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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항공기 착륙장치 피로 수명평가에는 안전 수명방법이 사용된다. 안전 수명방법은 항공기 전 수명

기간을 모사하는 피로하중 스펙트럼 조건에서 균열 또는 유해한 변형과 같은 구조적 결함이 발생

하지 않도록 설계/입증하는 것을 말한다. 설계 단계에서는 해석적 방법을 통해 착륙 및 지상운용

하중을 구하고, 이를 착륙장치 피로해석에 적용하여 피로수명을 확인한다. 착륙장치는 수명 기간

중 일반적으로 High Cycle 피로를 겪게 되므로, 피로해석 시 응력 기반의 접근 방법이 적용된다. 
시험평가 단계에서는 일반적으로 4배의 운용수명에 해당하는 피로하중 스펙트럼에 대해 시험을

수행하여, 착륙장치의 안전 수명을 최종 입증하게 된다. 이와 같이 항공기 착륙장치 피로 수명평

가를 위해서는 착륙 및 지상운용 하중해석에서부터 피로해석, 피로시험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항공기 착륙장치 피로시험에 필요한 세부

과정과 관련 기술을 실제 적용 사례와 함께 기술하였다.

1. 서론
항공기에 사용되는 착륙장치는 충격 완충장치

(Shock Absorber)를 이용하여 항공기 착륙 시의

충격을 흡수하고, 지상에서 운용시 이동, 감속, 정

지 수단을 제공한다. 착륙 시의 충격을 흡수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항공기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것은 유공압(Oleo-pneumatic) 방식

의 완충장치이다. 유공압 방식은 오일에 의한 감

쇠력(Damping force)과 질소 가스에 의한 스프링

력(Spring force)을 이용하여 충격에너지를 흡수

하게 된다.

항공기 착륙장치의 피로 수명평가에는 안전 수

명(Safe Life) 방법이 적용된다. 안전 수명 방법은

항공기 전 수명기간을 모사하는 피로하중 스펙트

럼 조건에서 균열 또는 유해한 변형과 같은 구조

적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을 말한

다. 착륙장치의 설계 단계에서는 해석적 방법을

통해 착륙 및 지상운용 하중을 구하고, 이를 피로

해석에 적용하여 피로수명을 확인한다. 착륙장치

는 수명 기간 중 일반적으로 High Cycle 피로를

겪게 되므로, 피로해석 시 응력 기반의 접근 방법

이 적용된다. 응력 기반의 피로해석 시에는 재료

의 평균 S-N 선도에 표면 마감 및 표면 처리 등

에 따른 재료의 피로특성 저하를 고려한 설계

S-N 선도를 구성하여 사용한다. 또한, 피로 수명

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평균 응력 효과는

MIL-HDBK-5J에 제시된 등가(Equivalent) 응력

방법이나, Goodman 방법을 이용하여 고려한

다.
(1),(2)

하지만, 최종적으로 항공기 착륙장치 피로

수명은 피로시험를 통해 입증하게 된다. 착륙장치

피로시험에서는 통상적으로 4배의 운용수명에 해

당하는 피로하중 스펙트럼에 대해 시험을 수행하

여, 안전 수명을 입증한다.
(3)
착륙장치 피로 수명

평가를 위해서는 착륙 및 지상운용 하중해석에서

부터 피로해석, 피로시험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항공기 착륙장치 피로시험에

필요한 세부 과정과 관련 기술을 실제 적용 사례

와 함께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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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론
2.1. 피로 해석
2.1.1 착륙 및 지상하중 해석
항공기 착륙장치는 다양한 착륙 및 지상하중을

경험하게 되는데, 각 하중 상태는 발생 빈도를 고려

하여 피로하중 스펙트럼에 반영된다. 착륙하중은 상

용 소프트웨어 또는 In-House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전산 해석을 통해 구할 수 있으며, 지상하중은 관련

규격서 등 적용 규정에 정의된 공식에 따라 산출한

다.(4) 착륙 조건은 항공기의 중량 및 무게중심, 착륙

속도, 착륙자세 등에 따라 수십-수백여 조합으로 구

성될 수 있다. 그림 1, 2는 항공기 중량 및 무게중심

영역선도와 착륙자세를 나타낸 것이다.

Minimum Weight

FS

Basic Design Gross Weight

Design Alternate Gross Weight

[그림 1] 항공기 중량 및 무게중심 영역선도

 
 

[그림 2] 다양한 항공기 착륙자세

[그림 3] 동적 착륙하중 해석결과

[그림 4] 착륙하중 이산화

2.1.2 피로 설계하중 스펙트럼
피로 설계하중 스펙트럼은 (1) 임무 형상(Mission

Profile), (2) 항공기 중량 및 무게중심 분포, (3) 착륙속도

(Sink Speed) 분포, (4) 착륙시 항공기 자세 분포를 고려하

여 생성한다. 일반적인 항공기의 지상 운용 스펙트럼은 착

륙, 활주(Taxi), 제동(Braked Roll), 지상 선회(Turn), 피봇

(Pivot), 견인(Towing) 등의 착륙 및 지상 하중조건과 항공

기 운용수명 동안 각 하중조건의 발생 빈도로 구성된다.

피로하중 스펙트럼을 구성하는 착륙하중 조건에 대

해서는 전산해석을 통해 지면에서의 수직(Fz), 수평(Fx),

측면(Fy) 방향 하중의 동적 응답을 계산한다. 그림 3은

동적 착륙해석 결과를 착륙장치 스트로크에 따른 지면

에서의 수직 및 수평 하중의 응답으로 나타낸 것이다.

피로하중 스펙트럼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그림 3과 같이

연속적인 착륙장치 동적 하중응답을 이산화/단순화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를 하중 배열(Load Sequencing)이

라고 한다. 그림 4는 동적 착륙해석으로부터 얻은 최대

수직 하중 값을 바탕으로 해당 착륙조건에 해당하는 하

중 스펙트럼을 구성하는 하중 배열 과정을 나타낸 것이

다. 피로하중 스펙트럼은 휠 축 중심(Wheel Axle

Center)에 작용하는 수직(V), 수평 하중(D)과 착륙장치

지면 접촉점(Ground Contact Point)에 작용하는 측면(S)

및 제동(B) 하중 형태로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1.3 피로수명 해석
착륙장치 피로 수명 해석은 (1) 피로 취약 부위 선

정, (2) 응력 전달함수(Stress Transfer Function) 및

응력 스펙트럼(Stress Spectrum) 구성, (3) 누적 손상

및 피로수명 예측의 순서에 따라 수행한다. 구조물 형

상이 단순하고 하중 경로가 비교적 단순한 부품의 경

우 비교적 쉽게 피로 취약 부위를 선정할 수 있지만,

형상이 복잡하거나 하중 경로가 복합한 경우, 피로하

중 스펙트럼의 대표적인 하중 조건에 대한 유한요소

해석을 통해 피로 취약 부위를 선정해야 한다. 피로해

석 시에는 국부적인 응력집중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

2.2. 피로 시험
착륙장치 피로시험은 통상 항공기 전 수명기간을 모사

하는 피로 시험하중 스펙트럼을 4회 반복 수행하여, 착륙장

치가 안전 수명 구조임을 입증하게 된다. 피로시험 완료 후

주요 부품들에 대해 비파괴 검사(NDI : Non-Destructive

Inspection) 등을 수행하여, 항공기 전 수명기간을 모사

하는 피로하중 스펙트럼 조건에서 균열 또는 유해한 변

형과 같은 구조적 결함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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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피로 시험하중 스펙트럼
착륙장치 피로 시험하중 스펙트럼은 설계하중 스펙트

럼과 동일한 것이 이상적이지만, 피로시험 시 완충기 스

트로크와 타이어 회전 반경을 고정하고 시험을 수행해야

하는 제약조건으로 인해 설계하중 스펙트럼과 차이가 발

생하게 된다. 또한, 설계하중 스펙트럼 상의 하중조건 별

발생 빈도를 시험하중 스펙트럼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피로시험 수행기간이 과도하게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따

라서, 시험하중 스펙트럼은 설계하중 스펙트럼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설계하중 스펙트럼에서 주요 부품별 피로

취약 부위의 피로수명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하중조건은

삭제하거나, 발생 빈도를 줄이고 하중 진폭을 조정하는

Truncation 과정을 거쳐 결정하게 된다. 이렇게 결정된

피로 시험하중 스펙트럼을 사용하게 되면, 설계하중 스펙

트럼과 동등 이상의 누적 손상을 시험체에 부가하면서

동시에 피로시험 수행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된다.

2.2.2 시험 치구
시험체에 하중을 부가하기 위해서는 시험치구를

준비해야 한다. 시험치구는 유압작동기와 시험체를

지지하는 프레임, 하중을 착륙장치에 전달하는 모조

휠(Dummy Wheel), 유압작동기와 모조 휠을 연결하

는 러그(Lug)와 구면 베어링(Spherical Bearing), 그

리고 중량 보상시스템(Counter Balance System)으

로 구성된다. 시험치구는 시험체와 항공기 사이의

연결부 등 인터페이스를 정확히 모사해야 한다.

프레임은 하중 부가용 유압작동기와 시험체를 고

정, 지지하는 구조물로서 하중 크기, 방향에 따라 보조

받침대를 사용하여 하중을 견고하게 지지하도록 설계

한다. 모조 휠은 유압작동기 하중이 착륙장치 하중 전

달경로(Load Path)에 따라 착륙장치로 전달될 수 있도

록 하는 치구로, 실제와 똑같은 하중이 착륙장치로 전

달되도록 실제 휠 베어링(Bearing) 등을 사용하고, 필

요시 강성설계를 수행해야 한다. 시험치구는 최대작용

하중의 3배의 하중을 지지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중량 보상시스템은 시험체, 모조 휠, 유압

작동기 등의 중량을 보상하는 역할을 한다.

그림 5는 시험에 사용되는 치구와 하중 부가 개

념의 예를 나타낸 것이다. 유압 작동기를 통해 모조

휠 중심에 수직, 횡, 드래그 하중을 부가하며, 모조

휠 하단에 브레이크 하중을 부가하기 위해 별도의

유압 작동기가 설치된다. 모조 휠에 부가된 하중은

모조 휠과 시험체 연결부를 통해 실제 착륙장치 하

중 경로에 따라 시험체로 전달된다. 그림 6은 실제

착륙장치 피로시험을 위한 치구 및 시험체 설치 장

면과 주요 구성 요소를 나타낸 것이다.

Hydraulic Actuator

Test Specimen

Dummy Wheel

[그림 5] 착륙장치 피로시험 치구 예시

[그림 6] 착륙하중 피로시험 Set-up

2.2.3 시험 장비
피로시험 장비는 하중 제어장치와 데이터 획득장

치로 구성된다. 하중 제어장치는 유압작동기를 통해

시험체에 부가되는 하중을 제어하는 시스템으로, 피

드백 제어를 위해 각각의 유압작동기에는 하나의 로

드셀(Load Cell)과 서보밸브(Servo Valve)가 부착되

어 있다. 로드셀은 유압 작동기를 통해 시험체에 부

가되는 하중을 측정하고, 서보밸브는 시험 하중에 해

당되는 명령 신호(Command)와 로드셀에서 측정

(Feedback)되는 실시간 시험 하중사이의 오차신호

(Error)를 이용해 유압작동기의 유량 및 압력을 제어

하여 시험체에 원하는 하중이 가해지도록 한다. 피로

시험 중 시험하중 외에 시험체의 변형률을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는, 시험체의 원하는 부위에 변형률 게이

지를 장착하고 이를 데이터 획득장치에 연결해야 한

다. 그림 7, 8은 각각 착륙장치 피로시험용 하중 제

어장치와 데이터 획득장치의 예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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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피로시험용 하중제어장치

[그림 8] 피로시험용 데이터 획득장치

2.2.4 시험 수행
착륙장치 피로시험은 피로 시험하중 스펙트럼을 4회

반복 수행하여, 착륙장치가 안전 수명 구조임을 입증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1배 수명에 해당하는 피로시험이 완료

될 때마다 시험체 분해 후 주요 부품들에 대한 비파괴

검사 등을 수행하여, 균열 또는 유해한 변형과 같은 구조

적 결함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시험체 주요 부

위에 대해서는 시험 중 실시간으로 변형률 등을 모니터

링하여 시험체 이상 발생 유무 등을 확인하며, 비상 상황

이 발생되면 장비의 작동을 즉시 정지시키도록 하중 제

어장치 및 데이터 획득장치를 시험 착수 전에 설정한다.

그림 9는 대표적인 피로 시험하중 스펙트럼 조건에

대해 시험 중 측정한 하중 데이터를 나타낸 것으로, 로

드셀에서 측정된 하중값이 피로 시험하중 스펙트럼에

따른 유압작동기 명령 신호를 잘 따라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0은 시험체 주요 지점에서의 변형률을

1, 2, 3, 4배 수명시험 중 피로 시험하중 스펙트럼 상의

동일한 시점에서 측정하여 비교한 것으로, 동일한 시험

하중이 작용할 때 변형률이 모두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피로시험 중 시험체에 균열 등 이상이 발생

하지 않았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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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피로 시험 하중 데이터 예시
Strain - Spindle, MS4003, MS4004 [x st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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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피로 시험 변형률 데이터 예시
3. 결론

항공기 착륙장치는 안전수명 개념이 적용되는 구조

로서, 피로해석 및 시험을 통해 수명을 입증해야 한다.

착륙장치 피로수명 평가는 착륙 및 지상하중 해석에서

부터 피로 스펙트럼 생성, 피로 해석 및 시험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이루어진다. 본 연

구에서는 이러한 피로수명 평가 절차 및 관련 기술을

적용 예시를 통해 고찰하였으며, 이는 향후 착륙장치

개발 프로그램에도 활용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후기
본 연구는 지식경제부 한국형헬기 민군겸용 구성품

개발사업 수행결과의 일부이며,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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