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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광탄성 실험법에 의해 측정된 등색프린지 차수를 응력으로 변환시키기 위해서는 광탄성 재료 응: 

력 프린지 상수를 알아야 한다 광탄성 재료 응력 프린지 상수는 단순 인장시편 또는 압축하중을 받는 . 

원형디스크를 이용하여 측정하는 방법 등이 있다 이들 방법에서는 시편에 여러 하중을 가하여 하중에 . 

응답하는 프린지 차수의 관계를 최소자승법 등을 이용하여 재료 상수를 결정한다 본 논문에서는 점 . 4

굽힘 시편에 하중을 가하여 나타나는 프린지로부터 재료 응력 프린지 상수를 결정하였다 점 굽힘 시. 4

편의 순수 굽힘 구간에서는 주응력 방향이 일정하므로 단계 위상이동법의 적용이 가능하다 이 방법은 4 . 

원형편광기에서 검광판을 그리고 라디안 회전시켜 얻은 개의 광탄성 프린지를  필요0, /4, /2, 3 /4 4π π π

로 한다 점 굽힘 시편을 이용한 재료의 프린지 상수를 결정하는 방법에서는 일정 하중을 가하여 서로 . 4

다른 위치에서도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방법으로 측정된 재료 응력 프린지 상수는 제조회사. 

에서 제시한 범위이내에 분포하였다. 

Abstract: In a photoelastic experiment, it is necessary to know the material stress fringe constant of the 

photoelastic specimen to determine the stresses from the measured isochromatic fringe orders. The material 

stress fringe constant can be obtained using a simple tension specimen and/or a circular disk under diametric 

compression. In these methods, there is generally a need to apply numerous loads to the specimen in 

response to the relationship of the fringe order. Then, the least squares method is used to obtain the material 

constant. In this paper, the fringe orders that appear on a four-point bending specimen are used to determine 

the fringe constant. This method requires four photoelastic fringes obtained from a circular polariscope by 

rotating the analyzer to 0, /4, /2, and 3 /4 radiansπ π π . Using the four-point bending specimen to determine the 

material stress fringe constant has an advantage because measurements can be made at different locations by 

applying a constant load. The stress fringe constant measured with this method is within the range suggested 

by the manufacturer of the photoelastic mat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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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실험에 의한 광역학 분야 중의 (photomechanics) 

한 가지 방법이다 광탄성법은 광신호의 이차원 . 

신호처리 특성을 활용하여 시편에서 전제 응력장

을 가시적으로 관찰할 수 있(whole field stress)

다.(1~3) 광탄성법으로  시편에 발생된 응력을 측정

하기 위해서는 광탄성 실험 장치인 편광기로부터 

얻어지는 등색선 프린지와 등경선(isochromatic) 

프린지를 이용한다 등색선은 시편에서 (isoclinic) . 

발생된 주응력 차이 에 (principal stress difference)

의해 나타나며 등경선은 주응력 방향, (principal 

에 의해 나타난다 측정된 등색 프stress direction) . 

린지 차수로부터 응력으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광

탄성 재료 응력 프린지 상수(material stress fringe 

를 알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재료 응력 constant) . 

프린지 상수는 단순하중을 받는 인장시편이나 압

축하중을 받는 원형디스크에 여러 하중을 가하여 

나타나는 프린지 측정한 후 하중과 프린지 차수 , 

선도로부터 결정한다.(1~3) 이 경우 프린지 차수는  , 

육안이나 수작업으로 타디 보정법(Tardy compensation 

등을 이용하여 측정해야 하는 불편한 점method) 

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점 굽힘 시편4 (4-point bending 

에 하중을 가하여 나타나는 프린지로부specimen)

터 재료 응력 프린지 상수를 결정하고자 한다. 4

점 굽힘 시편의 순수 굽힘 구간에서는 주응력 방

향이 일정하므로 광탄성 단계 위상이동법4

의 적용(photoelastic 4-step phase shifting method)

이 가능하다 이 방법에서는 원형편광기에서 검. 

광판을 그리고 라디안 회전시0, /4, /2, 3 /4 π π π

켜 얻은 개의 광탄성 프린지를  필요로 한다4 . 4

점 굽힘 시편을 이용하여 재료 응력 프린지 상수

를 결정하기 위하여 일정 하중을 가한 후 서로 , 

다른 위치에서 측정하여 평균값을 구하고 유한, 

요소법에 의한 응력분포와 서로 비교하고자 한

다. 

광탄성 이론 및 위상이동법2. 

광탄성 이론2.1 

광탄성에서 등색선은 과 같이 편광판Fig. 1

두 개의 파장판(polarizer), 1/4 (quarter wave plate), 

그리고 검광판 으로 구성된 원형편광기(analyzer)

로부터 얻을 수 있다 응력 광(circular polariscope) . -

법칙 로부터 주응력 차이는 등색프(stress-optic law)

린지 차수와 다음 관계를 갖는다.(2,3)

Fig. 1 Circular polariscope (dark-field setup)

   


(1)

위의 식 에 나타낸 각각의 기호는 다음을 의(1)

미한다.

   최대 및 최소 주응력차이: 

  등색프린지 차수 : 

     : 광탄성 재료 응력 프린지 상수(material 

stress fringe constant)

      시편두께: 

광탄성 위상이동법2.2 

원형편광기의 암시야 배열 에서 (dark-field setup)

검광판을 임의의 각도 로 회전시켰을 때 광강

도(light intensity) 는 다음의 식 와 같다(2) .(1,3)

    coscos cossinsin  (2)
위의 식에서 는 최대광강도를 나타내는 비례

상수이고, 는 검광판 회전각도, 는 시편의 등

경각 그리고 , 는 주응력차이와 관계되는 시편

에서의 위상지연 을 의미한다(relative retardation) . 

식 로부터 위상이동법에 관한 식을 구할 수 (2)

있다 식 에서 배경잡음. (2) (back ground noise) 

를 고려하고    로 대체시킨 후 식 를 일, (2)

반적인 광강도에 관한 일반식으로 변형하여 나타

내면 다음 식과 같이 쓸 수 있다.

     cos    (3)

식 에서 (3)  는 프린지의 광강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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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위상차 이며 등색선 프린지(phase difference) , 

차수와 관계되는 위상지연 를 구하기 위해 

 를 에서 0  사이의 값을 택할 수 있다 원형. 

편광기의 암시야 배열로부터 위상차를 

      라디안으로 회전시켜 가며 

이에 해당되는 광강도로부터 다음의 단계 위상 4

이동법에 관한 식 를 얻을 수 있다(4a~4d) .
(4,5)

 

 cos (4a)

 

 cos cos (4b)

 

 cos (4c)

 

 cos sin (4d)

위의 식 에서 (4a~4d)    이고,   o 또는 

 ± 인 경우에 등색프린지 차수 위상도에 관

한 다음 식을 얻을 수 있다. 

  

    

    (5)

식 로부터 등색프린지 차수 (5)  에 관한 전

체적인 위상도 을 생성할 (whole-field phase map)

수 있다 그러나 식 의 함수는 . (5) arc tangent  

에서  범위 이내이므로 위상점프(phase jump)

가 나타난다 이를 펼치면 .  에 관한 펼친 위

상도 를 얻을 수 있다(unwrapped phase map) .

프린지 상수 측정 실험법3. 

굽힘 공식과 재료 프린지 상수 3.1 

재료 프린지 상수를 측정하기 위한 점 굽힘 4

시편 형상 및 하중 조건은 와 같다 시편 Fig. 2 . 

재질은 우레탄 고무의 일종인 재료이며Photoflex , 

이 재료의 영탄성계수(E 는 ) E=(2.7~3.5)×10-6 N/m2, 

푸와송비는  그리고 밀도는 =0.48, 

=(1.0~1.23)×103 kg/m3으로 알려져 있다.
(6)

에서 와 사이는 순수 굽힘을 받는 구Fig. 2 E F

간이므로 다음과 같은 간단한 굽힘 공식을 사용

하여 응력을 계산할 수 있다. 

 
 

(6)

위의 식 에서 (6)       그리고 , 

   이다 여기서  . 는 의 와 지Fig. 2 E F

점에 가해진 하중이며 전체 가해진 하중의 절반, 

으로  이다 또한. , t와 h는 각각 시편의 

두께와 높이를 의미한다 그리고 . 는 와 사이 A E

혹은 와 사이의 거리이다 이들 관계를 식 B F . (6)

에 대입하면 다음 관계를 얻을 수 있다.

 

 

(7)

한편으로 순수 굽힘 보에서 발생되는 응력은 

최대 주응력에 해당되며 최소 주응력은 무시할 

수 있다 따라서. ,   ,   의 관계를 식 

에 대입하여 재료 프린지 상수에 대한 식을 구(1)

하면 다음과 같다. 

 

  

  (8)

즉 굽힘 시편에서 중립축으로부터 프린지 차, 

수를 측정하여 거리에 대한 프린지 차수의 기울

기를 이용하면 식 로부터 재료 프린지 상수를 (8)

실험적으로 구할 수 있다. 

광탄성 실험 3.2 

점 굽힘 시편을 과 같이 하중지지대에 4 Fig. 3

설치하여 플런저 상단에 추를 놓아 하중을 가한

다 시편을 하중지지대에 설치할 경우 좌 우 균. , ･
형이 잘 맞도록 세심한 주의를 필요로 한다. 

Fig. 2 Geometry of 4-point bending specimen 

(thickness: t=5.95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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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4-point bending specimen installed in loading 
frame

Fig. 4 Experimental set-up for measuring photoelastic 
fringe constant from the 4-point bending specimen

재료 프린지 상수를 측정하기 위해 와 같Fig. 4

이 시편이 설치된 하중 지지대를 원형편광기의 

파장판 사이에 위치시키고 검광판 앞에 1/4 CCD

카메라로 프린지 영상을 촬영한다 시편에 가해. 

진 하중 의 및 핀과 지지대 무게 포(Fig. 3 weight 

함 은 )    이다N .

는 편광판이 암시야 배열로 정렬된 원형 Fig. 5

편광기로부터 얻은 점 굽힘 시편의 등색프린지 4

패턴이다 로부터 육안에 의해 프린지 차수. Fig. 5

를 관찰하면  중립축을 기준으로 시편보의 상단

과 하단 지점의 프린지 차수는 개략적으로 프1-

린지와 프린지 사이임을 알 수 있다1.5 . 

은 의 중앙 수직선상 에 표시Fig. 6 Fig. 5 (M-M)

Fig. 5 Isochromatic fringe patterns in the dark field 
polariscope set up

Fig. 6 Distribution of light intensity along the vertical 
line  

된 위치에서 광강도를 나타낸다 으로부터  . Fig. 6

보의 중립축 부근에서는 광강도는 정도로 최소17

값이며 흑색프린지 이다 또한 중립축 (dark fringe) . 

바로 위와 아래 부분에서는 광강도가 범위가 개

략적으로 로 최대 광강도가 되며 백색프린80~85

지 에 해당된다 보의 상단과 하단의 (light fringe) . 

최대 광강도는 약 범위에 분포하며 흑색과 25~40 

백색프린지 사이의 광강도이다. 

에 보인 바와 같이 백색과 흑색 프린지 Fig. 6

프린지의 광강도는 균일한 값이 아니고 위치에 

따라 서로 다르므로 육안으로 정확한 위치를 식

별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많다.

Fig. 은 에서 검광판을  7 Fig. 1 0, /4, /2, π π 그리고 

3 /4  π 라디안 회전시켜 얻은 개의 광탄성 등색프4

린지이다 의 프린지 패턴에서 보인 바와 같. Fig, 7

이 보의 중립축에 위치한 흑색프린지가 검광판의 

각도가 의 경우와 같이 라디안일 때에는 중(a) 0 

앙에 위치하나 의 경우와 같이 검광판을 , (b) /4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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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 7 Fringe shifted patterns by rotating analyzer. 

(a) 0 radian, (b)  radians, (c)  radians, 
and (d)  radians

한편으로 의 와 는 각각 원형편광기Fig. 7 (a) (c)

의 명시야와 암시야 배열로부터 얻은 등색프린지 

Fig. 8 Two times multiplied fringe pattern

Fig. 9 Sharpened fringe pattern

Fig. 10  Fringe order versus distance from neutral axis 

패턴이다 이들 두 프린지 패턴으로부터 프린지 . 

증식프로그램(fringe multiplication program)
(7)
을 이

용하여 배로 증식시킨 프린지는 과 같다2 Fig. 8 . 

과 같이 배로 증식된 프린지패턴에 세선Fig. 8 2

화 프로그램(sharpening program)(8)을 적용하여 처

리하면 와 같이 프린지 차수가 크기의 Fig. 9 0.25 

세선 처리된 프린지 패턴을 얻을 수 있으며 이, 

로부터 프린지 위치를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다. 

측정된 프린지 차수를 중립축을 기준으로 위치에 

따라 표시하면 과 같다 으로부터 Fig. 10 . Fig. 10

식 을 이용하여 계산한 재료 프린지 상수는 (8)

 이다=0.2346 N/m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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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Wrapped phase map

Fig. 12 Light intensities of fringe phase map along 
the center vertical line

Fig. 13Unwrapped phase map

시편의 광탄성 재료 프린지 상수는 으로Fig. 10

부터 식 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값을 얻을 수 (8)

있으나 정밀한 측정을 위해서는 식 로 처리된 , (5)

위상도를 이용하기로 한다 에 나타낸 개. Fig. 7 4

의 프린지 패턴으로부터 얻은 위상도는 과 Fig. 11

같다. 

의 위상도에 표시된 중앙 수직위치Fig .  11

에서 시편 보의 높이에 따른 광강도는 (M-M) Fig. 

와 같다 에서 보인 바와 같이 위상점 12 . Fig. 12

Fig. 14 Distribution of isochromatic fringe orders along 
the vertical line which passes the central points 
M-M

Fig. 15 Distribution of principal stress difference along 
the vertical line which passes the central 
points M-M

프 가 발생하므로 위상이동에 의해 광(phase jump)

강도를 펼치면 과 같다Fig. 13 .

광강도와 프린지차수 그리고 픽셀거리와 실제, 

치수 사이의 환산계수 를 적용하(conversion factor)

면 굽힘을 받는 시편의 중앙 수직선상에 분포된 

등색프린지 차수 분포를 얻을 수 있다 여기서 . 

영상패턴의 픽셀거리와 시편치수와 환산계수(Cd)

는 이고 위상도의 광강도를 프린지 Cd=0.186992

차수로 변환시키기 위해 사용된 환산계수 값(Ci) 

은 이 사용되었다Ci=0.0040835 .

측정된 광탄성 재료 프린지 상수를 이용하여 식 

에 의해 굽힘응력으로 환산하면 본 실험에 사용(6)

된 점 굽힘 시편보의 응력분포는 와 같다4 Fig. 14 . 

등색프린지 차수로부터 식 을 이용하면 주응(1)

력 차이를 얻을 수 있으며 광탄성 위상이동법에 , 

의한 주응력차이 분포(distribution of principal 

는 와 같다stress difference) Fig.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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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hotoelastic material fringe constant measured 
on lines A-A, M-M, and B-B indicated in 
Fig. 11

 Measured Line  A-A  M-M  B-B 

 Finge Constant

(N/mm)
 0.2462  0.2346   0.2230

Fig. 16 ANSYS discretization of the rectangle beam 
model 

의 그래프로부터 최소자승법을 이용하여 Fig. 15

중립축으로부터 거리와 프린지 차수에 대한 기울

기를 측정하여 식 에 대입하면 본 논문에 사용(8)

된 광탄성 시편 재료 프린지 상수를 구할 수 있

다.

또한 같은 방법으로 중앙 수직선으로부터 좌, 

측과 우측 방향으로 떨어진 로 23 mm A-A, B-B 

표시된 수직선상에서 중립축으로부터 거리와 프

린지 차수에 대한 기울기를 측정한 결과를 나타

내면 과 같다 에서 세 값의 평균Table 1 . Table 1

을 구하면 본 실험으로부터 측정된 시편 재료의 

광탄성 재료프린지 상수는  이다=0.2346 N/mm . 

참고로 이 값은  제조회사에서 제시한 우레탄고

무 의 재료프린지 상수 (Photoflex) 0.14~0.30 N/mm 

범위로 분포되었다. 

유한요소 해석3. 

광탄성 실험으로부터 측정된 순수굽힘을 받는 

시편보 중앙의 수직선상에 분포된 주응력차이의 

유효성을 검토하기 위해 상용유한요소 프로그램 

ANSYS
(9)
를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은 에 나타낸 치수와 같이 지점에Fig. 16 Fig. 2 4

서 하중을 받는 굽힘보 해석을 위한 유한요소 모

델을 나타낸다 사용된 요소종류는 . Type 1, 

이며 개의 요소로 분할하여 해PLANE 182 14,472

석하였다. 

Fig. 17 Distribution of stress components calculated 
by ANSYS

Fig. 18 FEM analysis of bending stress distribution 
along the center vertical line of the beam

의 그래프는 의 중앙 수직선상에Fig. 17 Fig. 16

서 해석 결과로부터 얻은 주응력 응력성분 분포

를 나타낸다. 

에서 보인 바와 같이 중앙 수직선상에서 Fig. 17

방향 응력성분 과 전단응력성분 즉 y (SY) (SXY), 

와 는 에 가까운 아주 적은 값으로 수평선으0

로 나타나 있다 또한 방향의 응력성분 즉 . x (SX), 

σx는 상대적으로 큰 값이며 이 값이 굽힘응력이

다. 

에 나타낸 응력성분으로부터 보 중앙 수Fig. 17

직선상에서 유한요소법을 이용하여 얻은 주응력 

차이(   즉 굽힘응력 분포는 에서 ), Fig. 18

사각형 표시(▪ 같다) .

는 점 굽힘 시편보에 발생된 응력을  Fig. 19 4

광탄성 위상이동 실험법과 유한요소법에 의해 해

석된 결과를 비교하여 나타냈으며 그래프에서 , 

보인 바와 같이 순수 굽힘보 시편에 대해 광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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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9 Comparison between experiment and FEM 
analysis of bending stress distribution 
along the center vertical line of the beam

결론 및 논의4. 

본 연구에서는 점 굽힘 광탄성 시편 재료에 4-

단일 하중을 가하여 재료 프린지 상수를 영상처

리를 이용한 단계 위상이동법으로 측정하였다4 . 

이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광탄성 재료 프린지 상수를  굽힘을 받는 (1) 

보 중앙의 좌우 수직선상에 분포한 프린지 값으·

로부터 실험적으로 구했으며 측정된 재료 프린, 

지 상수는  이다 이 값은 우레탄=0.2346 N/mm . 

고무 의 재료 프린지 상수 (Photoflex) 0.14~0.30 

범위에 속하였다N/mm . 

측정된 재료 프린지 상수를 이용하여 굽힘(2) 

보 시편의 굽힘응력을 계산하였으며 그 결과는 

유한요소법으로 계산한 값에 거의 일치하였다. 

이로서 측정된 재료 프린지 상수가 유효한 것으

로 판단할 수 있다. 

광탄성 재료프린지 상수는 일반적으로 인장시

편 또는 압축하중을 받는 원형디스크에 여러 하

중을 가하여 나타나는 프린지 응답관계로부터  

측정한다. 본 실험법에는 단일 하중을 가하여 나

타나는 광탄성 등색 프린지 위상도로부터 보의 

중앙과 중앙의 좌측과 우측 세 위치의 수직선상, 

에서 펼진 광강도를 프린지 차수로 환산하고 보, 

의 중립축으로부터 상 하로 분포된 프린지 차수 ･

기울기로부터 재료 프린지 상수를 구하였다 이 . 

방법은 단일하중을 가하여 나타나는 등색프린지 

위상도로부터 여러 위치에서 재료 프린지 상수를 

구할 수 있으므로 광탄성 실험법에 편리하게 사

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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