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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부품 및 소재 산업분야에서 최근 고기능, 고성능

의 엔지니어링 플라스틱(Engineering Plastic; EP)이 

환경기술과 재료기술의 융‧복합기술로서 다양하면

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자동

차 분야에서는 복합소재로써 내외장재뿐만 아니라 

내연기관에 금속소재를 EP 재료로 대체하기 위하

여 경량화, 생산성과 함께 기계적 강도, 내약품성, 

마찰마모 특성, 내피로성 및 열적 특성 등이 우수

한 EP 재료의 새로운 요건을 검토하여 단기 및 중

기적으로 플라스틱의 부품 적용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이 다양한 범위의 환경 및 

변형 요인에서도 우수한 강도와 인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많은 EP 기술이 개발되고 있지만, 개발

Key Words: Ultrasonic Fatigue Test(초음파 피로시험), Engineering Plastic(엔지니어링 플라스틱), Polyoxymethylen   

(폴리아세탈), Dynamic Young's Modulus(동탄성계수) 

 

초록: 엔지니어링 플라스틱(Engineering Plastic ; EP)에 대한 내구성 평가를 위해 현재 새롭게 국내에서 개

발한 초음파 피로시험법을 이용하여 EP 중에서도 결정화 속도가 빠르고 결정화도가 높은 범용 

POM(Polyoxymethylene) 소재에 대한 초음파 가속피로시험 거동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 

사용된 POM 소재의 밀도는 1.37 g/cm3, 동탄성계수는 3.49 GPa 로 측정되었으며, 초음파피로시험 20kHz, 

응력비 R= -1 의 판상시편 두께 (4t, 7t, 10t)에 따른 피로수명평가 결과 전체 응력진폭 5.0~6.0MPa 부위에

서 피로한도를 확인하였다. 피로시험 후 파단 면을 관찰한 결과 7t, 10t 두께 시편의 크랙 시작위치에서 

미소 공동들이 서로 연결된 형태의 잔금(crazing) 균열현상으로 파단된 dimple 구조형상을 전자현미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Abstract: In this study, a newly developed ultrasonic fatigue test was performed for durability assessment of 

polyoxymethylene engineering plastic, which has a high crystallization rate and degree of crystallization. Fatigue 

strength of POM (polyoxymethylene) was performed on a piezoelectric UFT developed by Mbrosia Co., Ltd(1), 

operating at a high frequency of 20 kHz. The test results showed a fatigue limit of 5.0~6.0 MPa under fatigue testing at 

R = -1, 20kHz; and, electron microscopy revealed the size effect by risk volume and fractured dimple structure after the 

coalescence of micro-voids through the crazing effect, which occurs during the failure of a poly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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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진행되는 시험

은 한정된 내용으로 진행되어 지고 있다. 그 중에

서도 피로강도 시험은 내구성 평가에서 중요한 시

험이지만 기존의 구조재료 시험법으로는 해석의 

어려움과 장시간이 소요되어 개발에 난항을 겪고 

있다.(2,3) 이에 국내에서 자체 개발한 초음파 피로

시험기를 통해 EP 중에서도 결정화 속도가 빠르

고 결정화도가 높은 범용 POM(Polyoxymethylene) 

소재를 가지고 새로운 초음파 가속피로시험법을 

적용한 피로수명 평가 방법을 분석 및 정립하고자 

하였다. 

2. 초음파 피로시험 평가 

2. 1 엔지니어링 플라스틱(EP) 동탄성계수 측정 

초음파 피로시험방법은 기본적으로 동탄성계수 

측정이 수반되어야 하며, 이는 시험편 설계와 최

대응력진폭환산에 중요한 인자로 결정된다. 기존

의 인장시험을 통한 탄성계수 측정법은 플라스틱 

소재에 대한 측정결과 많은 실험오차를 보이고 있

으나 재료자체의 음속 고유 진동주파수 측정을 통

한 동탄성계수 측정법이 정확하고 쉽게 가능하다

는 이점을 가질 뿐 아니라 최근 선진국에서는 재

료의 동적 해석에 많이 응용되고 있는 실정이

다.(4~7) 식 (1)은 공진주파수와 관련된 동탄성계수 

설정을 위한 기본적인 관계식으로 ASTM E 1875, 

KS F 2437 규격에 준한 것이며, 각 변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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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판상용 초음파 피로시험편 설계 

기존의 봉상(Hourglass) 형상의 시험 편과는 달

리 POM 의 특성상 사용용도와 가공성을 고려하여 

판상형상의 시험편을 설계하기 위해서 설정되어 

있는 식 (2), (3), (4) 관계식을 해석하여 설계하였으

며, Fig. 1 은 POM 소재의 초음파 진동 혼과의 공진 

체결력과 시편 중앙부에 최대응력진폭 (Maximum 

Stress Amplitude)을 얻기 위해 설계된 초음파 피로

시험편 도면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서 3는 음속

과 관련된 파수(Wave number)를 R1 은 2mm, R2 는 

8mm, L1 은 4.188mm, L2 는 7mm 로 정확한 20kHz 

공진 설계된 시험편이다.(8,9)  

           α �� 5 �
�6	78 6 ln 5

;7
;<8              (2) 

 β �� √?� @ 3�                     (3) 

+� �� 5�A8 6 �&�� 5B6C�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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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8    (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POM 소재에 대한 초음파 

피로시험시의 최적 시편두께 평가 및 크기효과

(Size effect)를 고려하여 모든 시편 규격은 동일하

게 하고 두께만 4t, 7t, 10t 세 가지 시편을 각각 설

계 제작하였다. 

 

2.3 초음파 피로시험장치 및 조건 

초음파 피로시험은 ASM HANDBOOK Vol. 8 에 

규정되어 있는 시험법으로, 20kHz 압전세라믹(PZT) 

탄성공진 진동방식을 이용한 변위제어 방식의 피

로시험방법이다. 초음파피로시험 장치의 주요 구

성품으로는 초음파 진동의 출력을 위한 발진기의 

안전한 회로구성이 요구되며, 정확한 변위 및 공

진 주파수 측정을 위해서는 정밀한 변위 센싱 및 

모니터링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한다. 이에 Fig. 2

는 초음파 피로시험을 위한 개괄도와 장치 구성품

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POM 시험편이 공진혼과 

체결된 상태에서 일정변형률(Constant strain)이 유

지되도록 자동 변위센서의 피드백기능을 두어 시

험 시 설정된 응력진폭값이 최적화되도록 구축하

였으며, POM 소재의 특성상 열화 방지를 위하여 

최대응력이 걸리는 시편 중앙부에 공냉(air cooling)

이 집중될 수 있도록 링 타입의 장치를 고안하였

다. 또한 POM 소재의 피로 파단 시 주파수 공진 

 

 

Fig. 1 POM specimens for Ultrasonic fatigue testing 

 

  

Fig. 2 System for ultrasonic fatigu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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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이 변경될 경우 자동 정지되어 각 응력진폭에 

따른 사이클 수명을 알 수 있도록 하였다.  

Table 1 은 POM 소재에 대한 초음파 피로시험조

건으로 20kHz, 응력비(stress ratio)는 R= -1 이며, 응

력진폭범위는 3~7MPa 로 상온에서 4t, 7t, 10t 세 가

지 시편에 대해 시험을 진행하였다.  

3. 시험결과 및 고찰 

3.1 동탄성계수 및 온도분포 

Table 2 는 본 시험에 사용된 POM 소재의 물리

적 성질로써 밀도와 동탄성계수는 다음과 같으며, 

10 번의 반복시험결과 ±0.02 오차범위로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POM 소재는 일반 구조재료와는 달리 열화에 취

약한 특성을 가지므로 초음파 피로시험시의 온도 

분포를 평가하기 위해 Fig. 3 과 같이 열화상 카메

라를 이용하여 공냉 전후의 온도 분포를 평가한 

결과를 예시한 것이다. 공냉 전에는 시험 중에 파

단 시까지 50.6℃까지 상승하였으나 초음파피로시

험 장치에 설치된 공냉 장치에 의하여 공냉후 

32.7℃로 낮게 관찰되었다. 하지만 이는 상대적으

로 응력진폭이 높은 5MPa 이상에서 나타나는 현

상이고 응력진폭이 낮은 5MPa 이하 범위에서는 

열화온도가 일어나지 않았으며, 그 온도 범위도 

상온과 동일하였다.  

 

Table 1 Conditions of ultrasonic fatigue test 

Loading 

frequency 

(kHz) 

Stress ratio 
Stress 

(MPa) 
Test atmosphere 

20 R= -1 3.0 ~ 7.0 RT 

 

Table 2 Physical properties of POM 

Density [g/cm3] Dynamic Elastic Modulus [GPa] 

1.37 3.49±0.02 
 

 

 
(a) No cooling          (b) Air cooling 

Fig. 3 Temperature distribution of ultrasonic fatigue test 
(20kHz, 5MPa) 

3.2 피로수명 및 파단면 관찰 

 

3.2.1 피로수명 S-N 선도 

Fig. 4는 시험편 두께 (4t, 7t, 10t)에 따른 POM 소재 

초음파 피로시험 결과로서 응력진폭에 따라 피로수명

이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5.0~6.0MPa 범

위에서 피로한도가 나타나는 경향을 전체적으로 확

인할 수 있었으며, 그 한도는 기가 사이클에 가깝게 

진행되었다. 또한 시편 두께에 따른 비교시험결과 4t 

시편이 피로강도가 제일 높게 나타났으며, 7t와 10t의 

시편은 거의 동일하게 관찰되었다. 이는 일반적인 크

기효과(Size effect) 즉, 시편의 두께가 클수록 동일 응

력진폭 범위에서 Risk volume의 영향으로 피로강도가 

낮아짐을 판단할 수 있으나. 7t, 10t 에서는 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아 초음파 공진 피로시험 특성 중 

20kHz±500Hz 공진범위를 벗어날 경우 사이클 자동

정지가 된다. 이때 4t 의 경우는 단면적이 작아 크랙 

시작과 동시에 전체적으로 전파된 현상이며, 7t, 10t의 

경우는 크랙 전파가 진행되는 시점에서 공진범위를 

벗어나 자동 정지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각각 시

편에 대하여 피로파단 현상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3.2.2 Two types of crack initiation 

Fig. 5 는 두께에 따른 시험편의 피로 파단된 사진 

 

 
Fig. 4 S-N curve of EP (POM) (20kHz, R= -1) 

 

 
(a) POM-4t          (b) POM-7t, 10t 

Fig. 5 Photographs showing the crack init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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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전체적으로 동일하게 시편 길이방향의 수직으로 

파단된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4t 의 모든 시편의 경우

는 크랙 시작과 동시에 전면 파괴양상을 나타내었고, 7t, 

10t의 모든 시편의 경우는 크랙만 발생된 것으로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는 4t 의 경우는 크랙 발생과 함께 

Effective Volume 이 작아 급격한 응력집중에 의해 파단

까지 이루어 졌으며, 그와 동시에 파단부의 마찰에 의

해 연화된 것으로 사료되며, 7t, 10t의 경우는 크랙 발생 

후 전파되는 시간 동안 초음파 공진특성 변경으로 자

동 정지되어 전면 파괴가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

된다. 따라서 각 시편에 대한 피로파괴 단면을 전자현

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Fig. 6 의 (a) POM-4t 의 파단면 

사진은 일반적인 coner부의 파단면을 보여주고 있으며, 

Fig. 6의 (b) POM-7t, 10t의 시편의 경우 coner 안쪽 크 

 

 
 (a) POM-4t 

 
(b) POM-7t, 10t 

Fig. 6 SEM micrographs showing the overall view of the 
fatigue fracture surface 

 

 

Fig. 7 SEM micrographs showing the overall view of the 
fatigue fracture surface of EP (POM-7t)  

랙 시작과 함께 전파된 파단면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7 은 7t 시편의 크랙 시작 위치와 전파된 위치

를 고배율(X200)로 확인한 사진으로 일반적인 구조

재료에서는 볼 수 없는 피로파괴거동으로 크랙시작 

위치에서는 Fig. 8(a)와 같이 dimple 구조를 볼 수 있

었으며, 전파된 위치에서는 Fig. 8(b)와 같이 Leaf 구

조의 형상을 나타내었다. 이와 관련하여 Fig. 9 의 모

식도를 통해서 열가소성 폴리머의 파단시에 발생하

는 하나의 잔금(crazing) 현상으로 설명하면, 초음파

피로시험 중 POM 소재의 매우 국부적인 항복이 발

생하고, 크랙 시작위치에서 미소공동들이 발생되어 

섬유성 가교(fibrillar bridge)가 형성되어 균열이 진전 

 

 
(a) Dimple Fracture Mode 

 
(b) Leaf Fracture Mode 

Fig. 8 SEM micrographs showing the overall view of the 
fatigue fracture surface and high magnification 
(X500) 

 

 
(a) Micro-voids & fibrillar bridge     (b) Crack 

Fig. 9 Schematic diagram of crazing phenomen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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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것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이에 파단된 균열 면

은 dimple 구조 형상의 피로거동이 일어나는 것으로 

사료된다.(10)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EP) 중 

POM(Polyoxymethylene) 소재에 대한 초음파 피로

시험을 적용하기 위해 현재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

한 초음파 피로시험장치(Mbrosia UFT, 20kHz)를 통

해 피로강도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초음파 피로시험편 설계 및 응력진폭 설정

의 필수 인자로써 본 연구에서 사용된 POM 소재

의 밀도 및 동탄성 계수의 측정결과는 각각 

1.37g/cm3, 3.49±0.2 GPa 이었다.  

(2) POM 소재에 대한 20kHz, 응력비 R= -1 조건

에서 초음파피로시험 결과 응력진폭에 따라 피로

수명이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5.0~6.0MPa 범위에서 피로한도가 나타나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3) 시험편 두께(4t, 7t, 10t)에 따른 POM 초음파 

피로시험결과 4t 시편이 피로강도가 제일 높게 나

타났으며, 7t 와 10t 의 시편은 거의 동일하게 관찰

되었다. 이는 크기효과(Size effect) 즉, Risk volume

에 따라 나타나는 영향으로 사료되며, 7t 이상에서

는 그 효과가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초음파피로시험 후 파단 면을 관찰한 결과 

4t 의 모든 시편의 경우는 크랙 시작과 동시에 전

면 파괴양상으로 폴리머 소재의 연화현상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7t, 10t 의 모든 시편의 경우는 연

화현상이 없이 크랙시작 위치에서 폴리머 소재의 

파단 시 발생할 수 있는 하나의 잔금(crazing) 현

상으로 설명하였다.  

(5) 이와 같이, 초음파피로시험법을 적용한 

POM 소재의 가속피로수명 평가와 관련하여 동탄

성계수 측정법과 시편 설계 방법을 정립하였으며, 

초음파피로시험시의 다양한 시편사이즈와 시험방

법을 새롭게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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