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조

 운용응력스펙트럼 하에서 피로균열성장 거동에 한 연구

A Study on Fatigue Crack Growth Behavior 

Under Service Stress Spectra

김정훈*․지 습**․공정식***

Kim, Jung Hun․Zi, Gang Seup․Kong, Jung Sik

1. 서론

    항공기는 사용 수명 기간의 비행 동안에 평균응력과 응력진폭이 다양하게 변동하는 하 이력을 견디어야 하며 경우

에 따라선 과도한 피로에 의해 구조물의 강성이 하되고 심한 경우에는 구조물의 괴를 단을 야기하게 된다. 균열의 

성장 속도와 경로는 운항조건(flight mission)에 따른 작용하 에 의해 크게 향을 받는다. 실험실에서 연구되는 피로거

동은 간편성 때문에 주로 단일 반복 하 에 한 것이 부분이나, 실제 항공기는 다양한 응력이 상존하는 하 의 조건

에 노출되어 있다. 

하 /응력 스펙트럼은 하  는 응력의 발생빈도수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항공기가 사용수명(service life)동안 경험하는 

하  는 이력(history)을 말한다. 항공기의 피로스펙트럼의 종류로 설계운용 하  스펙트럼, 표 운용 하 /응력 스펙트

럼 그리고 Standard spectra가 있으며 이러한 스펙트럼을 바탕으로 피로 해석이 이루어진다. 

운용하 스펙트럼하의 균열진 의 측은 균열진 식과 하 이력의 효과에 한 고려방법에 향을 받는다. 

균열 진  식으로는 Paris 식을 변형한 것이나 Forman식을 변형한 것이 주로 사용된다. 이러한 변형 식들은 

비선형 균열진 을 묘사하기 해서 사용된다. 

일정진폭 하  하에서의 균열진 은 재의 균열길이와 작용하 에 의해서만 향을 받지만 변동 하  하에

서는 하 이력에 의해서도 향을 받는다. 소  하 간섭효과라고 하는 이 상은 균열진 속도에 향을 미

친다. 하  간섭효과를 고려하기 해서 주로 사용되는 방법은 균열 닫힘의 변화를 측하는 것이다. Elber는 

처음으로 균열 닫힘의 변화를 찰하고 이를 측정하 다. 그리고 Schijve는 랜덤하 하의 균열진 에서 균열 

닫힘을 측정하고 이를 균열진 의 측에 사용하 다. 

이 논문에서는 항공기의 운용 후에 얻은 응력 스펙트럼으로 피로해석의 간소화를 해 사용되는 Rainflow Cycle 

Countging방법을 사용하여 피로해석이 가능한 형태로 바 게 하 다. 균열성장속도에 요한 향을 주는 응력비 향을 

설명하기 해 자주 사용되는 Elber의 균열 닫힘 이론을 사용하 다. 실제 운용 응력스펙트럼과 사이클 카운  한 응력 

스펙트럼과의 균열 진 을 비교하고 환경요소로 향을 주는 반복하 의 형을 고려하기 해 응력의 순서를 재배열을 

하여 알아보았다.  

2. 항공기의 피로스펙트럼 종류 

 2.1 설계운용 하  스펙트럼

   일반 으로 항공기 운용조건으로부터 항공기 체의 기 이 되는 하 스펙트럼을 구하게 되며 개 C.G 에서의 하 배

수의 변동 상태로 나타내게 된다. 개발항공기의 경우 항공기가 양산/배치되어 어느 정도 운용되기 까지 수집된 운용 자료

가  없으므로 손상허용설계에서는 련규격서, 유사한 항공기 등의 자료를 참조한 하 해석을 통하여 항공기무게 심

(C.G)에 있어서 하 계수의 변화를 구함으로써 무게 심 하 계수 스펙트럼(C.G. load factor spectrum)을 얻을 수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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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CP012응력스펙트럼 형상    그림 2. CP012응력진폭히스토그램

하 은 지상하 , 비행하 , 여압하   기타 반복하  등이 모두 포함되며, 비행임무, 비행시간, 비행순서의 배열 등의 운

용계획에 따라 혼합 된 비행  비행(flight-by-flight)을 이용하여 개발하게 된다. 

 2.2 표 운용 하 /응력 스펙트럼

   실제 운용 항공기에 부과되는 하 /응력 상태는 앞에서 말한 하 계수 스펙트럼(C.G. load factor spectrum)과 차이가 있

다. 실제 운용 하 /운용 응력 스펙트럼을 산출하기 해 항공기 운용 배치 후 구조 주요부 의 하 작용을 고려하여 비행 

하  자료를 수집/분석/처리하는 작업인 피로하  스펙트럼 표본조사 (L/ESS, Load/ Environment Spectrum Survey)의 수

행을 거쳐서 해당 항공기의 표  운용 하 /응력스펙트럼(Baseline Operational Load/Stress Spectrum)산출이 이루어진다. 

개 10～20% 정도의 표본 항공기에  측정계기를 장착하여 데이터를 수립하게 된다. 표  운용 하 /응력 스펙트럼은 항공

기 개발 단계에서 생성된 설계 하 /응력 스펙트럼을 검토하거나, 항공기의 내구성  손상허용해석을 개정하여 구조정비계

획서 개정을 한 기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한다. 

2.3 Standard Spectra

 운용하 의 시험들에서 변동하 의 특성에 어떤 민감도를 평가하거나 주어진 재료와 구조물에 해서 사용 강도

(in-service integrity)를 요구하게 된다. 따라서 표 화 된 시간 이력이 일반 인 성격의 연구와 실용  용에 해서 장

이 있기 때문에 30년 동안 개발 되어 왔다. 재 이용되는 표 화된 하  연속 는 하 -시간이력(load-time histories)은 

련 메커니즘에 있어서 요하고 합한 실제 인 이력에 해 하  연속의 한 선택을 제공한다. 이러한 스펙트럼의 

사용은 재료선택, 표면처리, 구조물 설계 등 진보된 피로 수명 측 모델이 받아들여지는 것에 한 비교 시험이 행해져야 

한다. 실용 으로 이러한 스펙트럼은 하  연속을 포함하는 수치  형태로 부분 peak-valley의 으로 되어 있는 거 한 

일이다. 

3. 피로균열성장 해석

3.1 재료  해석 모델 정보

모델은 ASTM의 Single Edge Notched Strip시편으로 하고 재료는 알루미늄합  2024-T3로 해석을 하 다. 폭

(B)=0.02m, 기균열 길이(a)=0.012m의 형상을 사용을 하 고 재료 상수 C=×  , m=2.65를 사용하 다. 해석에 이

용되는 응력스펙트럼은 국방연구소로부터 받은 응력스펙트럼(CP012)으로 실제 운용 과정에서  K-1훈련기의 동체 후방 구

조물에서 얻어진 것이다. 응력 스펙트럼은 28개의 segment로 2000사이클씩 되어 있고 최  응력이 20.61 ksi, 최소응력이 

-50.73 ksi이다. 그림 1이 CP012응력스펙트럼 형상이고 그림 2는 카운  한 결과의 응력진폭히스토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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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사 이클 카운  한 크기순서의 히스토그램 그림 4. 반복응력순서를 재배열한 히스토그램

3.2 균열 닫힘을 이용한 피로 균열 진  측 

하 간섭효과를 고려하기 해서 주로 사용되는 방법으로 균열 닫힘의 변화를 측하 다. Elber는 처음으로 

균열 닫힘의 변화를 찰하고 이를 측정하 다. 이것은 에 한 환경의 향뿐만 아니라 균열성장율의 

응력비(R,    ) 향을 설명하는데 자주 사용되고 가변진폭 피로균열성장 측에 있어

서 요하다. 

Elber는 균열 열림 응력에 한 개념을 도입했는데, 이것은 균열이 완 히 열린 상태의 작용 응력값()이

다. 그는 균열이 완 히 열린 상태에서 피로균열성장이 일어난다고 제안했다. 

     ,      (1)

여기서  ≻   즉 ≻ 

보다 작은 유효응력확 계수의 폭, 는 피로균열성장 측에 사용될 수 있다. 다음의 Paris 식은

   (2)

 신에 를 사용하는 것이 합리 이라 생각하여 Elber는 다음과 같은 식을 제안하 다.

   
                                                                  (3)  

그리고 알루미늄합  2024-T3에 해, 균열 열림비 U는

U=0.5+0.4R           (4) 

이 되는 것을 밝히고 균열진 속도에 한 R의 향을 설명하는 를 제안했다. 높은 R 값에서 

이 에 근하기 때문에 가 에 근 하게 되고, 균열 닫힘 상은 보다 게 일어난다. 이 결

과, 균열은 좀 더 큰 범 를 가진 하 에 하여 반응하게 된다. 

이 논문에서는 비행 하  하에서 부터 얻은 운용 스펙트럼으로  균열진 에 한 선형 법칙에 의한 측 

결과와 하 간섭의 한 향으로 피로균열진 속도에 민감한 응력 비(R)에 한 간단한 식(3)을 이용해서 하

간섭에 한 향을 알아보았다.          

그림 5는 CP012응력스펙트럼이 작용 할 때 Paris raw의 (2)식과 Elber의 (3)식을 이용하여 균열 성장 측을 

한 결과를 보여 다. 균열 진  측은 선형 법칙에 의한 측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되었다

    
 

 



         (5)

그림 5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응력 비(R)를 고려하는 Elber식으로 구한 균열진  길이와 Paris 식으로 구한 균

열 진  모두 선형이나 Elder의 식이 기울기가 작은 형태로 균열 지연의 효과를 보여주는데 이것은 그림 1에

서 보이는 간헐 으로 그리고 응력의 연속에 있어서 과  응력 사이클의 작용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림 6

은 Rainflow counting 방법으로 복잡한 응력이력을 간소화 하여 같은 방법으로 균열성장 길이를 구한 것이

다. 이 그림에서는 그림 3의 사이클 카운 을 한 크기순서의 히스토그램으로 Paris 식과 Elder 식으로 균열 

성장을 구한 그래 와 그림 4의 반복응력순서를 재배열하여 Elder식으로 균열 성장을 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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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운용스펙트럼으로 인한 균열 성장 측    그림 6. 카운  한 스펙트럼의 균열 성장 측 

반복하 의 형의 향을 알아보기 해서 반복하 의 인장부분에서 빠르게 증가하게 재배열을 하여 인장

부분이 천천히 증가하는 배열과 비교를 하도록 하 다. 그림 6은 그림 5와 같은 형태와 좀 다르게 균열진

의 간단계에서 편차가 큰 것을 볼 수 있고 균열진 의 후반부는 두 방법으로 나타난 진 하는 균열이 

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균열길이가 증가함에 따라 균열선단에서의 응력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Elder식으

로 구한 균열 성장이 과 하 이 뒤따르는 작은 진폭의 하 에 향을 미쳐 균열 진 을 지연시키지만 선형 

 법칙의 Paris의 균열 진 은 이것을 묘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응력 재배열을 한 그래 를 보면 피로

균열진 속도가 지연 되는 경향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하 의 상승시간이 작아지면 환경의 향이 작아지

는 것을 보여 다.

4. 결론 

본 논문에서 실제 운용하  스펙트럼에 한 피로균열 진  측을 해 cycle counting 방법으로 스펙트럼

을 피로해석에 사용 되도록 변환을 하고 피로균열성장에 해서 이론  근으로 측을 하 다. 얻어진 결

론은 다음과 같다. 

 (1)실제 응력  스펙트럼으로 인한 피로 균열 진 은 간헐 으로 있는 과  하 에 많은 향을 받기 때문에 

피로해석을 하는데 응력 스펙트럼의 배열의 순서를 과  하 의 향이 실제 응력 스펙트럼을 반  하도록 

재배열 하거나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반복하 의 배열을 인장부분을 더 천천히 증가하게 한 배열과 빠르게 한 경우에 있어서 인장부분이 더 

천천히 증가하게 되었을 때 빠른 피로균열진 속도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비행하 에서의 균열 진 은 복잡하므로 균열 닫힘의 변화로만 설명하기에 어려운 이 많다. 향후 연구의 

목표는 하 이력과 균열 성장식, 환경 향 등에 향을 받는 균열 진 의 변동성에 해서 확률론  균열진

 측 모델을 개발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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