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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타워크레인은 지브의 생긴 모양으로 T형과 L형으로 

Fig. 1에 나타는 봐와같이 구분된다. 타워크레인은 중량
물을 들어 상승･하강･회전･기복 및 이동하는 작업을 수
행한다. 이런 작업을 수행할 때 타워크레인의 구조부에 
인장･압축의 하중이 인가된다. 반복된 하중의 영향으로 
구조물에 균열이 발생할 수 있으며, 좌굴이나 전도 사고
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안전한 사용을 위해 주기
적인 검사와 유지관리를 하고있다.

안전한 사용과 관리를 위해 ｢건설기계관리법｣에서는 
건설기계로 등록된 타워크레인을 대상으로 이동 설치와 
설치 후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진행한다. 그리고 
제작된 날로부터 10년, 15년, 20년 주기로 연식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1) 타워크레인 대한 검사를 통하여 

강제성이 있는 최소한의 기계적인(구조부 포함) 결함에 
대하여 관리를 진행하고 있으나 종합적인 분석 자료는 별
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아울러, 어느 구조물에서 균열이 
발생되며 취약 여부에 대한 종합분석 자료가 필요하다. 

언급된 문제와 관련하여 건설기계의 유지관리를 다룬 
연구가 다수 존재한다. 굴착기의 유지관리 관점에서 한경
구의 연구(2)는 굴착기를 대상으로 한 유지관리 분석데이
터를 제시하였다. 건설기계로 등록된 굴착기를 대상으로 
형식별, 제조사별, 제작년식별, 버킷 용량별, 작업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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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vulnerable parts of tower crane structures by analyzing 

extensive non-destructive test data. Approximately ten percent of domestically registered tower cranes 
were inspected by using magnetic particle inspection. The testing was carried out as advised in KS B 0213. 
The non-destructive results was analyzed with respect to jib types, age and crane size. As a result, the 
number of crack occurrences were the largest in mast parts, followed by main jib part. Moreover, it was 
found that turntables were important parts deserved to be noticed at the perspective of safe mainte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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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lassification of tower cranes

자동차안전학회지: 제13권, 제2호, pp. 50∼56, 2021
논문접수일: 2021.5.18, 논문수정일: 2021.5.26, 게재확정일: 2021.5.26



타워크레인의 용접부 비파괴검사 데이터 기반 취약부위 분석

자동차안전학회지: 제13권, 제2호, 2021 51

에 따라 2012년 9월부터 2년간 100대를 조사하여 균열 
및 용접수정 사례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타워크
레인과 관련하여 단편적인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 타워
크레인과 관련한 연구는 설치･상승･해체,(3) 사용상의 안
전 사항,(4) 사고사례를 기반으로 한 위험 분석(5) 및 조종
사에 대한 내용(6)을 다루고 있어 기계적인 관리보다는 사
용상 관리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한편, 타워크
레인의 취약부위에 관해서는 메인지브 End부분, 마스트 
부분이 취약한 것으로 조사되나,(7,8) 이들의 연구가 개별
적인 파손사례와 원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이들의 결
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기존의 연구결과 및 현장에서는 건설현장의 설치된 타
워크레인의 구조상 마스트와 지브가 가장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은 실증되고 종합적인 
분석데이터를 통해 취약부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이
는 사용자, 관리자, 검사자에게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 등록된 타워크레인 중 약 660여 
대를 대상으로 용접부에 대한 비파괴검사를 실시하여 종
합적인 분석데이터를 제시하고자 한다. 아울러, 균열 발
생 부위와 빈도를 정리하고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할 경우 
구조해석을 실시하였다.

2. 연구 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등록된 타워크레인 중 대형 건설 현장
에서 주로 사용하는 12톤급에서 18톤급의 타워크레인 중 
660여대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

한 등록현황(2020년 12월 기준)(9)에 따르면, 국내에 등
록된 타워크레인 5,961대 중 약 11%에 해당한다. 비파괴
검사는 Fig. 2의 타워크레인 구조부인 마스트, 텔레스코
픽 케이지, 턴테이블, 메인지브, 트롤리, 타이바, 카운터
지브, 캣 헤드의 용접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2.2. 비파괴검사 방법

본 연구에서는 비파괴검사 중 휴대성이 높고 철 재질
의 표면 및 표면 직하의 균열 확인에 특화된 자분탐상검
사를 선택하였다. 안전하고 정확한 검사를 위하여 타워크
레인이 해체된 상태인 주기장에서 자분탐상검사를 시행
하였다. 시험절차는 KS B 0213(10)에서 명시된 자분탐상
검사 방법과 절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였다. 검사는 전
처리, 자화, 자분 적용, 관찰, 기록의 순서를 따랐다.

검사를 시작하기 전 요크(Yoke)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자력 세기와 자력 방향에 대하여 점검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자력의 세기를 확인하기 위하여 ASME Sec. V 
art. 7(11)에서 명시된 요크(Yoke)를 사용하는 극간법의 
인장력 기준을 따랐다. 요크(Yoke) 장비에 따라 Fig. 3과 
같이 10lb(4.5㎏), 40lb(18.1kg) 리프팅 파워 블록을 이
용 인장력 확인한 후 요크(Yoke)의 자화시 자장 방향, 자
장의 유효범위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Fig. 4처럼 파이 모

Fig. 2 Structural elements of tower crane

Fig. 3 Lifting Power of Yoke

Fig. 4 Pie-Shaped magnetic particle field indic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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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의 시험편의 인공결함 부분을 바닥면에 향하게 하여 자
화 및 자분을 적용하여 자장의 방향 등을 확인하였다.(11) 
인장력과 자장 방향 등을 통한 장비 점검을 통하여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검사 준비를 완료하였다. 

검사에 대한 준비가 끝나면 검사 순서에 따라 검사대
상 표면을 정리하고 흑색 자분을 잘 볼 수 있도록 백색 페
인트를 검사대상에 도포한다. 위와 같이 전처리가 끝나면 
구조물의 부분 탐상이 가능하고 휴대성이 가장 좋은 요크
(Yoke)를 사용하여 비파괴검사를 시행한다. 요크(Yoke)
는 균열의 깊이에 따라 검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류전류 타입과 직류전류 타입 2가지를 이용하여 용접
부에 자화하였다. 자화 통전시간은 1초 이상으로 2~3회 
적용하였다. 자화는 한 용접부에 대해서 직류와 교류를 
순차적으로 진행하였다. 자화와 동시에 자분을 검사대상
에 분사하였다. 자분은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비형광 
습식 자분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검사에 대하여 정확성을 
높이 위하여 Fig. 5처럼 보이지 않는 가상의 선을 기준으
로 요크를 90°로 회전하여 검사를 시행한다. 즉, 자분탐
상검사는 수직으로 나온 결함 탐상에 특성화되어 자화, 
자분 적용을 한 후 요크(Yoke)를 90° 회전시켜 다시 자
화와 자분을 적용한다. 

Fig. 5 Two-way Inspection

마지막으로 관찰은 용접부 표면에 자분 적용을 하면서 
균열 여부를 확인한다. 자분 형태를 발견하는 경우 사진
을 찍어 그 결과는 정리하였다. 정리된 자분의 모양은 KS 
B 0213의 기준(10)에 따라 균열 자분모양, 선형상 자분모
양, 원형상 자분모양, 연속된 자분모양, 분산된 자분 모양
의 5가지의 형태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또한, KS B 0213에서 탈자(12)에 대한 규정과 표피효과 
등에 따라 각 구조물 용접부에 대한 자분탐상검사는 대형
구조물임을 참작하여 별도로 탈자를 진행하지 않았다.

2.3. 구조해석 방법
비파괴검사에 대한 결과 자료를 기준으로 추가적인 응

력 상태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구조물에 대하여 구
조해석을 시행하였다. 구조해석 시 타워크레인 작업 방법
을 고려하여 입력값을 정의하였는데, 타워크레인은 작업
물을 올리고 이동 후 내리는 작업을 하는 부하 상태와 작
업을 하지 않는 무부하 상태에 대한 정적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구조해석 프로그램은 상용 프로그램인 Ansys workbench
를 이용하여 부하 상태와 무부하 상태에 대하여 응력상태
를 확인한다.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T형 지브 형태의 
12톤급의 타워크레인을 대상으로 도면에 따라 기하 모델
을 구성한다. 

3. 연구 결과
3.1. 자분탐상검사의 자분 형태

정리된 비파괴검사 결과 중 자분 지시모양을 Table 1(10)

처럼 분류하였다. 분류된 자분 지시모양 중에서 균열지시
(Indications by cracks)는 KS B ISO 5817(12) 기준에 따
라 균열의 크기가 1mm보다 크면 결함으로 판단하여 자
료화하여 정리하였다.

대부분의 메인지브와 마스트의 용접부에서 나타나는 
자분형태는 Fig. 6과 같은 형태의 ‘균열 지시(Indications 
by cracks)’를 보였다. 그리고, 타워크레인의 다른 구조
물에서도 이와 비슷한 형태의 균열이 발생하였다. 

Table 1 Magnetic particles
Indications by 

cracks

Line-shaped 
indications

Length is at least 3 times the width

Circle-shaped 
indications

Length is less than 3 times the width
Continuous 
indications
Dispersed 
ind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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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균열 빈도 

3.2.1. 지브형태별

본 조사에서 발견된 균열은 총 201건이다. Fig. 7에는 
지브 형태별로 균열 빈도를 비교하였다. T형에서는 119
건으로 조사되었으며 L형은 82건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검사대수를 고려하여 상대균열빈도를 분석하면 1대 당 T
형은 0.29건(119건/410대), L형에서는 0.33건(82건/250
대)의 발생빈도를 보였다. 

(a) Number of cracks observed (b) Relative crack frequency
 Fig. 7 Number of cracks classified by jib types

3.2.2. 구조별

이전의 타워크레인 하중에 따른 구조해석 연구(8)에 따
르면 타워크레인은 메인지브(main jib)와 마스트(mast) 
부분이 취약부위로 알려져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비

파괴 실측자료를 기반으로 구조물별 균열 빈도를 Fig. 8
에 나타내었다.

균열의 빈도는 마스트(mast) 37.3%(75건), 메인지브
(main jib) 18.4%(37건), 턴테이블(turntable) 13.4%(27
건) 순으로 조사되었다. 기존의 구조해석연구(8)에 비추
어 가장 취약부위로 예상됐던 메인지브(main jib)와 마스
트(mast)에서는 균열 빈도가 55.7%로 나타났으며, 이어
서 턴테이블(turntable), 카운터지브(counter jib), 텔레
스코픽 케이지(telescopic cage) 순으로 조사되었다.

Fig. 9 Distribution of identified cracks with respect to 
Jib-Type

Fig. 9에는 구조별 균열 발생빈도를 지브 형태별로 나
누어 나타내었다. T형에서 탐색된 균열은 마스트(mast) 
35.3%(42건), 메인지브(main jib) 20.2%(24건), 턴테이
블(turntable) 12.6%(15건) 순으로 조사되었다. 기타 구
조물에서는 텔레스코픽 케이지(telescopic cage)와 타이
바(tie-bar)에서 균열빈도가 높았다. L형에서는 마스트
(mast)에서 40.2%(33건)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메인지
브(main jib) 15.9%(13건), 턴테이블(turntable) 14.6% 
(12건) 카운터지브(turntable) 12.2%(10건) 순으로 정
리되었다.

지브의 형식에 따라 균열빈도와 취약부위를 비교하면 
큰 차이는 없었으나, T형과 L형에서 마스트(mast) 부분은 
높은 균열 발생 빈도를 보여 유지관리에 있어 우선시되는 
구조물로 인지되었다. 마스트(mast) 다음으로는 메인지
브(main jib), 턴테이블(turntable), 카운터지브(turntable) 
순으로 중요도가 높은 관리대상임을 나타냈다.

3.2.3. 크기별

타워크레인의 크기별 구조물의 균열 빈도에도 차이가 
있는지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T형에서는 12톤, 14톤, 16
톤급 3종을 검사 대상으로 하였으며, L형은 위의 3종외 

Fig. 6 Indications by cracks

Fig. 8 Identified crack distribution in tower crane stru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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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톤급도 대상으로 포함되었다. 
T형 지브를 크기별로 분석한 구조물의 균열 빈도를 Fig. 

10에 정리하였다. 14톤급에서는 메인지브(main jib)에서 
균열 빈도가 높으며, 12톤급에서는 기타의 구조물에서도 
높은 빈도가 관찰되었다. 기타 부분의 16건 중 8건의 균
열 빈도가 텔레스코픽 케이지(telescopic cage)에서 나
타났다. 텔레스코픽 케이지(telescopic cage)는 설치, 상
승 및 해체 시 하중이 인가되므로 균열 발생의 원인으로 
생각된다.

Fig. 11 Cracks by structure by L-type size

L형을 크기별로 Fig. 11에와 같이 정리하였다. 마스트
(mast)에서 31%로 많은 빈도가 나왔으나 크기별로 차
이를 보였다. 12톤급에서는 마스트(mast)와 카운터지브
(turntable)에서 많은 균열 빈도를 보였다. 이는 T형과는 
다른 L형의 구조적 특성으로 판단되는데 L형은 카운터지
브(turntable) 상부에 메인지브(main jib)가 연결되는 구
조이다. 즉, 타워크레인 작업 범위를 설정하는 메인지브
(main jib)의 기복으로 턴테이블(turntable)에 하중이 주
로 인가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14톤에서 18톤 사이의 L형 타워크레인에서는 
턴테이블(turntable)에서 많은 균열 빈도가 보인다.

L형의 결과에서 주목할 점은 마스트(mast), 메인지브(main 
jib) 이외에 턴테이블(turntable), 카운터지브(turntable)
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균열 빈도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
이다. 이외, 카운터지브(turntable)의 균열은 12톤급에서 
집중적으로 빈도가 높았다. 이는, 12톤급 타워크레인의 
카운터지브(turntable)가 다른 급 타워크레인보다 크기
가 작아서 연결 부분에 하중이 인가된 것으로 보인다.

본 절에서 언급된 사항을 종합하면 균열 빈도가 가장 
많은 구조부는 마스트(mast)이며 메인지브(main jib)와 
턴테이블(turntable)이 뒤따랐다. 그리고 12톤급에서 T
형은 텔레스코픽 케이지(telescopic cage), L형에서는 카
운터지브(turntable)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균열 빈도가 
보였다.

3.2.4. 구조물 중복 균열 수 제거

마스트(mast)와 메인지브(main jib)의 구조물은 별도
로 약 10∼14개 섹션을 조립하기 때문에 다른 구조물과 
비교하였을 때 균열 빈도가 높아 보일 수 있다. 조사 방식
을 수정하여 지브 형태별로 간단하게 조사하였다. 이는 
마스트(mast)와 메인지브(main jib)의 구조 부분은 섹션
이 많아 상대적으로 균열검출 건수가 많아질 수 있어, 취
약부위 분석에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이다. 이 사항을 수
정하여 단순 수치로 각 구조물당 여러 건의 균열이 조사
되어도 1건으로 집게하여 Table 2처럼 균열 빈도를 다시 
정리하였다. Table 2는 기존 방법의 조사 내용과 수정사
항의 조사 내용을 비교하여 볼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

수정 정리한 내용을 확인한 결과 여전히 마스트(mast)

Fig. 10 Cracks by structure by T-type size

Table 2 Comparison of the number of cracks by structure
Structure Number of 

cracks
Number of structural

 frequency cases
Sum 201 146
Mast 75 (37%) 46 (32%)

Main jib 37 (18%) 29 (20%)
Counter jib 18 (9%) 12 (8%)
Cat head 11 (5%) 9 (6%)
Tie bar 9 (4%) 7 (5%)

Turntable 27 (13%) 24 (16%)
Telescopic cage 12 (6%) 9 (6%)

Trolley 3 (1%) 3 (2%)
Hook 9 (4%)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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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메인지브(main jib)에서 52%의 균열 빈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구조물별로 균열 조사할 때와 비슷한 수치로 
총 빈도를 보았을 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즉, 마스트(mast)와 메인지브(main jib)는 많은 섹션
이 있어 균열 빈도가 높은 것이 아니며, 취약한 부위여서 
유지보수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구조부임을 알 수 있
다. 이 구조물은 타워크레인 작업 시에 타워크레인의 하
중을 지지하는 역할을 하거나 중량물을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구조물로 다른 구조부보다 하중을 많이 받는 구조체
로 인식할 수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마스트와 메인지브 
이외의 다른 구조물에서는 타워크레인의 하중을 지지하
는 역할보다 작업장치 등의 기능적인 역할로 균열이 상대
적으로 적게 나온 것으로 생각된다.

구조물을 지브 형태별로 Fig. 12처럼 균열 빈도를 정
리하였다. 마스트, 메인지브, 턴테이블에서 순으로 균열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턴테이블 부분에서 균열 검
출 빈도가 높은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연구(8)

와 비교하여 마스트, 메인지브 외에도 턴테이블도 유지관
리에 추가적인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주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a) T-type (b) L-type
Fig. 12 Number of cracks per structure-duplicate removal

3.2.5. 턴테이블 구조해석
구조부에 대하여 비파괴검사 결과 균열 빈도는 메인지

브, 마스트 순이였으며 이외에 턴테이블도 무시할 수 없
는 균열 빈도를 나타냈다. 턴테이블은 상부와 하부로 나
눠진다. 회전운동을 하는 상부보다 균열이 많았던 하부를 
대상으로 균열 빈도가 높은 원인을 찾고 응력 상태를 분
석하기 위해 구조해석을 진행하였다.

T형 지브의 12톤급 타워크레인을 대상으로 턴테이블
을 지지하는 하부를 도면에 따라 기하 모델을 구성하였
다. 사용 프로그램은 Ansys workbench로 구조해석을 실
시하였다. 부하상태와 무부하상태의 두가지 케이스로 정
적 구조해석을 실시하였다. .1,151,287개의 요소로 유한

요소로 해석모델을 구성하였으며, 일반용접구조 강도계
산을 위한 탄성 모델로 사용하였다. 경계조건을 턴테이블 
볼트 조립부를 고정구속을 하였다. 작용하중은 턴테이블
의 가상 중심선을 기준으로 메인지브 위치의 44m 지점
에서 6톤의 중량물을 올리는 부하 상태이다.

이 구조해석은 작용하중으로 부하 시의 수직하중은 50 
tonf, 모멘트값은 129.3 tonf･m으로 적용하고 무부하 시 
일 때는 수직하중은 44tonff, 모멘트값은 -125.7tonf･m
으로 적용하였다. 또한, 비가동 시의 설계하중은 수직하
중 80tonf, 모멘트 240tonf･m, 수평하중 4tonf을 적용하
였다.

부하 시에는 Fig. 13(a)와 같이 전면부(메인지브 방향)
에서 압축응력(빨간색)을 최대 약 98MPa의 받고 있다. 
핀 체결 용접부, 턴테이블의 보강을 위한 용접부 등 노치
부에서 주로 압축응력이 발생 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아울러, Fig. 13(b)와 같이 무부하시 압축응력을 받았던 
부분은 인장응력을 받고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무부하 시 Fig. 13(b)와 같이 후면부(카운터지브 방향
-메인지브 반대 방향)에서 압축응력(빨간색)을 최대 약 
71MPa을 받고 있다. 구조해석을 통해 확인된 결과 턴테
이블은 부하 상태일 때에는 압축응력은 전면부에 받게 되
고 무부하 상태일 때에는 압축응력이 후면부에서 받게 되
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부하시에는 압축응력을 받았

(a) Load states

(b) Unload states
Fig. 13 Turntable Structura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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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부분이 인장응력을 받는 것을 확인하였다.
턴테이블은 인장강도와 항복강도가 656MPa, 381MPa

인 “SM490YA”를 사용하여 제작한다.(13) 구조해석 결과, 
최대 응력은 항복강도 이내로서 탄성변형이 발생하고 있
으나, 기본적으로 턴테이블 구조에서 노치부와 용접 효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인장･압축이 반복적으로 진행되어 
피로균열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및 고찰
본 연구에서는 타워크레인을 대상으로 각 구조물에 대

한 용접 부분에 대한 비파괴검사를 실행하여 균열 확인과 
결과를 기반으로 분석치를 자료화하였다. 타워크레인의 
구조부 중에서 균열 빈도가 많은 구조부는 마스트 용접
부, 메인지브 용접부, 턴테이블 용접부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균열은 용접 비드에서 균열이 확인되었고 균열
의 진행되는 구조물에 하중이 인가되어 전도 등의 사고 
원인이 될 수 있다. 분석결과 균열의 빈도가 많이 발생하
는 구조물에 대하여 유지관리 우선 대상의 주요 구조부로 
정하여 한다

1) 지브 형태별로 확인하였을 때는 T형 및 L형 모두
에서 마스트와 메인지브에서 가장 많은 균열이 발
생하였다.

2) 마스트, 메인지브 이외에도 턴테이블에서도 많은 
건수의 균열이 발생하였으며 반복하중을 받는 턴
테이블도 유지관리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주요 구
조부이다. 

3) L형 12톤급 타워크레인에는 마스트 이외에 카운
터지브에서도 균열 발생 빈도가 무시할 수 없었다.

타워크레인의 수명연장과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중요
도가 높은 구조물로 본 연구를 통해 타워크레인의 취약부
위에 대한 제시된 마스트, 메인지브, 턴테이블과 KS B 
ISO 8686-3(14)를 비교하여 유지관리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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