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rans. Korean Soc. Mech. Eng. A, Vol. 40, No. 6, pp. 531~537, 2016 531

<학술논문>         DOI http://dx.doi.org/10.3795/KSME-A.2016.40.6.531            ISSN 1226-4873(Pr in t ) 
2288-5226(Online)  

구멍들을 가진 표준 CT 시험편 내에서의  
크랙 거동에 대한 해석적 연구§ 

 
이 정 호* · 조 재 웅**† 

* 공주대학교 대학원 기계공학과, ** 공주대학교 기계자동차공학부 
 

An Analytical Study on Crack Behavior Inside Standard Compact Tension 
Specimen with Holes 

 
Jung Ho Lee* and Jae Ung Cho**† 

* Dept. of Mechanical Engineering, Graduate School, Kongju Nat'l Univ. 
** Div. of Mechanical and Automotive Engineering, Kongju Nat'l Univ. 

 
(Received March 31, 2015 ; Received March 14, 2016 ; Accepted March 21, 2016) 

  

1. 서 론 

일반적으로 강도상에 있어 충분한 여유를 갖고 

Key Words: Compact Tension Specimen(CT 시험편), Total Deformation(전변형량), Strain Energy(변형 에너지), 
Equivalent Stress(등가 응력), Stress Intensity Factor(응력 확대 계수) 

초록: 기계 혹은 구조물의 파손 및 파괴는 소재의 내부에 존재하는 결함에서 발생하는 크랙에 의한 것이
다. 이러한 크랙들은 밀집하여 존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크랙의 진전 및 성장특성들을 고려하지 않으
면 안 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표준 CT 시험편 내부의 크랙 및 구멍의 위치에 따른 파괴특성을 고
찰하였으며, 표준CT 시험편에 편심된 집중하중을 가하였을 때, 시험편 내 크랙 주변의 구멍의 존재유무 
및 위치에 따른 파괴역학적 거동에 대하여 규명하였다. 연구 결과로서 Model 3(크랙 주변에 구멍이 한 개 
존재하는 시험편 모델로서 크랙의 끝부분과 구멍 간의 거리 가로방향으로 2mm의 경우)가 최대 변형량, 최
대 응력 및 최대 변형 에너지, 모두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모든 시험편 모델들이 시험편 내부의 크랙과 
구멍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최대 응력이 커지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구멍의 개수와는 별개로 시험편 내부
의 크랙 가까이에 구멍이 존재할 때 크랙 가까이에서 최대 응력은 커지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
었으며, 이러한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기계 혹은 기계 구조물 내부에 구멍을 뚫는다면, 시험편에 발생하
는 파괴 응력의 값을 줄임으로써 파손이나 고장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Abstract: The damage and fracture of machine or structure are caused by the crack happened from the defect existed at the 
inside of material. The properties of crack propagation and growth characteristic must be considered because there are many 
cases at which these cracks are densely existed. Therefore, this study investigates the fracture property due to the position of 
crack and hole inside the standard compact tension (C. T.) specimen. When the concentrated load is applied eccentrically at 
the standard C. T. specimen, the fracture mechanical behavior due to the existence or non-existence and the position of hole 
near crack is investigated. As the result of analysis study, model 3 (in case of the distance of 2mm on the horizontal direction 
between the end part and hole as the specimen model existed with one hole near the crack) has the maximum deformation, 
stress and deformation energy of the most values among three models. As the distance between the crack and hole inside the 
specimen becomes nearer, the maximum stress becomes higher in cases of three models. Apart from the number of holes, it 
is seen that the maximum stress becomes higher near the crack when the hole exists near the crack inside the specimen. 
If the hole inside the machine or the mechanical structure is punctured by using the result of this study, it is thought that 
the occurred breakage or breakdown can be prevented by reducing the fracture stress happened at the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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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된 기계들 내지 구조물들도 파손이 일어나는 
경우가 허다하며, 특히 고장력강 등의 경우 의외
로 항복응력보다 더 낮은 응력에서도 파괴가 일어
난다.(1~4) 이러한 기계 내지 구조물의 파손은 대부
분 재료 내부에 존재하고 있는 결함에서부터 발생
하는 크랙 진전에 의한 것이다. 실제적으로 이들 
크랙은 밀집하여 존재하는 일이 허다하기 때문에 
크랙의 성장특성과 함께 근접 분포크랙의 간섭과 
합체에 의한 성장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5~9) 
본 연구에서는 표준 CT 시험편에 대하여 시뮬레
이션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비교를 위해 3가지의 
모델들을 추가적으로 모델링하여 연구를 진행하였
다.(10~12) 시뮬레이션 해석에는 유한요소해석 프로
그램인 ANSYS를 사용하여 구조 해석을 수행, 크
랙의 진전을 연구하였고, 사전에 수행된 실험과 
변형 에너지와 변형량, 응력 및 응력확대계수를 
상호 비교해보았다.(13~19) 이를 통하여 얻어진 결과
값들을 바탕으로 재료 내에서 파괴를 일으킬 수 
있는 크랙의 역학적 거동을 분석할 수 있고, 재료 
내에 존재하는 크랙에 의해 재료의 변형과 변형 
에너지의 변화, 응력의 발생 및 증가로 재료의 파
괴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
구결과를 이용하면 기계구조물 내에 결함이나 구
멍이 있을 때 그 피로파괴 가능성을 검증할 수 있
는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표준CT 시험편에 대하여 사전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4가
지의 모델들을 3D 모델링하여 시뮬레이션 해석을 
수행하였다. 시뮬레이션 해석에는 유한요소해석 
프로그램인 ANSYS를 사용하여 구조 해석을 수행, 
시험편 내의 크랙에 의한 시험편의 응력 발생량, 
변형 에너지, 응력확대계수를 연구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도출된 결과를 실험 결과값들과 상호 비교
해보았다. 다음에 도시된 Fig. 1은 본 연구에서 사
용된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표준 CT 시험편의 모
습이며, 평면변형률 조건으로 해당 시험편 외에 
비교를 위해 3가지의 시험편을 추가로 설계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한 가지 더 설명을 한다
면 CT 시험편의 파괴인성치에 대한 데이터들을 
구하고자 할 때 시험편의 두께는 얇아질수록 그 
오차가 적어지는데 이에 본 연구에 맞는 적절한 
시험편의 두께를 구하기 위해 사전 실험을 수행하
였으며, 그 결과 두께를 10mm로 정하게 되었다.   

2.1 해석에서의 경계 조건 
본 연구에서 적용한 연구 모델들의 경계 조건은 

Fig. 2와 같다. 시험편의 한쪽을 고정 지지점 조건
으로 고정하였고, 다른 한쪽을 490N의 힘으로 잡
아당겼다. 이와 같은 조건에서 해석을 수행하여 
시험편 모델 내의 크랙에 의한 응력 발생량, 변형 
에너지, 응력확대계수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이
외의 3가지 시험편 모델들 모두 동일한 경계 조건

 

Fig. 1 Dimensions of compact tension specimen 

 

 

Fig. 2 Simulation condition of specimen 

 

 
Fig. 3 Mesh of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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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적용하였다. 또한, Fig. 3은 모델의 메시 조건을 
하나의 예로서 나타낸 것이며, Table 1은 각 시험편 
모델들의 메시 조건에서 절점과 요소의 수이다. 
그리고 Table 2는 각 시험편 모델들에 적용한 황동
의 기계적 성질이다. 

3. 연구 결과 

3.1 응력확대계수 
Table 3은 다음에 나타낸 식 (1)을 사용하여 시
험편 모델들의 응력확대계수의 한 예로서 크랙의 

주변에 구멍이 없는 시험편의 실험을 통한 응력확
대계수 K1과 시뮬레이션 해석을 통한 응력확대계
수 K를 나타낸 것이다.(14,15) 크랙을 1mm씩 진전시
킬 때마다의 응력확대계수를 나타낸 것으로 크랙
의 진전이 이루어질수록 응력확대계수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그 증가하는 값 역시 점차 커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Fig. 4 역시 식 (1)을 사
용하여 실험을 통한 응력확대계수와 시뮬레이션 
해석을 통한 응력확대계수를 도출한 뒤, 그래프로 
나타내어 비교한 것으로 실험 결과값들과 시뮬레
이션 해석 결과값들 간의 차이가 크지 않고 5% 
이내의 오차범위에 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3 4

PK 29.6 185.5 655.7

1017 638.9

a a a
TW w w

a a
w w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3.2 시험편 모델들의 시뮬레이션 해석 결과 
 
3.2.1 크랙의 주변에 구멍이 존재하지 않는 

Model 1 시험편의 해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해석 조건을 적용

Table 1 Mesh conditions of CT specimen models
 Elements Nodes 

Model 1 24112 4845 
Model 2 24186 4863 
Model 3 24159 4837 
Model 4 24094 4820 

 
Table 2 Mechanical properties of brass for CT specimen

Material Brass 
Density(kg/m3)  7850 

Young's Modulus (GPa) 103 
Poisson's Ratio  0.36 

Ultimate Strength (MPa)  607 
Yield Strength (MPa) 493 
 

Table 3 Stress intensity factor of specimens with no hole 
around the crack 

Crack 
growth(a) 

(mm) 

Stress intensity 
factor K 

(MPa m ) 

Stress intensity 
factor K1 

(MPa m ) 

Error 
(%) 

23.5 1.93068 1.92881 0.0972 
24.5 2.04398 2.04465 -0.0330 
25.5 2.16958 2.17235 -0.1279 
26.5 2.31003 2.31489 -0.2103 
27.5 2.46843 2.47436 -0.2403 
28.5 2.64840 2.65274 0.1636 
 

 
Fig. 4 Comparison with experiment between simulation 

analysis 

 

Fig. 5 Total deformation of model 1 
 

 
Fig. 6 Equivalent stress of model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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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시뮬레이션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다음의 
Figs. 5~7은 크랙의 주변에 구멍이 존재하지 않는 
시험편 모델인 Model 1의 해석 결과이다. 해석 결
과, 해당 시험편 모델의 최대 변형량은 약 0.0119 
mm, 크랙에서의 변형량은 약 0.00398 mm로 나타
났으며, 최대 등가 응력은 시험편의 크랙 부분에
서 발생하여 그 크기는 약 25.30 MPa인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최대 변형 에너지의 경우 약 
0.00472mJ로 나타났으며, 최대 등가 응력과 마찬
가지로 크랙 부분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2.2  크랙의 주변에 구멍이 한 개 존재하는 
Model 2 시험편의 해석 결과(크랙의 끝부분
과 구멍 간의 거리 가로 방향으로 6.5 mm) 

Figs. 8~10은 크랙의 주변에 구멍이 한 개 존재
하는 시험편 모델인 Model 2의 해석 결과이다. 해
당 시험편 모델의 최대 변형량은 약 0.0101mm, 
크랙에서의 변형량은 약 0.00338 mm로 나타났으
며, 최대 등가 응력은 약 23.44 MPa인 것으로 나
타났다. 이 때 최대 등가 응력은 시험편의 크랙 
부분에서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최대 변형 
에너지의 경우 약 0.00391mJ로 나타났으며, 최대 
등가 응력과 마찬가지로 크랙 부분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2.3  크랙의 주변에 구멍이 한 개 존재하는 
Model 3 시험편의 해석 결과(크랙의 끝부
분과 구멍 간의 거리 가로방향으로 2 mm) 

Figs. 11~13은 Model 2와 마찬가지로 크랙의 주
변에 구멍이 한 개 존재하지만, 크랙의 끝부분과 

Fig. 7 Strain energy of model 1 
 

Fig. 8 Total deformation of model 2 
 

Fig. 9 Equivalent stress of model 2 

Fig. 10 Strain energy of model 2 
 

Fig. 11 Total deformation of model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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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 간의 거리가 더 짧은 시험편 모델인 Model 3
의 해석 결과이다. 최대 변형량은 약 0.0117mm, 
크랙에서의 변형량은 약 0.00338 mm로 나타났으
며, 최대 등가 응력은 약 35.45MPa로 나타났고, 
최대 등가 응력은 앞서 설명한 시험편 모델들과 
유사하게 시험편의 크랙 부분에서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크랙 가까이에 존재하는 
구멍에서도 등가 응력이 높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최대 변형 에너지의 경우 약 시험편의 
크랙 부분에서 0.00976mJ로 나타났다.  

3.2.4  크랙의 주변에 구멍이 두 개 존재하는 
Model 4 시험편의 해석 결과(크랙 끝부분
과 구멍 간의 거리 세로 방향으로 3mm) 

Figs. 14~16은 크랙의 주변에 구멍이 두 개 존재
하는 시험편 모델인 Model 4의 해석 결과이다. 해
당 시험편 모델의 최대 변형량은 약 0.0116mm, 
크랙에서의 변형량은 약 0.00338mm로 나타났으며, 
최대 등가 응력은 약 22.64MPa인 것으로 나타났
다. 최대 등가 응력은 시험편의 크랙 부분에서 발
생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최대 변형 에너지는 
약 0.00257mJ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대 변형 에너
지의 경우 다른 시험편 모델들과는 달리 크랙 부
분이 아닌 크랙과 두 개의 구멍 중 아래쪽 구멍과

Fig. 12 Equivalent stress of model 3 

 

Fig. 13 Strain energy of model 3 

 

Fig. 14 Total deformation of model 4 

Table 4 Comparison of simulation analysis results of the 
models of 1, 2, 3 and 4  

 
Maximum 

deformation
(mm) 

Maximum 
strain energy 

(mJ) 

Maximum 
equivalent stress

(MPa)  
Model 1 0.0119 0.00472 25.30 
Model 2 0.0101 0.00391 23.44 
Model 3 0.0117 0.00976 35.45 
Model 4 0.0116 0.00257 22.64 

 

 
Fig. 15 Equivalent stress of model 4 

 

 
Fig. 16 Strain energy of model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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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이에서 최대 변형 에너지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3 해석 결과에 대한 고찰 
Table 4는 각 시험편의 시뮬레이션 해석 결과

값을 비교한 것으로 크랙의 주변에 두 개의 구멍
이 존재하는 시험편 모델인 Model 3의 경우가 최
대 변형량은 0.0117mm로 Model 1과 Model 4와 비
교하여 작거나 혹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최대 변형 에너지는 0.00976mJ, 최대 응력은 
35.45MPa로 다른 시험편 모델들에 비하여 더 크
게 나타났다. 또한, Model 2와 Model 4의 경우 구
멍이 각각 1개, 2개씩 존재함에도 오히려 구멍이 
존재하지 않는 Model 1보다 더 작은 최대 변형량
과 최대 응력, 최대 변형 에너지를 보였는데 이
에 따라 구멍의 개수와는 별개로 최대 응력은 시
험편 모델 내부의 크랙 가까이에 구멍이 존재할 
때 커지는 경향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
며, 오히려 기계 혹은 기계 구조물 내부에 최적
의 위치를 찾아내어 구멍을 뚫는다면 이는 발생
하는 최대 응력뿐만 아니라 최대 변형량, 최대 
변형 에너지의 양을 줄이는 역할을 함으로써 파
손이나 고장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구멍들을 가진 CT 시험편 내의 
크랙 거동에 대한 구조해석을 수행하여 다음과 같
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각 시험편의 해석 결과값들을 비교해보았을 
때 Model 3의 경우가 최대 변형량과 최대 변형 에
너지, 최대 응력의 모든 결과값이 가장 크게 나타
났다. 또한, 해석 결과 시험편 내의 구멍의 개수와
는 별개로 구멍이 크랙과 가까울수록 발생하는 응
력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각 시험편에서의 최대 응력은 주로 크랙 부
분이나 그 주변부위에서 발생하였으며, 최대 변형 
에너지 역시 마찬가지로 시험편 내의 크랙 부분이
나 그 주변부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Model 2와 Model 4의 경우 구멍이 존재하지 
않는 Model 1보다 최대 응력이 작게 나타났는데 
이로써 최적의 위치를 찾아내어 크랙이 발생하기 
쉬운 부분이나 취약한 부분에 구멍을 뚫어 배치한
다면 기계 내지 기계 구조물의 파손 혹은 고장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4)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값들을 통하여 재

료 내에서 파괴를 일으킬 수 있는 크랙의 역학적 
거동을 분석할 수 있고, 재료 내에 존재하는 크랙
에 의해 재료의 변형과 변형 에너지의 변화, 응력
의 발생 및 증가로 재료의 파괴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기계구조물 내
에 구멍 등이 있을 때 그 인장파괴 가능성을 검증
할 수 있는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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