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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 predict the probabilistic service life, statistical factors should be included to consider

the uncertainty of parameters. Generally the probabilistic analysis is one of the common

methods to account the uncertainty of parameters on the structural failure. In order to

apply probabilistic analysis on the deterministic life analysis, it would be necessary to

introduce Probability of Failure(PoF) and conduct risk assessment. In this work, we have

studied probabilistic risk assessment of aircraft structures by using PoF approach. To

achieve this goal, the Bayesian method was utilized to model PoF estimation since this

method is known as the proper method to express the uncertainty of parameters. A series

of proof tests were also conducted in order to verify the result of PoF estimation. The

results from this efforts showed that the PoF estimation model can calculate quantitatively

the value of PoF. Furthermore effectiveness of risk assessment approach for the aircraft

structures was also demonstrated.

초 록

확률론적 수명예측은 파라미터들의 불확실성에 대하여 확률론적인 요소를 적용한다. 따

라서 기존의 결정론적 수명해석 기법에 확률론적 기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파손확률을

이용한 위험도 평가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항공기 구조물의 확률론적 위험도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파손확률 추정 모델링 기법을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파라미터들의 확률

론적 불확실성을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베이지안 기법을 이용하여 파손확률을 모델

링하고 실험 데이터를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베이지안 기반의 파손확률 추정 모

델링은 정량적인 파손확률을 계산하고 확률론적 위험도평가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

음을 입증하였다.

Key Words : Risk Assessment(위험도평가), Bayesian(베이지안), PoF Estimation(파손확률

추정), Aircraft Structural(항공기구조물)

†Received: March 27, 2013 Accepted: July 15, 2013

**** Corresponding author, E-mail : ksshin@kndu.ac.kr

http://journal.ksas.or.kr/

pISSN 1225-1348 / eISSN 2287-6871



620 김근원․신대한․최주호․신기수 韓國航空宇宙學會誌

Ⅰ. 서 론

항공기 구조물의 사용수명 예측은 일반적으로

각종 파라미터(parameter)를 하나의 확정 값으로

해석을 수행하는 결정론적 파괴역학 기법이 사용

되어왔다. 그리고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

는 항공기 수명관리를 위한 항공기 구조건전성

계획(Aircraft Structural Integrity Plan, ASIP)은

결정론적 파괴역학 기법을 기반으로 한다. 그러

나 초기균열 등 구조물에 작용하는 각종 초기피

로품질에 대한 파리미터들은 불확실성에 따른 확

률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선진 항

공기 운영국가에서는 결정론적 파괴역학 해석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확률론적 파괴역학 기

반의 수명관리를 발전시키고 있다[1,2]. 확률론적

수명관리 기법은 파라미터들의 불확실성에 대하

여 확률론적인 요소를 고려한다. 따라서 기존의

결정론적 기법에 확률론적 균열성장 기법의 적용

하기 위해서는 위험도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확률론적 위험도평가에서는 파손확률(Probability

of Failure)을 척도로 이용하며 신뢰성 있는 파손

확률의 산정은 위험도분석에서 가장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확률론적 위험도평가를 수행하

기 위하여 파손확률 추정 모델링 기법을 연구하

였다. 이를 위해 파라미터들의 확률론적 불확실

성을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베이지안 기법

과 파티클 필터(particle filter)를 이용하여 파손

확률을 모델링하고, 실험 데이터를 이용하여 입

증하였다.

Ⅱ. 본 론

2.1 확률론적 위험도평가 모델 및 파손확

률 추정 모델링

2.1.1 확률론적 위험도평가 모델

확률론적 위험도평가 모델은 Fig. 1과 같이 위

험요소식별, 파손확률추정 모델링, 위험도평가로

구분하여 수행한다[3,4].

특히 파손확률추정 모델링에서는 위험도 평가

를 수행하기 위하여 확률변수간 불확실성을 효과

적으로 반영한 베이지안 기법을 활용하여 균열성

장 모델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여 반영한다. 그

리고 파손확률은 샘플형태의 파티클 필터를 이용

하여 확률분포로 정량화됨으로써 효율적인 위험

도평가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5].

Fig. 1. The proposed Model for Risk

Assessment[3]

2.1.2 파손확률 추정 모델링

위험도평가를 위한 파손확률 추정을 위하여 초

기균열크기, 균열성장모델 파라미터의 확률변수

를 통계적으로 나타내야 한다. 베이지안 기법에

서는 파라미터에 대한 사전분포와 표본이 주는

정보인 우도함수(likelihood function)를 조합한

사후분포를 이용하여 파라미터를 추론한다. 사전

분포는 식(1)과 같이 와이블분포를 가정하였다.

여기서 는 형상모수( )와 크기모수()를 갖는

균열성장모델의 파라미터이다.

  
 

  exp 
 




 (1)

우도함수는 식(2)와 같이 로그정규분포를 사용

하여 사전분포가 업데이트 되도록 가정하였다.

여기서 y는 측정된 균열성장 데이터로 나타나는

우도, 와 는 로그정규분포의 평균과 분산, 는

균열성장률에서 존재하는 표준편차, 는 추정

균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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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3)과 같이 사전분포와 우도함수를 조합하면

측정 또는 결함 데이터를 업데이트하여 파라미터

의 사후분포를 구할 수 있다.

∝ (3)

사전분포로 사용되는 초기균열크기는 역외삽법

(back-extrapolation)을 이용하여 등가초기균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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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concept of EIFS distribution[7]

(Equivalent Initial Flaw Size, 이하 EIFS) 분포로

정량화하여 적용하였다. EIFS는 구조물의 세부요

소에 존재할 것으로 추측되는 가상의 균열로써

구조물의 초기피로품질을 특성화하는데 사용된

다. Fig. 2와 같이 균열시작시점(Time To Crack

Initiation, 이하 TTCI) 분포와 EIFS 균열성장식을

조합하면 EIFS에 대한 확률분포함수를 구할 수

있다[6,7].

EIFS 분포를 구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균열성장

식은 식(4)와 같이 Yang 등[7]이 제안한 균열성

장식에 확률변수를 적용하여 사용하였다.




    (4)

여기서 X는 균열성장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확

률변수이며 Q, b는 하중과 재료(material)의 특성

에 달려 있는 상수이다. 확률변수 X는 확률분포

특성을 나타내며 평균이 1이고, 음이 아닌 값을

갖는 확률변수로서 로그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

정하였다. 그리고 모수 Q, b을 구하기 위하여 최

우추정법(Maximum Likelihood Estimator, MLE)

을 사용하였다.

균열성장모델의 파라미터 가 확률변수이므로

식(5) 구조물의 피로수명(N)도 확률변수로 정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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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임계균열크기, 는 등가초기균

열크기, 는 응력세기계수 범위(∆), 응력비(R)

등 균열성장모델 파라미터이다. 따라서 는 다

양한 균열성장모델 적용이 가능하며, 본 연구에

서는 대표적인 균열성장모델인 Paris 모델을 적

용하였다. 부터 까지 사용시간을 나타내는

피로수명 확률변수를 이라고 하면, 의 누적분

포함수는 식(6)과 같이 확률론적 로그정규 분포

함수인 한계상태함수(Limit state function)로 나

타낼 수 있다.

  




ln ln  


 (6)

여기서 ·는 표준정규분포함수, 는 임의

시점, 는 임계균열크기  도달시까지의 평균

사용시간, 는 로그정규 표준편차이다. 임의시점

에서 임계균열크기 를 초과할 확률 는

식(7)과 같이 한계상태함수를 가지는 파손확률

(Probability of Failure, PoF)로 나타낼 수 있다.

  




ln ln  


 ,    (7)

2.2 실험

2.2.1 실험조건

확률론적 위험도평가를 위한 파손확률 추정 모

델링 데이터를 얻기 위하여 Fig. 3과 같이 항공

기에서 사용되는 재질 중 알루미늄 판재인

Al7075-T6을 대상으로 피로시험을 수행하였다.

시편형상은 ASTM 규격에 따라 CT(Compact

Tension)형을 사용하였으며[8], 크기는 길이(L)

60mm, 폭(W) 62.5mm, 두께 4.85mm 이다. 시험

조건은 응력비(R) 0.1, 주기 5Hz, 일정하중 2.5kN

을 적용하였다. 초기균열크기는 1.7kN 일정하중

을 적용하여 육안확인이 가능한 약 0.1mm를 기

준으로 13,000cycle까지 진전시킨 후 광학현미경

(Optical Microscope, OM)을 이용하여 확인하였

다. 이후 5개의 시편에 대하여 측정된 초기균열

크기부터 12mm까지 균열을 진전시켜 디지털 확

대경을 이용하여 균열데이터를 기록하고 최종적

으로 파단 되는 수명을 측정하였다.

2.2.2 파단면분석

주사전사현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을 이용하여 실험에 사용된 시편의 파단면

Fig. 3. CT specimen config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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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Result of fractography(SEM)

을 분석하였다. 일정변동하중의 미시적 파단면에

서는 Fig. 4와 같이 피로균열이 진전하였으며 피

로파단면의 미시적 특성인 피로줄무늬(striation)

이 발생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본 실험

은 피로에 의한 균열성장이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3 파손확률 추정

2.3.1 EIFS 분포

본 연구에서는 역외삽법을 이용하여 TTCI 분

포(1.25mm)로부터 EIFS분포를 구하였다. TTCI

(1.25mm)에 대한 적합한 확률분포 선정 및 모수

추정을 위하여 MINITAB 프로그램의 신뢰성분석

기능을 이용하였다.

Figure 5와 같이 TTCI에 대한 와이블분포는

형상모수 10.19, 척도모수 10,572을 가진다. 그리

고 유의수준 5%에 대한 와이블분포 A2임계치(양

측검정)는 3.091이고, TTCI 와이블분포 Anderson

-Darling 임계치는 2.562로 계산되어 적합성 검정

결과 유의수준 5%에 해당되었다. 또한 0.4mm

∼1.25mm에 대한 EIFS 균열성장식 모수 Q, b값

은 최우추정법을 사용하여 Table 1과 같이 구하

였다.

(a) Goodness-of-fit test (b) Weibull PDF

Fig. 5. Results of TTCI(1.25mm) distribution

Table 1. EIFS master curve parameter

구 분
FCP
#1

FCP
#2

FCP
#3

FCP
#4

FCP
#5

Q(× ) 1.47 1.42 0.94 1.15 1.82

b 0.26 0.24 0.52 0.31 0.43

*FCP:Fatigue Crack Propagation

(a) Goodness-of-fit test (b) Weibull PDF

Fig. 6. Results of EIFS distribution

구 분 초기 균열전 형상 초기 균열후 형상

FCP#1

FCP#2

FCP#3

FCP#4

FCP#5

Fig. 7. Result of initial flaw shape by using

optical microscope

TTCI 분포와 균열성장식을 조합한 EIFS의 와

이블분포는 Fig. 6과 같이 형상모수 2.72, 척도모

수 0.131을 가진다. 또한 Anderson-Darling 검정

법을 적용한 EIFS 확률분포의 적합성은 검정결과

유의수준 5%에 해당되었다.

Figure 7은 광학현미경을 이용한 CT시편의 초

기균열크기를 나타낸 것이다. 는 실제 초기

균열크기가 아니지만 어떤 재료가 큰 초기균열을

가진다면 EIFS를 이용하여 실제 초기균열크기를

추정해 볼 수 있다. Al 7075의 실제 초기균열크

기는 일반적으로 10∼20µm이나 Yongming[9]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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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 계산된 는 200∼300µm로 큰 차이

가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도 광학현미경을 이용

한 초기균열크기는 51.3∼145.7µm로 확인되어

Newman[10]의 연구결과인 일반적인 실제 초기

균열크기와 차이가 발생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역외삽법을 이용하여 계산된 는 66.6∼

182.5µm로 실제초기균열과 상당히 근접된다. 본

연구에서는 역외삽법을 이용하여 정확한 초기균

열 분포를 찾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초기균열 분

포 획득의 한계를 역외삽법으로 접근할 수 있음

을 확인하는 것이다.

2.3.2 균열성장모델 파라미터

본 연구에서는 식(8)과 같이 대표적인 균열성

장 모델인 Paris 모델을 적용하였으며, 파라미터

m, C 초기값은 와이블분포를 가정하였다. 여기

서 m은 균열성장속도지수, C는 균열성장속도계

수이다.



∆ (8)

Figure 8은 균열성장모델 파라미터 추정 결과

이다. 그림과 같이 균열성장 모델 파라미터는 베

이지안 기법에 의해 측정 데이터가 추가될 때 마

다 업데이트 된다. 추정된 사후분포를 샘플링하

는데 있어서 순차적 몬테카를로 기법인 파티클

필터가 이용되었으며, Matlab 프로그램으로

100,000개의 파티클 샘플이 생성되도록 하였다.

(a) using data=2

(b) using data=4

(c) using data=8

Fig. 8. Results of model parameter
estimation

2.3.3 파손확률 추정

현 운영시점(using data=8)에서 최종 업데이트

된 파라미터의 사후 확률밀도함수와 균열성장모

델을 이용하면 Fig. 9와 같이 임계균열크기까지

(a) using data=2 (b) using data=4

(c) using data=8

Fig. 9. Results of probabilistic prediction life

(a) PoF estimation at acceptable risk 10-3

(b) RUL estimation

Fig. 10. Results of PoF esti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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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확률론적 사용수명 예측이 가능하다. 그림과

같이 측정(measurement) 데이터 입력 개수가 증

가함에 따라 베이지안 기법의 장점이 효과적으로

반영되어 임계균열크기 까지의 정확한 확률론적

수명예측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또한 Fig.

10(a)와 같이 파티클 샘플의 형태로 허용위험도

에 따라 사용수명의 파손확률을 구할 수 있다.

허용위험도 10
-3
을 가정시 약 39,000cycle 부근에

서 위험도 초과가 예상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Fig. 10(b)는 현 운영시점에서 임계균열까지의 잔

여수명을 나타낸 것이며, 이는 위험도를 고려한

잔여수명 판단 등의 정비정책 수립을 위한 정량

적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Ⅲ.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항공기 구조물의 확률론적 위

험도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파라미터들의 확률

론적 불확실성을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베

이지안 기법을 이용하여 파손확률을 모델링하고,

실험 데이터를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그리고 다

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역외삽법을

이용한 EIFS 분포는 베이지안 기반의 파손확률

추정 모델링을 위하여 초기균열의 사전분포로 사

용할 수 있다. 또한 균열성장 모델 파라미터는

베이지안 기법에 의해 측정 데이터가 추가될 때

마다 업데이트 되어 파라미터의 불확실성을 감소

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베이지안 기반

의 파손확률 추정 모델링은 특정시점에서의 정확

한 확률론적 수명예측이 가능하고, 정량적인 파

손확률을 계산함으로써 확률론적 위험도평가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 이상

의 연구를 바탕으로 향후에는 실제 운영사례에

적용하는 연구를 수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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