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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조사 재료의 핫셀 소형펀치시험 기술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원자로의 주요 구조 재료들은 사용 온도 및 조사 등에 의하여 인장 특성, 파괴

인성, 연성-취성천이온도 및 크리프특성 등 기존의 우수한 기계적 성질이 저하된

다. 따라서 이러한 기계적 특성 변화를 평가하기 위하여 개발된 소형시편시험 기

술 중 조사 재료의 시험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소형펀치시험 

기술은 사용 중인 원자로 부품들의 열화거동 평가 및 차세대 원자로 재료의 선

정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조사후시험기술이다.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원자로 구조 재료의 기계적 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개발된 기존의 다양한 소

형펀치시험 기술에 대한 연구 동향을 상세히 조사하고 정리하 다. 이미 개발된 

다양한 소형펀치시험 기술의 장점들을 취하고 조사재시험시설 핫셀 내에서의 사

용 조건에 대한 적합성과 원격조종기(manipulator) 등에 의한 원격조작의 용이성 

등을 고려한 시험기술의 확보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Ⅳ. 연구개발결과

  시험장비로는 소형펀치시험용 치구 및 시험기가 있다. 치구는 디스크형 시편을 

고정하기 위한 시편 홀더와 시편에 압축하중을 가하기 위한 펀치로 구성되며, 하

중은 구 또는 구형 끝단을 가진 펀치로 시편에 작용한다. 구는 HRC60이상의 경

도를 가진 재료로 준비하며, 직경은 표준 소형펀치 시편의 치수에 따라 1 또는 

2.4 mm이다. 시험기는 소형펀치 시편의 하중 및 처짐을 측정하기에 충분한 정도

의 용량(최대 5 kN, 20 mm 정도) 및 정확도를 가져야 한다. 시편은 주로 원형 

및 사각형 디스크 형 시편을 사용하며, 각각의 표준 치수는 원형의 경우 φ3 

mm×0.25 mm 그리고 사각형의 경우는 10×10×0.25 또는 0.5 mm이다. 시편은 먼

저 준비된 재료로부터 직경에 맞게 원형 또는 사각형 봉을 채취하고 이를 미세

절단기로 절단한 후 시편의 양면은 설정된 정 도를 가지도록 연마하여 제작한

다. 조사시편은 건전한 재료로부터 시편을 제작한 후 조사시키는 방법과 조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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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VN(Charpy V-notch) 시편으로부터 직접 채취하여 제작하는 방법으로 준비한

다.  소형펀치시험은 온도에 따른 재료의 기계적 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저온으

로부터 부품들의 사용 온도인 고온에 이르는 범위에서 수행된다. 극저온의 경우

는 액체 헬륨 또는 액체 질소를 사용하는 저온유지장치(cryostat) 그리고 고온이 

경우는 챔버 또는 로를 사용하며, 시험 온도는 목표 온도에 대하여 ±2 
o
C 정도의 

범위로 제어된다. 또한 저․고온 시험 중 시편의 산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불활성 

가스 또는 진공 분위기에서 시험을 수행한다. 소형펀치시험을 통하여 하중-처짐 

자료를 얻는다. 이 자료를 기초로 소형펀치 관련 변수들과 표준시험법으로 측정

된 0.2% 항복강도 및 극한 인장강도, 파괴인성, 연성-취성천이온도와 크리프 특

성의 상관관계를 확립한다. 또한 소형펀치 시편의 파면해석과 표준 CVN 충격시

험의 연성-취성천이온도의 관계도 얻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상관관계식를 사용하

면, 소형펀치시험 결과로부터 표준 시험법에서 결정되는 재료의 기계적 특성들을 

예측할 수 있다. 한편 소형펀치시험에서는 소형 시편 내의 미시구조적 비균질로 

인한 시험 자료의 흩어짐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시험 자료의 변동성

을 고려한 신뢰성 있는 재료의 특성 평가를 위하여 통계적 해석방법(Weibull 분

포)을 도입한다.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및 건의사항

  연성 및 취성 재료의 기계적 특성 자료를 정량적으로 얻을 수 있으며, 특히 조

사 재료의 특성 평가에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소형펀치시험 기술은 재료의 

기계적 특성 변화 및 가동 중 부품의 잔류 수명 예측을 위하여 필수적인 자료를 

제공한다. 이 자료는 향후 차세대 원자로의 구조용 강, 흑연 및 섬유강화 복합재

료 등의 조사에 따른 기계적 특성 평가 및 파괴거동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개선

하고, 이로부터 사용 조건에 적합한 재료의 선정 및 부품들의 파손기준을 확립하

기 위하여 활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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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Ⅰ. Project Title

  Small Punch Test Techniques for Irradiated Materials in Hot Cell

Ⅱ.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The prolonged in-service exposure of a wide range of engineering 

components which operate under high stress and elevated temperatures in a 

typical electricity generating plant can, in many cases, lead to the 

deterioration of certain mechanical properties such as tensile properties, 

fracture toughness, ductile-brittle transition temperature and inherent creep 

resistance etc. Based on the results of ongoing and extensive research 

studies, it was found that in-service and/or post-service examinations can 

provide valuable information regarding a materials condition, which can be 

utilized in a structural integrity and remaining life assessment. Therefore, it 

is essential to develop and establish the small punch test technique for 

evaluating material degradation so that more accurate life assessment of 

in-service components and more adequate selection of candidate materials in 

future reactors can be realized, especially for hot cell examination.

Ⅲ. Scope and Contents of Project

  To select the small specimen test technique for evaluating the mechanical 

properties degradation of aging structural materials and candidate materials 

for future reactors in hot cell, many reports on the small punch test 

technique are reviewed and summarized. Based on the previous research 

results including a feasibility of the small punch test technique for use in hot 

cell, an ability of handling the fixture and the small punch specimen by 

manipulator and a reliability of test results, the essential information for the 

establishment of small punch test technique was provided.

Ⅳ. Result of Project

  Detailed procedures of the small punch test including the apparatu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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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inition of small punch-related parameters, and the interpretation of results 

were presented. The testing machine should have a capability of the 

compressive loading and unloading at a given deflection level. The accuracies 

within 1% for the maximum loading and within 1% for the working range of 

the LVDT are required. The small punch specimen holder consists of an 

upper and lower die and clamping screws. The clamped specimen is deformed 

by using ball or spherical head punch. The ball should have the hardness of 

more than HRC 60. And, the punch is fabricated from the steel with the 

hardness of more than HRC 50 to prevent a plastic deformation of the punch. 

Two type of specimens with a circular and a square shape were used. The 

irradiated small punch specimen is made from the undamaged portion of the 

broken CVN bars or prepared by the irradiation of the specimen fabricated 

from the fresh materials. The specimens are mechanically or electrochemically 

polished down to a final thickness. The heating and cooling devices should 

have the capability of the temperature control within ±2 
o
C for the target 

value during the test. It is required that the small punch specimen contact 

with an inert gas environment during both load and high temperature testing. 

Based on the load-deflection data obtained from the small punch test. the 

empirical correlation between the small punch related parameters and a tensile 

properties such as 0.2% yield strength and ultimate tensile strength, fracture 

toughness, ductile-brittle transition temperature and creep resistance 

determined from the standard test method is established and used to evaluate 

the mechanical properties of an irradiated materials. In addition, from the 

quantitative fractographic assessment of small punch test specimen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mall punch energy and the quantity of ductile crack 

growth is obtained. A statistical approach to analyze the results on small 

punch energy of a limited number of irradiated specimens was also reviewed. 

Analytical formulations demonstrated good agreement with experimental 

load-deflection curves, and these equations applied to the evaluation of the 

tensile stress-strain curve from small punch load-deflection responses gave 

accurate prediction of the mechanical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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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Proposal for Applications

  Through the axial and hoop tensile test of fuel cladding, the essential 

data on the fuel damage criteria and code used in regulation and the 

material properties used in safety analyses could be obtained. These results 

will be used to update fuel/cladding behavior databases and computer 

models, to improve predictions of deformation, and to help establish failure 

crit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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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원자로용 재료의 개발 및 선정 그리고 궁극적으로 원자로 부품의 설계를 위하

여 가능한 많은 조사후 시험자료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대상 재료의 종류 및 요

구되는 시험조건 등이 다양함에 비하여 원자로 재료를 조사할 수 있는 시설이 

매우 제한되어 있다. 그러므로 소형 시편으로부터 기계적 특성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험기술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와 같은 소형 시편 시험기술의 개발을 통하여 동일한 양의 재료에 대하여 

표준 시편을 사용하는 경우보다 더 많은 수의 시험자료를 얻을 수 있다는 경제

적인 측면 그리고 개별 시편의 방사선량이 감소함으로서 시험자의 피폭량을 줄

일 수 있는 안전성 측면에서의 장점을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장점으로 

인하여 종래의 기계적 특성 평가를 위하여 사용되어 왔던 표준시편의 소형화가 

크게 주목받고 있다. 예를 들면, 인장 시편은 작은 와이어(wire) 또는 박판(foil) 

형상으로 크기가 줄어들었으며, 파괴, 피로 및 피로균열진전 시편은 각각 작은 

디스크(disc), 모래시계(hourglass) 및 쿠폰(coupon) 형상으로 미소화되고 있다.

  한편 기존의 소형 디스크 시편(투과전자현미경(TEM)용 디스크)을 사용한 미

소경도, 디스크 굽힘 및 펀치 등 소형 시편 시험기술의 개발에 대한 많은 연구결

과가 발표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에서는 재료의 조사후 강도, 연성, 크리프 및 

파괴거동 정보를 얻기 위하여 계장 미소경도(instrumented micro-hardness), 전

단 펀치(shear punch), 소형펀치(small punch, bulge), 압입 크리프/하중완화

(indentation creep/load relaxation) 및 소형 파괴/피로(subsize fracture/fatigue) 

등 기존의 소형시편 활용 시험기술을 제안하 다[1]. 이러한 시험기술들 중 계장 

미소경도(instrumented microhardness) 시험은 상대적으로 시험이 간단하고 경제

적이며, 구형 압입자로 인한 압입 손상이 시편의 매우 작은 부분에만 국한되는 

표준 미소경도시험의 장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조사 또는 조사후 특성 연구를 위

한 시편의 재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이 시험법은 유효 응력-변형률 관계로부터 

강도 및 가공경화 정보를 제공하지만, 이로부터 재료의 연성 특히 파괴시의 연성 

자료를 직접적으로 얻을 수 없으며 시험결과가 시편의 준비 상태와 재료의 미세

조직에 민감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여러 시

험기술이 개발되었으며, 이들 중 전단펀치(shear punch) 시험기술은 파괴시의 연

성, 강도 및 가공경화 정보를 준다. 그림 1은 전단펀치 시험장비를 나타낸 것으

로서, 상․하부 다이(upper․lower die)와 실린더 형 펀치(cylindrical punch)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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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된다. 상부 다이는 펀치의 상․하 이동에 대한 가이드(guide) 역할을 하며, 

하부 다이는 상부 다이에 가공된 구멍(hole)과 동일한 직경의 구멍을 가진다. 또

한 시편을 변형시키는 펀치의 끝부분은 편평한(flat) 모양을 가진다. 하부 다이와 

펀치는 시편을 전단 변형시키는 2개의 칼날 역할을 한다. 시험 중 펀치에 가해지

는 하중과 펀치 변위는 각각 로드 셀(load cell)과 액츄에이터에 장착된 변위 트

랜스듀서(linear variable differential transducer, LVDT)로 연속적으로 측정한다. 

또한 시편의 변위 값을 직접 측정하기 위하여 그림 1과 같이 시편 하부에 변위 

트랜스듀서를 설치하는 방법도 적용하 다. 두 가지 변위 측정방법으로 얻어진 

변위 값은 크게 다르지 않았으므로, 둘 중에서 보다 용이한 변위 측정방법인 엑

츄에이터의 변위 트랜스듀서를 사용하여 시험 중 시편의 변위 값을 측정하는 경

우가 많다. 이와 같은 전단펀치 시험기술은 미소경도 시험에 비하여 훨씬 넓은 

역에 대한 강도 및 연성 정보를 제공하므로 재료의 미세조직이나 시편의 준비

상태에 덜 민감하다는 장점을 가지지만, 시험 자체가 파괴시험이므로 시편의 재

사용이 불가능하며 시험부위의 응력 및 변형 경로가 매우 복잡하여 물리적 의미

를 갖는 자료의 상관관계를 만드는 것이 매우 어려운 단점이 있다.

그림 1 Schematic illustration of the 

shear punch test apparatus

  한편 소형펀치(small punch, bulge)시험은 전단펀치 시험기술과 마찬가지로 재

료의 연성(ductility)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 즉 미소경도시험의 보완시험

(complementary test) 성격으로 개발되었다. 그림 2는 소형펀치시험 장비의 개략

도이며, 전단펀치시험 장비와 같이 상․하부 다이(upper․lower die)와 실린더형 

펀치(cylindrical punch)로 구성된다. 상부 다이는 펀치 이동의 가이드 역할을 하

고, 하부 다이에는 시편이 마찰 없이 하부로 변형되도록 상부 다이의 구멍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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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경이 크고 어깨부를 가진 구멍(shouldered hole)을 가공하 다. 또한 소형펀치

시험에서는 구(ball) 또는 끝부분이 구형인(spherical) 펀치를 사용하여 시편에 하

중을 가한다. 시편의 변형 부위는 2축 인장응력 상태(biaxial tension stress 

state)를 나타내며, 시편의 중앙부에서 파손된다. 따라서 소형펀치시험은 전단펀

치 시험보다 응력과 변형 상태를 좀 더 해석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

지므로, 소려취화(temper embrittlement)나 조사취화(irradiation embrittlement)로 

인한 강의 연성(ductility) 저하에 대한 기초 연구에 보다 유용한 자료를 제공한

다. 소형펀치시험(small punch test)은 위에서 언급한 장점 들 중 특히 시험 결과

에 대한 해석의 용이성으로 인하여 조사재료의 파괴특성 연구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특히 소형펀치시험과 단축인장시험으로부터 얻어진 항복강도와 극한인장강

도 사이의 상관관계, CVN(Charpy V-notch) 충격시험으로 측정된 연성-취성천

이온도와의 연관성 그리고 표준시편을 사용한 표준시험과 소형펀치시험으로 결

정된 파괴인성의 상호연관성 규명을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또한 최

근에는 금속재료에 대한 크리프특성, 부식특성, 가스터빈 블레이드에 이용되는 

산화물 또는 질화물 코팅층의 계면특성, 박막에서의 계면특성 연구뿐만 아니라 

의공학에 이용되는 UHMWPE(ultra-high-molecular-weight polyethy- lene) 소

재 등의 기계적 특성 평가에 이르기까지 소형펀치시험 기술의 활용범위가 확대

되고 있다.

그림 2 Schematic illustration of the 

bulge test apparatus

  본 보고서에서는 다양한 소형 시편 시험기술들 중 TEM 디스크 크기의 소형

디스크를 사용하여 재료의 조사후 인장특성, 연성-취성천이온도, 탄소성 파괴인

성 및 크리프 특성 등의 평가가 가능한 소형펀치시험(small punch test) 기술의 

개발 현황을 조사하고 기존의 연구결과를 정리하 다. 이 조사 결과를 기초로 조

사재시험시설의 핫셀 특성을 고려한 소형펀치시험 기술을 개발하여, 재료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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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장특성, 파괴인성 및 크리프특성 평가, 원자력 구조재료에 대한 중성자 조사손

상 평가시험 또는 감시시험 그리고 상용 원자로에서 장기간 가동 후 재료의 성

능 열화 평가에 활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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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소형펀치시험법

  소형펀치시험은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TEM 시편 크기의 소형 사각 또

는 원형 디스크를 사용하여 재료의 인장특성, 연성-취성천이온도(small punch 

ductile-brittle transition temperature, SPDBTT), 탄소성 파괴인성( J ICSP)과 같은 

파괴인성 및 크리프특성 값을 산출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 시험법에서 

사용되는 기존의 시험장비, 시편 및 시험조건에 대하여 아래에 자세히 설명하

다.

제 1 절  시험장비

1. 치구(fixture)

  소형펀치시험에 사용되는 치구는 시편 홀더(specimen holder) 및 펀치(punch)

로 구성된다. 시편 홀더는 소형펀치 시편을 고정하기 위한 것으로 시편을 상․하 

다이(upper & lower die) 사이에 위치시키고 4개의 고정용 볼트(clamping bolt)

를 사용하여 고정한다. 고정된 소형펀치 시편은 두 가지 방법으로 변형된다: 첫 

번째는 펀치용 구(ball)를 시편 홀더의 상부 다이에 있는 구멍(hole)에 넣고, 펀치

로 구에 압축하중을 가하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는 끝부분이 구형인 펀치로 시

편에 직접 압축하중을 가하는 방법이다. 치구의 형상 및 재질은 연구 대상 재료 

및 시험 조건에 따라 서로 다르며, 기존 연구자들은 소형펀치시험을 위한 다양한 

치구를 개발하 다.

  Baik 등[2]은 Ni-Cr steel의 기계적 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그림 3의 소형펀

치시험용 치구를 개발하 으며, 이로부터 얻어진 연성-취성천이온도( SPDBTT)와 

표준 CVN 시험으로 구한 연성-취성천이온도( CVDBTT)를 비교하 다. 치구는 

상․하부 다이(upper and lower die), 고정용 볼트(clamping screws), 펀치

(punch) 및 강구(steel ball)로 구성된다. 소형펀치 시편이 치구에 고정될 때, 상

부 다이(upper die)의 밑면과 소형펀치 시편의 윗면사이에 약간의 간격

(clearance)을 두어 하중 부하 전에 무응력 상태(stress-free state)를 유지하게 

한다. 이는 펀치 시에 시편이 위쪽으로 cupping 되는 것을 방지하며, 시편의 소

성변형은 펀치 밑의 역에 집중된다. 하부 다이(lower die)의 구멍 직경(bore 

diameter)은 변형된 소형펀치 시편이 시편과 하부 다이 구멍사이에서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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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찰력을 받지 않도록 설계된다. 대부분의 소형펀치시험은 구 펀치(ball punch)를 

사용하여 수행되었다. 펀치는 펀치 끝단(punch tip)의 향을 검토하기 위하여 4

종류(flat, rounded-corner flat, cone 및 needle punch)로 준비하 으며, 펀치의 

소성변형을 방지하기 위하여 HRC50의 경도를 가진 17-4 PH stainless steel으로 

제작하 다. 그들은 연성-취성천이온도( DBTT)에 미치는 펀치 끝 형상, 노치 및 

변형률 속도의 향을 평가하 다.

그림 3 Cross section, illustrating 

specimen positioning in the 

specimen holder and loading 

configuration[2,3,4,14]

  Misawa 등[3]은 비조사 및 양성자(proton) 조사된 HT-9 ferritic/martensitic  

steel에 대한 파괴인성 및 연성-취성천이온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그림 3의 치구

를 사용한 소형펀치시험을 수행하 다. Japan Steel Works, LTD., Murant Plant

에 설치되어 있는 양성자 가속기(Baby cyclotron)로 조사된 시편은 7일 동안 냉

각 한 후에 강구(steel ball)를 조사된 시편 표면의 반대쪽에 위치시킨 상태로 시

험하 다. 그들은 얻어진 시험결과들을 DCT(disk-shaped compact tension) 및 

CVN 시편의 결과와 비교하여 소형펀치시험법의 적용성을 확인하 다. 또한 

Kameda 등[4]은 조사된 Ni-Cr steel에 대한 소형펀치시험으로부터 연성-취성천

이온도에 대한 중성자 조사의 효과를 검토하 으며, 이를 위하여 그림 3과 동일

한 치구를 사용하 다

  Mao 등[5]은 상온에서 SUS316, PCA와 HT-60 steel에 대한 소형펀치시험을 

위하여 그림 4의 치구를 사용하 다. 치구는 상․하부 다이와 고정용 볼트

(clamping screws)로 구성된다. 이 치구를 사용함으로서 펀치하는 동안 시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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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 cupping되는 것을 방지하며, 시편의 소성변형이 강구 밑의 역에 집중되게 

한다. 하부 다이의 구멍 직경을 상부 다이의 구멍 직경보다 크게 설계함으로서, 

소형펀치 시편은 시편과 하부 다이 내벽(inner wall)사이에서 발생하는 마찰력을 

받지 않게 된다. 또한 편심(eccentricity)에 의한 이방성 효과를 제거하거나 최소

화하기 위하여 펀치, 다이 그리고 하중부하선(load-line)의 정열이 매우 중요함을 

보고하 다. 소형펀치시험 중 시편에서 등방성 변형이 발생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세 가지 조건이 만족되어야 한다. 

1) 펀치와 다이의 중심축이 일치함.

2) 펀치와 상․하부 다이에 대한 설계 공차가 정 함(strict).

3) 시편은 어떤 위치에서도 두께가 동일함.

  첫 번째 조건은 정 한 정열 치구(precision alignment fixture)를 사용함으로서 

만족된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조건은 실험에 주의를 기울이고, 펀치, 다이와 시편

을 정 하게 가공함으로서 만족될 수 있다. 또한 전체 하중선의 정열상태를 확인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 다. 먼저 시편에 작은 하중을 부

하하고, 펀치로 인하여 발생한 소성압입 중심(punch-plastic indentation center)

의 위치와 다이에 의하여 발생한 압입 링(die-plastic indentation ring)의 위치를 

optical comparator로 측정하고 비교한다.

그림 4 Loading and specimen support 

configuration for the further-miniaturized 

small punch test[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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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kahashi 등[6]이 추천한 소형펀치시험을 위한 치구는 그림 5 및 6과 같으며, 

그림 7 및 표 1은 소형펀치 시편의 고정부 형상 및 치수를 나타낸 것이다. 소형 

펀치 시편과 접촉하는 하부 다이의 표면은 정 하게 연삭되어야 한다(예를 들면, 

R max=3.2S). 소형펀치 시편의 bulging은 주로 직경이 φ2.4 mm 및 φ1.0 mm인 

두 종류의 강구(steel ball)가 사용되며, 강구는 HRC62∼67의 경도를 가져야 한

다. 시험 후 시편 제거가 용이하도록 하부 다이의 시편 고정부 주위에 홈을 가공

하 다.

그림 5 Detail drawing of setup for 10×10 specimens[6,10,11]



- 9 -

그림 6 Detail drawing of setup for φ3 specimens[6,9,1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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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Schematic drawing of 

setup for SP test[6]

     

표 1 Dimensions of the specimen 

holder[6]

Small

(10×10)

TEM disk

(φ3)

 to
0.50

0.25
0.25

 d1 2.4 1.0

 d2 4.0 1.5

 R 0.2 0.2

 Steel ball φ2.4 φ1

: mm

d2 ≥ d1 + 2to

시편의 처짐은 일반적으로 시험기의 크로스헤드 변위(crosshead displacement)로 

측정하며, 부가적으로 시험기의 크로스헤드에 부착된 다이얼 게이지(dial gage)의 

사용을 추천한다. 또한 소형펀치 시편은 치구의 중앙 축에 고정하여, 대칭으로 

변형되게 한다. 본 시험을 수행하기 전에 몇 개의 시편에 대한 예비시험을 수행

하도록 추천한다. 시편은 4개의 볼트를 사용하여 대각선으로 그리고 동일하게 고

정되어야 하며, 최종 고정 토크 범위는 0.5∼1.0 N․m이다.

  Saito 등[7]은 functional gradient material(FGM)에 사용되는 SUS304, 세라믹 

또는 금속/세라믹 복합재료의 기계적 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상온 및 고온에서 

사용될 그림 8 및 9의 치구를 개발하 다. 상온용 소형펀치(SP) 시험용 치구(그

림 8의 왼쪽 그림)는 기존의 것과 동일하며, 처짐은 시험기의 크로스헤드 변위를 

사용한다. 상온용 개량소형펀치(modified small punch, MSP) 시험용 치구는 세

라믹 또는 금속/세라믹 복합재료와 같은 취성재료의 시험을 위하여 개발되었으

며, 그림 8의 오른쪽 그림과 같이 시편을 링 위에 단순 지지하고 그 중앙부에 원

기둥형 펀치로 동일한 분포로 하중을 부하하 다. 상부 다이의 아랫면과 시편의 

윗면 사이에 충분한 간격을 두었으며, 그 이유는 시험 중에 위의 하중조건을 유

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로부터 시편에 고정(clamping) 및 열팽창으로 인한 손상

이 가해지지 않고 정확하고 재연성있는 Young's modulus를 얻을 수 있다. 그림 

9의 고온(1873 K)에서 사용될 MSP 시험용 치구는 가이드(guide), 펀쳐(puncher), 

상․하부 다이, 측정 봉(measuring rod)으로 구성된다. 변위를 측정하기 위한 측

정용 봉(Al2O3)을 제외한 모두 부품들은 SiC로 제작되었다. MSP 시험에서 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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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봉에 연결된 변위 트랜스듀서(LVDT, 정 도 0.1 μm, 고온 로 외부에 장착함)

로 측정한다.

  Mao 등[8]은 상온에서 비조사 및 조사 2 1/4 Cr-1Mo steel(원자력 압력용기 

강)에 대하여 그림 4의 치구를 사용하여 소형펀치시험을 행하 다. 소형펀치시험

으로부터 얻어진 인장 특성 및 파괴인성 값과 인장 및 DCT 시편의 결과를 비교

하고, 그의 적용성을 확인하 다.

그림 8 SP and MSP testing procedure at 

room temperature[7]

그림 9 MSP test at very high 

temperature[7]

   

  Misawa 등[9]은 F-82, F-82H 및 HT-9 ferritic steel을 대상으로 한 소형펀치

시험에서 연성-취성천이온도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시편의 최소 수량 결정 절차

(practical determining procedure of the minimum quantity of irradiated 

specimens)에 대하여 보고하 다. 소형펀치시험은 그림 6의 치구를 사용하여 행

하 다. Suzuki 등[10]은 비조사 및 조사 2 1/4 Cr-1Mo steel에 대하여 파괴인

성, 연성-취성천이온도 및 인장 특성(항복강도, 인장강도)에 미치는 조사의 향

을 기존의 표준 시험법에 의한 결과와 비교 검토하 다. 소형펀치시험에는 그림 

5 및 6의 치구를 사용하 으며, 일부는 핫셀 시험에 알맞도록 개량하 다. 또한 

고정용 볼트에 의한 고정 힘(clamping force)은 토크 렌치(torque wrench)를 사

용하여 모든 시편에 대하여 일정하게 하 다. Misawa 등[11]은 비조사 및 조사 

ferritic steel(F-82, F-82H, HT-9, JFMS, 2 1/4 Cr-1Mo. SQV2A)에 대하여 그

림 5 및 6의 소형펀치시험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소형펀치시험이 조사에 

의한 인장, 파괴인성 및 연성-취성천이온도의 변화를 평가하기 위하여 매우 유용

한 방법임을 확인하 다. 또한 Suzuki 등[12]은 비조사 및 조사 F-82 

(8Cr-2WV), F-82H(8Cr-2WVTa) 및 HT-9(12Cr-1MoWV) ferritic steel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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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괴관련 기계적 특성(연성-취성천이온도, 파괴인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그림 6

의 치구를 사용하 다.

  Eto 등[13]은 조사된 ferritic steel(F-82, F-82H, HT-9, 2 1/4 Cr-1Mo)의 인장 

특성, 파괴인성 및 연성-취성천이온도 측정을 위하여 그림 10의 치구를 제안하

으며, 시편 고정부는 표 1과 동일한 치수로 제작하 다. 하중 부하를 위하여 

HRC62∼HRC67의 강도를 가지는 강구를 사용하 다. 소형펀치 시편과 하부 다

이의 접촉면은 R max=3.2S 정도의 매끈한 표면을 가지도록 하 다. 여기서 R max  

및 S는 JIS B 0601에 정의되어 있으며, 위 식의 의미는 하부 다이의 표면상에 

임의로 주어진 0.8 mm 거리에 걸쳐 거칠기 진폭이 3.2 μm 이하여야 한다는 것

이다. 핫셀 내에서 시편의 조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하부 다이의 시편 설치 

공간 옆에 원공들은 가공하 다.

그림 10 Schematic of the apparatus for 

the SP test on irradiated materials[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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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짐은 크로스헤드의 변위로 측정되었으며, 그로스헤드에 다이얼 게이지(dial 

gage)를 장착하 다. 조사시편의 경우는 크로스헤드 변위 그리고 시편의 뒷면과 

접촉하고 있는 푸시로드(push rod)에 연결된 크립 게이지(clip gage)로도 측정하

다. 처짐 측정의 정확도는 어느 방법에서든 ±1% 이내로 하 다. 하중은 1%의 

정확도로 측정하 다. 시편은 0.5 ∼1.0 N․m의 토크로 홀더에 고정되었다.

  Foulds 등[14]은 저합금강(low alloy ferritic steel) 및 저합금강으로 제작된 부

품의 사용 중 파괴인성을 결정하기 위하여 소형펀치시험으로 얻은 연성-취성천

이온도( SPDBTT)와 표준 CVN 충격시험으로부터 결정된 천이온도( FATT, 

fracture appearance transition temperature)의 상관관계를 도출하고, 이를 기초

로 사용 중인 부품의 FATT를 평가하 다. 그림 11은 소형펀치시험용 치구로서, 

끝부분이 구형(직경=2.54 mm)인 펀치를 사용하여 시편을 위쪽으로 변형시킨다. 

펀치 가이드(guide)에는 2.5 mm 직경의 구멍(hole) 그리고 다이(die)에는 3.8 mm 

직경의 구멍을 가공하 다. 시험 중 하중은 로드 셀 그리고 변위는 크로스헤드 

변위로 측정하 다.

그림 11 Schematic of load train setup for small punch 

testing with blown-up view of the punch-and-die system 

configuration[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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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meda[15]는 다양한 ferritic steel에 대한 연성-취성천이온도를 평가하기 위

하여 그림 12의 장치를 사용한 소형펀치시험을 수행하고, 이의 결과를 CVN 시

편의 시험결과와 비교하 다. 시편 홀더 부는 그림 3과 동일하다. 또한 코팅된 

시편에 대한 소형펀치시험의 경우에는 펀치에 부착된 AE 센서를 통하여 코팅의 

균열발생거동(coating cracking behavior)을 확인하기 위한 AE 이벤트(events)와 

에너지 카운트(energy counts)를 측정하 다.

그림 12 Loading and specimen support 

configurations of small punch tests and attachment 

of acoustic emission(AE) sensor[15]

  Foulds 등[16,21]은 끝단이 구형인(직경=2.5 mm) 펀치로 구성된 그림 13의 치

구를 사용한 소형펀치시험 결과로부터 재료의 파괴인성( K IC, J IC)을 직접 결정하

는 방법을 제안하 다. 또한 균열개시점을 결정하기 위하여 그림 14와 같이 시편

의 인장측 표면을 관찰할 수 있는 비디오카메라가 부착된 내시경(borescope)을 

장착하 다. 하중-변위 곡선 상에서 균열개시점을 정의하기 위하여 약 50 배[16] 

또는 30배[21]의 비디오이미지를 기록하고 이를 하중-변위 곡선과 동기화하 다. 

사용된 비디오시스템으로부터 표면균열길이가 0.05 mm에 도달할 때를 균열 개

시로 인식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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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Schematic of small punch test device 

used[16,21]

그림 14 Schematic of the small 

punch test setup[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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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mi 등[17,23]은 원격조종 소형펀치시험기를 개발하 으며, 표 2의 사양으로 

제작된 시험기는 그림 15에 나타내었다. 개발된 시험기를 사용한 소형펀치시험 

절차는 그림 16과 같다. 또한 그림 17의 시편 홀더 부는 그림 18의 방식으로 냉

각된다. 개발된 시험기는 소형펀치시험 외에도 소형인장시험 기능을 가지고 있

다. 시험별 시편 홀더 형상은 그림 19와 같으며, 소형인장 시편은 그림 20의 방

식으로 홀더에 장착된다. 홀더에 장착된 시편들은 그림 21과 같이 턴테이블 방식

으로 시험기의 진공 챔버 내로 공급된다. 시편의 처짐은 시편 하부에 접촉되어 

있는 변위검출 로드(rod)로 측정하며, 로드는 약 1N 정도의 하중으로 시편의 아

랫면에 접촉된다. 펀치용 볼은 직경이 2.4 mm(3/22 in.) 또는 1 mm인 HRC62∼

HRC67의 시판되고 있는 강구를 사용하며, 고온시험의 경우에는 SiC 구를 사용

한다.

표 2 Specification of the SP testing machine[17,23]

Items Specification

Test method

Load capacity

Load cell

Punch speed

Punch stroke

Temperature range

Vacuum rate

Clamping force

Displacement range

Maximum number of holders

in the vacuum chamber

SP specimen

Tension specimen

Small punch test

Miniaturized tension test

30 kN

5 kN(accuracy of 1%)

0.003∼3 mm/min

8 mm

93 K∼1123 K(accuracy of ±2 K)

1.3×10
-3
 Pa

0∼5 kN

0.001∼20 mm

12 specimens in a batch

3 mm-diameter and 0.25 mm-thickness

10×10×0.5 mm-thickness

25.4 mm-length and 1mm-thick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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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Schematic illustration of a 

remote controlled SP testing 

apparatus[17,23]

그림 16 Flow diagram of the SP testing[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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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Cross sectional view of a specimen holder for SP 

test[17,23]

 

그림 18 Schematic illustration of a specimen cooling system[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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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Schematic illustration of the specimen holder for the SP and tensile 

test[17,23]

그림 20 Cross sectional view of the specimen holder for 

miniaturized tensile test[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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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Schematic of remote operation turntable 

system installed in the vacuum chamber and 

exchange method of specimen holder[17,23]

  개발된 시험기에 부착된 진공챔버는 저온 역에서 냉각기구, 시험치구 및 시

편에 수분이 부착되는 것을 방지하고 고온 역에서는 산화 등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진공 챔버에는 시험 중 시편의 변형상태를 관찰할 수 있는 

창을 만들었다. 개발된 시험기의 성능은 2 1/4 Cr-1Mo steel에 대한 소형 펀치시

험을 통하여 확인하 다.

  Kurtz 등[18]은 의공학에서 사용하는 UHMWPE(ultra-high-molecular-weight 

polyethylene)의 기계적 거동을 평가하기 위한 소형펀치시험 기술의 적용성

(feasibility)을 검토하 다. 사용된 치구는 그림 13과 동일하며, 시험동안 시편의 

인장 측을 내시경으로 관찰하고 비디오테이프로 기록하 다. 하중은 89 N 용량

의 로드셀로 측정하 으며, 하중-변위 곡선의 초기 선형구간을 보다 정확하게 얻

기 위하여 변위계(extensometer)를 장착하 다.

  Kameda 등[19]은 도포되지 않은, P-도포 및 S-도포된 V-20 wt% Ti alloy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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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적 특성(항복강도와 연성)에 미치는 중성자 조사의 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끝단이 구형인(직경=2.4 mm) 펀치를 사용한 소형펀치시험을 수행하 다.

  Lee 등[20]은 ASTM A533 Grade B와 SA106 Grade B steel에 대한 인장특성, 

파괴인성 및 연성-취성천이온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그림 22의 소형펀치 치구를 

개발하 다. 치구는 482 
o
C에서 열처리(age-hardened)한 17-4 PH stainless steel

로 제작하고, 직경 2.4 mm의 tungsten carbide 강구를 사용하 다. 하중은 5 kN 

용량의 로드 셀로 측정하 으며, 시험 전 시편에 작용되는 하중(pre-load)은 최대 

0.01 kN으로 하 다. 최대 하중을 지난 후 1kN의 하중에 도달하면 시험이 중지

되도록 하 다.

그림 22 Schematic diagram of the punch fixture with square and 

rectangular specimens[20]

  Geary 등[22]은 Fe510B, Fe430B 및 450EMZ steel의 인장특성, 파괴인성 및 

연성-취성천이온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그림 23의 치구를 사용하 다. 펀치용 볼

은 직경 1 mm인 tungsten carbide 볼을 사용하 다. 하중은 50 kN 로드 셀로 

측정하 으며, 처짐량은 푸시로드(push rod)에 장착된 크립 게이지(clip gage)로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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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Punch test apparatus[22]

  Shindo 등[24]은 Type JN1과 JJ1 austenitic stainless steel의 용접부에 대한 

극저온(4 K)에서의 파괴인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그림 24의 치구를 사용한 소형 

펀치시험(직경 2.4 mm 강구 사용)을 수행하 으며, 이의 시험결과를 유한요소해

석의 결과와 비교하 다. 모든 소형펀치시험은 4 K의 액체 헬륨을 사용하는 저

온유지장치(cryostat) 내에서 수행되었다. 하중은 10 kN 용량의 로드 셀로 측정

하 다. 또한 변위는 그림 24에서와 같이 하부 다이와 펀치에 연결된 나이프 에

지(knife edge)사이의 상대변위를 크립 게이지(clip gage)로 측정하 다.

 그림 24 Loading and specimen 

supporting configuration of small 

punch tests[24]

  Song 등[25]은 2 1/4Cr-1Mo steel에 대하여 그림 25의 소형펀치시험(직경 1 

mm 강구 사용)과 소형(third-sized) Charpy 충격시험 결과로부터 얻어진 DB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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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비교하여 재료의 소려취화(temper embrittlement)를 평가하 다. 시험동안, 하

중-변위 데이터는 매 4 μm 변위 마다 컴퓨터로 기록하 다.

그림 25 Schematic diagram showing the 

test jig[25]

  Cheon 등[26]은 ASME SA351 CF8 duplex stainless steel의 시효취화(thermal 

aging embrittlement)를 평가하기 위하여 그림 26의 치구를 사용한 소형펀치시험

(직경 2.4 mm 강구 사용)을 수행하 다. 펀치는 drilling pin을 tool steel piece에 

brazing하여 제작하 다. 하중은 5 kN 용량의 로드 셀 그리고 변위는 크로스헤

드의 변위로 측정하 다.

그림 26 Schematic 

diagram of the SP test 

apparatus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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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un 등[27]은 상온에서 AISI 316LN austenitic stainless steel과 9Cr-2WVTa 

ferritic/martensitic steel을 대상으로 기계적 특성 및 변형기구를 평가하기 위한 

그림 27의 디스크 굽힘 시험법(disk bend test technique)을 개발하 다. 변위는 

2개의 변위 트랜스듀서(LVDT, linear variable differential transducer)로 측정하

다. 한 개는 시험기의 크로스헤드에 장착하여 WC(tungsten carbide) 구의 변

위를 측정하고, 다른 한 개는 시편 밑에 장착하 다.

그림 27 Schematic illustration of disk bend test set-up[27]

  Saucedo-Munoz 등[28]은 극저온 재료인 JN1, JJ1과 JK2 austenitic stainless  

steel의 파괴인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4 K(액체 헬륨 온도) 및 77 K(액체 질소 온

도)에서 시험이 가능한 그림 28의 소형펀치시험(직경 2.4 mm 강구 사용) 장치를 

개발하 다. 시편은 0.5 N․m의 토크로 홀더 내에 장착되었다. 저온 시험용으로 

개발된 시험장치는 풀 로드(pull rod), 액체 질소 용기(dewar), 액체 헬륨 용기, 

액체 헬륨 전송 튜브 그리고 2 ton 용량의 하중 부하장치로 구성된다. 처짐은 펀

치에 장착된 변위 트랜스듀서(LVDT)로 측정한다. 시험된 소형펀치 시편의 파면

해석을 위하여 시편을 에폭시 레진(epoxy resin)으로 마운팅하고, 중앙부를 저속

도 절단기(low-speed saw machine)에 장착된 다이아몬드 디스크(diamond disc)

로 절단하여 광학현미경 및 SEM으로 관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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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Apparatus for SP testing[28]

  Kasada 등[29]은 입자가속기(cyclotron accelerator)를 사용하여 조사된 9Cr- 

2W martensitic steel(the Japanese low-activation martensitic steel, JLM-1)의 

DBTT를 평가하기 위하여 그림 29와 같은 치구로 소형펀치시험을 수행하 다.

그림 29 Schematic view of the 

specimen holder[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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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등[30]은 4 종류의 SA508 Cl.3, SA533B Cl.1, SA508 Cl.2 그리고 Linde 80 

flux weld steel의 DBTT를 평가하기 위한 그림 30의 소형펀치시험을 수행하

다. 펀치의 변위는 상부 푸시로드에 장착된 변위 트랜스듀서(LVDT)로 측정하

다.

그림 30 The schematic 

illustration of the small 

punch test jig[30]

  Catherine 등[31]은 그림 13의 치구를 사용하여 상온에서 ASTM A533 Grade 

B steel에 대한 소형펀치시험을 행하 다. 그림 14와 같이 설치된 내시경으로 기

록된 이미지로부터 균열개시점을 감지하 으며, 균열개시하중은 445 N 그리고 

이에 상당하는 변위는 0.214 mm이었다. 또한 시편 중앙부로부터 균열 거리

(plane projection)는 0.318 mm로 보고하 다. 하중-변위 곡선 상에서 균열의 발

생으로 인한 특이한 변곡점이 보이지 않았으며, 이는 국부 균열발생으로 인한 소

형펀치 시편의 컴플라이언스 변화는 거의 무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Horiguchi 등[32]은 Type 316 stainless steel 용접부 및 열 향부의 극저온 파

괴특성 평가에 대한 소형펀치시험법의 적용성을 확인하 다. 사용된 치구는 

Shindo 등[24]이 사용한 그림 24와 동일하며, 모든 시험은 시편을 4 K의 액체 헬

륨에 담근 상태로 저온유지장치(cryostat) 내에서 수행하 다. 하중은 10 kN 용

량의 로드 셀로 측정하 으며, 변위는 크립 게이지를 사용하여 하부 다이와 펀치

의 변위로 측정하 다.

  Shekhter 등[33]은 사용 후 1Cr-1Mo-0.25V power generating rotor의 잔류수

명 평가를 위한 파괴인성에 미치는 소려 취화(temper embrittlement)의 향을 

그림 13의 치구를 사용한 소형펀치시험, CVN 시험 그리고 표준 KIC 시험을 통

하여 연구하 다. 3가지 파괴인성 평가법의 결과를 비교하여 소형펀치시험은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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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인성을 직접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으며, 향후에는 잔류수명평가 

도구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 다.

  Jia 등[34]은 비조사 및 양성자(proton)와 중성자(neutron) 혼합 스펙트럼을 사

용하는 SINQ Target-3(STIP-I)에서 조사된 F28H, T91 및 Optimax-A 

martensitic/ferritic steel의 조사 경화 및 DBTT를 평가하기 위하여 그림 31과 

같은 시편 홀더(직경 1 mm 강구 사용)를 사용하 다. 하중은 20 kN 용량의 로

드 셀 그리고 변위는 크로스헤드와 비디오 변위계(video-extensometer)로 동시에 

측정하 다. 또한 Dai 등[35]은 SINQ Target-3에서 조사된 modified 9Cr-1Mo 

(T91) martensitic steel의 조사 경화 및 DBTT를 평가하기 위하여 그림 31과 같

은 시편 홀더를 사용하 다. 하중은 10 kN 용량의 로드 셀로 측정하 다. 또한 

시험 중 시편 중앙에서의 변위는 시편 밑의 구멍으로 삽입된 변위계(extenso- 

meter)로 측정하 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험에서는 측정된 크로스헤드의 변위를 

사용하 으며, 이 값은 변위계의 측정값으로 교정(calibration) 되었다.

그림 31 A schematic diagram shows 

the set-up of small punch test[34,35]

  Eskner 등[36]은 재료의 기계적 특성(강도 및 연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그림 

32의 소형펀치시험 장치를 개발하 으며, 1Cr-0.5Mo 저합금강(low alloy steel)과 

18Cr-9Ni austenitic stainless steel에 대하여 그의 적용성을 확인하 다. 펀치와 

구는 높은 강성(rigidity)을 가지는 cemented carbide로 제작하 다. 시편의 지지

조건은 단순(simple) 및 고정(clamped) 지지조건으로 하 으며, 이들의 결과를 비

교하 다. 단순 지지조건의 경우는 상․하 다이 사이에 워셔(washer)를 끼웠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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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고정 지지 조건에서는 워셔를 빼내고 상부 다이를 볼트로 고정하 다. 하중

은 1.5 kN 용량의 로드 셀로 측정하 다.

그림 32 Schematic drawings of 

the small punch test apparatus; 

(a) full view and (b) close-up of 

the contact zone[36]

  Mao 등[46]은 HT-9(12Cr-1Mo), A533B, 9Cr-2Mo, A508 및 Cu-Be-Co alloy

와 같은 연성재료의 탄소성파괴인성( JIC) 그리고 SiC, Y2O3, ZrO2, Al2O3, 

Si3N4, Macor, PSZ/SUS composite 등의 취성재료에 대한 평면변형율 파괴인성

( KIC)의 예측에 활용될 수 있는 소형펀치시험 절차를 개발하 다. 사용된 시편 

홀더는 Saito 등[7]이 개발한 그림 8과 동일하며, 직경이 2.4 mm이고 경도가 

HRC65인 강구를 사용하 다. 구와 시편 사이에 윤활제를 사용하지 않았다. 처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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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시험기의 크로스헤드 변위로 측정하 다. 시편의 윗면과 상부 다이의 아렛면 

사이에 간극(clearance)을 주어 시편의 고정 및 열팽창에 의한 시편의 손상을 방

지하 다. 하중부하속도(loading rate)는 0.2 mm/min로 하 으며, 이 값은 파괴인

성 시험에 대한 하중부하속도 0.1∼0.3 mm/min에 대응한다.

  한편 Tettamanti 등[37,62]은 기존의 소형펀치시험법을 활용하여 발전소 부품

의 수명평가를 위한 그림 33의 소형펀치크리프(small punch creep, SP-C)시험법

을 개발하 다. ASTM A355 P12 steel에 대한 시험결과와 표준 크리프시험법으

로 얻어진 결과를 비교하여 개발된 시험법의 적용성을 확인하 다. 변위는 시험

기에 장착된 LVDT로 측정하 다. 또한 하중은 약 1 kN의 하중을 측정할 수 있

는 로드 셀로 측정하 다. 소형펀치크리프시험은 시편의 산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진공 또는 아르곤 가스 분위기에서 수행하 다.

그림 33 Small punch 

device[37,62]

  그 후 Komazai 등[38]은 USC boiler용 재료인 Tungsten-Alloyed 9% Cr 

ferritic steel(T92/P92)에 대한 크리프 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그림 34의 SP-C 

시험장치를 개발하 다. 종래의 단축 크리프시험결과와 SP-C 시험결과를 비교함

으로서 제안된 시험법의 타당성을 확인하 다. 시편 홀더는 Hastelloy-X로 제작

하 으며, 상부 다이에는 직경 2.4 mm 그리고 하부 다이에는 직경 4 mm의 구

멍을 가공하 다. 펀치 및 구는 각각 직경 2.4 mm의 알루미나(Al2O3)로 제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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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변위는 시편 하부에 장착된 Quartz rod를 통하여 LVDT로 측정하 다. 시

험 중 시편의 산화를 줄이기 위하여 아르곤 가스(argon gas)를 연속적으로 흘리

면서 수행하 다. 또한 대기 중의 잔류 산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시편 홀더 주위

를 티타늄 와이어 망(titanium wore mesh)로 감쌌다. 제안된 소형펀치크리프시

험은 재료의 크리프 특성과 경년열화(thermal aging)로 인한 재료의 특성 저하 

평가에 활용될 수 있음을 보고하 다. 소형펀치크리프 시편의 변형과정이 검토되

었으며, 그 결과와 단축크리프시험 결과의 상관관계는 응력지수(stress(load) 

exponent)와 크리프변형을 위한 apparent activation energy의 항으로 평가되었

다.

그림 34 Schematic illustration of small punch creep testing apparatus[38]

  Dobes 등[39]은 14MoV 6 3 저합금강(low-alloy heat-resistant steel)의 크리프

거동을 연구하기 위하여 그림 35의 소형펀치크리프시험을 행하 다. 구는 

FRIALIT로 만든 직경 2.5 mm 정  세라믹 구(ceramic ball)가 사용되었다. 하부 

다이에는 직경 4 mm의 구멍을 가공하 다. 시편 중앙 처짐은 LVDT를 사용하

여 펀치와 하부 다이 위치의 차로 측정되었다. 최초 50초 동안 처짐은 12 Hz의 

속도로 측정되었으며, 그 후로는 처짐 5 μm 당 한 점씩 측정하 다. 또한 Dobes 

등[40]은 그림 35와 동일한 시험법으로 X20Cr-MoV 12 1 및 14MoV 6 3 steel의 

크리프특성을 연구하 다. 표준 크리프시험과 소형펀치크리프시험은 모두 아르곤

(argon) 분위기에서 수행하 다. 그 이유는 소형펀치시험에서는 산화가 펀치와 

시편 사이의 마찰에 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들은 종래의 단축 크리프시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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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얻은 최소크리프속도(minimum creep rate)와 소형펀치시험으로부터 얻은 

최소처짐속도(minimum deflection rate)사이에 상관관계가 확립될 수 있음을 보

고하 다.

그림 35 Schematic of experimental setup[39,40]

  Yang 등[41]은 12Cr1MoV steel을 대상으로 그림 36의 고온 소형펀치크리프시

험을 수행하고, 사각시편의 중앙부 처짐과 변형율의 관계를 검토하 다. 중앙부

의 처짐은 0.001 mm의 정 도를 가진 측정 장비로 기록하 으며, 시편의 산화를 

막기 위하여 아르곤(Ar) 분위기에서 고온(500 
o
C) 시험을 행하 다. 그림 37은 

시험 중 시편의 변형 양상을 보여준다.

그림 36 Loading and specimen 

supporting configuration of SP 

test[41]

   
그림 37 Deformation of SP 

specimen[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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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hai 등[42]은 고온 크리프특성 평가용 소형시편 시험법을 개발하기 위하여 소

형펀치크리프(SP-C)시험을 유한요소법(FEM)으로 모사(simulation)하 다. 수치

해석을 통하여 소형펀치크리프 시편 중앙부에서의 변형 및 응력상태를 검토하

다. 이러한 해석결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Komazai등[38]의 시험(그림 38의 치구 

사용)결과를 인용하 으며, 이로부터 시험변수(testing parameter)인 하중, 초기 

두께 및 다이의 내부 반경의 항으로 SP-C 시편에서의 등가응력(equivalent 

stress)을 평가할 수 있는 근사식을 제안하 다.

그림 38 Schematic illustration of small punch 

testing apparatus[42]

2. 처짐 측정 장치(deflection measuring device)

  소형펀치시험에 있어서 시편의 처짐은 일반적으로 시험기의 크로스헤드 변위

(crosshead displacement)로 측정하며, 시험기의 크로스헤드에 부착된 다이얼 게

이지(dial gage)의 사용을 추천한다. 장치는 작동범위(working range) 내에서 1% 

이내의 정확도를 가지도록 요구된다.

  한편 시험 중 시편의 처짐을 측정하는 다른 방법으로 시편의 하부에 푸시로드

(push rod)를 장착하고, 푸시로드의 변위를 LVDT(정확도 0.001 mm)로 측정하는 

경우[7,17,23,27,28,30,34,35,38,39,40,42]도 있다. 또한 변위는 하부 다이와 펀치에 

장착된 나이프 에지(knife edge)사이의 상대변위를 크립 게이지(clip gage)로 측

정한다[22,24,32]. 또한 Dai 등[35]은 대부분의 소형펀치시험에서 변위계의 측정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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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교정(calibration)된 크로스헤드의 변위를 사용하 다.

3. 가열 및 냉각장비(heating and cooling device)

  일반적으로 가열 및 냉각장비는 시험 동안 목표 온도에 대하여 ±2 
o
C 이내로 

온도 제어가 가능하여야 한다. 저온 시험의 경우, 냉각재로서 액체 질소 또는 액

체 질소와 드라이아이스의 혼합물이 추천된다. 소형 펀치 시편과 냉각재의 직접 

접촉 없이 시편이 냉각되어야 한다. 고온 시험의 경우, 일반적으로 sheathed 또

는 ribbon type 히터가 사용된다. 소형펀치 시편은 저온과 고온시험 동안 진공 

또는 inert gaseous 분위기에서 시험된다.

  Baik 등[2]은 시험 온도(-196∼25
o
C)를 맞추기 위하여 isopentane과 액체 질소 

혼합물을 냉각재로 사용하 다.

  Foulds 등[14]은 챔버를 사용하여 -129∼316 
o
C±0.6 

o
C까지의 온도를 제어하

으며, -196∼129 
o
C±1.7 

o
C의 범위는 시편과 시편 홀더를 액체질소에 담근 상태

로 시험을 수행하 다. 시편의 온도는 가이드(guide) 및 시편으로부터 0.5 mm 

이내의 거리에 설치한 Type K 열전대로 측정하 다.

  Lee 등[20]은 냉각 및 가열시 시편의 온도가 열적 평형에 도달할 때까지 요구

되는 soak time을 결정하기 위하여 교정(calibration)을 수행하 다. 열전대는 하

부 푸시로드와 시편 홀더 내의 dummy 시편에 부착하 으며, 요구되는 soak 

time은 약 15분이었다. 위의 두 가지 열전대로부터 측정된 온도의 상관관계를 확

립한 후에 하부 푸시로드에 장착된 열전대로 온도 제어 및 측정을 행하 다.

  Geary 등[22]은 0 
o
C이하의 시험 온도에 대하여 시편 홀더 전체를 액체질소와 

메탄올(liquid nitrogen cooled methanol)이 담긴 단열 수조(insulated bath)에 담

근 상태로 소형펀치시험을 수행하 다. -80 
o
C 이하에서는 액체 질소만을 사용하

다. 열전대는 시편 홀더 내의 시편으로부터 5 mm 이내에 부착하고, ±2
o
C 의 

정확도로 감시하 다.

  Ohmi 등[17]과 Ishii 등[23]은 진공 또는 He 가스(1.33×10
-3
 kPa) 분위기에서 

93∼1123 K(-180∼850 
o
C)의 온도 범위(정확도 ±2 K)로 시험이 가능한 소형시편

시험기(small specimen test machine)를 개발하 다. 이 시험기의 온도제어시스

템은 먼저 그림 39의 (a)의 방식으로 173 K∼상온까지 온도 제어가 가능함을 확

인하 으며, 그 후 저온 온도 범위를 93 K까지 확장하기 위하여 그림 39 (b)의 

방식을 채택하 다. 그림 40은 그림 39 (b)의 시편 홀더 부위를 확대한 것으로 

93 K∼상온까지 시편 홀더의 온도는 전기히터와 상부 로드에 장착된 용기 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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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체 질소로 제어된다. 한편 상온∼1123 K까지의 온도는 진공 챔버 내의 펀치 

로드 주위에 설치된 히터로 제어된다.

그림 39 Schematic illustration of a specimen cooling system[17,23]

그림 40 Schematic of the test 

temperedature control system for SP 

test in a hot cell[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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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indo 등[24] 및 Horiguchi 등[32]은 극저온(4 K) 소형펀치시험을 위하여 액

체 헬륨이 담긴 저온유지장치(cryostat) 내에 시편 홀더를 담근 상태로 시험하

다.

  Song 등[25]은 챔버에 설치된 chromel/alumel 열전대로 시험 온도를 제어하고, 

또 다른 열전대는 지그의 실제 온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지그에 부착한다.

  Cheon 등[26]은 0∼-100 
o
C의 온도 범위에 대해서 시편 홀더를 에탄올이 담긴 

수조(ethanol-contained bath)에 담그고 시험 온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액체 질소

를 천천히 흘렸다. -100 
o
C 이하의 온도는 열전도를 제어함으로서 시편 온도를 

유지하 다. 시험 중 온도는 하부 다이의 작은 구멍을 통하여 시편 가까이에 설

치된 K-type 열전대로 측정하 다(정확도 ±2 
o
C).

  Saucedo-Munoz 등[28]은 개발한 소형펀치시험장치에서 4 K 및 77 K의 시험 

온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시편 홀더를 액체 헬륨 또는 액체 질소 내에 위치시키

고 20분의 soak time을 주었다. 

  Oh 등[30]은 시편 온도를 감시하기 위하여 하부 다이와 시편 위치에 두 개의 

열전대를 설치하 다.

  Jia 등[34]은 액체 질소 온도(77 K, -196 
o
C)부터 상온까지의 온도 범위를 제어

하기 위하여 특수 설계한 저온장비를 사용하 으며, 상온부터 300 
o
C까지는 시편 

홀더를 작은 heat ring으로 가열하여 시편 온도를 맞추었다. 온도는 K-type 열전

대를 사용하여 측정하 으며, 열전대는 시편으로부터 5 mm 떨어진 시편 홀더 

내에 장착하 다.

  Dai 등[35]은 저온 실험(-186∼22 
o
C)을 위하여 시편과 시편 홀더를 액체 질소

로 직접 냉각시켰으며, 온도가 안정되고 약 10분 후 시험을 시작하 다. 시험동

안 액체 질소를 추가로 공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편 온도는 약 2 
o
C 증가하

다.

  Tettamanti 등[37,62]은 소형펀치크리프(SP-C)시험에서 2개의 K-Type 열전대

를 사용하여 온도를 제어하 다. 1개는 로의 온도조절용 그리고 다른 1개는 시편 

근처에 장착하 다. 열전대를 시편 상에 직접 고정하지 않으며, 그 이유는 시편

의 스팟 용접(spot weld) 부위에 국부적인 미시조직 변화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

이다.

4. 시험기(testing machine)

  시험기는 압축하중의 부하 및 하중의 자동 저장기능을 가져야 한다. 또한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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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는 주어진 처짐 수준에서 부하 및 제하가 가능하여야 한다. 하중은 최대 하중

에 대하여 1% 이내의 정확도로 측정되어야 한다. 시험 중 최대 하중과 최대 처

짐량은 재료에 따라 다르지만, 이의 참고 값을 표 3에 정리하 다[6].

표 3 Reference maximum value of the load and deflection in SP test[6]

10×10×0.5 specimen (mm) φ3×0.25 specimen (mm)

Load 

(kN)

Deflection 

(mm)

Load 

(kN)

Deflection 

(mm)

Ferritic 

steel
∼ 2 ∼ 2 ∼ 0.5 ∼ 0.8

Austenitic 

steel
∼ 2 ∼ 2 ∼ 0.4 ∼ 0.8

  소형펀치시험에 사용된 시험기는 소형펀치시험을 위하여 제작된 전용 시험기

[17,23,28], 일반 전기모터구동식 시험기(screw-driven testing machine)[4,13,19, 

24,32,33,36] 또는 일반 유압식 시험기(closed-loop servohydraulic testing 

machine) [14,16,18,20,21,22,31]을 사용한다.

  한편 소형펀치크리프시험은 일반적인 크리프시험기를 일부 수정하여 활용하

다[37∼40,62].

제 2 절  시편 형상 및 제작법

  일반적으로 소형펀치시험용 시편의 형상은 사각 또는 원형 박판이며, 그 치수

는 사각시편의 경우 10×10×0.5 mm와 10×10×0.25 mm 그리고 원형 시편의 경우

는 φ3 mm×0.25 mm이다. 또한 조사시편은 위의 치수로 제작한 후 조사캡슐에 

장입하여 중성자 조사시험을 수행하거나 충격시험을 완료한 조사된 CVN 시편으

로부터 얻는다. 파괴된 CVN 시편으로부터 시편을 채취할 경우는 충격시험 시 

손상을 받지 않은 부위를 대상으로 하고, 채취 후에는 시편의 표면을 기계적 또

는 화학적으로 연마한다. 시편의 종류 및 제작방법은 대상 시험재료 및 시험조건 

등에 따라 다르며, 그 내용을 아래에 정리하 다.

  Baik 등[2]은 파괴된 Ni-Cr steel로 가공된 CVN 시편의 손상되지 않은 부분

(undamaged portion)으로부터 채취한 소형펀치 시편(10×10×0.5 mm)을 16 µ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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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 grit)의 에머리페이퍼(emery paper)를 사용하여 기계적으로 연마하 다. 

  Misawa 등[3]은 HT-9 steel으로 제작된 CVN 시편의 손상되지 않은 부분으로

부터 채취한 10×10 mm인 사각 소형펀치 시편을 대상으로 상온에서 소형펀치 파

괴에너지(하중-처짐 곡선의 최대 하중점에서 정의됨)에 미치는 시편 두께(t=0.2, 

0.25, 0.3, 0.4, 0.5, 0.6 mm)의 향을 검토하 다. 채취된 소형펀치 시편은 양성

자 가속기에서 조사되었다. 이로부터 소형펀치시험에서는 시편 두께에 무관하게 

DBTT를 평가할 수 있음을 보고하 다.

  Kameda 등[4]은 Ni-Cr steel으로 제작된 파괴된 4점굽힘 시편의 손상되지 않

은 부분으로부터 채취한 10×10×0.5 mm인 사각 소형펀치 시편을 대상으로 소형

펀치시험을 수행하 다. 일부 undoped와 tin-doped 시편들은 약 130 
o
C에서 약 

10
19
 n/cm

2
까지 조사되었으며, 시험은 조사 후 시편의 방사능이 시험 자가 취급

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낮아지는 약 6 개월이 지난 다음 수행되었다.

  Mao 등[5]은 SUS316, PCA, HT-60 steel(A533B, HT-9 검증시험용 재료)으로 

제작된 직경 3 mm, 두께 0.25 mm인 TEM 디스크를 사용하 다. TEM 디스크

는 직경 3 mm인 환봉으로부터 0.3 mm 두께로 자른 후 표면을 1500 grit 에머리

페이퍼와 0.5 micron gamma alumina로 연마하 다. 각 시편들의 최종 두께의 

편차는 ±0.01 mm이내로 하 다.

표 4 Standard SP specimens[6]

SP specimen
Thickness, 

t (mm)
Subjects

10×10

0.5±0.05
․ εqf

․ SPDBTT  (ferritic steel)

0.25±0.03
․ SPDBTT  (ferritic steel)

․Low temperedature ESP (ex. austenitic steel)

φ3.0 0.25±0.013

․ εqf

․ SPDBTT

․Low temperedature ESP

  Takahashi 등[6]은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2 종류의 소형 펀치 시편을 추천

하 다. 모든 시편들은 5곳의 측정점에서 원하는 정확도 이내의 두께를 가져야 

한다(그림 41 및 표4). 표 4와 같이 각각의 소형 펀치시편 형상들은 서로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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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목적을 가진다. 하부 다이와 접촉하는 소형 펀치 시편의 표면은 기계 또는 

전기 연마하도록 추천하며, bulging 쪽(인장)의 표면은 #1200의 에머리페이퍼로 

마무리되어야 한다.

그림 41 Thickness measuring points on the small punch specimen[6]

  Saito 등[7]은 FGM의 기계적 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sintered compact로부터 

다이아몬드 커터(diamond cutter)로 절단한 후 양면을 에머리페이퍼(#1200)로 연

마한 10×10×1 mm의 사각형 시편을 사용하 으며, 일부는 좀 더 작고 얇은

(t=0.5) 시편을 사용하 다.

  Mao 등[8]은 2 1/4Cr-1Mo steel으로 제작된 10×10×0.5 mm인 사각형 시편을 

사용하 으며, 양쪽 표면은 600 grit 에머리페이퍼(emery paper)로 연마하 다. 

제작된 시편은 531시간 동안 400 
o
C에서 3.2×10

23
 n/m

2
(E>1 MeV)까지 조사시켰

다.

  Misawa 등[9]과 Suzuki 등[12]은 직경 3 mm인 ferritic steel 환봉으로부터 절

단(strain free 상태로)된 두께 0.27 mm의 디스크를 0.25±0.013 mm의 두께로 전

기연마(electropolishing)하여 소형펀치 시편을 제작하 다.

  Suzuki 등[10]은 2 1/4Cr-1Mo steel으로 제작된 10×10×0.5 mm 및 φ3×0.25 

mm의 시편을 사용하 다. 조사 시편의 일부는 이미 시험된 CVN 시편으로부터 

채취하 고, 나머지는 시편을 제작한 후 조사시험을 수행하 다.

  Misawa 등[11]은 6 종류의 원자력 구조용 강으로 제작된 10×10×0.5, 

10×10×0.25 및 φ3×0.25 mm의 시편을 사용하 다. 조사 시편의 일부는 이미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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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된 CVN 시편으로부터 채취하 고, 나머지는 시편을 제작한 후 2가지 조건에

서 조사시험을 수행하 다. 첫 번째 조건은 2 1/4Cr-1Mo steel에 대하여 573 K 

에서 2×10
23
 n/m

2
(E>1 MeV) 그리고 두 번째로 F-82, F-82H 및 HT-9 steel에 

대해서는 600 K에서 1.2×10
24
 n/m

2
까지 조사시켰다. 

   Eto 등[13]은 10×10×0.5, 10×10×0.25 및 φ3×0.25 mm의 3종류 시편을 사용하

다. 또한 소형펀치시험 결과에 대한 시편 두께의 향을 검토하기 위하여 673 

K에서 4×10
23
 n/m

2
(E>1 MeV)까지 조사된 2 1/4Cr-1Mo steel으로부터 4 종류 

두께의 10×10 mm 시편을 준비하 다.

  Foulds 등[14]은 저합금강으로부터 다음의 두 가지 방법으로 원형 시편(φ

6.35×0.5 mm)을 채취하 다. 첫째는 파괴된 CVN 시편으로부터 EDM을 사용하

여 직경 6.35 mm의 실린더를 채취하고, 이를 다시 EDM으로 약 0.76 mm 두께

로 절단한다. 이후 240, 400 및 600 grit 에머리페이퍼를 순서대로 사용하여 시편 

두께가 0.5 mm± 0.005 mm가 될 때까지 연마하 다. 둘째는 소형 시편 채취장치

(miniature surface sample removal device)를 사용하여 실제 부품으로부터 시편

을 채취하 다.

  Kameda 등[15]은 Ni-Cr steel으로 제작된 파괴된 CVN 시편의 손상되지 않은 

부분으로부터 채취한 10×10×0.5 mm인 사각 소형펀치 시편을 사용하 다. 또한 

이미 시험된 소형펀치 시편의 손상되지 않은 부분(undamaged corner)을 펀칭

(punching)하여 직경 4 mm 두께 0.5 mm인 subsized 소형펀치 시편을 제작하

다. 소형펀치와 subsized 소형펀치 시편의 표면은 600 grit 에머리페이퍼를 사용

하여 기계적으로 연마하 다.

  Ohmi 등[17]과 Ishii 등[23]은 2 1/4Cr-1Mo steel으로 제작된 비조사 및 조사

(600∼620 K에서 2.6×10
23
 n/m

2
(E>1 MeV)) 소형펀치 시편 두 종류(10×10×0.5 

mm 그리고 φ3×0.25 mm)를 사용하여 개발된 시험기의 성능시험을 수행하 다. 

시편의 표면은 1200 grit 에머리페이퍼로 연마하 다.

  Kurtz 등[18]은 UHMWPE 재료 중의 하나인 64 mm 두께의 GUR4120HP 

resin으로부터 φ6.4×0.5 mm인 원형 시편을 제작하 다.

  Lee 등[20]은 ASTM A533 Grade B와 SA106 Grade B steel으로 제작된 

10×10 및 10×4 mm인 소형펀치 시편을 사용하 으며, 시편의 표면은 600 grit 에

머리페이퍼로 연마하 다.

  Foulds 등[21]은 ASTM A 533 Grade B 강으로부터 φ6.35×0.5 mm인 원형 시

편을 그림 42의 절차에 따라 준비하 다. 먼저 EDM을 사용하여 직경 6.35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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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실린더를 채취하고, 이를 다시 EDM으로 약 0.8 mm 두께로 절단한다. 이후 

240, 400 및 600 grit 에머리페이퍼를 순서대로 사용하여 시편 두께가 0.5 mm± 

0.005 mm가 될 때까지 연마하 다.

그림 42 Schematic illustrating small punch test 

specimen preparation from as-received ASTM 

cross-comparison material[21]

  Geary 등[22]은 시편 가공절차가 시험 오차에 대한 원인임을 지적하 고, 세 

가지 방법으로 가공된 소형펀치 시편을 사용한 예비시험을 통하여 동일한 시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최적의 제작방법을 선택해야 함을 보 다. 1) 직경 3 mm

인 환봉으로부터 디스크를 절단하고 손으로 연마함. 이 방법으로는 시편의 편평

도를 확보하기가 어렵다. 2) 250 μm 두께의 연마된 판을 펀치하여 만든 시편에

는 펀칭 과정에서 발생하는 약간의 변형이 나타났으며, 시험결과는 상당한 흩어

짐을 보 다. 3) 250 μm 두께의 연마된 판으로부터 EDM 가공한 시편을 사용한 

시험결과에는 ±5%의 낮은 흩어짐을 보이므로, 이 방법을 사용하여 소형펀치 시

편을 제작하 다. 하중-변위 곡선에 대한 시편 두께의 향을 검토하기 위하여 

두께 0.14∼0.34 mm 범위에서 5종류(t=0.14, 0.20, 0.23, 0.24, 0.34 mm)의 시편을 

준비하고 시험을 수행하 다. 그림 43에서 피크 하중(peak load)은 약 3배의 차

이를 보 으며, 이로부터 일정하고 정 한 시편제작기술이 필요함을 확인하 다. 

만족할 만한 시험결과는 ±5 μm(±0.005 mm)의 공차를 가진 시편들로부터 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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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으므로, 주로 250±5μm(0.25±0.005 mm) 두께의 소형펀치 시편을 사용하

다.

그림 43 Influence of specimen thickness on load-displacement 

data[22]

  Shindo 등[24]은 austenitic stainless steel(JJ1 및 JN1)로 만든 10×10×0.5 mm

의 사각형 소형펀치 시편을 사용하 다.

  Song 등[25]은 직경 3 mm인 2 1/4Cr-1Mo steel 환봉으로부터 두께 0.5 mm로 

디스크를 채취하 으며, 시편의 두께가 0.25 mm가 될 때까지 240, 400, 600, 800 

및 1200 grit 에머리페이퍼를 사용하여 연마하 다. 

  Cheon 등[26]은 CF8 duplex stainless steel으로 가공된 10×10×0.5 mm의 사각

형 시편을 사용하여 소형펀치시험을 수행하 다. 시편의 표면은 600 grit 에머리

페이퍼로 연마하 으며, 두께는 ±10 μm 이내로 제어하고, 두께 측정은 1 μm의 

분해능을 가진 디지털 마이크로미터로 행하 다.

  Byun 등[27]은 0.25 mm 두께의 판을 펀칭하여 직경 3 mm의 디스크를 준비하

고, 양면을 600 grit 에머리페이퍼로 연마하 다. 제작된 시편은 열처리를 행한 

후 평평하고 스크래치가 없는 표면을 만들기 위하여 0.1 μm diamond paste를 사

용한 연마를 하고, 그 후 전기화학적(electrochemical) 연마를 행하 다.

  Saucedo-Munoz 등[28]은 10×10×0.5 mm인 소형펀치 시편을 사용하 다.

  Kasada 등[29]은 JLM-1 강판을 펀칭하여 직경 3 mm, 두께 0.22 mm인 소형

펀치 시편을 준비하 다. 모든 시편들은 Tohoku 대학에 있는 입자가속기에서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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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V α-입자를 사용하여 조사되었다.

  Oh 등[30]은 4종류의 원자로 압력용기강(RPV steel)로부터 10×10×0.5 mm인 

사각형 시편을 준비하 으며, 이 시편들은 290 
o
C에서 1.2와 4.5×10

19
 n/cm

2
까지 

조사되었다.

  Horiguchi 등[32]은 10×10×0.5 mm인 사각형 시편을 사용하여 소형펀치시험을 

수행하 다.

  Dai 등[35]은 T91재 두께 3 mm인 판으로부터 EDM machine으로 직경 3mm

의 디스크를 절단하고, 최종 두께인 0.25 mm까지 기계적으로 연마하 다. 가공

된 시편들은 SINQ Target-3에서 조사되었다.

  Eskner 등[36]은 대상 시험재료에 따라 서로 다른 방법으로 시편을 제작하

다. 벽두께 3 mm인 1Cr-0.5Mo steel 튜브로부터 먼저 EDM(electrodischarge 

machine)을 사용하여 반경방향으로 환봉을 채취하고, Struers 정  절단기

(precision wheel saw)로 디스크를 만든 후, 디스크를 GATAN 623 디스크 연삭

기에 붙이고 양면을 1200 grit 에머리페이퍼로 연마한 후 최종적으로 인장측 표

면을 3 μm diamond 연마하 다. 한편 벽두께 2 mm인 18Cr-9Ni steel으로부터 

CO2 laser로 디스크를 채취한 후 위와 동일한 절차로 시편을 준비하 다. 위의 

두 가지 재료로부터 채취하고 가공한 시편의 치수는 직경이 5와 3 mm, 두께는 

50∼400 μm이다. 두께의 최대 변동(variation)은 시편의 직경을 따라 5 μm 이었

다. 마찰 응력을 최소화하여 시험 중 equibiaxiality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시험 전

에 시편 표면에 polyacrylate를 분무하 다. 소형 시편들에 대하여 작은 두께/직

경 비(평면 응력 조건)를 얻기 어렵다. 시편 준비와 시험 절차에서의 실질적인 

문제들로 인하여 가장 얇은 시편에서 보다 큰 흩어짐이 나타난다. 시편의 크기가 

감소하면 시험에 사용되는 모든 부품들에 대하여 보다 높은 정 도가 요구된다. 

또한 시험절차에 대한 전체적인 정 도와 관련되는 미시구조적 의존성 그리고 

소형시편 시험 기법에 대한 일반적인 확률 특성(nature)이 존재하므로, 시험결과

에 흩어짐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형펀치시험으로부터 얻어진 항복강도

와 유동응력은 단축 인장시험으로부터 얻어진 값과 1Cr-0.5Mo steel의 경우 5% 

이내 그리고 18Cr-9Ni steel의 경우는 15% 이내의 오차를 보 다. 시편을 주의 

깊게 제작하고 민감한 시험장비를 사용함으로서, 소형펀치시험은 소량의 재료에 

대한 기계적 특성을 결정하기에 충분한 가능성을 가진다고 보고하 다.

  Mao 등[46]은 다양한 연성 및 취성 재료로 10×10×1 mm의 시편을 제작하고, 

연성재료의 경우는 600 grit 그리고 취성재료는 1200 grit emery paper로 연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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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최종적으로 10×10×0.5 mm의 소형펀치 시편을 준비하 다.

  한편 Tettamanti 등[37,62]은 직경 368 mm, 두께 20 mm인 ASTM A355 P12 

steel으로부터 직경 8 mm, 두께 0.5 mm±0.005 mm인 디스크 시편을 제작하 다. 

  Komazai 등[38]은 10×10×0.5 mm의 사각형 시편을 사용하여 소형펀치크리프시

험을 수행하 다.

  Dobes 등[39,40]은 14MoV 6 3 및 X20CrMoV 12 1 강관으로부터 직경 8 mm

의 실린더를 가공하고, spark erosion을 사용하여 1.2 mm 두께의 디스크를 제작

한 후 디스크의 양면을 1200 grit 에머리페이퍼로 연마한다. 최종 두께는 

0.5±0.005 mm이며, 측정은 1 μm의 분해능을 가진 마이크로미터로 행하 다.

제 3 절  시험조건

  기존의 소형펀치시험에 있어서 시험 온도 및 하중속도 등의 시험조건은 대상 

재료 및 이의 사용조건에 따라 서로 다르게 선정되었다. Takahashi 등[6]은 소형 

펀치시험에서 크로스헤드 속도는 0.1∼1.0 mm/min의 범위, 그리고 표준 속도는 

0.5 mm/min로 추천하 다. 그 외 여러 연구자들의 시험조건은 아래와 같다.

  Baik 등[2]은 Ni-Cr steel에 대하여 -196(액체 질소 온도)∼25 
o
C 사이에서 1.2 

mm/min(0.02 mm/s)의 크로스헤드 속도로 소형펀치시험을 수행하고, 연성-취성

천이온도를 평가하 다. 또한 변형율 속도(strain rate)의 효과를 검토하기 위하여 

0.051 mm/min(8.5×10
-4
 mm/s)와 5.1 mm/min(8.5×10

-2
 mm/s)의 크로스헤드 속

도를 선정하 다.

  Misawa 등[3]은 양성자 조사된 HT-9 steel에 대하여 -196(액체 질소 온도)∼

130 
o
C의 온도 범위에서 1.2 mm/min(0.02 mm/s)의 크로스헤드 속도로 실험을 

행하고, 연성-취성천이온도를 평가하 다.

  Kameda 등[4]은 Ni-Cr steel의 연성-취성천이온도에 대한 소려취화(temper 

embrittlement)와 조사의 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196(액체 질소 온도)∼220 
o
C

의 온도 범위에서 1.2 mm/min(0.00002 m/s)의 크로스헤드 속도로 소형펀치시험

을 행하 다.

  Mao 등[5]은 SUS316, PCA 및 HT-60 steel에 대하여 0.2 mm/min의 크로스

헤드 속도로 상온에서 소형펀치시험을 수행하 다.

  Saito 등[7]은 세라믹 또는 금속/세라믹 복합재료에 대하여 0.1 mm/min로 상

온∼1873 K까지의 범위에서 수행된 소형펀치시험으로 파괴인성을 평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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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o 등[8]은 비조사 및 조사된 2 1/4Cr-1Mo steel에 대하여 상온에서 1.2 

mm/min(2.1×10
-5
 /s)의 크로스헤드 속도로 수행된 시험으로부터 인장특성 및 파

괴인성을 검토하 다.

  Misawa 등[9]은 -196(액체 질소 온도)∼200 
o
C에서의 소형펀치시험으로부터  

조사 ferritic steel의 연성-취성천이온도 결정을 위한 최소 시편 수량 결정방법을 

제안하 다.

  Suzuki 등[10,12], Misawa 등[11] 및 Eto 등[13]은 113∼300 K에서 소형펀치시

험으로부터 조사 2 1/4Cr-1Mo, F-82, F-82H 및 HT-9 steel의 인장특성, 파괴인

성 또는 연성-취성천이온도를 평가하 다. 크로스헤드 속도는 0.5 mm/min 

(8.3×10
-3
 mm/s)[10, 11, 12] 및 0.5 mm/min[13]로 소형펀치시험을 행하 다.

  Foulds 등[14]은 -196∼316 
o
C의 온도 범위에서 0.25 mm/min의 크로스헤드 

속도로 다양한 저합금강의 FATT를  평가하 으며, 그 후 Foulds 등[16]은 파괴

인성 평가에 대한 소형펀치시험 기술의 적용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동일한 크로

스헤드 속도로 시험을 행한 바 있다.

  Kameda 등[15]은 77∼500 K의 온도 범위에서 1.2 mm/min(2×10
-5
 m/s)의 크

로스헤드 속도로 다양한 Ni-Cr steel과 Fe-based steel에 대한 소형펀치시험을 

수행하고, 인장특성, 파괴인성 및 연성-취성천이온도 평가를 행하 다.

  Ohmi 등[17]과 Ishii 등[23]은 개발된 시험기의 성능시험을 위하여 2 

1/4Cr-1Mo steel에 대한 77∼300 K 및 0.5 mm/min의 시험조건에서 소형펀치시

험을 수행하 다.

  Kurtz 등[18]은 상온에서 0.25, 0.5, 2.5 및 5.0 mm/min의 크로스헤드 속도로 

UHMWPE 재의 기계적 특성을 평가하 다. 예비시험으로부터 하중-변위 곡선의 

초기 선형탄성 구간은 변위가 0.064 mm이하이고, 하중이 3 N이하에서 나타남을 

알았다. 따라서 4.5 N의 하중 범위에서 0.5 mm/min의 속도로 추가시험을 수행하

다. 이 시험동안 하중-변위 곡선의 초기 선형구간 기울기의 안정화를 검증하기 

위해서(demonstrate) 시편에 약 0.2∼2.7 N이 반복하중을 10회 부하하 다. 그 후 

로드셀 용량을 89 N까지 올리고, 0.5 mm/min의 속도로 파괴 시까지 시험하 다. 

10회의 반복하중에 의한 크리프변형량은 약 0.04 mm이었으며, 반복하중은 피크 

하중(peak load), 극한 변위(ultimate displacement), 극한 하중(ultimate load) 및 

파괴까지의 일(work to failure)에 큰 향을 주지 않았다.

  Kameda 등[19]은 -196∼85 
o
C의 온도에서 일정 크로스헤드 속도(1.2 mm/min, 

0.00002 m/s)로 V-20% Ti 합금의 중성자 조사 효과를 평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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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등[20]은 -180∼250 
o
C의 온도 범위에서 0.5 mm/min의 액츄에이터 속도

로 ASTM A533 grade B 및 SA106 grade B steel에 대한 소형펀치시험을 통하

여, 기계적 특성을 평가하 다.

  Foulds 등[21]과 Catherine 등[31]은 ASTM A533 grade B steel을 대상으로 

상온에서 0.25 mm/min의 크로스헤드 속도로 소형펀치시험을 행하 다.

  Geary 등[22]은 3종류의 구조용 강에 대하여 -190∼20 
o
C에서 인장특성 및 연

성-취성천이온도 평가를 행하 다. 그들은 변위제어가 아닌 하중제어 하에서 0.5 

kN/min의 속도로 준정적(quasi-statistically)으로 펀치시험을 수행하 다.

  Shindo 등[24]은 austenitic stainless steel 용접재에 대한 극저온 파괴인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소형펀치시험(4 K, 0.2 mm/min)을 수행하 다. 또한 변형율 속

도의 향을 검토하기 위하여 0.5와 0.1 mm/min의 크로스헤드 속도가 선정되었

다.

  Song 등[25]은 2 1/4Cr-1Mo steel에 대하여 0.1 mm/min의 크로스헤드 속도, 

-190∼-56 
o
C의 조건으로 소형펀치시험을 행하고, 소려취화(temper embrittle- 

ment)를 평가하 다.

  Cheon 등[26]은 -196∼20 
o
C의 온도 범위에서 0.5 mm/min의 크로스헤드 속도

로 CF8 duplex stainless steel의 thermal aging embrittlement 거동을 평가하

다.

  Byun 등[27]은 AISI 316LN stainless steel과 9Cr-2WVTa ferritic/martensitic 

steel에 대하여 상온에서 0.25 mm/min의 크로스헤드 속도(10
-3
∼10

-2
/s)로 디스크 

굽힘시험(disc bend test)을 수행하여, 기계적 특성 및 변형기구를 연구하 다.

  Saucedo-Munoz 등[28]은 극저온용 austenitic stainless steel을 대상으로 4와 

77 K에서 0.1 mm/min의 크로스헤드 속도로 시험을 수행하 다.

  Kasada 등[29]은 9Cr-2W martensitic steel의 기계적 특성에 미치는 헬륨의 

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0.2 mm/min의 크로스헤드 속도로 77∼293 K의 온도 범

위에서 소형펀치시험을 수행하 다.

  Oh 등[30]은 4 종류의 원자로 압력용기 강에 대하여 -196 
o
C∼RT까지 0.1 

mm/min의 크로스헤드 속도로 소형펀치시험을 수행하고, DBTT에 대한 중성자 

조사의 향을 검토하 다.

  Horiguchi 등[32]은 Type 316 stainless steel의 용접부 및 열 향부에 대한 극

저온 파괴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0.2 mm/min의 크로스헤드 속도로 4 K에서 소

형펀치시험을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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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ia 등[34]은 비조사 및 SINQ Target-3에서 조사된 F82H, T91과 Optimax-A 

martensitic/ferritic steel에 대하여 -190∼80 
o
C 온도 범위에서 0.1 mm/min의 크

로스헤드 속도로 소형펀치시험을 수행하고, 조사에 의한 인장특성 및 연성-취성

천이온도 변화를 검토하 다.

  Dai 등[35]은 비조사 및 SINQ Target-3에서 조사된 9Cr-1Mo (T91) steel의 

기계적 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0.1 mm/min의 크로스헤드 속도로 -186∼22 
o
C

의 온도 범위에서 소형펀치시험을 수행하 다.

  Eskner 등[36]은 재료의 강도 및 연성 특성을 평가함에 있어 소형펀치시험의 

적용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1Cr-0.5Mo 및 18Cr-9Ni steel에 대하여 상온에서 소

형펀치시험을 수행하 다.

  한편 Tettamanti 등[37,62]은 발전소의 고온부 부품의 잔존 수명 평가를 위하

여 소형펀치크리프(SP-C)시험법을 제안하 으며, 시험 온도는 665, 670, 675, 

685, 700 및 710 
o
C의 6단계로 하 다. 또한 모든 소형펀치크리프시험에 대하여 

수 시간에서 1000 시간 정도의 크리프 수명을 얻기 위하여 74 N의 일정 하중을 

부하하 다.

  Komazai 등[38]은 tungsten-alloyed 9% Cr ferritic steel(T91/P92)의 크리프특

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600, 650, 675 및 700 
o
C에서 340∼552 N의 일정 하중을 

부하하여 소형펀치크리프시험을 수행하고, 시편 중앙부의 처짐량을 측정하 다.

  Dobes 등[39]은 저합금강(low-alloy steel, 14MoV 6 3)에 대하여 843, 863, 

873, 883, 903 및 923 K의 온도에서 크리프특성을 평가하 다. 일정응력(constant 

stress) 크리프시험을 위하여 약 1000 N/s의 초기 하중속도로 크리프시험을 수행

하 다. 사용한 크리프시험기의 modified Andrade-Chalmers cam은 진 변형율

(true strain)이 0.35가 될 때 까지 응력을 일정하게 유지한다.

  Dobes 등[40]은 X20CrMoV 12 1 및 14MoV 6 3 steel의 크리프특성을 평가하

기 위하여 813∼923 K의 온도에서 소형펀치크리프시험을 수행하 다. 하중조건

은 X20CrMoV 12 1 steel에 대해서는 350∼600 N 그리고 14MoV 6 3 steel의 경

우는 300∼686 N의 일정 하중(constant load)을 부하하 다.

  Yang 등[41]은 12Cr1MoV steel을 대상으로 540 
o
C의 온도에서 150∼1500 N

의 하중으로 소형펀치크리프시험을 수행하 으며, 시편의 중앙부 처짐과 변형율

의 상관관계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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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소형펀치 시험결과 평가

  소형펀치시험법(SP test technique)은 그림 4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양한 금

속, 세라믹 및 폴리머(UHMWP) 등의 재료에 대한 연성-취성천이온도, 파괴인성, 

인장특성 및 응력부식균열(SCC)과 수소취화의 민감성(susceptibility)을 평가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져 왔다. 또한 재료의 크리프 저항성 평가에 까지 활용 역이 

확대되고 있다.

그림 44 A progress of evaluation system based on small punch(SP) tests 

for material degradation in neutron irradiated structural alloys in nuclear 

technology

제 1 절  인장특성

  일반적으로 그림 45에 나타낸 바와 같이 소형펀치시험으로부터 얻어진 하중-

처짐 곡선 상의 초기 국소 소성변형(initial localized plastic straining) 하중( Py, 

kN)과 최대 하중( P max , kN)은 각각 표준 인장시험법에 의하여 결정된 항복강도

( σy, MPa) 및 극한인장강도( σ uts, MPa)와 관련된다. 이들은 아래와 같은 선형관

계식, 식(1) 및 (2)로 표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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σ y=A P y/t
2
o (1)

σ uts=B (P max /t
2
o)-C (2)

여기서 t o(mm)는 소형펀치 시편의 초기 두께이며, 상수 A, B 및 C는 재료 상수

로서 기존 연구결과를 표 5에 정리하 다.

그림 45 Perfect-rigid plastic regime compared with 

the experimental load/central deflection curve[5]

  

표 5 식(1) 및 식(2)의 상수 A, B 및 C

재료
시편 

치수(mm)
A B C 연구자

HT-60, A508, 

HT-9, SUS304, 

A533B

10×10×0.3

∼0.5
360 130 320 Mao 등[5]

HT-60, PCA, 316, 

HT-9, A533B

φ3×0.24

∼0.25

RPV steel(조사 2 

1/4Cr-1Mo)
10×10×0.5 360 130 320 Mao 등[8]

Low alloy ferrous 

steel
φ3×0.25 360 130 320 Geary 등[22]

Martensitic/ferritic 

steel(F28H, T91)
φ3×0.25 400 Jia 등[34]

EUROFER97 steel φ3×0.25
413(±68)

*
149±108(절편)

77(±15) 218±101 Ruan 등[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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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σ y=A P y/t
2
o+절편

   Saito 등[7]은 취성재료의 기계적 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수정 소형펀치

(modified small punch, MSP)시험법을 제안하 으며, 상온에서 ZrO2와 3Y 

PSZ/SUS 재로 제작된 MSP 시편과 원형 CT (RCT, 직경 22 mm, 두께 10 mm)

시편으로부터 얻어진 탄성계수(Young's modulus)는 서로 좋은 상관관계를 보

다(그림 46). 또한 세라믹과 같은 취성재료의 파괴강도(fracture strength)는 굽힘

시험(bending test)을 통하여 평가되므로, 취성재료(SiC, PSZ, Si3N4, Al2O3)에 대

한 상온 및 고온(1273 K) MSP 시험으로 얻은 파괴강도( σ f)와 굽힘시험으로 얻

은 굽힘강도( σ BS)의 상관관계식, 식(3) 및 (4)를 제시하 다(그림 47).

σ f=1.0 σ BS : flat puncher (3)

σ f=0.5 σ BS : round puncher (4)

이 식을 사용하면 MSP로부터 얻어진 파괴강도로부터 넓은 온도 범위에서 취성

재료의 파괴강도(굽힘시험)를 평가할 수 있다.

그림 46 Comparison between MSP and 

RCT specimen on Young's modulus[7]

   그림 47 Comparison between MSP 

fracture stress and bending 

strength[7]

  Suzuki 등[10]은 조사 2 1/4Cr-1Mo steel에 대한 소형펀치시험과 표준인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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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으로 얻어진 항복 및 인장극한강도 사이에는 식(1) 및 식(2)의 관계가 성립함

을 지적하 지만, 처짐과 총 연신율로 정의된 연성 값들 사이에는 명확한 상관관

계를 얻어내지 못하 다.

  Eto 등[13]은 조사된 2 1/4Cr-1Mo, F-82, F-82H 및 HT-9 steel에 대한 상온

시험으로부터 표준시편과 소형펀치 시편으로부터 얻은 강도 값은 좋은 상관관계

를 보이지만, 연성특성(총 연신율(TE)- δ
*/t o)은 정성적인 경향만을 보인다고 보고

하 다. 그러나 저온에서의 소형펀치시험에서 얻어진 인장특성들은 표준시편의 

것과 좋은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며, 그 이유로 시험 동안 시편이 기울어질 

가능성을 포함한 저온에서의 실험적 어려움을 지적하 다. 

  Geary 등[22]은 네 종류의 low alloy ferrous steel에 대한 소형펀치시험으로부

터 얻은 인장특성을 표준 단축 인장시험 결과와 비교하 다. 그림 48과 그림 49

는 그 결과로서 Mao 등[5]의 결과도 함께 나타내었다. 이들 사이의 상관관계식, 

식(1) 및 식(2)의 계수는 표 5에 정리하 다.

그림 48 Relationship between yield 

stress and Py[22]

    
그림 49 Relationship between tensile 

strength and Pmax[22]

  

제 2 절  파괴인성

1. 등가파괴변형율(equivalent fracture strain), εqf

  Mao 등[5]은 등가변형율(equivalent strain)이 원주방향 균열이 시편의 밑면에 

발생하고 진전하는 넥킹(necking) 지점에서 최대가 되며, 균열이 진전함에 따라 

소형펀치 시편은 하중부하능력(load carrying capacity)을 급속히 상실한다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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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을 실험결과로부터 추론하 다. 따라서 소형펀치 시편의 파손은 이축응력상태

(biaxial stress state) 하에서의 등가파괴변형율에 의해 좌우됨을 지적하 다. 등

가파괴변형율은 식(5)에 측정된 파괴 시 처짐( δ*)과 시편의 초기 두께를 대입하

여 직접 평가할 수 있다.

ε qf=ln(t/t o)=β(δ
*/t o)

n (5)

여기서 t o는 소형펀치 시편의 초기 두께, t는 시험 중 제하하고 측정한 시편의 

최소 두께, δ*는 파괴 시 처짐량이다(부록 A 참조). 또한 n은 2이고, β는 상수로

서 최소 두께 지점에서의 두께 변화( t/t o)와 중앙 처짐( δ/t o) 선도에서 식(6)의 함

수로부터 결정된다. HT-60, HT-9, 9Cr, A533B, A508, Cu-Be-Co, SUS304, 

PCA, 316 steel으로 제작된 소형펀치 시편(10×10×0.3∼0.5 mm 및 φ3×0.24∼0.25 

mm)에 대하여 결정된 β 값은 0.09이다.

t/t o=exp[-β(δ/t o)
2] (6)

이상에서 제안된 등가파괴변형율( εqf)과 무차원 변위( δ/t o) 사이의 관계식, 식(5)

는 소형펀치 시편의 파괴가 원주방향 균열의 발생 및 진전에 의한 경우에만 사

용될 수 있음을 지적하 다.

그림 50 Thickness effect of fracture strain[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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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다양한 재료에 대한 등가파괴변형율에 미치는 시편 두께의 향을 검토하

으며(그림 50), 이 그림에서 두께 0.5 mm에 대한 시험결과는 10×10×0.5 mm인 

사각형 소형펀치 시편에 대한 것이다. HT-9, 9Cr, A533B 및 Cu-Be-Co의 εqf는 

φ3×0.22∼0.25 mm와 10×10×0,5 mm인 시편 사이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Takahashi 등[6]과 Eto 등[13]은 등가파괴변형율을 아래의 식(7)로 계산하 다.

ε qf=ln(t o/t
*)=β(δ */t o)

n (7)

여기서, t o는 시편의 초기 두께, t*는 파괴된 시편의 최소 두께(각 시편의 SEM 

사진으로부터 얻음), β는 상수 그리고 n은 2이다. β는 ferritic steel의 경우 0.09 

그리고 austenitic steel의 경우는 0.043이다. εqf는 파괴 시 최대 처짐( δ*)을 사용

하여 계산되어야 하지만, t*를 측정한 후에 식(7)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파

괴 시 최대 처짐( δ*)은 소형펀치시험에서 얻어진 그림 51의 하중-처짐 곡선 상의 

최대하중( P max)을 지난 후 하중이 갑자기 감소하는 점( PF)에서의 처짐으로 정의

하 다.

그림 51 Determination of δ* in 

load-deflection record[6]

  Shindo 등[24]은 austenitic stainless steel 용접부에 대한 극저온(4 K) 파괴인

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등가파괴변형율을 아래의 식(8)로 제안하 다. 이 식은 

ln(ln(t o/t
*))-ln(δ max/t o)  선도의 자료들을 선형 회귀(linear regression)하여 얻은 

근사식이다. 등가파괴변형율은 식(8)에 측정된 δ max/t o 값을 대입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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εqf=0.0756(
δ max
t o )

1.83

(8)

여기서 δ max는 피크 하중(peak load)에서의 변위 그리고 to는 소형펀치 시편의 초

기 두께이다.

  등가파괴변형율( εqf)은 식(7)에 의하여 결정되며, 다양한 재료 및 시험조건에 

대한 상수 β 및 n 값을 표 6에 정리하 다.

표 6 식(7)의 상수 β 및 n

재료 시편 치수(mm) β n 연구자

HT-60, HT-9, 9Cr, 

A533B, A508, Cu-Be-Co, 

SUS304, PCA, 316 steel

10×10×0.3∼0.5  

φ3×0.24∼0.25
0.09 2 Mao 등[5]

Ferritic steel
10×10×0.3∼0.5  

φ3×0.24∼0.25
0.09 2

Takahashi 등[6]

Austenitic steel
10×10×0.3∼0.5  

φ3×0.24∼0.25
 0.043 2

RPV steel(조사 

2 1/4Cr-1Mo steel)
10×10×0.5 0.15 3/2 Mao 등[8]

Doped ferritic steels
10×10×0.5

φ4×0.5
0.12 1.72 Kameda[15]

2. 파괴인성

  표준시험법에 의하여 타당한 파괴인성( J IC)을 얻기 위한 시편의 크기 조건(size 

requirement)을 만족하기에는 소형펀치시험에서 사용되는 시편의 크기가 너무 작

다. 따라서 소형펀치시험으로부터 얻어지는 2축 등가파괴변형율( εqf)과 표준시험

법에 의하여 결정된 파괴인성( J IC)사이의 관계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들 

사이에는 식(9)의 선형관계식이 성립되며, 식(9)의 상수가 정해지면 재료의 파괴

인성을 평가할 수 있다.

J IC=k εqf-J (9)

여기서 k 및 J는 등가파괴변형율-표준시험법에 의하여 결정된 파괴인성 선도에

서 결정되는 상수(material-independent constants)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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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o 등[5]은 A508, HT-9, 9Cr, Cu-Be-Co, A533B, 2 1/4Cr-1Mo 및 PCA 

steel에 대하여 등가파괴변형율이 0.2 이상일 경우 식(9)의 선형관계식이 성립되

며, 이로부터 k=345 kJ/m 2, J=113 kJ/m 2의 값을 얻었다. 그림 52는 소형펀치시

험으로부터 등가파괴변형율 및 파괴인성을 평가하는 절차이다.

그림 52 Evaluation procedure for fracture strain and fracture toughness for 

a TEM disk specimen[5]

  Saito 등[7]은 Mao 등[44]이 제안한 식(10)을 사용하여 금속재료(HT-9, 

A533B, 9Cr, Cu-Be-Co, A508) 및 금속/세라믹 복합재료(metal/ceramic 

composites, PSZ/SUS)에 대한 파괴인성( J IC)과 등가파괴변형율( εqf)의 관계식의 

상수를 k=280 kJ/m 2, J=50 kJ/m 2로 얻었다. 얻어진 식에 소형펀치시험으로부터 

얻은 등가파괴변형율을 대입하면 연성 복합재료(SUS304와 3YPSZ/SUS)의 J IC를 

평가할 수 있다.

ε qf=1.3(δ
*/R) 3/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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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δ*는 하중-처짐 곡선에서 하중이 급격히 감소하는 지점의 시편 중앙부 

처짐이며, R은 하부 다이의 구멍(hole) 직경이다.

또한 Saito 등[7]은 상온 및 고온에서 얻어진 세라믹 또는 금속/세라믹 복합재료

(Si3N4, PSZ, 3Y PSZ/SUS, ZrO2, Al2O3, SiC, Macor)의 하중-처짐 곡선에 취성

재료에서 나타나는 선형파괴(linear break) 양상이 나타나는 경우 MSP시험에 의

한 파괴응력( σ f(MSP)= σ uts(MSP ))과 평면변형율 파괴인성(KIC)의 관계식, 식(11)을 

얻었다.

K IC=0.07 (σ f(MSP))
2/3 (11)

시험에 사용된 대상 재료의 하중-처짐 곡선 상에서 비선형 구간의 처짐( δ Non)과 

파괴시의 처짐( δ*)의 비를 기준으로 아래 그림 53의 절차에 따라 파괴인성( J IC 또

는 KIC)을 평가할 수 있다.

그림 53 A flow of the fracture strength evaluation on metal/ceramics 

composites by SP/MSP tests[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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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o 등[46]은 HT-9, A533B, 9Cr-2Mo, A508 및 Cu-Be-Co alloy steel와 같

은 nuclear structure material의 연성 파괴인성( JIC, kJ/m
2)과 SiC, Y2O3, ZrO2, 

Al2O3, Si3N4, Macor, PSZ/SUS composite와 같은 취성 ceramic의 취성 파괴인성

( KIC, MPa․m
1/2
)을 평가하기 위하여 소형펀치시험(그림 8)을 수행하 다. 취성

재료 시편은 하부 다이의 구멍 주위의 링 위에 단순지지(simply support)하 으

며, 연성 시편의 경우는 상․하 다이 사이에 고정(fix)하 다. 연성(탄-소성 거동)

재료에 대해서는 연성(ductility)이 중요한 특성이므로, 표준 시험법

(single-specimen technique)으로 측정한 J IC와 소형펀치시험에서 얻어진 등가파

괴변형율 εqf( εqf>0.2일 때)사이에는 아래의 관계식, 식(12)를 얻었다.

JIC=280 εqf-50 (12)

여기서 ε qf=0.15(δ
*/t o)

3/2이며, δ*는 소형펀치 시편의 파괴 시 처짐량 그리고 t o는 

소형펀치 시편의 초기 두께이다.

또한 취성(선형 탄성거동)재료의 경우는 파괴응력(극한 인장강도)이 중요한 특성

이므로 파괴인성과 파괴응력 사이에 식(13)의 관계를 얻었다. 이 식은 Saito 등

[7]이 제안한 식(11)과 동일하다.

KIC=0.07 (σ f(SP) )
2/3 (13)

그들은 연성과 취성재료를 구분하기 위하여 그림 53의 δ Non/δ
*의 비를 검토하

으며, 모든 강재들은 δ Non/δ
* 값이 0.6보다 크고 모든 ceramic재들은 0.2보다 작았

다. 따라서 δ Non/δ
* >0.6이면 연성재료 그리고 δ Non/δ

* <0.2이면 취성재료로 간주

할 수 있다. 그러나 0.2< δ Non/δ
* < 0.6이면, 재료가 연성인지 취성인지 불명확하다

고 보고하 다..

  Bayoumi 등 [45]은 탄소성 재료에 대하여 식(9)와 유사한 식(14)를 제안하

다.

J IC=CP εqf (14)

이 식은 탄소성 역에서 JIC는 εqf에 따라 선형으로 변함을 나타낸다. 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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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가 재료와 시험조건에 의존하는 상수이므로, 아래와 같이 정의하 다.

C P=(kmσ o/D)L
*
P (15)

여기서 σo는 항복강도, k는 상수로서 일반적으로 1보다 작으며 온도와 재료 조건

에 따라 변하는 값, m은 constraint factor로서 재료와 시험조건에 의존하며, L
*
P

는 연성파괴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균열선단으로부터의 거리 그리고 D는 균열선

단 근처의 소성변형율( εp)과 응력상태( σ m/σ)의 분포로부터 결정되는 상수이다.

또한 그들은 선형 탄성 재료에 대해서는 식(16)의 관계식을 제시하 다.

J IC=C 1 ε qf 2+C 2 (16)

여기서 C1과 C2는 기계적 특성 및 미시구조의 함수이다. 이 식은 평면변형율 조

건 하의 탄성거동 역에서는 JIC가 εqf2에 비례함을 보인다.

  Misawa 등[11]은 다양한 austenitic steel(F-82, F-82H, HT-9, JFMS, 2 

1/4Cr-1Mo, SQV2A)에 대한 저온(4, 77 K) 및 상온에서의 소형펀치시험으로부

터 얻어진 등가파괴변형율과 파괴인성 사이에 식(17)의 관계가 있음을 제안하

다.

J IC=k εqf (17)

여기서 k는 686 kJ/m 2이다.

  Foulds 등[16,18]은 Mao 등[44]과 Bayoumi 등[45]에 의하여 제안된 연성 재료

의 탄소성 파괴인성 J IC를 결정하기 위한 식(9)와 취성 또는 전체적으로 탄성인 

경우에서 평면변형율 파괴인성 KIC를 산출하는 식(18)[46]의 문제점을 지적하

다.

K IC=F[σ f(SP)]
2/3 (18)

여기서 F는 상수이며, σ f(SP)는 소형펀치 파괴응력(극한 인장강도)으로 하중-변위 

곡선 상의 피크 하중(peak load)으로부터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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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상과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아래의 3단계 해석절차(그림 54)를 

제안하 다.

① 소형펀치시험에서 얻어진 하중-변위 곡선으로부터 재료의 단축 인장 응력-변

형율 거동을 결정한다. 이 거동 자료는 임계 파괴기준(critical fracture criterion)

으로 사용되는 균열 발생 시의 변형율 에너지 도(strain energy density)를 결

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② 관찰이 가능한 균열의 개시(균열 발생)까지 관찰된 균열 위치에서 흡수된 변

형율 에너지 도(즉, 임계 파괴기준)를 결정한다.

③ 결정된 파괴기준 또는 임계 변형율 에너지 도가 표준 시편(즉, CT 시편)의 

균열 선단에서 만족될 것으로 예상되는 하중 수준을 평가함으로서 파괴인성( J IC)

을 결정한다. 

그림 54 Schematic of approach used to determine material fracture 

toughness from a single small punch test[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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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ido 등[24]은 극저온(4 K) 소형펀치시험을 수행하고, 컴팩트 인장(CT) 시편

을 사용한 표준 파괴인성 평가법(JIS Z 2284와 ASTM E813-81)으로 결정된 J IC

와 등가파괴변형율의 관계를 검토하 다(그림 55 및 그림 56).

그림 55 J IC(JIS Z 2284) versus 

εqf[24]

    
그림 56 J IC(ASTM E813-81) versus 

εqf[24]

   

  Saucedo-Munoz 등[28]은 다양한 재료에 대한 저온(4, 77 K) 소형펀치시험으

로부터 표준 파괴인성 평가법(ASTM E813-81과 E813-89)에 따른 식(9)의 관계

를 평가하 다(그림 57 및 그림 58). 이 그림에서 Misawa 등의 자료는 저온(4 

및 77 K)에서 유사한 재료에 대하여 얻어진 것이며, Mao 등의 자료는 다른 

ferritic steel과 non-ferrous alloy에 대한 것이다. 그림 58에서 Mao 등은 낮은 

파괴인성 값을 갖는 재료를 시험하 기 때문에 기울기가 낮게 나타난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J IC와 εqf사이의 신뢰성 있는 상관관계식을 얻기 위해서는 J IC 결정

법의 선택이 중요함을 지적하 다. 또한 저온에서 시험된 Misawa 등의 재료와 

사용된 재료에 대하여 식(9)의 선형 관계식은 온도에 무관하게 성립함을 보 다.

  파괴인성( J IC)는 식(9)로부터 평가될 수 있으며, 여러 연구자들이 보고한 상수 

k 및 J를 표 7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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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Plot of J IC(ASTM E813-89) against 

εqf for data[28]

그림 58 Plot of recalculated JIC  values(ASTM 

E813-81) versus εqf for data[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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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식(9)의 상수 k 및 J

재료 시편 치수(mm) k(kJ/m
2
) J(kJ/m

2
) 연구자

Ferritic and non-ferrous 

alloys(A508, HT-9, 9Cr, 

Cu-Be-Co, A533B, 2 

1/4Cr-1Mo 및 PCA steel)

10×10×0.3∼0.5  

φ3×0.24∼0.25
345 113 Mao 등[5]

HT-9, A533B, 9Cr, 

Cu-Be-Co, A508, 

metal/ceramic composites, 

PSZ/SUS

10×10×1 280 50 Saito 등[7]

2 1/4Cr-1Mo steel
10×10×0.5  

φ3×0.25
280 50 Mao 등[8]

2 1/4Cr-1Mo steel
10×10×0.5  

φ3×0.25
357 121 Suzuki 등[10]

Austenitic steel
10×10×0.2, 0.5,  

φ3×0.25
686 0 Misawa 등[11]

SA106 grade B steel
10×10×0.5

10×4×0.5
370 40 Lee 등[20]

Low alloy ferrous steel φ3×0.25 154
1

-286
1

Geary 등[22]

Austenitic stainless steel 10×10×0.5
850.9

2
65.4

2

Sindo 등[24]
957.7

3
29.5

3

Austenitic stainless 

steel(JN1, JJ1, JK2)
10×10×0.5

1304.1
4

840.33
-8.09

4

-62.33
Saucedo-Munoz 

등[28]

HT-60, HT-9 10×10×0.5 280 50 Mao 등[44]

Austenitic and austenitic 

stainless steel
10×10×0.5 845 7.16 Misawa 등[47]

2.25Cr-1Mo, SUS316, 

modified SUS316, HT-60
φ3×0.25 345 113 Mao 등[56]

   1 : J는 CTOD 자료로부터 추론함.

   2 : JIS Z 2284 시험법 사용하여 표준 CT시편의 J IC 평가함.

   3 : ASTM E813-81 시험법 사용하여 표준 CT시편의 J IC 평가함.

   4 : ASTM E813-89 시험법 사용하여 표준 CT시편의 J IC 평가함.

  한편 Shindo 등[24]은 austenitic stainless steel의 용접부에 대한 극저온(4 K) 

시험으로부터 얻어진 표준시편의 J IC(JIS Z 2284 시험법으로 산출함.)와 유한요

소해석에 의한 소형펀치 시편의 균열개시점에 상당하는 최대변형율에너지 도

(maximum strain energy density, W mSP)사이에 아래의 관계식, 식(19)를 제안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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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IC=440.4W
m
SP-80.5 (19)

여기서 WmSP의 단위는 GJ/m 2이다.

그 후 Horiguchi 등[32]은 소형펀치시험을 통하여 Type 316 austenitic stainless 

steel의 용접부와 열 향부에 대한 극저온(4 K) 파괴인성을 평가하 으며, 파괴

거동을 유한요소해석으로부터 얻어진 변형율에너지 도로 평가하 다. 그 들은 

W mSP와 εqf사이에 식(20)의 관계를 얻었다.

WmSP=139.4 εqf-3.1 (20)

여기서 등가파괴변형율 εqf은 극저온(4 K)에서의 소형펀치시험에 대하여 식(8)로 

표현된다.

제 3 절  연성-취성천이온도

1. 소형펀치 에너지( ESP)의 평가

그림 59 The definition of SP 

properties with a typical example of 

the load-deflection cu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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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형펀치 에너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몇 단계의 온도에서 소형펀치시험을 수행

하고, 하중-처짐의 상관관계를 기록한다. 소형펀치 에너지는 그림 59에 나타낸 

바와 같이 하중-처짐 곡선의 아래 면적으로부터 얻어진다. 면적은 roller 

planimeter 또는 수치 적분으로 얻어진다.

  Kameda 등[4]은 중성자 조사 또는 비조사된 불순물 도포(impurity-doped)와 

무도포(undoped) steel의 하중-처짐 곡선 상에서 최대 하중에 도달하기 전에 톱

니모양(serration) 또는 하중감소(load decreases)가 나타나는 저온 시험결과에 대

하여 소형펀치 에너지를 파괴진전 에너지(fracture propagation energy)와 파괴개

시 에너지(fracture initiation energy)로 구분하여 연성-취성천이거동을 평가하

다. 여기서 파괴진전에너지는 소형펀치 에너지와 동일하게 정의되지만, 파괴개시 

에너지는 톱니모양 또는 하중감소 개시 지점까지의 하중-처짐 곡선의 면적으로 

정의하 다.

  Bulloch[59]는 발전소 부품용 저합금강(low alloy steel)에 대한 소형펀치시험 

자료와 재료의 파괴인성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소형펀치 에너지( ESP)와 등가파

괴변형율( εqf, 그는 파괴시의 2축 변형율로 정의함)사이의 일반적인 선형 관계식, 

식(21)을 제안하 다.

ε qf=0.58E SP+0.052 : C-Mn과 low alloy steels (21)

여기서 식(18)의 오른쪽 변의 첫 번째 상수는 C-Mn과 NiCr steel에 대하여 0.3

5∼0.63, 2 1/4Cr-1Mo과 NiCrMo rotor steel에서는 0.31∼1.1 그리고 두 번째 상

수는 C-Mn과 NiCr steel에 대하여 0.04∼0.08, 2 1/4Cr-1Mo과 NiCrMo rotor 

steel에서는 0.004∼0.38의 값을 가진다. 

또한 그는 연성파괴 양상을 나타내는 경우에 대하여 파괴인성( J IC)과 등가파괴변

형율( εqf, 그는 파괴시의 2축 변형율로 정의함)의 상관관계를 보고하 다.

J IC=209.3(ESP)-192.6  [44] (22)

J IC=166.1(E SP)-109.2  [56] (23)

J IC=181.3(E SP)-29.3   [57] (24)

여기서 J IC 및 ESP는 각각 kJ/m2과 J의 단위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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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형펀치 연성-취성천이온도( SPDBTT)

  소형펀치 연성-취성천이온도( SPDBTT)는 위와 같이 계산된 소형펀치 에너지

와 시험 온도의 관계로부터 결정된다. 여기서 소형펀치 연성-취성천이온도는 소

형펀치 에너지가 [ (E SP) max+(ESP) min]/2의 에너지 수준으로 떨어지는 지점에서의 

온도로 정의되며, (ESP) max와 (ESP) min은 상한 및 하한 소형펀치 에너지이다.

  SPDBTT의 결정법에는 각 온도에서 Weibull plot 상의 평균에너지( μ)에 대한 

곡선을 활용하는 표준방법과 Weibull 분포 및 data partitioning method를 활용

한 통계적 방법이 있다. Misawa 등[9,11]과 Eto 등[13]은 조사 시편을 사용하는 

소형펀치시험의 경우 일반적으로 조사시편의 수가 제한되어 있고, 소형펀치시험

에서의 불가피한 미시구조적 비균질성으로 인하여 소형펀치 에너지의 흩어짐이 

크게 나타난다는 이유 때문에 SPDBTT를 결정하기 위한 통계적인 접근법을 제

안하 다. 그들은 SPDBTT를 결정하기 위하여 소형펀치 에너지가 Weibull 분포

로 표현된다는 것에 기초하여 data partitioning method를 사용한 통계적 해석을 

수행하 다. 식(25)는 사용된 누적분포함수(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 

F(x))이며, Weibull 분포 파라미터인 m(shape parameter) 및 Eo(scale 

parameter)는 Weibull plot gradient와 63.2%의 누적분포에 상당하는 에너지로부

터 최소자승법(least mean square method)을 사용하여 결정된다. 또한 

upper-shelf와 transition-region data를 따로(separately) 취급하기 위한 data 

partitioning method는 SPDBTT를 결정하고, lower-와 upper-bound SP 파괴에

너지 곡선을 평가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F(x)=1-exp[-(x/E o)
m] (25)

여기서 x는 확률변수로서, F(x)는 확률변수 x에 대해서 그 변수가 발생할 확률

을 나타낸다.

  Baik 등[2]은 소형펀치시험으로부터 비조사 Ni-Cr steel의 SPDBTT  평가를 수

행하 으며, 이 결과를 CVN 시편에서 얻어진 CVDBTT  값과 비교하 다. 그림 

6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형펀치시험 결과는 명확한 연성-취성 천이거동을 보

지만, SPDBTT  값은 CVN 시험으로부터 얻어진 값( CVDBTT)보다 훨씬 낮음을 

알았다. 시편에 노치가 있거나 변형율 속도가 빠르거나 또는 펀치 끝이 날카로운 

경우에 DBTT가 상승함을 보 다. 또한 재료의 입자크기(grain size)가 증가하면 

시험결과에 대한 변동성이 커짐도 확인하 다. NiCr steel에 대하여 SPDBTT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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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VDBTT의 상관관계는 입자크기 또는 경도와 같은 미시적 변수에 무관하지만, 

도포(dopant)에는 크게 의존함을 보고하 다.

그림 60 Comparison of fracture energy 

transition behavior obtained from SP and CVN 

tests[2]

그림 61 Thickness dependence of 

fracture energy obtained from SP 

test at 22 
o
C[3]

  
그림 62 Comparison of fracture energy 

transition behavior between SP and 

CVN tests[3]

  Misawa 등[3]은 비조사 HT-9 steel에 대하여 소형펀치시험 및 CVN시험의 

DBTT를 비교하 으며, 파괴거동에 대한 양성자(proton) 조사 및 수소장입의 

향도 검토하 다. 상온에서의 시험결과로부터 소형펀치 에너지(하중-처짐 곡선의 

최대 하중점에서 정의됨)에 대한 시편 두께의 향을 검토하 으며, 소형펀치 에

너지는 시편 두께의 증가에 따라 선형으로 증가함을 보 다(그림 61). 또한 두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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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증가에 따라 상한 파괴에너지는 증가하지만, 연성-취성천이온도에는 거의 

향을 미치지 않음을 보 다(그림 62). 이로부터 소형펀치시험에서는 시편 두께에 

무관하게 DBTT를 평가할 수 있음을 보고하 다. 또한 그림 5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형펀치시험에서의 연성-취성 천이는 CVN시험보다 훨씬 낮은 온도에서 

일어남을 보고하 다. 

  Kameda 등[4]은 조사된 Ni-Cr steel에 대한 소형펀치시험으로부터 DBTT에 

미치는 중성자 조사의 향을 검토하 다.

표 8 식(26)의 상수 α

재료 시편 치수(mm) α 연구자

2 1/4Cr-1Mo steel
10×10×0.5  

φ3×0.25
0.45 Suzuki 등[10]

Ferritic steel
10×10×0.25, 0.5  

φ3×0.25
0.4 Misawa 등[11]

F-82, F-82H, 

HT-9 steel
φ3×0.25 0.4 Suzuki 등[12]

Cr-Mo steel φ6.35×0.5 0.35 Foulds 등[14]

Doped ferritic 

steels

10×10×0.5

φ4×0.5
0.4 Kameda[15]

Low-activation 

martensitic 

steel(JLM-1)

φ3×0.22 0.4 Kasada 등[29]

SA508 cl.3, SA533 

B1, SA508 cl.2, 

Linde 80 

10×10×0.5 0.41 Oh 등[30]

Sb-doped steel

10×10×0.5 

0.75

Kameda 등[48]Sn-, P-doped and 

undpoed Ni-Cr 

steel

0.35

Ferritic 

steel(HT-9), JFMS
10×10×0.25 0.41 Misawa 등[49]

Cr-Mo steels 10×10×0.25, 0.5 0.35 Matsushita 등[50]

  Suzuki 등[10]과 Misawa 등[11]은 중성자 조사된 low alloy steel, low 

activation ferritic steel 및 conventional steel에 대한 소형펀치시험의 연성-취성

천이온도( SPDBTT, K)와 표준 CVN시험으로부터 얻어진 온도( CVDBTT, K)는 

식(26)의 관계를 가짐을 보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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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DBTT=α×CVDBTT (26)

여기서 α는 상관계수(correlation coefficient)로서, 다양한 재료에 대한 α 값은 표 

8과 같다.

  Eto 등[13]은 중성자 조사된 2 1/4Cr-1Mo steel의 소형펀치 에너지와 시편 초

기 두께의 관계(그림 63)로부터 소형펀치 에너지는 시편 두께가 적절하게 평가되

는 한 재현성(reproducible) 있는 척도가 됨을 알았다. 또한 핫셀 내에서 중성자 

조사된 Charpy 시편으로부터 소형펀치 시편을 제작하는 경우에 나타나는 두께 

변화의 향을 예측할 수 있다.

그림 63 Dependence of SP energy on the 

thickness of the specimen[13] 

  한편 Krasikov 등[51]은 조사 및 비조사(aged) candidate fusion reactor 

material(RPV type steel)에 대한 소형펀치시험, CVN시험 및 precracked Charpy 

시편을 사용한 3점굽힘시험으로부터 연성취성천이온도를 평가하 다. 그리고 이

들 사이에 아래의 상관관계식, 식(27)∼식(30)을 얻었다.

SPDBTT( oC)=0.5 CVDBTT( oC) : 비조사 (27)

SPDBTT( oC)=0.6 CVDBTT( oC) : 조사 (28)

SPDBTT( oC)=0.85 PCVDBTT( oC) (100 MPa m level)  : 비조사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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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DBTT( oC)=0.95 PCVDBTT( oC) (100 MPa m level)  : 조사 (30)

3. 연성-취성천이온도 결정을 위한 소형펀치 시편 최소 수량 결정법

그림 64 Flow diagram for the determination of the 

minimum quantity of irradiated specimens prior to 

irradiated material SPDBTT  testing. The experiment 

concerning the irradiated materials is surrounded by a 

thick broken line[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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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조사 시편의 수량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중성자 조사에 의한 

연성-취성천이온도의 변화를 신뢰성 있게(reliable) 평가하기 위해서는 핫셀 소형

펀치시험에 앞서 조사 소형펀치 시편의 최소 필요 수량을 결정하는 하는 것이 

실용적 그리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소형시편에서 

나타나는 미시구조적 비균질성으로 인한 소형펀치 에너지의 큰 흩어짐을 평가하

고, 통계적 해석방법(Weibull 분포)을 사용하여 흩어짐 또는 적은 량의 자료로부

터 신뢰성 있는 연성-취성천이온도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Misawa 등[9,11]은 신뢰성 있는 연성-취성천이온도 평가를 위한 소형펀치 시

편의 최소 수량을 결정하기 위한 그림 64의 절차를 제안하 다. 먼저 상온에서 6

개의 비조사 시편에 대한 소형펀치시험을 수행한다. 측정된 소형펀치 에너지의 

Weibull plot gradient로부터 형상계수(m)을 결정한다. m이 18보다 크거나 같으

면, 재료가 매우 균질한 미시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10개의 시편

을 사용하여 신뢰성 있는 SPDBTT를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m이 18보다 작으

면, 신뢰성 있는 SPDBTT를 결정하기 위하여 더 많은 수의 시편이 필요하다. 실

질적으로 조사시편에 대한 SPDBTT의 신뢰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조사시편에 

대한 m' 값이 필요하다. 그러나 m'는 얻기가 어렵기 때문에 첫 번째 근사화를 

위하여 m=m'  로 가정한다.

4. 파괴양상천이온도(fracture appearance transition temperature, FATT)

  파괴양상천이온도( FATT)는 CVN 충격시험으로 얻어진 흡수에너지와 시험 온

도의 관계로부터 결정된다. 여기서 FATT는 파괴양상이 반은 취성이고, 반은 연

성이 되는 지점의 온도로 정의된다.

  Foulds 등[14]은 CrMo type low alloy ferritic steel들에 대한 소형펀치시험

( SPDBTT, 
o
C) 및 표준 CVN 충격시험( FATT, 

o
C)으로부터 얻어진 연성-취성천

이온도가 아래의 선형 상관관계식, 식(31)로 표현되며, 각 재료에 대하여 식(3

2)∼식(34)을 제안하 다.

FATT=b+aSPDBTT (31)

여기서 a는 응력상태와 관련된 기계적 요인(mechanical factor)이며, b는 어떠한 

오프셋 천이온도(offset transition temperature)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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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T=457.61+2.536SPDBTT   : CrMoV rotor steel (32)

FATT=363.80+2.312SPDBTT   : NiCrMoV steel (33)

FATT=506.96+2.857SPDBTT   : CrMo pressure vessel steel (34)

그들은 가동 중인 CrMoV HP/IP steam turbine rotor와 NiCrMoV low- 

pressure steam turbine disk에 대하여 제안한 FATT 결정법의 적용 가능성

(feasibility)을 확인하 다.

그림 65 Small punch and Charpy temperature transition 

characteristics of a partially embrittled CrMoV steel[53]

  한편 Bulloch 등[53]은 low alloy steel(CrMoV, CrMo, NiCr steel)로 제작된 소

형펀치 시편(φ10×0.5 mm)에 대한 73∼300 K의 소형펀치시험을 수행하고, 소형

펀치 에너지는 온도에 따른 천이거동을 명확하게 나타냄을 지적하 다(그림 65). 

즉, SPDBTT는 표준 CVN 시험의 경우( FATT)보다 훨씬 낮은 온도(약 200 
o
C 

낮음)에서 발생하며, 천이거동이 훨씬 짧은 간격에 걸쳐 나타남을 보고하 다. 또

한 FATT(
o
C)와 SPDBTT(

o
C) 사이의 선형(식(31), a=3.15, b=500: FATT=100∼

300 
o
C의 자료를 묘사함) 및 비선형(식(35)) 상관관계식을 비교하고, 아래의 비선

형 관계식, 식(36)이 모든 시험 온도 범위에 대한 자료의 경향을 매우 적절하게 

묘사함을 보고하 다. 그리고 시험자료의 흩어짐은 10∼200 μm의 범위에서 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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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적 입자크기(grain size)의 변화로 설명될 수 있다고 하 다.

FATT=c/(SPDBTT)2 (35)

여기서 c는 척도 계수(scaling coefficient)이다. 

FATT=1.92×10 6/SPDBTT 2 (36)

또한 다양한 재료들에 대한 액체 질소 온도(-196 oC)에서의 소형펀치 에너지

( E-196, J)와 그에 상당하는 FATT의 상관관계식, 식(37)을 제안하 다.

FATT(K)=254(E -196)
-0.167 (37)

제 4 절  크리프 특성

  Tettamanti 등[37,60]은 표준 크리프시험과 동일한 신뢰성을 가지는 미소 크리

프시험법을 개발하고자 시험장비가 간단하고 경제적인 소형펀치시험 기술을 채

택하 다. 그들은 발전소의 고온 부품 소재로 사용되는 ASTM A335 PT12 steel

로 제작된 표준 크리프시편에 대하여 아르곤 분위기에서 크리프시험을 수행하

다. 그리고 표준 단축 크리프시험와 소형펀치크리프시험으로부터 평가된 대상 부

품의 잔류수명을 비교하고, 소형펀치시험 기술의 크리프시험에 대한 적용성을 확

인하 다. 이를 위하여 표준 단축 크리프시험에서 얻어지는 파손시간(time to 

rupture)과 동일한 결과를 얻기 위한 소형펀치시험의 작용 하중(Fo)을 결정하는 

아래의 두 가지 식을 제안하 다.

  먼저 단축 응력 하에서 표준 실린더형 시편과 동일한 크리프수명을 나타내는 

소형펀치크리프시험의 작용하중 값은 식(38)로 얻어진다.

F o
σ
=[2πt(R+

h o
2 ) sinθ] sinθ (38)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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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 : 소형펀치 시편에 작용되는 하중(표준 실린더형 시편과 동일한 크리프수

명을 나타냄)

  σ : 표준 실린더형 시편에 작용되는 단축 응력

  t :

  R : 세라믹 구의 반경(펀치 끝부분에 장착)

  ho : 소형펀치 시편의 초기 두께(0.5±0.005 mm)

  θ : 처짐 과정 동안 수직축과 시편-구의 최종 접촉점 사이의 각도

sinθ는 단축과 소형펀치크리프시험으로부터 실험적으로 얻어진다. 저자들이 참여

한 Copernicus Project의 X20 steel에 대한 시험으로부터 Fo/σ=1.876이었으며, 

따라서 θ=π/4.6이다.

  또한 두 번째로 소형펀치 시편에 작용되는 하중 값은 시편의 처짐 과정(처짐

이 큰 경우, large deflections)을 모사하는 아래의 식(39)로부터 결정된다.

F o
σ
=K [π×h o×d×( Dd -χ) ] (39)

여기서

  K : blocking coefficient이며, 시편의 not blocked condition(시편이 die의 모

서리에 눌리지 않는)에서 K=0.5  그리고 눌린다면 K > 0.5(total block of the 

edge에 대하여 0.6∼0.8의 값이 됨)

  d : 세라믹 구의 직경(=2R)

  D : matrix hole diameter(4 mm)

  χ : 마찰계수이며, 온도와 작용 하중에 따라 0.6∼0.7이 됨.

식(36)으로부터 시편의 not blocked condition에서 시험 특성에 따라 

F o/σ=1.95∼2.06이 얻어진다.

  이 모델의 고유한 특성은 아래와 같다:

① 이 상관관계는 상온 및 고온에서 얇은 강판(또는 알루미늄, 구리, 초합금 등과 

같은 다른 재료)에 대한 소성 처짐 과정(pressing과 deep drawing 과정과 같은)

을 예측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일반적인 수식을 기초로 한다.

② 재료는 시험 온도에 따라 약간 다른 방법으로 변형된다. 마찰계수( χ)는 유동

계수(fluidity coefficient)로 볼 수 있으며, 점도가 낮은 경우(저온 그리고 이로 인

하여 시편이 다이 구멍으로 변형되는 경우에 높은 강도를 보임)에 높은 값

( χ=0.7)이 얻어지지만 시험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유동성이 높아지고 χ는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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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다( χ=0.6).

  그들은 식(36)의 상관관계식을 사용하여 소형펀치크리프시험에서의 작용 하중

을 F o/σ=2의 관계로부터 결정하 다. 즉, 동일한 크리프수명을 얻기 위한 소형

펀치크리프시험의 작용 하중( Fo=74 N)은 표준 단축 크리프시험의 작용 응력

( σ=37 MPa)의 두 배로 한다. 소형펀치크리프시험에서 얻어진 처짐-파손시간 곡

선은 단축 크리프곡선과 매우 유사한 경향을 보 다. 즉, 처짐속도 감소와 함께 

나타나는 주 크리프(primary creep), 정체기간(stationary period) 그리고 거시 균

열발생과 관련되는 처짐 가속기간(accelerated deflection period) 후 최종 재료의 

파손이 발생하 다.

  한편 그들은 부품의 사용 응력과 동일한 응력 수준 그리고 사용 온도보다 더 

높은 다섯 가지의 온도에서 크리프시험(아르곤 분위기)을 수행하고, 이 시험결과

로부터 사용 조건(응력 및 온도)에서의 크리프 수명을 외삽(extrapolating)하여 

얻는 등응력법(isostress method)으로 부품의 잔류수명을 얻었다. 외삽은 

Manson-Haferd 법칙(시험온도(T, 
o
C)와 파손시간( t r)사이의 선형 관계식)을 따

랐다. 크리프시험은 파손 시간이 수 시간에서 수 천 시간 사이로 얻어지도록 적

절한 온도에서 행하여 졌다. 시험 온도의 선정은 다음과 같은 요구조건 들을 고

려하여 정해진다.

① 총 시험시간을 축소함

②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외삽(넓은 온도 범위에서의 시험을 요구함)

③ 각 재료에 대하여 최대 시험온도가 존재함. 최대 온도 이상에서는 손상의 물

리적 기구가 변화한다. 이는 등응력 상관관계의 의미 상실과 관련되며, 결론적으

로 크리프의 미시기구의 변화에 따라 Mason-Haferd 법칙의 의미가 상실된다.

표 9 Principal parameters obtained from a standard creep isostress series

Researcher Indicators Small punch Standard creep

Larson-Miller C 20.25 18.18

PLM  (avg..) 21696 25795

Activation 

energy
(1) Q ( kJ/mole) 503 500

Milika-Dobes
(2) constant A 7.03 7.35

slope B 0.74 0.926

Monkman-Grant
(3)

CMG

ε min(/h), t r (h)
2.28 13.92

slope ( 1/β) -1.079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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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ln(1/ε min )=Q/R×(1/T)- ln(K1), R: 기체상수(=8.3143 J/mole)

     (2) ln(ε r/ε min )=A+B×ln(t r), εr: strain to rupture

     (3) (ε min )×t r=CMG

  한편 등응력법은 소형펀치크리프시험에 적용되었으며, 가장 중요한 크리프 지

표(creep indicator, 표 9)들은 크리프 등응력시험으로부터 계산하 다. 이를 위하

여 크리프곡선으로부터 작용 하중과 온도, 최소 크리프속도, 크리프 연성 및 파

손시간 자료를 얻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크리프 지표들에 대한 

비교를 통하여 소형펀치시험법은 잔류수명의 신뢰성 있는 평가에 적용이 가능함

을 보고하 다.

  Komazai 등[38]은 tungsten-alloyed 9%Cr ferritic steel(T92P92)에 대한 소형

펀치크리프시험을 수행하고, 단축 크리프특성 및 경년열화로 인한 재료의 특성 

저하를 평가하 다. 하중(340∼552 N) 및 시험온도(600, 650, 675, 700 
o
C)에 따른 

중앙부 처짐( δ)-파손시간( t r) 곡선(크리프 곡선)을 얻었으며, 이 곡선은 단축 크

리프곡선과 정성적으로 유사한 양상을 보 다.

그림 66 Creep deflection plotted as a function of 

the creep life fraction[38]

  식(40)의 크리프 처짐( δc)-크리프수명 비( t/t r)의 곡선(그림 66)으로부터 크리프

변형 과정은 시험조건에 무관하게 동일한 거동을 나타내었다.

δ c=δ-δ i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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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δ는 중앙부 처짐이며, δi는 초기 하중 작용 시의 처짐량이다.

또한 그들은 소형펀치크리프 시편의 변형과정을 임의의 크리프수명 비에서 시험

을 중단하고 시편의 단면에서 측정된 최소 시편두께에 따른 변형율 변화, 식

(41)-크리프수명 비( t/t r)의 곡선으로부터 검토하 다.

ε SP-C=ln(t o/t) (41)

여기서, t o는 시편의 초기 두께, t는 각 크리프수명 비에서의 최소 두께(necking 

부위)이다.

그림 67 Thickness change plotted as a 

function of the creep life fraction[38]

  그림 67의 곡선은 크리프 곡선( δ- t r)과 매우 유사하 으며, 주 크리프 역

(primary creep region, a decelerating deflection rate stage)에서는 굽힘이 지배

적인 변형 양상인 반면에 두 번째 및 최종 크리프 역(secondary(a steady 

minimum creep rate) and tertiary(an accelerating stage)  creep region)에서는 

박판 팽창이 지배적임을 지적하 다.

  일반적으로 크리프 속도(creep rate, ε̇)는 응력에 따라 비선형으로 변화하며, 

이는 응력의 멱함수 또는 지수함수로 표현된다. 또한 크리프는 열에 의한 변형거

동이므로, 이의 온도 의존성은 Arrhennius 형태의 식(42)로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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ε̇=Aoσ
nexp(-Q/RT) (42)

여기서, Ao와 n은 응력에 무관한 상수, R은 기체상수이며, Q는 크리프속도를 변

화시키는 기구(rate-controlling mechanism)에 대한 활성에너지(activation 

energy)이다.

  그들은 소형펀치크리프 시편에서의 복잡한 변형율-응력 상태 때문에 변형율 

속도( ε̇)는 두 번째 단계에서의 중앙부 처짐 속도 그리고 작용응력( σ)은 작용하중

으로 근사화하 다. 그러므로 n과 Q를 결정하기 위하여 변형율 속도와 작용응력

을 사용하지 않고, 두 번째 단계에서의 중앙부 처짐 속도와 작용하중을 사용하여 

평가하 다. 소형펀치크리프 거동에 대한 하중 의존성은 두 번째 단계에서의 중

앙부 처짐 속도(mm/hr)-작용하중(N) 곡선으로 검토하 으며, 이 곡선의 기울기

인 하중 지수 n SP-C은 시험온도에 따라 11.6(675 
o
C)과 12.6(650 

o
C)으로 얻어졌

다. 또한 소형펀치크리프 거동에 대한 온도 의존성은 두 번째 단계에서의 중앙부 

처짐 속도(mm/hr)-시험온도(1/T, 10-3 K-1) 곡선으로 검토하 으며, 이 곡선의 

기울기인 소형펀치크리프 변형에 대한 apparent activation energy Q SP-C는 478 

N의 경우 525 kJ/mol로 얻어졌다. 소형펀치크리프시험으로부터 얻어진 n과 Q는 

단축 크리프시험의 값들과 유사하 으므로, 제안된 소형펀치크리프시험 기술의 

고온 부품의 설계 수명 및 잔류수명 예측을 위하여 널리 사용되는 표준 단축 크

리프 특성의 예측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 다.

그림 68 SP-C rupture data of the 

as-received and thermally-aged 

materials[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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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경년열화(thermal aging)로 인한 소형펀치크리프 특성의 변화를 검토하기 

위하여, 크리프 파손결과의 설명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Larson-Miller형 aging 

parameter( LMP), 식(43)-작용하중( N) 곡선(그림 68)을 활용하 다.

LMP=(T+27 3)(c+log t r )×10
-3 (43)

여기서, T는 시험온도, t r은 파손시간 그리고 c(=36)는 상수이다.

  크리프 파손강도(creep rupture strength, 작용하중으로부터 산출함.)로 대표되

는 고온 강도의 저하를 일으키는 재료 열화는 소형펀치크리프 특성 값( LMP)으

로 매우 잘 설명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소형펀치크리프시험 기술을 사용 중인 

부품의 손상 평가와 잔류수명 예측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향후 소형펀치크리프와 

단축 크리프시험 자료사이의 정량적인 상관관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

다.

그림 69 Schematic illustration of the 

specimen geometry during the small 

punch test[39]

  Dobes 등[39]은 low-alloy heat-treatment steel(14MoV 6 3)에 대한 소형펀치

크리프시험과 표준 크리프시험을 수행하고 이의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표준 크리

프시험의 자료와 동일한 값을 얻을 수 있는 소형펀치크리프시험 조건의 결정절

차를 제안하 다. 그들은 시편 두께가 균일하고 시편 체적이 일정하다고 가정하

고, 구와 시편의 접촉면 바깥쪽에서의 시편 처짐(w)은 원판에 중앙 집중하중이 

작용되는 경우의 처짐에 대한 Timoshenko 식, 식(44)로 주어진다고 가정하 다.



- 78 -

w=f[1-( ra )
2

+2( ra )
2

ln
r
a ] (44)

여기서, r은 중심축으로부터 반경방향 거리이며, f는 중앙처짐(instantaneous 

central deflection)에 의존하는 변수이다. 이 값은 구와의 접촉점에서 시편의 국

부 기울기가 접촉각( α)의 tangent와 같아야 한다는 조건으로부터 결정된다. 중앙 

처짐( δ)과 접촉각( α)은 다음 식(45)의 관계를 가진다(그림 69 참조).

δ
R
=1-0.5 cosα-

1
2cosα

-
( aR )

2

-sin
2
α

4 cosα ln
Rsinα
a

(45)

접촉각( α)을 알면, 변수 f는 식(46)으로 계산할 수 있다.

f=
a
2

4R cosα ln
R sinα
a (46)

반경방향 거리 r (r>R sinα)에서 작용하는 인장응력( σ)은 식(47)로 주어진다.

σ=
F 1+tan

2
θ

2πrh tanθ (47)

여기서, F는 소형펀치크리프시험의 작용하중, h는 시편의 실제 두께이며, 국부 

기울기 tanθ는 식(48)로 주어진다.

tanθ=
4fr

a 2
ln
r
a (48)

시편의 평균 실제 두께는 일정 체적조건 하에서 시편의 모양으로부터 계산된다. 

즉 식(44)+구와 접촉하는 구형 구간(spherical segment)이다. 식(47)로 계산된 정

규응력(normalized stress, σ/F)은 중심축으로부터의 거리 r이 증가함에 따라 감

소한다. 또한 식(48)로부터 응력은 초기에 국부 기울기( tanθ)의 증가에 따라 감소

하다가 최종적으로는 시편 두께( h)의 감소와 함께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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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펀치시험에서 응력은 시간과 위치에 의존한다. 응력의 평균값(즉, 동일한 파

손 시간을 나타내는 일정 응력의 수준)은 Robinson's life fraction rule을 기초로 

계산된다. 표준 크리프시험에서의 작용응력( σ)에 대한 파손 시간( tf)의 의존성은 

멱함수의 형태로 식(49)와 같이 표현된다.

t f=
Af

σ n (49)

여기서 Af는 온도에 의존하는 변수이며, n은 응력 지수(stress exponent)이다. 그

에 상당하는 평균응력( σ)은 식(50)으로 주어진다.

σ=

ꀎ

ꀚ

︳︳︳︳

⌠
⌡

t f

0
σ
n
dt

t f

ꀏ

ꀛ

︳︳︳︳

1/n

(50)

그들의 연구에서 응력은 수명비가 최초로 1이 되는 소형 시편의 위치에 대하여 

식(50)으로 주어지는 평균응력이다. 이 가정은 시험동안 재료의 반경방향 변위를 

무시하 기 때문에 근사화이다. 동일한 조건을 사용하여, 반경방향 변위는 

r< 1.4 mm  범위에서 (+)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므로 반경방향 변위를 무시함으

로 인하여 파손이 발생할 때 임계 반경에서의 응력이 과소평가된다.

  이상과 같은 상관관계 식들은 일정 응력 하에서의 크리프시험의 경우에 타당

하다. 따라서 일정 하중 하의 크리프시험에 대해서는 다른 인자가 고려되어야 하

며, life-fraction rule에 의하여 계산될 수 있다. 일정 하중시험에서 초기 응력

( σCL)과 동일한 수명에서의 일정 응력시험의 응력 값( σCS)의 비는 식(51)과 같다.

δ
σ CL
σ CS

={
t f

⌠
⌡

t f

0
[1+ε(t)]

n
dt }

1/n

(51)

일정 하중시험에서 크리프변형율( ε(t))의 시간 의존성을 선형화하면, 위 식(51)은 

식(52)와 같이 간단히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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σ CL
σ CS
={

ε f(n+1)

(1+ε f)
n+1
-1 }

1/n

(52)

여기서, εf는 일정 하중시험에서 파괴 시의 변형율이다.

일반적인 값인 n=10, ε f=0.3에 대하여, σ CL/σ CS=0.85이다. 소형펀치크리프시험

에서의 하중( h2o으로 정규화함)과 일정 하중 하에서 수행된 표준 크리프시험의 초

기 응력 비는 연구에서 고려된 재료에 대하여 약 10.16으로 예측되었다. 다른 재

료에 대하여 이 계수는 응력 지수( n)와 크리프연성( εf)의 관련된 값에 따라 변한

다. 

  사용된 시편 및 치구 형상에 대하여 시편 두께의 제곱으로 정규화된 저합금강

에 대한 소형펀치시험의 작용 하중은 일정 응력 하에서 수행된 표준 크리프시험

에서의 응력 값보다 약 9배 크며, 일정 하중 하에서 수행된 표준 크리프시험에서

의 조치 응력보다 약 10배 크다.

  Dobes 등[40]은 X20CrMoV 12 1과 14MoV 6 3 steel에 대한 일정 하중 하의 

소형펀치크리프시험과 일정 인장응력 하의 표준 단축 크리프시험을 수행하고, 표

준 단축크리프시험의 최소크리프속도와 파손 시간에 대한 Monkman-Grant 관계

식을 기초로 표준 단축크리프시험의 최소크리프속도와 소형펀치크리프시험의 최

소처짐속도의 상관관계식을 제안하 다.

  소형펀치크리프 시편의 중앙부 처짐과 시간사이의 관계로부터 2단계 구간

(secondary stage)에서의 최소처짐속도는 도식적으로 또는 처짐-시간 자료를 수

치적으로 미분하여 구할 수 있다.

  소형펀치크리프시험에서 얻은 파손 시간( t f)과 최소처짐속도( δ̇M)는 온도 및 작

용 하중에 의존한다. 또한 비교를 위하여 표준 크리프시험의 최소크리프속도( ε̇M)

와 파손 시간( t f) 자료를 사용하 다. 이로부터 소형펀치시험과 표준 단축 크리프

시험에서 얻어진 변수들은 동일한 양상을 보 다. 단축 크리프시험에서 이러한 

거동은 일반적으로 Monkman-Grant 관계식, 식(53)으로 묘사된다.

log tf+mC log ε̇M=CC (53)

여기서 mC와 CC는 상수이다. 동일한 수식을 소형펀치크리프시험에 적용하면, 식

(54)가 얻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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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 tf+mS log δ̇M=CS (54)

여기서 mS와 CS는 상수이다. 위의 식(53)과 식(54)에서의 상수들은 t f( s)- δ̇M

( mm/s) 및 t f( s)- ε̇M( 1/s) 자료들을 선형 회귀하여 구한다.

  표준 크리프시험에서는 파손 시간과 최소크리프속도에 대한 상관관계를 향상

시킨 수정 Monkman-Grant 관계식, 식(55)가 제안되었다.

log (
tf
εC )+mC' log ε̇M=CC' (55)

여기서 εC는 총 크리프변형율(total creep strain, 즉 파괴 시의 변형율과 초기 변

형율의 차이)이며, 상수 mC'는 1이다. 동일한 식을 소형펀치시험 결과에 적용할 

수 있으며, 이때 총 크리프변형율을 이에 상당하는 총 시간에 따른 처짐( δC, total 

time-dependent deflection, 즉 파괴시의 처짐과 초기 처짐의 차이)으로 대치한 

다.

log (
tf
δC )+mS' log δ̇M=CS' (56)

그러나 총 시간에 따른 처짐을 고려한 경우, 식(56)과 시험결과와의 상관관계가 

향상되지 않았다.

  위의 수식들은 다음과 같은 2가지 방향으로 소형펀치시험 기술의 개발에 기여

한다. 첫째는 단순히 실용적인 측면이다. 최소처짐속도가 파손 시간보다 짧은 시

간에 얻어지기 때문에 식(54)는 끝나지 않은 시험의 파손 시간에 대하여 향상된 

평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둘째는 표준 단축크리프시험과 소형펀치크리프시험 

결과를 관련시키는 가능성과 연관된다. 일정 변위속도시험에서 위의 상관관계는 

표준 시험에서의 극한 인장응력과 소형펀치시험에서의 극한 하중을 비교하여 얻

어졌지만, 표준 단축크리프시험에서의 변형률 속도와 소형펀치시험에서의 변위 

속도는 매우 임의적으로 선택되었다. 일정 하중시험에서는 동일한 크리프 수명에 

대하여 표준 단축크리프시험의 작용 응력과 소형펀치크리프시험에서의 작용 하

중을 비교하 다. 식(53)과 식(54)의 상수들이 결정되면, 최소처짐속도( δ̇M)와 최

소크리프속도( ε̇M)는 식(57)의 관계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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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 ε̇M=
mS
mC
log δ̇M+

CC-CS
mC (57)

표준 단축크리프시험과 소형펀치시험에서 변수 mC와 mS이 값이 유사하므로, 식

(57)은 식(58)로 간단하게 표현된다.

ε̇M=10
CC-CS/mC δ̇M (58)

위의 식들은 일정 작용응력에 대하여 타당하다. 두 가지 시험에서의 최소 속도들

에 대한 보다 일반적인 식은 식(58)을 고려하여 아래의 식(59)로 쓸 수 있다.

ε Ṁ=10
(CC-CS) εC ( δ Ṁ)

mS (59)

식(57)∼식(59)의 처짐속도는 mm/s 단위이며, 크리프속도는 /s이다.

그림 70 Geometry of membrane stretch 

model[41]

  Yang 등[41]은 12Cr1MoV steel에 대한 소형펀치시험을 수행하고, 유한요소해

석을 통하여 크리프하중을 받는 시편의 중앙부 처짐( δ)과 중앙부 크리프변형율

( εc)의 관계가 크리프를 받지 않는 시편의 중앙부 처짐( δ)과 중앙부 (탄-소성)변

형률( ε)의 관계로 근사적으로 표현될 수 있다고 제안하 다. 이러한 가정을 가지

고, 소형펀치크리프 시편의 δ-ε c의 관계가 크리프를 포함하지 않은 rigid-plastic 

membrane stretch forming model(그림 70)에 의하여 식(60)과 같이 얻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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εmax=0.2111 δ
2+0.3299 δ (60)

여기서 εmax는 시편 중앙부에서의 최대 등가 변형율이며, δ는 중앙부 처짐(mm)

이다. 이 식은 소형펀치크리프 시편의 중앙부 처짐( δ)과 중앙부 크리프변형율( εc)

의 관계를 표현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소형펀치크리프시험 결과를 사

용하여 제안된 δ-ε c의 관계로부터 크리프 변형율과 크리프변형율 속도를 평가

하 다.

  Zhai 등[42]은 그림 71의 유한요소해석을 통하여 tungsten-alloyed 9% Cr 

ferritic steel의 소형펀치크리프시험 결과와 정량적으로 유사한 중앙부 처짐-시간 

곡선을 얻었다. 소형펀치크리프 시편에 대한 정상 상태 크리프 단계(steady state 

creep stage, secondary stage)에서의 응력분포 해석결과로부터 등가응력

(equivalent von Mises stress)은 시편의 중앙부(특히 시편의 밑면, 인장 측)에서 

거의 균일함을 보 으며, 이 등가응력의 크기는 2단계 내에서 시간에 대하여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이로부터 현재의 소형펀치크리프시험 기술은 2단계 크리

프 변형속도를 평가함에 있어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지적하 다. 또한 2단계 

크리프에서 소형펀치크리프 시편의 등가응력( σ, MPa)을 평가하기 위한 근사식, 

식(61 )제안하 다.

σ=0.1173P t-1.4431o R 0.7216 (61)

여기서 P는 작용 하중(N), to는 소형크리프 시편의 초기 두께(mm) 그리고 R은 

하부 다이의 내부 반경(mm)이며, 각각의 기준 값은 478 N, 0.5 mm 및 2 mm이

다. 식(61)을 얻기 위한 유한요소해석에서 사용된 각 시험 변수들의 범위는 다음

과 같다: P=443∼552 N, t o=0.45∼0.525 mm, R=1.8∼2.3 mm 그리고 Ao=

1.0×10
-37
∼2.0×10

-27
 그리고 n=10∼14. 또한 대상 재료의 650 

o
C에서의 크리프 

변형율속도는 식(62)로 표현된다.

ε̇ =Aoσ
n (62)

여기서 계수 Ao=2.45×10
-35
, 응력 지수 n=13.5이며, 이 값은 등가응력 해석에서 

기준 값으로 사용되었다.

식(61)은 적용된 시험조건( to=0.5 mm, R=2 mm)에서 아래의 같이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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σ =0.52P (63)

그림 71 Computation model for the simulation of SP-C 

tests[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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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소형펀치시험에서 변형 및 파괴 거동

  소형펀치시험에서 얻어진 하중-처짐 곡선은 그림 72와 같이 정성적으로 4개 

의 변형 구역으로 나누어진다[2]. 구역 I은 탄성굽힘 구역(elastic bending 

regime, 시편 표면에서의 국부 항복과 관련됨), 구역 II는 소성굽힘구역(plastic 

bending regime), 구역 III은 소성박판팽창(plastic membrane stretching 또는 

bulging regime) 구역, 그리고 구역 IV는 소성 불안정 구역(plastic instability 

regime)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역 III에서는 처짐의 증가에 따라 하중

지지능력(load bearing capacity)이 증가한다. 이는 부분적으로 소성 bulging과 가

공경화(work hardening)에 기인하는 것이며, 그 이유는 접촉면이 증가함에 따라 

소형펀치 시편 내에 동일한 응력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하중의 증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시험 온도가 낮아짐에 따라 파손점(failure point)은 구역 IV로부터 구

역 I로 변한다. 취성 하한 에너지(brittle lower-shelf energy)와 연성 상한 에너

지(ductile upper-shelf energy) 수준은 각각 구역 I 또는 II 또는 IV의 하중-처짐 

곡선의 파괴점(fracture point)에 상당한다. 반면에 DBTT 범위에서의 파괴는 구

역 III에서 발생한다.

그림 72 Schematic illustration of the deformation 

characteristics in load versus deflection curves 

obtained from SP tes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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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kahashi 등[6]은 소형펀치 에너지( ESP)와 등가파괴변형율 εqf을 결정하기 위

해서는 소형펀치시험에서 파괴점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저온에서, 일반적

으로 파괴는 최대 하중( Pmax)에서 일어나며, 파괴의 개시점이 매우 명확하다. 반

면에, 탄소성 거동에서는 파괴점에 대응하는 몇 개의 점이 존재한다. 그들은 PF

를 파괴점으로 정의하 으며, 이 이유는 아래에 기술한 바와 같다.

  상온에서 A533B class 1 steel의 10×10 시편에 대한 하중-처짐 곡선으로부터  

Pmax  및 PF에를 정의하고, 각 지점에서의 미시파면을 관찰하 다. 이로부터 

Pmax  점에서 몇 개의 미소균열이 보이며, 균열 열림은 PF점에서 시작됨을 알았

다. A533B steel 뿐만 아니라 2 1/4 Cr-Mo steel 과 같은 다른 재료에 대하여 

하중-처짐 곡선 상의 다른 지점에서도 파면 관찰을 수행하 다. 파괴된 시편의 

중앙부에 대한 조직관찰도 수행하 다. 이 결과들로부터, 소형펀치시험에서 변형

과 파괴 과정은 그림 73에 보인 바와 같이 탄소성거동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① 소성변형 후에 소성박판팽창(plastic membrane stretching)

② Pmax에서 소형펀치 시편의 인장측에 미소균열이 발생한다.

③ 미소 균열은 주 균열로 성장한다.

④ 주 균열은 두께방향으로 관통하고, PF에서 갑작스런 하중 감소가 일어난다.

그러므로 파단된 시편의 최소 두께, δ*는 PF 점에서 상당한다.

그림 73 Schematic illustration of deformation and fracture 

processes in SP test[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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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변형 거동 해석

  Mao 등[5]은 소형펀치 시편의 변형과정을 검토하기 위하여 하중-처짐 곡선 상

의 임의의 점까지 하중을 부하한 후 제하하는 과정을 반복하 다. 시험된 시편들

로부터 시편이 변형되는 동안 강구의 접촉면을 현미경으로 측정하 으며, 제하된

(unloaded) 시편의 접촉면은 원형이었다. 시편 표면에서 원형의 반경은 접촉면의 

반경으로 정의되며, 이 값과 처짐의 관계(그림 74)를 얻었다. 이 곡선은 일반적으

로 두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굽힘 역(bending region)과 관련된 반경의 

급격한 증가 부분과 박판팽창 역(membrane stretching region)과 관련된 점진적

인 증가부분. 접촉 형상은 굽힘과 박판팽창 역에서 약간 다르게 나타난다. 소

성굽힘 동안의 접촉면적은 굽힘변형에 의한 것이며, 박판팽창 부분에서의 접촉면

적은 두께의 감소로 인한 것이다. 

그림 74 Relation between the radius of 

round contact area and the central 

deflection of the HT-60 specimen[5]

또한 변형거동의 수치적 모사를 위하여 Onat의 perfect rigid plastic model[54]이 

사용되었다. 그들은 φ3×0.25 mm인 소형펀치 시편의 시험결과와 rigid plastic 

model에 의한 계산 값(부록 B 참조)을 그림 75에 비교하 다. 역 A에서의 변

형은 탄성변형이다. 역 B에서, 시험결과는 소성굽힘모델(plastic b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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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의 계산 값과 잘 일치한다. 역 C에서, 시험결과는 소성굽힘모델과 소성

박판팽창모델(plastic membrane stretching model)의 결과 사이에 놓인다. 또한 

전체적인 변형 양상은 10×10×0.5 mm인 소형펀치 시편에 대한 수치해석결과[43]

와 잘 일치한다.

그림 75 Perfect rigid plastic regime compared with 

the experimental load-deflection curve[5]

  Fleury 등[55]은 low alloy steels(1Cr-0.5Mo, 2 1/4Cr-1Mo, 12Cr-1Mo 및 

AISI 403 steel)에 대한 소형펀치시험으로부터 얻어지는 하중-처짐 곡선의 탄성

굽힘 구역(구역 I), 소성굽힘 구역(구역 II) 및 박판팽창 구역(구역 III)을 해석적

으로 모델링하 다(부록 C 참조). 제안된 수식들은 25∼600 
o
C 범위에서 수행된 

austenitic 12Cr-1Mo steel의 하중-처짐 거동 예측에 적용되었으며, ferritic 

1Cr-0.5N\Mo steel에 대하여 적용 가능성성을 입증하 다. 또한 소형펀치시험으

로 얻은 하중-처짐 곡선으로부터 ferritic 2 1/4Cr-1Mo와 AISI 403 steel의 단축 

인장 응력-변형율 거동을 평가하기 위하여 제안된 해석방법을 사용하 다.

  Eskner 등[36]은 소형펀치시험 기술을 활용하여 1Cr-0.5Mo low alloy steel과 

18Cr-9Ni austenitic stainless steel에 대한 응력-변형율 곡선 그리고 재료의 강

도 및 연성 특성을 평가하고, 이를 단축 인장시험결과와 비교 검토하 다. 그들

은 대상 재료의 항복강도를 결정하기 위하여 10 MPa/s의 응력 속도(stress rate)

로 단축 인장시험을 수행하 으며, 응력과 변형율의 관계는 아래의 Holloman 식, 

식(64)로 표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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σ=K ε n (64)

여기서 σ는 유효진응력(effective true stress), ε은 유효진변형율(effective true 

strain), K는 강도 계수(strength coefficient) 그리고 n은 가공경화지수(strain- 

hardening exponent)이다

  소형펀치 시편의 변형거동은 이전에 언급한 바와 같이 4개의 구역(regime)으로 

구분된다: 초기 탄성굽힘구간(I), 소성굽힘구역(II), 박판팽창구역(III) 그리고 네킹

(necking)과 하중 지지능역 손실(loss of load carrying capacity)에 따른 최종 불

안정구역(IV). 두께가 다른 시편( to=0.35와 0.09 mm)에 대한 소형펀치시험으로부

터 얻어진 하중-처짐 곡선에서 시편 두께에 따른 변형거동의 차이를 검토하 다. 

이로부터 두꺼운 시편( to=0.35 mm)을 사용한 경우는 초기 탄성굽힘 변형을 잘 

나타내므로 탄성 특성을 해석할 수 있지만, 얇은 시편( to=0.09 mm)을 사용한 소

형펀치시험의 경우는 탄성 및 소성굽힘 변형이 팽창 변형에 비하여 작아지므로 

박판팽창과 응력-변형율 거동을 보다 쉽게 해석할 수 있음을 지적하 다. 따라서 

각 구역에서의 강도, 연성 및 응력-변형율 관계를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두께에 따른 소형펀치시험을 수행하 다. 1) 항복강도를 결정하기 위한 시험으로 

처짐이 작은 역 즉, 굽힘구역을 평가하는 시험(크로스헤드 속도=0.001 mm/s). 

초기 선형탄성구역이 선형으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하는 하중을 결정하고 탄성평

판굽힘이론(elastic plate bending theory)을 적용함으로서 항복강도를 평가한다. 

시편 크기와 시험방법이 시험결과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연구하기 위하여 

직경이 3과 5 mm이고 두께가 0.1∼0.35 mm인 시편을 사용하 다. 2) 재료의 응

력-변형율 거동을 결정하기 위한 시험으로 처짐이 큰 역 즉, 팽창구역을 평가

하는 시험(크로스헤드 속도=0.005 mm/s). 박판팽창이론(membrane-stretching 

theory)을 사용하여 소형펀치시험의 소성변형을 모델링하 다. 직경 5 mm이고 

두께가 0.05∼0.18 mm인 시편을 고정조건에서 시험하 다.

  위의 시험 1)에서 초기 선형탄성구역이 선형으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하는 하중

( Py)을 결정함으로서 항복강도를 평가하 다. 이때 Py는 시편의 인장측 표면에서

의 탄성굽힘응력이 항복강도에 도달하는 점을 나타낸다고 가정한다. Roark 등

[61]은 얇고 강체이고 탄성인 원형평판의 축대칭 굽힘에 대한 평판 중앙에서의 

최대 원주 및 반경방향 응력에 대한 해석 해를 식(65)와 식(66)으로 주었다.

σ=
3P(1+ν)

2πt 2
 ln
a
r' (고정 조건)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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σ=
3P
2πt 2 [ (1+ν) ln

a
r'
+1 ] (단순지지 조건) (66)

여기서 P=P y는 σ=σ y에 대응하며, t는 시편 두께, a는 지지의 반경, r'는 시편 

중앙에서 균등하중(uniform loading) 역의 유효반경 그리고 ν는 Poisson 비

(0.29)이다. 유효반경( r')은 측정된 접촉반경( r)으로부터 식(67)로 결정된다.

r'= 1.6r 2+t 2-0.675t : r < 0.5 t (67)

여기서 r은 충분히 작기 때문에 식(67)은 r'=t/3으로 근사화된다. Py는 초기 선

형 기울기의 접선으로부터 0.0005 mm 오프셋(offset)한 하중으로 정의된다.

또한 가공경화지수(strain-hardening exponent, n)는 불안정 변형율( ε*)로부터 평

가할 수 있다. Holloman 식, 식(61)을 따르는 응력-변형율 곡선을 나타내는 재료

에 대하여, 식(68)이 성립할 때 diffuse necking이 예측될 수 있다.

ε
*
=

2n(1+β+β
2
)

(β+1)(2β
2
-β+2) (68)

여기서 ε*는 단축인장 하에서 축방향 변형율( β=-0.5)이고, 2축인장 하에서는 반

경방향 변형율( β=0-1)이다. 그러므로 불안정 변형율( ε*)이 하중-처짐 곡선으로

부터 결정될 수 있고 변형율 비( β)가 알려지면, n을 결정할 수 있다. Ghosh 등

[62]은 얇은 판의 2축 펀치 팽창(biaxial punch stretching)의 경우 최대 변형율 

환(ring)으로 둘러싸인 역의 하중 불안정점(load instability)은 하중-처짐 곡선

의 두 번째 굴절점(w*)과 동시에 발생한다. 그러므로 불안정 변형율( ε*)은 부록 

D의 반경방향 변형율 요소, 식(D10)으로부터 계산할 수 있다. 불안정점(w*)을 결

정한 후, 가공경화지수는 식(68)로부터 얻어진다. 이전에 발표된 표준 stretch 

forming 시험의 결과로부터 윤활제가 사용된 경우에 변형율 비( β)는 0.75로 보고

되었다.

  위의 시험 2)에서 대상 재료의 2축 유효 응력-변형율 특성을 모사하기 위하여 

팽창구역의 해석법을 확립하 으며, 이때 펀치에 의하여 시편에 가해지는 하중은 

시편의 처짐에 대한 함수로서 모델링하 다. 작용 펀치하중과 펀치/시편 접촉경

계(접촉 반경)에 작용하는 2축 인장하중 사이의 힘의 평형을 사용하여, 작용하중

과 시편의 응력의 관계를 얻는다. 부록 D의 식(D11)과 식(D12)에서, 하중-처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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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가 어떻게 접촉 경계에 작용하는 유효 응력( σ)과 유효 변형율( ε ε)로 변환될 

수 있는가를 보여준다. 접촉 반경( rc)은 임의의 서로 다른 처짐량에서 시험을 중

단하고 시편의 단면을 절단한 후 SEM으로 측정한다. 접촉 반경( rc)과 처짐( w)의 

관계는 아래의 식(69)와 식(70)로 표현될 수 있다.

rc=0.83w
0.58 : 1Cr-0.5Mo steel (69)

r c=0.63 w
0.41 : 18Cr-9Ni steel (70)

여기서 rc와 w는 mm 단위이다.

2축 응력 상태 하에서 Holloman 식의 변수들인 n과 K는 단축의 경우와 마찬가

지로 n=dln σ/ dln ε, K=σ  (ε=1)로 얻어진다. 2축 응력-변형율 곡선의 어느 정

도 비선형인 기울기로 인하여, n과 K 값은 인장시험의 최대 변형율( ε=n)에 상

당하는 유효 변형율에서 계산된다. 인장강도( σUTS)는 2축 유효 진 응력과 유효 

진 변형율 곡선으로부터 얻어진다.

σUTS =K (n/e)
n (71)

식(D12)를 가지고 하중-처짐 곡선도 표현할 수 있다. σ=K ε n의 관계식, n과 K 

에 대한 단축 인장시험에서의 값과 식(D11)로 계산된 ε를 사용하여, 하중은 처

짐의 함수로 모델링된다. 

제 2 절 정량적 파면해석

  소형펀치시험으로부터 얻어진 연성-취성천이온도( SPDBTT) 및 소형펀치 에너

지( ESP)와 소형펀치 시편에 대한 파면해석(fractography) 결과의 상관관계를 정

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연구도 수행되었다.

  Matsushita 등[52]은 저합금강(1/2Mo, CrMo, CrMoV steel)에 대하여 

SPDBTT(K)- FATT( CVNDBTT, K)의 상관관계에 미치는 화학성분, 입자크기, 

미시구조(phase % of ferrite or bainite)와 경도의 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수행하 다. 이로부터 그들은 입자크기(grain size)만이 중요한 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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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터임을 알았으며, FATT의 예측식, 식(72)를 제시하 다.

FATT(K)=1.35SPDBTT(K)-0.84∙10 3(d) -1/2+326 (72)

  Bulloch [53]는 low alloy steel(CrMoV, CrMo, NiCr steel)로 제작된 소형펀치

시편(φ10×0.5 mm)에 대한 73∼300 K의 소형펀치시험을 수행하고, FATT에 대한 

평균입자크기(average grain size, d)의 향은 강이 취화되었는가 안 되었는가에 

의존한다는 사실을 기초로 아래의 표현식, 식(73) 및 식(74)을 제안하 다.

Non-embrittled steel : 

FATT(K)=1.35SPDBTT(K)-12d -0.5+326 (73)

Embrittled steel : 

FATT(K)=1.35SPDBTT(K)-31d -0.5+326 (74)

여기서 d는 평균입자크기로서 mm의 단위로 측정된다.

그림 76 A schematic illustration of the 

fractography of the small punch test as a 

function of temperature[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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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후 Bulloch [57]는 다양한 발전소 부품들(bolt, steam drum 및 rotor)을 대

상으로 φ6.4×0.5 mm의 소형펀치 시편에 시험(그림 13의 치구 사용, 크로스헤드 

속도=0.004 mm/s)을 수행하 다. 시험은 피크 하중이 나타나는 지점으로부터 

10% 또는 그 이상의 하중 저하가 나타날 때까지 계속하 다. 그는 소형펀치시험

에서의 파면양상과 시험 온도에 따른 소형펀치 에너지의 변화에 주목하 다. 그

림 76은 소형펀치 시편의 파면양상과 온도의 일반적인 경향을 보여준다[58]. 이 

그림으로부터 파괴개시 위치(fracture initiation site)에서 일반적으로 미소공동 

합체(microvoid coalescence, MVC)로 알려진 연성 균열성장(ductile crack 

growth) 크기(extent)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나타낸다 : 1) 상한 에너지 역에

서 전체 두께에 걸친 연성 균열성장, 2) 온도의 저하에 따른 연성 균열성장 면

(facet)의 크기가 감소, 3) 하한 에너지 역에서는 연성 균열성장 역이 없음. 

  정량적인 파면해석을 위하여 파괴개시 위치에서 연성 균열성장 면적의 총 면

적에 대한 백분율(%DF)와 소형펀치 에너지( ESP)의 관계를 검토하 다(그림 77). 

그림 77 SP energy versus % ductile crack growth for all the 

small punch tests[57]

ESP는 초기부터 40∼50%DF까지 주로 증가하며, 이들은 아래의 식(75)로 표현될 

수 있다.

E SP(J)=2.31×10
-2(%DF)-10-4(%DF) 2+0.23 (75)

또한 파면을 파괴발생 이전의 연성 균열성장 깊이(the depth of ductile cr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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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wth, d)의 항으로 해석하면(그림 78), ESP와 연성 균열성장 깊이 사이의 상관

관계는 식(76)으로 표현된다.

 

E SP=5.5×10
-3(d)-5.63×10-6(d)2+0.17 (76)

여기서 d는 mm의 단위를 가진다.

그림 78 SP energy versus ductile crack depth for all the small 

punch tests[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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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인장강도, 연성-취성천이온도 및 파괴인성과 같은 재료의 기계적 특성을 평가

하기 위하여 다양한 표준 시험법들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가동 중인 부품들의 

기계적 특성 및 잔류수명의 평가 등을 위해서는 가동 중인 부품의 건전성에 

향을 주지 않는 정도의 작은 양의 재료를 채취하여 손상을 평가할 수 있는 시험

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원자력 산업 분야에서는 표준 시편을 사용함에 따른 

중성자 조사 시설의 공간 제약, 시편 조사비용의 증가 및 조사후시험 담당자의 

피폭 제한 등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소형시편시험기술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소형펀치시험법은 그 중 하나의 유용한 시험방법으로서 작은 디스크형 시

편을 사용하여 재료의 인장특성, 등가파괴변형율을 사용한 파괴인성 및 연성-취

성천이온도 등의 평가에 활용되어 왔다. 본 보고서에서는 기존의 연구자들이 소

형펀치시험에서 사용한 시험장비, 시편 및 냉각/가열장치 그리고 소형펀치시험 

자료의 취득 및 해석과 관련된 정보를 정리하 다. 이 정보들은 조사재시험시설

의 핫셀에 적용될 소형펀치시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이

다.

1. 시험장비로는 소형펀치시험용 치구 및 시험기가 있다. 치구는 디스크형 시편

을 고정하기 위한 시편 홀더와 시편에 압축하중을 가하기 위한 펀치로 구성되며, 

하중은 구 또는 구형 끝단을 가진 펀치로 시편에 작용한다. 구는 HRC60이상의 

경도를 가진 재료로 준비하며, 직경은 표준 소형펀치 시편의 치수에 따라 1 또는 

2.4 mm이다. 시험기는 소형펀치 시편의 하중 및 처짐을 측정하기에 충분한 정도

의 용량(최대 5 kN, 20 mm 정도) 및 정확도를 가져야 한다.

2. 시편은 주로 원형 및 사각형 디스크 형 시편을 사용하며, 각각의 표준 치수는 

원형의 경우 φ3 mm×0.25 mm 그리고 사각형의 경우는 10×10×0.25 또는 0.5 

mm이다. 시편은 먼저 준비된 재료로부터 직경에 맞게 원형 또는 사각형 봉을 

채취하고 이를 미세절단기로 절단한 후 시편의 양면은 설정된 정 도를 가지도

록 연마하여 제작한다. 조사시편은 건전한 재료로부터 시편을 제작한 후 조사시

키는 방법과 조사된 CVN 시편으로부터 직접 채취하여 제작하는 방법으로 준비

한다.

3. 소형펀치시험은 온도에 따른 재료의 기계적 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저온으로

부터 부품들의 사용 온도인 고온에 이르는 범위에서 수행된다. 극저온의 경우는 

액체 헬륨 또는 액체 질소를 사용하는 저온유지장치(cryostat) 그리고 고온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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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는 챔버 또는 로를 사용하며, 시험 온도는 목표 온도에 대하여 ±2 
o
C 정도의 

범위로 제어된다. 또한 저․고온 시험 중 시편의 산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불활성 

가스 또는 진공 분위기에서 시험을 수행한다.

4. 소형펀치시험을 통하여 하중-처짐 자료를 얻는다. 이 자료를 기초로 소형펀치 

관련 변수들과 표준 시험법으로 측정된 0.2% 항복강도 및 극한 인장강도, 파괴

인성, 연성-취성천이온도 및 크리프특성의 상관관계를 확립한다. 또한 소형펀치 

시편의 파면해석과 표준 CVN 충격시험의 연성-취성천이온도의 관계도 얻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상관관계식를 사용하면, 소형펀치시험 결과로부터 표준 시험법

에서 결정되는 재료의 기계적 특성들을 예측할 수 있다. 한편 소형펀치시험에서

는 소형 시편 내의 미시구조적 비균질로 인한 시험 자료의 흩어짐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시험 자료의 변동성을 고려한 신뢰성 있는 재료의 특성 

평가를 위하여 통계적 해석방법(Weibull 분포)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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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 등가 변형율

             (equivalent strain, εq)[5]

  소형펀치 시편의 파괴는 박판팽창 후에 발생한다는 실험적 관찰에 기초하여, 

파괴팽창(fracture stretching)은 Chakrabarth[A1]에 의하여 제안된 박판이론을 

사용하여 계산될 수 있다. 여기서 변형율 요소 εr(radial)과 εθ(circumferential)은 

동일하고 두께 방향 변형율( εt)은 식(A-1)로 표현할 수 있다.

ε t=ln(t o/t) (A-1)

여기서 t와 t o는 각각 변형된 그리고 초기 시편두께이다.

  비압축성 소성변형(incompressible plastic deformation)을 고려하면, 변형율들

은 아래의 관계를 가진다.

ε r+ε θ+ε t=0 (A-2)

그리고 등가변형율은 

εq= 2/3(ε2t+ε
2
r+ε

2
θ)
1/2 (A-3)

이다.

식(A-1)과 식(A-2)를 식(A-3)에 대입하면, 등가변형율( εq)는

εq=ln(to/t) (A-4)

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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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B. 소성변형과 박판팽창 해석 해

             (rigid plastic bending and membrane stretching solution)[5,44]

  그림 B1의 고정된(clamped) 소형펀치 시편의 변형에 대한 축대칭 해석은 Onat 

등[54]의 굽힘 및 박판팽창모델로 수행하 다. 

그림 B1 Schematic of a 

axisymmetric clamped round 

specimen[5,44]

  고정된 평판이 변형됨에 따라 최초 평평한(flat) 원형 평판의 하중지지능력

(load carrying capacity)은 기하학적 형상의 변화에 의하여 증가한다. 유한한 처

짐이 발생한 후의 하중지지능력은 고정 경계조건과 시편의 초기 속도장(incipient 

velocity field)에 기초한 속도장을 가정함으로써 평가된다. 기본 가정은 최대 전

단응력기준(maximum shear stress criterion)에 따라 항복되는 rigid plastic, 

non-strain hardening material이다. 소성굽힘(plastic bending)에 대한 하중-변위 

특성은 다음과 같다.

P=

ꀊ

ꀖ

ꀈ
︳︳

︳︳

P L[1+α 1(δ/h)+α 2(δ/h)
2
]

when δ/h≤0.5+0.5ln(r o/ρ)

P L[1+β 1(δ/h)+β 2(δ/h)
2
]

when δ/h≥0.5+0.5ln(r o/ρ)
(B-1)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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α 1=(1+2 ln(r o/ρ))/[ (2+ln(r o/ρ))(1+ln(r o/ρ))]

α 2=2(1+3 ln(r o/ρ))/[3(2+ln(r o/ρ))(1+ln(r o/ρ))]

β 1=(3+ ln(r o/ρ))/[2(2+ln(ro/ρ))]

β 2=2(1+ ln(ro/ρ))/[ (2+ln(ro/ρ))(1+ln(ro/ρ))]

β 3=(1+ ln(r o/ρ))/[12(2+ln(r o/ρ))]

P L={
0.5πσ yh

2
(2+ln(r o/ρ))/[1+ln(r o/ρ)-(2a/3ρ)]

when ρ≥a
0.5πσ yh

2
(2+ln(r o/ρ))/[0.5+ln(r o/ρ)-(6ρ

2
/2a)]

when ρ≤a

여기서

a : 원형 rigid 펀치의 반경

ro : 고정된 시편의 반경

h : 시편 두께

σy : 재료의 항복응력

δ : 중앙 처짐 이다.

한편 소성박판팽창의 해석 해는 다음 식(B-2)와 같다.

P=2πσ yδ(0.5+ln(ro/ρ)) (B-2)

여기서 ρ는 ro(고정된 시편의 반경) 및 a(원형 펀치의 반경)와 동일한 치수를 가

진다.

a/r o <e
-1/2=0.606일 때, 아래의 식(B-3)로부터 계산된다.

1-(2a/3ρ)(1+ln(a/ρ))=0 (B-3)

a/r o≥e
-1/2=0.606일 때, 아래의 식(B-4)로부터 계산된다.

ρ=1-a 2 (1+2 ln(r o/ρ))/ρ
2+2(1+ln(r o/ρ))/3 (B-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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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C. 소형펀치 하중-처짐 곡선의 모델링

             (Modeling of the small punch test load-deflection response)[55]

① 탄성굽힘 구역(elastic bending regime)

  이 구역에서는 시편 표면에서 구의 관통과 탄성굽힘 변형의 두 가지 변형 모

드가 동시에 발생한다.

ⓐ 편평한 판에서 구형 압입자(indenter)의 관통으로 인한 접촉 역의 반경( ra)은 

식(C-1)로 주어진다[C1].

r a=0.721(Fd 1γ)
1/3 (C-1)

여기서 F는 작용하중, d1은 압입자 직경, 그리고 

γ=
(1-ν21)

E 1
-
(1-ν22)

E 2 (C-2)

여기서 E1, E2, ν1 및 ν2는 각각 압입자와 소형펀치 시편의 탄성계수(Young's 

modulus)와 포와송 비(Poisson ratio)이다. 표 C1은 해석에 사용된 값들을 정리

한 것이다.

표 C1 Temperature dependence of Poisson's ratio, Young's modulus and 

0.2% yield strength of WCo and 12Cr-1Mo steel[55]

Material Properties 25 
o
C 300 

o
C 600 

o
C

WCo (ball)
ν 0.3 0.3 0.3

E(GPa) 240 235 200

12Cr-1Mo

ν 0.33 0.33 0.33

E(GPa) 200 170 105

σy(MPa) 435 365 250

ⓑ 작용하중( P)과 처짐 ( w)의 상관식은 다음과 같다[C1]



- 108 -

P=
64Dw[1-(1-w 2)] 1/2

1.504(d/2) 2(L/2) 4[C 1+2C 2(1-α
2)+α 4] (C-3)

여기서 C1, C2 및 α는 기하학적 형상에 의존하는 상수, d는 구의 직경 그리고 D

는 관성모멘트(moment of inertia)이다. 본 수식화에서는 기하학적 형상, 변형동

안 압입자와 시편의 접촉 역의 evolution 및 구를 통한 시편 상의 하중 qsnvh를 

고려하 다.

② 소성굽힘 구역(plastic bending regime)

  응력과 변형율을 결정하기 위하여, 치구(jig), 구(ball)과 시험기는 완전 강체 그

리고 펀치 밑의 응력-변형율은 시편 단면 내에서의 체적 보존(conservation)에 

의하여 균일하다고 가정하 다. 압입자 밑의 응력은 아래의 표현식으로 계산된

다.

σ=
CF e

4πr ah o/3 (C-4)

여기서 C는 분포하중에 대하여 상수, Fe는 탄성계산으로부터 결정된 하중, ra는 

접촉 역의 반경 그리고 ho는 시편의 초기 두께이다.

소성변형율은 응력-변형율 구성(Drucker-Prager)식으로 계산된다[C2].

ε ṗ=D ( σσ y-1)
p

(C-5)

여기서 σ y는 항복응력 그리고 D와 p는 단축 인장시험 자료(진응력-진변형율 곡

선)로부터 결정되는 상수이다.

③ 박판팽창 구역(membrane stretching regime)

  Wang 등[C3]은 펀치 팽창 시험을 해석하기 위한 수식을 제안하 으며, Hill의 

소성이론에 기초한 응력-변형율 식(incremental equation)을 사용하 다. 반경이 

ro이고 균일한 두께 ho를 가진 원형 판(그림 C1)에 대하여, 반경방향 변형율( εr), 

원주방향 변형율( εθ, 그림 C2) 그리고 두께방향 변형율( εh)은 아래와 같이 표현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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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C1 Stretching of a sheet by a hemispherical punch[55]

그림 C2 Evolution of the calculated strains εr and εq in 

the small punch test, and comparison with experimental 

measurements performed in punch stretching[C4]

ε r=
1
2
ln[ (1+ dUdr )

2

+( dWdr )
2

] (C-6)

ε θ=ln( ρr ) (C-7)

ε h=ln( hh o ) (C-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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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ρ=r+U는 현재의 반경방향 거리, h와 ho는 각각 판의 현재와 초기 두께

이다.

 이 문제를 유도하면(derivation),

ε r=
ε
1+R

[ (1+2R) 2 cosφ-R sinφ] (C-9)

ε θ=εsinφ (C-10)

여기서 φ는 아래의 식에 의하여 주응력 σr 및 σθ와 관련된다.

φ=arctan [ 1+R
(1+2R) 1/2

σ θ
σ r
-

R
(1+2R) 1/2 ] (C-11)

그리고 R은 Hill에 의하여 정의된 응력비, 즉 R=dε 2/dε 3이다.

  펀치하중( P)은 접촉 역 상에서 적분하여 계산된다.

P=
2
3
πμρ(r s)h(r s)

σ r(r s)

r o (C-12)

여기서 ρ(r s), h(r s) 및 σ r(r s)는 구와 시편의 접촉 경계 반경 rs에서 계산되며, μ

는 표 C2에서 주어진 구와 시편 사이의 마찰계수이다.

표 C2 Temperature dependence of the coefficient of friction 

for WCo ball/12Cr-1Mo specimen[55]

Temperature (
o
C) 25 300 600

Coeff. of friction 0.99 0.96 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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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D. 2축 인장특성 평가

            (evaluation of the biaxial tensile properties)[36]

① 힘의 모델링

  소형펀치시험에서 시편의 변형은 그림 D1과 같다. 

그림 D1 Geometry of the specimen during small 

punch tests, fixed dimensions are the die radius 

rd=1.4 mm and the punch radius rp=1 mm[36].

시편이 변형되는 동안, 전체 시편은 접촉 압력 하에서 축대칭 인장모드로 변형하

며, x, y 및 z 방향은 주응력 축과 일치한다고 가정한다. 여기서 σc, σr 및 σ t는 

각각 x, y 및 z 방향의 응력들이다. 원주방향 응력과 변형율( σc , εc) 그리고 반

경방향 응력과 변형율( σ r , εr)은 주응력과 변형율이며, 이와 함께 접촉응력( σ t)과 

두께방향 변형율( εt)이 나타난다. 면외 변형(out-of-plane deformation)의 한도는 

시편 두께에 의존한다. 간단하게 하기 위하여, 평면응력 조건을 가정한다. 즉, 접

촉응력은 원주방향이나 반경방향 응력에 비하여 작다. 또한 체적 불변을 가정하

여, 아래의 관계식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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ε c+ε r=-ε t (D-1)

여기서

ε t= ln(t/to) (D-2)

여기서 t는 시험 중 측정된 두께, to는 최초 시편 두께이다.

힘의 평형 조건으로부터, 접촉 반경( rc)의 원에 대하여 축방향 힘(axial resultant 

force, F)은 아래의 식(D-3)로 주어진다.

F=σ r2π tr c sinα (D-3)

여기서 α는 접촉 경계에서 구면 각(spherical angle), 2πtrc는 응력을 받는 면적, 

σr은 접촉 경계에서 접선방향으로의 반경방향 응력 그리고 t는 접촉 경계에서의 

시편의 현재 두께이다. sinα =rc/rp이므로, 식(D-3)는 식(D-4)로 쓰여진다.

F=
σ r t 2πr

2
c

r p (D-4)

여기서 rp는 펀치의 반경(=1 mm)이다. 변형율 비( β =εc/εr)는 일반적으로 0.5∼1 

사이의 값을 가지며, β는 diffuse necking 전에는 일정하게 된다고 가정할 수 있

다. 그러면 이방성 지수(anisotropy index, R)는 1이고, 평면응력 변형에 대한 

von Mises flow criteria를 사용하여, 유효 진응력과 유효 진변형율은 아래의 식

(D-5)와 식(D-6)로 표현된다.

σ =
3(1+β+β

2
)

2+β
∙σ r (D-5)

ε =
4
3
(1+β+β2)∙εr (D-6)

식(D-1)과 식(D-2)를 조합하여, 접촉 경계에서 시험 중 측정된 시편의 두께( t)는 

반경방향 변형율( εr)의 항으로 표현될 수 있다.

t = to exp((-1-β)εr) (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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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D-5)와 식(D-7)을 식(D-4)에 대입하면, 식(D-8)로 힘(F)을 표현할 수 있다.

F=
σ (2+β) to exp((-1-β)εr)2πr

2
c

rp 3(1+β+β
2
) (D-8)

그리고 유효 응력은 식(D-9)로 주어진다.

σ =
Fr p 3(1+β+β

2
)

(2+β) t oexp((-1-β)ε r)2πr
2
c

(D-9)

여기서 εr은 접척 경계( r=rc)에서 반경방향 변형율 성분이다. 그러므로 이제 εr

과 rc를 처짐( w)의 항으로 표현하는 것이 남았다.

② 반경방향 변형율-처짐 관계

  이 경우, 비마찰 유압 팽창 과정(nonfrictional hydraulic bulge process)과 유사

한 형태의 시편 변형을 가정한다 : 그림 D1의 접선 참조. 최대 반경방향 변형율

은 식(D-10)으로 표현될 수 있다.

εr=ln[1+(w/rd)
2] (D-10)

여기서 rd는 다이의 반경(=1.4 mm)이다. 소형펀치시험에서는 일반적으로 마찰로 

인하여 접촉 경계 부근에서 최대 변형율이 나타난다. 여기서 최대 반경방향 변형

율의 실제 값이 아닌 분포만이 유압과 펀치의 경우에 서로 다르다고 가정한다. 

즉, 최대 변형율은 식(D-9)에서의 반경방향 변형율 성분을 나타낸다.

③ 2축 유효 응력-변형율 거동

  식(D-6)와 식(D-10)을 조합하면, 유효 변형율은 식(D-11)로 얻어진다.

ε =
4
3
(1+β+β2) ln[1+(w/rd)

2] (D-11)

또한 식(D-10)을 식(D-9)에 대입하여 유효 응력, 식(D-12)를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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σ=
Fr p 3(1+β+β

2
)

2πr
2
c(2+β) t o exp((-1-β) ln[1+(w/r d)

2
]) (D-12)

접촉 반경은 실험으로부터 찾아야한다. 최종적으로, 하중-처짐 곡선 상의 자료(F

와 w)를 대입하면, 응력-변형율 자료로의 변환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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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15-20줄 내외)

  원자로의 주요 구조 재료들은 사용 온도 및 조사 등에 의하여 인장 특성, 파
괴인성, 연성-취성천이온도 및 크리프 등 기존의 우수한 기계적 성질이 저하된
다. 시험장비로는 소형펀치시험용 치구 및 시험기가 있다. 치구는 디스크형 시
편을 고정하기 위한 시편 홀더와 시편에 압축하중을 가하기 위한 펀치로 구성
되며, 하중은 구 또는 구형 끝단을 가진 펀치로 시편에 작용한다. 구는 HRC60
이상의 경도를 가진 재료로 준비하며, 직경은 표준 소형펀치 시편의 치수에 따
라 1 또는 2.4 mm이다. 시험기는 소형펀치 시편의 하중 및 처짐을 측정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용량 및 정확도를 가져야 한다. 시편은 주로 원형 및 사각형 디
스크 형 시편을 사용하며, 각각의 표준 치수는 원형의 경우 φ3 mm×0.25 mm 
그리고 사각형의 경우는 10×10×0.25 또는 0.5 mm이다. 조사시편은 건전한 재
료로부터 시편을 제작한 후 조사시키는 방법과 조사된 CVN 시편으로부터 직
접 채취하여 제작하는 방법으로 준비한다. 소형펀치시험은 극저온의 경우 액체 
헬륨 또는 액체 질소를 사용하는 저온유지장치(cryostat) 그리고 고온이 경우는 
챔버 또는 로를 사용하며, 시험 온도는 목표 온도에 대하여 ±2 

o
C 정도의 범위

로 제어된다. 또한 저․고온 시험 중 시편의 산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불활성 
가스 또는 진공 분위기에서 시험을 수행한다. 소형펀치시험을 통하여 하중-처
짐 자료를 얻는다. 이 자료를 기초로 소형펀치 관련 변수들과 표준시험법으로 
측정된 0.2% 항복강도 및 극한 인장강도, 파괴인성, 연성-취성천이온도 그리고 
크리프특성의 상관관계를 확립한다. 또한 소형펀치 시편의 파면해석과 표준 
CVN 충격시험의 연성-취성천이온도의 관계도 얻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상관
관계식를 사용하면, 소형펀치시험 결과로부터 표준 시험법에서 결정되는 재료
의 기계적 특성들을 예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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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the target value during the test. Based on the load-deflection data 
obtained from the small punch test. the empirical correlation between the 
small punch related parameters and a tensile properties such as 0.2% yield 
strength and ultimate tensile strength, fracture toughness, ductile-brittle 
transition temperature  and creep properties determined from the standard 
test method is established and used to evaluate the mechanical properties of 
an irradiated materials. In addition, from the quantitative fractographic 
assessment of small punch test specimen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mall punch energy and the quantity of ductile crack growth is obtained. 
Analytical formulations demonstrated good agreement with experimental 
load-deflection cur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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