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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1.

에너지 수송을 위한 매개체로 다양한 직경과

두께의 배관은 산업계에서 폭넓게 사용된다 배.

관 용접시에는 동일 직경과 동일 두께의 배관이

사용되는 경우 외에 직경 또는 두께가 다른 배관

이 용접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한다.
(1~3)

배관 두께가 두꺼운 쪽은 저강도 배관이며 얇

은 쪽은 고강도 배관으로 맞대기 이음에 의한 원

주용접에 의해 시공된다 배관 두께는 식 의. (1)

배관의 설계두께에 의해 결정한다.
(4)

 


(1)

tD : Design wall thickness (mm)

Pd : Design pressure (MPa)

Do : Nominal outside diameter of pipe (mm)

S : Yield strength (MPa)

E : Joint factor (SAW, ERW, Seamless pipe=1)

T : Temperature derating factor ( 121 =1)

F : Design factor (0.8 0.4)

고강도 배관에 비하여 두꺼운 두께를 갖는 저

강도 배관의 단면부는 내압에 의해 발생하는 원

주응력 지반의 부등 침하에 따른 굽힘응력 및,

학술논문< > DOI http://dx.doi.org/10.3795/KSME-A.2012.36.9.961 ISSN 1226-4873

두께가 다른 이종배관 용접부 면삭 각도 변화에 따른
하중지지능력 평가

백종현* 김영표* 김우식*

한국가스공사 연구개발원*

Load Bearing Capacity of Welded Joints between Dissimilar Pipelines
with Unequal Wall Thickness

Jong-hyun Baek
*
, Young-pyo Kim

*
and Woo-sik Kim

*

* R&D Division, Korea Gas Corporation

(Received October 7, 2011 ; Revised June 25, 2012 ; Accepted June 25, 2012)

Key Words: API 5L X42, 이종배관 하중API 5L X65, API 5L X80, Dissimilar Pipe( ), Load Bearing Capacity(

지지능력 다른 두께 두께비), Unequal Wall Thickness( ), Wall Thickness Ratio ( )

초록 두께가 다른 이종강도 배관 용접부에서 인장 내압 및 굽힘응력에 대한 하중지지능력을 평가하였: ,

다 및 의 두께비를 갖는 및 배관. 1.22, 1.54, 1.89 API X65-API X80, API X42-API X65 API X42-API X80

용접부를 유한요소해석을 통하여 하중지지능력을 평가하였다 이종강도 배관의 두께비가 이하에서. 1.5

인장강도와 최대모멘트는 면삭각도 변화에 큰 영향을 받지 않으나 두께비가 이상에서는 큰 영향을1.5

받는다 저강도 배관의 길이방향 면삭각도와 두께비 변화에 따라서는 내압에 의한 파열압력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Abstract: The behavior of the load bearing capacity of a pipeline with unequal wall thickness was evaluated

using finite element analyses. Pipelines with a wall thickness ratio of 1.22 1.89 were adopted to investigate–
plastic collapse under tensile, internal pressure, or bending stress. A parametric study showed that the tensile

strength and moment of a pipeline with a wall thickness ratio less than 1.5 were not influenced by the wall

thickness ratio and taper angle; however, those of a pipeline with a wall thickness ratio more than 1.5

decreased considerably at a low taper angle. The failure pressure of a pipeline with unequal wall thickness

was not influenced by the wall thickness ratio and taper a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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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온도와 배관온도 변화에 따른 배관 길이방향

팽창에 의해 인장응력 발생 시 응력 집중을 최소

화하기 위하여 과 같이 저강도 배관의 두께Fig. 1

가 완만히 변화되도록 배관 길이방향의 기울기를

설정하여 면삭 가공한다 저강도 배관 용접부의.

기울기 가공은 배관 단면의 내면 외면 또는 외,

면과 내면을 혼합하여 고강도 배관 두께와 동일

한 두께를 갖도록 제작한다.

해외 배관 설계규격인 ASME B31.8,
(4)

CSA

Z662,
(5)

AS 2885.2
(6) 및 GB 50251

(7)에 의하면 저

강도 배관 용접면의 기울기 각도는 14
o
~30

o 범위

이며, SP 42-102
(8)는 20

o
~30

o 범위로 규정하고 있

다 그러나 국내 배관규격인. KS B6733,
(9)

KGS

GC205
(10) 및 KGS FS451

(11)에 의하면 두꺼운 저강

도 배관의 길이방향 면삭각의 기울기는 이하1/3

로 규정하고 있으나 최소값은 규정되어 있지 않

다.

해외배관 규격에서 저강도 배관의 설계두께는

고강도 배관의 배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강1.5

도차이에 대한 제한은 없다 에는 식. Table 1 (1)

에 의해 계산된 이종 강도로 용접되는 배관에 대

한 두께비를 나타내었으며 를 초과하는 두께1.5

비는 굵은 글씨로 나타내었다.

Table 1 Thickness ratio for various pipe joint
combinations

High strength (thin pipe)

Low strength
(thick pipe)

X100 X80 X70 X65 X56 X42

Gr.B 2.82 2.25 1.97 1.83 1.58 1.18

X42 2.38 1.89 1.67 1.54 1.33 　

X56 1.79 1.43 1.25 1.16 　 　

X65 1.54 1.22 1.08 　 　 　

X70 1.43 1.14 　 　 　 　

X80 1.25 　 　 　 　 　

Fig. 1 Weld joint design of pipe with unequal wall
thickness

이종강도 배관 용접부의 강도는 고강도 배관의

강도와 동등 또는 그 이상의 강도를 갖는 용접봉

을 사용하여 용접한다.
(4,5)

고강도 배관과 저강도API X52(14" OD x 0.5")

배관 용접부에 대한 두A106 Gr.B(14" OD x 0.75")

께 차이에 의한 파열압력 평가는 등George
(1)에 의

해 최초로 연구되었으며 내압에 의해 고강도 얇은

배관에서 파열이 발생되었다 두꺼운 저강도 배관에.

기울기 가공된 면은 두꺼운 배관과 고강도 배관으

로부터 를 받아 강화된다“bridging effect” .

본 연구에서는 두께가 다른 이종 강도 배관 용

접시 저강도 두꺼운 배관의 길이방향 면삭각도

기울기 변화와 배관 두께비 차이에 따른 하중지

지능력 변화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두께가 다른.

이종배관에 부가되는 하중을 인장 내압 및 굽힘,

으로 설정하여 부가하중 변화에 따른 배관의 변

형거동을 유한요소법으로 해석하여 소성붕괴거동

을 고찰하고자 한다.

유한요소해석 대상 배관2.

유한요소해석에 사용된 두께가 다른 이종 강도

배관은 외경 인치30 (762mm) API X42 (t=27mm),

및 을API X65 (t=17.5mm) API X80 (t=14.3mm)

사용하였다.

규격에 따르면 배관의 최소규API 5L API X42

정항복강도 는 이며 최소(SMYS) 290MPa(42,000psi)

규정인장강도 는 이고 배(SMTS) 415MPa , API X65

관은 그리고450MPa(65,000psi), 535MPa API X80

배관은 이다555MPa(65,000psi), 625MPa .
(12)

두께와 강도가 다른 배관의 조합은 X68-X80,

및 종류를 사용하였으며 각X42-X65 X42-X80 3

조합배관의 두께비는 및 이다 두1.22, 1.54 1.89 .

께비는 식 에서 내압 외경 및 의 설계계수(1) , 0.4

에 의해 요구되는 각 배관두께의 비율이며 이는

두 배관의 항복강도비와 동일하다 일정 압력에.

서 각 조합배관의 두께비는 일정하므로 본 연구

에서는 서로 다른 조합배관에서 다르게 사용된

두께비를 이종배관 두께비에 대한 평가인자로 사

용하였다.

배관 용접부는 용접봉의 인장X42-X65 E9016G

물성을 사용하였으며 및 용접X42-X80 X65-X80

부는 용접봉의 기계적 물성을 사용하였E10018M

다 에 각 배관의 강도와 두께비 및 용접. Table 2



두께가 다른 이종배관 용접부 면삭 각도 변화에 따른 하중지지능력 평가 963

부 조합을 나타내었다.

탄소성 유한요소해석 시 사용되는 배관에 대한

인장물성은 API 5L
(12)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규

정항복강도와 최소규정인장강도를 적용한 인장물

성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용접봉의 경우. AWS
(13)

에서는 인장강도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항복강도

에 대한 규정은 없으므로 인장실험으로 획득한

인장물성 자료를 사용하였다.

천연가스 수송용 배관으로 사용되는 탄소강 재

료는 인장강도를 나타내는 지점에서 의10~13%

연신율을 나타내고 있다.
(13,14)

배관 인장물성은 각 배관의 공칭인장강도( 에)

서의 공칭변형률( 을 로 가정하여 식 와) 0.1 (2)

식 의 관계를 이용하여 진인장응력(3) ( 과 진인)

장변형률( 로 환산하여 사용하였다) .

  (2)

  ln (3)

과 용접봉으로 용접된 부위의E9016 E10018M

인장물성은 직경 의 봉상형 인장시험편을6mm

규격에 의거 제작하여 인장특성을ASTM E8M

파악하여 유한요소해석 시 진인장응력과 진인장

변형률로 환산하여 사용하였다.

에 배관과 용접부의 진응력 진변형률 인Fig. 2 -

장곡선을 나타내었다 의 진응력 진변형률. Fig. 2 -

곡선에 대한 구성방정식은 Holloman
(16)에 의해 제

시된 식 의 형태로 표현되며 그 결과는 식(4)

에 나타내었다(5)~(9) .

 
 (4)

K : strength coefficient

n : strain hardening exponent

   for API X42 (5)

   for API X65 (6)

   for API X80 (7)

   for E9016G (8)

   for E10018M (9)

소성붕괴에 대한 유한요소해석3.

과 과 같이 저강도 두꺼운 배관의Fig. 3 Table 3

Table 2 Weld joint combinations of pipeline with
outer diameter of 30" (762mm)

API
Pipe

SMYS
of
pipe

SMTS
of
pipe

Joint
design

(thickness
ratio)

Electrode
type

SMTS
of

electrode

API X80
(14.3t)

555MPa
(80ksi)

625MPa
(90ksi)

X65-X80
(1.22)

E10018M
690MPa
(100ksi)

API X65
(17.5t)

450MPa
(65ksi)

535MPa
(77ksi)

X42-X65
(1.54)

E9016G
620MPa
(90ksi)

API X42
(27t)

290MPa
(42ksi)

415MPa
(60ksi)

X42-X80
(1.89)

E10018M
690MPa
(100ksi)

Fig. 2 True tensile stress-strain curves for pipes and
electrodes

Fig. 3 Weld joint of pipe with unequal wall thickness

길이방향 기울기가 1:1(45
o 에서) 1:16(4

o 으로 변화)

함에 따른 두께가 다른 이종 강도 배관의 인장,

내압 및 굽힘응력에 대한 하중지지능력을 평가하

기 위하여 ABAQUS Ver. 6.10
(17) 프로그램을 사

용하여 대변형을 적용한 유한요소해석을 실시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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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께를 달리하는 이종배관 모델의 전체 길이는

로 설정하였으며 축대칭으로 모델링하2m CAX8R

여 개의 절점과 개의 요소로 구성하였3,481 1,022

다.
(2,3) 두께가 다른 이종 배관의 두께방향으로는

등분 길이방향으로는 등분하여 요소를 분할5 , 100

하여 모델 중심부를 에 나타내었다 용접부Fig. 4 .

의 각도는bevel 60
o 외면덧살 높이는 내면, 3mm,

덧살 높이는 그리고 은 로 설정1mm root gap 3mm

하였으며 용접시 발생하는 잔류응력은 유한요소

해석 고려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인장하중에 따른 하중지지능력 평가는 저강도

두꺼운 배관의 끝단을 변위와 회전에 대하여 고

정하고 고강도 배관의 끝단을 변위 이동300mm

하였다 에서와 같이 최대 를 나타내는. Fig. 5 force

Table 3 Preparation of pipe end face at low strength
pipe

Taper ratio
(a:b)

Taper angle
(c)

Taper ratio
(a:b)

Taper angle
(c)

1:1 45 1:6 9

1:2 27 1:8 7

1:3 18 1:12 5

1:4 14 1:16 4

Fig. 4 Finite element model of X42-X65 joint with
taper ratio of 1:4

Fig. 5 Force vs. displacement under tensile load

변위지점을 파단변위로 평가하였으며 파단위치,

는 변위 부가시 최대변형률을 나타내는 위치를

파단부로 설정하였다 파단부의 단면적과 저강도.

배관의 고정점에서의 를 사용하여reaction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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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PI X65-X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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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PI X42-X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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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API X42-X80

Fig. 6 Tensile strength of pipe with unequal wall
thick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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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단시의 인장강도를 평가하였다.

내압에 대한 하중지지능력은 Static-Riks option

을 사용하여 배관 내부표면에 압력을 부가하여

최대를 나타내는 압력을 파열압력으로 설정하였

다.
(18)

굽힘에 대한 하중지지능력 평가는 저강도 배관

과 고강도 배관의 양 끝단에 회전을 부가하여 배

관 양 끝단에서 발생하는 최대모멘트를 적용하여

평가하였다.

유한요소해석 결과4.

두께가 다른 천연가스 배관용접 시 저강도 두

꺼운 배관의 길이방향 면삭각도 기울기 변화와

두께비 차이에 따른 하중지지능력을 인장 내압,

및 굽힘에 의한 하중변수를 사용하여 유한요소해

석을 실시하여 평가하였다.

인장에 대한 하중지지능력4.1

은 두께가 다른 이종 강도 배관 접합부인Fig. 6

및 종류에 대하여X65-X80, X42-X65 X42-X80 3

두꺼운 저강도 배관 용접부 단면부의 길이방향

기울기 변화에 따른 인장강도 변화를 나타낸 것

이다.

배관 두께비가 인 접합부에서는1.22 X65-X80

저강도 두꺼운 배관의 길이방향 면삭각도 기울기

변화에 관계없이 고강도 얇은 배관인 API X80

배관에서 파단이 모두 발생하였다.

배관 두께비가 인 에서는 저강도1.54 X42-X65

배관의 길이방향 면삭각도가 7
o
(1:8)~45

o 범(1:1)

위에서는 고강도 배관인 배관에서 파단API X65

이 발생하였으며 그 이하의 면삭각도에서는 저강

도 배관인 배관의 면삭 가공이 시작된API X42

부위에서 파단이 발생하였다.

배관 두께비가 인 에서는 저강도1.89 X42-X80

배관의 길이방향 면삭각도가 27
o
(1:2)~45

o 범(1:1)

위에서는 고강도 배관인 배관에서 파단API X80

Fig. 7 Failure position of X42-X80 joint with taper
ratio of 1:4 under tensile load

이 발생하였으며 그 이하의 면삭각도에서는 저강

도 배관인 배관의 기울기 가공이 시작API X42

된 부위에서 파단이 발생하였으며 에Fig. 7

14
o 의 면삭각도를 갖는 배관의 파단(1:4) X42-X80

위치를 나타내었다.

고강도 배관에서 파단이 발생된 경우에는 고강

도 배관의 공칭인장강도에서 파단이 발생되었으

나 저강도 배관에서 파단이 발생된 경우에는

에 의해 저강도 배관의 공칭인장“bridging effect”

강도에 비하여 더 높은 강도에서 파단이 발생하

였다.
(1)

와 는Zhu Leis
(2) 식 의 조건을 만족하면 두(10)

께가 다른 이종 강도 배관 접합부의 파단은 고강

도 얇은 배관에서 발생한다고 발표하였으며

는 본 연구에서 평가 대상 배관 접합부에Table 4

대한 식 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10) .




≺ 


(10)

UTS1 : Ultimate tensile strength of high strength

UTS2 : Ultimate tensile strength of low strength

t1 : Wall thickness of low strength

t2 : Wall thickness of high strength

두께비가 이하인 의 접합1.5 Fig. 4-a) X65-X80

부는 식 의 예측에 만족하고 있으나 두께비가(10)

이상인 와 에서는 두꺼운 배1.5 X42-X65 X42-X80

관의 길이방향 면삭각도 변화에 따라 식 을(10)

만족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두께비가 이하인 경우 이종강도 배관의 파단1.5

강도는 면삭각도가 4
o
(1:16)~45

o 범위에서는 영(1:1)

향을 받지 않으나 두께비가 증가하고 면삭각도가,

감소함에 따라 파단강도는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

Table 4 Preparation of pipe end face at low strength
pipe

Joint design UTS1/UTS2 t1/t2
Predicted failure

position

X65-X80 1.17 1.22 X80

X42-X65 1.29 1.54 X65

X42-X80 1.51 1.89 X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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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므로 이종강도 배관 용접시 두 배관의 두께

비는 이하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1.5 .

은 두께가 다른 이종 강도 배관 접합부인Fig.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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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Displacement of pipe with unequal wall
thickness at tensile failure

및 에 대하여 인장변X65-X80, X42-X65 X42-X80

위 부가에 의해 파단시의 길이 로 모델링된2m

배관 전체 길이방향 변위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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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Failure pressure of pipe with unequal wall
thick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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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두께비가 증가함에 따라 파단 시점의 배

관 전체의 변위는 감소하고 있으며 두께비가

에서는 두꺼운 배관의 길이방향 면삭각도 기1.22

울기 변화와 관계없이 비슷한 변위를 나타내나

두께비가 인 접합부에서는 면삭각도1.89 X42-X80

가 감소함에 따라 파단시점의 변위는 계속 감소

하고 있었다 이는 이종강도 배관의 두께비가. 1.5

보다 과도하게 높으면 인장하중에 대한 하중지지

능력이 감소됨을 알 수 있다.

내압에 대한 하중지지능력4.2

는 두꺼운 저강도 배관의 길이방향 면삭Fig. 9

각도 기울기 변화에 따른 파열압력 변화를 나타

낸 것이다.

면삭각도 기울기 변화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파열

압력 변화는 없었다 두께비가 인 에서. 1.89 X42-X80

면삭각도가 4
o 를 제외하면 전 구간에서 고강(1:16)

도 배관의 모재부에서 파열이 발생하였다.

두께가 다른 및 배X65-X80, X42-X65 X42-X80

관의 평균 파열압력은 및23.52MPa, 24.43MPa

이다 내압에 의한 파열시 두께비가23.51MPa .

까지는 면삭각도가1.89 5
o
(1:12)~45

o 범위에서(1:1)

파열 위치는 식 을 사용하면 예측 가능하다(10) .

은 두꺼운 저강도 배관의 길이방향 면삭Fig. 10

각도가 14
o 인 배관 접합부에서 내압에 의한(1:4)

파열시점의 배관 길이방향의 내면에서 발생하는

원주응력을 각 배관의 인장강도로 표준화하여 나

타낸 것이다.

파열시 고강도 배관 부위가 저강도 두꺼운 배

관에 비하여 더 높은 인장강도비(σhoop/σuts 를 나타)

내고 있었으며 배관의 두께비가 증가할수록 저강

도 배관 부위의 σhoop/σuts는 고강도 배관에 비하여

더 낮아 파열은 고강도 배관에서 발생하였다.

배관 외경을 기준으로 한 내압에 의한 파열 압

력은 식 을 통하여 예측 할 수 있다(11) .
(2)

  
 



  (11)

n : strain hardening exponent

 : ultimate tensile strength

식 사용 시 가공경화지수(11) (n 는 식) (5)~(7)

을 사용하거나 또는 API 579
(19)에서 제시된 식

를 사용하여 예측 할 수 있다(12) .

 



(12)

nAPI : strain hardening exponent in API 579

β : ratio of yield strength to tensile str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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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Ratio of hoop stress to ultimate tensile
strength at failure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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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식 또는 식 의 가공경Table 5 (5)~(7) (12)

화지수를 사용하여 식 을 통해 예측한 파열압(11)

력과 식 에서 배관의 외경 대신에 내경을 적용(11)

하여 식 을 통해 예측한 파열압력을 나타내었(13)

다.
(20)

인장실험을 통해 계산된 가공경화지수 와 식(n)

을 통해 예측된 가공경화지수(12) (nAPI 는 내의) 6%

오차범위를 나타내고 있으며 파열압력은 외경 기

준인 식 에 비하여 내경을 기준으로 한 식(11)

의 결과가 유한요소해석결과에 더 근사하게(13)

일치하고 있으므로 파열압력은 내경을 기준으로

하는 식 을 사용하는 것이 더욱 정확한 파열(13)

압력을 예측할 수 있다.

  
 



  (13)

굽힘에 대한 하중지지능력4.3

배관에서 모멘트는 배관의 곡률변형 직경대,

두께비 진원도 항복강도 인장강도 재료의 불균, , , ,

일성 국부적 응력집중 하중조건 및 온도 등에, ,

영향을 받는다 배관에 굽힘이 가해지면 배관에.

는 전체변형과 국부변형이 계속되며 굽힘에 대한

저항력이 최대를 나타내는 지점에 도달하게 되며

계속 곡률이 증가되면 배관은 연화되어 하중지지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
(21~23)

본 연구에서는 모멘트 곡률 곡선에서 이종배관-

의 양 끝단에서 발생하는 최대모멘트를 기준으로

굽힘하중에 대한 하중지지능력을 평가하였다.
(23)

은 두꺼운 저강도 배관의 길이방향 면삭Fig. 11

각도 기울기 변화에 따른 굽힘하중에 대한 최대

Table 5 Predicted failure pressure for pipeline with
outer diameter of 30" (762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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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Moment of pipe with unequal wall thick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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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멘트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두께가 다른 이.

종강도 배관에 대한 굽힘하중에 대한 거동은 4.1

절의 인장하중 거동과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두께비가 인 접합부에서는 저강도1.22 X65-X80

배관의 길이방향 면삭각도 기울기 변화에 따라서

최대모멘트는 큰 변화를 나타내지 않았다 두께.

비가 증가와 면삭각도 감소에 따라 최대모멘트는

감소하고 있다.

두께비가 인 접합부에서는 면삭각1.54 X42-X65

도가 9
o
(1:6)~45

o 범위에서는 최대모멘트 변화(1:1)

가 크지 않으나 면삭각도가 감소함에 따라 최대

모멘트는 감소한다 두께비가 인 접. 1.89 X42-X80

합부에서는 면삭각도가 14
o
(1:4)~45

o 범위에서(1:1)

는 최대모멘트 변화가 크지 않으나 면삭각도가

감소함에 따라 최대모멘트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

었다.

굽힘응력 관점에서는 두 배관의 두께비가 1.5

이하인 경우에는 4
o
(1:16)~45

o 범위에서는 면(1:1)

삭각도 변화에 의해서 최대모멘트는 영향을 받지

않으나 두께비가 에 비하여 과도하게 증가되1.5

면 면삭각도 감소에 따라 최대모멘트는 상당히

감소된다.

결 론5.

두께가 다른 이종강도 배관 용접시 두께비와

저강도 두꺼운 배관의 길이방향 면삭각도 변화에

따른 하중지지능력 평가를 인장 내압 및 굽힘,

에 의한 하중변수를 사용하여 유한요소해석을 실

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배관의 두께비가 이하에서는 면삭각도(1) 1.5

변화에 따라서는 최대인장하중이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두께비가 이상에서는 면삭각도 변화에(2) 1.5

따라 인장강도는 큰 영향을 받는다.

저강도 배관의 길이방향 면삭각도 변화에(3)

따른 내압에 의한 파열압력은 영향을 받지 않으

며 배관의 내경 기준인 다음 식을 사용하여 파열

압력을 예측할 수 있다.

  
 



 

두께비가 이하인 접합부에서 저강도 배(4) 1.5

관의 길이방향 면삭각도 변화에 따라서 최대모멘

트는 큰 변화를 나타내지 않으나 두께비가 1.5

이상에서는 면삭각도가 감소함에 따라 최대모멘

트는 감소한다.

배관 두께가 다른 이종강도 배관 용접시 두(5)

께비가 이하인 경우에는 저강도 배관의 면삭1.5

각도가 4
o
(1:16)~45

o 범위에서는 인장하중 내(1:1) ,

압 및 굽힘하중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국내 규정에서는 면삭각도 설정 시 최대값(6)

만 규정하고 있으나 하한값에 대한 규정이 필요

하며 또한 두께비에 대한 제한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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