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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설명

DO = elbow outside diameter

R = bend radius

t = nominal thickness of elbow

  = total stress

 = initial yield stress

  = back stress

  = kinematic hardening parameter

  = kinematic hardening parameter

 = plastic strain

  = strain limit of the stable hysteresis loop

 = yield stress

  = isotropic hardening function

Q = isotropic hardening parameter

b = isotropic hardening parameter

1. 서  론

지진과 같은 반복적인 하중이 구조물에 작용할 때 

재료에 큰 변형을 동반하게 된다. 이러한 재료의 거

동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등방경화 모델과 이동경화 

모델 및 이 두 이론을 조합한 복합경화 모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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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보우 시편에서의 재료 경화 거동 모델에 따른 
최적의 유한 요소 선정

허은주†･권형도*

Selection of the Optimal Finite Element Type by Material Hardening 
Behavior Model in Elbow Specimen

Eun Ju Heo† and Hyeong Do Kweon*

(Received 30 May 2017, Revised 21 June 2017, Accepted 23 June 2017)

ABSTRACT

This paper is proposed to select the optimal finite element type in finite element analysis. Based on the NUREG
reports, static analyses were performed using a commercial analysis program, ABAQUSTM. In this study, we used 
a nonlinear kinematic hardening model proposed by Chaboche. The analysis result of solid elements by inputting
the same material constants was different from the results of the NUREG report. This is resulted from the difference
between shell element and solid element. Therefore, the material constants that have similar result to the experimental
result were determined and compared according to element type. In case of using solid element for efficient finite
element analysis, we confirmed that the use of C3D8I element type(incompatible mode 8-node linear brick element)
leads the accurate result while reducing the analysis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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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설계기준 초과 지진 수준의 대형 지진하중 조건

에서 배관계의 거동에 대해 연구하기 위하여 다년도 

시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USNRC(U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와 

BNL(Brookhaven National Laboratory)에서 탄소성거

동해석을 수행하였다(1~3). 간단한 배관부터 실배관계

에 대형 지진하중을 적용한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

여 실제 시험 결과를 잘 모사하는 재료상수를 결정

하였으며, 이를 NUREG 보고서(1~3)에 제시하였다.

해석 대상의 재료 거동을 모사하기 위한 유한요소

해석을 수행할 시, 해석에 사용될 요소종류를 선정

하는 과정은 중요하다. 어떠한 요소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동일한 해석을 수행하더라도 결과 값에 차이가 

있음을 본 저자가 앞서 수행한 연구(4)를 통해 확인한 

바 있다.

해석에 입력되는 재료 물성 정보에 따라 다른 재료 

거동을 보이므로 사용자는 실험을 통하여 얻어지는 

물성 정보를 토대로 이를 가장 잘 모사하는 재료 물

성 값을 선정하여 유한요소해석에 사용하여야 한다.

간단한 구조물의 경우, 요소 별 해석시간의 차이

는 적으나 대형 구조물에 대한 해석을 수행할 경우

에는 해석컴퓨터 성능에 따라 요소 종류 별로 총 해

석시간에 많은 차이를 보인다.

이처럼 유한요소해석에 있어서 요소는 해석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들 중 하나이다. 효율적인 

유한요소해석을 위해서 사용자는 해석 대상에 대하여 

적절한 요소를 선정하여 해석을 수행하여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JNES와 NUPEC에서 실시한 실험

결과와 USNRC와 BNL에서 수행한 탄소성거동해석 

내용이 기재된  NUREG 보고서(1~3)의 내용을 토대로 

상용 프로그램인 ABAQUS(5)를 사용하여 유한요소

해석을 수행하였다. 동일한 조건에서 요소 별로 반

복하중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해석 결과를 토대로 효

율적인 유한요소해석을 위한 최적의 요소를 찾아 본 

논문에 제시하였다.

2. 평가 대상 선정

2.1 JNES/NUPEC 프로그램 연구 내용

앞서 언급한 다년도 시험 프로그램인 JNES/NUPEC 

Ultimate Strength Piping Test Program(1~3)은 크게 4개

의 시험으로 분리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단일하중과 

반복하중 조건에서의 재료물성 시험, 두 번째는 엘

보우나 티와 같은 배관 기기에 대한 준정적 및 동적

하중 조건 시험, 세 번째는 두 종류의 단순배관계에 

대한 지진하중 조건의 진동테이블 시험이고 마지막

으로는 대규모 배관계에 대한 지진하중 조건의 진동

테이블 시험을 수행하였다.

수행된 실험들 중 비교적 단순한 시험인 엘보우 

시편에 대한 준정적 시험을 평가 대상으로 선정하였

다. 그림 1은 엘보우 시험기의 개략도이며, 이때 사

용된 엘보우 시편의 형상 정보는 표 1에 제시하였다.

엘보우 시편은 65A(2-1/2 inch) Sch. 40인 JIS 

STS410 재질로 공칭두께는 5.2 mm이다. 그러나 실

제로 유한요소해석에 사용된 엘보우 시편의 두께는 

공칭두께보다 30 % 증가한 6.76 mm이다. 이는 저자

가 수행한 연구(4)에서 확인하였다. 엘보우 시편에 적

용된 입력 하중은 사인파 형태로 인장과 압축이 작

용하도록 변위제어를 통해 총 185회 반복하였다.

Fig. 1 Static elbow cycling test setup(1)

Table 1. Geometry and experimental condition in specimen

재질 JIS STS410 carbon steel

외경 (DO) 76.3 mm

곡률반경 (R) 95.3 mm

공칭두께 (t) 5.2 mm

작용 내압 (P) 19.8 MPa

입력 변위 ±15.5 mm

주기 185 cy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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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경화 모델 선정

BNL에서는 엘보우 시편의 준정적 시험을 모사하기 

위해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였다(1). 실험결과와 BKIN 

(bilinear kinematic hardening), MKIN(multilinear 

kinematic hardening), CHAB(Chaboche nonlinear 

kinematic hardening) 모델들을 고려하여 해석을 수행

하였으며 이를 통해 얻어진 해석 결과와 실험 결과

를 비교 제시하였다.

그림 2는 BKIN과 MKIN 모델의 응력-변형률 

선도를 보여준다. BKIN 모델은 monotonic 시험 

결과로 얻어진 응력-변형률 선도를 이용하였으

며, 3 %의 소성변형률 값에 도달할 때까지의 기

울기를 실험값으로부터 결정하였음을 알 수 있

다. MKIN 모델은 cyclic 시험으로부터 얻어진 응

력-변형률 선도를 사용하였으며, 9개의 선형 항

을 중첩하여 2.5 %의 소성변형률 값에 도달할 때

까지의 재료 물성을 정의하였다. CHAB 모델은 

그림 3에 나타낸 것처럼 를 구하여 재료 물성

을 정의하였다.

Fig. 2 BKIN and MKIN model stress-strain curves(1)

Fig. 3 CHAB model stress-stain curve(1)

(a) Test

(b) BKIN Model

(c) MKIN Model

(d) CHAB Model

Fig. 4 Elbow Static Cycling Test Hoop Strain vs. Cycle 
at Elbow Flan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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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는 위와 같은 물성정보를 이용하여 ANSYS 

프로그램을 이용한 해석 결과와 실제 시험 결과를 

비교한 자료이다(1). 엘보우 시편에 185회에 걸친 반

복하중이 작용했을 때 시편 중앙부의 플랭크 부위에

서 파손이 발생하였고, 이때 플랭크 부위에서 측정

된 원주방향 변형률은 약 15 % 정도 누적되었으며 

이는 그림 4 (a)를 통해 알 수 있다.

그림 4 (b) BKIN 모델의 경우, 10 cycle 정도 지나

면 약 8 %의 변형률 영역에서 shakedown 현상을 보

이며, 그림 4 (c) MKIN 모델은 5 cycle 이후부터 약 

2 %의 변형률 영역에서 shakedown 현상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 (a)와 가장 유사한 그래프 형

태를 나타내고 있는 그림 4 (d)는 CHAB 모델을 적

용한 결과로 가 0, 1, 2인 3가지 경우의 그래프가 

제시되어 있다. =0인 경우는 라체팅 변형률을 잘 

모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초반부에는 실험결과와 유

사하게 보이나 다른 선형 모델들과 마찬가지로 

shakedown 현상을 보인다. 그러므로 0이 아닌 다른 

변수 값을 적용하였으며, =1일 때 실험값과 가장 

잘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CHAB 모델의 물성 정보는 다음과 같은 수식을 이

용하여 제시되었다.

   
  



 (2.1)


 

 exp
     (2.2)

    (2.3)

위의 수식에서 상수 를 제외한 모든 재료상수

들은 변형률 한계를 2.5 %로 제한한 단축 반복 인

장 시험결과로 얻어진 cyclic stress-strain 선도로부

터 결정하였으며 BNL에서 사용한 CHAB 모델의 

재료상수 값들은 다음과 같다. 는 270 MPa, 

은 70000 MPa, 은 3500, 는 30000 MPa, 는 

210, 는 1200 MPa이며 탄성계수 E는 203 GPa

이다.

실험 결과와 가장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는 경화 

모델은 CHAB 모델이므로, 본 연구에서도 해당 모델

을 사용하여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였다.

3. 엘보우 시편의 유한요소해석 모델

대칭성을 고려하여 z축 방향에 대칭이 되도록 1/2 모델

로 모델링하였다. 그림 5는 해석에 사용된 엘보우 시편 

모델의 형상정보를 보여주며 시편 두께방향의 요소 수는 

5개, 원주방향의 요소 수는 26개로 모델링하였다.

상온에서의 시험 조건과 동일하게 해석을 수행하기 

위하여 내압은 19.8 MPa을 적용하였고, 경계조건으로 

엘보우 시편의 하단은 핀 고정을 시키고 상단에 y축 방

향으로 변위제어를 입력하여 정적 해석을 수행하였다.

그림 6은 해석 시 입력된 반복하중을 보여주는 그

래프이며, 그림 7은 쉘 요소를 사용할 경우의 요소 

크기에 대한 민감도를 확인한 내용으로, 선행 연구(4)

를 통하여 해석 시 적절한 요소의 크기는 5 mm임을 

알고 있으므로 솔리드 요소의 요소 크기를 5 mm로 

모델링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Fig. 5 Solid element model of elbow specimen in 
ABAQUS

Fig. 6 Displacement time history during static analysis 
in elbow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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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Comparison of the element size sensitivity by 
shell element type(4)

4. 유한요소해석

4.1 유한요소해석 결과 비교

선행된 연구(4)에서 쉘 요소와 솔리드 요소를 사용

한 해석 결과가 서로 다른 경향을 보임을 확인하였

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솔리드 요소만 사용하여 

ABAQUS에서 제공하는 재료 경화 옵션을 이용한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였다.

JNES/NUPEC에서 수행한 시험 결과(1~3)를 잘 모사

하는  값을 찾기 위하여, CHAB 모델(1)에서 제시한 

 값을 제외한 재료상수들은 그대로 사용하고  값

을 점차 증가시켜가며 정적 해석을 수행하였다.

는 를 결정짓는 상수이며, 는 소성 변형이 

가장 큰 선형 구간을 모사하는데 사용된다. 또한 

는 안정화된 hysteresis loop의 기울기엔 영향을 미치

지 않고 라체팅 변형률에만 영향을 주는 인자이다. 

이와 같은 이동경화 상수 에 따른 민감도를 분석

하기 위해 ABAQUS 내에서 비교적 정확한 해석 결

과를 가져온다고 알려진 C3D20R(reduced integration 

20-node quadratic brick element) 요소를 사용하여 반

복적인 해석을 수행하였다.

그림 8에서 보여주듯이 120 cycle 이후로, =1.5

인 경우가 JNES/NUPEC에서 수행한 시험(1~3)을 통하

여 얻어진 원주방향의 누적 변형률과 유사한 결과를 

보임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에는 제시하지 않았으나, 가 증가할수록 

최종적으로 누적되는 변형률 값도 증가할 것으로 예

상하고  값을 최대 5까지 증가시켜가며 유한요소

Fig. 8  value sensitivity in C3D20R element

Fig. 9 Comparison of elements type between C3D8I 
and C3D20R

해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값이 증가할수록 그

래프의 초반 기울기가 증가하는 점은 예상했던 내용

과 동일하였으나, 가 증가할수록 14.5 %의 변형률 

영역에 빠르게 도달하였고 변형률이 더 이상 증가하

지 않았다. 또한 14.5 % 변형률 영역에 도달하면 그

래프의 기울기가 급격히 감소하였다. 이는 그림 8에

서 =3인 경우의 그래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림 9는 C3D20R 요소와 C3D8I(incompatible 

mode 8-node linear brick element) 요소에 대한 유한

요소해석 결과를 비교한 그래프로 C3D20R 요소를 

이용한 유한요소해석 조건과 동일한 조건에서 요소

만 C3D8I 요소로 변경하여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

였다.

그림 9에서 알 수 있듯이 C3D20R과 C3D8I 두 요

소간의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C3D8I 

요소가 C3D20R 요소를 사용한 해석 결과보다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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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작은 변형률 값을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

며 이때, 최종적으로 누적된 변형률 값은 C3D20R 

요소는 약 14.53 %, C3D8I 요소는 약 14.47 %이다. 

총 해석시간은 C3D8I 요소는 4시간 정도 소요되었

으며 C3D20R 요소는 37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이를 

통해 해석시간 상 C3D8I 요소가 효율적이며 

C3D20R 요소와 유사한 해석결과를 갖는 것을 확인

하였다.

4.2 추가적인 유한요소해석 결과 분석

4.2.1 에 따른 두께 변화 영향

본 연구에서 수행한 해석 자료들을 통하여 가 

증가할수록 엘보우 시편 중심부에서 변형이 많이 

발생하여 내호부의 시편 두께가 얇아지는 것을 거

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그림 10에 제시하

였다.

가 1인 경우는 내호부의 시편 두께가 1.007 mm 

감소하였고 1.5인 경우는 1.265 mm, 2인 경우는 1.54 

mm, 3인 경우는 2.086 mm 감소하였다. BNL에서 수

행한 해석 결과(1)는 쉘 요소를 사용한 유한요소해석 

결과로 엘보우 시편 중심부의 두께 변화에 대하여 

비교할만한 정보를 찾지 못하여 보다 자세한 비교는 

할 수 없었으나, 가 커질수록 시편 중심의 두께가 

얇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a)=1 (b)=1.5

(c)=2 (d)=3

Fig. 10 Variation of thickness according to  value

4.2.2 복합경화 모델(6~8)에 따른 해석 결과 영향

앞서 사용된 CHAB 모델(1)의 경우, 이동경화 모델

만 고려된 경화 모델로 본 절에서는 등방경화 모델

을 추가로 고려한 복합경화 모델에 대한 해석을 수

행하였다.

ABAQUS에서는 등방경화 모델을 정의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등방

경화 모델의 상수 Q, b를 직접 입력하는 방법을 사

용하여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였다. 해석에 사용된 

복합경화 모델은 다음과 같다.

  




 (4.1)

  


        (4.2)

식 (4.1)은 등방경화 모델을 고려하기 위한 수식이다. 

등방경화함수 r()는 소성변형이 발생한 후, 후속 항복

응력과 초기 항복응력의 차이며 등방경화상수 Q는 재료

가 등방경화에 의해 최대로 경화되었을 때 항복응력의 

증가량을 나타내는 것으로, 안정화된 이력곡선에서 항

복이 발생하는 후속 항복응력과 초기 항복응력의 차이

로 구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Q 값을 재료의 항복강도

와 동일하게 입력하였다. 등방경화상수 b는 소성변형률

에 따른 등방경화 함수의 증가량을 결정하는 값으로 

이는 반복적인 유한요소해석을 통해 결정한다.

식 (4.2)는 Chaboche가 제안한 모델(6)로 본 연구에서

는 3차원 비선형 이동경화 모델을 고려하였으므로 는 

1~3이다. 이미 를 제외한 모든 재료 상수를 알고 있으

며 솔리드 요소로 모델링한 유한요소해석 결과를 통하

여  값이 1.5인 것 또한 알고 있다. 그러므로 b 값을 

임의로 변경해가며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였다. 

그림 11은 C3D20R 요소일 때의 b 값에 따른 비교 

그래프이며 b=0인 그래프의 경우, 앞에서 수행된 등방

경화 상수 Q, b를 고려하지 않은 기존의 CHAB 모델(1)

로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한 결과이다. 그림 12는 C3D8I 

요소를 사용하였을 때의 결과를 비교한 그래프이다.

b=0.1인 경우, C3D20R, C3D8I 두 요소 모두 

JNES/NUPEC의 시험 결과(1~3)와 가장 유사한 값을 

얻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때의 C3D20R 요소의 경우, 

변형률 값은 14.8 %, C3D8I 요소는 14.6 %이다. 또

한 상수 b가 증가할수록 변형률 누적량은 줄어드는 

경향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그림 11과 그림 12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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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Comparison of C3D20R element according to b value

Fig. 12 Comparison of C3D8I element according to b value

Fig. 13 Variation of stress-strain curve in C3D20R 
element according to b value

Fig. 14 Variation of stress-strain curve in C3D8I 
element according to b value

변형률만 비교하였을 때에는 b 값에 따른 변형률의 

변화량은 미미한 것처럼 보였으나 응력-변형률 선도 

기준으로 비교하면 많은 차이를 보인다. 이는 그림 

13과 그림 14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유한요소 종류 및 재료물성 모델에 

따른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여 얻어진 결과를 비교

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변형률에 영향을 미치는 재료 상수인 가 증가

할수록 누적된 변형률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

으며, 이는 JNES/NUPEC 실험에 대한 기존 해

석연구(1)와 동일한 결과이다.

● C3D8I 요소의 경우가 C3D20R 요소에 비해 해

석시간이 훨씬 적게 소요되며 C3D20R 요소를 

사용한 경우의 해석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얻

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ABAQUS 해석

프로그램 내에서 정적 해석 시에 효율적인 솔

리드 요소는 C3D8I이다.

● Chaboche가 제안한 비선형 이동경화 모델이 다

른 재료물성 모델에 비해 재료 물성 거동을 가

장 잘 모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 이동경화 모델과 등방경화 모델을 함께 고려한 

복합경화 모델을 사용할 경우, 반복적인 해석을 

통하여 각 재료 상수들을 잘 결정하고 이를 유

한요소해석에 사용한다면 실제 재료의 거동을 

잘 모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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