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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악용 자전거 프레임의 피로 내구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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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order to evaluate fatigue endurance for an MTB(mountain bike) frame, FEM(finite element method) analysis was performed. For
evaluating the fatigue endurance of the MTB frame, the S-N data for Al-6061 fillet weldment were compared with the stress analysis results 
through FEM analysis of the frame. Three loading condition, pedalling, horizontal and vertical loading conditions were considered for fatigue 
endurance evaluation. Horizontal loading(+1200 N) condition was found to be the most severe to the frame. The maximum von Mises stress of 
the frame under horizontal loading(+1200 N) condition was determined 294 MPa through FEM analysis of the frame. Conclusively, on the basis of 
fatigue strength of 200 MPa at the number of cycles of 50,000, the MTB frame has an improper safety factor of approximately 0.25, 
suggesting that this frame needs reinfor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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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현재 여가 생활이 활성화되고, 자전거 도로 확충 등과 같

은 자전거 관련 인프라 증대하여 자전거 이용이 생활화되어 
국내의 자전거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현재 국내

에서는 생활자전거, 산악자전거 및 도로용 자전거의 보급이 
크게 확산되고 있으며 무공해 교통수단으로 인하여 도로 

수송 분담률도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자전거는 200여개의 크고 작은 부품으로 구성된 조립 

제품이다. 특히 이들 부품 가운데 자전거의 뼈대라 할 수 

Fig. 1. Example of a fatigue cracked MTB frame tube.

있는 프레임은 완성자전거의 핵심부품으로 안전성과 성능

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부품이다. 프레임의 하중이 집중

되는 취약부위는 Fig. 1과 같이 주로 응력이 집중되는 용

접부위로 알려져 있다. 또한 주행 중 발생한 피로균열에 

의하여 균열이 전파하여 프레임 튜브(frame tube)가 분리

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프레임 
파손으로 인하여 승차자의 낙차사고로 이어져 심각한 부

상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행 중의 하중에 대한 피로내

구성 평가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자전거 프레임의 피로내구

성 및 안전성 평가에 대한 사례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드물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시중에서 많이 사용되는 MTB 프레

임의 피로내구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MTB 프
레임에 대하여 페달링 하중, 수직하중, 수평하중에 대한 피

로내구성 평가를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한편 MTB
프레임의 피로 수명 선도를 바탕으로 구조 해석 결과와 

비교분석하여 본 MTB 프레임의 피로 내구성을 평가하였다. 
이를 통하여 자전거 산업의 핵심 요소인 프레임의 내구성

을 평가하여 국내 자전거 프레임의 최적설계를 위한 기초

자료로서 제시하고자 한다.

2. 구조해석 방법

2.1. 프레임 모델링

A사의 Al-6061 합금으로 제조된 중량 1.5 kg정도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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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MTB 프레임에 대한 응력해석을 위하여 3차원 스케너

를 이용하여 3차원 데이터를 IGES(Initial Graphics Ex- change 
Specification) 파일로 변환하였다. 변환된 파일은 3차원 

CAD 소프트웨어인 Pro-engineer로 3D1)로 모델링을 Fig. 2와 

같이 실시한 후 이를 범용 전처리(pre-processor)프로그램인 
HyperMesh v7.02)으로 전환하여 해석을 위한 전처리 과정

을 실시하였다. 특히 프레임의 균열 발생이 많은 프레임의 
용접 연결부를 상세히 메쉬를 작성하였으며 요소의 최소 길

이는 0.8 mm로 모델링하였다. MTB 프레임에 대한 피로

내구 시험법3)은 KS의 경우 승차자의 페달링 하중을 크랭크에 
반복적으로 가하는 페달링 하중, 승차자의 체중에 의하여 

시트 튜브(seat tube)에 가하는 수직하중, 노면의 충격에 의한 
하중이 크랭크에 가해지는 수평하중에 대한 피로내구성 평

가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3가지 하중에 대한 시험 방

법을 구조해석을 통하여 수행하였다.
한편 구조해석을 위한 해석 프로그램(Solver)으로 선형 해

석용 프로그램인 OptiStruct를 사용하였으며 요소는 RBE2 
요소, CTRIA3 요소 그리고 CQUAD4 요소를 사용하였다. 
여기에 사용한 요소 수는 123356개, 절점 수는 89473개를 

사용하였다. 재료 물성치로 알루미늄 합금의 탄성계수 70 
GPa, 포아송비 ν = 0.3을 적용하였다.

2.2. 하중조건

자전거 프레임의 피로 내구성 시험조건3)은 크게 페달

력을 가하는 피로시험, 수직 및 수평하중 피로시험으로 구

분된다. 페달력 피로시험의 경우 하중을 100,000회 가한 후, 
수직 및 수평하중 피로시험의 경우 하중을 50,000회 가한 

후에 균열의 발생 여부로 결정한다.

2.2.1. 페달링 하중

하중 및 구속조건은 Fig. 3에서 도시한 바와 같이 그림 

오른쪽 끝에 위치한 리어엔드에 수직방향으로의 하중을 

지지하면서 축회전 가능하도록 한다. 따라서 강체요소를 

구성하여 강체요소가 축회전에 해당하는 y축 방향의 모멘

트를 제외한 모든 방향이 구속하도록 하였다. 또한 그림 

Fig. 2. CAD modeling of MTB frame.

왼쪽상단에 위치한 헤드튜브(head tube)를 고정한다. 실제

피로실험과 유사하게 헤드 튜브에 연결된 지지대를 표현

하여 이를 모든 방향으로 완전히 구속하였다. 페달링 하

중은 그림의 중앙 하단에 위치한 크랭크 중심으로부터 

150 mm 떨어진 위치에 가하였다. Fig. 3과 같이 페달링 

하중은 페달을 표현한 강체 요소를 구성하여 수직으로부

터 7.5도 기울기로 1200 N의 하중을 가하였다. 

2.2.2. 수직하중

하중 및 구속조건은 Fig. 4와 같이 그림 오른쪽 끝에 위

치한 리어엔드의 경우와 왼쪽 끝에 위치한 헤드튜브 구속 

조건은 페달링 하중 조건과 동일하게 구속하였다. 수직하

중은 Fig. 4와 같이 그림의 중앙에 해당하는 시트 튜브(seat 
tube) 중심선에서 연장된 상단으로 250 mm, 그리고 뒷 방

향으로 70 mm 떨어진 지점에 강체요소를 구성하여 1200 
N의 하중을 가하였다.

Fig. 3. Pedalling loading condition for FEM analysis.

Fig. 4. Vertical loading condition for FEM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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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Horizontal loading condition for FEM analysis.

2.2.3. 수평하중

하중 및 구속조건은 Fig. 5와 같이 그림 오른쪽 끝에 위

치한 리어엔드의 경우 페달링 하중의 경우와 동일하게 구

속하였다. 그림의 중앙 하단에 위치한 프레임 바텀 브라켓

(bottom bracket)은 리어엔드와 같이 y축 방향의 모멘트를 

제외한 모든 방향이 구속하도록 하였다. 수평하중은 그림

의 왼쪽 끝 상단에 위치한 헤드튜브(head tube)에 더미포크

(dummy fork)에 해당하는 강체요소를 구성하여 가하였다. 
더미포크 길이는 산악용 프레임이므로 450 mm로 하였다. 
더미포크에는 지면에 수평 방향으로 하중을 가한다. 수평

하중은 (+)방향의 경우 1200N, (-)방향의 경우 600N의 하

중이 가해지는 두 조건으로 구분된다. 이때 하중의 (+)방향

은 Fig. 5와 같이 더미포크를 프레임 앞쪽 방향으로 가하는 
방향이고 (-)방향은 더미포크를 프레임 뒤쪽 방향으로 가

하는 방향이다.

3. 구조해석 결과

구조해석 결과에 대하여 프레임의 피로 내구성을 판정

하기 위해서는 페달력 피로시험의 경우 하중을 100,000회 

가한 후, 수직 및 수평하중 피로시험의 경우 하중을 50,000
회 가한 후에 균열의 발생 여부로 결정하므로 알루미늄 합

금 용접부의 50,000~100,000회에 대한 수명선도가 필요하

다. 특히 용접부의 경우 피로강도가 용접재의 재질, 용접조건, 
시험편의 두께, 작업자의 숙련도 등에 따라 달라진다4). 프
레임의 피로파손의 문제가 되는 부위는 대부분 용접부로 이
들 용접부의 경우 일반 모재부로 용접을 하여도 용접에 의한 
열처리 효과로 모재 강도보다 일반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본 연구 대상물인 MTB 프레임의 재질과 동일한 Al-6061
의 용접부의 피로강도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하여 가장 확실한 
방법은 실제 프레임의 용접부에서 시험편을 채취하는 것이다. 
그러나 프레임의 용접부가 국부적인 관계로 피로시험편 채취

가 거의 불가능한 관계로 Al-6061 용접부에 대한 연구 결과

Fig. 6. Fatigue test results of Al-6061 T6 beam with fillet weld-
ment4).

를 참조하였다. 본 MTB 프레임의 최대 응력이 발생하는 부

위가 대부분 필렛 용접으로 제작된 관계로 Al-6061 T6 필
렛 용접부의 두께에 대한 보고서4)를 참조하였다. Fig. 6은
그 보고서의 일부로 본 MTB 프레임의 튜브보다 약간 두

꺼운 두께 3 mm 필렛 용접부의 50,000, 100,000 사이클에

서의 피로강도는 응력비 R= -1 조건에서 응력진폭(stress amp-
litude)으로 표시하면 각각 200/2=100 MPa, 160/2=80 MPa 
정도로 나타났다4). 또한 Al-6061 T6 합금의 인장 및 항복

강도는 각각 310 MPa, 275 MPa로 보고되었다5).

3.1. 페달링 하중 조건

페달링 하중 조건에 대한 해석 결과 최대 von Mises 응력

이 Fig. 7과 같이 리어 앤드에서 발생하였으며 크기는 101 
MPa로 나타났다. 이는 응력비 R = 0인 응력상태로 응력비 

효과를 고려하여 안전계수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페
달링하중 조건에서 응력진폭 및 평균응력은 101/2 = 50.5 
MPa이다. 다음과 같은 Goodman식을 이용하여 응력비 효과를 
검토하고자 한다.







 

여기서 σa, σm은 각각 응력진폭과 평균응력이며 Su는 최

대인장강도이다. Sn은 응력비 R= -1에 해당하는 완전교번

하중조건에서의 응력진폭에 해당하는 상당응력진폭값이다. 
최대응력이 용착부에 발생한 관계로 Su는 Al-6061-T6 용착

부의 인장강도를 적용하였다. 동일한 용접방법을 적용한 용

착부의 인장강도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본 프레임 튜브와 
유사하게 미그용접한 Al-6061-T651용착부의 인장강도인 

235 MPa6)를 적용하였다. Goodman식을 이용하여 







 로 Sn= 64.3 MPa로 결정된다. 완전교번응력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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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Von Mises stress distribution under pedaling condition.

(R=-1)에서 100, 000회에 해당하는 피로강도는 Fig. 6을 통

하여 응력범위로 160 MPa이므로 응력진폭으로 피로강도는 

160/2=80 MPa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를 피로강도 측면에

서 안전계수로 환산하면 80/64.3=1.24로 판단된다. 한편, 
승차자의 페달링에 의한 하중은 좌우 크랭크 암(crank-
arm)과 바텀 브라켓을 통해 프레임에 전달된다. 특히 승차

자가 다리를 핀(standing) 상태에서 높은 추진력을 얻기 위하

여 페달링시 가장 큰 하중이 프레임에 작용하게 된다. 따라

서 바텀 브라켓이나 시트 튜브와 바텀 브라켓 연결부에서 종

종 균열이 발생하나 본 해석에서는 뒷 바퀴의 허브와 연결

되는 리어 엔드주변에서 발생하였다.

3.2. 수직하중 조건

수직하중에 대한 해석 결과 최대 von Mises 응력이 Fig. 
8에서와 같이 뒷바퀴 허브와 프레임을 연결하는 리어엔드 

주변에서 발생하였으며 그 값이 46.4 MPa로 나타났다. 이는 

응력진폭 및 평균응력으로 23.2 MPa에 해당된다. Good-

man식을 이용하여 





 로 Sn = 25.7 MPa로 결

정된다. 완전교번응력 조건(R=-1)에서 50, 000회에 해당하는 
피로강도는 Fig. 6을 통하여 응력진폭으로 피로강도는 100 
MPa이다. 이를 피로강도 측면에서 안전계수로 환산하면 100/ 
25.7=3.89를 확보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주행 중인 

승차자의 체중은 크게 3부분으로 분산된다. 안장, 핸들 바

Fig. 8. Von Mises stress distribution under vertical loading condition.

(handle bar)그리고 페달이다. 즉 이 세 곳의 반력을 더한 

값과 승차자의 체중은 일치하게 된다. 안장에 가해지는 승

차자의 체중은 시트 포스트(seat post)를 통해서 프레임의 시

트 튜브에 전달된다. 따라서 승차자의 하중이 반복적으로 

시트 튜브에 가해지면, 시트 튜브 상단에 종종 균열이 발생

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본 해석에서는 최대 응력

이 리어엔드 주변에 발생하였다.

3.3. 수평하중 조건

해석 결과 -600N의 수평하중 결과 Fig. 9에서와 같이 최

대 von Mises 응력이 헤드 튜브 근처에서 발생하였으며 크

기는 132 MPa로 이는 응력진폭 및 평균응력으로 66 MPa

에 해당된다. Goodman식을 이용하여 





 로, Sn = 91.8 

MPa로 환산된다. 완전교번응력 조건(R=-1)에서 50, 000회에 
해당하는 피로강도는 Fig. 6을 통하여 응력범위로 200 MPa
이므로 응력진폭으로 피로강도는 100 MPa이다. 이를 피

로강도 측면에서 안전계수로 환산하면 100/91.8 = 1.09를 확

보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1200 N의 수평하중 결과 Fig. 10에서와 같이 최

대 von Mises 응력이 -600 N에서의 경우와 동일한 위치에

서 발생하였으나 크기는 294 MPa로 나타났다. 이는 응력진

폭과 평균응력은 147 MPa에 해당된다. Goodman식을 이

용하여 





 로, Sn = 392.6 MPa로 환산된다. 완전

교번응력 조건(R=-1)에서 50, 000회에 해당하는 피로강도

는 Fig. 6을 통하여 응력범위로 200 MPa이므로 응력진폭

으로 피로강도는 100 MPa이다. 이를 피로강도 측면에서 

안전계수로 환산하면 100/392.6=0.25로 특히 수평하중에 

대하여 본 MTB 프레임이 내구성에 문제가 있음을 암시

한다. 따라서 이 부위에 대한 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다. 본 연구를 통하여 MTB 프레임의 경우 특히 +1200 N의

수평하중에 대하여 취약한 문제점을 발견하였다. 
MTB 자전거에서는 비포장 도로와 험로를 주로 주행하는

Fig. 9. Maximum von mises stress distribution under horizontal 
loading (=-600 N)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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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Maximum von mises stress location under horizontal loading 
(=+1200 N) condition.

관계로 자전거가 점프를 하여 착지하는 경우에 지면에서 

전달되는 충격력이 타이어를 통하여 바퀴의 허브에 전달되

고 이 충격력은 포크와 헤드 세트을 통하여 프레임의 헤드 
튜브에 전달된다. 특히 험로를 주로 주행하는 MTB 자전

거에서는 수평하중이 헤드튜브에 균열이 발생하는 주요 원

인으로 작용한다고 판단된다.
실제 프레임에 대한 피로 내구시험은 프레임을 고정시

키기 위한 다양한 전용지그가 필요하며 이들 지그의 경우 

매우 정교하게 제작되어야 하는 관계로 고가이다. 또한 

프레임에 정해진 반복하중을 가하기 위한 구동장치가 필

요하며 이들 시험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시험

후 균열발생과 같은 문제가 발생시에는 이를 보완하여 다시 
시험을 거쳐 통과를 해야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와 같은 프레임 개발시 해석을 통하여 어느 정

도 피로 내구성에 대한 검증을 거쳐 최종적으로 프레임 내

구 시험을 거친다면 시행 착오와 경비, 시간을 줄이고 보다 
안전한 자전거 프레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산악용 자전거 프레임의 내구성을 평가하

고자 유한요소해석으로 자전거 프레임의 응력해석결과를 통

하여 분석하였다. 구조해석 결과에 대하여 프레임의 피로 

내구성을 판정하기 위해서는 페달력 피로시험의 경우 하

중을 100,000회 가한 후, 수직 및 수평하중 피로시험의 경

우 하중을 50,000회 가한 후에 균열의 발생 여부로 결정하

므로 Al-6061 합금 용접부의 50,000~100,000회에 대한 수

명선도를 이용하였다. 본 MTB 프레임의 튜브보다 약간 두

꺼운 두께 3 mm 필렛 용접부의 50,000, 100,000 사이클에

서의 피로강도는 각각 100 MPa, 80 MPa를 적용하였다. 또
한 응력비 영향을 고려하여 Goodman식을 적용하였다. 페달

링 하중 해석 결과 최대 von Mises 응력이 101 MPa로 피로

강도 기준으로 안전계수 1.24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
직하중 해석 결과 최대 von Mises 응력이 46.4 MPa로 안전

계수 3.89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1200 N의 수평하중 
결과 최대 von Mises 응력이 294 MPa로 피로강도 기준으로 
안전계수 0.25로 나타났다. 이는 수평하중에 대하여 본 MTB 
프레임이 내구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감사의 글: 이 연구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내 학술연

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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