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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the fatigue life of a laser peened structure was predicted. In order to

calculate residual stress induced by laser peening finite element simulation was carried out.

Modified Goodman equation was used to consider the effect of compressive residual stress

induced by laser peening in fatigue analysis. In addition, additive adjustment factor

approach was applied to consider S-N curve model uncertainty. Consequently, the reliable

bounds of the predicted fatigue life of the laser peened structure was determined.

초 록

본 논문에서는 레이저 피닝(Laser peening) 구조물에 대한 피로 수명을 예측하였다. 레이

저 피닝에 의해 생성된 압축잔류응력(Compressive residual stress)을 계산하기 위해서 유한

요소 시뮬레이션(Finite element simulation)을 수행하였고, 피로 수명 예측 시에 압축잔류응

력 효과를 고려하기 위해서 수정된 Goodman 식을 사용하였다. 또한, S-N 선도 모델 불확

실성(Model uncertainty)을 고려한 피로 수명 예측을 위해 부가 적응 인자 접근법(Additive

adjustment factor approach)을 적용하여 예측된 피로 수명의 신뢰 구간(Reliable bounds)을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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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항공우주 구조물의 파괴는 대부분 운영 상태

에서 반복적으로 받게 되는 하중에 의해 발생하

며, 이러한 반복적인 하중에 의한 파괴 현상을

피로 파괴라 한다. 구조물의 피로 강도를 향상

시키는 것은 무게, 형상 및 재료 등에 대한 제약

으로 인해 어려움이 존재 한다. 표면처리기법

(Surface treatment method)은 기존 구조의 무게,

형상, 재질 등의 변화 없이 구조물의 취약 부위

에 압축잔류응력(Compressive residual stress)을

발생시켜 피로 강도를 높이는 방법이다. 레이저

피닝(Laser peening)은 이러한 표면처리기법 중

의 하나로써 최근에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초기의 레이저 피닝에 대한 연구는 철, 알루미

늄, 티타늄 등의 다양한 재료에 압축응력이 어떻

게 분포 되는지를 실험을 통해 분석하는 것이었

다[1,2]. 하지만 실험을 통한 분석은 많은 시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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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되며 레이저 피닝의 다양한 파라미터들의 영

향에 대한 분석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최근에

는 유한요소 시뮬레이션 방법을 적용하여 레이저

피닝에 의해 발생하는 잔류응력 현상에 대한 연

구가 진행되고 있다[3.4]. Warren[5] 등은 다양한

레이저 피닝 파라미터 등에 의한 AISI 52100 steel

의 잔류응력 영향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하여

실험결과와 비교하였고, Ding[6] 등은 유한 요소

시뮬레이션 기법을 적용하여 두께가 얇은 구조물

에 대한 양면 레이저 피닝에 대한 연구를 티타늄

재료에 대하여 수행하였다.

피로 하중 및 잔류 응력에 의한 특성을 분석

하기위하여 구조물의 수명 예측을 수행한다. 구

조물의 피로 수명 예측은 피로 하중, 피로 물성

등의 많은 불확실성 요소들 때문에 편차가 존재

하며, 이러한 편차를 고려하기 위하여 신뢰성 기

반 피로 수명 예측이 수행되고 있다[7,8].

Akama[9]는 베이지안 분석을 통하여 균열 성장

수명 예측을 수행하였으며, Harlow와 Wei[10]는

신뢰성 기반 피로 수명 예측을 위한 근사모델 및

시뮬레이션 기법에 대한 연구를 7075-T6 알루미

늄과 SUJ2 베어링 스틸을 통해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항공기 러그(Aircraft lug) 구조

물의 피로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레이저 피닝

을 적용시켰을 때의 피로수명의 변화를 예측하였

으며, 피로수명 예측 시에 S-N 선도 모델 불확실

성을 고려한 피로해석 방법을 제시하였다. 본문

의 2장에서는 S-N 선도 모델 불확실성(Model

uncertainty)을 정량화하는 방법을 설명하였고, 3

장에서는 레이저 피닝에 의해 발생되는 압측잔류

응력을 계산하기 위한 시뮬레이션 기법을 소개하

였다. 4장에서는 항공기 러그(Aircraft lug) 구조

물의 취약 부위에 대해 레이저 피닝 전과 후의

피로 수명을 예측하였으며, 5장에서는 모델 불확

실성을 고려했을 때의 피로수명을 예측하였다.

Ⅱ. 모델 불확실성

공학에서는 다양한 조건에서 문제의 현상을

수치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원인과 결과를 묘사

하는 많은 모델들이 사용된다. 이러한 모델들에

는 재료의 비선형 거동에서의 높은 변형률 변화

를 표현하는 식, 비선형 스프링 시스템에서의 힘

과 변위 관계 식, 피로해석 시의 누적손상 모델

등과 최근에 많은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근사

함수를 들 수 있다. 이렇듯 공학에서는 하나의

현상을 표현하는 다양한 모델들이 존재하며, 이

중에서 현재의 문제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모델을 선택하여 결과를 도출한다. 여러 모델 중

에서 하나의 모델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을 모델 불확실성(Model uncertainty) 또는

모델 선택의 불확실성(Model-selection uncertainty)

이라 표현한다[11, 12]. 일반적으로 적합한 모델

은 관측된 자료를 바탕으로, 관측 결과를 가장

잘 근사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 때 선택된다. 그

렇지만 현재 관측된 결과 이외의 새로운 자료를

습득 하였을 때에는 현재 선택된 모델이 아닌 다

른 모델이 더욱 정확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개연성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불확실성이 높은

공학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보다 신뢰성 있는 결

과를 얻기 위해서는 변수들의 불확실성뿐만 아니

라 모델 불확실성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2.1 부가 적응 인자 접근법

본 연구에서는 모델 불확실성을 고려하기 위

하여 부가 적응 인자 접근법(Additive Adjustment

Factor Approach)을 적용하였다[13]. 부가 적응

인자 접근법에서 시스템 반응 예측은 다음 식(1)

과 같이 표현된다.

      (1)

여기서, 는 가장 적합한 모델을 통해 얻은

반응 값이고,  는 확률적 부가 적응 인자이며,

는 수정된 반응 값을 나타낸다.

고려되는 모델들에 의해 예측된 응답 값과 각

모델의 적합 확률을 알고 있다면, 와  의 평

균(mean)과 분산(variance)은 다음의 식(2)~(5)에

의해서 계산되어진다.

  
  



  (2)

  
  



  (3)

    (4)

   (5)

여기서, ·는 평균, ·는 분산을 나타

낸다. 는 모델 에 의해서 예측된 응답 값을

의미하고,  는 모델 이 갖는 적합도 확률

을 나타내며, 은 고려되는 모델의 수를 타나낸다.

2.2 S-N 선도 모델 불확실성

피로해석의 결과는 S-N 선도의 작은 기울기의

변화에도 큰 영향을 받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모델 불확실성의 고려 대상의 하나로 피로해석의

S-N 선도를 설정하였다. 응력-수명 피로해석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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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Laser peening process

법에서 일반적으로 Basquin 식을 이용하여 S-N

선도를 나타낸다[14]. 본 연구에서는 Basquin 식

이외에도 S-N 선도를 나타내기 위하여 1차, 2차

회귀모형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피로 수

명 예측 대상은 항공기 러그 구조물로 그 재료는

티타늄(Titanium)이다. 티타늄의 응력-수명 데이

터는 MIL-HDBK-5J(2003)의 자료를 사용하였으

며, 이 데이터를 이용하여 표현된 S-N 선도는 식

(6)~(8)에 나타내었다. 식(6)은 Basquin, 식(7)은 1

차 회귀모형, 식(8)은 2차 회귀모형을 나타낸다.

max   
 (6)

max   (7)

max   




(8)

여기서, max는 유효 응력(effective stress), 

는 피로수명을 나타낸다.

Ⅲ. 레이저 피닝

레이저 피닝(Laser Peening, LP)은 표면처리

기법의 하나로 항공기 터빈블레이드, 러그 구조

물, 원자로 구조물 등의 금속 구조물에 적용되면

서 그 활용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최신의 기법이

다. 레이저 피닝은 금속 부품의 표면에 압축 잔

류응력을 발생시킨다. 이 압축잔류응력은 높은

에너지의 레이저 펄스에 의해서 생성된 플라즈마

가 금속 부품의 내부로 강한 충격파를 발생시켜

생성되어진다. 레이저 피닝은 전통적인 표면처리

기법인 쇼트 피닝(Shot peening)에 비교하여 보

다 높은 압축 잔류응력을 생성시키며, 약 4배나

깊은 곳까지 압축 잔류응력을 발생시킨다. 쇼트

피닝은 굴곡이 많은 복잡한 구조 형상이나 두께

가 얇은 구조물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반면, 레이

저 피닝은 이런 모든 구조물에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Fig. 1은 레이저 피닝 프로

세서를 보여주고 있다. 레이저 펄스가 도달할 금

속 표면에는 흡수재를 코팅하여 레이저에 의해

발생된 플라즈마가 발산하지 않고 응집되게 도와

주며, 플라즈마에 의해 발생될 충격파가 더 많이

금속 재료의 안쪽으로 작용하게 하는 역할을 한

다. 플라즈마에 의해 생성된 충격파 압력은 재료

의 소성변형을 일으키며, 이렇게 발생된 소성변

형은 금속 재료의 표면 및 내부에 압축 잔류응력

을 생성하게 된다. 레이저 피닝을 적용할 때의

부정적인 영향은 구조물 내부에 압축잔류응력이

아닌 인장잔류응력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인장잔류응력의 부정적인 역할을 최소화고 구조

물의 임계 영역(critical region)에 인장잔류응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레이저 피닝의 다양한 변수들을

조절하며, 레이저 피닝을 수십에서 수백번을 임

계 영역에 넓게 분포하도록 적용한다.

3.1 레이저 피닝 시뮬레이션

본 연구에서는 레이저 피닝에 의해서 발생하

는 잔류응력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유한요소

기반 시뮬레이션을 적용하였다. 이를 위해 상용

프로그램인 ABAQUS를 이용하였으며, 이 시뮬레

이션은 두 단계로 구성된다. 첫 번째 단계는

ABAQUS/Explicit를 이용한다. 이 단계에서는 플

라즈마 압력에 의해서 생성되는 transient data를

얻는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ABAQUS/Implcit를

이용하여 전 단계서 획득한 transient data를 바

탕으로 정적 평형 상태의 결과를 도출하여 최종

적인 잔류응력을 얻게 된다. 이러한 두 단계 방

법은 효율적인 시뮬레이션 수행을 통한 안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 준다.

3.2 유한요소 모델

대부분의 피로파괴는 구조물에서 응력이 집중

되는 곳에서 발생한다. 이러한 응력이 집중되는

위치중의 하나가 곡선 형상의 모서리(Edge) 부분

이다. 본 연구에서는 피로해석 대상인 항공기 러

그 형상을 고려하여 Fig. 2의 피닝 영역(Peening

region)을 설정하여 레이저 피닝 시뮬레이션에

사용하였다. 시뮬레이션에서 전체구조가 아닌 피

닝 영역의 작은 부분만을 고려한 것은 레이저 피

닝은 레이저가 쏘아진 극소 부위에만 영향을 미

치기 때문이며, 또한 시뮬레이션은 매우 높은 유

한요소 mesh quality를 필요로 하는 동해석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해석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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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Full and peening region

Fig. 3. LP simulation model

A(MPa) B(MPa) C n

Ti-6Al-4V 950.228 603.3825 0.0198 0.1992

Table 1. JC material model parameters

Fig. 4. Laser pulse

Fig. 5. Laser spot shape and location

조물의 그 외의 부분을 표현하기 위해서 Fig. 3

과 같이 무한요소(Infinite element)를 사용하였

다. Fig. 3에서 유한요소(Finite element) 부분이

Fig. 2에서의 피닝 영역을 의미한다.

Fig. 3의 모델은 8절점 육면체 유한요소 512,000

개와 무한요소 25,600개를 사용하였다. 모델의 재

료는 러그 구조물의 재료인 Ti-6Al-4V를 사용하

였다.

ABAQUS/Explicit 해석시 안정적인 결과를 얻

기 위해서는 time step이 중요하다. 그래서 레이

저 피닝 시뮬레이션에서는 식(9)[15]를 적용하여

time step을 결정하였다. 또한 정상상태(steady

state) 결과를 얻기 위하여 4,000ns를 solution

time으로 사용하였다[15].

∆  




(9)

여기서,  는 유한요소의 길이, E는 재료 탄성

계수, 는 재료의 밀도를 나타낸다.

3.3 레이저 피닝 파라미터

레이저에 의해서 구조물의 표면에 작용하는

압력은 매우 짧은 시간동안 작용하며, 레이저 펄

스의 형상과 시간에 매우 큰 영향을 받는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레이저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레

이저 펄스 형상을 표현하기 위하여 Fig. 4와 같

은 형상과 시간을 설정하여 레이저 피닝 시뮬레

이션에서의 하중변화 과정을 모사하는데 사용하

였다. 레이저 peak 압력은 5 GPa를 사용하였으

며, 사각형(4×4mm)의 레이저 spot을 사용하였다.

사용한 레이저 spot 형상과 위치는 Fig. 5에 나

타내었다.

레이저 피닝은 소성 변형을 야기하므로 이를

표현할 수 있는 정확한 재료 물성 표현식이 필요

하다. 본 연구에서는 Ti-6Al-4V 재료의 높은

strain-rate를 신뢰성 있게 표현할 수 있는

Jonson-Cook(JC) 표현식을 식(10)과 같이 사용하

였으며, Ti-6Al-4V에 대한 JC 상수는 Table 1에

나타내었다[16].

     ln

 (10)

여기서, 는 effective stress이고, A, B, C는 재

료 상수이며, n은 경화지수(hardening expon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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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ig. 6. Residual stresses distribution

Fig. 7. Stress-life based fatigue analysis Fig. 8. Fatigue load spectrum for 200 flights

이다. /은 정규화된 effective plastic strain

rate를 나타낸다.

3.4 레이저 피닝 시뮬레이션 결과

본 연구에서는 사각형 형상의 레이저 spot을

적용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발생

한 잔류응력(S11 응력) 결과를 Fig. 6에 나타내었

다. 최대의 압축잔류응력은 -448.5 MPa로 나타났

으며, 가장 취약 부분으로 인식되는 모서리 가운

데(Fig. 6의 A)에서의 압축잔류응력은 -165.6 MPa

로 나타났다.

Ⅳ. 항공기 러그 구조물의 피로해석

항공기 러그 구조물의 취약 부위에 대해 레이

저 피닝을 적용하였을 때, 압축잔류응력의 영향

으로 인해 변화한 피로 수명을 예측하였다. 수명

예측을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응력-수명(stress-

life) 방법을 적용하였으며, 그 과정은 Fig. 7에

나타내었다[17].

레이저 피닝에 의해 생성된 압축잔류응력 효

과를 피로 수명 예측에 고려하기 위해서 본 연구

에서는 식(11)과 같이 수정된 Goodman 방정식

을 사용하였다[18].

′





 (11)

여기서, 는 잔류응력, 는 극한 강도

(ultimate strength), 는 응력 진폭(stress

amplitude), 은 평균 응력(mean stress)을 나타

내며, ′는 응력-수명(S-N) 관계식에서 사용되는

유효 응력(effective stress)을 나타낸다.

4.1 피로 하중 스펙트럼

항공기 러그 구조물의 피로해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러그 구조물이 운용 중에 받게 되는 하

중 이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하중

이력을 표현하기 위해서 전투기의 피로하중을 얻

기 위해서 고안된 FALSTAFF(Fighter Aircraft

Loading Standard for Fatigue)[19]을 적용하였

다. FALSTAFF는 200개의 임무에 따른 비행 하

중 데이터를 표현하며, 1~32 단계의 하중으로 구

성되어있다. FALSTAFF에 의해서 구현된 하중스

펙트럼은 Fig. 8에 나타나 있다.

4.2 러그 구조물의 정해석

앞 절에서 구한 피로하중 스펙트럼을 적용하

기위해서는 하나의 기준 하중에서의 정적해석결

과 즉 응력 결과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본 연

구에서는 러그 구조물에 대하여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Fig. 9에 나타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하중은 32 단계의 피로하

중스펙트럼 중에서 26단계에 해당하며, 그 결과

688 MPa의 응력을 얻었다.

4.3 피로해석 결과

변동 피로하중에 의해서 발생하는 피로 수명

을 예측하기 위해서 Miner의 누적 손상법칙[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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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Finite element analysis result

Fatigue life prediction

Basquin
Linear
regression

Quadratic
regression

Unpeened 2.5793×105 3.0883×105 2.6072×106

Peened 5.3447×107 2.9087×107 1.9902×107

Table 2. Fatigue life prediction results

Fatigue life prediction

Mean Standard deviation

Unpeened 2.8338×105 2.545×104

Peened 4.1267×107 1.218×107

Table 3. Fatigue life prediction result with
two model uncertainty

Fatigue life prediction

Lower bound Upper bound

Unpeened 2.3349×10
5

3.3326×10
5

Peened 1.7394×107 6.5139×107

Table 4. Reliable bounds of fatigue life

을 적용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피로하중 이력에

대한 레인플로우집계법(Rainflow counting)[21]을

적용하여 S-N 선도와 비교할 수 있는 단순화된

형태의 하중이력으로 변환하였다. 러그 구조물의

피로 수명 예측은 가장 취약 부분(최대 응력이

발생하는 지점)에서 피로 파괴가 일어난다는 가

정 하에, 그 부위에 레이저 피닝에 의해 생성된

압축잔류응력이 작용한다고 설정하였으며, 그 때

의 압축잔류응력은 3.4절의 결과에서 구조물의

모서리 중앙 부위의 -165.6 MPa를 사용하였다.

레이저 피닝 전과 후의 피로 해석 결과가 Table

2에 나타나 있다.

피닝 전의 피로해석 결과를 살펴보면 세 모델

모두 다른 결과를 보여 주고 있으며, 특히 2차

회귀함수를 적용하였을 때의 결과는 다른 두 모

델에 의한 결과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피닝 후의 2차 회귀함수를 적용한 결과

에서는 피닝 전의 결과와는 다르게 다른 두 모델

과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음을 알 수 있었

다. 이는 2차 회귀 함수는 높은 응력 상태와 낮

은 응력 상태에서의 피로수명에 대한 기울기가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으로 보여 진다.

S-N 선도의 세 모델을 적용한 피로해석 결과

를 보면 피닝 후에 피로 수명이 모두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Basquin 식을 적용하였

을 때는 피닝 후에 약 207배의 수명이 증가하였

고, 선형 회귀 모델을 적용하였을 때에는 약 94

배, 2차 회귀 모델을 적용하였을 때는 약 7.6배의

수명이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 되었다.

Ⅴ. 모델 불확실성을 고려한 피로해석

5.1 두 모델을 고려한 피로해석 결과

본 연구에서 소개한 부가 적응 인자 접근법을

이용하여 S-N 선도 모델 불확실성을 고려한 러

그 구조물의 피로 수명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각

모델이 갖는 적합도 확률( )이 필요하다. 본

절에서는 세 개의 S-N 선도 모델 중에서 Basquin

모델과 선형 회귀 모델만을 고려하여 각각의 적

합도 확률이 동일하다고 가정하여 각각 0.5를 사

용하였다. Table 2의 피로 수명 예측 결과와 식

(2)~(5)을 이용하여 예측된 러그 구조물의 피로수

명이 Table 3에 나타나 있다. 평균값을 기준으로

피닝 후의 피로수명이 약 145배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모델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예측 된 피로 수명

의 신뢰성 구간을 설정하기 위하여 확률론적 방

법을 적용하였다. 예측된 피로 수명이 정규분포

를 갖는다고 가정하였을 때, 95% 신뢰도에 위한

신뢰 구간은 식(12)과 (13)에 의해서 구해진다.

 ≈ (12)

 ≈ (13)

여기서, 는 평균, 는 표준편차를 나타낸다.

식(12)과 (13)에 의해서 예측된 결과는 Table 4

에 나타나 있다.

피닝 전의 상한 값과 피닝 후의 하한 값을 비

교해 보면 피닝 후의 수명은 약 52배 증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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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igue life prediction

Mean Standard deviation

Unpeened 1.0579×10
6

1.0956×10
6

Peened 3.4144×107 1.4154×107

Table 5. Fatigue life prediction result with
three model uncertainty

Fatigue life prediction

Lower bound Upper bound

Unpeened - 3.2054×106

Peened 6.4028×106 6.1887×107

Table 6. Reliable bounds of fatigue life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평균값 기준의 145배에

비해 약 2.7배 작은 값으로 레이저 피닝의 효과

가 보다 작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5.2 세 모델을 고려한 피로해석 결과

본 절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세 개의 S-N

선도 모델 모두를 고려하였다. 고려한 세 개의

S-N 선도 모델의 적합도 확률이 동일하다고 가

정하였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Basquin 식에 의

한 결과가 식(1)의 의 값으로 설정하였다. 다만

적합도 확률의 합이 ‘1’이 되어야 함으로 Basquin

식의 확률을 0.33334로 설정하였고 나머지 두 선형

회귀 식은 각각 0.33333로 설정하였다. 예측된 러

그 구조물의 피로수명이 Table 5에 나타나 있다.

피닝 전의 수명은 5.1절의 두 모델 불확실성을

고려한 결과에 비해서 세 모델의 불확실성을 고

려한 결과가 더 길게 예측 되었으며, 피닝 후의

수명은 더 짧게 예측되었다. 이는 피닝 전의 2차

회귀 모델을 적용한 피로 수명예측이 다른 두 모

델에 비해 약 10배 크게 예측되었기 때문이다.

세 모델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였을 때의 피닝 후

의 평균 수명은 피닝 전에 비해 약 32배 증가함

을 알 수 있었다.

모델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예측 된 피로 수명

의 95% 신뢰도에 위한 신뢰 구간을 Table 6에

나타내었다.

피닝 전의 피로 수명 예측 결과에서 표준 편

차가 평균 값보다 크게 나타나 95% 신뢰도에서

의 신뢰 구간의 하한 값이 정의되지 않았으며,

피닝 전의 상한 값과 피닝 후의 하한 값을 비교

해 보면 피닝 후의 수명은 약 2배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준 편차가 증가한 이유는 상대적으로 피로

수명이 길게 예측된 2차 회귀모델의 모델 적합도

가 다른 두 모델과 동일하게 적용되어 2차 회귀

모델에 의해서 예측된 수명이 다른 두 모델에 의

해 예측된 수명에 영향을 미친 결과로 풀이된다.

Ⅵ.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표면처리기법의 하나인 레이저

피닝을 적용한 항공기 러그 구조물의 피로 수명

을 예측 하였다. 레이저 피닝에 의해 발생되는

압축잔류응력을 계산하기 위하여 시뮬레이션 기

법을 적용하였으며, 수정된 Goodman 식을 이용

하여 피로 수명 예측 시에 압축잔류응력 효과를

고려하였다. 또한 S-N 선도 모델 불확실성에 의

한 피로 수명 영향을 고려하기 위하여 부가 적응

인자 접근법을 사용하였다. 세 개의 S-N 선도 모

델에 의해서 예측된 피로 수명에 대하여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95% 신

뢰도에서 예측된 피로수명의 신뢰구간을 설정하

였다. 모델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예측된 피로 수

명을 통해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의 구조물의 피

로 수명을 가늠해 볼 수 있었으며, 피닝 효과에

대한 편차를 헤아릴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모델 불확실성 고려 방법

은 다양한 균열 진전 모델들을 적용한 피로 균열

수명 예측, 비선형 재료 거동 특성 예측 등의 분

야에 적용되어 신뢰성 있는 확률적 반응값을 예

측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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