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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연속식 하역기는 항만에 접안된 선박으로부터 화물

을 육상으로 하역하는 장비로서 다수의 버킷이 장착되

어 석탄, 시멘트, 철광석 등의 화물을 굴삭하고 육상으

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는 설비이다. 주로 발전소, 제

철소 및 원료처리설비용 항만부두 등에 사용되고 있으

며 과거에는 설계 목표 수명이 20년 이었으나 최근에

는 30~50년으로 설계되어 반영구적인 대형설비로 분류

되고 있다1,2). 하지만 구조물의 결함, 비정상적인 하중 

및 부식 등의 이유로 균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설계 

수명에 도달하기 전에 피로 파손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3).

일반적으로 피로 수명은 초기 균열이 발생할 때까지

의 균열 개시 수명과 발생된 균열이 구조물 붕괴까지 

성장하는 균열 진전 수명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연속

식 하역기와 같은 대형 구조물 설비의 경우에는 균열 

진전 수명이 전체 피로 수명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5). 피로수명을 예측하기 위한 방

법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S-N 선도를 이용한 방법은 

피로 수명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진전 수명에 

대한 평가가 어려운 문제가 있으며, 균열 개시 수명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설비의 가용성 및 경제성 측면

에서 최적의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연속식 하역기의 가용성 및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는 주요 부재의 구조 안전상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

서 일정 이하의 균열을 허용할 수 있다6). 이를 위해 균

열을 조기에 진단하고 잔존 수명을 예측, 보증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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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데이터를 확보하여 연속식 하역기 주요 부재의 균

열 발생 시 계속 사용, 수리 및 교체를 할 수 있는 판

단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연속식 하역기의 주요 부재를 대상으

로 균열 존재 시 잔존 수명을 예측하는 연구를 수행하

였다. 또한 잔존 수명 예측 결과를 기반으로 연속식 하

역기의 균열 검사 주기를 선정하였다. 이를 위해 연속

식 하역기의 구조 및 작용 응력에 대해 분석하여 주요 

부재를 선정하였으며, 주요 소재로 사용되고 있는 

SM490YA, SM570TMC를 대상으로 인장시험 및 피로

균열 진전시험을 실시하였다. 또한 분석 및 시험 결과

를 종합하여 균열 진단 길이에 따른 잔여 하역 수명을 

예측하였다.

2. 연속식 하역기의 주요 구조 및 작용응력 분석

2.1 주요 구조 분석

연속식 하역기는 일반 크레인에 비해 구현 기능의 

종류가 많고 구조가 복잡한 특징을 갖고 있다. Fig. 1은 

시간당 2000 ton의 화물 처리 능력을 가진 연속식 하역

Fig. 1. Continuous ship unloader(capacity : 2000 ton/hour).

Fig. 2. Superstructure of continuous ship unloader.

Fig. 3. Strain gage attached to tension bar member.

기를 나타낸 것이다. 특히 Fig. 2의 상부구조물 중 텐션

바(Tension Bar)는 양단이 고정되어 운행 시 가장 큰 하

중을 받는 H 빔 부재로, 사용 연수가 늘게 되면 피로 균

열 현상이 많이 발생되며 가장 취약한 부위로 알려져 

있다2). 이 피로 균열이 발견되지 않고 임계 길이를 초과

할 경우 취성파괴가 일어나 붕괴 사고로 이어진다7). 따

라서 버킷 엘리베이터 쪽에 위치한 텐션바를 기준으로 

유지보수 지침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2 작용응력 분석

텐션바 부재는 작용 하중이 크고 붐 기복 각도 및 

운전조건의 변화에 따라 하중의 크기 등이 달라져 작

용응력을 계산하기가 매우 어려운 문제가 있다. 따라

서 정확한 응력측정을 위해서 텐션바에 직접 strain 

gage를 부착시켜 정상 운행 시의 strain 변화량을 측정

하고 응력을 계산하였다8).

H빔 형태의 텐션바에 8개의 1축 strain gage와 2개의 

2축 strain를 Fig. 3과 같이 부착하였으며, 발전사 용 석

탄 운반 선박 1대를 하역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동안 

측정한 strain 값으로부터 응력을 측정하고 사이클 카

운팅을 실시하였다. Table 1은 선박 1대의 화물을 하역

하는 과정에서 측정한 응력 결과를 응력비 0.1로 정리

한 것이다.

3. 기계적 특성 평가

3.1 인장시험

본 연구에 사용된 SM490YA, SM570TMC 소재는 연

속식 하역기에 사용되는 구조용 압연강재이며 두 강재

의 화학조성 분석 결과를 Table 2에 나타내었다. 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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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tress measurement results of tension bar when 
unloading one cargo ship

No. Cycles [N] σa [MPa] σm [MPa]

1 27,720 52.47 64.13

2 26,400 52.335 63.965

3 24,720 52.245 63.855

4 50,420 51.975 63.525

5 4 56.565 69.135

6 6 56.34 68.86

7 5 54.99 67.21

8 5 52.02 63.58

9 26,400 51.39 62.81

10 5 50.535 61.765

11 1 54.27 66.33

12 25,700 50.985 62.315

13 26,400 50.445 61.655

14 25,700 49.95 61.05

Table 2. Chemical composition of materials

Materials
Chemical composition [%]

C Si Mn P S

SM490YA 0.2 0.55 1.60 0.035 0.035

SM570TMC 0.18 0.55 1.60 0.035 0.035

Fig. 4. Dimensions of tensile test specimen.

Fig. 5. The scene of tensile test.

Table 3. The results of tensile test

No. E [GPa] σY [MPa] σU [MPa]

SM490YA 206 381 546

SM570TMC 203 418 610

시험을 위해 ASTM E89)의 Sheet type 형태로 시험편을 

제작하였으며 MTS사의 10 Ton 용량 만능재료시험기

와 신율계를 사용하여 상온에서의 탄성계수, 항복강도 

및 인장강도를 평가하였다. Fig. 4, 5는 각각 인장 시험

편의 형상과 시험 장면을 나타낸 것이며, Table 3은 인

장시험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인장시험 결과 두 소재 모두 탄성계수는 약 200 GPa

로 평가되었으며, SM570TMC 소재가 SM490YA 소재 

대비 항복강도 37 MPa(약 9.7%), 인장강도는 76 MPa

(약 13.9%) 높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3.2 피로균열진전시험

피로균열진전시험을 위해 ASTM E64710)에 따라 두

께 6.4 mm의 Compact Tension(CT) 시험편을 제작하였

으며 Fig. 6에 세부 치수정보를 나타내었다. 피로균열

진전시험에 앞서 제작된 CT 시험편의 기계가공 노치

에 1 mm의 날카로운 예비 균열을 생성시키기 위해 응

력확대계수범위 ΔK 감소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예비 

균열이 삽입된 시험편에 상온에서 8 Hz의 속도로 일정

하중을 정현파 형태로 인가하여 균열을 진전시켰다. 

이 때 하중비를 0.1로 하였으며 인장시험 결과를 참고

하여 진폭 하중을 SM490YA의 경우 15.25, 9 및 5.85 

kN, SM570TMC의 경우에는 7.2 및 6.3 kN으로 하였다.

피로균열진전시험 수행 중 균열길이를 측정하기 위

해 시험편의 균열 진전부 표면을 연마하고 침투액을 

도포한 후 이동식 현미경을 사용하였다. Fig. 7은 피로

균열진전시험 장면과 피로균열진전량 측정 장면을 나

타낸 것이다.

시험을 완료한 후 SM490YA 및 SM570TMC 소재의 

피로균열진전시험 결과를 균열 길이와 누적 사이클의 

선도로 Fig. 8 (a), (b)에 나타내었다. 두 재질 모두 작용 

하중이 증가할수록 균열 성장 속도 역시 증가하는 경

향을 보였다. 또한 균열 길이와 누적 사이클 선도를 미

분하여 얻은 균열진전 속도(da/dN)와 ΔK의 곡선을 Fig. 

9 (a), (b)와 같이 도출하여 균열이 안정적으로 증가하

는 구간인 Ⅱ 구간의 데이터를 식 (1)에 제시한 Paris 

Law에 따라 균열 전파 특성을 나타내는 재료상수인 C

와 m을 각각 도출하였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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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Dimensions of CT specimen.

Fig. 7. Fatigue crack propagation test and measuring of crack.

(a) SM490YA material

(b) SM570TMC material

Fig. 8. The relationship of crack length-cycle.

(a) SM490YA material

(b) SM570TMC material

Fig. 9. The relationship of da/dN-ΔK.

SM490YA 소재의 경우 재료상수 C와 m은 각각 

8.7x10-13, 3.43, SM570TMC 소재는 2.8x10-12, 3.02로 계

산되었다. 또한 하한응력확대계수 Kth값과 임계응력확

대계수 KC값을 데이터로부터 분석하여 SM490YA 소

재의 경우 21, 92 MPa, SM570TMC 소재의 경우 23, 

100 MPa임을 확인하였다. 이때 하한계 근방의 시험 데

이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전체 da/dN-ΔK 거동을 비선

형식으로 표현하고 10x10-10 m/cycle일 때의 ΔK를 하한

계 응력확대계수로 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11). 피로균

열진전시험 결과를 이용하면 균열이 존재하는 텐션바

에 특정 하중 작용 시 잔존수명 예측이 가능하다12).

4. 임계 균열을 고려한 텐션바의 검사 주기 선정

4.1 다양한 균열에 따른 텐션바의 잔존수명 예측

텐션바 부재에 다양한 균열 길이를 가정하고, 응력

확대계수(K)를 이용해 균열 존재 시 잔존 수명을 평가



연속식 하역기 텐션바의 임계 균열을 고려한 잔존수명 예측 및 검사 주기 선정

한국안전학회지, 제33권 제6호, 2018년 5

Fig. 10. The relationship of allowable crack length-detection 
crack length.

하였다. 이를 위해 Table 1에 정리된 텐션바 부재에 작

용되는 응력 측정 결과를 식 (2)와 (3)에 대입하여 최소 

검출 균열 길이를 5 mm로 가정하여 소성역의 크기보

다 검출 균열이 더 큰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검출 균

열길이를 5 ~ 140 mm까지 변화시켜가며 부재가 견딜 

수 있는 한계 균열길이를 식 (4)를 통해 계산하였다. 

그 결과 Fig. 10에 나타낸 것과 같이 SM490YA 소재의 

경우 약 95 mm, SM570TMC 소재의 경우 약 105 mm 

이상으로 진전될 경우 순간 파단이 발생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max max∙ (2)

 ≥ 
max 



(3)

  

 max
 



(4)

한계균열길이 계산한 후 최소 검출 균열 길이인 5 

mm부터 한계 균열길이 내에서 균열 길이를 변화시켜

가며 Table 1의 응력을 ΔK로 환산하였다. 그리고 균열

진전시험으로 구한 각 소재의 Kth이하 값을 제외한 후, 

Kth이상에 해당하는 유효한 응력 조건, 검출 균열 길이, 

그 때의 한계 균열길이, 재료상수인 C와 m, 부재의 형

상계수를 식 (6)에 대입하여 잔여수명을 평가하였다. 그

리고 선박 1 대의 화물을 하역하는 동안 텐션바 부재가 

받는 사이클 횟수를 고려하여 전체 손상을 계산하였으

며 최종적으로 잔여 하역 가능 수명을 평가하였다.

연속식 하역기의 무한수명을 년 50회, 50년 총 2,500 

Table 4. Conversion life time according to various detection 
crack length

Detection crack length
[mm]

Conversion life time [N/Ship]

SM490YA SM570TMC

9 Infinite Infinite

10 16.28 Infinite

11 1.85 Infinite

12 1.48 18.38

13 1.31 2.10

14 1.15 1.70

15 1.01 1.52

Fig. 11. The relationship of Remaining unloading life-detection 
crack length.

회의 수명에 2배인 5,000회로 정의하였을 때 SM490YA 

소재는 9 mm, SM570TMC 소재는 11 mm까지 균열이 

진전하더라도 무한수명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하지만 

작업 중 이상하중이나 자체결함, 부식 등의 이유로 균

열길이가 각각 1 mm 이상 더 증가될 경우 하역 가능

한 수명이 SM490YA는 동일한 발전사 용 석탄 운반 

선박을 기준으로 약 16대, SM570TMC는 약 18대로 급

격히 감소되는 경향을 보였다. Table 4와 Fig. 11은 잔

여 하역 가능 수명을 정리하여 나타낸 것이다.

 




∆








∆


(5)

≠,

 ∆


×












 




(6)



박수⋅정장영⋅송정일⋅김대진⋅석창성

J. Korean Soc. Saf., Vol. 33, No. 6, 20186

4.2 잔존수명 예측 결과 기반 검사 주기 선정

피로균열진전시험 결과와 부재가 받는 응력 조건을 

종합 분석하여 도출한 하역 가능 수명 - 검출 균열길이 

관계로부터 유지보수 등급을 3등급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연속식 하역기의 잔여 하역 가능 수명이 5,000 

회 이상인 구간을 1등급, 수명이 급격히 감소되어 

5,000회에서 약 10회까지 변화되는 구간을 2등급, 그 

이후를 3등급으로 구분하여 각 단계에서의 검사 주기

를 선정하였다. Table 5는 각 소재의 검출 균열 길이에 

따른 등급을 분류한 것으로 1등급에 해당되는 구간은 

SM490YA의 경우 9 mm 이하, SM570TMC의 경우 11 

mm 이하이며, 2등급에 해당되는 구간은 SM490YA의 

경우 최대 10 mm, SM570TMC의 경우에는 12 mm로 

구분되었다. 그리고 각 소재 별 2등급 이상에 해당되는 

10 mm 및 12 mm를 초과된 경우를 3등급으로 하였다.

균열 길이에 따라 등급을 분류한 후 Table 6과 같이 

각 등급별 검사 주기를 선정하였다. 1등급의 경우 무한

수명으로 평가되었으므로 기존의 유지보수 절차를 준

수하며 년 1회 균열 검사를 실시하도록 결정하였다. 2

등급의 경우에는 안전하지만 이상 하중이 작용 시 균

열이 급격히 진전될 수 있으므로 선박 1대 하역 시 매 

회 균열검사를 할 수 있도록 기간을 결정하였으며, 작

업 도중 이상 하중이 감지되면 즉시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3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교체 또는 보수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다.

Table 5. Classification according to dection crack length

Grade
Crack length [mm]

SM490YA SM570TMC

1 Grade a  9 a  11

2 Grade 9 < a 10 11 < a 12

3 Grade 10 < a 12 < a

Table 6. Inspection cycle according to grade

Grade Inspection cycle

1 Grade Follow existing maintenance procedure, 
once a year inspection

2 Grade
Inspection on unloading one ship,

immediate check when abnormal load

3 Grade Immediate replacement or maintenance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연속식 하역기의 구조 및 작용 응력 

분석하여 주요 부재로 선정한 텐션바의 소재로 사용되

고 있는 SM490YA, SM570TMC를 대상으로 인장시험 

및 피로균열진전시험을 실시하였다. 또한 분석 결과 

및 시험 결과를 종합하여 균열 진단 길이에 따른 잔여 

하역 수명을 예측하고 유지보수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과정에서 얻어진 연구 성과를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1) 연속식 하역기의 구조를 분석하여 버킷 엘리베이

터 쪽에 위치한 텐션바 부재를 주요 부재로 선정하였

으며 실제 응력 측정 결과를 대입하여 허용균열 길이

가 SM490YA, SM570TMC 소재일 경우 각각 95 mm, 

105 mm인 것으로 나타났다. 

2) 검출균열 길이를 허용 균열 길이 내에서 변화시켜

가며 연속식 하역기의 하역 가능 수명을 평가한 결과 

SM490YA 소재는 9 mm, SM570TMC 소재는 11 mm까

지 무한수명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후 균열이 1 mm 

진전될 경우 수명이 급격하게 감소되는 경향을 보였다.

3) 잔여 하역 가능 수명이 5,000회 이상인 경우를 1등

급, 수명이 급격히 감소되어 5,000회에서 약 10회까지 

변화되는 경우를 2등급, 그 이후를 3등급으로 하여 유

지보수 등급을 구분하였다. 1등급 구간은 SM490YA의 

경우 9 mm 이하, SM570TMC의 경우 11 mm 이하이며, 

2등급 구간은 각각 최대 10 mm, 12 mm로 구분되었다. 

그리고 각 소재 별 10 mm 및 12 mm를 초과된 경우를 

3등급으로 하였다.

4) 1등급의 경우에는 년 1회 균열 검사를 실시하도

록 결정하였으며 2등급의 경우 선박 1대 하역 시 매 

회 균열 검사를 실시하며, 작업 도중 이상 하중이 감지

되면 즉시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3등급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교체 또는 보수를 하는 것

으로 계획을 수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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