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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1.

배관 재료의 파괴특성치 중 파괴저항 곡선은,

균열의 진전량에 대한 파괴저항값을 적분으로J-

나타낸 것으로, JIC의 결정이나 탄소성 파괴역학

적인 건전성평가 등에 사용된다.

균열 진전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표준 시험편의

경우에는 에서 제하컴플라이언스ASTM (unloading

법을 사용하도록 제시되어 있지만 직compliance) ,

류전위차(direct current potential drop : 법도DCPD)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제하컴플라이언스법.

이나 직류전위차법은 정밀한 신호 계측 장비가

필요하고 시험자의 많은 경험이 요구된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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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류전위차법을 이용한 동적 하중(dynamic load)

시험의 경우 동적 변형에 의해서 전자기 유도 현

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측정되는 전위차 값의 신

뢰도가 많이 떨어지고 전압이 급격히 변화하는

전압의 펄스 현상이 발생한다.
(1)

따라서 많은 연구자들이 하중 -하중선 변위 선

도로부터 직접 균열 길이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

하여 연구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 중의 하나인.

방법key curve
(2)은 균열 길이 계산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구속 효과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기 때

문에 사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정규화법,

(normalization method)
(3)은 균열 길이의 결정을 위

해 반복적인 계산을 수행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

을 뿐 만 아니라 균열 길이 계산을 위해서 최종,

균열 길이가 꼭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지만 최근,

에 수정된 ASTM
(4)에서는 동적 하중의 시험에서

균열 길이를 계산하기 위해 정규화법을 사용하도

록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또 다른 방법인 하중. ,

비법(load ratio method)
(5)은 세 가지 방법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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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apply the load ratio method to the measurement of the crack length

of the real scale pipe specimen. The load ratio method was modified and finite element analyses were

performed to deriv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ormalized compliance and the normalized crack

length for the pipe specimen. In order to measure the crack length, the direct current potential drop

method and the modified load ratio method were applied to the pipe test. The applicability of the

modified load ratio method was confirmed by comparing the calculated crack length with the measured

crack length from the pipe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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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간편한 계산 방법이며 최종 균열 길이가

제시되지 않아도 균열 길이의 예측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등Joyce
(6)이 제안한 하중비법은 시험 후 파단

된 시험편으로부터 최종 균열 길이를 측정하지

않고 균열 진전량을 계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

만 균열 진전의 계산을 최대 하중점에서부터 수,

행하므로 최대 하중점에서 큰 변위가 발생하는

연성 재료의 경우에 적용하기 어려우며 특히 배,

관에 적용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홍준화 등(7)이 제안한 한계 하중 해석을 이용

한 하중비법은 하중 -변위 선도 전체를 이용하여

균열 진전량을 계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참

조 곡선을 얻기 위해서는 시험편에서 측정한 최

종 균열 길이를 사용하여야 하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계 하중을 이용한 하

중비법을 최종 균열 길이가 제시되지 않은 경우

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이를 배관에 적

용하였고 실제 시험 결과와 비교하여 수정된 하,

중비법을 검증하였다.

하중비법의 수정2.

2.1 하중의 무차원화

은 하중비법Fig. 1
(7)에 따라서 시험편1/2T CT

의 파괴저항 시험으로부터 얻은 하중 -변위 선도

를 초기 균열 길이(a0 와 성장하는 균열 길이) (ai)

를 고려한 한계 하중으로 무차원화하여 획득한

변형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P/P0,ai 곡선은 성장하

는 균열에 대한 균열 길이를 이용하여 계산한 결

과이며, P/P0,a0 곡선은 초기 균열 길이를 이용하

여 계산한 결과이다 균열 진전 이후에 소성 변.

형의 증가로 인한 변형 경화 현상 때문에 P/P0,ai

곡선의 변형 거동이 직선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존 연구자들은(7,8) 이러한 직선적인 변형 거동

으로부터 참조 곡선을 결정하여 균열 진전량을

계산하고 있다 따라서 실제 균열 진전량에 대한.

정보가 없이 이러한 참조 곡선을 결정하기 위한

식을 제시한다면 균열 진전량의 예측이 가능할

것이라 판단된다..

2.2 LMN 함수를 이용한 참조 곡선 결정

함수LMN
(9)를 이용하여 무차원 하중과 하중선

변위의 관계를 식 과 같은 형태로 나타낼(1)

Fig. 1 Load - load line displacement curves

normalized by the limit load using

initial and growing crack length for

1/2TCT specimen

Fig. 2 Load - load line displacement curves

normalized by the limit load using

growing crack length and fitted data for

1/2TCT specimen

(1)

수 있다 여기에서 은 가상적으로 정한. L, M, N

계수이고 는 하중선 변위이다 균열 진전 후의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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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0,ai 곡선은 직선적인 형태로 나타나므로, P/P0,a0

곡선의 일정 부분을 함수를 사용하여 곡선LMN

적합하면 참조 곡선을 얻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참조 곡선을 구하기 위하여

P/P0,a0 곡선에서 하중과 한계 하중이 같은 지점

(P/P0,a0 = 까지의 결과를 사용하여 함수로1) LMN

곡선 적합하였다 는 곡선 적합한 결과와. Fig. 2

P/P0,a0 곡선을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며 곡선 적,

합한 곡선이 성장하는 균열 진전량으로 계산된

변형 거동의 직선 구간과 비슷함을 알 수 있다.

표준 시험편의 균열 길이 계산3.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하중비법(7)을 이용하여

표준 시험편 시험 결과로부터 균열 길이를 계산

하였다 즉 초기 균열 길이. , (a0 에 대한 이론적 컴)

플라이언스를 계산한 후 참조 곡선의 하중, -변위

선상에서 기준점들을 선택한 다음 식 를 사용, (2)

하여 점진적인 컴플라이언스 변화를 계산하였다.

(2)

여기서, Pi와 P0,i는 번째 점에서 식 을 이용i (3)

하여 계산한 한계 하중이다.

σ β (3)

여기서 는 시편 두께, B , σY.S는 항복강도이고,

β

이며 는 균열 길이 는 리가먼트이다 이렇게, a , b .

구해진 시험편의 컴플라이언스는 식1/2T CT (4)

와 같이 균열 길이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으

며 이로부터 균열 길이를 계산할 수 있다.

(4)

Fig. 3 Comparison of the measured crack

extension with those calculated using

the load ratio method for 1/2TCT

specimen

여기서,

이며 는 탄성계수이다, E .

은 하중비법으로 계산된 균열 진전량과Fig. 3

제하 컴플라이언스법으로 측정된 균열 진전량을

하중선 변위와 함께 나타낸 것이다 계산된 균열.

진전량과 측정된 균열 진전량이 하중선 변위가

가 될 때까지 잘 일치하였다 이는 와12mm . Fig. 2

같이 계산된 참조 곡선과 성장하는 균열 진전량

으로 계산된 변형 곡선이 하중선 변위가 가12mm

되는 지점까지 잘 일치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된

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차이가 나는데 이는 최. ,

대 하중점 이후에는 이전보다 균열 진전이 빠르

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는 제하 컴플라이언스법으로 측정된 균열Fig. 4

진전량과 하중비법으로 계산된 균열 진전량을 직

접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최대 하중점 측정된. (

균열 길이 까지는 균열 진전량의 계산이 비2mm)

교적 정확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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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열 길이와 컴플라이언스와의 관계식4.

배관의 하중 -하중선 변위 선도로부터 균열 길

이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배관의 무차원 컴플라이

언스와 무차원 균열 길이의 관계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유한요소 해석을 통하여 관계식을

유도하였다.

4.1 유한요소 해석

는 배관에 대한 무차원 컴플라이언스와Fig. 5

무차원 균열길이의 관계를 유도하기 위한 유1/4

한요소 모델을 나타낸 것이다 절점 요소를 사. 20

용하였으며 모델의 절점수는 약 개 요소수24,000 ,

는 약 개이다 점 굽힘 상태일 때 배관이4,000 . 4 ,

회전함에 따라 지지부도 같이 회전이 가능하도록

배관 지지부를 구속하였다.

배관의 컴플라이언스를 측정하기 위하여 초기

원주 방향 관통 균열을 부터 까지 씩30° 75° 15°

균열길이를 증가시켜 총 가지의 배관 해석 모델4

을 구성하였으며 배관의 평균 반지름과 배관 두,

께의 비(Rm 재료물성치의 변화 값 변화 를 고/t), (n )

려하여 유한요소 해석을 수행하였다 은. Table 1

전체 유한요소 해석 조건을 은 배관 시험, Fig. 6

과 같은 조건에서의 해석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Fig. 4 Relationship between the calculated crack

extension by the load ratio method and

the measured crack extension for 1/2TCT

specimen

/θπ

Rm/t

(Rm=3inch)

20 0.167 0.250 0.333 0.417

10 0.167 0.250 0.333 0.417

4.172 0.167 0.250 0.333 0.417

n

3 0.167 0.250 0.333 0.417

4.5 0.167 0.250 0.333 0.417

6 0.167 0.250 0.333 0.417

4.2 균열 길이별 컴플라이언스 계산

과 은 유한요소 해석으로 획득한 균열Figs. 7 8

길이와 컴플라이언스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Table 1 Summary of finite element analyses

Fig. 5 Three dimensional mesh for 1/4-scale pipe,

2 =60°θ

Fig. 6 Relations of load and CMOD with various

crack leng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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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Fig. 7 Rm 의 변화에 따른 컴플라이언스의 변/t

화를 은 재료물성치의 변화에 따른 컴플라이, Fig. 8

언스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균열길이가 증가함에.

따라 전체적으로 컴플라이언스는 증가하였으나 재,

료물성치의 변화는 컴플라이언스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 따라서 컴플라이언스는 재료물성치의 변화.

보다는 Rm 의 변화에 민감한 것으로 판단된다/t .

Fig. 7 Relations of compliance and crack length

with various Rm/t

Fig. 8 Relations of compliance and crack length

with various n

컴플라이언스를 무차원화하기 위해서는 배관의

형상 인자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표준 시험편의 무차원 컴플라이

언스를 계산하기 위한 기존의 식(4,10)을 수정하여

배관의 컴플라이언스를 무차원화하기 위한 관계

식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5)

여기에서 는 무차원 컴플라이언스 는 컴플u , C

라이언스 은 가공경화지수이다, n .

는 원주 방향 관통 균열을 포함하는 배관Fig. 9

의 무차원 균열 길이와 무차원 컴플라이언스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며 회귀분석법을 이용하여,

식 과 같은 관계식을 결정하였다(6) .

θ
π

따라서 배관 시험 결과로부터 컴플라이언스를

계산한 후에 식 을 사용한다면 균열 길이를 산(6)

출할 수 있을 것이다.

Fig. 9 Relations of normalized crack length and

normalized compliance with various Rm/t

and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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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의 균열 길이 계산5.

배관의 무차원 컴플라이언스와 무차원 균열 길

이의 관계식으로부터 균열 길이를 계산하고 이를

배관 파괴저항 시험 시 직류전위차법으로 획득한

균열 길이와 비교하였다.

5.1 배관의 참조 곡선 산출

은 배관 파괴저항 시험을 수행하여 한계Fig. 10

하중으로 무차원화한 하중(P/P0 과 의 관계) CMOD

를 나타낸 것이며 각각의 곡선은 균열 진전량을,

고려한 균열 길이(ai 와 초기 균열 길이) (a0 를 이)

용하여 계산된 결과이다 변형 곡선. (P/P0,ai 의 거)

동이 시험편의 변형 곡선CT (P/P0,ai 과 동일하므)

로 초기 균열 길이, (a0 를 사용하여 얻은 변형 곡)

선(P/P0,a0 에서 최대 하중 이전의 일정 부분)
(11,12)까

지를 함수를 사용하여 참조 곡선을 획득하LMN

였다 은 참조 곡선과 균열 진전량을 고려. Fig. 11

하여 획득한 변형 곡선(P/P0,ai 을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두 곡선의 거동이 비슷하므로 참조 곡선. ,

을 이용하여 균열 진전량을 계산할 수 있다.

5.2 배관의 균열 길이 계산

하중비법을 적용하여 참조 곡선으로부터 균열

길이를 계산하기 위해 식 를 이용하여 점진적(2)

Fig. 10 Load - CMOD curves normalized by the

limit load using initial and growing crack

length for pipe, 2 =120°θ

인 컴플라이언스 변화를 계산하였다 획득한 배.

관의 컴플라이언스를 식 와 의 무차원 균열(5) (6)

길이와 무차원 컴플라이언스 관계식에 적용하여

균열 진전량을 계산하였다 는 하중비법으. Fig. 12

로 계산된 균열 진전량과 직류전위차법으로 측정

Fig. 11 Load - CMOD curves normalized by the

limit load using growing crack length

and fitted data for pipe, 2 =120°θ

Fig. 12 Comparison of the measured crack

extension with those calculated using

the load ratio method for pipe, 2θ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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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Relationship between the calculated crack

extension by the load ratio method and the

measured crack extension by DCPD method

for pipe, 2 =120°θ

된 균열 진전량을 와 함께 비교하여 나타CMOD

낸 것이고 은 직류전위차법으로 측정된, Fig. 13

균열 진전량과 하중비법으로 계산된 균열 진전량

을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따라서 하중비법에 의.

해 계산된 균열 진전량이 잘 일치함을 알 수 있

었다.

결 론5.

하중비법을 사용하여 표준 시험편 및 배관 시

험 결과의 하중 -변위 선도로부터 균열 길이를

계산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방법의 검.

증을 위하여 표준 시험편 및 배관 시험 결과와

비교하였으며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

었다.

기존의 하중비법을 수정하여 최종 균열 길(1)

이가 제시되지 않았을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수

정된 하중비법을 제시하였다.

수정된 하중비법을 적용하여 계산된 표준(2)

시험편의 균열 진전량과 제하 컴플라이언스법을

이용한 결과와 잘 일치하였다.

유한요소 해석을 통하여 배관의 두께 지름(3) ,

및 재료물성치를 고려한 무차원 균열 길이와 무

차원 컴플라이언스의 관계식을 제시하였다.

수정된 하중비법을 배관에 적용하여 획득한(4)

균열 진전량과 직류전위차법으로 구한 균열 진전

량을 비교할 때 잘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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