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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1.

발전소나 화학 플랜트의 배관 그리고 오일과,

가스 배관에서 발생하는 국부적인 두께 감소 감(

육 현상은 배관의 건전성을 저하시키는 주, )減肉

된 원인이 되고 있다.
(1 3)∼ 따라서 원자력발전소,

원전 배관에서 감육 결함에 대한 신뢰성 있는( )

건전성 평가 방법 개발은 원전의 운전성과 안전

성 확보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며 이와 관련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4 11)∼ 이들 연구에

서는 다양한 형태의 배관 실험과 유한요소해석이

수행되었으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감육 배관에,

대한 건전성 평가 방법과 결함에 대한 허용 두께

기준이 제안되었다.

유한요소해석에 기초한 건전성 평가를 위해서

는 해석 결과로부터 감육 배관에 대한 손상 발생

을 예측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 감육 배관.

에 대한 손상기준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된

다.
(12,13) 감육 결함에 의한 배관의 전체적인 하중

지지 능력 저하를 고려하는 포괄적 손상(Global)

기준과 결함부에서 국부적인 응력 또는 변형률

증가를 고려하는 국부적 손상기준이다 포(Local) .

괄적 손상기준은 대부분 한계하중 형태로 주어지

며,
(10,11) 국부적 손상기준으로는 국부변형률 또는

국부응력 형태로 제시된다.
(12 18)∼ 국부변형률 기준

은 결함부에서 주변형률 또는 등가변형률이 재료

의 파단변형률을 초과할 때 손상이 발생하는 것

으로 가정한다.
(12 14)∼ 국부변형률 기준은 연성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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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의 손상이론에 기초하므로 이론적 배경이 견고

한 반면 축응력 의 함수로 주어, 3 (stress tri-axiality)

지는 재료의 파단변형률을 구하기 위해 다량의

시편 시험과 유한요소해석이 요구된다 국부응력.

기준은 결함부에서 응력이 임계응력을 초과할 때

손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며 임계응력은,

일반적으로 재료의 항복강도 (σy 공칭 인장강도), -

(σu 또는 진 인장강도), - (σut 의 분율로 주어진)

다.
(15 18)∼ 따라서 임계응력은 인장시험을 통해 쉽,

게 구할 수 있고 적용이 용이하다 그러나 기존. ,

의 국부응력 기준은 연성파괴의 주요 인자인 축3

응력에 대한 영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선행연구에서는 노치시편,

시험과 이에 대한 유한요소 시뮬레이션을 수행하

여 결함부의 축응력이 반영된 국부응력과 국부3

변형률 기준을 각각 제시하고 이를 감육 결함을,

모사한 평판시편의 손상 예측에 적용함Grooved

으로써 제안된 손상기준의 신뢰성을 살펴본 바

있다.
(19) 본 논문에서는 실제 감육 배관의 손상압

력 평가에 이들 국부손상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감육 배관 건전성 평가에 대한 적용성을 검증하

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감육 배관에 대한 손상.

시험을 수행하여 손상압력을 구하고 이에 대한,

유한요소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에 국부손상기준을 적용하여 각 시편에 대한

손상압력을 예측하였다 예측된 손상압력을 시험.

결과와 비교함으로써 감육 배관 손상 예측에 대

한 이들 기준의 신뢰성과 적용성을 확인하였다.

시편 시험을 통한 국부손상기준 제시2.

선행 연구(19)에서는 노치시편 시험과 유한요소

시뮬레이션을 결합하여 국부손상기준을 제시하였

다. 국부손상기준의 도출 절차와 도출된 국부손

상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노치시편 시험 및 유한요소 시뮬레이션2.1

노치시편 시험2.1.1

다양한 응력상태가 반영된 손상시험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Fig. 과 같이 표준 인장시편1 (Rn =

과 노치시편) V-∞ (Rn = 그리고 다양한 노0.5mm),

치반경을 갖는 원형 노치시편 (Rn = 1.5mm, 3mm,

을 가공하여 인장시험을 수행하였12mm, 24mm)

다 시편은 원전 차 계통에 흔히 사용되는. 2

ASTM A106 배관에서 채취하였으며 감육Gr.B ,

배관 손상시험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배관이다.

모든 시험은 변위제어 형태의 준정적 하중속도에

서 수행되었으며 시험 결과로부터 각 시편에 대,

한 하중 변위 곡선을 얻었다- .

유한요소 시뮬레이션2.1.2

노치시편 시험 결과에서 하중에 따른 노치부의

응력과 변형률을 파악하기 위해서 각 시편 시험,

에 대한 유한요소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해.

석에는 Fig. 에 나타낸 것과 같이 시편의 대칭성2

을 고려하여 차원 축대칭 모델2 을 사용(CAX8R)

하였으며 ABAQUS code
(20)가 적용되었다 해석시.

기하학적 비선형 조건을 적용하였으며 재료의,

거동은 증분소성이론을 따르는 것으로 가정하였

다 해석에는 표준 인장시험 결과로부터 주어진.

Fig. 의 진응력 진변형률 곡선이 적용되었다3 - .

Fig. 는 봉상 노치시편 시험과 유한요소 시뮬4

레이션에서 구한 하중 변위 곡선을 비교한 것이-

Fig. 1 Geometries of notched-bar specimens

(a) V-notch bar (b) Round notched-bar

Fig. 2 Finite element meshes for notched-bar

speci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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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체적으로 노치시편 시험과 유한요소 시뮬.

레이션에서 주어진 하중 변위 곡선이 거의 정확-

히 일치하였다 따라서 유한요소해석이 노치시편. ,

시험을 잘 시뮬레이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한 유한요소 시뮬레이션 결과로부터 노치시편,

시험에서 최대하중 및 최종파단과 같이 손상 발

생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위치에서 응력과 변형률

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국부손상기준2.2

Fig. 에서 유한요소해석이 노치시편 시험을 상4

당히 정확히 시뮬레이션하였다 따라서 유한요소.

해석 결과로부터 최대하중과 최종파단 시점에서

노치부의 축응력과 등가3 응력 및 등가변형률을

얻을 수 있다. Fig. 는 최대하중과 최종파단 시점5

의 등가응력과 등가변형률을 노치부의 축응력에3

따라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축응력과 등가응력. , 3

및 등가변형률은 노치부 단면에서 평균값이며,

최대하중과 최종파단 시점까지의 응력 변형률 내-

역을 반영한 것이다.

Fig. 에서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최대하중 조5

건에서 노치부 단면의 평균 등가응력은 축응력3

크기에 관계없이 거의 일정한 값을 보였으며 재,

료의 진 인장강도와 거의 일치하였다 한편 최종- . ,

파단이 발생하는 시점에 노치부 단면의 평균 등

가변형률은 축응력 크기에 따라 지수 함수적으3

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노치시편이. ,

최대 하중지지능력을 보이는 조건은 식 의(1)

  (1)

노치부 평균 등가응력이 재료의 진 인장강도에-

도달하는 국부응력 기준으로 나타낼 수 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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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노치시편에서 최종파단이 발생하는 조건은,

식 와 같이 평균 등가변형률이 축응력의 함수(2) 3

로 주어지는 재료의 파단변형률(εf 에 도달하는)

국부변형률 기준으로 나타낼 수 있다.

  
 

 

(2)

따라서 유한요소해석을 통해 결함부의 축응, 3

력과 평균 등가응력 및 등가변형률이 파악되면,

식 과 를 적용하여 결함이 존재하는 시편의(1) (2)

최대 하중지지능력과 최종파단을 예측할 수 있

다 실제 이들 기준을 적용하여 감육 결함을 모.

사한 판상시편의 최대하중과 최종파단Grooved

하중을 예측한 결과 시험 결과를 상당히 정확히,

예측하였다.
(19) 일반적으로 변위제어 하중조건에

서 주어진 하중 -변위 곡선의 최대하중은 하중제

어 조건에서 손상하중에 해당한다 따라서 식. , (1)

은 하중제어 조건에서 손상 예측에 적합한 기준

이며 식, 는 변위제어 조건의 하중이 작용되는(2)

경우의 손상 예측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감육 배관 손상시험3.

감육 배관 시편3.1

시험에 사용된 배관 시편은 Fig. 에 나타낸 것6

과 같이 직관 내부에 인공 감육 결함을 가공한

것이다 결함의 크기와 형상을 정확히 가공하기.

위해서 결함 가공에 앞서 배관의 외면과 내면을,

먼저 가공하여 일정한 외경 (Do = 112.0 과 두mm)

께 (t = 6.2 가 되도록 하였다 결함은 시편의mm) .

내벽 중앙에 원주방향과 길이방향으로 원형이 되

도록 가공하였으며 가공 과정에 두께를 측정하여

감육부 두께와 형상의 오차가 ± 0.05 이하가mm

되도록 하였다 시험에는 일정한 결함 두께와 길.

이 조건에서 원주방향 결함 폭이 다른 개의 시3

편과 일정한 원주방향 폭과 길이 조건에서 두께

가 다른 개의 시편이 사용되었으며 시편의 결1 ,

함 형상은 에 정리된 바와 같다Table 1 .

감육 배관 손상시험3.2

상온의 단순 내압 조건에서 감육 배관에 대한

손상시험을 수행하여 각 시편에 대한 손상압력

데이터를 확보하였다 시험에 앞서 시편의 외부.

에 원주방향과 길이방향으로 일정한 간격의 격자

를 그린 후 초음파 두께 측정 장비를 이용하여,

각 위치에서 두께를 측정하고 결함부의 형상과

두께를 확인하였다 최대. 15 까지 변형률을 측%

정할 수 있는 소성 변형률 게이지(Tokyo Sokki,

를 결함 중심부에 축방향과 원주방향YFLA-5-1L)

으로 부착하였다 유한요소 시뮬레이션시 정확한.

두께를 고려하기 위해서 게이지 부착을 위한 표,

면 연마 후 결함부 중심에서 두께를 측정하여 연

마에 의한 두께 감소를 고려하였다 시편은 수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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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Dimensions of wall-thinned pipe specimens

Table 1 Wall-thinning geometries of pipe specimens used in failure tests and test results

Specimen

ID

Wall-thinning geometries
Measured failure

pressure [MPa]
Failure modeCirc. thinning

angle, /θπ

Thinning length,

L/Do

Thinning depth,

(t-tp)/t

SP-1 0.5 1.0 0.708 24.81 Axial cracking

SP-3 0.125 1.0 0.648 29.91 Axial cracking

SP-4 0.25 1.0 0.635 30.81 Axial cracking

SP-5 0.5 1.0 0.640 31.00 Axial crac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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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가압되었다 가압 장치는 수동 가압장치.

와 고압 펌프로 구성되며 초기, 5 까지는 두MPa

장치를 동시에 작동하여 가압하고 그 이상에서는

고압 펌프만을 사용하여 약 1 의 속도로MPa/min.

가압하였다 가압되는 동안 시편에 설치된 압력.

계와 변형률 게이지로부터 내압과 감육부의 변형

률을 측정하였다.

에 정리한 바와 같이 모든 시편은 부풀Table 1

어 오른 후 축방향 균열이 발생하였다(Fig. 결7).

함부의 최소 두께와 길이가 거의 같은 개의 시3

편은 원주방향의 결함 폭에 관계없이 거의 비슷

한 손상압력을 보인 반면 결함부 두께가 얇은,

시편 ((t-tp)/t = 은 다른 시편에 비해 약0.708) 20 %

정도 낮은 손상압력을 보였다 시험 결과에서 원.

주방향 결함 폭에 따른 손상압력의 변화가 작은

것은 피팅 형태의 외부감육 결함을 대상으로 수

행된 기존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16,18)

감육 배관 손상압력 예측4.

감육 배관 손상시험에 대한 유한요소 시뮬4.1

레이션

국부손상기준을 적용하여 감육 배관시편에 대

한 손상압력을 예측하기 위해 시편 형상과 측정,

된 결함 형상을 기초로 유한요소 모델을 만들어

손상시험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Fig. 8

은 해석에 사용된 유한요소 모델로써 대칭성을

고려하여 시편의 만을 모델링하였으며 차원1/4 , 3

요소 를 적용하였다 두께방향으로 개의(C3D20R) . 3

요소를 배열하였으며 결함중심부에는 미세요소,

를 적용하였다 해석에는. ABAQUS Code
(20)가 사

용되었으며 해석시 기하학적 비선형조건을 적용,

하고 재료의 거동은 증분소성이론을 따르는 것으

로 가정하였다 해석시 사용된 진응력 진변형률. -

곡선은 배관 재료에 대한 인장시험 결과로부터

구한 것으로 노치시편 시험의 유한요소 시뮬레이

션에 사용된 것과 동일하다(Fig. 내압은 배관3).

의 내면에 분포하중 형태로 작용시켰으며 배관,

끝단 면에도 분포하중 형태로 내압을 작용시킴으

로써 내압에 의한 축방향 하중을 고려하였다.

Fig. 8 Model for finite element simulation of

wall-thinned pipe specimen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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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Post-test wall-thinned pipe speci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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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요소 시뮬레이션에 대한 신뢰성을 확인하

기 위해 해석에서 구한 감육부의 원주방향 변형

률을 손상시험에서 측정된 변형률 데이터와 비교

하였다. Fig. 에 나타낸 것과 같이 전체적으로 압9

력이 낮은 영역에서는 시편에서 측정 결과와 예

측된 변형률이 잘 일치하였으며 내압이 증가함,

에 따라 예측된 변형률과 측정 값 사이의 편차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유한요소해석 결과에서 변형. ,

률 예측의 일반적인 오차 정도를 고려할 때 전,

체적으로 해석 결과가 시험 결과를 정확히 예측

하였다 따라서 여기서 사용된 유한요소 모델이. ,

감육 배관의 변형거동을 적절히 시뮬레이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감육 배관 손상압력 예측4.2

유한요소 해석 결과에 식 의 국부응력 기준(1)

과 식 의 국부변형률 기준을 적용하여 감육 배(2)

관시편의 손상압력을 예측하였다. Figs. 와10(a)

는 각각 해석 결과에 식10(b) 과 의 손상기(1) (2)

준을 적용하여 손상압력을 예측하는 과정을 나타

낸 것이다 식. 의 국부응력 기준은 축응력 크(1) 3

기에 관계없이 일정한 값을 가지므로 감육부 중,

심부에서 두께방향의 평균 등가응력이 식 의(1)

기준에 도달할 때의 압력을 손상압력으로 결정하

였다 국부변형률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내.

압에 따른 결함부 중심의 두께방향 평균 축응력3

과 등가변형률을 구하고 이것을 식, 의 파단변(2)

형률과 비교함으로써 손상압력을 예측한다 그러.

나, Fig. 에서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모든 시10(b)

편에서 결함부 중심의 평균 등가변형률이 파단변

형률에 도달하기 전에 해석적 불안정성에 의해

유한요소 시뮬레이션이 종료되었다 따라서 감육. ,

배관의 손상압력은 식 의 파단변형률 기준에(2)

의해 예측되지 못했다 기존 연구 결과에서도.

배관 재료의 연성이 크고 감육부에서 응력집중이

크지 않은 경우의 손상압력 예측에서 이와 같은

결과를 보였다.
(21)

은 국부응력 기준에 의해 예측된 손상압력Fig. 11

과 시험에서 구한 손상압력을 비교하여 나타낸 것

이다 국부응력 기준은 최대 의 오차범위 평. 6.8 % (

균 의 오차에서 감육 배관시편의 손상압력을0.5 % )

정확히 예측하였다 그러나 국부변형률 기준은 변. ,

위제어 인장하중 조건에서 평판시편의 손Grooved

상하중을 정확히 예측했음에도 불구하고,
(19) 감육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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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시편의 손상압력을 예측하지 못했다 따라서 국. ,

부변형률 기준에 비해 국부응력 기준이 감육 배관

의 손상압력 예측에 적합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

한 결과는 내압에 의한 감육 배관의 손상이 하중제

어 하중에 의한 손상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하.

중제어 하중 조건에서는 손상은 하중이 최대 하중

지지능력에 도달할 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따라서 노치시편의 최대하중 조건에서 유도된. ,

국부응력 기준이 손상압력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

다 또한 기존 연구 결과에 의하면 배관 재료의 높. ,

은 연성과 결함부에서의 낮은 응력집중도 이러한

결과의 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21)

이와 같은 국부응력 기준은 적용상의 편이성 때

문에 기존의 여러 연구에서 감육 배관의 손상압력

평가 기준으로 제안되었나 대부분 가스 배관의 감,

육 결함을 대상으로 제안되었다 등. Choi
(16)은 API

배관을 대상으로 수행된 파열시험과 유한요소X65

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타원형 결함은 감육 최심부

에서 평균 등가응력이 진인장강도의 사각형- 80 %,

상의 결함은 평균 등가응력이 진인장강도의- 90 %

에 도달할 때 손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손상기준을

제시하였다 이들 결과는 최근 수행된 연구에서도.

신뢰성이 입증되었다.
(22) 그러나 본 연구 결과에서,

는 결함 최심부에서 두께방향 평균 등가응력이 재

료의 진인장강도를 초과할 때 내압에 의한 손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국부응력 기준의 차이.

는 가스 배관에 비해 원자력 배관 재료의 높은 가

공경화률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ASTM

등A106 Gr.B, ASTM A333Gr.6, ASTM A234 WPB

과 같은 원전 배관의 경우에는 σu/σy 정= 1.5-1.6

도인데 비해 등 가스 배관의, API X52, X65, X100

경우에는 재료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σu/σy =

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1.05-1.3 .
(16,18,22) 따라서 이들,

결과를 종합해보면 재료의 진인장강도로 주어지는-

국부응력 기준이 원전 감육 배관의 손상압력 예측

에 적합한 국부손상기준인 것을 알 수 있다.

결 론5.

본 논문에서는 노치시편 시험을 통해 제안된 국

부응력 기준과 국부변형률 기준을 감육 배관의 손

상압력 예측에 적용함으로써 감육 배관의 손상압력

평가에 대한 이들 기준의 적용성을 확인하였다 이.

를 위해서 감육 배관에 대한 손상시험을 수행하여

손상압력 데이터를 얻었다 또한 각 시편에 대한. ,

유한요소 시뮬레이션 결과에 제안된 국부응력 및

국부변형률 기준을 적용하여 손상압력을 예측하였

다 재료의 진인장강도로 주어진 국부응력 기준은. -

감육 배관시편의 손상압력을 정확하게 예측하였다.

그러나 재료의 파단변형률로 주어진 국부변형률 기,

준은 손상압력을 예측하지 못했다 이는 내압에 의.

한 감육 배관의 손상이 하중제어 하중에 의한 손상

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성이 높고 결함부의 응력. ,

집중이 크지 않은 원전 감육 배관의 손상압력 예측

에는 재료의 진인장강도로 주어진 국부응력 기준이-

손상기준으로 적합한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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