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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호설명 - 

∆Kth  : 하한계 응력확대계수 

∆Keff  : 유효 응력확대계수 

da/dN  : 피로균열전파속도 

θ  : 하중작용각도 

R  : 응력비 

a  : 피로균열길이 

W  : 시험편 폭 

1. 서 론 

실제 사용중인 기계구조물은 다양한 환경 및 복

잡한 설계조건으로 인하여 여러 하중상태가 결합

된 상태로 지속적인 변동하중 하에서 운용되고 있

다. 이는 여러 가지 복잡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변동 및 다축에서 작용하는 혼합모드 하중과 다양

한 기하학적 형상을 요구하는 설계조건에 의해 기

Key Words: Mixed-mode Loading(혼합모드 하중), Mixed-mode Fatigue Threshold(혼합모드 피로 하한계), 
Multilevel Loading(다단계 하중), Stress Intensity Factor(응력확대계수), Fatigue Crack Propagation 
Rate(피로균열전파속도) 

초록: 본 연구는 균열 발생 및 전파단계에서 하중모드 II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피로균열 하한계 영역

의 혼합모드 I+II 하중을 통해 실험적으로 평가하였다. 균열 발생단계(Stage I)에서는 혼합모드상태에서 

하중작용 각도(θ)가 증가할수록 모드 II 영향으로 인하여 낮은 하중에서 균열이 발생하고, 균열 전파단계

(Stage II)에서는 균열전파 속도는 감소하였다. 다단계 하중작용 각도변화에 따른 하중모드 II영향은 균열 

전파단계 실험을 통해 평가하였다. 혼합모드 I+II 하중 작용 시 작용각도(0˚→θ→60˚) 증가에 따라 피로

균열전파속도는 감소하였으며 늦게 발생한 균열에서도 마찬가지로 감소하였다. 작용각도가 θ≥75˚ 범위

에서는 하중작용각도 증가에 따라 피로균열전파속도가 증가하고 피로수명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Abstract: To evaluate the effects of mode II on the crack initiation and propagation stages, the effects in the fatigue 
threshold region under a mixed-mode I+II loading state was experimentally investigated. In the case of mixed-mode 
I + II, during the crack initiation stage, as the loading application angle (θ) increased, cracks occurred in the lower load 
owing to the effects of mode II, while the crack propagation rate decreased. The effects of mode II were experimentally 
investigated in the crack propagation stage by means of multilevel loading direction variation. Following mixed-mode 
I+II (0˚→θ→60˚), as the load application angle increased, the fatigue crack propagation rate decreased, as did the 
fatigue crack propagation rate, which occurred later. Following mixed-mode I + II in case of(θ ≥75˚), the fatigue 
crack propagation rate was found to increase, while the fatigue life decre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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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되며 이러한 하중조건에 하에서 피로거동에 대

한 관심은 더욱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1)  

실제 운전 중인 구조물 내의 기계요소는 다양한 

기하학적 형상과 복잡한 배치 상태를 요구 받고 

있어 혼합모드 및 변동하중의 피로 환경에 놓이게 

된다. 하지만, 하중모드의 측면에서 순수 모드 I 

하중상태 하에서의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졌으나, 

실제 구조물에서 대부분 발생하는 혼합모드 및 변

동하중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기계구조물내의 많은 성분요소에 존재하는 

균열은 작용 하중 방향에 항상 수직적이지 않기 

때문에 초기 균열의 균열선상에서 성장하지 않는

다. 그러므로 혼합모드 조건 하에서의 피로 거동

에 관한 연구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균열발생단계(Stage I)와 균열전파

단계(Stage II)에서 변동하중상태로 인한 피로균열 

전파거동에서의 모드 II의 영향에 대해 고찰하였

다. 혼합모드 하중 하에서 균열이 발생, 전파하면 

균열전파단계(Stage II)에서 하중모드 II 성분이 작

용하지만 하중모드 I 성분의 영향이 지배적인 것으

로 알려져 있다.(2) 또한 일반적인 실험을 통해 모드 

II 하중에 대한 평가는 쉽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

에서는 혼합하중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혼합모

드 I + II 하중 하에서 균열 발생 및 전파에 대한 모

드 II 하중의 영향을 확인하고 변동하중에 대한 모

드 II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혼합모드 II 하중 

이후의 모드 I 상태의 피로균열 전파거동을 확인

하였다. 이를 위해 하중작용 방향을 순차적으로 

변화시키는 다단계 하중(Multilevel Loading) 실험을 

통해서 순수 모드 I 상태에서의 피로 균열 전파 

거동과 다단계 하중에 의한 혼합모드 I + II와 모

드 II 상태에서의 피로 균열 전파 거동을 비교함

으로써 모드 II가 피로 균열 전파 거동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였다. 

2. 실 험 

2.1 실험재료 

실험에 사용된 재료는 KS D 3519에 규정된 자동

차 구조용 열간 압연강판(SAPH440)이다. 주로 차

체 하부구조의 강도를 유지하는 자동차의 프레임 

및 차륜의 상하방향 지지와 강성을 유지하는 현가

장치의 상하 암에 사용된다. 또한 여러 멤버류의 

제작과 결합에 적합하도록 프레스 가공성과 용접

성이 우수하다. 재료의 화학적 성분과 기계적 성

질은 Table 1, 2와 같다.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SAPH440 

Composition (wt. %) 

C Si Mn P S 

0.168 0.020 0.810 0.012 0.008 

Table 2 Mechanical properties of SAPH440 

Yield 
strength 

Tensile 
strength 

Micro Vickers 
hardness 

Elongation

MPa MPa Hv % 

302 440 214 44 

 
Fig. 1 Configuration of modified CTS specimen 

 

 
Fig. 2 Configuration of modified loading device 

 
2.2 시험편과 하중장치 

본 연구에서는 모드 I과 혼합모드 I + II 하중 상

태 하에서 피로 하한계에 대한 고찰을 위하여 필

요한 하중모드의 변화가 용이하도록 수정 단순인

장전단(Modified Compact Tension Shear : CTS)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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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과 하중장치를 사용하였다. CTS 시험편과 하중

장치의 치수와 형상은 Fig. 1, 2와 같다. 

시험편은 Richard와 Benitz(2,3)의 모델을 기본으로 

하여 제작된 것으로 높은 혼합비의 실험 시 하중

전달의 정확성과 실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

여 하중장치 체결부와 노치가 가공되는 평형부가 

수정되었다. 하중장치를 이용하여 균열선단에 작

용하는 하중의 방향을 변화시킴으로써 인장하중과 

전단하중의 작용비율을 조절하여 작용모드를 변화

시켰다. 하중작용각도(θ)가 0°인 경우는 모드 I인 

상태를, 90°인 경우는 모드 II인 상태를 나타낸다. 

모드 I과 모드 II 하중작용각도 사이의 경우는 인

장하중과 전단하중이 함께 작용하는 혼합모드 

I+II 하중상태를 나타낸다. 
 
2.3 실험장치 및 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된 시험기는 전기 유압식 인

장-압축피로 시험기인 Instron 1331이다. 피로하중

의 형태는 일정 진폭의 인장-인장 하중상태이고, 

응력비(R)는 0.5, 주파수의 크기는 10 Hz, 주파수의 

파형은 sine파형이다. 피로 균열의 측정은 균열 이

미지 캡쳐링 시스템을 사용하였다. 본 실험에서의 

하중 작용모드는 하중장치의 하중작용각도(θ)를 

조절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조건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였다. 실험의 유용성과 균열발생단

계에서 하중모드 II 영향을 고찰하기 위한 실험과 

다단계 하중방향 변화에 의한 피로균열 전파거동

에서 하중모드 II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실험이다. 

먼저 균열발생단계에서의 실험은 (i) 모드 I 하한

계(4)의 경우 응력비 R을 고정하고, 일정하중 하에

서 균열이 0.2 mm 전파할 때 마다 하중 절감 시

험법(loading shedding technique)을 사용하여 하중

을 보정하였고, (ii) 혼합모드 I + II 하한계(3)의 경

우 ΔKII/ΔKI의 비와 응력비 R을 고정하고, 일정 

하중 하에서 2105 cycle까지 적용한 후 균열전

파를 확인할 수 없을 때 하중 증가 시험법(loading 

increasing technique)을 사용하여 실험을 수행하였

다. 하중절감 시험법과 하중증가 시험법은 Fig. 3, 

4와 같다. 

다음은 다단계 하중방향 변화에 대한 피로균열 

전파거동 실험으로 하중작용모드는 하중장치의 하

중작용각도(θ)를 조절하여 변화시켰다. 실험조건은 

응력비 R값을 0.5로 고정하고 하중작용각도를 ( i ) 

0˚→30˚→0˚ , (ii) 0˚→60˚→0˚, (iii) 0˚→75˚→0˚, (iv) 

0˚→90˚→0˚와 같이 모드 I 상태(0˚)에서 혼합모드 

I+II 상태(30˚, 60˚, 75˚)와 모드 II 상태(90˚)로 각각 

4104 cycle 동안 실험을 수행한 후 다시 모드 I 

상태로 하중을 부가하여 다단계 하중방향에 따른 

하중모드 II의 영향을 평가하였다. 이와 같은 다

단계 하중 방향 변화는 Table 3과 Fig. 5에 나타내

었다. 

Table 3 Variation of Multilevel loading direction

Stage
Case Stage I Stage II Stage III 

Case I 0° 30° 0° 

Case II 0° 60° 0° 

Case III 0° 75° 0° 

Case IV 0° 90° 0° 
 

 

Fig. 3 Loading shedding technique 

 

Fig. 4 Loading increasing technique 

Fig. 5 Variation of Multilevel loading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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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결과 및 고찰 I 

3.1 피로 균열 전파 하한계 범위 ΔKth 비교 ; 균

열발생단계(Stage I) 

본 연구에 사용된 수정 CTS 시험편의 응력확대

계수식은 편측노치 인장시험편의 모드 I 응력확대

계수와 하중작용각도의 변화에 의해 발생하는 혼

합모드에서의 응력확대계수를 포함하여야 한다. 

하중작용각도의 변화에 대한 응력확대계수 KI과 

KII는 Richard와 Benitz가 제안한 아래의 식을 이용

하여 계산하였다. 응력확대계수식은 형상보정계수

인 fI(a/W), fII(a/W )가 하중작용각도(θ)와 대체로 독

립적이어서 공통의 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 균열길

이 비의 적용영역이 0.5부터 0.7까지의 구간에서 

응력확대계수 KI은 cos 함수로, KII는 sin 함수로 정

리할 수 있다. 

cos sin
P a a P a a

K f , K f
Wt W Wt W   
          

   
     (1) 

2

2

0 23 1 40
1

1 1 0 67 2 08

0 26 2 65
1

1 1 0 55 0 08

a
. .

a W a
f

aW a a
. .W W a W a

a
. .

a W a
f

aW a a
. .W W a W a





        
              

       
              

 

여기서 P는 작용하중, a는 피로균열의 길이, W는 

시험편의 폭, t는 두께이며, θ는 하중작용각도이다. 

하지만 혼합모드 하중의 경우 초기 균열에 대한 

하중상태가 모드 I, 모드 II의 하중이 유지되고 있

기때문에 모드 II 하중에 의한 영향을 균열전파속

도에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혼합모드 하중에

서 피로균열은 모드 I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전파

를 하지만 모드 II 성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초기 균열평면상의 임의 지점에 위치하는 

균열에 대한 균열전파속도의 평가를 위하여 KI과 

KII를 조합한 유효응력확대계수(Keff)가 도입되었으

며, 이에 대한 산출에는 Tanaka(5)가 제안한 식이 

이용되었다. 

   
1

4 4 48effK K K 
      

                     (2) 

예비균열선단에 모드 I과 혼합모드 I+II 하중 상

태에서 피로 하한계 ΔKth를 확인하였다. Fig. 6은 

모드 I 하중 하에서의 피로균열전파속도와 응력확

대계수범위와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Barsom(6)은 여러 강재에서 시험결과를 종합하여 

피로균열 전파 하한계 값과 응력비 R과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1 2

1 2

7 1 0 85 MPa m ; for 0 1

6 MPa m ; for 0 1

/
th

/
th

K . R R .

K R .

      
     

      (3) 

Fig. 6은 모드 I 작용 하중 하에서의 피로 균열

의 균열전파속도와 응력확대계수범위와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모드 I에서 하중 절감 시험법에 

의한 피로균열 전파 하한계 ΔKI th는 3.31 MPa·m1/2

로 나타났으며, 본 실험에서는 응력비 R=0.5이므

로 식 (3)에 대입하면 피로균열 전파 하한계 ΔKI th 

= 4.025 MPa·m1/2로 예측된다. 균열전파속도 da/dN

이 110-9 m/cycle 이하의 값에서는 급속히 감소하

므로 점선과 같이 직선으로 근사한 값으로 예측될 

수 있으며, Barsom이 제안한 값과 근사한 값으로 

예측할 수 있다. 

또한 하중 증가 시험법에 의한 혼합모드 I+II 

하중 하에서의 θ 변화와 ΔKth의 관계를 모드 I과 

함께 Table 4와 Fig. 7에 나타내었다. 하중작용각도

(θ)가 30˚일 경우 25 MPa에서 균열이 시작되었으

며, ΔKI th = 7.236 MPa ·m1/2, ΔKII th = 2.114 MPa ·m1/2의 

Table 4 ΔKth of Mode I and Mixed-mode I+II 

ΔKI th ΔKII th SIF

Loading mode MPa·m1/2 MPa·m1/2 

Mode I 3.31 - 

Mixed mode 30˚ 7.236 2.114 

Mixed mode 60˚ 3.844 3.369 
 

 

Fig. 6 Fatigue crack Mode I threshold by using the 
loading shedding tech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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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을 나타내었다. 이때 균열전파속도 da/dN은

710-10 m/cycle로 나타났다. 하중작용각도가 60˚일 

경우 23 MPa에서 균열이 시작되었으며, ΔKI th = 

3.844 MPa ·m1/2, ΔKII th = 3.369 MPa ·m1/2의 값을 나타

내었다. 균열전파속도는 da/dN = 510-10 m/cycle로 

확인되었다. 

균열발생단계(Stage I)에서는 하중작용각도 θ가 

30˚에서 60˚로 증가한 경우에 더 낮은 작용하중으

로부터 균열이 발생하였다. 균열발생단계인 균열

발생단계에서의 ΔKth를 비교해 보면 θ=60˚에서 

θ=30˚일 때 보다 모드 I에 관한 피로균열 전파 하

한계 범위(ΔKI th)는 감소한 반면 모드 II에 관한 피

로균열 전파 하한계 범위(ΔKII th)는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균열발생단계(Stage I), 즉 피로균

열 하한계 영역에서 혼합모드의 하중이 작용하는 

경우 모드 I에 대한 피로균열 전파 하한계 범위

(ΔKI th)보다 모드 II에 대한 피로균열 전파 하한계 

범위(ΔKII th)의 영향이 더 크다는 것을 나타낸다.  

 

Fig. 9 The fatigue crack behavior in stage II according 
to the change of loading mode 

 
3.2 피로 균열전파속도 da/dN비교; 균열전파단계

(Stage II) 
균열전파단계(Stage II)에서 피로균열전파속도 비

교를 통한 하중모드 II 영향에 대해 검토하였다. 

Fig. 8은 작용모드 변화에 따른 균열길이와 피로수

명과의 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를 균열길이와 피로

균열전파속도와의 관계로 나타내면 Fig. 9와 같다. 

그림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피로균열 전파단계

(Stage II)에서는 작용모드 변화(θ =0˚, 30˚, 60˚)에 따

라 균열전파속도가 모드 I의 상태일 때보다 혼합

모드 I + II 상태일 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피로균열을 발생시키는 하중성분 중 인장성

분이 감소하고 전단성분이 증가하면서 유효균열 

전파력(식 (2) 참고)의 크기를 감소시킴으로써 피

로수명이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균열전파단계(Stage II)에서 혼합모드 I+II

작용하중하에서 균열전파속도는 하중모드 I의 변

화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 그 크기가 감소함에 따

라 균열전파속도도 감소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는 Fig.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ΔKI th가 하중작용각

도 증가(θ = 30˚ → 60˚)에 따라 감소하는 것을 통

해 확인할 수 있다. 

4. 실험결과 및 고찰 II 

4.1 다단계 하중 작용 방향 변화에 의한 Stage 

III에서의 피로균열 전파거동 

다양한 설계조건에 따른 복잡한 하중(모드 I→ 

혼합모드 I + II 또는 모드 II → 모드 I)이 피로 수

명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단계 피로 

하중에 의한 피로균열 전파거동을 확인하였다.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각의 하중 Case에 

대한 단계별(Stage I, II, III) 실험을 통해 비교함으

Fig. 7 The variation of fatigue crack threshold according
to the change of loading mode 

 

Fig. 8 Relationship between a and N according to the 
change of loading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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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혼합모드 I + II와 모드 II 하중상태 이후에 

작용하는 모드 I의 피로균열전파속도를 통하여 피

로균열 전파거동에서의 모드 II의 영향을 확인하

였다.  

Fig. 10은 모든 단계에서 모드 I 하중이 작용한 

피로균열 전파거동을 보여준다. Fig. 11은 Stage II에

서 혼합모드 I+II 하중이 부여된 결과를 보여주며, 

Fig. 12는 Stage II에서 모드 II 하중이 부여된 결과

를 보여준다. 전체적으로 각각의 하중 Case에 대

한 단계별 응력확대계수 범위에 대한 피로균열 전

파속도를 나타내고 있다. 

Paris는 피로균열전파속도(da/dN)와 피로균열 확

대계수 범위(ΔK)와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

였다. 

 mda
C K

dN
      C, m : 재료상수              (4) 

하지만, 혼합모드 I + II 하중에서의 피로균열전

파속도의 평가에는 모드 I과 모드 II 성분의 영향

을 모두 반영해야 하므로 유효응력 확대계수를 도

입하였으며, 이에 따라 Tanaka(5)는 다음과 같이 식 

(5)를 제안하였다. 

 m

eff

da
C K

dN
                             (5) 

Fig. 10, 11,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단계 하중

방향 변화에 의한 피로균열 전파거동 양상은 

Stage II의 하중모드에 따라 모든 Case에 대한 

Stage III에서 피로균열전파속도에 차이를 보였다. 

이는 다단계 하중상태에서 모드 II 하중이 피로균

열전파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식 (5)를 바탕으로 하여 da/dN–ΔKeff 선도에서의 

m을 비교해 본 결과 모드 II 이후의 Stage III에서

의 피로균열전파속도는 혼합모드 I+II 하중 이후 

나타난 Stage III에서의 피로균열전파속도보다 큰 

Fig. 10 The fatigue crack propagation behavior by 
variation of multilevel loading direction for 
mode I 

 (a) Case I (0˚⇒30˚⇒0˚) 

 (b) Case II (0˚⇒60˚⇒0˚) 

 (c) Case III (0˚⇒75˚⇒0˚) 

Fig. 11 The fatigue crack propagation behavior by 
variation of multilevel loading direction for case 
I, II,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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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확인되었다. Case I, Case II, Case III에서 하

중작용각도가 30˚, 60˚, 75˚로 증가함에 따라 모드 

II 성분의 영향에 의해 피로균열전파속도는 현저

하게 떨어졌다가 회복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

중작용각도가 0˚< θ≤ 60˚일 때 혼합모드 I + II 하중 이

후에 작용하는 모드 I 하중에서의 피로균열전파속도는 

θ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였으며, 하중작용각도(θ)

가 60˚<θ≤90˚에서는 피로균열전파속도는 다시 증

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각각의 Case에 대한 실

험결과를 바탕으로 확인된 재료상수 m값은 Table  

 

Fig. 13 The fatigue crack propagation behavior of Case 
I/II/III/IV 

 

5에 나타내었다.  
 
4.2 모드 II 영향에 의한 피로균열 전파거동 양상 

선행연구에 의하면 모드 II 하중 이후의 모드 I

의 피로균열전파속도는 모드 II 하중에 의한 균열 

닫힘 현상으로 감소한다고 보고되었다.(7) 그러나, 

본 실험에 의하면 Case IV의 경우 Stage II에서는 

균열전파가 전혀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이후 모

드 I 하중작용시 발생한 피로균열전파속도는 오히

려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혼합모드하중 또는 모드 II 하중이 작

용한 이후 균열전파 속도는 모드 I 하중이 계속 

작용하는 경우보다 피로균열전파속도는 감소하지

만 하중작용각도 θ에 따라 차이가 발생함을 확인

하였다. Fig. 13은 각각의 Case에 대한 작용하중 

cycle에 대한 피로균열 길이 변화를 나타내고 있

다. 그림에서 특이할 만한 사항은 Stage II에서 단

락된 부분은 하중방향 변화에 의해 균열이 성장하

지 않는 구간이다. 모드 II 하중만 작용하는 θ=90˚

의 경우에는 Stage II에서 전혀 균열이 성장하지 

않지만 이후 Stage III에서는 균열성장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5. 결 론 

(1) 균열발생단계(Stage I)의 혼합모드 I + II 피로

균열 전파 하한계 범위는 모드 I에 의해서뿐만 아

니라 모드 II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하한계 영역의 모드 II의 영향은 피로 균열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 균열발생단계에서 혼합모드 I + II의 경우 하중

작용각도(θ)가 30°에서 60°으로 증가함에 따라 모

드 I 성분에 대한 피로균열 전파 하한계 ΔKI th는 

Table 5 Comparison gradient of stage II and stage III

ΔN (cycles)              Stage 
 

Case 
After Stage I 
40000 cycles 

After Stage II
40000 cycles

0˚⇒0˚⇒0˚ 3.598 

0˚⇒30˚⇒0˚ 0.939 2.232 

0˚⇒60˚⇒0˚ - 1.471 

0˚⇒75°⇒0˚ - 3.138 

Gradient 

m 

0˚⇒90˚⇒0˚ - 3.210 

 
Table 6 Comparison Δa for ΔN in the all Case 

ΔN (cycles)       Cycles 
 

Case  40,000
40,000 

(N=80,000) 
40,000 

(N=120,000)

0˚⇒0˚⇒0˚ 0.97 1.28 2.87 

0˚⇒30˚⇒0˚ 0.97 1.24 2.36 

0˚⇒60˚⇒0˚ 0.79 0.19 1.34 

0˚⇒75°⇒0˚ 1.05 0.15 1.42 

Δa 
(mm) 

0˚⇒90˚⇒0˚ 1.08 0 1.50 
 
 

(e) Case IV (0˚⇒90˚⇒0˚) 

Fig. 12 The fatigue crack propagation behavior by 
variation of multilevel loading direction for case 
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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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하는 반면 모드 II 성분에 대한 피로균열 전

파 하한계 ΔKII th가 증가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낮은 

작용하중에서 균열이 발생한다. 

▪ 균열발생단계에서 모드 II 성분에 대한 피로균

열 전파 하한계 ΔKII th 값이 증가함에 따라 균열전

파속도 또한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균열발생단계에서 모드 II 영향에 의해 균열 

전파 단계(Stage II)에서 나타낸 하중작용각도(θ)의 

증가에 따른 균열전파속도와 다른 양상을 보였다.  

(2) 다단계 하중방향 변화에 의한 피로균열 전

파거동 양상은 혼합모드 I + II 상태와 모드 II 상

태인 Stage II에 의해 Stage III 단계에서 피로균열

전파속도에 영향을 미친다. 

▪ 모드 II 하중(θ=90°) 이후의 피로균열전파속도

가 혼합모드 I + II 하중 이후의 피로균열전파속도

보다 크게 나타났다. 

▪ 혼합모드 I + II 하중 이후에 작용하는 모드 I 

하중에서의 피로균열전파속도는 0˚→0˚→0˚인 경우

와 비교하여 감소하였다. 이것은 모드 II 하중의 전

단력으로 인해 균열면에서 입자간 발생하는 마찰에 

의해 균열전파속도가 지연된 것으로 판단된다. 

▪ 하지만, 모드 II 성분의 영향이 큰 하중작용각

도 60 < θ≤ 90 이후의 작용모드에서는 피로균열전

파속도가 다시 상승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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