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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함상장비는 경량화를 목적으로 알루미늄 합금재

료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특히 차량 및 비행기 

등의 운송기계에 주로 사용되는 주조 알루미늄 합

금인 A356-T6 는 제작 및 가공의 용이함으로 함상 

장착장비의 주 하중 지지구조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함상구조물은 일반제품과는 달리 염

기 및 온/습도 등의 환경적요인과 진동 및 충격의 

특수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높은 신뢰성을 

가진 재료확보는 제품의 수명과 밀접한 관계를 가

진다.  

기존의 A356-T6 재료에 대한 기계적 성질(1) 및 

피로강도는 Material Handbook 등에 소개되어 있지

만 국내에서 설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에는 제

작 및 설계되는 제품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을 것

으로 예상된다. 특히 높은 신뢰성 및 안전성이 요

구되는 함상구조물의 경우 장시간의 운용환경에서

도 높은 건전성을 확보하도록 요구되고 있어 실제 

제작품의 피로강도에 대한 평가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함정에 탑재되어 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하중

조건은 함요동으로 발생되는 하중과 함내에서 발

생되는 진동력 및 바람으로 발생되는 하중으로 요

약된다. 함요동 및 바람으로 발생되는 하중은 함

Key Words: A356 Fatigue Strength(피로강도), 14 S-N Method(14 S-N 법), Vibration Fatigue (진동피로), MIL-STD-

167-1A(함상진동규격), Miner’s Rule(누적손상법) 

초록: 함정구조물은 함내 엔진 및 프로펠러 추진력의 환경진동에 노출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함상구조물은 

함상진동규격인 MIL-STD-167-1A 에 따라 개발되고 있으며, 장기간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함상구조물의 진동에 

대한 피로수명은 해석적 접근법과 진동실험을 통해 반드시 평가되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함상구조재로 사용된 

주조 알루미늄합금인 A356의 피로강도를 14 S-N법으로 평가하고, 구조물의 작용응력은 함상진동규격에 준하는 

주파수응답해석을 통해 분석되었다. 최대등가응력의 주파수는 최대실험주파수에서 나타났으며, 함상장비의 

진동피로수명은 누적손상법에 의해 평가되었다. 

Abstract: The naval structure exposes to environmental vibration of shafted propeller propulsion and engine vibration. 

The shipboard equipments are developed compliance to MIL-STD-167-1A. For this purpose, vibration fatigue life of 

shipboard equipment for long lives should be estimate via an analytical approach and vibration test. In this paper, High 

cycle fatigue strength of cast aluminum alloy A356 using shipboard equipment was evaluated by 14 S-N method. The 

stress applied on the structure is evaluated by an analytical method(frequency response analysis with sinusoidal input 

and a fatigue evaluation) to simulate a MIL-STD-167-1A test. The frequency with the maximum equivalent stress is 

shown by Max. test frequency and the vibration fatigue life of shipboard equipment was estimated by Miner’s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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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 장착되는 위치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저주파의 낮은 하중으로 분류된다. 이와 반대로 

함내등에서 발생되는 진동력은 저주파의 고하중으

로 함상 및 함내에 장착되는 모든 장비의 신뢰성

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함정

에 탑재되는 구조물들은 함정으로 받게 되는 진동 

환경하에서 성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내

구성능이 요구되고 있다. 

함정에 탑재되는 장비는 일반적으로 MIL-STD-

167-1A 의 규정으로 시험을 수행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설계단계에서 주파수에 따른 가진력과  

구조물의 동적특성을 고려한 진동피로수명평가

(Vibration fatigue life analysis)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함상장비의 구조용 

재료로 사용된 주조 알루미늄합금인 A356-T6 의 

피로강도를 유한수명과 무한수명영역에서 평가하

고, 구조물의 가진주파수내에서 발생되는 최대응

력을 주파수응답해석을 통해 획득한 후, 누적손상

법(Miner’s rule)(2)을 이용한 수명평가를 수행하였다.  

2. 이론해석 및 실험방법 

2.1 함상구조물의 하중조건 

군 운용 환경에서 사용되는 장비는 자체 고유기

능뿐만 아니라 소음, 진동 및 충격에 대한 엄격한 

요구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엄격한 요구 조건

은 소요군의 다양한 운용 환경을 반영하여 정해져

야 하나, 실측 DATA 를 통한 규격산출은 많은 시

간과 비용 및 플랫폼과 전자장비가 동시에 개발되

는 현 추세에 따라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에 

선진국에서 이미 정해 놓은 규격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이다.(3)  

함정장비에 대한 진동시험인 MIL-STD-167-1A

는 기계 및 전자장비를 포함한 해군장비의 진동에 

대한 요구사항을 설정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규

격으로 시험평가가 확인된 함상 • 함내장비는 그 

기능을 만족스럽게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하

고 있다. 진동시험은 공진 주파수를 찾는 시험과 

공진 주파수에서 내구성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진탐색시험은 Table 1 에 따라 4~33Hz 의 

범위에 대해 1Hz 간격으로 주파수당 15 초씩 가진

하여 수행한다. Table 2 은 가변주파수 시험규격을 

나타낸 것으로 1Hz 간격으로 주파수당 5 분씩 가

진 한다. Table 3 는 마스트 장착장비에 대한 내구 

성 시험규격을 나타낸 것으로 4~33Hz 구간 내에 

공진주파수가 존재하는 경우는 공진주파수에서, 

4~33Hz 범위에서 공진주파수가 존재하지 않는 

Table 1  Exploratory vibration test 

Frequency Single amplitude 

4 ~ 33 Hz 0.010±0.002 inch 

 

Table 2 Vibratory displacement of environmental vibration 

Frequency Single amplitude 

4 ~ 15 Hz 0.030±0.006 inch 

16 ~ 25 Hz 0.020±0.004 inch 

26 ~ 33 Hz 0.010±0.002 inch 

 

Table 3 Vibratory displacement of environmental  vibration 

for mast mount equipment 

Frequency Single amplitude 

4 ~ 10 Hz 0.100±0.010 inch 

11 ~ 15 Hz 0.030±0.006 inch 

16 ~ 25 Hz 0.020±0.004 inch 

26 ~ 33 Hz 0.010±0.002 inch 

 

 

경우는 33Hz 에서 2 시간 동안 해당 축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모든 시험은 3 축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한다.  

 

2.2 주파수응답을 이용한 진동피로수명평가 

함정에 장착되어 장시간 사용하는 장비는 함정

의 생존성 및 작전이라는 특수 임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함정내부기진으로 발생되는 진동피로손상에 

대한 평가는 필수적이다.  

일반적으로 주기적인 진동에 대한 평가는 주파

수응답해석을 이용한다. 이는 정상상태(Steady 

State) 가진에 대한 구조물의 응답을 계산하기 위

하여 이용되는 방법이다. 구조물이 주기적인 가진

을 받고 있는 경우, 가해지는 하중의 크기와 가진 

주파수를 이용하여 실제의 시간영역을 정적인 주

파수영역으로 바꾸어 정적구조해석을 수행하였을 

때의 구조물의 응답을 구하는 것으로 가진주파수

가 고유주파수에 근접하게 될 때 응답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4)   

함상진동에 대해 요구되는 내구성평가는 실험적

으로 장비의 장착위치를 고려하여 x, y, z축에 대해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내구성평가에 대한 

해석적인 방법으로 진동규격에 대한 주파수응답해

석결과를 이용하여 동응력을 산출하고, 일반적으

로 Palmgren 에 의해 제안된 누적 피로 파손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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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lmgren-Miner Rule)을 적용하여 함상장비의 피로

손상에 대한 안정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내구성시험는 x, y, z축에 대해 수행되며, 시험주

파수내에 공진주파수가 2 개 이상 존재를 하면 

Table 4. 와 같이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식 

(1)은 x, y, z 축을 고려하여 공진주파수에 대한 내

구성시험의 합을 누적 피로 파손이론식으로 나타

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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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i 는 각축에 존재하는 공진주파수의 

수를 나타내며, x, y, z 축에 대해 l, m, n 으로 

표시하였다. j는 가진되는 x, y, z축을 나타낸다. 식 

(2)는 x, y, z 축에 대한 누적 피로 파손이론식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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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은 x, y, z축에 각 1개의 고유진동수를 가

질때의 누적 피로를 P-S-N 선도(Probability S-N 

curves)에 나타낸 것이다. 함정탑재장비의 특성상 

견고한 내구수명이 요구되므로, 재료의 불균질성 

및 손상의 변동성을 표현할 수 있는 확률적 수명

평가가 필요하다.  

 

2.3 피로강도의 확률론적 평가 

높은 신뢰성이 요구되는 함상구조물의 특성을 

만족하기 위해 피로강도의 확률론적 평가는 필수

적이다. 이의 해결을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무한

수명영역에서 파단 및 미파단된 데이터를 모두 포

함하는 Adjust rank 와 피로강도 변동성에 대한 평

가로서 Weibull 의 최소치 확률이론을 적용하고자 

한다.(5,6) 식 (3)은 Adjust rank 를 구하는 식을 나타

낸 것이다.  
 

1.

)1(..

+
++×

=
RankI

NRankPRankI
RankAdjust      (3) 

 

Table 4 Duration of endurance test in a given orthogonal 

direction at each test frequency 

Number of 

endurance test 

frequencies 

Test time duration at 

each endurance test 

frequency  

Total time 

1 2 hours 2 hours 

2 1 hours 2 hours 

3 40 Min. 2 hours 

4 40 Min. 
2 hours, 

40 Min. 

n>2 40 Min. 
40 x n 

Min.  

 
 

 

 

Fig. 1 Effect of P-S-N curve on shipboard equipment 

fatigue life  

 

여기서 I.Rank 은 Inverse Rank 를 나타내며, 

P.Rank는 Previous Adjust Rank를 나타낸다.  

식(4)와 (5)은 2 모수 및 3 모수 Weibull 분포의 

확률밀도함수를 나타낸 것이며, 식(6)과 식(7)는 

각각의 누적확률밀도함수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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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S 는 강도값을, η, β 그리고 γ 는 각각 크

기모수(scale parameter), 형상모수(shape parameter) 

그리고 위치모수(location parameter)이다.  

 

2.4 재료 및 피로시험 

주조 알루미늄합금은 제작특성상 제품에 기포·개

재물의 혼입과 응고 시 부피감소등으로 인한 균열

의 발생과 유동성부족으로 인한 부분적인 결함 등

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제작상의 

결함을 포함시킨 시험편의 확보는 구조물의 기계

적성질과 피로특성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소재는 주조 알루미늄합금인

A 356-T6 로서 함상구조물의 제작 시 구조물 일부

분에서 시험쿠폰을 직접 채취하여 제작하였다. 

Table 5 은 A356-T6 재료의 화학적 성분을 나타낸 

것이다. Table 6는 채취된 쿠폰으로부터 4개의 인

장시편을 제작하고 이의 시험결과의 평균값을 나

타낸 것으로서 ASTM E8-01 규정에 따라 1mm/min

의 변위제어방법으로 시험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S-N 선도 

본 연구에서 적용하는 구조물은 함정의 마스트

에 체결되는 레이더시스템으로 A356-T6 는 이의 

구조재로 사용하고 있으며, 함정시스템의 설계단

계에서 내진동성평가 및 내구성확보 방법의 일환

으로 시편의 피로시험을 통해 내구한도를 예측한 

후 실제 진동시험의 과정을 통해 검증한다.  

레이더시스템 구조물에서 직접 채취된 쿠폰을 

이용하여 ASTM E 466-96 을 참고하여 피로시편을 

제작하였다. Fig. 2 는 피로강도를 얻기 위한 피로

시험을 나타낸 것이며, 상온대기조건에서 14 S-N  

 

 

Fig. 2 Fatigue test of A356-T6 

법과 계단식 시험법(Staircase Test Method)으로 각 8 

및 9 개의 피로시험편을 사용하여 유한수명영역과 

무한수명영역으로 나누어서 시험을 수행하였다. 

Table 7 은 계단식 피로시험결과를 나타낸 것이며, 

이때 응력비는 R=0.1이며 시험속도는 35Hz이다. 

피로한도 사이클은 MIL-STD-167-1A 규격에 따

라 각축당 2 시간 이상의 내구수명(356,400 cycles, 

33Hz 조건)을 요구하고 있으며, 금속재의 일반적 

인 피로수명한도인 백만사이클보다 약 두배인 

2X106 cycles로 결정하였다.  

실험으로 얻어진 피로강도 데이터를 작용응력과 

 

Table 5 Chemical composition (%) 

Al Cu Fe Mg Mn Si Zn Ti 

92.55 0.08 0.10 0.34 0.01 6.73 0.005 0.18 

 

Table 6 Material properties of A356-T6 

Test No. 
Yield Strength 

(MPa) 

Tensile Strength 

(MPa) 

Elongation 

(%) 

Mean 195.0 269.9 5.14 

 

Table 7 Sequence of staircase test of A356-T6, R=0.1 

Stress 

Amplitude(MPa) 

O : Run out 

X : Failure  

59.9 X         

57.5   X       

55.1  O  X  X    

52.7     O  X   

50.3        X  

47.9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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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N curve of A356-T6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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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평가하기 위해 인장강도의 평균값과 

Goodman식(6)을 이용하여 R=-1로 변환하였다. Fig. 

3 은 R=-1 에서 A356-T6 의 피로강도데이터와 S-N

선도를 나타낸 것이다.  

일반적으로 해수환경에서 금속의 부식에 의한 

피로는 일반대기조건보다 피로수명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7) 긴 운용시간을 보장해야 되는 

함상장비는 피로강도에 대한 높은 신뢰성을 확보

해야 된다. Table 8 은 무한수명영역에서 피로시험

결과로서 얻어진 강도값을 이용하여 2 모수 및 3

모수 Weibull 분포로 평가한 모수들과 상관계수값

(correlation coefficient, ρ)을 정리한 것이다. 상관계

수값이 모두 0.9 이상의 값을 나타내고 있으며, 3

모수 Weibull 분포의 경우가 2 모수 Weibull 분포보

다 상관계수값이 1 에 더 가까운 값을 나타내고 

있다. Fig. 4는 무한수명영역에서 얻은 피로강도값

을 2 모수와 3 모수 Weibull 확률분포로 평가하고 

확률지에 함께 나타낸 것이다. 낮은 확률값에 가

까울수록 2 모수 Weibull 분포가 좀더 보수적인 값

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2 P-S-N 선도 

기존의 P-S-N 선도의 연구는 대부분 대수 정규

분포로 평가되고 있다.(8~10) 본 연구에서는 파손 및 

미파손 데이터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Weibull 분

포를 이용하여 무한수명영역에서 얻은 피로강도의 

분포를 평가 한 결과, 낮은 확률값에서 보수적으

로 평가할 수 있는 2 모수 Weibull 분포를 사용하

고자 한다. 유한수명영역에서 얻은 S-N 선도를 확

률 50%로 가정하고, 무한수명의 피로강도로 얻은 

2 모수 Weibull 의 모수들을 이용하여 파손확률 

99% 및 1%의 S-N 선도를 구하면 식 (8), (9)와 같

이 얻을 수 있다. Fig. 5는 유한수명영역에서 얻은 

피로강도를 P-S-N 선도와 같이 나타낸 것이다.  
 

133.0
4.636

−= fNσ , 99% S-N curve         (8) 

 

133.0
8.405

−= fNσ , 1% S-N curve          (9) 

 

3.3 작용응력평가 및 진동피로수명평가 

함상구조물의 작용응력을 구하기 위해 레이더시

스템의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였다. Fig. 6은 실제

작품과 FE 모델을 함께 나타낸 것으로서, 상부/하

부 및 회전구조물을 shell, solid, beam 및 spring 요

소와 내부장착 구조물 중 일부는 point mass 로 구

성하였다. 해석모듈은 I-Deas NX 11을 이용하였으

며, 경계조건은 함정마스트에 장착되는 것을 고려

하여 바닥고정용 볼트체결부의 모든 자유도를 구

속하였다. 하중조건은 함상진동규격 중 마스트탑

재장비규격인 Table 3 의 값을 적용하여 레이더시

스템의 공진주파수를 해석적으로 평가하였다. Fig. 

7 은 레이더시스템의 공진주파수에서의 모드형상

을 나타낸 것이며, 모두 실험가진주파수 이상에서 

고유주파수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레이더 

시스템의 내구성평가를 위한 작용응력은 최대 시

험조건인 33Hz 에서 주파수응답해석을 통해 구조

물의 최대응력을 산출하였다. 

 

Table 8 2-parameter Weibull and 3-parameter Weibull 

and correlation coefficients  

Weibull Type η β γ ρ  

2-Parameter 77.37 13.57 - 0.9881 

3-Parameter 29.57 4.51 47.78 0.9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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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Probability of infinite fatigue strength 

 

 

 

Fig. 5 2-parameter weibull P-S-N curve for A356-T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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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Radar system and FE model 

 

 

Fig. 7 Mode shape of radar system 

Fig. 8 은 주파수응답해석으로 얻은 가속도값을 나

타낸 것이며, Table 9은 상부구조물 하단에서 진동

응답해석으로 얻은 최대응력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본 장비는 마스트에 장착되어 회전하는 구조물로

서 회전 및 진동응답으로 인한 응력이 주기적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응력비 R=-1 조건으로 주기적인 

하중을 받는 피로조건으로 간주할 수 있다.  

따라서 고유주파수 및 주파수응답해석으로써 얻

은 최대작용응력과 재료의 변동성 및 피로수명에 

대한 높은 신뢰성을 고려하기 위해 파손확률 1%

의 S-N 선도인 식 (9)을 이용하여 피로수명을 산출

하였고, 이를 Table 10 에 표시하였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각축당 최대가진주파수에서 내구성시험

을 수행하였을 때 피로수명이 대략 2.5E5 cycles임

을 감안할 때 충분한 내구성이 확보됨을 알 수 있

었다.  

Fig. 9 는 본 논문에서 소개된 레이더 시스템의 

진동시험장면을 나타낸 것으로서, 각 축당 2 시간

의 내구실험결과 기계적 손상 및 전자장비의 결함

이 없음을 알 수 있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함상구조물에서 채취된 A356-T6

시험편을 대상으로 피로강도를 획득하고, S-N 선도 

및 피로강도의 확률분포를 평가하였다. 함상구조

물의 작용응력은 유한요소해석을 통해 획득하고 

피로수명을 평가하였다. 이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Table 9 Max. von-mises stress of structure @33Hz 

 X Y Z 

Von-mises 

Stress(MPa) 
16.8 16.1 4.4 

 

Table 10 Results of fatigue life 

 X Y Z 

Cycles to failure 2.5E10 3.4E10 5.9E14 

 

 

 

Fig. 8 Results of frequency response analysis  

 

 

Fig. 9 Vibration test of X, Y and Z axis for system 

결론을 얻었다.  

(1) 함상구조용 주조 알루미늄합금인 A356-T6

의 기계적 특성을 평가하고, 구조물에서 직접채취

한 시편에 대하여 유한수명영역에서 일정 하중제

어 피로실험을 수행하여 다음과 같은 S-N 선도를 

얻었다.  
 

133.0
24.553

−= fNσ  

 

(2) 함상장비의 피로수명에 대한 높은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무한수명영역에서 얻은 피로강도의 

확률분포를 구하고, 유한수명영역에서 평가된 S-N 

선도를 이용하여 P-S-N 선도를 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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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레이더시스템에 대한 고유주파수해석 및 주

파수응답해석을 수행하여 작용응력을 구한 후 함

상구조물에 대한 누적 피로 파손이론식을 이용하

여 피로수명을 예측한 결과, 피로강도에 대한 구

조물의 높은 신뢰성이 확보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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