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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ging aircraft structures are inevitably exposed to environment for a long time facing many potential problems,

including corrosion and wide spread fatigue damage, which in turn cause the degradation of flight safety. In this study, the

environmental surface damages on aging aircraft structures induced during service were quantitatively analyzed. Additionally,

S-N fatigue tests were performed with center hole specimens extracted from aging aircraft structures. From the results of

quantitative analyses of the surface damages and fatigue tests, it is concluded that corrosion pits initiated during service reduce

the fatigue life significantly. Finally, using the fracture mechanics and the EIFS (equivalent initial flaw size) concepts, the

remaining fatigue life was predicted based on actual fatigue test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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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전세계적으로 군용 및 민간 항공기의 수요 및 가

격 상승에 따라 설계수명에 도달한 장기운용 항공기의

경우에도 SLEP(service life extension program)을 통해

수명을 연장하여 사용하는 추세가 증가하고 있다. 실제

로 2001년을 기준으로 미국 공군에서 운용중인 항공기

를 살펴보면 Table 1과 같이 새로 제작된 항공기부터 40

년이 넘은 항공기까지 다양한 이력의 항공기가 운용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1)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32 %의 항공기가 기본설계 수명인 20년 이상 사용되고

있고, 30년 이상된 항공기 또한 약 17 %를 차지하며 평

균 사용 기간은 약 22년 정도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러한 현상은 민간 항공기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으며, 이

에 따라 국내에서도 장기운용된 항공기의 수명 연장을

위하여 정비 검사계획의 재정립 등의 방안이 대두되고

있다. 장기운용 항공기는 설계 제작되어 운용되면서 장

시간 동안 부식 환경에 노출되므로 다양한 형태의 부식

손상이 존재한다. 또한 염분과 습기와 같은 부식 환경

은 재료의 정적 특성뿐만 아니라 피로와 같은 동적인 특

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Fig. 1은 부식손상에 의

해 피로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2) 부식 손상이 있

는 경우, 그렇지 않는 경우에 비하여 약 30 %의 피로강

도감소현상이 나타났다. 하지만 현재 이러한 환경에 의한

부식손상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는 NDI(none destructive

inspection)를 통하여 부품의 손상을 확인하고, 손상부품

교체 또는 손상부위를 기계적 방법으로 제거하는 방법

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다.3) 따라서 장기운용 항공기의 수

명 연장을 위해서는 부식 손상에 대한 DB뿐만 아니라

이러한 부식 손상이 항공기의 잔류수명에 미치는 영향

이 정량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로

장기운용된 P3-B 항공기 부품에서 관찰되는 다양한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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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의 부식형상을 DB화하고 피로시편을 채취하여 S-N 피

로시험을 통해 잔류 피로수명을 측정하였다. 또한 환경

적 영향에 의해 감소되는 피로수명을 등가초기균열크기

(equivalent initial flaw size, EIFS) 개념과 파괴역학적

(fracture mechanics) 모델링을 통해 예측하고자 한다.

2. 실험 방법

본 연구에서는 1966년 설계되어, 14,659시간 비행되

는 동안 설계수명의 약 73 %를 활용한 후 1991년에

AMARC(aerospace maintenance and regeneration center)

로 이송된 P-3B 항공기의 실부품을 이용하여 장기운용

된 항공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식 손상과 이에 따른

피로수명의 저하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장기운용 시 발

생한 부식손상을 여러 배율에서 DB화하기 위하여 디지

털 카메라, 실물카메라, 광학현미경 및 주사전자현미경을

이용하였다. 부식손상은 항공기의 인장특성과 같은 정적

특성뿐만 아니라 피로수명에도 큰 영향을 미치므로 본

연구에서는 Fig. 2와 같이 실제 부품에서 피로시편을 채

취하여 일축응력 하에서 피로시험을 행하였다. P-3B의 날

개부에서 채취한 이 시편의 내부와 외부는 그림에서 보

는 바와 같이 부식방지를 위해 모두 산화피막(anodizing)

처리가 되어있으며, 외부는 산화피막 처리 후 프라이머

처리 및 톱코팅으로 마무리 되어있다.4) 여기서 프라이머

처리란 항공기 마감 도장의 하부 초벌 도장을 의미하며,

탑코팅은 제품 또는 제품 계통의 전반적인 색상 계획에

맞춰 적용하는 최종 도장 처리를 칭하며 주로 폴리우레

탄 코팅이 적용된다. 반면 내부는 연료 탱크에 대한 노

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산화피막 처리 후 특수코팅처리

된 상태이다. 한편 비교를 위하여 실제 부품에서 채취

한 시편을 연마하여 표면에 존재하는 부식 또는 기계적

손상을 제거한 비교 시편에 대하여서도 피로시험을 행

하였다. 피로시험은 일축인장 하중 상태에서 응력비 0.1

과 40 Hz의 주파수 조건으로 Instron 모델 8516 동적재

료시험기를 이용하여 행하였다. S-N 피로시험 후 파단

된 시험편은 주사전자현미경(SEM)을 이용하여 파단면을

관찰하여 실제 균열생성부로 작용한 부식손상의 정도와

형상을 정량화하였다. 즉 부식손상의 깊이와 넓이 그리

고 면적을 측정값과 기존에 보고된 EIFS 환산 모델링

을 바탕으로 하여 역산법을 통하여 얻은 EIFS 값과 비

교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실제 특정 응력에서의 S-N 피로결과에서

역산된 EIFS값을 사용하여 여러 응력 상태에서 S-N 피

로결과를 선형파괴역학을 적용하여 예측하였다. 이러한 파

괴역학적 모델링을 위하여는 정확한 피로균열성장속도와

Fig. 1. Environmental damages on S-N fatigue life.

Table 1. Average age of USAF active fleet (as of Sept. 30, 2001).
1)

Aircraft

Type

Avg. age

(Yrs)

Total

A/C

Aircraft

Type

Avg. age

(Yrs)

Total

A/C

A/OA 19.8 212 F-16 10.8 735

B-1 14.3 75 F-22 1.8 6

B-2 7.1 21 F-117 15.5 55

B-52 39.8 85 H-1 30.7 62

C-5 19.8 81 H-53 31.3 38

C-9 30.5 23 H-60 11.3 64

KC-10 16.7 59 RQ-1 3.1 8

C-12 21.1 27 T-1 6.9 180

C-17 4.1 76 T-3 6.6 110

C-18 19.3 2 T-6 0.7 34

C-20 13.9 13 T-37 38.2 415

C-21 16.7 76 T-38 34.4 490

C-25 10.9 2 T-39 40.6 3

C-32 3.0 4 T-41 32.6 6

C-37 1.4 6 T-43 27.5 10

C-41 1.0 2 TG-3 10.6 3

C-130 29.0 297 TG-4 16.0 14

C-135 39.7 290 TG-7 16.0 9

C-137 19.3 2 TG-9 14.6 4

C-141 34.8 39 TG-10 6.6 1

E-3 21.8 32 TG-11 6.2 2

E-4 27.3 4 U-2 18.0 35

E-8 3.0 12 UV-18 17.5 3

F-15 15.4 611

TOTAL 21.9 4,338

Fig. 2. Fatigue specimens prepared from aged P-3B wing sk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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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EIFS의 선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EIF

(equivalent initial flaw)의 a/c를 1로 고정하여 단순화

시켰으며, 파단시간까지의 수명을 균열성장시간과 같다고

가정하였다. 여러 응력범위에서 EIFS에서 균열성장속도

를 이용한 파단까지의 피로수명은 피로수명예측 프로그

램인 AFGROW를 이용하여 예측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장기운용된 항공기 P-3B의 수명연장을 위해 일부 교

체된 부품에서 부식손상을 디지털 카메라, 실물현미경, 광

학현미경, 그리고 주사전자현미경 등 다양한 첨단 광학

장비를 활용하여 검사한 결과 육안으로 쉽게 관찰되지

않았던 다양한 형상의 부식손상들이 특히 체결을 위한

각종 홀 주위에서 다수 관찰되었다. 예를 들어 Fig. 3에

서 보는 바와 같이 표면에서는 잘 관찰되지 않았으나,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부식손상의 일종인 피팅

(pitting)들이 다수 관찰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4에

서도 육안으로는 잘 관찰되지 않았던 부식손상이 주사

전자현미경으로 확대하여 관찰하였을 경우 명확하게 관

찰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장기운용된 P-3B의 부식손상

등에 따른 인장 특성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제 운

용된 부품에서 인장시편을 채취하여 인장시험한 결과를

Table 2에 나타내었다. 한편 비교를 위하여 참고문헌5)에

Fig. 3. Visual inspection on corrosion damages near hole around window on P-3B fuselage.

Fig. 4. Visual inspection on corrosion damages near hole on wing area of P-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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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된 동일 소재의 인장 특성을 같이 나타내었다. 그

결과 표면의 손상은 재료의 정적 특성에는 큰 영향을 끼

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명연장을 위해 교체된 P-3B 장기운용 항공기의 날

개부에서 채취한 시편과 표면의 손상을 제거한 시편을

응력비 0.1 및 40 Hz 조건에서 일축인장 S-N 피로시험

을 행하였다. Fig.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취 상태의

시편은 채취 후 표면 연마를 행한 시편의 피로저항성에

비해 월등히 낮은 저항성을 낮은 응력범위에서 나타내

고 있다. 예를 들어 피로한(fatigue limit)만을 비교하였

을 때 부식손상에 의해 평균 25 % 정도 피로저항성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그림에서 항공기 날개의

피로균열 발생부의 구분을 위하여 균열이 내부에서 시

작된 경우와 외부에서 시작된 경우를 구분하여 나타내

었다. 많은 경우에 균열이 외부에서 발생한 것을 알 수

있으며, 평균적으로 내부에서 균열이 발생하는 경우는 약

13 %, 외부의 경우는 약 35 %의 피로저항성 감소를 나

타내었다. Fig. 6은 SEM을 이용하여 P-3B 날개 (a) 내

부와 (b) 외부를 관찰한 사진을 보여주고 있다. 본 그

림을 통해 외부에 광범위하게 부식손상이 존재하는 것

을 알 수 있으며, 내부의 경우에는 부식손상보다는 산

화피막 형성 과정 등에서 생긴 결함이 피로균열의 원인

으로 작용한 것을 알 수 있다.

Fig. 7은 P-3B 날개 부위에서 채취된 시편의 피로시험

후 파단면을 SEM을 이용하여 관찰한 사진을 보여주고

있다. Fig. 7(a)와 7(b)는 각각 내부와 외부에서 균열이

시작된 경우를 보여주고 있으며 7(c)는 비교를 위하여 표

면이 연마된 상태에서 피로시험이 행해진 경우를 보여

주고 있다. 채취된 상태의 시편에서는 내부 및 외부 모

두 결함에서 균열이 시작되었으나, 표면 연마된 시편의

경우에는 가장 응력집중이 높은 모서리에서 균열이 발

생한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파단면에서 관찰

된 결함의 형상 및 크기를 역산법으로 계산된 EIFS값

과 비교하기 위하여 여러 응력 상태에서 시험된 대표적

시편에 대해 존재하는 손상에 대한 정량적 분석을 행하

였으며 이를 Table 3에 나타내었다. 본 표를 통해 손상

의 크기나 형상이 외부에 비하여 내부가 상대적으로 균

일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외부의 경우 a/c 비율이나 크

기 등이 불균일한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피로수명예측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내부와 외부에 대

해 각각 Table 4과 5와 같이 네 가지 가정을 세워 각

조건에서 피로수명을 예측하고 그 결과를 실험값과 비

Table 2. Tensile property of 7075-T651 specimen prepared from aged P-3B.

Specimen YS (MPa) UTS (MPa) Tensile elongation (%) Hardness (HRB) Remarks

P-3 574 629 10 99 -

Pristine 538 572 11 87 Ref. 3

Fig. 5. Effect of corrosion damage on S-N fatigue life of 7075-

T651 specimens prepared from P-3B.

Fig. 6. SEM micrographs of P-3B wing skin: (a) interior side and (b) exterior 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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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하였다. 가정 1, 2, 3에서는 a/c = 1로 고정하고 실제 측

정한 손상의 깊이가 가장 큰 값을 이용하여 EIFS값을 가

정하였으며, 가정 4에서는 실제 측정된 a/c비인 0.73을 이

용하였다. 한편 가정 2는 측정된 손상 깊이의 평균값을

가정 3은 손상의 면적을 측정하여 사용하였다. Fig. 7은

P-3B 날개에서 채취한 시편 중 내부에서 균열이 발생한

시편에 대해 가정 1, 2, 3, 4를 이용하여 S-N 피로특성

을 예측한 결과와 실제 실험값을 보여주고 있다. 예측

을 위한 입력값의 정확도가 증가할수록 예측결과가 실

험값과 매우 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매우 단

Fig. 7. SEM fractographs of corrosion damages on (a) exterior side and (b) interior side of fatigued 7075-T651 specimen prepared from

P-3B, and that of (c) pristine specimen.

Table 3. Characteristics of pre-existing damages on P-3B wing skin.

Max. stress 

(MPa)
Nf

Initial flaw (mm) Defect area, A 

(mm2)Depth (a) Width (2c) a/c

Interior

500 9,017 34 125 0.54 1322

410 19,092 35 83 0.85 1865

300 45,511 31 86 0.72 1960

290 52,319 44 52 1.67 1925

260 71,003 46 120 0.77 2952

250 98,274 39 93 0.84 2732

Exterior

430 17,220 28 78 0.36 1,176

350 17,496 83 436 0.38 31,378

350 29,124 51 169 0.60 1,637

310 38,208 37 221 0.34 4,327

280 70,798 47 179 0.53 2,753

260 325,494 45 413 0.22 14,623

Table 4. Input values to predict fatigue life of interior side of P3-B wing skin.

Input value Hypothesis I Hypothesis II Hypothesis III Hypothesis IV

Initial a/c = 1 = 1 = 1
= 0.73 

(Average value of exp. a/c data)

Ai = Deepest pit size = Average pit size = / π = / π

a/c as crack grows Fixed Fixed Fixed varied

Cycles used for modeling Nf = Np Nf = Np Nf = Np Nf = Np

Table 5. Input values to predict fatigue life of exterior side of P3-B wing skin.

Input value Hypothesis I Hypothesis II Hypothesis III Hypothesis IV

Initial a/c = 1 = 1 = 1
=0.31 

(Average value of exp. a/c data)

Ai = Deepest pit size = Average pit size = / π = / π

a/c as crack grows Fixed Fixed Fixed varied

Cycles used for modeling Nf = Np Nf = Np Nf = Np Nf = Np

4 A 4 A

4 A 4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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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 가정을 이용한 가정 1의 경우에도 약 25 % 범위

에서 실험결과와 일치하는 값을 얻을 수 있었다. Fig. 8

에서는 전술한 유사한 가정을 이용하여 외부에서 균열

이 발생한 시편에 대해 S-N 피로특성을 예측한 결과와

실제 실험값을 보여주고 있다. Table 3에서 본 바와 같

이 다양한 크기와 형상의 손상이 존재하는 외부에서의

Fig. 8. S-N fatigue life prediction for interior side of P-3B wing skin based on hypothesis (a) I, (b) II, (c) III and (d) IV.

Fig. 9. S-N fatigue life prediction for exterior side of P-3B wing skin based on hypothesis (a) II, (b) III, (c) I and (d) 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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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열발생 시편은 내부에 비하여 예측 결과가 상대적으

로 낮은 정확도를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가

정 4를 이용하여 예측한 결과 10 % 내외의 범위에서 실

험값과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4. 결  론

본 연구를 통해 장기운용된 항공기에는 다양한 형태의

부식손상이 발생하는 것을 관찰하였으며, 이러한 부식손

상은 항공기 구조물의 잔여 피로수명을 크게 감소시키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항공기의 부위에 따라 다

양한 형태의 부식손상이 존재하는 것을 관찰하였다. 이

러한 부식손상이 피로에 미치는 영향을 EIFS 개념과 파

괴역학을 이용하여 적절히 예측할 수 있었다. 실제로 부

식손상을 a/c가 1이고 유사한 크기를 가진 균열로 간주

하는 가장 간단한 가정으로도 실험적으로 구한 S-N 피

로거동과 대략적으로 10 % 내외 범위에서 일치하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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