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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선박 및 해양 구조물의 충돌, 좌초, 폭발과 같은 사고 하중과 

쇄빙선에 지속적으로 작용하는 빙충격 문제는 구조물의 파단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재료 및 구조물의 파단 예측은 경제적, 

환경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해양 구조물에 사용되는 대부분

의 연강(Mild steel)과 고장력강(High tensile steel)은 모두 연성 재

료(Ductile material)의 범주에 포함된다. 연성 재료 및 구조물의 

파단은 손상의 누적(Accumulation of damage)에 의해 발생하며, 

미시적 관점에서 손상이 누적은 기공(Void)의 생성(Nucleation), 

성장(Growth), 병합(Coalescence), 미세 균열의 진전(Propagation of 

micro-cracks)의 과정으로 간주된다(Lemaitre, 1985).

연성 재료의 파단 거동은 응력 삼축비(Stress traixaility)와 로드

각(Lode angle)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응력 삼축비

가 파단 변형률에 미치는 영향은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증명되었

다(Bridgman, 1952; Rice and Tracey, 1969). Bao and Wierzbicki 

(2004)는 다양한 형상의 알루미늄 시편에 대한 실험과 수치해석

을 통해 파단 시점에서 응력 상태를 도출하고, 파단 변형률을 응

력 삼축비의 함수로 표현하였다. Lode(1926)는 동일한 응력 삼축

비를 가지는 응력 상태를 구분해주기 위한 3차 편차 응력 불변량

(Third deviatoric stress invariant)을 이용하여 로드각을 제시했다. 

응력 삼축비와 함께 로드각은 파단 파라미터(Fracture parameter)

로서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증명되었다. 이후 응력 삼축비와 로

드각을 함수로 하는 파단 변형률 모델(Fracture strain model)의 유

용성은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검증 되었다(Bai and Wierzbicki, 

2008; Choung et al., 2012; Choung and Nam, 2013; Choung et al., 

2014a; Choung et al., 2014b; Choung et al., 2015a; Choung et al., 

2015b; Park et al., 2016).

등가 소성 변형률에 의존적인 파단 변형률 모델은 하중 경로

(Loading path) 또는 응력 경로(Stress path)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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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져 있다. Benzerga et al.(2012)와 Yu et al.(2016)은 하중 경로 

효과가 파단 변형률에 미치는 영향을 단일 기공 모델에 대한 수

치해석을 통하여 증명한 바 있으며, Basu and Benzerga(2015)는 

이를 실험적 연구를 통해 증명한 바 있다. 파단 변형률 모델에서 

하중 경로 효과는 손상 발전(Damage evolution)과 하중 순서 효과

(Load sequence effect)로 나타내진다. Papasidero et al.(2015)는 중

공관(Hollow cylinder) 형상의 시편에 인장, 압축, 비틀림 하중을 

단계별로 순차적으로 부여하여 다양한 하중 조합 부하 순서 조건

에서 하중 순서 효과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이후 많은 

연구자들은 다양한 하중 순서 실험과 손상 누적 함수를 이용해 

연성 재료의 파단에 하중 경로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수

행하여오고 있다(Bai, 2008; Mohr and Marcadet, 2015).

본 논문의 저자에 의해 수행되었던 선행 연구(Choung et al., 2011; 

2012; 2014a; 2014b; 2015a; 2015b; Choung and Nam, 2013)에서는 

극한지 선박용 고장력강(EH36)으로 제작된 다양한 형상의 시편(환

봉형, 판상형, 순수 전단, 전단-인장 및 압축 시편)에 대한 실험과 

수치 해석을 수행하고 평균 응력 삼축비(Average stress triaxiality)

와 평균 정규 로드각(Average normalized lode angle)의 함수인 파단 

변형률 평면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비대칭 노치재에 대한 파단 

실험과 상용 유한 요소 프로그램 Abaqus/Explicit(Simulia, 2008)의 

사용자 서브루틴(User subroutine)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파단 변형

률 평면의 정량성을 검증하였다. 그러나 이들이 개발하고 사용했

던 모델은 하중 경로 효과를 전혀 고려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본 논문에서는 선행 연구에서 수

행된 실험을 응력의 비비례(Stress non-proportionality) 관점에서 

재분류하고, 응력의 비비례성을 고려할 수 있는 두가지 손상 모

델에 적용하고자 한다. 즉 선형 손상 발전 모델과 비선형 손상 발

전 모델의 재료 상수를 각각 비례 응력 실험 및 비비례 응력 실험

과의 적합을 통하여 결정하였다. 제시된 손상 모델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비대칭 노치 시편의 인장 실험 결과와 비교를 

실시하였다. 

2. 이론적 배경 및 연구 배경

2.1 파단 변형률 모델

재료를 등방성으로 가정할 때 Von Mises 항복 함수는 Fig. 1

에 보인 바와 같이 주응력 성분( ,  ,  )으로 이루어진 3차원 

직교 좌표계에 실린더 형상으로 나타난다. 주응력 좌표계 위의 

임의의 응력 는 응력 삼축비 와 로드각 로 나타낼 수 있다. 

점를 공간상에서 표현하기 위해서는 좌표 원점 로부터 축 

상의 편차 응력 평면(Deviatoric stress plane)의 높이와 편차 응력 

평면의 원점′으로부터 점까지의 거리가 요구된다. 이 물리량

은 정수압 응력(Hydrostatic stress) 와 Von Mises 등가 응력(Von 

Mises equivalent stress) 로 표현된다(식 (1)-(2) 참조). 식 (3)과 

같이 응력 삼축비는 와 의 비를 의미한다.

Von Mises 항복 조건에서 편차 응력 평면 상의 점의 반경은 

항복 조건으로 사용되지만 점의 방위각 는 항복 조건으로 사

용되지 않는다. 이 방위각을 로드각이라고 하며, 로드각은 와 

같이 동일한 편차응력면의 응력 삼축비가 같은 응력 상태를 구

분지어 준다. 로드각은 파단을 결정하는 주요 인자로 알려져 있

다. 로드각은 사용의 편리성을 위해 식 (4)를 이용하여 식 (5)와 

Fig. 1 Geometric representation of yield criteria in the principal 

stress space.

같이 편차 응력의 3차 불변량(Third invariant of deviatoric stress)

으로 표현되는 정규 로드각(Normalized Lode angle) 으로 변환

된다(Bai and Wierzbicki, 2008). 로드각(또는 정규 로드각)은 순수 

인장, 순수 전단, 순수 압축일 때 각각   (또는  ),   

(또는  ),  (또는 )의 값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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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i and Wierzbicki(2008)는 하중 경로의 영향에 덜 민감해지

기 위해서 두 개 파단 파라미터의 누적 평균 응력 삼축비 및 평

균 정규 로드각을 사용하였다(식 (6) 및 (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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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i and Wierbicki(2008)은 평균 응력 삼축비와 평균 로드각을 

변수로 표현되는 연성 재료의 파단 모델을 식 (8)과 같이 제시

하였다. 여기서  
   , 

  ,  
 는 각각 인장, 전단, 압축으로 

인한 파단 변형률 단위 항이다. 각 성분은 평균 응력 삼축비의 

함수로 표현되며, 6개 재료상수( ,  ,  ,  ,  , )는 실험 

결과와의 선형 회귀 분석을 통하여 얻을 수 있다. 식 (8)은 하중 

경로의 효과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손상 모델을 이용

한 하중 경로의 효과의 고려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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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손상 발전 모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파단 변형률은 하중 경로 또는 응력 경

로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Fischer et al.(1995)는 하중 

경로를 고려해주기 위해서 손상 누적 모델(Damage accumulation 

model)을 제시한 바 있다. 이후 여러 연구자들은 파단 인자의 변

동성에 의존적인 연성 손상 모델을 제시하였다(Xue, 2007; Bai 

and Wierzbicki, 2010, Cortese et al., 2014; Mohr and Marcadet, 

2015). 본 연구에서 사용된 손상 발전 모델은 식 (9)와 같다. 여기

서 손상은 소성 변형률의 누적으로 표현되며, 이를 가중시키는 

방법에 따라 선형 또는 비선형으로 나뉘어진다. 식 (9)에서 손상 

발전 지수(Damage evolution exponent) 이 1일 경우 손상은 등가 

소성 변형률의 적분으로만 결정되며 손상은 등가 소성 변형률에 

선형적인 관계를 가진다. 반면 손상 발전 지수가 1이상일 경우 

Fig.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소성 변형률의 증가에 따라 지수 함수 

형태로 증가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금속 재료의 손상 발전 지수

는 1.3에서 3.0 사이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offin 

and Tavernelli, 1959; Osgood, 1982). 최종적으로 손상이 1에 도달

Fig. 2 Damage evolution according to material constant 

()하면 파단한 것으로 간주된다(Xue, 2007; Bai,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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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행 연구 검토

3.1 선행 실험 연구

선행연구(Choung et al.,2011; 2012; 2014a; 2014b; 2015a; 2015b; 

Choung and Nam, 2013)에서 수행된 극한지용 고장력강(EH36)

(a) Design of specimens 

(b) Photos of round bar specimens(Choung et al., 2011) (c) Photos of flat bar specimens(Choung and Nam 2013)

Fig. 3 Round and flat bar speci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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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다양한 시편을 Fig. 3-5에 나타내었다. 실험에 사용된 소재는 

국내 철강사에서 제조한 극한지 선박용 고장력강(EH36)이며, 

원판(Base plate)의 두께, 폭, 길이는 각각 ××

이다.

환봉형 시편(Round bar specimen) 및 판상형 시편(Flat bar 

specimen)은 ASTM(2004)에 제시된 시편의 기본 형상을 기준으로 

강재의 가공 방향(Rolling direction)과 가공 직교 방향(Transverse 

direction)으로 시편을 가공하였다. 판상형 시편은 모재의 두께 

25mm를 고려하여 상층(Top layer)과 중층(Middle layer)에서 두께 

2mm로 제작되었고, 환봉형 시편은 모재의 중층에서 가공되었다

(Fig. 3 참조). 전단-인장 시편(Shear-tension specimen)은 순수 전단 

시편(Pure shear specimen)의 대칭면을 회전시킨 시편을 의미한다

(Fig. 4 참고). 압축 시편은 높이와 지름의 비에 따라 총 5개 가공

되었다(Fig. 5 참고).

선행 연구에서는 각 시편의 파단 시작에 상응 하는 연신 또는 

압축을 파단 개시점(Fracture initiation point)으로 인지하고, 이 실

험에 대한 수치 해석을 통하여 파단 개시점에서의 두 개 파단 파

라미터를 추출한바 있다. 시편의 형상 및 수치해석 방법은 선행

연구에 자세히 기술 되어있다(Choung et al., 2015a; Choung et al., 

2015b). Fig. 3에 보인 환봉형 시편의 인장, 순수 인장 시편의 전

단, 압축 시편의 압축시 파단 개시점에 상응하는 정규 로드각 

이 각각 1.0, 0.0, -1.0을 유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판상형 인장 

시편의 인장은 평면 응력 조건을 비교적 만족하는 것을 확인하였

다. 순수 전단, 전단-인장, 압축 시편의 명칭은 각 시편의 도면에 

표기 되어 있으며, 환봉형, 판상형, 비대칭 판상형 인장 시편의 

명칭을 Table 1에 표기하였다.

(a) Design (b) Photo

Fig. 4 Pure shear and shear-tension specimens(Choung et al., 2015a).

(a) Design (b) Photo

Fig. 5 Compression specimens (Choung et al., 2015a)

[mm]

round bar flat bar

long. trans.
long. trans.

top mid. top mid.

4 RL-R0040 RT-R0040 FLT-R0040 FLM-R0040 FTT-R0040 FTM-R0040

8 RL-R0080 RT-R0080 FLT-R0080 FLM-R0080 FTT-R0080 FTM-R0080

16 RL-R0160 RT-R0160 FLT-R0160 FLM-R0160 FTT-R0160 FTM-R0160

32 RL-R0320 RT-R0320 FLT-R0320 FLM-R0320 FTT-R0320 FTM-R0320

64 RL-R0640 RT-R0640 FLT-R0640 FLM-R0640 FTT-R0640 FTM-R0640

75 RL-R0750 RT-R0750 n/a n/a n/a n/a

100 RL-R1000 RT-R1000 n/a n/a n/a n/a

128 RL-R1280 RTR1280 FLT-R1280 FLM-R1280 FTT-R1280 FTM-R1280

Table 1 Labels of round and flat bar speci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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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사전 수치 해석

Fig. 6에는 시편의 종류별 유한 요소 모델과 경계 조건이 나타

나 있다. 환봉형 시편(RL-R0080)은 원주 방향으로 축대칭이므로 

Fig. 6(a)에 나타난 것과 같이 감차 적분 4절점 축대칭 요소

(CAX4R)을 이용해 모델링 하였다. 시편 하단 대칭면에 축 대칭 

조건, 시편 길이방향을 따라 축 대칭 조건을 부여하였다. 판상

형 시편(FLT-R0040)은 , , 축 대칭이며, 감차 적분 8절점 요소

(C3D8R)을 이용하여 Fig. 6(b)에 나타난 것과 같이 시편의 1/8 모

델링을 하였다. 환봉형 및 판상형 시편의 인장력은 모델 상단의 

절점에 강제 변위를 부여함으로서 구현하였다. Fig. 6(c)에는 전

단-인장 시편(ST45-U)의 모델링이 나타나 있다. 순수 전단 및 전

단-인장 시편의 모델링은 감차 적분 20절점 요소(C3D20R)로 수

행되었다. 시편의 두께방향(방향) 대칭 모델이며, 시편의 상·하

단 절점의 6자유도를 구속하되, 상단 절점은 길이 방향(방향) 강

제 변위를 부여하여 인장력을 구현하였다. 압축 시편(CT-H010) 

모델은 Fig. 6(d)에 나타나 있다. 압축 시편은 감차 적분 4절점 축

대칭 요소(CAX4R)를, 압축력을 전달하기 위한 압축 블록은 강체 

축대칭 요소(RAX2)를 이용해 모델링 되었다. 시편의 길이방향(

방향)과 하단 대칭면에는 각각 축, 축 대칭 조건을 부여하였다. 

압축 시편과 강체 사이에 윤활유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매우 작은 

정 마찰 계수(Static friction coefficient) 0.01을 적용하였다.

3.3 선행 연구 결과 검토

Choung et al. (2015b)은 다양한 형상의 시편에 대한 실험 및 수

치 해석을 통해 Bai and Wierbicki (2008)가 제시한 파단 변형률 

모델(식 (8) 참조)의 재료 상수를 제시한 바 있다(Fig. 7 참고). 제시

된 파단 변형률 모델의 재료 상수는 각각 =3.320, =1.232, 
=1.472, =0.067, =0.0702, =-1.086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

이 파단 변형률 모델에서는 하중 경로 효과를 고려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하중 경로의 변동성이 없는 비례 응력 실험과의 교정

을 통해 파단 변형률 모델의 재료상수를 결정하고자 한다.

Fig. 7 3-D fracture strain surface of EH36 (Choung et al., 2016b)

(a) RL-R0080 (b) FLT-R0040

(c) ST30-U (d) CT-H010

Fig. 6 Finite element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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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손상 누적 파단 모델

4.1 선행 실험 응력 경로 분석

본 연구에서는 선행 실험의 응력 경로를 검토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파단 개시가 예측되는 지점(절점)에서 응력을 복원하여 

다양한 물리량을 계산하였다. 이를 통하여 비례 응력과 비비례 

응력 실험으로 분류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비례 응력을 나타

내는 경우 파단은 응력 경로에 무관하고 오로지 파단 파라미터

의 함수로서 파단을 표현이 가능하다. 따라서 비례 응력 실험을 

파단 변형률 평면의 재료 상수 교정에 사용하였다. 반면 비비례 

응력을 나타내는 경우 파단은 응력 경로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비비례 응력 실험과 비례 응력 실험 결과를 모두 손상 누적 모

델의 손상 지수를 결정하는 데 사용하였다.

환봉형 노치재(RL-R0750)에 대한 수치 해석을 통해 얻어진 

등가 소성 변형률의 발달에 따른 파단 파라미터를 Fig. 8에 나

타내었다. 평균 정규 로드각은 순수 인장 상태( =1.0)를 유지

하는 반면 평균 응력 삼축비는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다른 크기 환봉형 노치재도 유사한 현상을 보여서 

대표적으로 RL-R0750에 대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환봉

형 노치재는 비비례 응력 실험으로 분류되어야 하지만, 비례 응

력 실험의 개수가 너무 감소하는 문제점과 평균 응력 삼축비의 

변화가 비교적 작다는 점을 고려하여 환봉형 노치재 인장 실험

을 비례 응력 실험으로 분류하였다. 

판상형 노치재(FLM-R0640)에 대한 수치 해석을 통해 얻어진 

등가 소성 변형률의 발달에 따른 파단 파라미터를 Fig. 9에 나

타내었다. 판상형 노치재 인장 실험의 경우 인장 하중이 증가함

에 따라 평균 응력 삼축비와 평균 정규 로드각이 급격하게 변

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판상형 노치재 인장 실험

은 비비례 응력 실험으로 분류될 수 있다.

압축 실험(CT-H200)에서 평균 응력 삼축비와 평균 로드각은 

매우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Fig. 10로부터 확인이 가능

하다. 예상한대로 순수 압축 상태(=-0.33,  =-1.0)의 파단 파

라미터를 유지하는 것을 확인 가능하다. 따라서 압축 실험을 매

우 이상적인 비례 응력 실험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Fig. 8 Loading history of round bar specimens

Fig. 9 Loading history of flat notch specimen

Fig. 10 Loading history of compression specimen

Fig. 11(a)에 나타낸 순수 전단 시편(SH-U) 시뮬레이션에서 파

단 파라미터는 순수 전단 응력 상태(=
 =0.0)를 비교적 유지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순수 전단 실험의 경우 비례 

응력 실험으로 분류할 수 있다. 반면, 전단-인장 시편(ST15-U, 

ST30-U, ST45-U)의 경우 소성 변형률의 증가에 따라 파단 파라미

터가 상당히 비선형적으로 변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Fig. 

11(b)-(d) 참조). 따라서 전단-인장 실험은 비비례성이 매우 강한 

실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12에는 실험 종류별(시편 이름별) 평균 응력 삼축비와 평

균 정규 로드각의 관계가 나타나 있다. 이상적인 비례 응력 실

험은 파단 파라미터의 경로는 점에 가깝게 표현된다. 압축 실험

(CT-H200)의 경우 거의 점으로 표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순수 전단 실험(SH-U)의 경우도 비교적 파단 파라미터의 변동

성이 작은 것으로 보여진다. 환봉형 노치재(RL-R0750)는 평균 

응력 삼축비만 직선으로 변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판상형 

노치재(FLM-R0640)의 파단 파라미터는 직선으로 변화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전단-인장 시편(ST45-U)의 파단 파라미터의 

비선형성이 가장 심한 것으로 확인된다. 정리하자면, 환봉형 노

치재 인장, 순수 압축, 순수 전단 실험을 비례 응력 실험으로 정

의하였으며, 나머지 실험을 비비례 응력 실험으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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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Comparison of fracture parameter history

4.2 재료 상수 교정

환봉형 노치재 인장 실험, 순수 전단 실험, 압축 실험의 시뮬

레이션을 실시하고 파단 예측 위치에서 응력 이력을 추출하여 

파단 개시점에 상응하는 응력으로부터 파단 파라미터를 도출하

였다. 이 파라미터를 식 (8)에 대입하여 3차원 파단 변형률 평면

의 인장(), 전단(), 압축( )에 상응하는 재료 상

수를 선형 회귀 분석을 통해 결정하였다. 결정된 파단 평면 재

료 상수는 =3.320, =1.232, =1.472, =0.067, =0.6272, 

=-1.086이다.

다음 단계는 손상 지수를 결정하는 과정이다. 비례 응력 실험 

및 비비례 응력 실험에 대한 수치 해석을 실시하여 파단 예측 

위치에서 응력 이력을 추출하고 파단 개시점에 상응하는 파단 

변형률과 비선형 손상 누적 모델이 예측하는 파단 변형률을 비

교하여 손상 지수를 결정하였다. 이때 손상 지수는 손상 지수를 

1.0부터 5.0까지 0.1 간격으로 증가시키면서 가장 오차율이 작은 

손상 지수를 탐색 하였다. 즉 설계 변수는 손상 지수, 목적 함수

는 실험에서 얻은 파단 변형률과 비선형 손상 누적 모델이 예

측한 파단 변형률의 오차율의 최소화이다. Fig. 13(a)와 (b)는 각

각 손상지수 에 따른 실험과 손상 누적 모델에서 얻어진 파단 

변형률의 누적 평균 오차율과 누적 오차율을 나타낸다. 대략 

=2.6에서 오차율이 최소였지만, =3.0일 경우와 거의 큰 차이

를 나타내지 않았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최종적으로 손상 지수 

=3.0을 사용하였다. Fig. 10 및 Fig. 11에 나타낸 바와 같이 개

별적인 실험에 대하여 선형 손상 누적 모델 (=1.0)이 좀더 정

확한 예측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체적인 정확도에서 

=2.6-3.0인 비선형 손상 누적 모델이 가장 정확한 예측을 할 것

으로 예측된다.

(a) SH-U (b) ST-15U

(c) ST-30U (d) ST-45U

Fig. 11 Loading history of pure-shear and shear-tensile speci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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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손상 누적 모델 검증

5.1 비대칭 노치재 시편 실험

본 연구에서 제시한 파단 기준은 응력 경로 효과에 독립적인 

파단 변형률 평면과 응력 경로 효과를 고려할 수 있는 손상 발

전 모델이다. 이를 정량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응력 

성분이 발전하는 실 구조물 실험을 시뮬레이션 하는 것이다. 이

러한 실 구조물 실험을 실시하는 것은 많은 자원을 요구할 뿐

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 제시한 새로운 파단 모델은 하중 순서 

효과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간단한 파단 실험

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다.

Table 2 Labels of asymmetric notch specimens.

ρ[mm] Top layer Middle layer

8.0 ALT-R0080 ALM-R0080

16.0 ALT-R0160 ALM-R0160

32.0 ALT-R0320 ALM-R0320

64.0 ALT-R0640 ALM-R0640

128.0 ALT-R1280 ALM-R1280

본 연구에서는 Choung et al. (2015b)이 수행한 비대칭 노치재

의 인장 실험을 손상 누적 모델의 검증 자료로 사용하였다. 

EH36강으로 제작된 비대칭 노치 시편의 기본 형상은 판상형 노

치 시편과 동일하나, 노치가 시편의 비대칭 가공 되었다(Fig. 14 

참조). 시편은 모재 두께방향의 상층과 중층에서 강재 가공 방

향으로 가공 되었다. 노치 크기()에 따른 시편명은 Table 2에 

나타나 있다.

5.2 수치 해석 결과 비교

Fig. 15에 비대칭 노치 실험에 대한 결과가 나타나 있다. 비대

칭 노치재 실험애서 평균 응력 삼축비와 평균 정규 로드각은 

노치 크기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반면 두가지 비대칭 노치재는 

파단에 근접하여 평균 정규 로드각이 양수이고 평균 응력 삼축

비가 0.5부근이므로 거의 평면 응력 상태에서 파단이 발생하였

을 것으로 보여진다.

누적 손상이 1일 때의 소성 변형률이 파단 변형률에 근접할

수록 우수한 파단 기준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선형 손

상 발전 모델(=1)보다 비선형 손상 발전 모델(=3)이 좀 더 

정확한 파단을 예측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ALM-R0640의 

경우 거의 정확한 파단 변형률을 예측하고 있음을 Fig. 15(b)에

서 확인할 수 있다.

(a) Design (b) Photo

Fig. 14 Asymmetric notch bar specimens. (Choung et al., 2015b)

(a) Accumulated average error (%) (b) Cumulative error (%)

Fig. 13 Average and cumulative errors according to damage expon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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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단 변형률 평면만을 이용하여 예측한 파단 변형률과 비선형 

손상 누적 모델을 이용하여 예측한 파단 변형률을 정리하여 

Table 3에 제시하였다. 또한 실험에서 얻은 파단 변형률을 동시에 

제시하였다. 파단 변형률 평면, 선형 손상 누적 모델, 비선형 손

상 누적 모델의 평균 오차율은 각각 4.64%, 5.39%, 5.03%로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세 파단 모델 모두 파단 예측에 비교적 

높은 정확도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중 경로 독립

적인 파단 변형률 평면 모델을 적용하여도 비교적 높은 정도의 

파단 변형률을 예측할 수 있는 이유는 파단 위치에서 응력의 비

비례성이 존재하더라도 소위 파괴 역학 관점에서 1차 하중 모드

(mode I)를 유지하였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좀 더 복잡한 응력 경

로를 가지는 실험에 대한 검증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5. 결    론

선행연구(Choung et al., 2011; 2012; 2014b; 2015a; 2015b; 

Choung and Nam, 2013)에서는 다양한 실험과 수치 해석을 통해 

평균 응력 삼축비와 평균 정규 로드각을 함수로 하는 EH36강의 

파단 변형률 평면을 제시한바 있다. 또한 비대칭 노치재에 대한 

실험과 수치 해석을 통하여 파단 변형률 평면의 유효성을 검증한

바 있다. 최근 Park et al.(2016)는 펀치 시편에 대한 실험 결과를 

수치 해석 결과와 비교하여 유효성을 한 번 더 검증한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하중 경로 또는 응력 경로 효과가 재료의 파단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손상을 파단 지표로 사용하였

다. 손상 파단 모델에 사용되는 재료 상수를 도출하기 위하여 선

행 연구(Choung et al., 2011; 2012; 2014b; 2015a; 2015b; Choung 

and Nam, 2013)에서 수행된 다양한 종류의 실험과 시뮬레이션으

로부터 비례 응력 실험 및 비비례 응력 실험을 분류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비례 응력으로 분류된 실험 결과로부터 파단 변형률 

평면의 재료 상수를 교정하기 위하여 선형 회귀 분석을 적용하였

으며, 파단 변형률 평면의 교정된 재료 상수를 제시하였다. 또한 

비례 응력 실험 및 비비례 응력 실험 결과로부터 손상 발전 모델

의 손상 지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최적화 기법을 도입하였으며, 

3.0의 손상 지수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선형 및 비선형 손상 누적 모델을 검증하

기 위하여 선행 연구에서 실시된 비대칭 노치재 실험을 사용하였

다. 비대칭 노치재의 인장 실험은 비교적 유효한 응력 경로의 비

선형성이 존재하였지만, 선형 및 비선형 손상 누적 모델이 유효

(a) Notch size = 8.0mm (b) Notch size = 64.0mm

Fig. 15 History of fracture parameters for asymmetrically notched specimens

Table 3 Comparison of engineering fracture strains for asymmetric notch specimens

Labels
 Test Fracture strain surface model

Linear damage evolution 
model (=1)

Non-Linear damage evolution 
model (=3)

 
  error[%]   error[%]   error[%]

ALT-R1280 0.1487 0.1470 1.1166 0.1490 0.2020 0.1465 1.4793

ALT-R0640 0.1357 0.1260 7.1550 0.1285 5.3056 0.1265 6.7797

ALT-R0320 0.1194 0.1075 9.9665 0.1085 9.1290 0.1075 9.9665

ALT-R0160 0.1018 0.0935 8.1803 0.0940 7.6621 0.0920 9.6267

ALT-R0080 0.0854 0.0787 7.8844 0.0787 7.8845 0.0777 9.0554

ALM-R1280 0.1493 0.1500 0.4621 0.1520 1.8084 0.1480 0.8707

ALM-R0640 0.131 0.1325 1.1296 0.1350 3.0534 0.1315 0.3817

ALM-R0320 0.1189 0.1185 0.3697 0.1215 2.1870 0.1180 0.7569

ALM-R0160 0.0971 0.1050 8.1694 0.1080 11.2259 0.1045 7.6210

ALM-R0080 0.0882 0.0900 2.0408 0.0930 5.4422 0.0915 3.7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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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결과의 차이를 보여주지 못하였다. 오히려 파단 변형률 평면

만을 적용한 파단 예측의 평균 오차율이 가장 적었다. 이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조합 하중 실험이나 하중 순서 효과 

등에 대한 검증이 요구된다. 이에 관한 자료는 서론에서 제기한 

바와 같이 Benzerga et al.(2015), Yu et al.(2016), Basu and Benzerga 

(2015), Papasidero et al.(2015) 등이 수행한 다양한 하중 조합 실

험이 추가적으로 요구된다. 즉 향후 본 연구에서 제시한 응력의 

비비례성을 고려한 선형 및 비선형 손상 누적 모델의 유효성 검

증을 위하여 인장, 압축, 전단이 동시에 변동하면서 발전하는 실

험에 대한 검증이 요구된다.

실제 해양 구조물은 매우 복잡한 형상을 가진다. 이러한 형상

의 구조물이 사고 하중 등이 과대 하중을 경험할 때 재료 내부의 

응력은 매우 복잡하게 변동할 것이다. 응력의 비비례성과 함께 

하중 순서 효과를 동시에 고려하기 위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파단 

기준의 정립과 실험을 통한 재료 상수 교정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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