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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1.

자동차의 승차감 향상과 더불어 차량개발 과정

에서 가장 중요시 되고 있는 부분은 피로파괴 관

련 내구성능이다.(1)

머플러는 엔진에 연결되어 차체하부에 고무행

거로 지지되어 있으며 가혹한 운용조건과 주행,

중 발생하는 매우 복잡한 형태의 불규칙적인 하

중이 누적됨과 동시에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취약부위로부터 최종파손에 이르게 된

다 이러한 파손은 하중의 누적에 의한 피로파괴.

가 크게 좌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 따라서

내구수명에 대한 충분한 신뢰성을 가질 수 있도

록 설계개발과정에서 피로내구성 평가가 이루어

져야 한다.

현재는 장비에 의한 피로내구시험을 통해서 내

구성능을 검증하고 있으며 이는 시간과 경비 측

면에서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따라서 한정된 수.

량의 시험편만을 가지고 정확한 내구수명 데이터

를 얻기 위해 피로시험 결과를 통계적으로 처리

하여 파괴확률을 부품의 수명과 연관시키려는 시

도가 점차 증대되고 있다.(3~6) 상기의 연구들은 확

률분포 선정 시 와이블분포의 모수 추정방법으로

최우추정법 또는 최소제곱법을 사용하고 있지만

Bergman,
(7)

Faucher & Tyson,
(8)

Chandrasekhar
(9)이

제시한 가중치를 적용한 최소제곱법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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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정된 수량의 시험편만으로 자동차용 머플러의 신뢰도 높은 내구수명데이터를 얻기 위하여 통계

적 피로수명 평가법을 이용하였다 시험품은 실제 차량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하게 제작하였고 하중제. ,

어 반복굽힘 피로시험을 수행하였다 피로시험을 통해 얻은 데이터를 정규분포 대수정규분포 와이블분. , ,

포로 적용하여 각각의 곡선들을 비교하였으며 와이블분포의 경우 최우추정법 최소제곱법 가중치를 적, ,

용한 최소제곱법을 이용하여 모수를 각각 추정하였다 각각의 확률분포에 대해 적합도 검정을 수행하였.

으며 최종적으로 최소제곱법을 이용한 와이블분포가 선정되었다 선정된 와이블분포로 피로특성을 반영.

한 확률 모멘트 수명 곡선 을 제시함으로서 자동차용 머플러의 신뢰성 설계를 위한 기초자- - (P-M-N Curve)

료로써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Abstract: In this study, a statistical method for evaluating the fatigue life of a vehicle muffler was used to

obtain reliable fatigue data using a limited number of specimens. Cyclic bending tests were conducted using

specimens manufactured to be exactly the same as the mufflers installed in cars that are currently in use. To

estimate the fatigue life by comparing the data obtained during the fatigue tests, the most suitable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for the normal, lognormal, and Weibull distributions was selected. A goodness-of-fit test was

performed on the probability distributions, and then a Weibull distribution using the least square method was

selected. By using the selected Weibull distribution, the probability-moment-life curves (P-M-N curve)

reflecting the fatigue characteristics were suggested as the data for the reliable design of a muff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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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블분포를 추정하고 비교 및 평가를 한 연구

는 드물다 또한 자동차용 머플러의 내구성평가.

에 있어 피로파괴확률 및 수명분포추정에 대해

통계적 분석을 통한 체계적인 연구가 수행될 필

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동차용 머플러의 신뢰

도 높은 피로수명평가를 위해 확률분포 및 모수

추정방법에 따른 통계적 분석을 하고자 한다 이.

를 위해 정규분포 대수정규분포 와이블분포를, ,

피로 시험결과에 적용하여 각각 비교하였으며,

적합도 검정을 통해 피로수명분포에 가장 적합한

확률분포를 선정하였다 최종적으로 머플러의 신.

뢰성 설계를 위한 기초자료로써 활용이 가능하도

록 피로특성을 반영한 곡선을 제시하였다P-M-N .

피로시험 방법 및 결과2.

재료 및 시험품2.1

본 연구에서는 내식성과 가공성이 좋은 소재로

서 머플러의 재료로 주로 쓰이는 을 사SUS 409L

용하였으며 에 재료의 화학적 조성과Table 1

에 기계적 물성을 나타내었다Table 2 .

시험품은 실제 차량에서 사용되는 머플러와 동

일하게 제작되었으며 촉매제가 들어있는 케이스,

와 촉매변환기와 연결되는 원형의 파이프(case)

를 방식으로(pipe) GMAW(Gas Metal Arc Welding)

자동 용접하여 제작하였다 에 시험품의 형. Fig. 1

상을 나타내었으며 파이프의 치수는 직경이, Φ

54, 두께는 이다1.2mm .

시험방법 및 장비2.2

실제 머플러가 주로 받는 반복하중은 용접부의

Comp. C Cr Ni Ti

wt(%) 0.08 10.5~11.75 0.5 0.48~0.75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SUS 409L

Young’s

Modulus

(GPa)

Poisson’s

Ratio

Yield

Strength

(MPa)

Tensile

Strength

(MPa)

Elongation

(%)

206 0.29 245 406 20

Table 2 Mechanical properties of SUS 409L

토우 부에 모멘트로 작용하며 그 위치를(Toe) Fig. 1

에 나타내었다 이 같은 현상을 재현하기 위하여.

단축으로 하중을 적용하여 굽힘피로시험을 진행

하였다 피로시험은 유압식 피로시험기인 를. MTS

이용하였고 그 형상은 에 나타내었다, Fig. 2 .

응력비는 인 완전교번응력 조건이고 반복R=-1 ,

하중 속도는 적용하중은 재료의 항복강도에8Hz,

서부터 시작하여 씩 감소시켜가며 하중제어10%

방식으로 시험하였다 하중레벨은 레벨 각 레벨. 4 ,

당 시험편의 개수는 개로 하였다 하중을 가하5 .

는 지점은 용접부 끝단에서부터 떨어진200mm

지점으로 머플러가 차량에 장착되었을 때 가장,

많은 모멘트를 받는 지점이다 에 피로시. Table 3

험 조건 및 시편의 수량을 나타내었다.

시험결과2.3

하중레벨은 레벨 각 레벨당 시험편의 개수는4 ,

개의 시험편을 사용하여 수행한 피로시험 결과5

를 에 나타내었다Table 4 .

Fig. 1 Specimen for the fatigue test

Fig. 2 Fatigue test machine and j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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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Number

Moment
Amplitude

(Nm)

Moment
Range
(Nm)

Load
Amplitude

(N)

Moment
Arm
(mm)

1~5 329 658 1645

200
6~10 306 612 1530

11~15 282 564 1410

16~20 259 518 1295

Table 3 Condition of the fatigue test

Sample
Number

Load
(N)

Moment
Amplitude

(Nm)

Fatigue
Life

(cycles)

1

1645 329

154,928

2 165,592

3 104,629

4 139,250

5 134,784

6

1530 306

240,152

7 293,403

8 230,304

9 176,250

10 185,536

11

1410 282

598,821

12 471,827

13 614,339

14 573,966

15 408,934

16

1295 259

1,020,293

17 801,798

18 813,781

19 845,525

20 608,718

Table 4 The fatigue life data of cyclic bending test

Fracture

Fig. 3 Fracture at the toe of weld by the cyclic
bending test

은 파단이 일어난 부위의 단면을 나타낸Fig. 3

사진이다 용접부의 토우부에서 응력집중현상에.

의해 최종파단된 형태를 보였으며 실제 머플러가

차량에 장착되었을 시 차량 진동에 의한 굽힘 모

멘트가 크게 작용하는 부위와 동일함을 확인하였다.

피로수명평가를 위한3.

확률분포 검정

확률분포 이론3.1

피로곡선의 경우 설계시 중요한 자료이며 신,

뢰성이 요구된다 신뢰성은 확률로 정의되므로. ,

수학적인 표현방법이 사용된다 피로수명의 분포.

를 나타내는 방법으로는 정규분포 대수정규분포, ,

와이블분포 등이 있으며 각 확률분포의 누적분,

포함수는 다음과 같다.

정규분포 (Normal distribution)

  

 
 ∞

  exp
 



 (1)

where,  : Mean

 : Standard deviation

대수정규분포 (Log-Normal distribution)

  ln
 



ln exp


ln

× ln ln


 (2)

where, ln  : Logarithmic mean

ln : Logarithmic standard deviation

와이블분포 (Weibull distribution)

    exp

 

 



 (3)

where,  : Shape parameter

 : Scale parameter

와이블분포의 모수를 추정하는 방법으로는 최

우추정법 최(Maximum Likelihood Method, MLM),

소제곱법 모멘트법(Least Square Method, LSM),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Moment Method, MM) .

최우추정법과 최소제곱법 그리고 가중치를 적용,

한 최소제곱법(Weighted Least Square Method,

을 이용하여WLSM) 와이블분포의 모수를 각각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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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추정법





  

 ln  







  







  




 ln  



  (4)

    






(5)

where,  : Sample size

 : Experimental data

 : Estimated shape parameter

 : Estimated scale parameter

식 의 경우 비선형식으로 반복계산에 의해(4) ,

모수를 추정해야 하며 식 과 같은(6) Newton-

법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Raphson .

    ′ 
 

(6)

가중치를 적용한 최소제곱법

 ∑∑ln ∑ln 
∑∑ ln∑∑ ln

(7)

 exp
  ,  ∑

∑∑ ln  (8)

where,  : Weight factor

  ln

ln

 

식 과 식 에서(7) (8) 가 일 경우 최소제곱1 ,

법의 방법과 동일하다 본 연구에서는 식 와. (9)

같은 Bergman
(7)에 의해 제안된 방법 과 식(W1)

과 같은(10) Faucher and Tyson
(8)의 방법 그(W2),

리고 식 과 같은(11) Chandrasekhar
(9)의 방법(W3)

을 이용하여 가중치를 각각 계산하였다.

   × ln   (9)

     
  (10)

  


(11)

최소제곱법 및 가중치를 적용한 최소제곱법의

경우 누적분포함수  의 추정값이 필요하며,

본 연구에서는 시험편의 개수가 소 표본이므로

식 와 같은 메디안 랭크 법을 이(12) (Median rank)

용하여 계산하였다.

  
 

(12)

확률분포의 적합도 검정 및 평가3.2

확률분포를 추정하여 사용할 경우 먼저 적합,

도 검정 을 통해 추(Goodness-of-Fit test, GoF test)

정된 확률분포가 타당한 가를 통계적으로 검사하

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적합도 검정방법으로.

검정 을 이용하였다Anderson-Darling (AD Test) .
(10)

를 통해 추정된 확률분포의 적합성 판AD Test

단 및 동일한 수명 자료를 다수의 분포에 적용

시켰을 때 값이 가장 작은 값을 갖는 분포가AD

가장 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로. AD Test

확률분포 적합도를 검정한 후에 모수 추정방법에

따른 각각의 분포들의 피로수명예측 정확도를 평

가하기 위해 식 과 같은 잔차제곱합(13) (Sum of

을 이용하였다Squared Error, SSE) .

  
  



실험값  예측값  (13)

검정 결과3.3

에 하중레벨에 따른 피로시험 결과에Table 5

대하여 정규분포 대수정규분포를 이용하여 평가,

된 통계량을 나타내었다 정규분포의 경우 하중.

레벨이 작아질수록 표준편차는 큰 값을 가지는

경향을 보이며 이는 저하중 레벨에서 피로수명,

값의 분포가 매우 넓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대수정규분포의 경우 하중레벨에 관계없이 표준

Load

(N)

Normal

Distribution

Lognormal

Distribution

Mean
Standard

deviation
Mean

Standard

deviation

1645 139837 23219.3 11.84 0.1760

1530 225129 47091.9 12.31 0.2066

1410 533577 89106.0 13.18 0.1758

1295 818023 146423.0 13.60 0.1849

Table 5 Result of normal and lognormal distribution
para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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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차 값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대수정규.

분포의 경우 대수화된 수명 값에 의한 흩어짐 정

도를 판단하기 때문에 하중레벨 간의 편차를 비

교하는데 있어 정규분포에 비해 합리적인 결과로

볼 수 있다.

과 에 와이블분포의 모수 추정방법에Table 6 7

따른 계산 및 비교결과를 나타내었다 최우추정.

법 에 의해 추정된 형상모수(MLM) ( 값이 다른)

모수 추정방법에 의해 계산된 값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으며 식 의 가중치를 적용한 최소, (9)

제곱법 방법 에 의한 값이 가장 작게(LSM-W1)

나타났다 형상모수는 와이블분포의 형태를 결정.

하는 것으로 그 값이 클수록 분산이 작음을 의미

한다 또한 형상모수와 와이블분포의 비대칭도.

첨예도 와의 관계를 고려할(skewness), (kurtosis)

때 방법에 의해 추정된 와이블분포가LSM-W1

정규분포와 가장 비슷한 형태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척도모수. ( 의 경우 모든 모수 추정 방법에)

동일하게 하중레벨이 감소함에 따라 그 값이 증

가하였다 이는 와이블분포의 형태가 축 방향으. x

로 확대되는 것 오른쪽으로 치우침 을 말하며( )

Load

(N)

MLM LSM

   

1645 8.416 148524 5.783 150423

1530 5.759 242985 4.801 245114

1410 8.750 567000 5.710 574570

1295 7.021 873682 5.372 884414

Table 6 Result of the Weibull distribution parameters
by the maximum likelihood method (MLM)
and least square method (LSM)

Load

(N)

LSM-W1 LSM-W2 LSM-W3

     

1645 4.484 162788 8.359 136024 5.293 152848

1530 6.433 236307 4.681 255981 5.271 249980

1410 6.228 560602 7.618 532643 6.378 556501

1295 4.128 983635 7.323 819453 4.800 923910

Table 7 Result of the Weibull distribution parameters
by the weighted least square method

(a)

(b)

(c)

(d)

Fig. 4 The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 comparisons
according to probability distribution : (a)
Load 1645N, (b) Load 1530N, (c) Load
1410N, (d) Load 1295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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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ad

(N)

Normal

Distribution

Lognormal

Distribution

Weibull

Distribution

1645 0.223 0.279 0.233

1530 0.249 0.238 0.261

1410 0.358 0.380 0.330

1295 0.310 0.337 0.333

Table 8 AD Test result for Goodness-of-Fit

Load

(N)
MLM LSM

LSM - Weight factor

W1 W2 W3

1645 0.019 0.012 0.075 0.210 0.018

1530 0.028 0.020 0.034 0.043 0.035

1410 0.066 0.030 0.046 0.167 0.055

1295 0.041 0.038 0.126 0.096 0.061

Table 9 Result of the Sum of Squared Error (SSE)

평균 피로수명값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 확률분포의 누적분포함수(Cumulative Distribution

를 에 나타내었으며 확률분Function, CDF) Fig. 4

포의 적합도 검정을 위해 실시한 결과를AD Test

에 나타내었다 신뢰수준 에서 정규분Table 8 . 95%

포 대수정규분포 와이블분포 모두 적합한 것으, ,

로 나타났다.(11) 값 비교에서는 대수정규분포AD

의 적합성이 상대적으로 다소 떨어지는 것을 보

였으며 정규분포와 와이블분포의 비교에서는 소,

수점 둘째자리에서 근소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

서 다양한 분포형태로 적합성이 용이하여 수명분

포로 널리 쓰이는 와이블분포를 가장 적합한 확

률분포로 선정하였다 와이블분포의 모수 추정방.

법에 따른 피로수명예측결과를 에 나타내었Fig. 5

다 그리고 각각의 결과에 대해 예측정확도를 평.

가하기 위해 식 의 잔차제곱합을 계산하여(13)

에 나타내었다 최소제곱법 으로Table 9 . (LSM)

와이블분포의 모수를 추정한 경우가 실험결과와

예측결과가 가장 잘 일치하였으며 다음으로는,

최우추정법 과 식 의 가중치를 적용한(MLM) (11)

최소제곱법 순으로 정확성있는 결과를(LSM-W3)

보였다.

등Wu
(12)은 고체 촉매제 를 대상(solid catalysts)

으로 표본의 개수와 모수추정 방법에 따른 와이

블분포의 예측 정확도를 평가하였으며 Lewis,
(13)

(a)

(b)

(c)

(d)

Fig. 5 Predicted results of the fatigue life according
to the parameter estimation of Weibull
distribution : (a) Load 1645N, (b) Load
1530N, (c) Load 1410N, (d) Load 1295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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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bability of

failure
Slope y-Axis

P=1% -84.14 731.32

P=10% -85.29 753.43

P=50% -85.95 770.02

P=90% -86.23 779.95

P=99% -86.36 785.51

Table 10 Characteristics P-M-N Curve of according

to probability of failure

Fig. 6 P-M-N Curve and fatigue life data(semi-log
scale)

Zhao
(14) 등의 연구에서는 시편의 개수에 따른 각

확률분포의 적합성 비교를 통해 피로수명을 평가

하였다.

상기의 연구들로부터 피로시험의 대상과 시편

의 개수 및 형상에 따라 가장 적합한 확률분포가

달리 선정됨을 확인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소 표본

및 실제 제품과 동일한 형상의 시험품을 가지고

머플러의 신뢰성을 평가한 본 연구에서는 확률분

포에 따른 적합도 검정과 모수 추정방법에 따른

잔차제곱합의 계산 및 비교를 통해 가장 높은 예

측 정확도를 보이는 최소제곱법을 이용한 와이블

분포를 피로수명예측에 가장 적합한 확률분포로

선정하였다.

곡선 추정4. P-M-N

균열 및 파단이 발생하는 용접부에서 200mm

떨어진 곳에 하중을 가하기 때문에 결국 용접부

끝단에 작용하는 실제적인 요소는 모멘트(Moment)

이다 따라서 주 파괴부인 용접부까지의 거리를.

고려한 피로특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Probability-

곡선 으로 나타낼 필요Moment-Life Curve(P-M-N )

성이 있다 각 하중레벨 당 파손확률. 1%, 10%

지점을 연결하여 과 같은50%, 90%, 99% Fig. 6

곡선을 추정하였으며 에 각 곡선P-M-N Table 10

의 파손확률에 따른 기울기와 절편을 나타내었y-

다.

일반적인 피로곡선의 경우 설계시 안전율을 필

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설정될 수 있다 그러나.

곡선을 통해 안전율을 정량적으로 설정할P-M-N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용 머플러에 대한 신뢰성

설계 데이터로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

로 사료된다.

결 론5.

본 연구에서 자동차용 머플러의 피로수명을 평

가하기 위해 다양한 확률분포함수를 이용하여 통

계적으로 분석하였고 각 분포함수들의 정확도를,

비교분석 하였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정규분포 대수정규분포 와이블분포의 적합(1) , ,

도 검정을 위해 실시한 로 부터 신뢰수준AD-Test

수준에서 모두 적합한 분포임을 확인하였고95% ,

값 비교를 통해 와이블분포가 가장 적합한 확AD

률분포로 나타났다.

최우추정법 최소제곱법 가중치를 적용한(2) , ,

최소제곱법을 이용하여 와이블분포의 모수를 각

각 계산하고 잔차제곱합을 통해 비교해 본 결과

최소제곱법을 이용하여 모수를 추정한 와이블분

포가 가장 적합한 분포로 나타났다.

최소제곱법을 이용한 와이블분포로 파손확(3)

률 에 대하여 피로특성1%, 10%, 50%, 90%, 99%

을 고려한 곡선을 제시하였다 안전율을P-M-N .

정량적으로 설정함으로서 신뢰성 높은 머플러의

내구성설계 데이터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된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통계적 방법들을 통한 체

계적인 분석 과정은 자동차용 머플러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험품에 대해 적용할 수 있으며, 피로수

명평가를 위한 통계적 분석방법의 기초자료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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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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