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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항공기는 대부분 기계적 체결로 조립됨에 따라 볼

트나 리벳구멍과 같은 불연속적인 면이 존재하며 이

러한 불연속적인 경계 부위에는 높은 응력이 유발되

어 피로균열이 조기에 발생되고 피로수명을 현저히 

감소시킨다. 항공기 기체구조는 운영수명 동안 안전성 

및 내구성을 보장해야하며 피로손상과 관련해서 80년

대 들어 손상허용 설계개념이 도입되면서 안전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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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성에 대한 발전을 가져왔다.

  일반적으로 항공기의 내구성 입증과정은 개발단계

에서 주요 구성품의 개발시험을 통해 내구성을 확인

하고 피로 취약부분을 선정하여 내구성해석을 수행하

며, 최종적으로 실 기체시험(Full scale durability test)

을 통하여 입증한다. 국내의 경우, 국과연 등이 체계

개발 기간 중에 주요 부품에 대한 내구성 및 손상허

용시험을 통해 설계자료 제시 및 구조건전성을 조기

에 입증하였으며, 실 기체시험을 수행하여 내구성 요

구조건이 만족함을 입증하였다[1,2].

  운영단계에서는 실제 비행한 자료를 획득하여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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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is a study for the improvement of the defected elevator spar in operating aircraft. The elevator spar web 

holes were analyzed to find out the cause of the cracks. The fatigue striations were observed and the cracks 

occurred by the repetitive stresses during the elevator works. Also the outboard connection structure of the elevator 

and horizontal stabilizer was more weak shape than the inboard. The design changes were recommended and the 

analyses were performed to verify the improvement of the changed sha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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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주요 기골에 대해서는 내구성 및 손상허용 해석을 

수행하여 사용수명(Service life)과 검사주기(Inspection 

interval)를 보완하고 있다[3].

  항공기 설계수명(Design life)은 운영하중, 임무환경 

등의 운영조건에서의 구조물 피로수명에 의해 결정되

므로 구조물의 피로 수명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일은 

비행안전을 위해 중요한 요소이다. 최근에는 장기 운

영 항공기의 수명연장을 위해 비행 안전성과 항공기 

가동률을 유지하면서 효율적인 군수지원이 가능한 최

적의 대책을 수립하는데 노력하고 있다[4].

  본 연구에서는 현재 장기 운영 중인 항공기의 가동

률 및 효율적인 군수지원의 일환으로 미익 구성품인 

승강타(Elevator)의 날개보(Spar) 웹(Web)면에 발생한 

균열현상을 고찰하고 원인을 분석하였다. 설계개선은  

기존 구조물을 최대한 활용하고 변경을 최소화하는 일

체형 러그 구조물 및 추가 보강재를 적용하였으며 적

용방안의 적절성을 검증하여 개선형상의 타당성을 확

보하였다.

2. 비행조종 승강타

  현재 운영 중인 항공기의 비행조종 장치는 주 조종

과 부 조종 장치로 구분되고, 주 조종 장치는 기계식 

보조익, 승강타(Elevator) 및 방향타(Rudder)로 구성된다. 

승강타는 항공기의 피치(Pitch)를 상하방향으로 변화시

키는 조종면이며 Fig. 1과 같이 수평안정판(Horizontal 

stabilizer)에 장착되어있다. 수평안정판과 승강타는 동

체 내측 2곳과 외측 2곳을 통해 연결된다.

Fig. 1. Configuration of horizontal stabilizer & elevator

3. 승강타 결함 원인분석

3.1 승강타 결함

  결함은 승강타의 동체 외측(Outboard)에 위치한 러

그(Lug)와 날개보(Spar)를 연결해주는 패스너 부위에 

발생하였으며 Fig. 2, 3은 승강타 날개보에 발생한 균

열 및 위치를 나타내고 있다. 승강타와 수평안정판의 

연결부위를 검토한 결과 결함이 발생한 외측의 경우 

날개보 웹(Web)과 승강타 러그가 패스너로 연결되어 

있지만, 내측에는 날개보 웹 반대편에 보강 구조물이 

장착되어 발생하는 하중이 분산되어 균열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결함부위는 항공기 운영 중 피치

(Pitch) 기동 시 승강타에 외력이 가해짐으로 연결된 

패스너에 축 방향으로 인장하중이 반복적으로 발생하

게 되고, 날개보 웹(Web)은 굽힘 하중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체결구멍 주위에 응력이 집중된 것으로 판

단된다.

Fig. 2. Elevator spar crack location

Fig. 3. Elevator spar cracks

  결함부위에 대한 분석을 위해 비행시간이 가장길고 

균열이 심한 항공기를 대상으로 파면을 관찰하였다. F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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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는 주사전자현미경(Scanning Electronic Microscope)

으로 관찰한 파단면 모습이다. Fig. 4에서 나타나듯이 

피로 파단면의 전형적 현상인 피로 줄무늬(Fatigue 

striation)가 관찰되었으며 균열은 전/후방에서 모두 피

로균열로 진전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균열부위에 작

용한 하중은 승강타 작동 시 구동하중에 의한 저주기

피로(Low cycle fatigue)와 주기적인 응력과 구동 후 발

생하는 진동인 고주기피로(High cycle fatigue)가 복합적

으로 작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Fig. 5와 같이 균열면에 

전체적으로 깃 모양(Feathery)이 관찰되는 것으로 보아 

균열 진전의 주된 요인은 고주기피로로 판단되며 끝단

부위에서는 고주기피로와 저주기피로가 혼합되어 균열

이 진전된 것으로 판단된다[5]. 균열의 시작부위는 마모

에 의해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없었다.

Fig. 4. The observed surfaces of the hole section Ⅰ

Fig. 5. The observed surfaces of the hole section Ⅱ

3.2 구조해석

3.2.1 정적강도 해석

  구조단면에 생기는 응력은 구조의 단면모양이 일정

한 것으로 가정하고 해석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단

면의 크기나 모양이 구멍, 홈 등에 의하여 급변하는 

부분에는 단면내의 응력분포가 변화한다. 특히, 항공기 

구조의 조립은 구멍을 가공한 후 패스너를 이용하여 

조립하는 방법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구멍 주위

에는 최대응력이 발생한다[6,7].

  Fig. 6, 7과 같이 균열발생 원인분석을 위해 기존 형

상인 날개보 웹(Web)의 체결구멍 주위의 응력을 해석

하였다. 응력해석은 외측 체결부 설계형상을 상세 유

한요소법(FEM)으로 모델링한 후 전기체 해석을 수행

하였다. 승강타에 발생하는 하중조건은 비행하중조건 

중 가장 하중이 크게 작용할 때를 가정하여 비대칭기

동에 돌발피치(Abrupt pitch) 기동을 적용하였다. 응력

해석 결과 날개보 웹(Web) 구멍 주위에 응력 집중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작용하는 응력(최대

응력 2,707.8 MPa(393 ksi))과 재료의 허용치(AL2024- 

T42, Ftu = 441 Mpa(64 ksi))로부터 안전여유(Margin 

of safety)를 계산한 결과 안전여유가 음의 값(M.S. = 

-0.89)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8]. 이는 재료의 허

용치를 넘는 굽힘 하중이 반복적으로 날개보 웹에 작

용하게 되면서 구멍 주위에 응력이 집중되어 균열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Fig. 6. FEM model of the elevator spar

Fig. 7. The stress analysis result of the elevator sp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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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피로 해석

  결함이 발생한 승강타 날개보 웹(Web)의 기존 형상

에 대해 피로해석을 수행하였다. 승강타에 작용하는 지

배적인 하중을 산출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항공기

(비행시간 9,947시간)의 비행자료를 기준으로 하였다[9].

  Fig. 8은 1,000시간 기준의 수직하중배수(Nz)의 발생

횟수이며, Fig. 9는 피칭기동 시 승강타 제어력(Control 

force)의 발생횟수이다. Fig. 10과 같이 기동 시 발생하

는 승강타 제어력을 고려하여 기동하중(Nz)과 응력과

의 상관관계식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피칭기동 시 승

강타에 지배적인 기동 하중조건인 7.0 g, 1.0 g, -3.5 g

에 대한 날개보 웹 구멍 응력은 Nz 7.0 g일 때 865.4 

MPa(125.6 ksi), Nz 1.0g일 때 145.2 MPa(21.08 ksi), Nz 

-3.5g일 때 -632.7 MPa(-91.83 ksi)로 파악되었다. 결함

형상에 대한 피로해석 결과 Table 1과 같이 날개보 균

열부위에 대한 피로수명은 1,120 비행시간으로 나타났

으며 이는 실제 운영항공기 주기검사(1,000시간)시 발

견된 결함과 유사함을 알 수 있었다.

Fig. 8. Nz Occurrences

Fig. 9. The numbers of control force

Fig. 10. Nz vs stresses of the spar web hole

Table 1. Fatigue analysis result of the existing spar

Part 
name

Material
Max. stress
MPa(ksi),

7 g

Analysis 
Life

(fhrs)

Fatigue limit 
MPa(ksi)

MIL-HDBK-5

Spar
AL2024

-T42
865.4

(125.6)
1,120

159.2(23.1)
(Kt=1.0, R=-1.0, 

N=107)

4. 설계변경

4.1 구조물 변경 및 해석

  승강타 날개보 관련 설계개선은 기존 구조물을 최대

한 활용하고 변경을 최소화하기 위해 승강타와 수평안

정판을 연결하는 러그 구조물의 형상변경을 검토하였

다. 기존 형상은 2개의 분리된 러그와 날개보 웹이 조

립되어 4곳의 패스너 체결부로 하중이 전달되나 변경

형상은 Table 2 및 Fig. 11과 같이 러그 구조물을 일체

형으로 변경하고 상, 하부에 보강재(Doubler)를 추가하

였다. 러그와 보강재는 상, 하 각각 5곳의 패스너로 체

결하고 러그와 날개보 웹은 4곳에서 2곳의 패스너 체

결로 변경하여 하중이 분산되도록 개선하였다.

Table 2. The changed parts comparison

Part Existing configuration Changed configuration

Lug
Two-piece lug

(AL7050-T7451)
One-piece lug

(AL7050-T7451)

Doubler -
Upper, Lower doubler

(AL2024-T3)

  일체형 러그 구조물 및 추가된 상, 하부 보강재를 

적용한 날개보 웹에 대해 원인분석 시 적용한 조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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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비대칭기동에 돌발피치 기동시의 정하중 해석

을 수행하였다. Fig. 12과 같이 날개보 웹의 최대응력

은 96.5 MPa(14 ksi)로 허용응력 대비 안전여유(Margin 

of safety)가 충분한 양의 값(M.S. = 2.0)을 가져 정적강

도를 만족하였다.

Fig. 11. The changed lug and doubler configuration 

Fig. 12. The stress analysis result of the elevator spar 

with changed parts

  설계 변경된 일체형 러그 구조물 및 추가된 상, 하

부 보강재를 적용한 날개보 웹(Web)의 피로해석 수행

을 위해 피칭기동 시 승강타에 지배적인 기동 하중조

건인 7.0 g, 1.0 g, -3.5 g에 대해 응력해석을 수행하였

다. Fig. 13 및 Table 3과 같이 각각의 구성품에 작용하

는 최대응력은 하중조건 Nz 7.0 g일 때 날개보 웹구멍 

18.6 MPa(2.7 ksi) 및 플랜지구멍 47.5MPa(6.9ksi), 러그 

웹구멍 82.7 MPa(12.0 ksi), 러그구멍 28.9 MPa(4.2 ksi), 

필렛반경(Fillet radius) 44.8 MPa(6.5 ksi), 보강재 구멍 

57.2 MPa(8.3 ksi)로 나타났다. 이는 MIL-HDBK-5에서 

제시하는 날개보, 러그 및 보강재 재질의 피로한도

(Fatigue limit) 이하이므로 설계변경 형상은 충분한 운

영수명(영구, Permanent)을 갖는 것으로 판단된다.

Fig. 13. The stress analysis result by the flight load

Table 3. The fatigue analysis result of the changed parts

No Part Location
Fatigue 
Limit

MPa(ksi)

Max stress
MPa(ksi), 

7 g

Analysis
Life

(fhrs)

1 Spar
(AL2024

-T42)

Web
hole

159.2
(23.1) 18.6(2.7) Permanent

2 Flange
hole

159.2
(23.1) 47.5(6.9) Permanent

3

Lug
(AL7050
-T7451)

Web
hole

88.9
(12.9) 82.7(12) Permanent

4 Lug
hole

88.9
(12.9) 28.9(4.2) Permanent

5 Fillet
Radius

88.9
(12.9) 44.8(6.5) Permanent

6
Doubler
(AL2024

-T3)
Hole 119.2

(17.3) 57.2(8.3) Permanent

   Fig. 14. The crack propagation analysis of the 

elevator spar flange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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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날개보 웹면에 존재하는 균열이 날개보 상단

의 플랜지 모서리반경(Corner radius)까지 성장하였다는 

가정 하에 플랜지 부위에 대한 균열성장 해석을 검토

하였다. 해석결과 Fig. 14와 같이 날개보 플랜지의 최

대 응력은 Nz 7.0 g 조건에서 15.8 MPa(2.3 ksi)로 나

타났다. 따라서 결함부위에 대한 수리형상 적용 시 날

개보에 작용하는 응력수준이 낮아 균열은 더 이상 성

장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4.2 적용성 검증

  승강타 결함부위에 설계 변경된 일체형 러그 구조물 

및 추가된 보강재를 적용한 수리방안의 적절성을 검증

하였다. 검증결과 러그의 접근성 및 장착성, 결함부위 

구성품 탈거 후 재장착 시 리벳 체결 공구의 접근성 

및 작업성 등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날개보 

상, 하부에 신규 장착되는 보강재(Doubler)의 경우 조

립을 위해 접촉되는 점검창 끝단을 일부 절단할 필요

가 있었다. 점검창 측면의 포켓형 립(Rib)은 일체형 러

그와의 장착성을 고려하여 트림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하였다. 적용성 검증에 따라 공정 순서를 확정하고 수

정사항은 관련도면에 반영하였다. Fig. 15는 적용성 검

증을 위해 사용한 치구의 모습이다.

Fig. 15. The assembly jig with the elevator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현재 장기 운영 중인 항공기의 구성

품인 승강타의 날개보 웹면에 발생한 결함현상을 대상

으로 결함 고찰 및 원인을 분석하고 설계개선 및 적용

성 검증을 수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균열이 발생한 날개보 웹면은 파단면 분석결과 피로

의 전형적인 현상인 피로 줄무늬가 관찰되었으며 승강

타 작동 시 구동하중에 의한 반복적인 응력에 의해 균

열이 발생하였다.

  승강타와 수평안정판 연결부위는 동체 내측 연결부

위보다 외측 연결부위 구조가 상대적으로 약하게 설계

되어 균열발생에 취약한 것으로 판단되며 변경개선이 

필요하였다.

  승강타 날개보 연결부위 설계변경(일체형 러그 구조

물, 보강재 추가)에 대한 정하중 및 피로해석 결과 정

적강도를 만족하고 충분한 피로수명을 얻었으므로 개

선형상의 적용 시 하중분산으로 추가적인 기체결함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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