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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선박  해양 구조물과 같은 형 용  구조물의 경

우 재료의 기 결함뿐만 아니라 제작 과정 는 사용 

에 결함 는 균열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

다. 일반 으로 구조물에 발생된 결함은 구조물 체의 

건 성을 하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량 인 구

조 건 성 평가를 통하여 해당 구조물의 사용 합성

(fitness for service, FFS)여부를 신속하게 단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결함을 갖는 구조물이라 하더라

도 설계 운  기간 는 정기 검 기간 내 구조물의 

기능 하 는 구조 안 성에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불필요한 조치를 피함으로써 보다 합리 인 구조물의 

운용을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1). 따라서 최근 용  구

조물의 잔여수명 평가를 피로 손상의 분을 고려한 

평가보다는 괴역학 기반의 균열 진  수평 평가를 통

하여 수행되고 있다.

  결함을 갖는 구조물에 한 구조 건 성 평가는 괴 

역학에 기 한 설계 기법들이 이용되고 있으며, 표

인 괴 역학  설계 기법으로는 BS7910에서 규정하

고 있는 공학  한계 분석(engineering critical as-

sessment, ECA)이 있다2). ECA는 괴 역학 기반의 

피로 평가를 통해 결함을 갖는 구조물의 건 성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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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방법으로 먼  기 결함의 형상  크기를 정의

하고, 결함 부 에 작용하는 응력과 재료의 괴 역학 

라미터인 피로 균열 진  라미터(fatigue crack 

growth rate)를 이용하여 피로 균열 진  해석을 통해 

결함을 갖는 용 부의 잔여 수명을 평가하게 된다. 특

히 BS7910 코드에서는 비 괴 검사법에 따른 신뢰성 

기반의 기 결함의 형상  크기와 일반 인 강 용

부에 한 설계 피로 균열 진  라미터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결과에서는 괴 역학 기반의 

피로 평가시 BS7910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계 피

로 균열 진  라미터를 이용할 경우 매우 보수 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3). 따라서, 괴 

역학 기반 피로 평가시 정확한 피로 수명 측을 하여 

정 피로 균열 진  라미터의 용이 매우 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괴 역학 기반의 피로 평가시 BS7910

에서 규정하는 피로 균열 진  라미터의 용 타당성

을 확인하기 하여 용  시편을 이용하여 일정 응력비

(stress ratio)에서 피로 시험을 수행하고 실 용 부의 

피로 균열 진  거동을 확인하 다. 한 피로 균열 진

 속도 시험을 통해 구축한 피로 균열 진  라미터

를 이용하여 피로 균열 진  해석을 수행하 고 그 결

과를 BS7910의 피로 균열 진  라미터를 용한 결

과와 비교 하 다.

2. 피로 균열 진  속도 시험

2.1 시험재료  시험편

  본 연구에 사용된 재료는 굴삭기 작업 장치에 주로 사

용되는 SM490A 강이며, 사용된 시편은 Fig. 1과 같이 

두께가 10mm인 CT (Compact Tension) 시편이며, 

기계 노치의 치는 Fig. 2와 같이 용 부(weld center)

와 열 향부 (HAZ, Fusion line + 0.5mm)에 각각 

생성하 다. 용  시편 제작시 사용된 용 재는 AWS A5.18 

ER70S-G이며, 용  기법은 GMAW (Gas Metal Arc 

Welding)를 용하 다. 

2.2 시험 조건  방법

  피로 균열 진  속도 시험은 Fig. 3과 같이 ±10톤 용

량의 유압피로시험기를 이용하여 ASTM E647 규정에 

따라 평가하 다4). 시험 조건은 Table 1과 같이 응력

확 계수 범  제어 (∆K-control) 방법을 이용하 다. 

즉, 비 피로 균열(fatigue precrack) 생성시 피로 균열 

2 Holes
Dia.=12.5mm

30mm

13.75mm 

13.75mm

30mm

B= 10mm

62.5mm

W= 50mm

12.5mm

Fig. 1 Test specimen (ASTM E647)

Base metal
(A) HAZ Specimen (F.L+0.5mm)
(B) Weld Specimen (W.M. Center)

(A)

(B)Weld metal

Fig. 2  Notch location of test specimen

COD gauge CT specimen

Fig. 3 Machine for fatigue crack growth rate (FCGR) test

Table 1 FCGR test condition

Specimen Type CT (Compact Tension)

Notch location Weld/HAZ(F.L.+0.5mm)

Control Mode ∆K-Control

Stress Ratio, R 0.1/0.3/0.5

Freqency 15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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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단의 블런  (blunting) 효과를 최소화하기 하여 

∆K-감소법(∆K-decreasing method)을 이용 하 고, 피

로 균열 진  속도 시험에서는 ∆K-증가법(∆K- increas-

ing method)을 이용 함으로써, 1개의 시편으로 보다 

넓은 ∆K 범 의 시험 데이터를 획득하 다. 

  시편의 피로 균열 진 량은 COD(Crack Opening Dis- 

placement) 게이지를 이용한 컴 라이언스(compliance)

법을 이용하여 측정 하 으며, 시험 데이터의 신뢰성 

확보를 하여 노치의 치와 응력비에 따라 각각 5개

의 시편을 이용하여 시험을 수행하 다. 피로 비 균

열은 시편의 치수와 ASTM E647 규정에 따라 최소 

3.0mm 이상으로 생성하 다.

2.3 피로 균열 진  속도 시험 결과 

  Fig. 4와 Fig. 5는 노치 치에 따른 응력비별 피로 

균열 진  속도 시험 결과를 식 (1)의 Pari’s law를 

이용하여 da/dN-∆K(log-log scale) 선도로 도시한 

것이다.  

  
mKC

dN
da )(Δ=

                 (1)

여기서, da/dN : 피로 균열 진  속도

        ∆K  : 응력확 계수 범

        C, m : 재료상수 

  BS7910에서는 일반 인 강 용 부의 경우 설계 피로 균

열 진  라미터인 m(da/dN-∆K 선도의 기울기) 값

을 3.0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Fig. 4의 da/dN-∆

K 선도는 기울기(m)를 3.0으로 고정하여 도시하 고, 

Fig. 5의 경우 시험 데이터로부터 선형 회귀 분석

(linear regression)을 통해 얻은 실제 기울기(m=best 

linear fit)를 이용하여 도시하 다. Fig. 4와 Fig. 5 모

두 노치 치에 상 없이 응력비가 증가함에 따라 피로 

균열 진  속도가 증가함을 확인 할 수 있으며, Fig. 5

와 같이 시험 데이터로부터 얻은 선도의 실제 기울기는 

BS7910에서 규정하고 있는 3.0과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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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Fatigue crack growth rate of SM490A weldment 
and HAZ (m=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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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Fatigue crack growth rate of SM490A weldment 
and HAZ (m= best linear 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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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2는 평가된 피로 균열 진  속도를 BS7910

에서 규정한 설계 피로 균열 진  라미터 (Mean 

plus two standard deviation, Mean+2SD)와 비

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BS7910에서는 강 용 부의 피

로 균열 진  라미터의 경우 용  잔류 응력에 의한 

평균 응력을 고려하여 응력비(R)를 0.5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Table 2와 같이 동일한 응력비

(R=0.5)에서 기울기를 3.0으로 고려할 경우 BS7910

의 피로 균열 진  속도는 시험을 통해 평가된 피로 균

열 진  속도에 비하여 다소 빠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BS7910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계 피로 균열 진  

라미터를 사용하여 피로 평가를 수행할 경우 보수

인 피로 수명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 

시험 데이터의 실제 기울기를 고려한 피로 균열 진  

라미터(C)는 BS7910의 라미터와 매우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괴 역학 기반의 피로 수명 평가시 어

느 기울기를 고려한 라미터를 용하는 것이 타당한

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Table 2의 피로 균열 진  

라미터를 이용하여 괴 역학 기반의 피로 수명을 평가

하고 그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정 피로 균열 진  

라미터를 제시하고자 하 다

3. 괴 역학 기반 피로 평가

3.1 기 결함 정의

  괴 역학 기반의 피로 평가를 한 기 결함은 용

부 피로 시험 결과를 이용하여 정의 하 다. 피로 시

편은 CT시편과 동일한 강재  용  기법을 용하여 

제작하 으며, 시편의 형상  치수는 Fig. 6과 같다.

  Fig. 7 (a)는 피로 시편의 면 형상을 나타낸 것으

로 기 결함은 용  피로 시편의 면 형상을 고려하

여 정의하 다. 피로 시편의 면 형상은 Fig. 7 (b)와 

같이 BS7910에서 규정하는 extended surface flaw

와 유사하므로 이를 기 결함의 형상으로 정의하 다. 

이때 기 결함의 크기는 피로 시험 간 학 미경을 

통해 최 로 측된 피로 균열 길이인 0.2mm(1.0× 

105 cycles)로 정의하 고, 피로 균열 진 량은 Fig. 

8과 같이 시험 종료시까지 주기 으로 계측하여 기록하

다. 이때 피로 시험에 사용된 하  조건은 공칭 응력 

범 (∆σnom) 기 으로 220MPa이며, 최   최소 응

력의 비는 0.5이다.

3.2 피로 균열 진  해석용 하  선정

  Fig. 9는 피로 균열 진  해석시 사용될 응력 수 을 

정의하기 한 피로 시편의 유한 요소 해석 결과를 나

타낸 것이다. 

  해석은 피로시험 조건인 공칭응력 범  기 으로 220MPa

에 해당하는 인장 하 을 부가하여 실시하 고, 피로 

균열 진  방향을 고려하여 열 향부를 따라 두께 방향

으로 응력 선형화 (stress linearization)를 수행하

다. 응력 선형화 평가 결과, 1차 면내응력 범 (∆σm)와 

R100

30°(Groove angle)

40

240

Unit: mm

600

Backing steel

15

97

Fig. 6 Fatigue test specimen geometry 

Material Location of 
notch

Stress 
ratio

Fatigue crack growth parameter (Mean+2SD)

C m SD C m SD

SM490A
(SM-70G)

Weld

0.1 2.44×10-13

3.0 
(Fix)

0.230 5.55×10-16 3.9 0.089

0.3 2.49×10-13 0.144 2.84×10-15 3.7 0.098

0.5 3.40×10-13 0.134 2.32×10-14 3.4 0.068

HAZ

0.1 2.74×10-13

3.0 
(Fix)

0.136 3.46×10-18 4.6 0.099

0.3 2.89×10-13 0.130 2.88×10-16 4.0 0.082

0.5 3.40×10-13 0.082 1.52×10-15 3.8 0.068

Steel1) Weld 
(BS7910) 0.5 5.21×10-13 3.0 - - - -

 Note: 1) 0.2% offset yield strength ≤ 600MPa at the operation temperature up to 100℃

Table 2 Comparison results of the fatigue crack growth rate (m=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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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굽힘응력 범  (∆σb)가 각각 200MPa과 20MPa 

수 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피로 균열 진  해석을 

한 응력으로 선정하여 매 사이클 마다 반복되는 것으로 

고려하 다.

3.3 피로 균열 진  해석

  피로 균열 진  해석은 BS7910 규정에 따라 식 (1)

과 식(2)를 이용하여 수행하 다. 

  ( ) aYK pI πσΔ=Δ                    (2)

  ( ) ⎥
⎦

⎤
⎢
⎣

⎡
−++

=
)Δσ1(kΔσMMk

ΔσMMk
M)Δ(

mmbbkbtb

mmkmtm
wP fY σ

  기 결함의 크기는 Table 3과 같고 Table 4는 피

로 균열 진  해석에 사용된 피로 균열 진  라미터

로 BS7910 규정과 같이 기울기를 3.0으로 고려한 경

우와 피로 균열 진  속도 시험 결과를 통해 얻은 데이

터의 기울기 (m=3.8)를 고려한 라미터(C)를 나타

내었으며, 이때 라미터는 평균 선도의 값(Mean 

curve)과 설계 값(Mean plus two standard devia-

tion, Mean +2SD)을 이용하여 평가하 다. Fig. 10

과 Fig. 11은 피로 균열 진  해석 결과를 도시한 것

이다. Fig. 10과 같이 BS7910의 피로 균열 진  

라미터를 이용하는 경우가 가장 보수 인 피로 수명 결

(a) Fracture surface of test specimen

B=15mm

a=0.2mm

W=40mm

(b) Extended surface flaw (BS7910)

Fig. 7 Initial defect shape and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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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Fatigue crack growth of test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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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ss linearization path (HA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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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Stress analysis results

Initial defect type
(extended surface flaw)

a
[mm]

B
[mm]

W
[mm]

L
[mm]

Linearized stress [MPa]

∆σm ∆σb

B=15mm

a=0.2mm

W=40mm

0.2 15.0 40.0 8.0 200.0 20.0

Table 3 Fatigue crack growth analysis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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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실제 피로 시험을 통

해 얻은 피로 균열 진  양상과는 매우 큰 차이를 보임

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피로 균열 진  속

도 시험으로부터 얻은 라미터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실제 피로 시험 결과에 비해 다소 보수 인 피로 수명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Fig. 11과 같이 피로 균열 

진  속도 시험 데이터를 이용한 실제 기울기 (FCGR 

Test(best fit_Mean))를 이용하는 경우 피로 시험 결

과와 가장 유사한 피로 균열 진  양상을 보 으며, 이

는 실제 용 부의 피로 균열 진  거동을 보다 정확하게 

측하기 해서는 피로 균열 진  속도 시험을 통한 피

로 균열 진  라미터의 재정의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4. 결    론 

  괴 역학 기반의 피로 수명 평가시 피로 균열 진  

속도 시험과 피로 균열 진  해석을 수행하고 이를 실

제 용  시편의 피로 시험 결과와 비교하고, 다음과 같

은 결론을 얻었다. 

  피로 균열 진  속도 시험을 통해 SM490강의 용 부 

 열 향부의 설계 피로 균열 진  라미터를 구축하

고, 용 부 피로 시험을 통해 실 용 부의 피로 균열 진

 특성을 확인하 다.

  피로 시편의 실제 균열 형상을 고려하여 괴 역학 

기반의 피로 균열 진  해석을 수행한 결과, BS7910

의 피로 균열 진  라미터를 용하는 경우 실제 용

 시편의 피로 수명보다 매우 보수 으로 평가됨을 확

인하 으며, 피로 균열 진  속도 시험을 통해 얻은 

라미터 (시험 데이터의 기울기(m), 평균 선도의 라

미터 (C))를 용하는 경우 용  시편의 피로 균열 진

 거동과 가장 유사함을 확인하 다.

  따라서 괴 역학 기반의 피로 수명 평가를 통해 운

용 인 용  구조물의 사용 합성 평가를 수행하는 경

우 해당 용 부에 한 피로 균열 진  속도 시험 결과

를 이용하여 보다 정확한 평가를 통해 사용 합성 여

부를 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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