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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호설명 – 
 

B  : 시편 두께 (mm) 

W : 시편 너비(mm) 

ao : 초기 균열 길이 (mm) 

af  : 파단 균열 길이 (mm) 

PL  : 한계하중 (N) 

σy   : 항복 응력 (N/mm2) 

σd   : 연신 응력 (N/mm2) 

Key Words: High Density Polyethylene(고밀도 폴리에틸렌), Weld(융착부), Piping(배관), Failure Assessment(파손 

평가), Limit Loads(한계하중), Slow Crack Growth(저속균열성장), Pennsylvania Edge Notch 

Tensile(PENT) 

초록: 최근 미국에서는 가동기간이 오래된 원전 매설배관에서 부식 및 침식에 의해 삼중수소 누설로 지

하수가 오염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원전 안전등급 매설배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금속 

재료의 배관을 대신해서 부식 및 침식 등의 열화 손상에 대한 저항성이 우수한 고밀도 폴리에틸렌

(HDPE) 배관을 ASME Code Class 3 안전계통 배관으로 사용하기 위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

서는 발전소 가동 중 매설배관에 가해질 수 있는 하중과 온도 범위를 바탕으로 HDPE 배관 융착부에 

대한 인장 시험과 저속균열성장 (SCG) 시험을 수행하였다. 시험 결과로 얻은 SCG 시험편의 파단면을 

분석하여 HDPE 재료의 파손 기구를 파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3D 유한요소 해석을 이용하여 균열이 

있는 HDPE 재료가 버틸 수 있는 한계하중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였다. 

Abstract: In the US, the number of cases of subterranean water contamination from tritium leaking through a damaged 

buried nuclear power plant pipe continues to increase, and the degradation of the buried metal piping is emerging as a major 

issue. A pipe blocked from corrosion and/or degradation can lead to loss of cooling capacity in safety-related piping resulting 

in critical issues related to the safety and integrity of nuclear power plant operation. The ASME Boiler and Pressure Vessel 

Codes Committee (BPVC) has recently approved Code Case N-755 that describes the requirements for the use of 

polyethylene (PE) pipe for the construction of Section III, Division 1 Class 3 buried piping systems for service water 

applications in nuclear power plants. This paper contains tensile and slow crack growth (SCG) test results for high-density 

polyethylene (HDPE) pipe welds under the environmental conditions of a nuclear power plant. Based on these tests, the 

fracture surface of the PENT specimen was analyzed, and the fracture mechanisms of each fracture area were determined. 

Finally, by using 3D finite element analysis, limit loads of HDPE related to premature failure were verified.  

† Corresponding Author, kimy0308@kore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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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어 

SCG  : Slow Crack Growth 

PENT : Pennsylvania Edge Notch Tensile 

SEN(T) : Single Edge Notch Tension 

HDPE : High Density Polyethylene 

PE : Polyethylene 

ASME : 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 

1. 서 론 

최근 미국 등 해외 원전에서 매설배관 열화와 

그에 따른 냉각수 누설로 인한 지하수 오염 문제

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금

속 소재를 대신하여 내부식성, 내침식성 등의 열

화 저항성이 우수한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배

관을 사용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가장 

안전도가 낮은 안전등급 3 계통의 매설배관 재료

로 사용하기 위해 미국의 일부 원전에서 선행적으

로 배관에 적용하여 가동 중에 있다.(1) 또한 미국 

기계학회(ASME)에서는 2007 년부터 고밀도 폴리

에틸렌 배관의 안전등급 3 계통 매설배관 적용과 

관련된 Code Case N-755를 발의하였으며, 오랜 기

간 개정을 통해 2011 년 7 월에 최종 승인하였다.(2) 

하지만 아직까지 HDPE 를 원전 가동 수명에 해당

하는 긴 기간 동안 안전등급 3 계통 배관으로 사

용하기 위한 신뢰성 검증이 부족한 실정이다.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US NRC)에서는 HDPE 

재료를 원전 매설배관에 적용하기 위해서 일정 기

준 이상의 기계적 물성을 요구하였다.(2) 미국의 

Emc2(Engineering Mechanics Corporation of Columbus)

에서는 US NRC 의 위탁을 받아 HDPE 재료 모재

와 융착부에 대해서 온도에 따른 인장 시험과 저

속균열성장(SCG) 시험을 수행하였다.(3,4) 연구에 

사용된 재료는 PE4710등급이며, ASTM D3350기준(5)

에 따르면 445474C 로 분류된다. 이 재료는 기계

적으로 우수한 인성과 내마모성, 내부식성을 보인

다. 또한 고온에서 향상된 성능을 보이며, 특히 기

존 HDPE 재료에 비해 저속균열성장에 대한 저항

성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저속균열성장은 

HDPE 재료의 중요한 특징으로 배관의 가동 중 

건전성 평가의 지표로 사용하기 적합하다. 

본 논문에서는 저속균열성장이 끝나는 시점에 

남은 면적에서 발생하는 고속 파단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수행하였다. PENT 시험 절차에 의해서 일

정한 하중을 가한 상태에서 시편을 관찰하면, 일

정량의 저속균열성장 이후 남은 영역이 가해진 하

중을 지지할 능력을 잃으면 고속 파단이 발생한다. 

다시 말하면, 시편에 가해진 일정한 하중을 버틸 

수 있는 특정 넓이가 존재하며, 이때의 가해진 하

중을 한계하중이라 생각할 수 있다. 

기존 학술대회에서 HDPE 재료의 모재에 대한 

한계하중 분석(6) 내용을 발표하였으며, 비교적 타

당한 분석 결과를 얻었다. 그러나 실제로 HDPE 

배관을 설치할 경우에 모재보다 융착부에서 균열

이 발생하거나 결함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

서 HDPE 배관의 건전성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서

는 융착부에 대한 평가가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

서는 융착부에 대한 한계하중 평가법 사용 적합성

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이어진 장에서는 HDPE 재료의 인장 특성을 파

악하고 한계하중의 적용 가능성을 논하였다. 또한 

저속균열성장 시험의 파면을 분석하여 재료의 파

괴 기구를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3 차원 유한요

소해석을 이용하여 한계해석(limit analysis)을 수행

하고 시험 결과와 비교 분석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HDPE 재료의 인장 특성 

폴리에틸렌 재료는 일반적으로 원전 배관에 사

용되어 온 금속 재료의 인장특성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폴리에틸렌 재료의 구간별 인장 

특성을 이해해야 한다. Fig. 1 에 대표적인 HDPE  

 

 
Fig. 1 Typical tensile behavior of HD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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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의 인장 거동을 나타내는 응력-변형률 곡선을 

나타내었다. 그림에 구분한 것과 같이 HDPE 재료

의 인장은 일반적으로 5가지 단계를 거치게 된다.  

초기에는 변형률의 증가에 따라 응력이 증가하

는 선형 구간이 존재한다. 이 구간에서는 변형률

과 응력이 선형적인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쉽게 

구조물의 응력을 결정할 수 있다. 시편을 계속해

서 변형시키면 응력-변형률 선도는 선형 구간을 

벗어나 고분자 재료에서의 항복점 또는 항복강도

라고 불리는 최대점에 도달하게 된다. 이후 네킹

이 발생하면서 변형률이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응력이 떨어지는 변형률 연화(softening)구간이 나

타난다. 이때 네킹이 일어나는 지점에 내부 구결

정(spherulite) 구조가 회전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국부적인 단면적 감소를 나타내는 네킹이 발생

한 이후 지속적으로 동일한 응력 수준에서 연신이 

발생하게 된다. 이때 시편의 측정 길이 전체에 대

한 단면적 감소가 발생하며 이를 저온 연신(cold 

drawing)이라 한다. 단면적 감소가 전체 측정 길이

에 대해서 완료 되면 늘어난 에틸렌 분자들이 축

방향으로 힘을 받으면서 응력 증가가 발생하고, 

이 구간을 변형률 경화(hardening) 구간이라 한다. 

변형률 경화에 의해서 변형률이 증가함에 따라 응

력이 올라 가다가 구간의 끝에서 파단이 발생한다. 

항복 이후의 네킹과 저온 연신은 라멜라(lamellae)

와 무정형(amorphous)으로 이루어진 분자모델(7)로 

설명할 수 있다. 변형이 진행되면서 라멜라들 사

이에 있는 무정형 연결부분(tie)이 늘어나고 라멜

라들이 미끄러지면서 기울어진다(silp-tilting). 이러

한 구결정 구조의 회전에 의해서 미세 결정과 고

분자 사슬이 힘이 가해지는 연신 방향으로 배열된

다.  

이와 같이 폴리에틸렌 재료는 복잡한 단계를 거

쳐 최종적으로 파단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HDPE 

배관의 건전성 평가를 위해서는 이러한 재료의 변

형 거동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합한 파손 평가법

을 적용하여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2.2 한계하중 해 

구조물에 높은 하중이 가해져서 비교적 단시간

에 재료가 변형되어 파단이 발생하는 것을 연성 

파괴라고 한다. 이 연성 파괴는 재료의 인장 특성

과 연관이 있으며, 재료의 항복강도와 직접적으로 

대응한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재료에 따라

서 항복강도의 정의가 다르다는 점이다. 예를 들

어서, 금속의 경우 0.2% 오프셋 항복강도를 대표

적으로 사용하지만, 고분자 재료의 경우 초기 최

대 응력을 항복강도로 정의한다. 

한계하중이란 연성 파괴를 정량화 할 수 있는 

평가지표로서 구조물이 지지할 수 있는 최대하중

을 의미한다. 높은 연성을 가지는 재료의 경우 균

열에 의한 응력 집중이 발생하더라도 높은 파괴인

성으로 인해서 균열이 진전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재료는 균열면을 포함한 단면 전체에 대해

서 항복이 일어날 때까지 버틸 수 있고, 이때의 

하중을 한계하중으로 정의한다. 

본 연구에서는 일정한 하중을 가하는 저속균열

성장 시험을 수행하여 균열성장이 끝나는 시점에 

남은 면적에 대해서 연성 파괴가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한계하중 평가법을 적

용하기 적합한 파괴 형태이다. 하지만 앞서 설명

했듯이 고분자 재료는 항복강도에 대한 정의가 금

속의 그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인장 시험을 통해서 

적합한 응력 값을 찾아야 한다. 3 장에서 다시 설

명하겠지만, 본 연구에서는 저속균열성장 시험의 

파단면을 분석하여 한계하중 평가에 적합한 응력 

값을 정의하였다. 

한계하중 해는 재료 거동이 탄성-완전소성을 따른

다는 가정 하에 구할 수 있으며 R6 코드(8)와 EPRI 

Ductile Handbook과 같은 다양한 코드와 문헌에서 해

를 제시하고 있다. 한계하중 해를 이용하면, 다양한 

형상과 경계조건에 인장 하중, 내압 그리고 굽힘 모

멘트와 같이 기계 하중이 가해질 때 구조물이 지지

할 수 있는 최대 하중 값을 얻을 수 있다. 

본 논문에서 한계하중 해의 검증을 위해서 사용

한 PENT 시편의 경우 3방향에 노치가 존재하는 

형태를 보인다. 이와 정확히 똑같은 형상에 대한 

 
Fig. 2 Schematic figure of single edge notched plate 

under tension loading(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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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비슷한 SEN(T) 시편

의 해를 이용하여 시험 결과와 비교, 분석을 수행

하였다. R6 코드에서 제시하는 양 끝단이 고정된 

그립인 경우에 SEN(T)시편 한계하중 해는 다음의 

식 (1), (2)와 같으며 관련된 시편형상과 변수가 

Fig. 2에 제시되어 있다.  
 

L L yP n WB= σ    (1) 

1 ( / )  for plane stress

2
1   for  plane strain

3

L

L

n a B

a
n

B

= −

= −
 
 
 

 (2) 

 

식 (1)에 해당하는 한계하중 해는 SEN(T) 시편

의 균열면에 대한 전단면 항복을 가정한 식이다. 

이는 PENT 시편의 전단면 항복과 동일한 값을 가

진다. PENT 시편은 Fig. 6과 같이 좌우 양쪽에 노

치를 가지며 이는 SEN(T) 시편과의 차이이다. 

3 장의 시험 결과를 토대로 PENT 시편의 파단

면을 간단하게 분석하면 균열 길이 a 는 초기 노

치 길이 ao 와 저속균열성장 길이를 합한 af 와 같

다. PENT 시험의 정확한 파단면 분석은 3 장에서 

자세히 다루겠다. 

3. 시험 및 결과 

3.1 인장 시험 

HDPE 재료의 융착부 인장 특성을 파악하기 위

해서 표준 시험법인 ASTM D638(9)의 절차에 따라 

온도에 따른 인장 시험을 수행하였다. 재료의 특

성과 인장 시험기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Type-IV 

형태의 시편으로 가공하였다. 시편은 배관의 길이 

방향으로 직접 추출하였으며, 모재와 융착부 모두 

시편을 제작하여 시험을 진행하였다. 일반적으로 

안전등급 3 계통 배관의 경우 운전온도가 최고 

80℃ 정도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

라서 배관의 운전 온도를 고려하여 상온, 40℃, 

60℃ 및 80 ℃에서 인장 특성의 변화를 확인하였

다. 시험 속도는 ASTM 기준에 따라 시편의 형상

에 해당하는 변형률 속도인 50mm/min 으로 결정

하였다.  

융착부의 온도에 따른 시험 결과를 Fig. 3 에 나

타내었다. 참고로 모재의 온도에 따른 시험 결과 

또한 빨간 선으로 나타내었다. 실제로 변형은 

1500%까지 늘어나서 파단에 이르지만 한계하중에 

필요한 결과는 인장에 의한 항복과 저온 연신 구

간이다. 따라서 변형의 초기 100%까지의 결과만 

Fig. 3에 나타내었다. 시험 결과를 보면 온도가 올

라갈수록 항복 응력(σy)과 연신 응력(σd)의 차이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두 응력 사이에 

떨어지는 비율이 42%에서 30%로 줄어드는 것을 

결과를 정리한 Table 1 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

다. 

이러한 인장 시험 결과들은 한계하중 해석을 수

행할 때 중요한 자료가 된다. 앞서 한계하중에 대

해서 이론적으로 설명하였듯이, 최대 지지 하중을 

결정하고 재료의 연성 파괴를 특성화 할 수 있는 

응력 값을 정의하여야 한다. 보통 금속 재료의 경

우에는 0.2% 오프셋 항복강도를 사용하여 보수적

으로 최대 지지 하중을 예측한다. 하지만 HDPE

의 경우 금속 재료와 달리 초기 최대 응력 지점을 

항복 응력으로 정의하고, 그 이후 저온 연신 구간

에서는 일정한 연신 응력에서 변형이 발생한다. 

다음 장에서 파단면을 분석하면서 설명 하겠지만, 

HDPE 재료는 연신 응력을 한계하중에 해당하는 

응력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이렇듯이 인장 

시험 결과는 한계하중 예측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3.2 저속균열성장 시험 

HDPE 재료의 건전성 평가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저속균열성장 저항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Table 1 Summary of test data for tensile specimens 

Specimen 

ID 

Temp. 

(oC) 

σy 

(MPa) 

σd 

(MPa) 

Drop ratio 

(%) 

TW-1 RT 26.67 15.51 41.84 

TW-2 40 23.32 13.78 40.91 

TW-3 60 17.98 11.53 35.87 

TW-4 80 12.40 8.64 30.32 

 

 

 
Fig. 3 Tensile test result for base and weld of PE4710 

resin with various temper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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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을 수행하였다. ASTM F1473(10) 기준에 따라 

저속균열성장 거동을 알아보는 PENT 시험을 진행

하였다. 시편의 형상 및 치수 정보를 Fig. 4 에 나

타내었으며, PENT 시험 장비 및 시편의 변형된 사

진을 Fig. 5에 첨부하였다. 초기에는 Fig. 5과 같이 

큰 시편을 이용하여 시험을 진행하였지만, 여러 

시행착오 끝에 최종적으로 Fig. 4 에 나타낸 작은 

시편을 사용하였다.  

ASTM F1473기준에 따라 시편의 중간에 날카로

운 면도날을 이용해 0.2mm/min 의 속도로 두께 방

향 노치(25% 또는 40%)와 너비 방향 양쪽 노치 
 

 
Fig. 4 Schematic geometry and dimensions of PENT 

specimen 
 

 

Fig. 5 Set-up of PENT test: (a) Specimen and grip, (b) 
on-going specimen 

(각 1mm 깊이)를 내었다. 이후 시편을 걸고 일정

한 크기의 하중을 가해서 노치에서부터 저속균열

성장이 발생하도록 하고 최종 파단까지 걸리는 시

간을 얻었다. 앞서 설명했듯이, 사용한 재료는 

PE4710 Cell Classification 445474C로 PENT 시험 요

건은 80oC의 온도에서 2.4 MPa의 정하중을 준 상

태로 500시간 동안 파단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이와 같은 조건에서 모재와 융착부에 대한 

PENT 시험을 수행한 결과 대부분의 시편이 500

시간을 넘어 1000 시간 이상의 수명을 얻었다. 본 

연구에서 실험한 재료가 저속균열성장에 대한 저

항성이 우수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

만 융착부의 경우 몇몇 시편이 1000 시간 이전에 

파단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 

파단이 발생한 융착부 시편의 시험 조건과 균열 

길이를 Table 2 에 나타내었다. 여기서 파단 균열 

길이 af 는 초기 노치 길이 ao 에 저속균열성장 길

이를 더한 값이다. 시험에서 가해진 정하중은 노

치를 내기 전 단면에 대한 응력값 σp 을 이용해서 

결정 할 수 있다.  

PW-1 과 PW-2 는 초기 노치 길이가 두께의 25%

와 40%로 다르지만, 가해준 하중이 같다. PW-3 과 

PW-4는 PW-2와 같은 노치길이에 3.5MPa, 4.1MPa

로 증가된 하중을 가하였다.  

이 장에서는 융착부 PENT 시편의 파단면을 자

세하게 분석하였다. Fig. 6 에 파단면의 개략적인 

형태를 도식하였다. 초기 노치를 내고 정하중을 

가하면 저속균열성장이 일어나면서 단면적이 감소 

 

Table 2 Summary of test data for PENT specimens 

Specimen 

ID 

Temp. 

(oC) 

σp 

(MPa) 

ao 
(mm) 

af 
(mm) 

PW-1 

80 

2.4 1.59 4.59 

PW-2 2.4 

2.54 

4.71 

PW-3 3.5 3.64 

PW-4 4.1 2.96 

 

 
Fig. 6 Schematic figure of fracture surface on PENT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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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SEM micrographs of fracture surface on PENT 
specimen 

 
한다. 이 과정에서 단면적이 받는 응력이 증가하

게 되고, 하중의 크기에 대응하는 특정 크기의 면

적이 남았을 때 순간적으로 연성 파단이 발생한다. 

대표로 PW-1시편에 대해서 파단면을 주사 전자 

현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을 통해서 

자세히 관찰하였으며, SEM 이미지를 Fig. 7 에 나

타내었다. 그 결과 초기 노치에서 저속균열성장에 

의해서 3mm 정도의 균열이 진전하였고, 파단면이 

영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초기 저속균열성장이 발생하는 A 영역의 경우 취

성 파괴의 파단면 특성을 보이고, 단기간 파단이 

발생하는 C 영역의 경우 연성 파괴의 파단면을 

보인다. B 영역은 취성과 연성 파괴의 중간 단계

로 전이 영역의 특성을 보인다. 

각 영역에 대한 확대 이미지를 Fig. 8 에 나타내

었다. 100µm, 50µm, 20µm으로 확대해서 미세섬유

의 파단 형태를 확인하였다. 취성 파괴(A)의 경우 

비교적 매끈한 파단면을 보이고, 미세섬유를 보면 

매우 짧은 연신 이후 파단이 발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성 파괴(C)의 파단면은 매우 거친 

표면을 보이고, 길게 연신이 발생한 이후 파단이 

발생한 미세섬유를 관찰하였다. 취성-연성 전이 

영역(B)에서는 취성과 연성 파단면의 중간적인 특

성을 띈다. 

파단면 분석을 통해서 연성 파괴는 미세섬유의 

하중방향 연신과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인장 시험 결과와 비교했을 때, 네킹에서 구결정

이 회전하고 이후 저온 연신 동안에 미세섬유들이 

배향하는 특성과 유사하다. 따라서 연성 파괴는 

저온 연신 구간의 응력에 해당하는 연신 응력(σd)

과 연관이 있음을 유추할 수 있으며, 이 사실을 

이용해서 다음 장에서 한계해석을 수행하였다. 

4. 유한요소해석 

4.1 해석 모델 및 형상 정보 

상용 유한요소해석 소프트웨어인 ABAQUS v6.13-4

를 이용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요소에서는 프로그

램에서 제공하는 3 차원 저감적분요소(C3D20R)를 사

용하였으며, 요소의 개수는 약 22000 개이다. 영 

계수 E=83.97 MPa, 포아송 비 ν=0.45를 해석에 입

력하였다. PENT 시편의 남은 면적에 대한 한계하

중 거동을 모사하기 위해서 재료는 탄성-완전소성 

물성을 사용하였다. 3.2장에서 연성 파괴의 파단면 

분석을 통해서 얻은 결론을 바탕으로 연신 응력을 

이용해서 한계해석을 수행하였다. 실제 응력-변형

률 곡선은 Fig. 9 의 검은 점선과 같지만, 해석에 

사용한 탄성-완전소성 물성은 빨간 선과 같다. 연

신 응력을 한계하중에 대응하는 응력으로 설정하

여 재료 물성으로 입력하였다. 항복 응력과 저온 

연신 이후의 변형률 경화에 의한 응력 상승은 해

석에서 배제하였으며, 이로써 보수적인 예측이 가

능하다.  

유한요소 모델은 Fig. 10에 보였듯이 1/4 모델을 

사용했으며 경계조건은 축방향 대칭과 너비 방향 

대칭을 적용하였다. 시험에서 고정된 그립(grip)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같은 변형 조건을 주기 위해서 

equation 옵션을 사용하여 변위를 가하였다. 또한 

해석에는 소변형 옵션이 적용되었다. 이는 R6 코

드에 제시한 이론해와 유한요소해석 결과를 비교

하기 위함이다. 

 

4.2 해석 결과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R6 코드에서 제시하고 

있는 평면 응력과 평면 변형률에 대한 이론해와 

유한요소 해석 결과를 모두 비교하여 Table 3, Fig. 

11 에 나타내었다. PW-1 과 PW-2 는 초기 노치 길

이가 두께의 25%와 40%로 다르지만, 하중이 같기 

때문에 비슷한 파단 균열 길이 af 를 가져야 한다. 

실험  결과를 보면  균열  길이가  2.5%정도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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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SEM micrographs of fracture surface on PENT specimen depending on fracture mechanism; (A) brittle fracture, 
(b) Transition from brittle to ductile fracture, (C) ductile fracture 

 
 

은 차이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PW-3 과 PW-4

는 정하중을 3.5MPa, 4.1MPa 로 증가된 하중을 가

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ASTM F1473의 저속균열성장 시험 기준에 따르

는 하중 2.4MPa 을 시편에 가할 때, 유한요소 해

석을 통해서 얻은 한계하중은 실험에서 얻은 한계

하중과 거의 유사한 값을 가진다. R6 이론해는 

PENT 시편에서 너비 방향 측면 홈(side grooves)이 

없는 SEN(T) 시편 형상에 대한 한계하중 식이기 

때문에 낮은 값을 예측한다. 이는 수식이 측면 홈

에 생기는 항복 영역을 포함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PENT 시편에 가해진 하중이 3.5MPa, 4.1MPa 로 

증가함에 따라서 실험에서 얻은 한계하중 값 대비 

해석과 R6 이론해에 의한 한계하중 예측 값이 증

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연성 파괴에 해당하

는 파단면의 넓이를 계산하는데 생기는 오류 때문 

이다. 하중을 증가시키고 파단면을 관찰한 결과, 

저속균열성장에 해당하는 취성 파괴 영역에서도 

거친 면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하중이 커짐에  

 

 
Fig. 9 Elastic-perfectly plastic stress-strain curve 

 

따라 파단면의 미세섬유가 길게 늘어나게 되고, 

반-취성 파단면과 연성 파단면의 구분이 어려워 

지게 된다. 따라서 연성파손에 의한 파단면을 과

대평가하여 실제 실험값보다 이론해와 유한요소해

석 결과가 높게 나오게 된다. 기본적으로 저속균

열성장에 의한 균열 길이 및 남은 면적을 정확히 

측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결과 값에 산포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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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ummary of limit load analysis for the end of PENT test 

Specimen 

ID 

af 
(mm) 

σp 

(MPa) 

PL
R6,PS 

(N) 

PL
R6,PE 

(N) 

PL
FE 

(N) 

PL
exp. 

(N) 

PL
R6,PS 

/PL
exp. 

PL
R6,PE 

/PL
exp. 

PL
FE 

/PL
exp. 

PW-1 4.59 2.4 162.71 187.88 203.11 193.55 0.84 0.97 1.05 

PW-2 4.71 2.4 151.61 175.07 188.55 193.55 0.78 0.90 0.97 

PW-3 3.64 3.5 250.53 289.29 317.80 282.26 0.89 1.02 1.13 

PW-4 2.96 4.1 313.40 361.88 399.75 330.64 0.95 1.09 1.21 

 

  

Fig. 10 Simplified FE quarter model of the PENT 
specimen 

 

 
Fig. 11 Comparison of prediction load and experiment 

load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HDPE 재료의 단기간 건전성 평

가법으로 한계하중을 적용하기 위한 기초 연구를 

수행하였다. 모재에 대한 선행 연구를 기반으로 

융착부 재료에 대한 한계하중 평가법의 적합성을 

다각도로 분석하였다. 

우선 HDPE 융착부 재료에 대한 인장 특성을 

분석하고 각 구간별 미세결정과 고분자 구조의 변

화를 자세히 파악하였다. 직접 시험을 통해서 온

도에 따른 인장 특성을 파악하고, 저온균열성장 

시편의 파단면을 분석함으로써 연성 파괴에 대응

하는 응력 값을 도출하였다. 

PENT 시험의 특성을 이용하여 저속균열성장이 

끝나는 시점에 남은 면적에서 발생하는 연성 파괴

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수행하였다. 한계하중은 

구조물이 견딜 수 있는 최대 지지 하중을 의미하

고, 연성 파괴가 발생할 때의 하중 값과 같다. 이 

값은 이론해로도 간단하게 얻을 수 있고, 유한요

소 해석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다. 

HDPE 재료에 대한 한계하중 적용의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이론해, 유한요소 한계해석을 통

해서 얻은 값들을 시험 하중과 비교하여 Fig. 11

에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이론해와 유한요소 해석 

결과가 실제 시험 결과와 잘 일치하는 것을 확인

하였으며 연신 응력(σd)을 이용한 한계하중의 사용

이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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