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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ost of lap jointed aircraft structures encounter the fretting damages, which 

provoke fretting cracks prematurely and lead to significant reduction of fatigue life. In 

the case of ageing aircrafts especially, this fretting fatigue problem is a fatal threat for 

the safety and airworthiness. Recently, as the service life extension program(SLEP) of 

ageing aircrafts has become a hot issue, the prediction of fretting fatigue life is also 

indispensable. On these backgrounds, a series of experimental tests of fretting fatigue 

on bolted lap joint specimens, were performed. And the fretting crack initiation and 

propagation life of each specimen were evaluated using existing and newly proposed 

prediction models with the fretting parameters obtained from the FEA results for 

elasto-plastic contact stress analyses. The validations of prediction models were also 

discussed, comparing the prediction results with experimental test ones. 

   록

항공기 주구조에 많은 부분은 겹침이음 형태의 조립구조이며 이러한 구조는  손

상으로 인해 단순피로에 비해 히 수명이 감소된다. 특히 노후 항공기의 경우  

피로균열은 감항안 을 해하는 요한 요인으로 최근 두된 수명연장 문제와 련해

서도 손상허용성 평가에  피로수명 측이 필수 으로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으로 본 연구에서는 볼트 체결력이 서로 다른 겹침이음 구조시편에 하여 일련의 

 피로시험을 수행하고 탄소성 응력 유한요소해석 결과로부터  라미터를 

구하고 균열발생  성장 수명 측 모델식과 최근 제안된 수정 모델식을 통하여  

피로수명을 측하 다. 한 시험결과와 비교분석함으로써 실제 항공기 겹침이음 구조에 

 피로수명 측 모델식의 용 유효성을 고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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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항공기 주구조의 많은 부분은 겹침이음(Lap 

Joint) 조립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일반 으로 

안 수명(safe life) 방식의 설계가 어려워 사용수

명  균열성장이 안정 으로 유지되도록 속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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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성장 구조로 손상허용설계를 하는 경우가 많

다. 볼트 등 기계  체결로 조립된 겹침이음 구

조는 응력집 도가 매우 높고 볼트 체결력과 피

로하  상호작용에 의해 볼트구멍 주변의 조립부

재 합면은  피로손상에 매우 취약하게 

된다.  상은 기계  체결구조 등과 같이 

압력이 작용하고 있는 두 부재 사이에 외력

에 의해 반복 인 미세 슬립변 (통상 으로 

면의 선방향)가 유발될 때 두 부재 사이에서 

 마모와 부식이 발생하면서 동시에 슬립부 

경계에 높은 응력이 조성되어 조기에 균열을 

유발시켜 부재 수명을 단축시키게 된다. 특히 

 상이 피로하 으로 유발될 때  피

로 괴로 규정하며 순수 피로 괴에 비하여 균열

발생 수명을 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되

고 있다[1,2]. 80년  후반 을 동반한 피로

괴 문제가 요한 안으로 드러나면서 기계  

체결로 조립된 항공기 구조에 한 피로균열의 

발생과 성장 측에 의 향이 요하게 

두되었다[3,4]. 이러한  손상으로 인한 

기체구조의 손사고로 1988년 발생한 알로하 항

공사의 B-737 사고를 들 수 있다. 이 사고를 계

기로 항공기 주구조에 한  손상은 기존

의 손상허용성 평가 기 을 하는 요인으로 

두되었고 새로운 개념의 손상허용성 평가가 요

구되게 되었다. 특히 최근들어 노후 항공기의 수

명연장 문제가 국내외 으로 요한 이슈로 부각

되면서 을 동반한 피로수명 평가가 필수

으로 요구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으로 본 연구

에서는  피로균열의 발생과 성장 측의 

해석  모델을 검토하고 겹침이음 조립구조 시편

에 한 일련의  피로시험을 통하여 해석

결과와 비교 분석함으로써 실제 항공기 겹침이음 

구조의  피로수명 측에 해석  모델의 

용 유효성을 고찰하는데 연구목표를 둔다.

Ⅱ. 본  론

2.1  균열발생  성장수명 측

 피로수명은 두 부재의 면 고착부

와 슬립부 가장자리에서  균열이 발생하여 

기 미소균열의 성장을 거쳐 최종 단에 이르기

까지의 균열성장 수명의 합하여 다음 식과 같이 

표 될 수 있다.  

           (1)

이때  균열의 발생과 기 성장은 

 응력장이 향을 주는 면층 내에서

유발되므로  손상과 소성변형을 동반하는 

표면층의 국부응력  변형률의 해석이 요구된

다. 그리고 으로 발생된 기 균열은 미소 

표면균열로 반타원형 는 모서리균열 형태로 성

장하게 된다. 따라서  손상으로부터 발생

된 미소 균열이  응력 향 범  내의 

표면 깊이까지 진 해 가는 단계는 소성 역과 

짧은 균열 거동 특성을 고려하여 성장수명을 평

가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시편 단면의 찰을 

통하여 균열성장 패턴을 분석함으로써 다음과 같

이 균열발생수명을 측할 수 있다. 

 
    

 (2)

  피로하  하에서  표면에서의 착

(traction) 최  응력을 McVeigh와 Farris[5]는 

에 의한 응력과 외부 피로하 에 의한 

작용응력(bulk stress) 로써 다음과 같이 제시

한 바 있다.

            (3) 

여기서 는 정  이론에 의한 Hertzian 최

 압력, 는  슬립 역에서의 마찰

계수, 는 조립된 두 부재의 체결 압력하 , 

는 두 부재 면에 발생하는  방향으로

의 선하 을 나타낸다. 그리고  균열발

생 수명에 하여 Szolwinski[6]등은  

응력 상태를 다축 피로하 에서의 균열발생과 유

사한 메카니즘으로 가정하여 Smith, Watson & 

Topper(SWT) 피로수명 계식에 식 (3)을 도입

하여 다음의  피로수명 측식을 제안한 

바 있다.

   

  



 







  




 




 

   


    (4) 

여기서 N f
는 균열발생 수명, ′ , ′ ,  는 재

료상수들로 SWT-모델 라미터를 나타낸다. 여

기서 보는 바와 같이  균열 발생수명 
는 역학  라미터로써 와 두 부재  

상태에 따른 Hertzian 최  압력 p o에 크게 

좌우됨을 알 수 있다. 최근 자등[7]에 의해 보

고된 연구결과에 의하면  피로는 외부에서 

작용하는 사이클 하 에 따라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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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반복하 에 따른 선하 폭)를 

도입한 결과가 보다 타당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 사이클 하 에 의해 면에서  마

모가 발생함에 따라 면이 확장되어 면에

서의 압력분포가 변화됨에 따라 정  이론에 

의한 Hertzian 최  압력 p o보다는 슬립 

면 을 고려한 수정된 평균 압력 를 도

입한 다음의 수정식이 제안된 바 있다[7].

    


 






′ 





′

′ 



      (5)

한 평  표면에서의 반타원형 표면균열의 경우 

균열선단에서의 선형탄성 응력강도계수값은 다음 

식으로 얻어질 수 있다[8].

     


 




 









     (6)

여기서,  는 각각 반타원 표면균열의 단축  

장축길이, 1.12는 표면균열의 자유표면 향에 

한 수정계수, 그리고 는 반타원 균열 장단축비

에 따른 수정계수로써 참고문헌[9]에 제시되어 

있다. 그런데  피로의 경우 면 손상부

에서 성장하는 미소균열은 으로 인한 표

면층의 소성변형 역 내에서 거동함에 따라 탄

성 응력강도계수폭  신 탄소성 응력강도계

수폭 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로하

의 경우 균열이 성장함에 따라 매 하 사이클 

마다 J- 분을 통한 탄소성 라미터 계산을 반

복 으로 수행하는 것은 매우 까다로운 일이다. 

이 경우 균열끝단 소성역 크기를 유효 균열길이

에 반 시킴으로써 비교  쉽게 탄소성 라미터 

를 추산하는 방법이 제안된 바 있다[10]. 즉, 

의 식  (6)에서 균열길이  신 다음 식으로 

얻어지는 유효 균열길이 값으로 체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7)

여기서 는 유효 균열길이 수정계수를 나타내며 

평면응력 상태에서의 균열끝단 소성역 크기 와 

실험 으로 얻어지는 균열열림 응력 으로부

터 다음과 같이 얻어진다.  

            
 






         (8)

그리고 미소균열의 경우 균열성장 거동에 균열닫

힘 향이 큰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Elber[11]

는 균열닫힘의 향을 고려하여 유효응력강도계

수폭 를 도입하여 Paris et al.[12]의 계

식을 수정하여 다음과 같은 균열성장 거동식을 

제시하 다. 즉,

   

 



 





  




    (9)

여기서 C, 은 피로균열 성장거동의 실험  재

료상수이며 은 피로하 비를 나타낸다. 그러므

로  응력 향 역에서 소성변형층 

내에서의  균열성장은 의 식 (9)에서 

값에 탄소성 응력강도계수폭 를 입함

으로써 매 사이클당 균열성장 증분을 계산할 수 

있다. 

2.2 겹침이음 구조시편  피로시험

2.2.1. 시험편  시험장치

사용된 시험편은 Fig. 1과 같이 스킨과 연결부

재(splice)가 겹침이음 조립된 형태로 스킨은 두

께 0.13인치(3.30mm)의 Al2024-T351 평 이며, 

연결부재는 Al2124-T851의 1.68인치(42.67mm) 사

각형 바를 스킨과 하는 면의 두께가 0.18인치

(4.67mm)가 되도록 ∃-형 채 로 가공하여 제작

하 다. 이때 연결부재를 세 개의 지를 갖는 

채 형으로 한 것은 겹침이음 구조시편이 앞뒤 

비 칭으로 인하여  체결부 근방에서 이차 굽힘

응력이 유발되는 것을 가능한 한 방지하기 하

여 단면 굽힘강성도를 충분히 크게 하기 함이

다. 그리고 두 부재는 상하 각각 4개씩의

Fig. 1. Configuration and dimensions of butt 

lap joint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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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ssembled specimen 

 

Fig. 3. Experimental test set-up

NAS6203-5 볼트로 체결 조립하 다. Fig. 2는 조

립된 실물시편을 보여주고 있다. 시편 고정치구

는 인장과 압축을 모두 원활하게 달할 수 있도

록 볼트체결 그립형으로 하 으며 시험기는 

MTS 244.23의 서보제어 유압식(Closed-Loop 

Hydraulic Servo Control Test System)으로 Fig. 

3에서 시험장치 셋업을 보여주고 있다.

2.2.2 시험방법  차

본 시험은 실제 항공기구조에서 발생하는 

 손상을 모사하기 하여 규격서에서 제시된 

NAS6203-5 볼트의 억지끼워맞춤(clearance fit) 

규정 토크치인 30in-lb(3.390Nm)를 기 으로, ∓

5in-lb(0.565Nm)로 각각 변화시켜 3단계(T1, T2, 

T3 조건)의 체결력 변화에 따라  조건을 

달리하여 그 향을 고찰하도록 하 다. 그리고

T1, T2, T3 조건에서 각각 3개씩의 시편으로 시

험을 수행하 다. 용한 피로하 은 최 하  

14.7kN으로 하 비 R=0.1에서 일정진폭 사인  

형태의 피로하 으로 사이클 주 수는 비정상

인  손상이 도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하

여 1∼5Hz로 시험을 수행하 다. 시험은 시편이 

최종 단 될 때까지 진행하 으며, 단된 시편

은 50배율의 CCD 카메라로 단면을 찰하고 

비치마크 밴드(beach mark band)를 분석하 다. 

그리고 단면 찰을 통하여 기  균열

로부터 최종 단까지 균열이 성장해 간 패턴을 

측정함으로써 균열성장 수명해석을 한 최종 균

열길이와 반타원형 표면균열의 장단축비의 자료

를 얻을 수 있었다. 따라서 실험에서 측정된 최

종 단 하 사이클수에서 해석으로 얻어지는 균

열성장수명 하 사이클수 차이로써  균열

발생 수명을 측할 수 있다.

2.2.3 시험결과  분석

다음 Table 1은 시험결과로 세가지 볼트 토크 

조건에서 각각 3개의 시편 시험결과 최종 단까

지의 하 사이클수를 제시하고 있다. 각 체결 조

건에서 3개씩의 시편을 실험한 결과의 평균값은 

각각 T1(25in-lb) 조건에서 103,487 사이클, 

T2(30in-lb) 조건에서 127,714 사이클, T3(35in-lb) 

조건에서 164,601 사이클로 나타났으며 따라서 

볼트 체결력이 클수록 최종 단까지의 수명이 증

가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Fig. 4(a)(b)(c)는 각각 

다른 체결 조건에서 단된 시편 형상과 50배율 

CCD 카메라로 찰한 단면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세가지 체결 조건

에서 모두 균열이 볼트헤드 가장자리 하부의 스

킨-스 라이스 면에서 시작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겹침이음 볼트체결 조립구조의 

경우 피로 손은 볼트 달하 에 의해 볼트구멍 

가장자리의 에 의한 모서리균열이 아니고 

볼트헤드 하부 조립부재 면에서의  표

면균열로부터 시작됨을 알 수 있다. 단면의 확

 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체 으로  

Table 1. Number of cycles for final failures

Bolt Torque 

Conditions
T1 T2 T3

Specimen 

No.

-1 96,344 134,753 177,452

-2 104,045 123,567 152,715

-3 110,073 124,823 16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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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a). Aspect of cracked surface for T1 

specimen

Fig. 4 (b). Aspect of cracked surface for T2 

specimen

Fig. 4 (c). Aspect of cracked surface for T3 

specimen

 Table 2. Measurements of initial and final    

crack configuration (Unit : mm)

Specimens Initial Cracks Final Cracks

Bolt 
Torque 

Conditions
No.


(mm)


(mm)


(mm)


(mm)

T1

-1 0.35 2.36 3.30 18.52

-2 0.35 2.00 2.83 18.40

-3 0.40 2.51 3.30 21.40

T2

-1 0.35 2.36 3.07 17.57

-2 0.35 2.59 2.95 19.46

-3 0.29 2.83 2.95 18.52

T3

-1 0.33 3.30 3.17 19.15

-2 0.38 3.30 3.18 19.70

-3 0.31 3.18 3.18 18.95

균열이 시작된 부 를 확연히 구분할 수 있는데 

국부 으로 으로 인한 심한 표면 손상에 

암갈색  부식과  부스러기(debris)가 

동반된 것을 보아 형 인  손상으로부터 

야기된 균열이라고 단할 수 있다. 그리고 

 손상 부 에서 기균열은 표면층에 심한 소

성 변형을 동반하면서 방사형의 성장 패턴을 따

라 반타원형 표면균열로 성장해 간 모양을 볼 수 

있다. 그리고 T1 조건에서는 좌우 체결부에서 동

시에  균열이 발생하고 성장하여 서로 링

크되면서 최종 단에 이른 반면 T2, T3에서는 선

별 으로  손상 조건이 큰 한쪽에서 발생

하여 최종 단까지 성장한 것을 알 수 있다. 이

러한 양상은 각각의 조건에서 시험한 3개씩의 시

편에서 동일하게 나타난 결과이다. 단면 분석

을 통하여 기균열과 최종균열의 선단을 찰한 

결과를 Table 2에서 제시하고 있다. 이때 기균

열의 크기는 찰에서 얻은 값들의 평균값으로 

     로 취하여 균열발생 

수명계산의 기 으로 하 다.

2.3 응력 해석   피로수명 측

2.3.1  응력 탄소성 유한요소해석

겹칩이음 구조의 탄소성 응력  변형률 

해석을 해 상용소 트웨어 ABAQUS를 사용하

여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 다. 시편구조가 좌우

상하 칭임에 따라 Fig. 5와 같이 1/4 구조에 

하여 모델링하 다. 사용한 유한요소는 solid 

element(Hex8)로써,  면에서는 두께방

향 응력분포를 정확하게 구하기 하여 요소크기

를 세분화하여 체 수는 60,596개, 요소수는 

52,484개로 해석을 수행하 다.  면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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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3. Summary of computation results at  

maximum contact stress location

Bolt Torque 
Conditions T1 T2 T3

Traction 
Stress,   

(MPa)

 319.98 315.83 311.74

 13.57 9.48 5.38

Traction 
Strains,   

()

 3,560 3,544 3,528

 288 273 259

   Fig. 5 . Finite element model for contact 

stress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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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6 . Schematic configuration of applied 

loads and contact status for FEA

에서는 소성변형을 동반하므로 ABAQUS의 

Master/slave 해석 알고리즘[13]을 용하여 

탄소성 해석을 수행하 다. 소성 기 은 Von- 

Mises criterion을 사용하 으며 Al2024-T351  

Al2124-T851의 flow stress는 MIL-HDBK-5G[14]

에서 제시된 47ksi(323MPa), 57ksi(392MPa)을 각

각 용하 다. 그리고 스킨에 작용하는 볼트 체

결력과  부, 외부작용 피로하 을 Fig. 

6에서 도식 으로 보여주고 있다. 스킨 끝단에 

작용하는 하 은 앞의 피로시험에서와 동일한 일

정진폭 피로하 의 최 하 과 최소하 을 용

하 다. 계산은 시편시험 최 하   최소하

에 하여 체결 볼트의 토크값을 변화시켜 가며 

총 6가지 경우에 하여 수행하 다. 이때 볼트 

토크 에 한 체결력 는 참고문헌[15]에서 제

시한 다음의 공식을 통하여 얻었다. 즉,

        


               (10)

여기서,  : 나선각,   : 나사 유효직경,   : 

트 좌면 직경,  : 트 좌면 마찰계수 그리고, 

  를 나타낸다. 일반 으로 체결용 삼

각볼트의 경우 안 한 조건을 고려하여 

   ,   ∘,    ,   로 

취하 다[15]. 그리고 두 부재 사이의 마찰계수는 

Al2024-T351의  트라이볼로지에 하여 참

고문헌[6]에서 제시된 0.65를 취하 다. 다음 Fig. 

7에서 T3 조건에서  슬립 방향으로의 

응력 분포를 해석 결과의 한 로써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Table 3에서 6가지 경우의  

최  응력 발생 부  요소에서의 응력  변

형률 결과를 요약하여 보여주고 있다. 이 결과에

서 보는 바와 같이 응력의 최 값이 Al2024 

-T351의 항복강도 근방에 도달함을 알 수 있고 

따라서 두 부재 사이의  마찰에 의한 미소

      

DetailsDetails

 

   Fig. 7 . FEA results of distributions of 

contact traction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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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8 . Variations of contact traction stress,  
  along to skin thickness  

균열의 조기 발생(premature cracking)이 피로수

명을 히 감소시킨다는 기존의 설명과 부합됨

을 알 수 있다[16]. 한 계산 결과 특기할 사항

은 최  응력이 발생하는 부 의 앞 부분에서는 

표면보다 표면 하부층에서 최 응력과 변형률이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결과도 

 균열의 발생 메카니즘으로 설명되는 표면분리

(surface delamination)에 의한 미소균열 발생의 

한 원인으로 설명될 수 있다[16]. 그리고 Fig. 8

에서 T1, T2, T3 조건에 하여  균열이 

발생한 스킨 표면층 깊이 방향으로의 응력 

분포를 보여 주고 있다. 체 으로 면에서 

0.5mm 깊이까지  응력 분포가 격히 

변화하며 약 1mm 깊이까지  의 향

이 나타난다. 그리고 1mm 이상의 깊이에서는 외

부 작용 피로하 에 의한 작용응력(bulk stress)

과 동일한 응력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2.3.2  피로수명 해석

2.3.2.1 계산 차

시험 결과  손상부 에서 반타원형 표

면균열로 발생된  피로균열이 최종 단까

지 성장한 결과에 따라 Table 2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단면 찰에서 얻은 기 균열에서 최종 

단까지의 성장수명을 해석하고 시험결과 Table 

1에서 제시된 총 하 사이클수와의 차이를 구함

으로써  균열발생 수명을 측하 다. 그

리고 유한요소해석 결과로부터 얻은  균열

발생 부 의 최  수직응력, 과 변형률폭, 

  값으로부터 SWT-모델식을 통한 균열발생 수

명과  라미터로 표 된 반실험  모델식

인 식 (5)를 활용한 수명해석 결과를 비교 검토

하 다.

2.3.2.2 균열발생 수명해석

앞의 식 (4)와 (5)의 SWT 수명 측 모델식과 

 라미터 를 활용한 반실험 모델식

을 사용하여  피로균열 발생수명을 계산하

다. 계산에 필요한 라미터 수치들은 시편 시

험 균열발생 부 에 치한 요소의 탄소성 

응력 유한요소해석 결과로부터 응력  변형률값

을 얻었다. 여기서 반실험 모델식에서의 최  평

균  압력 는 유한요소해석 결과에서 균열

발생 부  표면에 치한 요소의 값으로 취하

으며 선하 폭 는 응력에 의해 

부  표면에서 착(traction)하 으로 나타나므

로 시편에 작용하는 피로하 의 최 값 과 

최소값 이 작용할 때의 표면 요소의 수직응

력, 즉 최  수직응력과 최소 수직응력에서 각각 

외부 작용 피로하 에 의한 최  공칭응력

(188MPa)과 최소 공칭응력(18.8MPa)을 각각 뺀 

값의 차이로 취하 다. 그리고 볼트 체결력에 의

한 압력하  는 앞의 식 (10)으로부터 얻을 수 

있으며 시편 스킨 재료인 2024-T351의 피로수명

에 한 재료 특성치,  ,  ,  , 는 참고문헌

[6]에서 제시된 다음 값들을 사용하 다. 즉,

    - 피로강도계수(fatigue strength coefficient),

        '= 103.6 ksi (714 MPa)

    - 피로강도지수(fatigue strength exponent),

         = -0.078

    - 피로연성계수(fatigue ductility coefficient), 

        '= 0.166

    - 피로연성지수(fatigue ductility exponent), 

         = -0.538 

다음 Table 4에서 계산에 사용된 라미터들의 

값들과  균열발생 수명 계산결과를 제시하

고 있다.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균열발생 수명

은 두 측 모델식 모두 볼트 체결력이 클수록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이것은 유한요

소해석에서도 볼트 체결력이 증가함에 따라 

 표면에서  슬립방향의 응력  변

형률이 감소되는 결과로부터 짐작할 수 있다. 그

리고 반실험 모델식에서 볼 때 유한요소해석 결

과 볼트 체결력이 증가함에 따라 값은 증

가하나 Hertzian 압력, 는 감소하는 상반된 

거동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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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4 . P rediction results of crack initiation  

life of fretting fatigue  

Bolt Torque 

Conditions
T1 T2 T3

Traction 
Stress, 
(MPa)

 319.98 315.83 311.74

 13.57 9.48 5.38

Traction   
 Strain, 


 0.003560 0.000288 0.003272

 0.003511 0.000273 0.003271

 0.003528 0.000259 0.003269

Hertzian 
Contact 

Pressure, 
  (MPa)

 78.48 72.86 67.10

 1.748 1.882 2.044

Crack 
Initiation 

Life, 

SWT 

Model
124,200 133,700 144,300

Semi-

empirical
131,700 166,800 216,000

 

2.3.2.3 균열성장 수명해석

반타원형 표면균열 선단의 탄소성 응력강도계

수값은 앞의 식 (6)-(8)을 통하여 얻을 수 있다. 

그리고 균열닫힘 향을 고려한 균열성장 계산은 

식 (9)를 사용하여 수행하 다. 이때 균열열림 응

력수  는 미소균열의 길이에 따라 변하게 

되는데 계산에 사용된 데이터는 참고문헌[17]에

서 보고된 바 있는 2024-T351 알루미늄합 의 미

소균열 열림응력에 한 실험  측정데이터를 활

용하여 Fig. 9(a)(b)에서와 같이 균열길이에 따라 

구간별로 수식화하여 균열성장 계산 차에 도입

하 다. 이때 균열열림 응력수 은 그림에서 보

는 바와 같이 균열길이 0.45mm를 후하여 격

히 감소함을 알 수 있고 균열길이가 0.7mm 보다 

길어지면 거의 일정해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응력의 향이 미치는 표면 하부층에서의 균

열성장은 앞의 Fig. 8에서 본 바와 같이 응

력 탄소성 유한요소해석 결과로부터 균열발생 부

의 시편 두께 방향으로의 수직응력 분포를 입

력자료로 취하 다. 식 (9)의 균열 성장식에 사용

된 2024-T351 알루미늄 합 재의 재료상수  , 

은 참고문헌[18]으로부터 각각  1.7073☓
10-10, 3.353를 사용하 다. 다음 Fig. 10은 

 균열성장 해석 차를 요약하여 도식 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Table 5에 각각의 응력강

도계수폭  ,  , 를 라미터로 계산

한 균열성장 수명, 즉 기균열로부터 최종 단

  Table 5 . Analysis results of crack growth 

life of fretting fatigue 

Bolt Torque 

Conditions
T1 T2 T3

Number of 
Cycles, 

 69,104 86,544 98,144

 66,964 83,331 92,637

 70,189 88,263 106,305

Fig. 9 (a). Normaliz ed crack opening stress of

short crack for 20 24 -T35 1

(≤  )[17 ]

 Fig. 9 (b). Normaliz ed crack opening stress 

of short crack for 20 24 -T35 1

(≥  )[17 ]

까지의 하 사이클수 해석결과를 보여주고 있으

며 Fig. 11에서 균열성장 수명곡선을 종합하여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탄성  

라미터에 비해 탄소성 라미터의 결과는 약 3∼

5% 정도의 수명 감소 차이를 보이며, 유효 응력

강도계수폭을 사용한 경우, 약 5∼12% 정도의 

수명 증가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2.3.2.4  최종  피로수명 평가

T1, T2, T3 시편별로 에서 계산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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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10 . Computation procedure of crack    

growth life  

로균열 발생수명과 성장수명의 합, 즉 총 피로수

명의 계산 결과와 Table 1에서의  피로시

험 결과를 비교하여 Table 6에서 보여 주고 있

다. 단, 여기서는  , 로 계산된 균열성

장 수명과 각각 세 개씩의 시편 시험결과의 평균

값을 취하여 제시하 다. 그리고 Fig. 12에서 볼

트 체결력 변화에 따른 최종 단 수명과 

균열 발생수명의 변화 거동을 보여 주고 있다.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볼트 토크치가 증가함에 

따라 로그 스 일 상에서 최종 단 수명이나 균

열발생 수명 모두 선형 으로 비례함을 알 수 있

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볼트 체결력이 주어지면

 피로수명을 측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

Table 6 . Comparison of experimental results  
with predicted results      

Bolt Torque 

Conditions
T1 T2 T3

Experimental Results
(Number of cycles)

103,487 127,714 164,601

Predicted 
Results

(Number 
of cycles)

According to 
Eq.(4) with 
  

191,164 217,031 236,937

According to 
Eq.(4) with 
   

194,389 221,963 250,605

According to 
Eq.(5) with 
  

198,664 250,131 308,637

According to 
Eq.(5) with 
   

201,889 255,063 322,305

 Fig. 11. Results of fretting fatigue crack 

growth cur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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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12. Behaviors of fretting fatigue life 

according to bolt torq ue

고 Fig. 13은 총  피로수명의 시험결과와

계산결과를 비교하여 보여 주고 있다. 여기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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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Comparisons of fretting fatigue life 

between experimental test and 

predicted results

는 바와 같이 계산결과는 시험결과와 비교하여 

1.5∼2배 길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역

학  라미터로 고려할 수 없는 재료 표면의 기

하학  요인에서 기인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즉, 실제 시편의  면은 속 재료의 

표면거칠기에 따른 불규칙 인 요철을 내재하게 

되며  과정에서 슬립부 경계에 남아 있는 

일부 요철은 미시  에서 국부 응력집 을 

래할 수 있고 이 게 될 경우 유한요소해석 결

과보다 높은 응력과 변형률이 실제 구조에서 발

생할 수 있다.

Ⅲ. 결  론

겹침이음 구조의  피로시험 결과 볼트 

체결력이 클수록 최종 단 수명이 증가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리고 최종 단은 볼트헤드 가장

자리 하부의 스킨-스 라이스 면에서 발생된 

반타원형 표면균열이 원인인 것으로 나타남으로

써 볼트구멍 모서리에서의 보다는 체결력

이나, 면 거칠기 등이 볼트헤드 가장자리 하

부의 스킨-스 라이스 면에서  응

력을 크게 유발시킴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측은 탄소성 유한요소 응력 해석결과에서 볼

트헤드 가장자리 부 의 스킨-스 라이스 면

에서 국부 으로 매우 얇은 띠 형태로 높은 응력

과 변형률이 분포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균열발생 부 와 일치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균열발생 수명 측 모델식을 통한 해석결과 볼트 

체결력이 클수록 증가하는 결과를 보여 주고 있

다. 이것은 볼트 체결력이 증가함에 따라 

슬립방향의 수직응력  변형률이 감소되는 결과

로부터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 라미터

를 통한 반실험 모델식에서 볼 때 볼트 체결력이 

증가함에 따라 값은 증가하나 Hertzian 평

균 압력 는 감소하는 상반된 거동을 보이

는데 결과 으로 두 라미터의 경쟁  변화 결

과가 수명의 증감을 결정하게 된다. 그러므로 여

기서는 의 감소율이 큼에 따라 수명이 증가되

는 결과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Hertzian 압력이  피로수명에 매우 

요한 라미터임을 알 수 있다.

균열성장 수명 측은 탄소성 응력강도계수폭

를 라미터로 한 경우 탄성 응력강도계수폭의 

경우에 비해 약 3∼5% 정도의 수명 감소 차이를 

보이며, 유효 응력강도계수폭을 사용했을 때는 

약 5∼10%의 수명 증가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

리고  균열발생과 성장수명을 합한 총수명 

계산결과를 시험결과와 비교하면 약 1.5∼2.0배 

긴 측 결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역학  

라미터로 수명 측 해석에 반 하기 어려운 

면 상에서의 재료의 미세조직  표면거칠기에 

의한 응력집  등을 고려하면 반실험 모델식을 

통하여 비교  근사하게  피로수명을 측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겹침이음 항공기 구조의 손상허용성 

설계/해석 과정에서 반실험  모델식으로 

 피로수명을 측할 경우 이러한 미시 역학  

인자의 향을 정량 으로 고려하기 어려움을 감

안하여 수명에 한 2 정도의 안 율을 책정하여

야 할 것으로 단된다. 한 이러한 에서 

보다 진보된 측 모델을 구축하기 하여 향후 

표면 거칠기의 통계 확률  근이 요구되며 표

면 거칠기 정도에 따른 면 미세 요철 형태와 

크기의 기하학  모델 설정과 국부응력에 미치는 

미시 역학  근이 요구된다. 

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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