게차 작업장치 마스트의 피로강도 검증을 위해 실제 생산된 외부 

마스트를 절단하여 피로시험을 수행하였다. 그림 4-19 는 피로시험편의 형상을 

나타내며 hot spot 응력 계측을 위해 스트레인게이지를 용접토우로부터 부재 

두께 t의 각각 0.5 배, 1.5 배 떨어진 위치에 설치하였다.  

그림 4-20 은 피로시험편을 피로시험기에 고정하기 위해 제작한 시험용 

지그와 피로시험편의 조립 형상을 나타낸다. 시험용 지그의 하부와 

피로시험기의 베이스, 피로시험편과 시험용 지그는 볼트 체결되며, 피로하중은 

그림 4-20 에 표시된 것과 같이 한 쪽 끝이 뾰족하게 가공된 라운드 바가 

시험편에 접촉상태로 전달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라운드 바의 반대쪽 끝은 

나사가공 되어 피로시험기의 하중기에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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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9 마스트 피로시험편의 형상 

 

 

 

그림 4-20 마스트 피로시험편과 지그의 조립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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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1 은 마스트 용접부 시험편의 피로강도 시험을 수행한 유압서보 

피로시험기를 나타낸다. 본 시험기는 일본 SHIMADZU 사 제품으로 최대 

시험하중은 50 톤이다. 그림 4-22 는 피로시험용 지그와 피로시험편을 

피로시험기에 설치한 형상을 나타낸다.  

 

 

 

 

그림 4-21 피로시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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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2 피로시험편 설치 형상 

 

 

 

 

 

 



제 4 장 채널형 용접 빔 용접부의 강도평가 

 

  125  

피로시험 하중은 6, 7.5, 8, 9, 10, 11, 12 톤이며 9 톤과 12 톤은 2 개, 

나머지 하중은 1 개씩 피로시험을 수행하였다. 피로시험 시작 전, 피로시험 

하중을 2~3 회 반복시킨 후 시험편에 설치한 스트레인게이지의 변형률을 

계측하였으며 변형률 계측 후 응력비 0.1 조건으로 피로시험을 수행하였다. 즉, 

시험 하중이 10 톤일 경우 하중이 1 톤과 10 톤 사이를 반복하였으며 시험 

주파수는 3Hz 이다.  

시편의 피로수명은 균열의 길이가 시편 폭의 2/3 지점까지 진전했을 때의 

하중 반복횟수로 정의하였으며 그림 4-23 은 피로시험이 완료된 시험편의 

형상을 나타낸다.  

 

 

 

그림 4-23 시험 완료 후의 피로시험편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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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 유한요소 해석 

마스트 용접부의 피로응력 평가 방법 중 핫스팟응력은 시험편에 설치한 

스트레인게이지 계측결과로 평가할 수 있으나 노치응력은 유한요소해석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로시험 수행 시, 그림 4-24 에서 원으로 표시한 

부분과 같이 용접각장 등 피로시험편의 편차와 하중을 작용하는 라운드 바에서 

뾰족하게 가공한 부분이 시험이 진행됨에 따라 무뎌지고 라운드 바의 하중 

작용위치에도 시험편에 따라 약간의 편차가 발생하므로 정확한 용접부 

피로응력 평가를 위해서는 제작 및 시험에 의한 편차가 고려되어야 한다.  

 

 

 

그림 4-24 용접부 피로시험의 편차 발생가능 부위 (점선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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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스팟응력은 스트레인게이지를 실제 제작된 시험편의 토우에서 부재 

두께의 0.5 배, 1.5 배 떨어진 위치에 설치하므로 시험에서 발생하는 여러 

불확실한 인자들이 계측결과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노치응력에서는 이러한 편차들을 고려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본 연구에서는 

핫스팟응력의 계측결과와 유한요소 해석결과로부터 노치응력을 평가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그림 4-25 는 마스트 용접토우의 응력을 평가하기 위한 유한요소 해석 

모델을 나타낸다. 그림 4-27 의 전체해석 모델에서 유한요소 해석을 통해 

핫스팟응력을 평가하고 전체모델의 해석결과를 바탕으로 용접부 상세 모델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여 용접부 노치응력을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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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전체해석 모델  

 

 

(b) 용접부 상세 모델 

그림 4-25 시험편 용접부 피로 응력 평가를 위한 해석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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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부 피로응력 평가를 위한 유한요소 해석에서는 그림 4-19 에 표시된 

시험 조건과 동일한 위치에 시험하중을 작용시켰으며 전체 해석 모델로 평가한 

부재 두께의 0.5 배, 1.5 배 위치에서의 응력을 기준으로 용접토우의 

핫스팟응력을 평가하였다. 이렇게 유한요소 해석으로 평가한 핫스팟응력과 

계측으로 평가한 핫스팟응력을 비교하여 유한요소 해석을 위한 등가하중을 

선정하였다.  

예를 들어, 10 톤의 시험하중이 작용했을 때 계측으로 평가한 

핫스팟응력은 시편의 형상 및 조립 편차에 따라 100 MPa 가 될 수도 있고 120 

MPa 가 될 수도 있으나 동일한 해석모델로 평가한 핫스팟응력은 동일한 값을 

가진다. 해석으로 평가한 핫스팟응력과 계측으로 평가한 핫스팟응력이 모두 

100 MPa 인 경우, 노치응력을 평가하기 위한 유한요소해석 하중은 10 톤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해석으로 평가한 핫스팟응력은 100 MPa 이고 계측으로 

평가한 핫스팟응력은 120 MPa 인 경우, 유한요소해석으로 평가한 피로응력이 

시험과 동일한 피로응력을 가지기 위해서 유한요소해석을 위한 12 톤으로 

수정하였으며, 수정된 등가하중 기준으로 용접부 노치응력을 평가하였다.  

즉, 동일한 핫스팟응력을 가지면 동일 피로응력 상태에 있는 것으로 

고려할 수 있으며, 시험편의 제작 및 피로시험에서 발생하는 편차가 반영되어 

평가되는 핫스팟응력 계측결과와 동일한 핫스팟응력을 평가하는 유한요소해석 

등가하중을 선정함으로써 시험편의 제작 및 피로시험에서 발생하는 편차를 

고려한 노치응력을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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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 피로시험 및 유한요소 해석 결과 

그림 4-26 은 마스트 용접부의 피로시험 및 유한요소 해석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피로수명은 4.5.1 절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균열의 길이가 시편 폭의 

2/3 지점까지 진전했을 때의 하중 반복횟수로 정의하였다. 핫스팟응력은 

계측으로 평가한 응력으로부터 외삽법으로 평가하였으며 노치응력은 

4.5.2 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계측과 유한요소해석으로 평가한 핫스팟응력의 

비교를 통해 선정한 등가하중으로 평가한 유한요소해석 결과를 나타낸다.  

그림 4-26 에서 점선으로 표시한 FAT239(노치응력), FAT85(핫스팟응력)는 

본 연구에서 수행한 피로시험 및 유한요소 해석 결과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기준으로 97.5%의 신뢰도를 가지는 피로선도를 선정한 것이며 FAT225 

(노치응력), FAT90(핫스팟응력)은 기존의 하중 작용점 거리가 먼 설계 

피로선도를 나타낸다.  

그림 4-26 에서 핫스팟 응력의 경우 본 연구 결과가 기존의 설계 피로선도 

대비 약 5% 낮은 피로강도를 나타내며 이는 용접부에 인접한 국부 집중하중이 

용접부 피로강도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노치응력의 경우 핫스팟 응력과는 반대로 본 연구 결과가 기존의 설계 

피로선도 대비 약 5% 높은 피로강도를 나타낸다. 이는 본 연구에서 평가한 

노치응력이 시험편의 제작 및 피로시험에서 발생하는 편차가 고려된 

응력이므로 기존의 유한요소 해석으로만 평가한 노치 응력대비 시험 결과의 

편차가 줄어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그림 4-26 에서 알 수 있듯이 국부 집중하중을 받는 마스트 

용접부의 피로강도는 기존의 핫스팟응력 기준 설계 피로선도인 FAT90 과 

노치응력 기준 설계 피로선도인 FAT225 대비 위쪽에 위치하며 이는 마스트 

용접부의 피로강도 평가에 기존의 설계피로선도를 적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채널형 용접 빔의 용접부와 같이 국부적인 집중하중을 받는 용접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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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도 기존의 하중작용점과 용접부의 거리가 먼 시험편의 피로시험 

결과로부터 정의된 용접부 설계피로선도를 적용하여 피로강도 평가 및 

피로설계를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며 본 연구에서 제안한 피로선도를 적용할 

경우 보다 정확한 피로수명을 평가할 수 있다.  

향후 국부 집중 하중을 받는 용접부의 피로강도 특성의 보다 명확한 

규명을 위해서는 다양한 형상의 국부 집중하중을 받는 용접구조물, 하중 

작용점 위치, 하중 작용 방법 등에 따른 피로강도 특성평가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26 피로시험 결과(핫스팟 응력 & 노치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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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 논문에서는 집중 국부하중을 받는 채널형 용접구조물인 지게차 

작업장치에 대해 계측 및 유한요소해석을 통해 응력거동을 평가하고 작업장치 

마스트의 정적강도와 피로강도 평가를 위한 설계기준을 정립하였으며 

피로시험을 통해 집중 국부하중을 받는 채널형 용접부의 피로강도 평가 기준을 

정립하였다. 본 논문에서 수행된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지게차 작업장치의 내부마스트에서 압축 굽힘응력이 발생하는 

부재에는 화물을 실은 캐리지의 높이가 상승함에 따라 굽힘응력의 

크기가 증가하며 캐리지 베어링이 지나는 영역에는 빔의 전체적인 

굽힘거동이 아닌 국부적인 변형 거동에 의한 인장응력이 발생한다.  

 

2. 지게차 작업장치 리프팅 실린더의 압력계측을 통해 화물 상승 시 

발생하는 포크와 캐리지, 캐리지와 마스트, 체인과 도르개, 리프팅 

실린더 로드와 튜브 사이의 마찰계수를 포함하는 리프팅 시스템 

전체의 마찰계수가 0.13임을 확인하였다.  

 

3. 비포장 도로를 화물을 실은 상태로 빠르게 주행하는 주행 작업에서 

지게차 작업장치에 발생하는 최대 충격계수 즉, 하중증가계수는 

1.86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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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응력계측, 유한요소해석, 빔이론으로 평가한 마스트 구조물에 발생하는 

최대응력의 오차는 평균 6.2%를 나타내었으며 포크는 계측과 빔이론 

평가 결과의 오차가 2% 내외로 응력 평가결과가 계측결과를 비교적 

잘 예측하였다.  

 

5. 지게차 작업장치 마스트의 형상, 화물의 중량(W) 등 기본 설계 사양이 

결정되면 내부마스트와 외부마스트에 발생하는 최대응력을 빔이론으로 

평가하는 지게차 작업장치 마스트의 빔강도 평가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6. 구조해석을 통해 국부 집중하중을 받은 마스트 용접부의 정적강도와 

피로강도를 평가하였으며 시험계획법과 변수별 구조해석을 통해 

마스트 용접부의 정적강도와 피로강도 정식화를 수행하고 마스트 

용접부의 정적강도와 피로강도를 평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7. 용접각장과 하중변화에 따른 피로시험 결과의 분석을 통해 용접부 

정적강도 기준을 만족할 경우 용접부 루트가 아닌 토우에서 

피로균열이 발생함을 검증하였다. 

 

8. 지게차 마스트 용접부의 핫스팟응력을 피로시험과 구조해석으로 

평가하고 이로부터 용접부의 형상편차 등을 고려한 노치 피로응력을 

평가할 수 있는 기법을 제안하였다.   

 

9. 국부 집중하중을 받는 용접부의 경우에도 기존의 하중 작용점 거리가 

먼 설계 피로선도를 적용할 수 있으며 본 논문에서 제안한 피로선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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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할 경우 보다 정확한 피로수명을 평가할 수 있다.  

 

10. 향후 다향한 형상의 국부 집중하중을 받는 용접구조물, 하중 작용점 

위치, 하중 작용 방법에 따른 피로강도 특성평가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135  

참고문헌 

 

참고문헌 

[1] 양종서, ―2015 년도 조선해운 시황 및 2016 년도 전망‖,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2015. 

 

[2] Persistence Market Research, 2013 

 

[3] M. M. Alam, ―Geometrical aspects of the fatigue behaviour of laser 

hybrid fillet welds‖, Proc. Fatigue Des. Conf. Senlis Paris Fr., 2009.  

 

[4] Pang HLJ, ―Analysis of weld toe profiles and weld toe cracks‖, Int. J. 

of Fatigue 1993.  

 

[5] Stephens RI, Fatemi A, Stephens RR, Fuchs HO, ―Metal fatigue in 

engineering‖, John Willey & Sons, N Y 2001. 

 

[6] Atzori B, Lazzarin P, Meneghetti G, Ricotta M, ―Fatigue design of 

complex welded structures‖, Int. J. of Fatigue, 2009. 

 

[7] A. Hobbacher, ―Recommendations for fatigue design of welded joints 

and components‖, International Institute of Welding, 2008. 



참고문헌 

 

 

 136 

[8] Recommended practice DNV-RP-C203, ―Fatigue design of offshore 

steel structures‖, DNV, 2011. 

 

[9] AWS D1.1, ―Structural Welding Code-Steel‖, American Welding 

Society, 2015. 

 

[10] EN 1993-1-9:2006, ―Eurocode 3: Design of steel structures-Part 

1-9: Fatigue‖, 2006. 

 

[11] ASME Boiler and Pressure Vessel Code, Section VIII, ―Rules for 

construction of pressure vessels, Division 2 - Alternative rules‖, ASME, 

2003. 

 

[12] Saint-Venant B, ―de Memoire sur la torsion des primes‖, Mem. des 

Savants etrangers, Paris, 1855. 

 

[13] Sternberg E, ―On Saint–Venant‘s principle‖, Quart Appl Math 11, 

1954. 

 

[14] Knowles JK, ―On Saint–Venant‘s principle in the two-dimensional 

linear theory of elasticity‖, Arch Ration Mech Anal 21, 1966. 

 

[15] M.V Figueiredo, F.M.F Oliveira, J.P.M Gonçalves, P.M.S.T de Castro, 

A.A Fernandes, ―Fracture analysis of forks of a heavy duty lift truck‖, 

Engineering Failure Analysis, 8, 411-421, 2001 

http://www.twi-global.com/technical-knowledge/published-papers/comparison-of-the-asme-bs-and-cen-fatigue-design-rules-for-pressure-vessels-october-2003/
http://www.twi-global.com/technical-knowledge/published-papers/comparison-of-the-asme-bs-and-cen-fatigue-design-rules-for-pressure-vessels-october-2003/
http://www.twi-global.com/technical-knowledge/published-papers/comparison-of-the-asme-bs-and-cen-fatigue-design-rules-for-pressure-vessels-october-2003/


참고문헌 

 

 

  137  

[16] A. Ehland, M.S. Williams, A. Blakeborough, ―Dynamic load model for 

fork-lift trucks‖, Engineering Structures, 32, 2693-2701, 2010 

 

[17] George Pantazopoulos, Athanasios Vazdirvanidis, Andreas Rikos, 

Anagnostis Toulfatzis, ―Analysis of abnormal fatigue failure of forklift 

forks‖, Case Studies in Engineering Failure Analysis, 2, 9-14, 2014 

 

[18] Juan M. Massone, Roberto E. Boeri, ―Failure of forklift forks‖, 

Engineering Failure Analysis, 17, 1062-1068, 2010 

 

[19] Dowling N.E., ―Mechanical Behavior of Materials—Engineering 

Methods for Deformation‖, Fracture and Fatigue, second ed. Prentice Hall, 

Englewood Cliffs, 1998. 

 

[20] Basquin, O.H., “The exponential law of endurance tests”, Proc. 

Annual Meeting,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Materials 10, 625–630, 

1910 

 

[21] C. C. Osgood, ―Fatigue Design‖, Pergamon Press, Oxford, 1982. 

 

[22] L. P. Tarasov and H. J. Grover, ―Effect of grinding and other finishing 

process on the fatigue strength of hardened steel‖, Am. Soc. Test. Master. 

Proc., Vol. 50, 1950. 

 

[23] J. E. Shigley, L. D. Michell, ―Mechanical Engineering Design‖, 

McGraw-Hill, 1983 



참고문헌 

 

 

 138 

[24] H. F. Moore, T. M. Jasper, ―An Investigation of the Fatigue of 

Metals‖, Univ. Ill, Eng. Exp., 1924 

 

[25] Fricke, W., ―Review—fatigue analysis of welded joints: state of 

development‖, Marine Structures 16, 185–200, 2003. 

 

[26] J.A. Ferrica, C.M. Branco, “Fatigue  Analysis  and  Prediction  in  

Fillet  Welded Joints in the low thickness range”, Journal of Fatigue & 

Fracture of Engineering Materials and Structures, Vol. 13, No. 3, 1990. 

 

[27] Gurney, T.R., “Fatigue of welded structur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1979. 

 

[28] Maddox, S.J., ― Fatigue Strength of Welded Structures, second ed‖. 

Abington Publishers, Cambridge, 1991. 

 

[29] Radaj, D., ―Design and Analysis of Fatigue-Resistant Welded 

Structures‖, Abington Publishers, Cambridge, 1990. 

 

[30] Köttgen R.,  Olivier R.  and  Seeger T.,  ―Fatigue analysis of 

welded connections based on local stresses‖, IIW Doc XIII-1408-91. 

 

[31] Morgenstern C., Sonsino C.M., Hobbacher A., ―Fatigue Design of 

Aluminium Welded Joints by Local Stress Concept with the Fictitious 

Notch Radius of r f  = 1 mm‖ IIW-Doc. No. XIII–2009–04, 2004. 

 



참고문헌 

 

 

  139  

[32] Almæ r-Næ ss A., ―Fatigue Handbook—Offshore Steel Structures‖, 

Trondheim, 1985.   

 

[33] Dong, P., ―A structural stress definition and numerical 

implementation for fatigue analysis of welded joints‖, International Journal 

of Fatigue 23, 865–876, 2001. 

 

[34] Doerk, O., Fricke, W., Weissenborn, C., ―Comparison of different 

calculation methods for structural stresses at welded joints‖, International 

Journal of Fatigue 25, 359–369, 2003. 

 

[35] Poutiainen, I., Tanskanen, P., Marquis, G., ―Finite element methods 

for structural hot spot stress determin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Fatigue, 2004. 

 

[36] Fricke W., Kahl A., ―Comparison of different structural stress 

approaches for fatigue assessment of welded ship structures, Marine 

Structures 18, 473–488, 2005.  

 

[37] L. F. Coffin. Jr., ―A study of the Effects of Cyclic Thermal Stresses 

on a Ductile Metal‖, Trans. ASME, Vol. 76, 1954 

 

[38] S. S. Manson, ―Behavior of Materials under Conditioins of Thermal 

Stress‖, Heat Transfer Symposium, University of Michigan Engineering 

Research Institute, 1953. 

 



참고문헌 

 

 

 140 

[39] J. Morrow, ―Cyclic plastic strain energy and fatigue of metals‖, 

ASTM STP 378, 1965. 

 

[40] J. Morrow, ―Fatigue design handbook‖, Advances in Engineering Vol. 

4, Society of Automotive Engineers, 1968. 

 

[41] S. S. Manson and G. R. Halford, ―Practical Implementation of the 

Double Linear Damage Rule and Damage Curve Approach for Treating 

Cumulative Fatigue Damage‖, Int. J. Fract., Vol. 17, No. 2, 1981. 

 

[42] K. N. Smith, P. Watson and T. H. Topper, ―A Stress-Strain Function 

for the Fatigue of Metals‖, Journal of Materials, 1970. 

 

 

[43] Maddox, S.J., “Fatigue Crack Propagation in Weld Metal and HAZ‖, 

Metal Construction and British Welding Journal, Vol. 2, No. 7, 1970.  

 

[44] Maddox, S.J., “Some Further Fatigue Crack Propagation Results 

Relevant to Welded Joints in Steel‖, Welding Research International, Vol. 3, 

No. 1, 1973.  

 

[45] Bucci R. J., Clark W. G. and Paris P. C., ―Fatigue Crack Propagation 

Growth Rates under a Wide Variation of ΔK for an ASTM A517 Grade 

F(T-1) Steels‖, Stress Analysis and Growth of Cracks, Proceeding of the 

1971 National Symposium on Fracture Mechanics, Part I, ASTM STP 513, 

1972. 



참고문헌 

 

 

  141  

[46] Muraki J, Ishiguru T. and Yokota H., ―Fatigue Characteristics of Weld 

Heat Affected Zone in High Tensile Strength Steels, Treated with a 

Synthetic Apparatus for Weld Thermal Cycles (Report I)‖, Journal of the 

Japan Welding Society, Vol. 36, No. 3, 1967. 

 

[47] Nippes E. F. and Savage M. F., ―Development of Specimen Simulating 

Weld Heat Affected Zones‖, Welding Journal, Vol. 28, No. 11, 1949. 

 

[48] Dolby R. E. and Widgery D. J., ―The Simulation of HAZ 

Microstructures‖, Welding Research International, Vol. 1, No. 1, 1971.  

 

[49] Griffith A. A., ―The Phenomena of Rupture and Flow in Solids‖, 

Philosophical Transactions, Series A, Vol. 221, 1920. 

 

[50] Irwin G. R., ―Fracture Dynamics‖, Fracture of Metals, American 

Society for Metals, 1948. 

 

[51] P. C. Paris and F. Erodogan, ―A Critical Analysis of Crack 

Propagation Laws‖, Journal of Basic Engineering, Vol. 82, No. 4, 1963. 

 

[52] J. M. Barsom, S. T. Rolfe, ―Fracture and Fatigue Control in 

Structures‖, Butterworth Heinemann, 1999 

 

[53] J. M. Barsom, ―Fatigue Crack Propagation in Steels of Various Yield 

Strengths‖, Journal of Engineering for Industry, 1971. 

 



참고문헌 

 

 

 142 

[54] J. F. Throop, G. A. Miller, ―Optimum Fatigue Crack Resistance‖, 

ASTM STP467-EB, 1970. 

 

[55] Hidekazu M., Serizawa H. and Wu Z, ―Strength Analysis of Joints 

Between Dissimilar Materials Using Interface Elements‖, Journal of 

Welding Research Institute; 29(2), 71-75, 2000 

 

[56] Sanders  W.  W.  Jr.  and  Lawrence  F.V.,  Jr., ―Fatigue  

Behavior  of  Aluminum  Alloy Weldments‖, Fatigue Testing of 

Weldments, ASTM STP 648, 1977 

 

[57] Ferrica  J.A., Branco  C.M., ―Fatigue  Analysis  and  Prediction  

in  Filled  Welded Joints in the Low Thickness Range‖, Journal of Fatigue 

& Fracture of Engineering Materials and Structures, Vol. 13, No. 3, pp. 

201-212, 1990 

 

[58] Bell R., and Vosikovsky O., ―A Fatigue Life Prediction Model for 

Multiple Cracks in Welded Joints for Offshore Structures‖, OMAE, Vol. 

III-B, Material Engineering, ASME, 1992 

 

[59] Murthy R.D.S., Gandhi P. and Madhava Rao A.G., ―A Model for 

Fatigue Prediction of Offshore Welded Stiffened Steel Tubular Joints 

Using FM Approach‖, International Journal of Offshore and Polar 

Engineering, 4(3), 241-247, 1994 

 

 



참고문헌 

 

 

  143  

[60] P. Dong and J.K. Hong, ―The Master S-N Curve Approach to Fatigue 

Evaluation of Offshore and Marine Structures‖, International Conference 

on Offshore Mechanics and Arctic Engineering, 2004. 

 

[61] Dong, P., ―A Robust Structural Stress Method for Fatigue Analysis of 

Ship Structures,‖ International Conference on Offshore Mechanics and 

Arctic Engineering, 2003. 

 

[62] Dong P.,  Hong J.K.,  and  Cao Z., ―Stresses  and  Stress 

Intensities  at  Notches:  ‗Anomalous  Crack  Growth‘ Revisited‖, Int. J. 

of Fatigue, Vol. 25(9-11), pp. 811-825, 2003. 

 

[63] F. P. Brennan, P. Peleties and A. K. Hellier, ―Predicting weld toe 

stress concentration factors for T and skewed T-joint plate 

connections‖, Int. J. Fatigue 22 (2000) 573-584. 

 

[64] AWS D1.1, ―Structural Welding Code-Steel‖, An American National 

Standard, 2002. 

 

[65] Haibach E., ―Modified linear damage accumulation hypothesis 

considering the decline of the fatigue limit due to progressive damage, 

riebsfestigkeit, Darmstadt, Germany, Techn. Mitt. TM 50/70, 1970 

 

[66] Miner A. M., ―Cumulative damage in fatigue‖, J. Appl. Mech.,  1945.  

 

 



참고문헌 

 

 

 144 

[67] AISC, ―Specification for Structural Steel Buildings‖, An American 

National Standard, 2005 

 

[68] 강성원 등, ―필릿 용접이음부의 피로파괴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조선학회 연구논문집, 1996 

 

 

 

 

  



 

  145  

Abstract 

 

Design Standard Establishment of the  

Welded Structure by a Concentrated Load Close to the 

Welded Joint 

-Study of the Channel Type Welded Beam Structure 

 

Yun Ki Park 

Dept. of Naval Architecture and Ocean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Steel structures such as ships, building frames, and bridges are 

mainly fabricated using welding. Fatigue failure is a grave technical issue 

in welded structures; it is caused by the stress concentration at the 

discontinuity of the weld toe or root, metallurgical degradation caused by 

rapid heating and cooling during welding and tensile residual stress. 

Therefore, international standards provide a series of S–N curves 

corresponding to different welded joint types from numerous fatigue tests. 

Design fatigue curves have been defined through a statistical 

evaluation of the fatigue test results for many test specimens and the 

welded joint is far from the loading points in fatigue tests. But in case 

where the loading point is close to the welded joint, the peak stress at the 

welded joint is affected by both geometry discontinuity and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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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gularity at the loading point. There has been little research on the 

fatigue life with the loading point close to the welded joi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the fatigue design standard 

for the structure and for this, stress measurement, finite element analysis 

and fatigue test have been performed for the mast structure of a forklift. 

Main conclusion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rom stress measurement and finite element analysis, the stress 

behavior at the weld toe of the forklift mast during lifting and putting down 

operation changes abruptly at the instance that the concentrated load 

passes the weld toe. 

Notch stress at the weld toe for an actual welded structure can be 

evaluated by identifying the modified load, which is defined by comparing 

the hot spot stresses evaluated through measurement and FEA. 

The fatigue strength of the weld toe with a concentrated load close to 

the weld toe can be evaluated using both hot spot stress and notch stress.  

 

 

Keywords : Concentrated load, Welded structure, Fatigue strength, Fatigue 

test, Finite element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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