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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호설명 – 
 

εf : 파괴 변형률 

∆εe
p : 등가 소성 변형률 증분 

σm : 정수압 응력 

σe : 등가응력 

σm/ σe : 삼축응력 

σ1, σ2, σ3 : 주응력 

ωc : 임계 손상 

1. 서 론 

원자력 발전소를 비롯한 플랜트 설비는 수 많은 

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배관은 다양한 

동적인 하중이 발생할 시 발전 설비의 손상을 초래 

할 수 있다. 특히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설계기준을 초과한 지진하중 조건에서의 배관 

건전성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으며,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다수의 재료는 동적 

하중영역에서 정적 하중조건에서와 다른 재료적 

특성을 보이며(1~3) 이로 인해 배관이 갖는 최대 지지 

Key Words: Ductile Fracture(연성파괴), Finite Element Analysis(유한요소해석), High Strain Rate Condition(고변형

률 조건), Damage Simulation(손상해석)   

초록: 본 논문은 유한요소해석을 이용한 고변형률 조건에서의 연성파손 해석기법을 제안한다. 고변형률

하중이 작용하는 구조물에 대한 파괴거동 예측을 위해 본 논문에서는 Johnson/Cook 모델을 고려한 수정

응력 파괴변형률 모델을 사용하였다. 제시된 모델은 인장 실험 모사해석결과로부터 얻어지는 삼축응력 

및 파괴변형률에 의해 파손이 정의된다. 다양한 실험속도의 인장 실험결과 및 정적 하중조건에서의 파

괴인성 실험을 이용하여 수정응력 파괴변형률 모델의 변수를 결정하였다. 결정된 모델을 이용하여 동적 

하중조건에서 파괴인성시편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해석결과와 실험결과를 비교하여 해석기법을 

검증하였다. 

Abstract: This paper proposes ductile failure simulation under high strain rate conditions using finite element (FE) 

analyses. In order to simulate a cracked component under a high strain rate condition, this paper applies the stress-

modified fracture strain model combined with the Johnson/Cook model. The stress-modified fracture strain model 

determines the incremental damage in terms of stress triaxiality (σm/σe) and fracture strain (εf) for a dimple fracture 

using the tensile test results. To validate the stress-modified fracture strain model under dynamic loading conditions, the 

parameters are calibrated using the tensile test results under various strain rates and the fracture toughness test results 

under quasi-static conditions. The calibrated damage model predicts the CT test results under a high strain rate. The 

simulated results were then compared with the experimental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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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중도 실험속도에 따라 다른 경향을 보인다고 

보고되었다. 하지만 현재 적용되고 있는 지진하중 

조건의 배관 건전성 평가 절차를 보면, 

선형탄성해석을 통해 배관에 작용되는 지진하중의 

크기를 계산하고 정적 하중 조건에서 실험된 재료 

물성치를 이용하여 결함 안정성을 평가한다.(4~6) 

그러나 지진하중 조건에서 실제 배관에 작용하는 

하중은 동적이고 반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7)  

따라서 지진 하중 조건에서 배관 계통에 대한 

건전성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서 다양한 실험속도에 

따른 재료 물성치 및 파손 거동 모사에 대한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실험속도에 따른 

재료에 대한 물성 실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 및 시간과 노력이 요구 된다. 이러한 

실기실험의 대안으로서 유한요소 손상해석을 이용한 

가상 실험법은 하중과 시편 형상에 변경이 용이하고 

경제적으로도 효율적이다.  

이러한 이유로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실험 속도의 

인장 물성 및 정적 하중조건에서의 파괴인성 

실험결과를 이용하여 동적 하중조건이 작용하는 

구조물의 파괴거동을 예측할 수 있는 파손 모델에 

대한 연구를 수행 하였으며 이와 같은 기법을 토대로 

미국 바텔 연구소(Battelle Memorial Institute)에서 

수행한 동적 하중이 작용하는 파괴인성 시편(CT 

시편) 실험결과(8)를 모사하고 해석을 통한 예측 

결과와 실험결과를 비교하여 변형률 속도에 따른 

연성파손 해석기법의 신뢰성을 검증하였다.  

2. 실험 결과 요약 

미국 바텔연구소에서 배관건전성 국제공동연구 

IPIRG(International Piping Integrity Research Group)의 

일환으로 다양한 재료와 균열 형상에 대한 파괴인 

 

 
Fig. 1 Engineering stress-strain curve for A106 Gr.B 

성 및 실배관 실험을 수행하였다.(8) 본 연구에서는 

실험속도에 따른 인장실험, 파괴인성실험으로 

구성되어 있는 288oC 에서의 A106 Gr. B 탄소강 

재료에 대해 실험결과를 분석하였다.  

 

2.1 실험속도에 따른 인장실험 결과 

바텔연구소에서는 다양한 변형률 조건에서의 

재료의 물성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4x10-4, 3.4, 11.5/s의 

세 가지 속도로 인장실험을 수행 하였다. 인장실험은 

유압식 실험기로 수행 되었으며 flat 타입의 pin-load 

시편으로 수행되었으며, 시편의 폭은 6.35mm, 두께는 

3.18mm, 표점거리는 25.4mm 이다. 실험속도에 따른 

공칭 응력-변형률 그래프는 Fig. 1에 나타내었으며, 

각각의 실험결과로 계산된 항복강도, 인장강도, 

연신률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일반적인 재료와 달리 

A106 Gr. B 재료의 경우 동적변형시효(DSA, Dynamic 

Strain Aging)현상(9,10)으로 인하여 특정 온도 영역에서 

실험 속도가 빨라질수록 인장 강도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2 실험속도에 따른 파괴인성 실험결과 

바텔연구소에서는 실험속도에 따른 파괴인성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시편형태는 CT 시편이며 

A106Gr. B 배관에서 추출한 0.5T CT 의 시편이  

 

Table 1 Summary of tensile test results 

No. 
Strain rate 

(1/s) 

Yield 

Strength, 

(MPa) 

Tensile 

Strength 

(MPa) 

Elongation 

(%) 

1 4x10-4 294 599 26.0 

2 3.4 279 550 21.6 

3 11.6 356 479 17.0 

 

 

 

Fig. 2 Geometry of CT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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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3 Fracture toughness test result include strain rate 
effect:  (a) Load-LLD Curve (b) J-R curve 

 

사용되었다. 시편의 개략도는 Fig. 2 에 나타내었다. 

정적실험의 경우 균열 개시까지 5~20 분, 

동적실험의 경우 균열개시까지 0.25 초의 속도로 

수행 되었다. 파괴인성 실험 결과(Load-LLD 선도, 

J-R 선도)는 Fig. 3 에 나타내었다.  

3. 변형률 속도에 따른 손상해석 기법 

3.1 정적 하중조건에서의 손상해석 기법 

동적 하중조건에서의 연성파손모사 기법에 대한 

정의에 앞서 정적 하중조건에서의 연성파손을 모사하기 

위해서는 손상기준이 되는 손상모델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손상모델은 균열 선단에서 국부적인 

재료파괴가 삼축응력에 따라 결정되는 수정응력 

파괴변형률 모델(stress-modified fracture strain 

model)(11~14)이다. 파괴변형률은 삼축응력에 의존하며 이 

둘의 관계는 아래와 같은 지수함수로 표현 가능하다.  

exp m
f

e

σ
= A -C +B

σ

 
× 

 
ε    (1) 

 

위 식에서 주어진 수정응력 파괴 변형률을 결정하기 

위해 다양한 반경을 가진 노치인장실험결과가 

필요하다. 하지만 노치시편이 유용하지 않을 경우 

상수 C 는 Rice 와 Tracey(12)의 제안에 따라 1.5 로 

결정하여 사용한다. 식 (1)을 통해 파괴변형률이 

삼축응력의 함수로 표현이 가능하다면, 응력 형성에 

따른 증분 손상값은 다음을 사용하여 계산된다.  

∆
∆ =

p
e

f

ε
ω

ε
   (2a) 

( 1)= ∑∆ = =cω ω ω   (2b) 

 

전통적인 손상이론은 위 식의 임계손상값(ωc)이 

상수 1 로 정해져 있지만 이 값은 요소크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Kim(15,16)의 논문에서는 요소크기 

의존성 임계손상모델을 제시하여 요소크기에 따른 

임계손상값을 계산하는 방법을 제안하여 스테인리스강 

및 탄소강에서 모두 잘 적용 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요소크기를 0.2mm로 고정하고 이에 맞는 

임계손상값을 정의하였다. 누적 손상값이 임계손상값에 

도달하게 되면 연성파괴는 국부적으로 가정되고, 

유한요소 적분점에서 응력값을 강제로 낮춰서 

균열성장을 모사한다. 이러한 과정은 ABAQUS(17)에서 

제공하는 UHARD subroutine 을 통해서 구현하였다. 

 

3.2 변형률 속도에 따른 손상해석 기법 

본 논문에서는 실험속도에 따른 파괴변형률과 

삼축응력의 관계를 정의하기 위해 Johnson/Cook(18)에 

의해 제시된 실험속도에 따른 파괴변형률과 

삼축응력의 관계에 기초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Johnson/Cook(18)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실험속도에 

따른 파괴변형률과 삼축응력의 관계는 아래와 

같은 지수함수로 표현될 수 있다.  
 

1

exp 1 lnm
f

e o

σ
= A -C +B D

σ

      
× +      

         

ɺ

ɺ

ε
ε

ε
 (3) 

 

위 식에서 상수 A, B, C는 정적 하중조건에서의 수정

응력 파괴변형률 모델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 되며, 

상수 D, 1oɺε 는 실험속도에 따른 파괴변형률과 삼축

응력의 관계에서 계산되는 재료상수 이다. 식 (3)에

서 삼축응력 및 변형률 속도에 따른 파괴변형률이 

계산되면 정적 하중조건에서의 수정응력 파괴변형률 

모델과 같은 방법으로 손상증분이 계산된다. 

4. 변형률 속도에 따른 손상기준 결정 및 

유한요소 해석 

4.1 실험 속도에 따른 인장물성 결정 

본 연구에서는 Johnson/Cook (18)의 연구결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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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4 Fracture toughness test result incude strain rate 
effect:  (a) Yield strength, Tensile strength (b) 
Strain hardening coefficient 

 

 
(a)          (b) 

 

Fig. 5 Typical FE mesh (a) Tensile specimen (b) CT 
specimen (element size=200µm) 

 

제시하고 있는 변형률 속도에 따른 재료 인장물성 

관계식에 기초하여 A106 Gr. B 탄소강 재료의 

인장물성을 정의하였다. Johnson/Cook 의 논문에서는 

변형률 속도에 따른 인장 물성 관계식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2

( ( ) ) 1 ln( )pl n

eq eq

o

 
= + + 

 

ɺ

ɺ

ε
σ α β ε γ

ε
  (4) 

 

위 식에서 상수 α, β, n 은 정적 하중 조건에서 수

행된 인장실험에 기반하여 계산되며, 상수 γ, 2oɺε   

 

Fig. 6 Variations of the stress triaxiality with equivalent 
plastic strain under quasi-static condition 

 
는 실험속도에 따른 인장실험결과를 토대로 계산

되는 상수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적 하중조건에서

의 인장물성을 토대로 상수 α, β, n 을 결정하였고, 

각 실험속도에 따른 인장강도를 고려하여 변형률 

속도관련 상수 γ, 2oɺε 를 결정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A106 Gr. B 재료에 대한 288 oC 에서의 인

장물성은 식 (5)에 나타내었으며, 식 (5)에 의해 

계산되는 항복강도, 인장강도, 가공경화지수와 실

험결과를 비교하여 Fig. 4 에 나타내었다. 
 

0.3(200 879( ) ) 1 0.0641ln( )
0.61

pl

eq eq

 = + − 
 

ɺε
σ ε  (5) 

 

4.2 정적 하중조건에서 파괴변형률 결정 

유한요소해석을 이용한 정적 하중조건에서의 

연성파손을 모사하기 위해서는 손상기준이 되는 

손상모델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손상모델은 

3.1 절에서 언급한 수정응력 파괴변형률 모델이다. 본 

연구에서 고려한 손상모델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파괴변형률과 삼축응력간의 관계식이 필요하며 

노치반경에 대한 인장실험을 수행하지 못한 경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식 (1)에서 상수 C 가 1.5 로 

결정되어 아래와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exp 1.5 m
f

e

σ
= A - +B

σ

 
× 

 
ε   (6) 

 

위 식에서 상수 A, B 는 인장실험과 파괴인성실험의 

유한요소해석 결과를 토대로 결정된다. 손상기준식 

결정에 사용한 인장실험과 파괴인성실험의 시편형상과 

유한요소망을 Fig. 5에 나타내었다. 상용프로그램 

ABAQUS(17)에서 제공하는 3차원 8절점요소(C3D8)를 

사용하였으며 기하학적 대변형을 고려하여 해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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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였다. 해석의 효율성을 위해 인장시편과 CT 

시편의 형상 대칭조건을 활용하여 각각 1/8 모델과 1/4 

모델을 사용하였다. 4.1절에서 정의된 재료 물성을 

ABAQUS에서 제공하는 UHARD subroutine을 이용하여 

구현하였다. 정적 하중조건에서의 인장실험해석결과를  

 

 

Fig. 7 Stress-modified fracture strain under quasi-static 
condition 

 

 
(a) 

 
(b) 

 

Fig. 8 Calibration results for ductile fracture simulation: 
(a) J-R curve, (b) Load-LLD curve 

실험결과와 비교하여 Fig. 1에 나타내었다. 

인장시편에서의 삼축응력과 소성변형률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파손시점에서의 삼축응력 및 

소성변형률을 시편 중앙에서 추출하였으며, Fig. 6에 

나타내었다. 응력과 변형률 이력을 포함하기 위해 

소성변형률에 대한 삼축응력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19)  

Fig. 7에 표기된 “tensile specimen”는 인장실험 결과를 

이용해 결정된 인장시편에서의 손상기준값이다. Fig. 

7의 두 번째 점은 파괴변형률을 σm/ σe=2.5의 높은 

삼축응력값에서 가정하는 것으로 상정된다. σm/ σe=2.5를 

선택하는 이유는 Prandtl(20) 필드의 이론적인 최대 값이 

이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σm/ σe=2.5에서 파괴변형률은 

다양한 철강 재료에 대한 자료 검토 결과 인장실험의 

파괴변형률의 10% 부근에 있다고 제안되었으며CT 

시편 실험결과와 비교하여 조정된다. CT 시편 

실험결과로부터 얻은 J-R 선도를 이용하여 찢어짐 

계수(tearing modulus, dJ/da) 결정하고 해석결과와 

비교하여 σm/ σe=2.5에서의 파괴 변형률을 

결정하였으며 앞서 언급한 임계 손상값(ωc)의 경우 

앞서 J-R 선도의 임계 파괴 인성 (J0.2)값과의 비교를 

통해 결정되었다. 파괴인성시편에 대한 해석에서 

사용된 요소 사이즈를 0.2mm로 고정하여 0.2mm 

균열이 성장하였을 때의 임계파괴인성 값을 고려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정적 하중조건에서의 임계손상값에 

따른 해석결과를 Fig. 8에 나타내었으며 정적 

하중조건에서의 파괴인성실험결과와 비교하였다. 

최종적으로 결정된 임계손상값은 0.45이며 결정된 

손상기준식은 아래와 같다.  
 

1.3exp 1.5 0.089
 

ε × 
 

m
f

e

σ
= - +

σ
   (7) 

 

4.3 동적 하중조건에서 파괴변형률 결정 

동적 하중조건에서의 연성파손모사를 위한 손상기준 

 

 

Fig. 9 Variations of the stress triaxiality with equivalent 
plastic strain under dynamic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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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Stress-modified fracture strain under dynamic 
condition 

 
식 결정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변형률 속도에 따른 

인장실험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해석 결과를 

Fig. 1 에 나타내었다. 앞선 절차와 동일하게 각 실험 

속도에 따른 해석결과의 파손시점에서의 삼축응력 및 

소성변형률을 시편 중앙에서 추출 하였으며, Fig. 9 에 

나타내었다. 각각의 해석 결과에 대한 응력과 변형률 

이력을 포함하기 위해 소성변형률에 대한 삼축응력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변형률 속도에 따른 인장실험 

해석결과를 통해 결정된 각각의 실험속도에서의 

손상기준값을 이용하여 식 (3)의 변형률 속도에 따른 

재료상수를 결정하였으며, 변형률 속도를 고려한 최종 

손상기준식은 아래와 같으며 Fig. 10에 나타내었다. 

 

1.34exp 1.5 0.089 1 0.083ln
0.39

m
f

e

σ
= - +

σ

     × −     
      

ɺε
ε  (8) 

 
4.4 동적 하중조건의 CT 실험 결과 모사 

앞서 결정된 변형률 속도를 고려한 손상기준식을 

토대로 해석 기법에 대한 검증을 위해 동적 하 

중조건에서의 파괴인성 실험결과에 대한 유한요소 

해석을 수행하였다. 실험조건에 언급된 것과 같이 균열 

개시까지 0.25 초의 속도를 고려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해석에 사용된 모델은 대칭조건을 

활용하여 1/4 모델을 사용하였으며 요소/절점의 개수는 

각각 6400/7942 개이다. 균열단면에서 파손모사를 위해 

사용된 요소 크기는 0.2mm 이며 임계손상값은 정적 

하중조건과 같은 0.45이다. 

손상해석기법을 이용한 동적 하중조건에서의 

파괴인성 해석결과와 실험결과의 비교를 Fig. 11에 

나타내었다. 해석결과와 실험결과를 비교해보면 

최대하중의 경우 4%의 이내의 오차를 보이고 있으며, 

균열 개시지점에서의 J0.2값의 경우 3% 이내의 오차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 

 
(b) 

 

Fig. 11 Comparison of experimental data with simulated 
results from dynamic CT test: (a) J-R curve (B) 
Load-LLD curve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변형률 속도를 고려한 연성파손 

모사기법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연성파손 모사기법은 

수정응력 파괴변형률 모델과 Johnson/ Cook 모델에 

기초를 둔다. 제안된 손상모델은 다양한 실험속도의 

인장실험과 정적 하중조건의 파괴인성 실험으로부터 

파괴기준이 결정되며, 결정된 모델을 적용하여 동적 

하중조건에서의 파괴인성 시편의 파괴거동을 예측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기법을 적용하여 고변형률 

조건에서의 파괴인성 시편에 대한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였다. 예측결과와 바텔연구소에서 수행한 온도 

288oC 의 A106 Gr. B 재료의 실험속도에 따른 

파괴인성 실험결과를 비교하여 해석기법을 

검증하였다. 추가적으로 다양한 재료 및 변형률 

조건에서의 연구가 수행 중이며 향후 배관 설비에 

본 해석기법을 적용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고변형률의 하중이 

작용하는 구조물의 파손 평가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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