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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racked component analysis is needed for structural integrity analysis under seismic loading. Under large amplitude

cyclic loading conditions, the change in material properties can be complex, depending on the magnitude of plastic
strain. Therefore the cracked component analysis under cyclic loading should consider appropriate cyclic hardening
model. This study introduces a procedure for determining an appropriate cyclic hardening model for cracked component
analysis. The test material was nuclear-grade TP316 stainless steel. The material cyclic hardening was simulated 
using the Chaboche combined hardening model. The kinematic hardening model was determined from standard 
tensile test to cover the high and wide strain range. The isotropic hardening model was determined by simulating
C(T) test under cyclic loading using ABAQUS debonding analysis. The suitability of the material hardening model
was verified by comparing load-displacement curves of cyclic C(T) tests under different load ratios.

Key Words : Cyclic constitutive equation (반복 구성 방정식), Chaboche combined hardening model (샤보세 복합
경화 모델), Cyclic loading (반복하중), Kinematic hardening (이동경화), Isotropic hardening (등방경
화), Cyclic C(T) test (반복 하중 C(T)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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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설명

Ci = material constant in kinematic hardening model
E = elastic modulus
e = engineering strain
Pmax = maximum load
Pmin = minimum load

p = accumulated plastic strain
Q, b = material constant in isotropic hardening model
R = load ratio
RA = reduction of area
S = engineering stress
TS = ultimate tensile strength
YS = 0.2% offset yield strength
C(T) = compact tension
  = back stress
= incremental displacement
= true strain
a = strain range in low cycle fatigu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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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 = magnitude of plastic strain tensor 
= ratcheting strain term in Chaboche model
  = time constant in kinematic hardening model
 = true stress
y = yield surface
y0 = initial yield surface

1. 서  론

대부분의 원자력 발전소 구조물 설계는 탄성 기반 

선형 응력-변형률 관계를 이용하여 수행한다. 하지만 

최근 설계초과지진과 같은 하중 크기가 큰 반복하중

에 대한 비선형 응력-변형률 관계(탄소성)를 고려한 

유한요소 해석 기법이 많이 연구되고 있다(1-5). 이를 

통해 탄성 고려 시 높은 하중에서 발생하는 과보수성

을 완화하여 보다 신뢰성 있는 평가가 가능하다. 
지진 하중은 변형률 속도(strain rate)와 하중 방향 

변화의 영향(cyclic loading)이 종합된 형태를 띄나 원

자력 배관재의 파괴거동은 변형률 속도보다 반복하

중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확인되었다(6-8). 반복하중의 

지속적인 인장과 압축하중은 재료경화를 발생시켜 

항복면의 위치와 크기를 변화시키며 이로 인해 단순 

하중과는 많이 다른 재료거동을 보인다.  따라서 유

한요소를 이용하여 지진 하중 하의 신뢰성 있는 구조 

건전성 평가를 위해선 반복하중에 대한 재료경화를 

제대로 모사할 수 있는 물성 결정이 필요하다.
단순 하중과 다른 재료거동을 모사하기 위한 많

은 경화모델들이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제안되었

다. Prager는 항복면의 이동을 선형항으로 제안하였

고(9), Armstrong과 Frederick은 이에 비선형 완화항

을 추가한 형태를 제안하였다(10). 이후 Ohno와 

Wang(11)과 Chaboche(12-15)는 각각 선형과 비선형 이

동경화 항을 중첩시킨 형태를 제안하였다.
제안된 재료경화 모델들은 지금까지 주로 균열이 

없는 구조물에 적용되었다(16-18). 균열이 없는 구조물

은 하중에 의한 변형률 범위가 제한되기 때문에, 재
료경화 변수는 낮은 범위의 변형률 영역을 모사할 

수 있도록 결정하면 된다. 하지만, 균열이 있는 구조

물은 응력 집중으로 인해 균열선단에서 높은 응력

과 변형률이 발생되고, 선단과 멀어질수록 낮아져, 
구조물 내에서 큰 분포 차이를 보인다. 또한 반복하

중은 균열 선단의 소성변형률을 누적시켜 복잡한 

거동이 발생된다.
이전 연구에서는 관통균열 배관의 연성파손을 모

사하기 위해 이동경화와 등방경화를 모두 고려한 

복합경화 모델을 적용하였다(1-5). 재료경화 모델은 

반복 응력-변형률 시험으로 얻어진 hysteresis-loop를 

이용하여 이동경화와 등방경화 변수를 결정하였다. 
이동경화 변수는 안정화된 hysteresis-loop을 이용하

여 결정되었으며, 등방경화 변수는 특정 변형률(약 

1%대)에서의 hysteresis-loop 크기 이력으로 결정되

었다. 하지만 특정한 변형률 범위의 시험 결과를 이

용하기 때문에 균열 선단 및 구조물의 다양한 변형

률 범위를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반복하중 하의 균열구조물 해석에 

적합한 재료경화 모델을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제

안한다. 절차법을 검증하기 위해 이동경화와 등방

경화가 모두 발생되는 원자력 발전소 배관재인 

TP316 스테인리스강을 이용하였다(17). 먼저, 이동경

화 변수는 네킹 전까지의 변형률을 고려하여 인장

강도까지의 인장선도로부터 결정하였다. 등방경화 

변수는 반복하중 하의 C(T) 시험을 유한요소 

debonding 해석으로 모사하여 결정하였다. 결정된 

변수는 다른 하중비의 반복하중 C(T) 시험을 모사

하여 절차법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2. 시험 요약

2.1 표준 인장시험

시험에 사용된 재료는 원전 안전주입 및 안전정

지계통 등 원전 1차측 배관에 사용되는 SA312 
TP316 스테인리스 강으로 4-inch, Sch. 160(외경 = 
114.3 mm, 두께 = 13.5 mm) 배관재이다. Table 1은 

TP316 스테인리스강의 화학 조성을 요약한 것이다. 
표준 인장시험은 Fig. 1에 나타낸 환봉 시편을 사용

하여 0.9 mm/min의 변형률 속도(준정적 하중)로 수

행되었다. 시험을 통해 얻어진 공칭 응력-변형률 선

도를 Fig. 2에 나타냈으며, 인장물성을 Table 2에 요

약하였다. 

Table 1 Summarized chemical compositions of SA312 
TP316 stainless steel(19). (wt. %)

C Mn P S Si Ni Cr Mo

0.02 1.25 0.04 0.004 0.45 12.2 16.3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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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tandard smooth bar tensile test specimen(19).

Fig. 2 Engineering stress and strain curve(19).

Table 2 Summarized tensile properties of test material 
at room temperature(19).

재료
온도 E YS TS RA

℃ GPa MPa MPa %

SA312 
TP316 상온 195 266 573 82.8

2.2 C(T) 시편을 이용한 반복하중 시험

반복하중 조건에서의 C(T) 시험은 인장시험과 동

일한 재료와 온도 조건에서 수행되었다. 시험에 사

용된 시편은 ASTM E1820-09 기준(20)에 따라 두께

가 10.6 mm인 0.5T C(T) 시편으로, 균열이 배관 원

주 방향을 따라 진전하도록 가공되었다. 시편에 피

로 예비균열과 양쪽 10 %의 측면 홈이 가공되었다. 
반복하중은 두 가지 하중비(R = -1, -0.5)에 대해 

인장하중과 압축하중을 반복적으로 가하여 수행되

었다. Fig. 3은 입력된 반복하중을 도식화한 것이다. 
인장하중은 매 사이클 마다 동일한 크기의 변위( = 
0.15 mm) 만큼 변위 제어로 증가시키고, 압축 하중은 

최대 하중(Pmax)과 하중비(R)의 곱으로 결정된 압축 하

중(Pmin =  Pmax×R)을 하중 제어로 부하 하였다. 실험 

결과는 4장에서 해석 결과와 함께 제시할 예정이다.

3. 복합경화 모델 변수 결정 절차

3.1 Debonding 유한요소 해석

Figure 4는 ABAQUS(22)를 이용한 debonding 해석

에 적용된 C(T) 시편 유한요소 망을 나타낸 것이다. 
해석 모델은 평면변형률 2차 감쇠 요소(CPE8R)로 구

성되었으며(절점; 6,335개, 요소: 2,033개), 균열 닫힘

이 고려되었다. Debonding 해석은 두 표면 사이의 선

택된 절점이 시간에 따라 입력된 길이만큼 구속이 

제거되는 ABAQUS 옵션이다(20). Figure 4와 같이 균

열 진전 면의 절점을 선택하고, 시간에 따른 하중과 

균열 길이 이력을 적용하면, debonding 해석으로 반

복하중 C(T) 시험의 균열 진전을 모사할 수 있다. 따
라서 재료경화 모델의 타당성은 debonding 해석을 통

해 얻어진 작용하중을 시험과 비교하여 검증할 수 

있다. Figure 5는 반복하중 C(T) 시험 모사 시 

debonding 해석의 입출력 정보를 도식화한 것이다.

Fig. 3 Cyclic loading type applied to C(T) test(21).

Fig. 4 C(T) finite element model used in debonding 
analysis.

Fig. 5 Schematic of cyclic loading C(T) simulation 
using ABAQUS debonding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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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이동경화 모델

반복하중으로 인해 재료의 항복면이 일정한 크기

로 이동하는 현상을 이동경화라고 한다. 이동경화

를 모사하기 위해, 응력 공간에서 소성 변형에 의한 

항복면 중심의 이동을 배응력()으로 표시한다. 
Chaboche는 비선형 함수로 고려된 배응력 항을 3개 

중첩시킨 이동경화 모델을 제안하였다(12-15). 단축상

태의 배응력 항을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1)

여기서, C와 는 재료와 시간에 대한 스칼라 상

수값이며, pl는 소성변형 텐서의 크기이다. 따라서, 
Chaboche이동경화 모델은 총 6개의 변수(Ci, 각각 

3개씩)로 결정된다.

3.3 인장선도를 이용한 이동경화 변수 결정

항복면의 이동은 인장선도를 따른다고 가정하여, 
큰 변형률 범위의 이동경화를 고려하였다. 이동경화 

변수를 결정하기 위해, 인장강도까지의 공칭 응력-변
형률 선도를 진응력-소성변형률 선도로 변환하여 사

용하였다. 변환에 사용된 식은 아래와 같다(23).

(2)

여기서 S와 e는 공칭 응력과 변형률이며, 와 는 

진응력과 진변형률이다.
이동경화 모델의 변수는 진응력-소성변형률 선도

를 이용하여 인장선도와 이동경화 모델 차이의 제

곱의 합이 최소가 되도록 결정되었다(회귀분석법). 
단축 인장 조건에서 라체팅의 영향을 고려할 수 없

기 때문에 라체팅 항(3)은 0으로 고정되었다. 라체

팅이 고려되지 않은 이동경화 모델과 인장강도까지

의 진응력-소성변형률 선도를 Fig. 6에서 비교하였

다. 전체 변형률 범위에서 이동경화 모델과 인장선

도가 유사함을 확인하였다. 
라체팅의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디본딩 해석을 

이용하여 반복하중 C(T) 시험을 모사하였다. 라체

팅 항(3)을 10으로 적용하여 라체팅의 영향을 고려

하였다. 그 외 다른 이동경화 변수(C1, C2, C3, 1, 
2)는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하중 비 R = -1에서 라체

팅 항(3)에 따른 작용하중을 그림 7 (a)에 나타냈으

며, 그 영향이 미미함을 확인하였다. 하중 비 R = 
-0.5의 라체팅 항에 따른 작용하중을 그림 7 (b)에 

나타냈다. R = -1과 달리, 라체팅 항에 따라 작용하

중이 큰 차이를 보였다. 시험 하중 변화 경향을 고

려하여 라체팅 항을 3 = 10으로 결정하였다. 또한 

이동 경화만 고려할 경우, 모든 C(T) debonding 해석

의 작용하중이 시험하중보다 낮으므로 등방경화를 

고려한 복합경화 모델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최종 

결정된 이동경화 변수를 Table 3에 요약하였다.

3.4 등방경화를 포함한 복합경화 모델

재료가 반복하중을 받을 시, 항복면 중심이 고정

된 상태에서 항복면의 크기가 변화하는 것을 등방

경화라 한다(23). 등방경화 모델은 초기 항복면(y0)
에 반복경화로 인한 항복면 크기 변화량을 더하여 

최종 팽창된 항복면(y)을 표현한다. 항복면 크기는 

아래와 같은 누적 소성변형률(p)에 대한 함수로 나

타난다(12-15).

(3)

여기서 Q는 등방경화로 인해 증가한 항복면의 크

기이며, b는 수렴속도 상수이다. 반복하중으로 인한 

누적 소성이 발생될 때의 항복면 크기 변화로 등방

경화 변수를 결정할 수 있다.
반복하중 하에서 실제 재료의 항복면은 이동과 

크기 변화가 동시에 발생된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재

료경화를 모사하기 위해서는 이동경화와 등방경화를 

모두 고려한 복합경화 모델이 적용되어야 한다. 

3.5 반복하중 C(T) 시험을 이용한 등방경화 변

수 결정

반복하중으로 인한 항복면 크기 변화를 고려하기 

위해, C(T) 시험이 모사되었다. C(T) 시험은 이동경

화와 등방경화가 동시에 고려된 복합경화 모델을 

적용하여 debonding 해석을 수행하였다. 등방경화 

변수는 수렴속도 상수 b를 5로 고정하고, 작용하중

을 유사하게 모사하는 항복면 크기 변수 Q를 변수 

해석을 통해 결정하였다.
Figure 8은 R = -1 하중비의 C(T) 시험과 유한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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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omparison of the kinematic hardening model 
with monotonic true stress-strain data.

(a)

(b)
Fig. 7 Comparison of the kinematic hardening model 

with C(T) test data depending on ratcheting 
strain (3): (a) R = -1 and (b) R = -0.5.

Table 3 Kinematic hardening parameters determined 
from monotonic stress-strain curve.

0 C1 1 C2 2 C3 3

224 53,922 950 1,892 4.6 574 10

해석 결과를 비교한 것이다. 항복면 크기 변수 Q가 

커짐에 따라 최대하중은 높고, 압축 하중은 낮게 나

타났다. 시험과 유사한 작용하중을 보이는 적절한 

등방경화 변수(Q = 180, b = 5)를 결정하였다. 
Figure 9는 R = -0.5 C(T) 시험에 대해 앞서 결정된 

복합경화 모델을 적용한 debonding 해석과 시험결

과를 비교한 것이다. 이동경화만을 고려하였을 때, 
낮은 하중을 보였지만 등방경화를 함께 고려한 경

우 시험과 유사하게 모사하였다. 

4. Hysteresis loop을 이용한 기존 

결정법과 비교

기존 연구(24)에서는 변형률 진폭(a = 0.4, 0.8, 1.2 
%)에 따른 hysteresis loop을 이용하여 복합경화 모델

변수를 결정하였다. 이때 각 변형률 진폭에 따라 서

로 다른 복합경화 모델 변수가 결정되었다. 결정된 

복합경화 모델을 debonding 해석을 이용하여 반복 하

중 C(T) 시험을 모사하였을 때, 1.2 % hysteresis loop
으로 결정된 복합경화 모델이 실험을 유사하게 예측

하였다. 
Figure 10은 hysteresis loop와 제안된 절차로 결정

된 TP316 스테인리스 강 이동경화 모델을 비교한 

것이다. Hysteresis loop으로부터 결정된 이동경화 

모델은 진응력-소성변형률 선도를 이용하여 결정된 

이동경화 모델보다 낮은 항복강도(y)를 가진다. 이
동경화 모델은 소성변형률이 큰 영역에서 기울기가 

일정한 직선 형태를 보이며, 이때 직선의 기울기는 

이동경화 모델 변수를 결정한 hysteresis loop의 변형

률 진폭에 따라 달라진다. 변형률 진폭이 1.2 %인 

hysteresis loop으로부터 결정된 이동경화 모델과 진

응력-소성변형률 선도를 이용하여 결정된 이동경화 

모델은 모두 반복 하중 C(T) 시험을 유사하게 모사

하며, 두 모델은 직선 부분의 기울기가 유사하다는 

공통점이 있다. 기존 연구(24)에서도 직선 부분의 기

울기를 결정하는 C3 변수의 중요성에 대해 확인한 

바 있다.



36 황진하･김훈태･류호완･김윤재･김진원･권형도

Fig. 8 Comparison of FE simulation results with 
experimental data for R = -1.

Fig. 9 Comparison of FE simulation results with 
experimental data for R = -0.5.

복합경화 모델을 비교하기 위해 유한요소 해석이 

수행되었으며, 해석은 1.2 % 변형률 진폭을 부하 하

였다. 적용된 변형률 범위는 네킹 이전의 작은 범위 

이기 때문에, 정육면체 한 개 요소에 축대칭 요소

(CAX8)을 적용하여 수행하였다. 유한요소 해석을 

이용하여, 각 복합경화 모델의 안정화된 hysteresis 
loop을 얻었다. Figure 11은 NUREG 보고서에 수록

된 반복 응력-변형률 선도(25)와 유한요소 해석으로 

얻어진 각 복합경화 모델의 hysteresis loop을 비교한 

것이다. 회색 점선은 반복 응력-변형률 시험으로 얻

어진 변형률 범위에 따른 hysteresis loop이며, 원기

호는 NUREG보고서(25,26)에 수록된 시험결과이다. 
제안된 이동경화 모델은 1.2 % hysteresis loop보다 

Fig. 10 Comparison of true stress-true plastic strain 
with kinematic hardening model determined 
by hysteresis loops(24).

Fig. 11 Comparison of combined hardening model with 
cyclic stress – strain curve in NUREG report(25,26).

높은 응력을 보였다. 하지만, NUREG 보고서에 수

록된 반복 응력-변형률 선도 및 실험 결과와 유사하

였다. 
Figure 12는 hysteresis loop와 제안된 절차로 결정

된 복합경화 모델을 이용하여 모사된 반복 하중 

C(T) 시험을 비교한 것이다. Figure 12 (a)의 R = -1
시험에서 이동경화 모델은 hysteresis loop이 제안된 

모델보다 높은 하중을 보였으나, 최종 복합경화 모

델은 유사하였다. Figure 12 (b)의 R = -0.5 시험에

서, 두 복합경화 모델은 초반 주기에는 유사한 결과

를 보인다. 하지만, hysteresis loop으로 결정된 경화 

모델은 후반 주기에서 작용하중이 증가하는 경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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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12 Comparison of FE simulation results with 

experimental data depending on determination 
method: (a) R = -1 and (b) R = -0.5.

보인다. 이는 라체팅이 고려되지 않은 Fig 7 (b)의 

결과와 동일하다. 따라서 작은 변형률 범위에서 

hysteresis loop으로 결정된 복합모델과 제안된 절차로 

결정된 복합모델은 차이를 보이지만, 균열 해석에

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R 
= -0.5와 같이 평균응력이 존재하는 경우, 라체팅의 

영향이 고려되어야 함을 확인하였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반복하중 하의 균열구조물 해석 

시 재료경화를 모사하기 위한 복합경화 모델 결정

법을 제시하였다.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론은 아래

와 같다. 
1) 라체팅 항을 제외한 이동경화 모델 변수는 재

료의 단순하중하의 인장선도를 이용하여 결정

하였다.
2) 등방 경화 모델 변수는 하중비 R = -1인 반복

하중 C(T) 시험을 이용하여 debonding 유한요

소 해석으로부터 결정되었다.
3) 라체팅의 영향은 하중비 R = -0.5인 반복하중 

C(T) 시험을 이용하여 정량화 할 수 있다.
4) 제안된 절차로 결정된 복합경화 모델은 하중

비 R = -0.5인 반복하중 C(T) 시험 및 문헌값

(NUREG)(25)에 제시된 반복 응력-변형률 선도

를 적절하게 모사함으로써 검증되었다.
낮은 단일 변형률 범위에서 수행된 hysteresis loop

로부터 결정된 기존 재료경화 모델 결정법은 균열

구조물 적용에 한계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복합경화 모델 결정법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변형률이 낮은 영역부터 높은 영역까지 넓은 

범위를 모두 고려하였으며, 따라서 균열의 특이점

을 고려할 수 있다. 제안된 절차로 결정된 재료경화 

모델은 문헌값과 유사한 값을 예측하며, 반복하중 

C(T) 시험을 유사하게 모사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 제안한 복합경화 모델 결정법을 균열구조물에 

적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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