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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1. 

대형 강구물의 설계 단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응력집중부나 연

결부를 중심으로 피로에 대해 검토하여 공용기간 중 구조물을 건

전하게 사용하도록 설계하게 된다[1],[2],[3],[4] 설계단계뿐만 아니라 . 

이미 공용중인 구조물에 대해서도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잔존 수

명의 평가를 위해 피로를 검토하게 된다 최근에는 사용중인 구조. 

물로부터 재료를 확보하여 실제 피로시험을 수행한 후 사용 환경

에 따른 피로강도 변화를 실험적으로 평가하는 경우도 있다[5],[6]. 

건설분야외 기계부품의 제작에 사용되는 금속재료에 대해서는 소

재의 가공 열처리 등에 따른 피로강도 변화뿐만 아니라 고온 저, , 

온 염수 등과 같은 환경조건에서 소재의 피로 검토가 이루어진, 

다 이를 위해서 구조물 제작에 사용되는 재료가 선정되면 피로시. 

험을 수행하게 된다.

강구조의 피로강도 평가를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곡선을 S-N 

이용하게 된다 보다 정확한 피로 검토를 위해서는 재료별로 보다 . 

정확한 관계식이나 곡선이 필요하다 공용중인 구조물의 부S-N . 

식 부분 사용 레일의 피로시험 사례와 같이 구조물의 피로 검토, 

를 위해서는 필요에 따라서는 사용 재료에 대한 피로시험을 진행

하게 된다[5],[6] 구조물이 사용되는 환경에서 외력의 부하 정도에. 

는 차이가 있으며 동일한 재료라고 하더라도 목표로 하는 피로수, 

명의 영역에 따라서 곡선을 구하기 위한 응력범위의 수준은 S-N 

달라져야 한다 보다 적절한 관계를 구하기 위해서는 재료가 . S-N 

사용되는 목표 수명 영역에 시험 데이터가 고르게 분포될 수 있도

록 피로시험이 수행되어야 한다.

국내 외에 금속의 피로시험을 위한 규격들이 마련되어 있으나· , 

이러한 규격들은 시험을 위한 시편 시험기 데이터 분석 등에 , , 관

한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7],[8] 피로시험은 단일 부품의 내구시험. 

과는 다르게 다수의 시편을 사용하여 일련의 피로시험을 수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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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다 이때 목표 수명의 영역내에서 어느 정도의 응력수준에서. ,  

어떤 절차로 시험을 진행해야할지가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금속재료에 대해서는 인장강도나 경도를 이용하여 피로강도

를 예측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성과가 있으므로 보다 적절한 피로, 

시험을 위해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된 국외 연구의 . 

경우 재료의 인장강도와 피로강도의 관계를 경험적 실험적 분석, , 

으로써 특정한 피로수명에서 피로강도를 추정하는 방법이 제안되

어 있다[9] 그리고 금속재료의 극저주기부터 극고주기까지 피로강. , 

도를 추정하는 방법이 있으며 재료의 경도만을 이용하여 전 피로, 

수명 영역의 피로강도를 예측하는 방법 등이 대표적이다[10],[11],[12]. 

국내의 경우 이와 같은 인장강도와 경도를 이용하여 경험적으로 , 

피로강도를 추정하는 방법에서 더 나아가 다양한 추정법들에 대

한 기존 연구결과의 정확도를 실험적으로 확인하는 연구가 진행되

었다. 그리고 피로강도를 추정하기 위한 전문가시스템을 구축하, 

는 사례도 있다[13],[14] 이와 같이 본 연구와 관련된 국내 외 연구. ·

는 피로시험을 하지 않고 피로강도를 예측하는 방법 피로강도 추, 

정법과 실제 피로시험 데이터를 비교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문헌으로부터 피로강도 예측 방법에 대해 

조사하고 피로시험 없이 금속재료별 곡선을 추정하는 방법, S-N 

에 대해 정리하였다 그리고 이를 활용하여 실제 피로시험 전 . , 

곡선을 추정하고 시험조건에 따라서 재추정하여 피로시험S-N , 

을 위한 시험하중을 선정하는 절차를 마련하였다 마지막으로 피. 

로시험이 완료된 후에는 시험 데이터를 자동으로 분석하여 S-N 

곡선식 산출 그래프 출력 등이 되도록 소프트웨어로 구현하였다, .

피로강도의 예측2. 

피로시험 최적화 알고리즘은 실제 금속재료의 피로시험 전에 목

표 수명영역별 피로강도를 예측하고 이 예측된 피로강도에 시험, 

조건을 고려하여 시험하중을 산정하고 피로시험을 수행하게 된

다 따라서 소재별 시험조건별 피로강도 추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 ,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기존 연구결과가 이용된다 피로강도 예측 .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응력을 기반. 

으로 관계에서 목표수명에 따른 응력범위를 예측하는 S-N 방법, 

두 번째로 변형률을 기반으로 관계에서 목표수명에 따른-N ε 변형 

률 범위나 진폭을 예측하는 것이다 본 피로시험 최적화 알고리즘. 

과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 이용된 방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응력 기반의 곡선 예측법2.1 S-N 

다음은 재료의 인장강도와 경도를 이용하여 금속재료의 S-N 

곡선을 예측하는 방법이다.

경험적인 피로강도 추정법2.1.1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 인장강도를 이용하여 특정 피로수명일 

때의 피로강도를 추정하는 방법이 있다 일반적으로 저수명 영역. 

은 약 사이클에서 고수명 영역에서는 ,  혹은   에서 금속 

의 종류에 따라 인장강도의 특정 수준까지를 피로강도로 본다[9].

은 인장강도를 이용하여 경험적으로 곡선을 추정Fig. 1. S-N 

하는 방법에 대한 개념도이다 여기서 하중 형태 시편 상태 등에 . , , 

따라 피로강도는 보정된다 저수명 영역에서 신뢰도외에 다른 인. 

자는 피로강도에 영향을 적게 주지만 고수명 영역에서는 신뢰도, 

뿐만 아니라 하중 형태 시편 크기 시편 표면상태 등이 피로강도, , 

에 큰 영향을 준다.

Fig. 1. Empirical Method of Fatigue Strength Estimation

은 저수명 영역에 해당하는 Table 1 사이클에서 금속재료

별 피로강도를 인장강도 를 이용하여 경험적으로 구한 것이

다 그리고 에는 휨하중이 작용할 경우에 고수명 영역에. , Table 2

서 소재별 피로강도를 인장강도를 이용하여 계산하는 방법이 요

약되었으며 축하중이 작용할 경우의 피로강도는 의 피, Table 2

로강도에 를 곱하여 보정한다0.9 [9].

Material Type Loading Type
Fatigue Strength

(at 1,000 cycles)

All Metal Bending  ×

All Metal Axial  ×

Steel Torsion  ×

Nonferrous Torsion  ×

Cast Iron Torsion  ×

Table 1. Empirical Fatigue Strength in Low Cycle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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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Loading 
Type

Fatigue Strength
Aimed Life

(cycles)

Wrought 
Steels

Bending
 ×

(  < 1400MPa) 

Wrought 
Steels

Bending
700MPa

(  1400MPa)≥ 

Cast iron Bending  ×  ×

Aluminum 
Alloys

Bending
 ×

(  < 336MPa)  ×

Aluminum 
Alloys

Bending
130MPa

(  336MPa)≥  ×

Table 2. Empirical Fatigue Strength in High Cycle Region

전 영역 곡선 예측 방법2.1.2 S-N 

강재의 경우 인장파단에 해당하는 사이클인 극저주기부, 1/4 

터 극고주기 영역 에 해당하는 (GCF ) 사이클까지도 곡선S-N 

을 추정하는 방법이 연구되어 있다[10] 에는 전 영역 . Fig. 2. S-N 

곡선의 형상과 피로강도 추정을 위한 파라미터가 표시되어 있다. 

식 과 같이 피로수명 (1) 에서 피로강도 를 계산하기 위

해서는 기본적으로 인장강도와 경도를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곡선의 기울기를 표현하는 는 일반적으로 를 사용한S-N b 0.2–
다 이 관계식을 개선하여 경도만을 이용하여 피로강도를 평가하. 

는 추정식도 제안되고 이를 검정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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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영역의 피로강도 : GCF ,  영역 :  GCF 

에서 피로수명,  : 1st 에서 피로수명 Knee Point ,  : 2
nd 

에서 피로강도Knee Point ,  : 2
nd 에서 피로수명 Knee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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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률 기반의 곡선 예측 방법2.2 -N ε

변형률로써 피로강도를 평가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저주기 

영역에서 수행된다 본 연구에서는 식 을 이용하여 저수명. (5) (8)∼  

영역에서의 피로강도를 구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구한 변형률 범. , 

위  에 재료별 공칭 탄성계수를 곱하여 응력범위로 환산하고  

피로강도로 사용하였다 인장강도나 경도를 이용하여 목표로 하. 

는 피로수명에서 피로강도를 계산하는 추정식은 다음과 같다[14].

Fig. 2. Full Range S-N Curve Prediction Method

2.2.1 Medians Method

강재의 경우 :




 


  (5)

여기서,   인장강도 : 

            탄성계수 : 

알루미늄의 경우 :




 


  (6)

2.2.2 Uniform Materials Method

알루미늄과 티타늄 합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식이 적용된다.




 


  (7)

2.2.3 Roessle-Fatemi’s Method

강재에 대해 브리넬 경도 를 이용하여 특정 (Brinell Hardness)

피로수명에 대한 피로강도를 다음 식을 이용하여 추정할 수 있

다[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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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여기서,  브리넬 경도 : 

위와 같이 피로시험 없이 피로강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연구 성과를 활용하여 피로시험 진. 

행시 보다 효율적이고 표준적인 방법과 절차를 마련할 수 있었다.

Fig. 3. Main Flowchart of Fatigue Test Algorithm Optimized

피로시험 알고리즘과 소프트웨어 개발3. 

알고리즘의 개요3.1 

은 실제 피로시험 전 재료 정보와 시험조건을 입력받아 Fig. 3.

곡선을 예측한 후 시험을 수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나타낸 흐S-N 

름도이다.

응력범위의 결정 알고리즘3.2 

소재 정보에 따라 실제 피로시험을 진행하기 전 장에서와 2 같

은 이론을 바탕으로 목표하는 피로수명에서 응력범위를 예측하게 

된다 이렇게 예측된 관계로부터 시험조건에 따라 응력비 보정. S-N  

및 응력범위 값의 끝자리를 조정한다.

관계의 예측 방법3.2.1 S-N 

장의 피로강도 추정 이론을 이용하여 실제 피로시험 전 관2 S-N 

계를 미리 예측한다 소재별 피로강도 예측 방법을 에 정리. Table 3

하였다 예측 방법의 순서는 예측값의 정확도를 나타낸 것은 아니다. .

Materials
Estimation Methods

1 2 3 4

Carbon & 

Low Alloy 

Steels

Full Range 

S-N Curve 

Method

Empirical 

Method
- -

High Alloy 

Steels

Full Range 

S-N Curve 

Method

Medians 

Method

Roessle-Fate

mi’s Method

Empirical 

Method

Aluminum 

Alloys

Medians 

Method

Uniform 

Materials 

Method

Empirical 

Method
-

Titanium 

Alloys

Uniform 

Materials 

Method

Empirical 

Method
- -

Table 3. Methods of Fatigue Strength Estimation

응력범위의 보정3.2.2 

평균응력의 영향에 따른 보정(1) 

위에서 결정된 관계에서 응력범위는 응력비가 일 때 평S-N 1 (–
균응력이 일 때 를 기준으로 추정된 값이다 그러나 실제 피로시0 ) . 

험에서 일반적으로 응력비는 등으로 시험하는 경우가 많다0, 0.1 . 

이러한 경우 위에서 추정된 응력범위는 목표수명에서 수정되어야,  

한다.

응력비 보정은 금속재료의 평균응력에 따른 특정 수명에서의 응

력 진폭 혹은 범위을 선형으로 보정하는 방법을 이용하Goodman 

였다 평균응력에 따른 응력진폭 . 의 계산은 다음 식을 이용한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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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일 때 응력 진폭, 

 응력 진폭 평균응력에 따른 : ( )

 평균응력 : 

위 식에 따라 피로시험을 위한 수정된 최대 응력 max은 식 

과 같이 계산되고 최소 응력 (10) , min과 응력 범위 은 식 (11)

과 와 같이 계산된다(12) .

max  ·  ·


(10)

min  ·max (11)

  max min (12)

여기서 응력비 ,   max

min

응력범위의 끝자리 조정(2) 

피로시험의 종료 후 결과분석 단계에서 시험된 응력범위 값들

을 보다 읽기 쉽고 분석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 응력범위의 끝자, 

리 값을 조정하였다 피로시험을 위한 응력범위 간격 . 의 

크기에 따라 와 같이 끝자리를 조정하였다 이렇게 피로Table 4 . 

시험을 위해 최종으로 수정된 응력범위 에서 최대응력은 

식 과 같이 다시 계산되고 시험하중 계산을 위해 사용된다(13) .

Min. Increase of Stress Range Correction Condition

Increase by 5MPa   17.5MPa≥ 

Increase by 1MPa   < 17.5MPa

Table 4. Correction of Stress Range

max 

 (13)

시험하중 결정3.3 

위 절에서 결정된 응력범위를 이용하여 피로시험을 위한 3.2

하중을 계산하게 된다 최대 하중과 최소 하중은 다음 식으로 계. 

산된다.

max  max· (14)

min  ·max (15)

여기서,   시편의 단면적 : 

피로시험 소프트웨어의 개발3.4 

위와 같은 절차와 계산식을 이용하여 금속재료의 피로시험을 

위해 소프트웨어가 개발되었다 본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Fig. 4.). 

해 클린코드가 적용되어 효율성을 높이고 유지보수를 용이하게 

하였다[16].

Fig. 4. Input Interface of Fatigue Test Software

실증시험4. 

시험의 준비4.1 

본 연구에서 개발된 알고리즘과 소프트웨어의 유용성을 검정

하기 위해 실증시험을 실시하였다 실증시험을 위해 금속소재를 . 

가공하여 와 같이 시편을 제작하였다 시편은 피로시험기Fig. 5. . 

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평행부의 공칭 직경이 가 되는 원형6mm

단면으로 제작하였다.

피로시편의 강종은 로 기계부품 제작에 일반적으로 사용S45C

되는 소재이며 그 성분을 에 정리하였다, Table 5 .

시험의 실시4.2 

재료의 인장시험4.2.1 

실제 피로시험을 진행하기 전 곡선의 예측을 위해 인장시S-N 

험을 진행하였다 회의 인장시험을 통해 얻은 인장강도 평균값. 2

은 이고 응력 변형률 곡선은 과 같다949MPa , - Fig.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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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el

Grade

Chemical Components (%)

C Si Mn P S

S45C 0.45 0.22 0.72 0.015 0.017

Table 5. Chemical Components of Specimen

(a) Shape and Dimension of Test Specimen

(b) Specimens before Test

Fig. 5. Fatigue Test Specimen

Fig. 6. Stress-Strain Curves of Tensile Tests

재료의 피로시험4.2.2 

피로시험을 위한 조건은 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재료의 Table 6 . 

인장강도를 이용하여 피로강도를 평가하는 항의 경험적인 2.1.1

피로강도 추정법을 이용하였다 금속재료의 인장강도를 이용하여.  

초기 곡선이 예측된다 이어서 평균응력 영향에 따른 보정 고S-N . , 

수명 영역의 예비시험 응력범위의 끝자리 조정 후 곡선은 다, S-N 

시 수정된다 에는 실제 피로시험 전 최종 결정된 수준별 . Table 7 응

력범위가 정리되어 있다 이렇게 결정된 응력범위를 식 를. (14), (15)  

이용하여 시험하중으로 계산하고 피로시험을 진행하였다(Fig. 7.).

Test Conditions

Min. Fatigue Life 10,000 cycles

Max. Fatigue Life 2,000,000 cycles

Stress Ratio  0.1

No. of Stress Range Levels 4

Test Temperature Room Temperature

Table 6. Test Conditions of Verification Test

Step Number Stress Range 

1 Step 670 MPa

2 Step 650 MPa

3 Step 630 MPa

4 Step 610 MPa

Table 7. Determination of Stress Range

Fig. 7. Verification Test

피로시험의 결과4.3 

피로시험 후 시편은 과 같다 그리고 는 Fig. 8. . , Fig. 9. Fig. 3.

에서의 절차에 따라 관계의 추정 및 재추정된 곡선 이에 따S-N , 

른 피로시험의 결과를 소프트웨어의 표와 그래프에 나타낸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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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Specimens after Test

피로시험이 종료된 후 자동으로 분석된 시험결과는 Fig. 10.

과 같으며 결과분석에는 일반적인 통계적 분석 방법이 사용되었, 

다[17] 관계식은 식 과 같다. S-N (16) .

·   (16)

여기서,  , 는 피로 상수이며 소프트웨어의 자동 계산 결, 

과 파괴확률에서 , 50% 은 이고, 는  ×로 계산

되었다 이는 엑셀이나 시그마 플롯 등과 같은 통계용 상용 프로. 

그램을 이용한 결과와 동일하다.

Fig. 9. S-N Curve Prediction and Test Data

Fig. 10. Automated Analysis of Test Data

결 론5. 

금속재료의 피로강도 추정에 관한 기존 연구 성과를 활용하고, 

신뢰성 향상을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서 피로시험 수행을 위한 알

고리즘 및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다량의 피로 시편이 사용되는 일련의 피로시험에서 응력범위 

결정을 위한 표준적인 절차를 제시하였다.

2. 본 피로시험 알고리즘과 같은 절차는 금속재료 피로시험에서 

시험기관간 혹은 시험자간 비교숙련도 시험에 사용할 수 있는 

일반화된 프로세스를 제공한다.

3. 피로시험 알고리즘과 소프트웨어는 실제 피로시험 진행 중 일

련의 시험하중 결정 시험 종료 후 결과분석에서 시험자의 임, 

의적인 개입을 차단하였다.

4. 실증시험을 통하여 피로시험 알고리즘과 소프트웨어의 유용

성을 확인하였다.

최근 제조되는 소재의 피로시험 데이터를 이용한 피로강도 평

가법 개선 이를 산업에 활용하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 판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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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강구조물은 일반적으로 설계 단계뿐만 아니라  유지관리 단 계에서도 피로 검토를 한다 이러한 피로 검토를 위해서는 . S-N ：
곡선을 이용하므로 구조물의 보다 정확한 피로 평가를 위해서는 소재의 관계 평가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 금속재료의 피로시험을 S-N . 
위한 규격이 국내 외에 마련되어 있으나 다량의 시편을 이용하여 수행되는 일련의 피로시험에서 어느 정도의 응력 수준으로 시험해· , 
야할지 결정하는 것은 시험자의 판단에만 의존한다 본 연구는 금속재료의 피로시험을 일관된 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 있도록 알고리즘. 
을 개발하였다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해 기존 문헌을 조사하여 피로강도 예측 방법에 대해 검토하고 이 예측 방법을 이용하여 실제 . , 
피로시험 전 곡선을 추정하여  시험하중을 선정하도록 절차을 개발하고 소프트웨어로 구현하였다 마지막으로 실증시험을 수행S-N . 
하여 소프트웨어의 유용성을 확인하였다.
핵심용어 피로시험 강재 관계 곡선 추정 피로강도 피로 소프트웨어 : , , S-N , S-N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