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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손상역학  괴역학 기반의 수치해석 기법 개발

Ⅱ. 연구개발의 목   필요성

국내외 발 소는 가동년수 증가에 따라 차 노후화되고 있으므로 방사성물질 차

폐경계인 고에 지 배 , 원자로 압력용기, 가압기, 증기발생기와 같은 주요 기계설

비의 지속 인 건 성 확보를 해 다양한 공학  분석이 요구된다. 표 인 로 

균열의 발생  성장과 련하여 재료의 괴 항 특성에 근거한 일련의 평가를 들 

수 있다. 결함이 존재하는 연성  취성 재료의 거동을 규명하기 해 선형탄성

괴역학에서는 응력확 계수 K를 이용하여 시편의 괴특성을 평가하며, 선형탄성

괴역학이 용될 수 없는 경우 탄소성 괴역학에 기 한 J- 분(J-integral) 

는 CTOD(Crack Tip Opening Displacement)를 이용하여 괴특성을 평가한다. K, 

J- 분, CTOD와 같은 매개변수를 결정하기 해서는 굽힘 하 이 작용하는 CT, 

SE(B)와 같은 표 시편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표 시편은 높은 구속효과(high 

constraint effect)를 나타내기 때문에 보수 인 평가결과를 제시하며, 구속조건이 

상이한 실제 결함이 존재하는 구조물 하 조건, 시편형상의 변화에 따라 괴특성

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한계 을 개선하기 한 공학 인 근법으로 

일반 으로 2-매개변수 근법(two-parameter approach)과 국부 근법(local 

approach)이 사용된다. 2-매개변수 근법은 T-응력, Q-매개변수로 구속효과를 정

량화하여 괴특성의 변화를 표 하는 방법이며, 국부 근법은 괴가 발생하는 균

열 선단의 마이크로 역학 인 거동을 통해 국부 인 역에 한 괴특성을 평가

하는 방법이다. 국부 근법의 용은 마이크로 역학  손상 모델(micro-mechanical 

damage model)과 다수의 반복 인 유한요소해석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국부  연성/취성 괴거동 평가가 가능하고 해석결과는 원자로 압력용기 괴거동 

해석을 한 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이 이 있다. 1980년  반 이후 국부  

연성/취성 괴거동 평가를 한 해석모델 개발과 련한 다수의 연구가 미국과 유

럽을 심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2000년 유럽에서 마이크로 역학  손상 모델의 

용성 확인을 해 Round-Roin 해석을 수행한 결과, 참여자들에 따라 해석 데이

터는 상당한 편차를 보 다. 이는 각 모델을 구성하고 있는 매개변수가 다르고 매

개변수 결정 차 한 연구자 별로 상이한 차이를 보 기 때문이다. 따라서 마이크

로 역학  손상 모델의 표 화 연구 필요성이 제기 되었고 이외에도 연성-취성 천

이 역에서의 온도변화에 따른 괴특성, 조사취화에 기인한 재료의 비균질성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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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모사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궁

극 으로 국내 자체 기술개발을 통해 국외 기술도입 비용 감과 고가 는 확보가 

어려운 재료의 실험 체를 해 손상역학  괴역학 기반의 수치해석 기법 개발

이 필요하다. 

Ⅲ. 연구개발의 내용  범

본 연구에서는 압력경계 재료열화 괴역학 평가모델 개발의 일환으로 국부 근

법(local approach) 용기법 표 화와 마이크로 역학  매개변수를 포함한 해석모

델 개발, 열화된 압력경계 기기의 괴역학  수치해석  분석을 수행하 다. 국부

근법 용기법 표 화를 해 와이블 통계처리기법(Weibull statics)을 이용한 취

성 괴(cleavage fracture) 모델과 Rousselier 모델을 이용한 연성 괴(ductile 

fracture) 모델에 한 매개변수 결정 차를 유 자알고리즘(genetic algorithm)을 

사용하여 개선하 으며, Bimodal master curve, Randomly inhomogeneous master 

curve, Single point estimation 등 비균질재료에 용 가능한 마스터커 방법에 

한 분석과 균질재료의 마스터커 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인자에 한 민감도 분석

을 수행하 다. 마이크로 역학  매개변수를 포함한 해석모델을 개발하기 해 균

열선단 요소망 크기에 따른 향을 분석하 으며, CT(Compact Tension) 시편과 

PCVN(Pre-Cracked V-Notched) 시편의 괴인성실험  3차원 유한요소해석을 수

행하여 괴인성변환도표(fracture toughness diagram)를 작성하 다. 한 수정계

수(scale factor)를 도입하여 ASTM E1921에 제시된 두께 보정식을 보완하 으며, 

이를 활용하여 소형시편(miniature specimen)에 용할 수 있는 마스터커  방법을 

제안하 다. 열화된 압력경계기기의 괴역학  수치해석  분석을 해 재료의 

이방성이 괴거동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으며, 이를 해 Hill'48 항복포텐셜이 

고려된 ABAQUS의 사용자 정의함수를 개발하 고 소형펀치(small punch) 시뮬

이션에 용하 다. 한 재료 거동 모사에 따라 계산되는 하 -변 선도

(load-displacement curve)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본 연구개발의 세부내용 

 범 는 다음과 같다.

1. 국부 근법 용기법 표 화

 - 연성/벽개 손 모델의 매개변수 결정 차 개선

 - Weiubll 응력모델과 마스터커  연계기법 개발

2. 마이크로 역학  매개변수를 포함한 해석모델 개발

 - 재료별 괴인성변환도표 작성

 - 시편형상/하 형태 변화에 따른 ASTM E1921 두께보정식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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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열화된 압력경계 기기의 괴역학  수치해석  분석

 - 재료의 이방성에 따른 괴거동 향 평가

 - 재료 거동 모사에 따른 민감도 분석

Ⅳ. 연구개발 결과

본 연구는 손상역학  괴역학 기반의 수치해석 기법 개발을 한 것이며, 국

부 근법 용기법 표 화와 마이크로 역학  매개변수가 포함한 해석모델 개발, 

열화된 압력경계 기기의 괴역학  수치해석  분석을 수행하 다. 본 연구를 통

해 얻은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국부 근법 용기법 표 화

괴거동 평가를 해 유 자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기존 연성 손  벽개 손 모

델의 매개변수 결정 차를 개선하 으며, 균질재료와 비균질재료에 용되는 마스

터커 에 해 분석하 다.

2. 마이크로 역학  매개변수를 포함한 해석모델 개발

최  수치해석 모델 개발을 해 균열선단 요소망 크기에 따른 향을 분석하

으며, 해석결과를 이용하여 괴인성변환도표를 작성하 다. 한 수정계수를 도입

하여 ASTM E1921에 제시된 두께 보정식을 개선하 으며, PCVN 시편에 용할 

수 있는 마스터커  방법을 제안하 다. 

3.  열화된 압력경계기기의 괴역학  수치해석  분석

Hill'48 항복포텐셜이 반 된 GTN(Gurson-Tvergaard-Needleman) 모델을 토

로 ABAQUS 사용자 정의함수를 개발하 다. 한, 이를 소형펀치 시뮬 이션에 

용하여 재료의 이방성이 재료거동에 미치는 향을 확인하 으며, 인자별 민감도분

석을 수행하 다.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1. 기술  측면

 ○ 표 화된 Weibull 매개변수 최 화 차, 괴인성변환도표  Bimodal master 

curve법을 벽개 손 측에 활용

 ○ Rousselier 모델 매개변수 최 화 차를 연성 손 측에 용

 ○ Hill'48 항복포텐셜 기반의 GTN 모델을 이방성 재료의 특성평가에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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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  측면

 ○ 괴인성시험법 개선을 한 자체 기술개발을 통해 기술도입 비용 감

 ○ 고가 는 확보가 어려운 재료에 한 괴인성실험을 체

3. 사회  측면

 ○ 열화된 압력경계 기기의 괴거동 평가를 한 기 자료로 활용

 ○ 원 의 안 성 제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기술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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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The scatter of measured fracture toughness data and transferability problems 

among different crack configurations as well as geometry and loading conditions 

are major obstacles for application of fracture mechanics. To address these 

issues, recently, concerns on the local approach employing reliable 

micro-mechanical damage models are being increased again in connection with a 

progress of computational technology. In the present research, as part of 

development of fracture mechanical evaluation model for material degradation of 

reactor pressure boundary, several investigations on fracture behaviors were 

carried out. Especially, a numerical scheme to determine key parameters 

consisting both cleavage and ductile fracture estimate models was changed 

efficiently by incorporating a genetic algorithm. Also, with regard to the 

well-known master curve, newly reported methods such as bimodal master 

curve, randomly inhomogeneous master curve and single point estimation were 

reviewed to deal with homogeneous and inhomogeneous material characteristics. 

A series of preliminary finite element analyses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element size effect on micro-mechanical models. Then, a new thickness 

correction equation was derived from parametric three-dimensional numerical 

simulations, which was founded on the current test standard, ASTM E1921, but 

could lead to get more realistic fracture toughness values. As a result, 

promising modified master curves as well as fracture toughness diagrams to 

convert data between pre-cracked V-notched and compact tension specimens 

were generated. Moreover, a user-subroutine in relation to 

GTN(Gurson-Tvergaard-Needleman) model was made by adopting Hill's 48 

yield potential theory. By applying GTN model combined with the subroutine to 

small punch specimens, the effect of inhomogeneous properties on fracture 

behaviors of miniature specimens was confirmed. Therefore, it is anticipated that 

the aforementioned enhanced research results can be utilized as technical bases 

to demonstrate safety itself or further to predict realistic safety margins of 

major nuclear components containing de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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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연구배경

장기간 운 된 원자력발 소의 안 성을 확보하기 해서는 열화된 기기의 구조

건 성 평가가 필요하다. 특히, 기기 재료의 괴특성 시험이 선행되어야 하는 경우 

시험시편의 채취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제한된 시험데이터를 통하여 재료의 괴특성

을 평가해야 한다. 원자로압력용기나 배 에 리 사용되는 페라이트계 재료의 경

우 연성-취성천이온도 역에서 온도에 따라 괴인성 값이 큰 편차를 보이고 있

으며 한 구속효과에 의해 시편의 크기와 종류에 따라서도 심한 의존성을 보이기 

때문에 괴특성을 악하는 것이 더욱 어렵다. 결함이 존재하는 연성  취성 재

료의 괴특성을 평가하기 해 선형탄성 괴역학에서는 응력확 계수 K를 이용하

여 결함이 존재하는 시편의 괴특성을 평가하며, 선형탄성 괴역학이 용될 수 

없는 경우 탄소성 괴역학에 기 한 J- 분(J-integral) 는 CTOD(Crack Tip 

Opening Displacement)를 이용하여 괴특성을 평가한다. K, J- 분, CTOD와 같

은 매개변수로부터 재료의 괴특성을　결정하기 해 굽힘 하 이 작용하는 CT, 

SE(B)와 같은 표 시편을 이용하며, 이러한 시편은 높은 구속효과(high constraint 

effect)를 나타내기 때문에 보수 인 평가결과를 제시한다. 결함이 존재하는 경우, 

구속효과에 따라 괴특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하 조건, 시편형상의 변화에 따라 

표 시편의 괴특성과 차이가 나타난다. 이와 같은 문제 을 해결하기 하여 최

근 새로운 근법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마이크로 역학  손상모

델(micro-mechanical damage model)을 이용한 국부 근법(local approach)은 표

인 이다. 국부 근법은 괴가 발생하는 균열선단의 마이크로 역학 인 괴거

동을 통해 국부 인 역에 한 괴특성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이를 해서 손상

모델과 노치환 이나 표 시편에 한 시험이 필요하며, 다수의 유한요소해석을 바

탕으로 균열 구조물의 구속효과를 고려한 괴특성을 직 으로 구할 수 있다. 연

성 괴의 경우 공극의 생성, 성장, 합체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를 마이크로 역학  

손상모델로 구성하여 괴 항곡선을 측한다. 반면 취성 괴의 경우 균열 선단의 

응력분포에 따라 순간 으로 균열이 진 하고 손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데이터의 편차가 크다. 따라서 이러한 취성 괴의 경우 Weibull 분포를 따르는 식

을 통해서 손확률을 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불어 Weibull 매개변수를 결정

함에 있어 최 화 방법 도입이 필요하다.

R6 보고서에 따르면 재까지 2차원 시편모델에 한 국부 근법 평가 차는 어

느 정도 완성된 상태이며 3차원 모델에 한 평가 차가 논의 에 있는 것으로 보

고된 바 있다. 특히 컴퓨터의 성능향상으로 인해서 국부 근법에 기 한 괴특성 

평가가 다시  부각되고 있으며 3차원 유한요소해석을 통한 국부 근법이 연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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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상이 되고 있다. 한 실제 형 구조물에 용하기 한 시도가 필요하며, 

이를 해서는 기존의 2차원 시편 모델뿐만 아니라 상세 3차원 유한요소해석 모델

을 이용한 국부 근법 용 연구가 요구된다. 더불어 3차원 유한요소해석 모델의 

형상  하 형태 변화에 따른 매개변수 향의 정량화등 다양한 추가 연구가 필요

한 실정이다. 

제 2  연구목

본 연구의 목 은 유한요소법과 국부 근법을 기반으로 압력용기강의 괴거동을 

측할 수 있는 해석기술을 개발하고, 용 타당성을 검증하기 한 것이다. 연성

괴(Ductile fracture)의 경우 먼  압력용기강의 기본 인 재료특성(항복강도, 인장

강도, 응력-변형률 데이터 등)을 확보하고, 유 자알고리즘(Genetic algorithm)을 통

해 표  연성 괴모델로 알려져 있는 GTN(Gurson-Tvergaard-Needleman) 모

델과 Rousselier 모델의 최 화된 재료상수를 결정한다. 결정된 재료상수  마이크

로 역학  모델을 연계한 유한요소해석을 통해 재료의 괴특성(Jc  는 J-R  곡

선)을 측하고, 상응하는 괴특성 실험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구성모델의 매개변

수들을 최 화 한다. 취성 괴(Cleavage fracture)의 경우 압력용기강의 취성 괴

특성을 나타내는 온도구간에서 재료특성을 확보하고, 수치해석을 통해 표 인 

Weibull stress 모델의 매개변수를 결정한다. 결정된 매개변수  유한요소해석 결

과와 통계처리 기법을 연계하여 재료의 온도별 손확률을 측하고, 상응하는 

괴특성 실험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구성모델을 최 화 한다. 한 재료의 이방성을 

고려한 UMAT 개발  소형펀치(Small punch) 시뮬 이션을 이용한 연성 괴거동 

모사를 통하여 최 화된 마이크로 역학  매개변수의 타당성을 검증한다.

제 3  연구 범   수행 차

본 연구에서는 손상역학  괴역학 기반의 수치해석 기법 개발을 해 국부

근법 용기법 표 화와 마이크로 역학  매개변수를 포함한 해석모델 개발, 열화

된 압력경계 기기의 괴역학  수치해석  분석을 수행하 다. 국부 근법 용

기법 표 화를 해 와이블 통계처리기법(Weibull statics)을 이용한 취성 괴 모델

과 Rousselier 모델을 이용한 연성 괴모델에 한 매개변수 결정 차를 유 자알

고리즘을 사용하여 개선하 으며, Bimodal master curve, Randomly 

inhomogeneous master curve, Single point estimation 등 비균질재료에 용 가능

한 마스터커 (master curve) 방법에 한 분석과 균질재료의 마스터커 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인자에 한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 다. 마이크로 역학  매개변수를 

포함한 해석모델을 개발하기 해 균열선단 요소망 크기에 따른 향을 분석하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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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CT(Compact Tension) 시편과 PCVN(Pre-Cracked V-Notched) 시편의 괴인

성실험  3차원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여 괴인성변환도표(fracture toughness 

diagram)를 작성하 다. 한 수정계수(scale factor)를 도입하여 ASTM E1921에 

제시된 두께 보정식을 보완하 으며, 이를 활용하여 소형시편(miniature specimen)

에 용할 수 있는 마스터커  방법을 제안하 다. 열화된 압력경계기기의 괴역

학  수치해석  분석을 해 재료의 이방성이 괴거동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으며, 이를 해 Hill'48 항복포텐셜이 고려된 ABAQUS의 사용자 정의함수를 개

발하 고 소형펀치 시뮬 이션에 용하 다. 한 재료 거동 모사에 따라 계산되

는 하 -변 선도(load-displacement curve)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본 연구

개발의 세부내용  범 는 다음과 같다.

1. 국부 근법 용기법 표 화

 - 연성/벽개 손 모델의 매개변수 결정 차 개선

 - Weiubll 응력모델과 마스터커  연계기법 개발

2. 마이크로 역학  매개변수가 포함한 해석모델 개발

 - 재료별 괴인성변환도 작성

 - 시편형상/하 형태 변화에 따른 ASTM E1921 두께보정식 보완

3. 열화된 압력경계 기기의 괴역학  수치해석  분석

 - 재료의 이방성이 괴거동에 미치는 향 평가

 - 재료 거동 모사에 따른 민감도 분석

그림 1.1 연구개발 목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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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표 세부연구내용 연구개발 내용 비고

국부 근법 

용기법 표 화

Two-/Three-parameter 

Weibull 응력모델을 이용한 

벽개 손 평가 기법 결과 

비교/분석 

유 자 알고리즘을 이용한 Weibull 

매개변수 최 화  벽개 손 

평가기법에 따른 결과 비교/분석

1차년도

(2007)

GTN/Rousselier 모델 

매개변수 결정 차 개선

유 자 알고리즘을 이용한 연성 손 

모델의 재료상수 결정  개선된 

모델의 검증

3차년도

(2009)

Weibull 응력모델과 

마스터커  연계기법 개발

균질재료에 용 가능한 마스터커  

방법 분석을 해 측면홈과 

변 제어량, 시편 크기에 따른 향 분석

2차년도

(2008)

비균질재료에 한 데이터 취득  

용 가능한 마스터커  방법 분석 
3차년도

마이크로 역학  

매개변수를 

포함한 해석모델 

개발

시편형상/하 형태 변화에 

따른 ASTM E1921 두께 

보정식 보완

구속효과 정량화  ASTM E1921 

두께 보정식 보완 방안 수립

1차년도

(2007)

균열선단 요소망 크기에 따른 

향평가  괴인성변환도표 작성

2차년도

(2008)

ASTM E1921 두께 보정식 보완  

수정된 마스터커  방법 제안

3차년도

(2009)

열화된 압력경계 

기기의 

괴역학  

수치해석  분석

재료의 이방성을 고려한 

연성 괴거동 시뮬 이션

재료의 이방성을 고려한 UMAT 개발 

 소형펀치 시뮬 이션을 이용한 

연성 괴거동 모사

3차년도

(2009)

표 1.1 해당년도 연구개발 목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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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황

제 1  국내 기술개발 황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  반 성균 에서 처음 마이크로 역학  모델을 도입

하 으며, 2004~2005년 한국원자력연구원과 공동으로 마이크로 역학  모델 용을 

한 기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연성 괴의 경우 GTN 모델에 한 사용자 정

의함수를 개발하여 유한요소 마이크로 역학 해석 기법 개발하 으며 이를 국외에서 

수행된 시편 실험 결과와 비교하여 타당성을 검증하 다. 취성 괴의 경우  

Weibull 응력  Beremin 모델을 이용하여 취성 마이크로 역학  해석기법 개발하

고 CT시편에 한 이론해와의 비교를 통한 타당성을 검증하 다. 마이크로 역학

 모델의 용 타당성을 확인한 후 시편 형상이 연성재료의 괴 항곡선에 미치

는 향 평가, 시편 폭과 측면홈이 연성재료의 괴 항곡선에 미치는 향평가, 

CT시편의 평면 크기가 연성재료의 괴 항곡선에 미치는 향평가, 연성 마이크

로 모델을 이용한 3차원 실배  해석  측된 괴 항곡선의 비교를 통한 시편

과 실배 의 구속효과 정량화, Weibull 응력과 Beremin 모델을 이용한 CT시편과 

Charpy시편의 손 확률 계산, 실험 결과와의 비교를 통한 취성 손확률 측 결과

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의 경우 Weilbull 매개변수를 최

함에 있어 해석자의 경험에 의해 재료상수를 결정하며 많은 계산이 필요한 시행착

오법(trial and error method)을 용하 기 때문에 보다 효율 인 최 화 방법을 

이용한 추가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한, 이와 유사하게 GTN  Rousselier 모델

의 매개변수 결정 차에 한 연구와 더불어 CT시편의 구속효과 정량화  열화된 

압력경계 기기로의 확 용 방안 수립에 한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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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국외 기술개발 황

1980년  반 이후 미국과 유럽을 심으로 손상역학에 근거한 다양한 마이크로 

역학  모델이 개발되어 왔으며, 이를 괴역학 평가에 용하기 한 다수의 연구

가 진행된 바 있다. 벽개 괴와 련된 표 인 로 RKR(Ritchie, Knott and 

Rice) 모델과 Beremin 모델이 있으며, 연성 괴와 련된 RT(Rice and Tracy) 모

델, Rousselier 모델, GTN(Gurson-Tvergaard-Needleman) 모델을 들 수 있다. 그

러나 2000년 유럽에서 마이크로 역학  모델의 용성 확인을 해 Round-robin 

해석을 수행한 결과, 참여자들의 해석 데이터는 상당한 편차를 보 다. 이는, 각 모

델을 구성하고 있는 매개변수가 상이할 뿐만 아니라 매개변수 결정 차 한 연구

자에 따라 달랐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부분의 기존 2차원 수치해석 모델과 실제

인 3차원 모델 채택에 따른 차이, 연성-취성천이 역에서의 온도변화에 따른 

괴특성, 조사취화에 기인한 재료의 비균질성 등을 히 모사할 수 있는 모델의 

개발 필요성이 추가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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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결과

제 1  국부 근법 용기법 표 화

본 에서는 국부 근법 용기법 표 화를 해 연성/벽개 손 모델의 매개변수 

결정 차를 개선하고 와이블 응력모델과 마스터커  연계기법을 개발하 다. 연성/

벽개 손 모델의 매개변수 결정 차의 개선을 해, 기존 매개변수 결정 차의 문

제 을 정리하고 유 자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매개변수 결정 차를 최 화하 다. 

와이블 응력모델과 마스터커  연계기법 개발을 해, 비균질성 재료에 용 가능

한 single point estimation과 bimodal master curve, Randomly inhomogeneous 

master curve method 방법에 해서 분석하 으며 그 용성을 악하 다. 마지

막으로 측면홈(side-grooves)과 변 제어량, 시편크기 등 균질재료의 마스터커 에 

향을 미치는 인자에 해 민감도분석을 수행하 다.

1. 연성/벽개 손 모델의 매개변수 결정 차 개선

가. 매개변수 결정 차 개선의 필요성  유 자 알고리즘

기존의 매개변수 결정 차인 시행착오법은 해석자의 경험에 의해 재료상수를 결

정하며 한 많은 계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효율 이다. 벽개 손에서 사용하는 

최 가능성법(maximum likelihood method, MLM)의 경우에도 복잡한 가능성 함수

(likelihood function)가 필요하며 결정된 재료상수의 신뢰성 확보를 해 충분한 수

의 실험결과가 요구되는 등의 문제 을 가지고 있다. 한 최 화 방법 에 하나

인 신경회로망(neural network)의 경우에는 매개변수 결정 차 개선에 응용하기는 

용이하나 학습을 해 많은 양의 실험데이터 등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유 자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연성/벽개 손의 매개변수 결정 차를 개선하

고자 한다.

유 자 알고리즘은 다 의 자연선택 메커니즘(mechanism)을 근간으로 진화과정

을 모사하기 해 제안된 방법이다[1]. 최근에는 최 화 문제 해결을 해 공학 분

야에서도 많이 응용되고 있는데, 어려 가지 다양한 기법  다  섬(multi-island) 

유 자 알고리즘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다  섬 유 자 알고리즘의 특성은 

한 세 의 개체군이 여러 개의 하  개체군으로 나눠 질 수 있다는 것이며, 이러한 

하  개체군을 섬이라고 한다. 한 해가 부분 으로 최 화된 결과로 수렴하는 것

을 방지하기 하여 반복과정 동안 하  개체군을 독립 으로 유지하고 새로운 반

복과정 에 하  개체군 간의 지식 달 과정(migration)을 수행한다. Fig. 3.1은 

다  섬 유 자 알고리즘의 개념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  섬 유 자 알고리즘을 

벽개 손의 경우에는 와이블 응력모델과 연성 손의 경우에는 비교  간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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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usselier 모델과 연계하여 기존에 비해 빠르고 신뢰성 있는 매개변수 결정 차

를 제안하고자 한다.

나. 유 자 알고리즘을 이용한 연성 손 모델 매개변수 최 화

연성 손의 경우 Rousselier 모델의 매개변수 결정 차를 유 자 알고리즘을 이

용하여 개선하 다. Rousselier 모델은 정수압응력의 함수로 항복포텐셜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 다.

 


×××

   (1)

여기서, 과 D는 조정 매개변수, 는 von Mises 등가응력, 는 정수압응력, 는 

재료의 도, 는 공극체 비율이며 
 는 가공경화법칙을 표 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유한요소해석 결과와 실험데이터의 평균제곱오차를 최소화하는 문

제로 선정하고 아래의 식을 목 함수(objective function)로 정의하 다.






   
 (2)

여기서, fi는 유한요소해석을 통해 얻게 되는 하 -변  선도(load-displacement 

curve) 데이터이며 yi는 소형펀치 시험을 통해 얻게 되는 하 -변  선도 데이터이

다. 설계변수(design variables)로는 식 (1)에 제시된 Rousselier 모델의 재료상수  

ff, f0, D, σ1이며 경계조건은 아래와 같다.

  

    

   

    

(3)

Fig. 3.2는 유 자 알고리즘을 이용한 Rousselier 모델의 매개변수 차를 최 하

기 한 차를 도시한 것이다. Rousselier 모델과 소형펀치 시뮬 이션을 통해 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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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는 하 -변  곡선과 실제 소형펀치 실험을 통해 획득된 하 -변  곡선을 

비교하여 그 오차가 0.01보다 작으면 값이 수렴하는 것으로 단하 으며, 상용 로

그램인 I-Sight를 사용하여 최 화를 수행하 다. Table 3.1은 다  섬 유 자 알고

리즘을 이용한 최 설계를 수행 해 설정된 라미터들을 정리한 것이다.

합 강(Y5)과 고크롬강(G91)을 상으로 수행된 소형펀치 시험을 통해 하 -

변  곡선을 구하 으며 Fig. 3.3에 도시하 다. 유한요소해석 결과와 비교하기 

해 하  변 선도를 Fig. 3.4와 같이 5구간으로 나 고 각각의 구간을 3차 함수 형

태의 식으로 추정하 으며, 각각 구간의 곡선의 상수는 Table 3.2에 정리하 다.

소형펀치 시뮬 이션을 통해 하 -변  곡선을 취득하 으며, 이를 해 2차원 

평면 변형률 요소(CPE4 in ABAQUS element library)를 이용하 으며 해석 시 진

응력-변형률 데이터에 기반을 둔 증분소성이론(incremental plasticity theory)과 

규모 변형률 해석(large strain analysis) 조건을 용하 다.

Table 3.3에 유 자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결정된 Rouselier 매개변수를 정리하

다. 한 Fig. 3.5는 Table 3.3의 결과를 용한 유한요소해석을 수행 후 얻어진 하

-변  선도와 소형펀치 시험을 통해 얻은 하 -변  선도를 비교한 것으로, 그 

결과 체 으로 잘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유 자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매개변수 결정 차를 개선하는 이유는 소형펀치 시

편을 사용하여 재료의 괴 항 특성을 측하기 한 것이다. 상기 단계에서는 소

형펀치 실험  손상모델(damage model)과 연계한 탄소성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

고, 두 결과와 유 자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재료별 매개변수를 결정하 다. 다음 

단계에서는 결정된 매개변수를 반 하여 괴역학 평가에 필요한 표  

1T-CT(Compact Tension) 시편의 J-R  곡선 측 결과와 유한요소해석을 통해 

측된 결과와 비교를 통해 측결과의 타당성을 확인한다.

Fig. 3.6은 표  1T-CT 시편의 J-R  곡선 측에 사용된 2차원 유한요소모델을 

도시한 것이다. 요소의 종류와 균열선단의 요소망은 등은 소형펀치 시편과 동일하

게 설정하 으며, 변  제어를 통해 하 을 용하 다. 소형펀치시편에 한 실험 

 해석 결과를 기반으로 측한 J-R 곡선의 타당성 확인을 해 표  1T-CT 시

편에 한 실험을 한국원자력안 기술원에서 수행하 다. 시편의 치수는 

25.4mm(1in)의 두께(B)와 50.8mm(2in)의 폭(W)을 비롯하여 모두 ASTM E1820에 

따랐다. 한 날카로운 균열선단을 생성하기 해 시험편의 무차원 균열길이(a/W)

는 0.55가 되도록 피로 비균열을 삽입하 으며, 두께의 20%에 해당하는 측면홈을 

가공하여 균열의 직진성을 도모하 다.

Fig. 3.7은 합 강과 고합 강의 소형펀치시편에 한 실험  해석 결과를 기

반으로 측한 J-R  곡선과 표  1T-CT 시편을 통해 획득된 J-R  곡선을 비교한 

것이다. 비교 결과, 소형펀치 실험과 표  1T-CT 실험 등의 상이성을 고려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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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된 J-R  곡선과 실험을 통해 획득된 J-R  곡선은 잘 일치하는 것으로 단된

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유 자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매개변수를 결정하는 방법은 

타당성을 확인하 으며, 이 방법을 이용하면 기존 매개변수 결정 차의 문제 을 

일부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2].

다. 유 자 알고리즘을 이용한 벽개 손 모델 매개변수 최 화

벽개 손의 경우 실험데이터로부터 구한 평균 손확률과 유한요소해석 데이터로

부터 구한 손확률 사이의 평균제곱오차를 최소화하 다. 손확률은 와이블 분포

를 따르는 응력분포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표 할 수 있다.

  
 



 (4)

여기서, Pf는 손확률이며 m과 σu, σth는 각각 shape, scale, threshold parameter로 

같은 재료에 해서는 동일한 값을 갖는 재료상수이다. σW는 와이블 응력이다.

본 연구에서는 평균제곱오차의 최소화문제를 식 (5)과 같이 최  설계 문제로 정

식화하 다.






  
 (5)

여기서, yi는 평균 손확률(Pr)이고 fi(m, σu, σth)는 유한요소해석결과로부터 구한 

손확률이며, i는 괴인성 실험데이터의 개수이다. 설계변수는 m, σu, σth이고 각

각의 조건은 식 (6)과 같다.

    (6)

 

평균 손확률은 괴인성실험데이터와 식 (7)을 이용하여 구하며, 본 연구에서 

사용한 괴인성 시편은 단면의 크기가 10x10mm PCVN(Pre-Cracked Charpy 

V-Notch) 시편(a/W=0.5)을 이용하여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괴인성 실험을 수행

하 다. 재료는 SA508 탄소강으로, 시험온도는 -80°C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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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여기서, Pr은 평균 손확률, i는 Jc값을 오름차순으로 정렬했을 때 순서에 따라 부

여된 자연수이며, N은 체 시편의 개수이다.

한 유한요소해석 결과로부터 계산된 손확률은 식 (4)과 후술할 정인 식 

(20)을 이용하여 도출한다. 해석에 사용된 유한요소모델은 10x10mm PCVN 시편으

로써, 8  육면체 요소를 이용하여 작성하 으며, 11,594개의 과 9,740개의 요

소로 구성되었다.

식 (5)의 목 함수와 식 (6)의 조건을 유 자 알고리즘과 I-Sight를 사용하여 최

화하 으며 과정은 Fig. 3.8과 같다. 최 화에 사용된 해석조건은 Table 3.4와 같

다. 실험을 통해 구한 손확률과 유한요소해석결과를 통해 구한 손확률을 비교

하여 그 오차가 0.01보다 작으면 값이 수렴하는 것으로 단하 다. Table 3.5는 유

자 알고리즘을 활용한 와이블 응력 상수 결정법을 이용한 PCVN 시편의 재료상

수를 결정한 결과이다. 시행착오법의 경우 평균제곱오차가 0.201 이었으며, 유 자 

알고리즘을 이용할 경우 0.005이었다. 이는 기존의 최 가능성 방법보다 유 자 알

고리즘을 이용하면 평균제곱오차를 97.5%를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 으며, 효율 으

로 재료상수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한 Fig. 3.9는 결정된 재료상수

를 이용하여 구한 손확률을 비교한 것으로써 유 자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측한 

손확률이 실험 데이터로부터 구한 손확률과 잘 일치함을 알 수 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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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 Optimized parameters of multi-island genetic algorithm for ductile 

fracture

Size of subpopulation 5 Rate of crossover 1

No. of island 5 Rate of mutation 0.01

No. of generations 10 Rate of migration 0.5

Gene size 32 Interval migration 5

Table 3.2 Polynomial equation of Y5 and G91

Material
P=C1+C2δ+C3δ

2+C4δ
3

C1 C2 C3 C4

Y5

PI 0.016 6.004 -41.242 117.915

PII 0.253 0.856 - -

PIII 0.149 1.108 - -

PIV 1.841 -2.953 3.462 -1.054

PV 24.658 -12.602 - -

G91

PI 0.006 5.851 -28.670 58.559

PII 0.302 0.990 - -

PIII 0.233 1.162 - -

PIV 0.678 -0.137 1.428 -0.577

PV -55.130 108.800 - -

Table 3.3 Calibrated parameters of Rousselier model

Material σ1 D f0 ff

Y5 800 3.5 0.00007 0.45

G91 1220 3.0 0.00030 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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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4 Optimized parameters of multi-island genetic algorithm for brittle 

fracture

Size of subpopulation 100 Rate of crossover 0.85

No. of island 10 Rate of mutation 0.02

No. of generations 10 Rate of migration 0.5

Gene size 32 Interval migration 5

Table 3.5 Calibrated parameters of Weibull stress model

Method m σu σth Residual

Trial and error 22 1400 350 0.201

Maximum likelihood function 19 1238 - 0.053

Genetic Algorithm 11 1211 214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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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 Schematic diagram of multi-island genetic algorithm

Fig. 3.2 Calibration procedure for ductile fracture by using multi-island genetic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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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 Experimental P-δ  curves of SP specimens

Fig. 3.4 P-δ curves which is divided into 5 s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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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ow alloy steel(Y5)

(b) High Cr steel(G91)

Fig. 3.5 Comparison of P-δ  curve between small punch test and small punch 

simulation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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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 2D FE model of 1T-CT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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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ow alloy steel(Y5)

(b) High Cr steel(G91)

Fig. 3.7 Comparison of J-R  curve between 1T-CT test and 1T-CT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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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8 Calibration procedure for brittle fracture by using multi-island genetic 

algorithm 

Fig. 3.9 Comparison of failure probability between trial & error method, maximum 

likelihood method and genetic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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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와이블 응력모델과 마스터커  연계기법 개발

가. 비균질 재료에 용 가능한 마스터커  방법 분석

ASTM E1921에 수록된 마스터커  방법은 데이터 분산이 큰 재료에 용하기 

어려운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비균질 재료에 용 가능한 마스터커  

방법을 조사하 으며, 비균질 재료의 데이터 확보  재 제시된 방법들에 해 

타당성을 악하 다. Fig. 3.10에 도시한 바와 같이 기본 인 마스터커  방법은 

분포가 산만한 비균질 재료에 해 용성이 우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다양한 방법이 제시되었다[4, 5].

- Single point estimation

- Bimodal master curve method

- Randomly inhomogeneous master curve method

Single point estimation은 식 (8)을 이용하여 괴인성 천이온도(reference 

temperature, T0)를 결정한다.

  

 




 




 (8)

여기서, r은 데이터 (censoring)을 하지 않은 체 실험의 개수이다. Single 

point estimation 방법의 경우, 데이터 을 하지 않은 값을 가지고 각각 개별의 

괴인성 천이온도를 계산한 후에 T0SP를 계산한다. Table 3.6과 식 (8)을 이용하여 

single point estimation 방법의 용성을 분석하 다. 그 결과 Fig. 3.1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상기 방법은 활동성이 우수하나 비균질 재료에 괴인성 천이온도로 결

정함에 있어 다소 정확성이 부족하다고 단된다.

Bimodal master curve 방법은 데이터를 두 부분으로 나 고 각각의 분포를 이용

하여 비균질재료의 마스터커 를 하는 방법으로써, Bimodal master curve의 확률

분포는 식 (9)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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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9)

여기서, K01과 K02는 두 가지 분포에서 각각의 괴인성을 나타내며, pa는 첫 번째 

분포의 괴인성 확률을 나타난다. 다 온도 시험법을 사용하기 해서, 시험법으로

는 최 가능성 법을 활용해야 하며 이때의 가능성 함수는 다음과 같이 표 된다.







 ∙

  (10)

여기서, fc는 확률 도함수(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이고 Sc는 생존함수(survival 

function), δ는 데이터  라미터를 나타낸다. 확률 도함수와 생존함수는 각각 

식 (11)과 식 (12)로 계산할 수 있다.

  ∙∙
 



∙∙




∙
 




 (11)

  ∙
 



∙
 



  (12)

아래 식을 최 화하면 bimodal master curve의 라미터들을 얻을 수 있다.

 




∙ 
∙    (13)

Bimodal master curve 방법은 3가지 변수(K01, K02, pa)를 이용하여 마스터커 를 

작성하므로 기존의 방법보다 다소 복잡하기는 하나 비균질 재료에 용성은 우수한 

것으로 단된다.

Randomly inhomogeneous master curve method 방법은 최 가능성법을 기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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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고 있으며, 괴인성 천이온도를 계산할 때 데이터를 가우시안 분포(Gaussian 

distribution)로 가정하고 평균 TOMML과 표 편차 σTOMML를 계산하게 된다. T0을 

계산을 한 확률 도함수는 식 (14)과 같다.

 ∙












∙




 






 (14)

조건부 생존함수는 식 (15)과 같고 국부  조건부 확률 도는 식 (16)과 같다. 

  
 



  (15)


 ∙






∙
 



  (16)

한 최종 생존함수  분포함수는 식 (17)과 식 (18)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

다.

 
∞

∞

∙ ∙  (17)

 
∞

∞

∙ ∙  (18)

라미터(TOMML, σTOMML)는 식 (17)과 식 (18)을 식 (13)에 입 후 최 값을 찾

으면 계산된다.

Table 3.7과 문헌조사를 통하여 상기 제시된 bimodal master curve와 master 

curve analysis of random inhomogeneties에 타당성을 분석을 수행하 고[6], 그 결

과 Fig. 3.12에 도시한 바와 같이 bimodal master curve를 활용할 경우 실험데이터

를 히 묘사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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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균질재료에 용 가능한 마스터커  방법 분석

균질재료 마스터커 에 향을  수 있는 측면홈과 변 제어량, 시편 크기에 따

른 향을 분석하 다. 측면홈 향을 평가하고 최 모델을 선정하기 해 Fig. 

3.13과 같이 3가지 경우의 유한요소모델을 작성하 다. 민감도 분석을 통해 해석결

과가 유사하면서도 상 으로 덜 조 한 요소망을 가진 CASE 2를 최 모델로 선

정하 으며, 측면홈의 향을 Fig. 3.14에 도시하 다. 측면홈 형태에 따른 향을 

분석하기 해 Fig. 3.15와 같이 U자 형태 측면홈(U-grooves)과 V자 형태의 측면

홈(V-grooves)에 해 유한요소모델을 작성하고 해석결과를 Fig. 3.16에 정리하

다. 측면홈의 경우에는 측면홈 형태에 한 향은 미미하나 측면홈 시작부분에서 

J- 분값이 측면홈이 고려된 않은 모델보다 과도한 값을 갖게 된다. 측면홈의 역할

인 균열의 직진성과 연계했을 때 해석결과는 타당한 것으로 단되며, 이 결과는 

ASTM E1921의 두께 보정식 제안과 련된 연구에 활용하 다.

한 변 제어량과 시편크기의 향을 악하기 해 Fig. 3.20에 도시된 PCVN 

시편을 상으로 평가를 수행하 다. 변 제어량을 시편크기에 따라 2mm, 1mm, 

0.67mm로 설정해  경우와 두께에 상 없이 변 제어량을 동일하게 한 경우를 비

교한 결과 변 제어량 변화에 따른 향은 수치에러 수 으로 미미함을 알 수 있었

다. Fig. 3.17은 그 결과를 도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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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6 Test data of single point estimation

Size
Test Temp.

(℃)

σy

(MPa)

KJc

(MPa√m)

KJc
1T

(MPa√m)

KJc(limit)

(MPa√m)
δi

1T -20 537 88.6 88.6 311 1

1T -20 537 416.7 416.7 311 0

1T -20 537 395.6 395.6 311 0

1T -20 537 524.2 524.2 311 0

1T -50 550 128.4 128.4 316 1

1T -50 550 114.6 114.6 316 1

1T -50 550 146.7 146.7 316 1

1T -50 550 94.6 94.6 316 1

1T -50 550 412.4 412.4 316 0

1T -70 560 136.9 136.9 320 1

1T -70 560 117.1 117.1 320 1

1T -70 560 122.1 122.1 320 1

1T -70 560 137.4 137.4 320 1

1T -70 560 127.3 127.3 320 1

1T -70 560 129 129 320 1

1T -70 560 113.8 113.8 320 1

1T -100 575 111.7 111.7 326 1

1T -100 575 96.9 96.9 326 1

1T -100 575 173.4 173.4 326 1

1T -100 575 96.4 96.4 326 1

1T -100 575 131.5 131.5 326 1

1T -40 546 87.3 87.3 314 1

1T -40 546 80.2 80.2 314 1

1T -60 555 86.2 86.2 318 1

1T -60 555 87.2 87.2 318 1

1T -80 564 99.7 99.7 322 1

1T -80 564 81.1 81.1 32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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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6 (Continued)

Size
Test Temp.

(℃)

σy

(MPa)

KJc

(MPa√m)

KJc
1T

(MPa√m)

KJc(limit)

(MPa√m)
δi

0.4T -50 550 124.5 103.2 209 1

0.4T -50 550 322.9 261.1 204 0

0.4T -20 537 347.7 280.8 204 0

0.4T -20 537 414.6 333.9 208 0

0.4T -100 575 81 68.6 214 1

0.4T -100 575 161.3 132.5 211 1

0.4T -100 575 92.9 78 218 1

0.4T -100 575 135.1 111.5 211 1

0.4T -100 575 116.8 96.9 217 1

0.4T -100 575 225.5 183.4 217 0

0.4T -50 550 306 247.5 207 0

0.4T -50 550 359.1 289.6 212 0

0.4T -50 550 393 316.9 206 0

0.4T -50 550 340.6 275 204 0

0.4T -50 550 394.4 318 207 0

0.4T -50 550 335.9 271.6 209 0

0.4T -165 612 56.1 48.7 211 1

0.4T -165 612 40.9 36.7 225 1

0.4T -165 612 37.9 34.3 220 1

0.18T -140 597 107.6 77.2 153 1

0.18T -140 597 111.1 79.5 155 1

0.18T -140 597 91 66.3 155 1

0.18T -140 597 98.1 71 153 1

0.18T -140 597 84.7 62.2 149 1

0.18T -140 597 48.7 38.8 154 1

0.18T -140 597 101.2 73 14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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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7 Test data of inhomogeneous materials

Test number
Test Temp.

(℃)

Thickness

(mm)

KJc  measured

(MPa√m)

1 -100 10 75.8

2 -100 10 139

3 -80 10 171.1

4 -80 10 96.9

5 -80 10 115.2

6 -60 10 115.7

7 -60 10 224

8 0 10 100

9 0 10 100

10 0 10 100

11 0 10 100

12 0 1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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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0 Limitation of existing master curve method in ASTM E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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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 Limitation of single point estimation method



- 29 -

(a) Single point estimation

(b) Bimodal master curve

(c) Random inhomogeneous master curve

Fig. 3.12 Comparison of master curve methods for inhomogeneous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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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 FE model of PCVN with side-grooves

Fig. 3.14 The effects of side-grooves on J-integ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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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Without side-grooves

(b) With U-grooves

(c) With V-grooves

Fig. 3.15 PCVN-specimen FE models including different type of side-groo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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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6 The effects of side-grooves on J-integral by using various geometry of 

side-grooves

Fig. 3.17 Relationship between displacement control and specimen thick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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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본 에서는 국부 근법 용기법 표 화를 해 연성/벽개 손 모델의 매개변수 

결정 차를 다  섬 유 자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개선하 으며, 와이블 응력모델과 

마스터커 를 연계하기 해 비균질 재료에 용 가능한 마스터커  방법을 조사하

고 그 용성을 분석하 다. 한 균질재료의 마스터커 에 향을 미치는 인자인 

측면홈과 변 제어량, 시편크기에 한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 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연성 손의 경우, Rousselier 모델의 매개변수 결정 차를 유 자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개선하 으며, 결정된 재료상수를 기반으로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여 

J-R  곡선을 측하 다. 실험의 J- 분값과 최  20%의 오차가 발생하는 것

을 확인하 으나, 이는 소형펀치  CT 시편을 이용을 통해 얻어진 실험조건

의 상이함을 고려할 때 그 결과는 타당한 것으로 단된다.

(2) 벽개 손의 경우, 와이블 응력모델의 매개변수 결정 차를 유 자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개선하 으며, 기존 방법(시행착오법, 최 가능성법)과 유 자 알고리

즘을 이용한 결과와 비교하여 제안한 방법의 우수성을 확인하 다.

(3) Single point estimation, bimodal master curve, Randomly inhomogeneous 

master curve 방법등 비균질 재료에 용할 수 있는 3가지 마스터커  방법에 

해 타당성을 분석하 으며, 그 결과 single point estimation 방법은 다소 

용성이 떨어지며 Randomly inhomogeneous master curve 방법은 과도하게 보

수 인 측을 하는 것을 확인하 다. 따라서 추후 비균질 재료에 한 마스터

커  작성을 해서는  bimodal master curve가 할 것으로 단된다. 

(4) 균질재료의 마스터커 에 향을 미칠 수 있는 3가지 인자(측면홈, 시편크기, 

변 제어량)에 해 민감도 분석결과, 측면 홈은 재료의 괴인성에 향을 미

치나 시편크기와 변 제어량의 상 계는 그 향이 미미함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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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마이크로 역학  매개변수를 포함한 해석모델 개발

본 에서는 마이크로 역학  매개변수를 포함한 해석모델을 개발하기 해 수행

한 균열선단 요소망 크기에 따른 향 분석  괴인성변환도표(fracture 

toughness diagram)를 작성과 련한 내용을 기술하 다. 우선 으로 균열선단의 

요소망 크기가 시편의 두께에 따란 변경되는 모델과 시편 크기에 상 없이 일정한 

요소망 크기를 갖는 모델을 개발하여 그 향을 분석하 다. 한 작성된 괴인성

변환도표를 PCVN 시편에 용하기 해 ASTM E1921 두께 보정식에 수정계수

(scale factor) 도입을 제안하 으며, 수정된 두께 보정식을 마스터커 에 용하여 

그 향을 분석하 다. 추가 으로 측면홈의 존재 유무에 따른 향을 분석하 으

며, 수정계수  괴인성 천이온도를 제시하 다.

1. 련 이론

가. 와이블 응력모델

본 연구에 사용된 마이크로 역학  손상모델은 링크 끊어짐 상(weakest link 

theory)에 기반한 와이블 응력모델이다. 이 모델의 기본 개념은 벽개 괴를 링크 끊

어짐 상으로 가정하고 손확률은 최소 한 개의 괴 유발입자를 만나는 확률과 

같다는 것이다[7-9]. 이 모델은 다양한 균열 구조물의 구속 효과를 포함한 괴특

성을 직 으로 구할 수 있으며, 식 (19)을 이용하여 와이블 응력을 계산한다.

  





  



 (19)

 

여기서 V0은 균열 선단에 정의한 참조부피(reference volume)를 나타내며 ne는 참

조부피 내에 존재하는 소성요소의 개수, Vi는 i번째 소성요소의 부피, σ1,i는 최  주

응력을 나타낸다.

나. ASTM E1921

ASTM E1921은 천이온도구간(Ductile-Brittle Transition Temperature, DBTT)

에서 벽개취성 괴거동을 보이는 페라이트계 강에 한 괴인성 천이특성 기 온

도, T0을 결정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10]. 특히 괴인성은 천이 역에서 시편

의 두께에 큰 향을 받으며, ASTM E1921에서는 이를 보정해주고자 아래와 같은 

두께 보정식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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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여기서, KJc
xT는 실험을 통해 측정된 괴인성값이고 BxT는 시험편의 두께, B1T는 

1T-CT시편의 두께로 25.4mm이다. Kmin은 경험 으로 결정된 값으로 ASTM에서

는 20MPa√m로 제시하고 있다. 우변의 지수 1/4는 Weibull 지수의 역수이며, 

Weibull 지수 4는 합 강의 벽개 괴인성 특성을 잘 표 한다.

다. 마스터커

마스터커 는 K. Wallin이 연성-취성천이온도 역에서 온도에 따라 괴인성값

이 큰 편차를 보이는 것을 해결하기 해 제안한 것으로, 부분의 페라이트계 강

에서 온도에 따른 취성 괴인성의 변화를 특성온도(T0)로 보정된 하나의 마스터 

커 로 나타내는 것이다[11, 12]. Fig. 3.18은 ASTM E1921에 제시되어 있는 마스

터커  작성 순서를 도시한 것이다. 

마스터커 는 단일온도 시험법(single temperature estimation)과 다 온도 시험

법(multi temperature estimation)으로 정리된다. 시편 형상에 따른 최  괴인성의 

제한조건을 만족하는 유효한 괴인성값이 6개 이상이 되도록 시험을 반복한 후에,  

식 (20)을 이용하여 각각의 괴인성값을 25.4mm의 1T-CT 시편 두께에 해당하는 

괴인성값으로 보정한다. 1T-CT 시편 두께로 보정된 KJc(i)를 식 (21)에 입하여 

T0을 계산한다.

 
 







  


  (21)

여기서, T0은 페라이트 강의 천이온도 특성온도이며, T는 실험 온도, KJc(med)는 모

든 괴인성값의 50% 확률  평균값이다.

다 온도 시험법에 의해 계산되는 T0은 유효 데이터   1T-CT 시편 두께

로 보정이 된 KJc(i)를 아래에 식에 입하여 계산한다.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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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δi는 데이터가 유효한 경우 1, 무효한 경우 0이 된다. N은 총 시험시편 수, 

Ti는 KJc(i)에 응되는 시험 온도이다.

구해진 T0로부터 천이온도구간 T에 한 마스터커 는 다음 식으로부터 구할 수 

있다.

  

  

  

 (23)

여기서, KJc(0.5), KJc(0.5), KJc(0.5)는 괴인성의 확률을 나타내는 것으로 각각 50%, 

5%, 95%의 특성 곡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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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8 The procedure of master curve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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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괴인성변환도표 작성

가. 재료물성치  괴인성치

해석에 사용된 재료는 SA508 탄소강으로써, 다음 식과 같이 Ramberg-Osgood의 

탄소성 응력-변형률 계식을 따른다고 가정하 다.




 




 


 (24)

시험온도는 각각 -60°C와 -80°C이며 각 온도에 한 인장시험결과는 Fig. 3.19에 

도시하 다. 탄성계수와 푸아송의 비는 각각 210GPa, 0.3을 사용하 으며, Table 

3.8에 해석에 용한 Ramberg-Osgood 상수인 ⍺, ｎ를 정리하 다.

괴인성 시험은 측면홈이 존재하지 않는 10x10mm PCVN 시편(a/W=0.5)을 이

용하여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수행하 으며, Table 3.9에 정리하 다.

나. 유한요소모델

균열선단 요소망 크기에 따른 향 분석을 해 Fig. 3.20과 같이 시편 두께에 따

라 균열선단의 요소망 크기를 변경한 모델과 시편 크기에 상 없이 균열선단의 요

소망 크기에 따라 일정한 모델을 작성하 다. 형상은 칭성을 고려하여 1/4만 모

델링 하 으며 8  육면체 요소를 사용하 다. CT 시편의 경우에는 1T-CT와 

1/2T-CT, 1/3T-CT를 작성하 으며,  19,525개와 요소 116,640개로 구성되었

다. PCVN 시편은 10x10mm와 5x5mm, 3.3x3.3mm를 작성하 으며  11,594개와 

요소 9,740개로 이 졌으며 측면홈은 고려하지 않았다. Fig. 3.21에는 하 조건과 경

계조건을 도시하 으며, 하 의 경우 변  제어를 이용하여 용하 다. 와이블 응

력에 향을 미치는 참조 부피는 시편 크기에 따라 균열선단의 요소망의 크기를 변

경한 모델의 경우에는 각각 8mm
2, 1mm2, 0.6mm2이며 시편 크기에 상 없이 균열

선단의 요소망 크기가 일정한 모델은 참조 부피를 1mm
2로 동일하게 구성하 다.

다. 유한요소해석 결과

와이블 응력을 계산하기 해 결정된 재료상수는 Table 3.10에 정리하 으며 이

는 본 연구진이 이 에 수행했던 결과를 참고한 것이다[13]. Fig. 3.22는 유한요소 

해석결과를 이용하여 작성한 온도변화에 따른 σw-J 선도로써, 벽개 괴의 특성을 

보이는 -60°C와 -80°C의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다. 1T-CT와 PCVN 시편의 해석결

과는 유사한 경향을 보 으며, 동일한 와이블 응력상태인 1500MPa에서 PCVN의 

J- 분값이 1T-CT시편의 J- 분값보다 2배 정도 크게 높게 나타났다. 이는 두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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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사이에 균열선단의 3축 응력발생 유무에 따른 차이로 인해 두께가 얇은 PCVN 

시편에 비해 1T-CT 시편의 벽개 괴가 더 쉽게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이한 결과는 괴인성변환도표에 반 되었으며, 이를 이용하여 기존 두께 보정식

을 보완하 다. 한 시편 크기에 따라 균열선단의 요소망 크기를 변경한 모델과 

시편 크기에 상 없이 균열선단의 요소망 크기가 일정한 모델과 비교한 결과, 동일

한 와이블 응력상태 1500MPa에서 17% 정도의 J- 분값의 오차를 확인했으며, 이 

결과는 괴 거동에 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라. 괴인성변환도표

Dodds Jr. 등은 와이블 응력모델과 ASTM E1921을 연계한 TSM(Toughness 

Scale Method)를 제시하 으며, 이를 활용하면 구속효과를 정량화 할 수 있다

[14-17]. 본 연구에서는 TSM을 기본으로 CT 시편과 PCVN 시편의 유한요소해석

결과를 이용하여 괴인성변환도표를 작성하 으며, 그 결과는 Fig. 3.23과 같다. 시

편 크기에 따라 균열선단의 요소망 크기를 변경한 모델의 경우, -60°C와 -80°C의 

온도범 에서 PCVN 시편의 크기가 작아질수록 큰 KJc  값이 도출되었으며, 이는 

괴인성변환도표에 향을 미쳐 두께에 따라 괴인성변환도표가 큰 차이가 발생

하게 된다. 그러나 균열선단의 요소망 크기가 동일할 경우 온도와 PCVN 시편 두

께 변화에 따른 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도출된 결과는 SA508 탄소

강의 벽개 손의 특성을 나타내며 괴인성 천이온도 계산 시 이용되는 두께 보정

식을 수정하는데 활용하 다.



- 40 -

Table 3.8 R-O parameters of SA508 carbon steel under -60°C and -80°C

Temperature Yield strength(MPa) n α

-60°C 454.8 6.78 6.24

-80°C 452 6.24 4.38

Table 3.9 Fracture toughness test data of SA508 carbon steel

No.
Jc, -60°C

(kJ/m2)

Jc, -80°C

(kJ/m2)

1 80.8 31.9

2 90.8 33.6

3 91.6 45.3

4 91.8 60.4

5 113.2 70.0

6 136.3 80.4

7 144.0 100

8 166.7 -

Table 3.10 Weibull parameter of SA508 carbon steel

Temperature m σu

-60°C 22.4(22) 1359(1500)

-80°C 19.4(22) 1238(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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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9 Tensile test data of SA508 carbon steel

Fig. 3.20 FE models of CT and PCVN specimen under the same mesh size at 

crack-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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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T-CT specimen

(b) PCVN specimen

Fig. 3.21 Loading and boundary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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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편형상/하 형태 변화에 따른 ASTM E1921 두께 보정식 보완

가. 구속효과 정량화의 필요성

최근에는 소형 시편(miniature specimen)을 이용하여 괴인성 시험을 수행하는

데, 괴인성치는 시편형상에 큰 향을 받는다. 따라서 ASTM E1921에서는 식 

(20)과 같은 보정식을 이용하여 시편의 두께 차이로 인한 크기효과를 보정할 수 있

다. 이 식을 사용하면 두께가 서로 다른 CT 시편의 시험을 통하여 얻은 괴인성

값을 1T-CT 시편에서 얻어질 수 있는 괴인성값으로 환산한다. 그러나 Fig. 3.24

에 도시된 것과 같이, PCVN 시편의 경우에는 ASTM E1921이 괴인성변환도표보

다 더 크게 괴인성을 측한다. 특히, 두께 보정식은 마스터커 의 괴인성 천이

온도  등가 응력확 계수(equivalent stress intensity factor)에 향을 미치므로, 

1T-CT 시편과 PCVN 시편의 괴인성값을 보정할 수 있는 새로운 보정식이 요구

된다.

나. 수정계수를 이용한 ASTM E1921 두께 보정식 보완

술한 바와 같이, ASTM E1921과 괴인성변환도표의 차이를 보정하기 해서 

수정계수(scale factor)를 제안하 으며, 수정계수와 식 (20)을 이용하여 PCVN 시편

에 용할 수 있는 새로운 두께 보정식을 아래와 같이 제안하 다.


 


 



 (25)

여기서, α는 수정계수이다.

수정계수는 PCVN 시편의 두께에 따른 괴인성변환도표와 ASTM E1921의 

측 괴인성값을 비교하여 결정되었으며, Table 3.11에 정리하 다. 10x10mm 

PCVN, 5x5mm PCVN, 3x3mm PCVN의 수정계수와 두께를 선형 추세선(linear fit)

과 2차 다항식 추세선(quadratic fit), 로그형 추세선(log fit), 거듭 제곱형 추세선

(involution fit)을 이용하여 수정계수와 두께의 상 계를 Fig. 3.25와 같이 유추하

다. 특히 유추되는 상 계의 합성을 단하기 해 실제로 존재하지는 않지

만 1T-CT 시편과 동일한 두께를 가진 25.4x25.4mm PCVN을 Fig. 3.26과 같이 모

델링하고 이를 이용하여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 다. 그 결과는 Fig. 3.27과 Fig. 

3.28에 도시하 으며 거듭 제곱형 추세선이 PCVN 시편의 두께 보정식을 잘 설명

할 것으로 단된다. PCVN 시편의 두께 차이로 인한 크기효과를 보정하기 해 

식 (25)과 수정계수와 두께의 상 계를 이용하여 식 (26)을 제안하 으며,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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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PCVN 시편의 괴인성값을 1T-CT 시편에서 얻어질 수 있는 괴인성

값으로 환산할 수 있다[18].


 


 



  ×


 (26)

술한 바와 같이, ASTM E1921에서 제시된 두께 보정식은 등가 응력확 계수

를 계산할 때 사용하게 되고 이는 마스터커 의 괴인성 천이온도에 향을 미치

게 된다. Fig. 3.29는 식 (20)을 이용한 재 ASTM E1921에 제시된 마스터커  방

법(presented master curve)과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식 (26)을 이용하여 그려진 

수정된 마스터커 (revised master curve)이다. KJc(med) 값이 100MPa 일 때, 재 

ASTM E1921에 제시된 마스터커 의 괴인성 천이온도가 -76°C이고, 식 (26)을 

이용한 수정된 마스터커 의 괴인성 천이온도는 -62°C이다. 이는 1T-CT 시편과 

PCVN 시편의 구속효과 정량화에 따른 향으로 단되며 이를 반 하여 수정된 

마스터커  방법을 제안하 다.

다. 수정된 마스터커  방법

Fig. 3.30은 단일온도 시험법과 식 (26)을 이용하여 도시된 수정된 마스터커 이

고 Fig. 3.31은 다 온도 시험법과 식 (26)을 이용하여 도시한 수정된 마스터커 이

다. Table 3.12는 식 (20)과 단일온도/다 온도 시험법으로 계산한 괴인성 천이온

도와 식 (26)과 단일온도/다 온도 시험법으로 계산한 괴인성 천이온도를 정리한 

것으로써, 술한 바와 같이 식 (20)을 사용하여 계산된 괴인성 천이온도가 식 

(26)을 이용한 괴인성 천이온도보다 낮은 값을 가지게 된다. 이는 다양한 형태의 

시편에 해 균열선단의 구속효과 정량화가 필요함을 나타내며, 본 연구에서 제시

한 두께 보정식은 SA508 탄소강으로 제작된 PCVN 시편의 두께 보정식으로, 제안

된 방법을 이용하면 괴거동과 련된 구속효과를 정량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단

된다.

라. 측면홈이 고려된 ASTM E1921 두께 보정식 보완

제 1 에서 술한 바와 같이, 측면홈 형태에 따라 J- 분값은 큰 향을 받지 

않으나 측면홈이 시작되는 부분에서 J- 분값이 측면홈이 고려되지 않은 모델 보

다 큰 것을 확인하 다(Fig. 3.16 참고). 이 결과와 식 (25)을 이용하여 PCVN 시편

에 측면홈이 존재할 때 두께 보정식을 제안하 다. 해석에 사용된 재료는 SA508 

탄소강이며, 탄성계수와 푸아송의 비, 항복강도는 각각 214GPa, 0.3, 563MPa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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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 라미터인 n과 α은 각각 5와 8.783을 사용하 다. 한 와이블 응력모델의 

경우에는 m=20과 σu=2170을 사용하여 계산하 다. 괴인성시험은 측면홈이 고려

된 10x10mm PCVN 시편을 -90°C 조건에서 수행하 으며 Table 3.13에 정리하

다[19]. Fig. 3.32는 CT 시편과 측면홈이 고려된 PCVN의 와이블 응력과 J- 분값

을 도시한 것으로써, 이 과 동일하게 PCVN의 J- 분값이 동일한 와이블 응력 상

태에서 CT의 J- 분값보다 컸으며 이는 CT시편이 상 으로 작은 시편보다 벽

개 손이 쉽게 발생함을 의미한다. Fig. 3.33을 보면, 이  결과와는 다르게 괴인

성변환도표가 ASTM E1921보다 괴인성을 높게 측하게 되는데 이는 측면홈이 

고려된 PCVN 시편이 고려되지 않은 PCVN 시편보다 높은 J- 분값을 가지기 때

문이다. 한 ASTM E1921에 보면 두께 보정식을 계산할 때 측면홈을 무시하게 

되는데 이도 하나의 원인으로 추정된다. 괴인성변환도표와 ASTM E1921을 비교

하여 계산된 수정계수와 식 (25)을 이용하여 측면홈이 고려된 10x10mm PCVN 시

편의 두께 보정식은 다음과 같다.

 


 


 



  

 (27)

Fig. 3.34(a)는 식 (20)과 단일온도 시험법을 이용하여 도시된 마스터커 이고, 

Fig. 3.34(b)는 식 (27)과 단일온도 시험법을 이용하여 도시된 마스터커 이다. 그 

결과 괴인성 천이온도가 -59.5°C에서 -57.9°C로 변화하는 것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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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1 Estimated scale factor for various sizes of PCVN specimen

PCVN specimen Scale factor

10x10mm 0.42

5x5mm 0.65

3.3x3.3mm 0.9

Table 3.12 Reference temperature under various conditions

Case Description T0(°C)

1
10x10mm PCVN data, Eq. (22)

Single temperature(-60°C)
-76.2

2
10x10mm PCVN data, Eq. (22)

Single temperature(-80°C)
-75.7

3
10x10mm PCVN data, Eq. (22)

Multi temperature(-60°C & -80°C)
-75.9

4
10x10mm PCVN data, Eq. (28)

Single temperature(-60°C)
-63.4

5
10x10mm PCVN data, Eq. (28)

Single temperature(-80°C)
-62.4

6
10x10mm PCVN data, Eq. (28)

Multi temperature(-60°C & -80°C)
-62.7

Table 3.13 Fracture toughness test data of SA508 carbon steel under -90°C

Temperature(°C) KJc
1T(MPa√m)

-90

99.64, 91.69, 60.60,

66.35, 95.64, 107.50,

92.17, 55.49, 88.58,

 60.92, 51.98, 92.57,

127.01, 74.56, 66.20,

63.84, 71.42, 1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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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4 Scale factor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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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5 Numerical investigation of scale factors in use of 3 fracture toughness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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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6 Geometric condition of 25.4x25.4mm PCVN specimen

Fig. 3.27 Fracture toughness diagram by using 25.4x25.4mm PCVN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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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8 Numerical investigation of scale factors in use of 4 fracture toughness 

diagram

Fig. 3.29 Comparison of KJc(med) in use of Eq. (22) and Eq.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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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60°C

(b) -80°C

Fig. 3.30 Modified master curve which is determined by using Eq. (22) and 

single temperature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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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 Modified master curve which determined by using Eq. (22) and multi 

temperature procedure

Fig. 3.32 σw-J curves in consideration of side-groo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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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3 Scale factor effect in consideration of side-groo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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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resent master curve

(b) Modified master curve

Fig. 3.34 Master curve method in consideration of side-groo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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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본 에서는 마이크로 역학  매개변수를 포함한 해석모델을 개발하기 해 균열

선단 요소망 크기에 따른 향 분석  괴인성변환도표를 작성하 다. 한 

ASTM E1921에 제시된 두께 보정식을 PCVN 시편에 용할 수 있도록 수정계수

를 제안하고, 식을 보완하 으며 이를 마스터커  방법에 용하여 타당성을 확인

하 다. 본 에서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균열선단 요소망의 크기에 따른 향 분석을 해 시편 두께에 따라 균열선단

의 요소망 크기를 변경한 모델과 시편 크기에 상 없이 균열선단의 요소망 크

기가 일정한 모델을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괴역학  수치해석을 수행하

다. 그 결과 균열선단의 요소망 크기가 동일할 경우 온도와 PCVN 시편 두께 

변화에 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 결과는 괴인성변환도표에 

반 되었다.

(2) PCVN의 괴인성변환도표와 ASTM E1921에 제시된 두께 보정식을 비교한 결

과, 둘 사이에 등가 응력확 계수 값이 차이가 발생함을 확인하 고, 이에 한 

해결방안으로 수정계수를 제안하고 두께 보정식을 소형시편에 합하게 수정하

다. 새로 제안된 방법은 마스터커 의 괴인성 천이온도에 향을 미치므로, 

이 향을 반 하여 마스터커 를 수정하 다. 추후 SA508 탄소강으로 제작된 

PCVN 시편의 괴인성치 측 평가가 필요할 경우 본 연구에서 제안한 수정

된 두께 보정식의 용이 가능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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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열화된 압력경계 기기의 괴역학  수치해석  분석

본 에서는 열화된 압력경계 기기의 괴역학  수치해석  분석을 수행하기 

해 수행된 재료의 이방성이 괴거동에 미치는 향평가와 재료 거동 모사에 따

른 민감도 분석을 서술하 다. 재료의 이방성을 고려하기 해 Hill'48 항복포텐셜

(yield potential)이 고려된 Extended GTN(Gurson-Tvergaard-Needleman)를 분석

하 으며, 이를 이용하여 ABAQUS 사용자 정의 함수(UMAT)를 개발하 다. 한 

소형펀치 시뮬 이션에 용하여 재료의 이방성이 괴거동에 미치는 향을 분석

하 다. 재료 거동 모사에 따른 민감도 분석을 해 재료의 소성(plasticity)을 모사

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 증분소성( incremental plasticity)와 변형소성

(deformation plasticity) 이론에 해 정리하 으며, 실제 실험 데이터인 하 -변  

선도와 비교하여 재료 소성의 모사 방법에 따른 향을 분석하 다.

1. 재료의 이방성이 괴거동에 미치는 향 평가

가. 필요성

소형펀치 시험법은 작은 크기의 속재료로 연취성 천이온도를 평가하기 해 개

발된 방법으로, 최근에는 소량의 재료만으로도 일축 인장시험으로부터 측정되는 강

도 값의 간  평가와 크리  단 수명 평가 등에도 응용되고 있다[20, 21]. 마

화 등은 Al 2024 재료의 SP 시험에 의한 강도 특성을 평가하기 해 길이방향 L-

시편과 횡방향 T-시편을 비하고, SP 실험을 수행한 결과 T-시편  L-시편 하

-변  곡선 형태가 서로 다름을 확인하 으며 이를 재료의 강도가 서로 다른 이

방성 재료거동 특성으로 설명하 다[22]. Dirk S. 등은 Pardoen과 Hutchison이 제

시한 마이크로 역학  손상 모델을 이용하여 Al 2024 재료의 이방성 거동을 시뮬

이션하고 결과를 실험과 비교하여 재료의 이방성이 연성 손(ductile fracture)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23]. 한 Naoyuki등은 페라이트계 강의 L-방향 시편과 

T-방향 시편을 이용하여 SP 시험을 수행하고 재료의 이방성이 괴거동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24]. 상기 서술된 선행연구의 분석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SA508 

탄소강에 해 재료의 이방성을 고려할 경우, 괴거동에 미치는 향을 평가하고

자 하 으며, 이를 해 Hill'48 항복포텐셜이 고려된 Extended GTN 모델을 활용

한 ABAQUS 사용자 정의함수를 개발하여 소형펀치 시뮬 이션에 용하 다.

나. Extended GTN model

GTN 모델을 이방성재료에 용하기 해서 von Mises 항복포텐셜을 사용하는 

신 Hill'48 항복포텐셜을 사용하 다[25]. Hill'48 항복포텐셜은 다음과 같이 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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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F, G, H, L, M, N은 이방성 매개변수들이다.

이방성 매개변수들(F, G, H, L, M, N)은 Lankford 계수를 나타낼 수 있으며, 식 

(29)과 같다.

여기서, r0, r45, r90은 0°, 45°, 90° 방향으로의 인장시험을 통해 얻은 Lankford 계수

들이다. r0=r45=r90=1인 경우는 등방성재료이며, 이 경우에는 Hill'48 항복포텐셜은 

von Mises 항복포텐셜과 동일한 형태로 표 된다.

다. 사용자 정의함수 개발  소형펀치 시뮬 이션에 응용

GTN 모델을 기반으로 식 (28)과 (29)에 나타낸 Hill'48 항복포텐셜을 반 된 

Extended GTN 모델을 이용하여 Fig. 3.35와 같은 흐름도를 작성하 다. 이를 활용

하여 사용자 정의함수를 개발하고 범용 유한요소해석 로그램인 ABAQUS[26]과 

연계하 다. 개발된 사용자 정의함수의 검증을 해 4-  평면변형률(plane 

strain) 요소를 Fig. 3.36와 같이 모델링하고 등방성  이방성 조건을 부여한 후, 

각각에 한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 다. 검증해석에 사용된 재료물성들과 비교 

상인 유한요소해석 결과는 Chen 등이 제시한 논문에서 인용하 다[25]. Fig. 3.37은 

유한요소해석 결과인 무차원 응력(σ/σy)-변형률 선도를 비교한 것으로써, 비교 결과

가 거의 정확히 일치하므로 개발된 사용자 정의함수는 타당한 것으로 단된다. 

한 Fig. 3.38은 Lankford 계수를 등방성재료로 모사할 수 있는 r0=r45=r90=1인 경우

와 등방성재료에 한 소형펀치 시뮬 이션의 결과비교로써, 개발된 UMAT의 타

당성을 나타낸다.

Fig. 3.39은 소형펀치 시험기의 개략도를 도시한 것으로써, 상하 다이(die) 사이의 

고정장치 앙부에 시편을 설치하고 펀치를 이용하여 소형볼을 름으로써 시편에 

하 을 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러한 소형펀치 시험에 한 시뮬 이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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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기 해 선행연구에서와 동일하게 2차원  3차원 유한요소모델을 작성하

으며 Fig. 3.40에 도시하 다[27]. 규모 변형률 해석조건 하에서 유한요소해석이 

수행되었으며, 2차원 유한요소모델의 경우 축 칭 요소(CPE4 in ABAQUS element 

library)를 사용하 다. 3차원 해석의 경우 8  등계수 사각주 요소(C3D8 in 

ABAQUS element library)를 사용하 다. 볼과 시편 사이의 미끄럼조건을 고려하

으며 실험마찰계수는 0.25를 용하 고, 두 면의 여부 단 시 벌칙마찰형식

화 기법을 사용하 다. 시뮬 이션에 사용된 재료는 Type 316L 스테인 스강으로 

탄성계수(elastic modulus)는 195GPa, 푸아송의 비(Poisson's ratio)는 0.33, 기공

극체 비율(initial void volume fraction)은 0.0001, 단공극체 비율(fracture void 

volume fraction)은 0.15로 설정하 다. 한편 이방성 평가 시 사용된 Lankford 계수

는 Type 316L 스테인리스강에 해 실험 데이터 부족으로 인해 문헌조사를 통해 

획득된 r0=1.19, r45=0.8, r90=0.7과 r0=0.8, r45=0.85, r90=0.75인 두 가지를 검토하 다

[28, 29].

Fig. 3.41은 등방성  이방성재료(r0=1.19, r45=0.8, r90=0.7)에 한 2차원 해석 후 

변형된 소형펀치 시편의 형상변화를 비교한 것이다. 변형은 볼의 심부를 기 으

로 약 45° 각도 치에서 변형이 가장 크게 발생하 으며, von Mises 응력분포는 

볼의 심과 거의 수평을 이루는 부분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Fig. 3.42는 펀치에 

의해 가해진 하 (P)과 볼의 변 량(δ)을 나타낸 것으로, 이방성재료가 등방성재료

에 비하여 하  지지능력이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재료의 이방성으로 인해 특정 

방향으로 보다 빠르게 소성변형이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Fig. 3.43와 

Fig. 3.44은 등방성재료와 이방성재료에 한 3차원 해석 후 결과로써, 동일한 하  

하에서 등방성 는 이방성 재료에 해 2차원  3차원 유한요소해석 결과는 2% 

이내의 차이를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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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5 Flow chart of UMAT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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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6 Geometry of element for verification

Fig. 3.37 Comparison of simulation results with those by Chen's work



- 61 -

Fig. 3.38 Comparison of results between isotropic material and anisotropic 

material

Fig. 3.39 Schematic illustration of small punch test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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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D model

(b) 3D model

Fig. 3.40 FE model by using small punch simulation

(a) Isotropic material behavior

Fig. 3.41 Contour plot on von Mises stress(2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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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nisotropic material behavior

Fig. 3.41 (Continued)

Fig. 3.42 Comparison of load displacement diagram between isotropic material 

and various anisotropic materials(2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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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Isotropic material 

(b) Anisotropic material 

Fig. 3.43 Contour plot on von Mises stress(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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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4 Comparison of load-displacement diagram between isotropic and 

various anisotropic materials(3D)



- 66 -

2. 재료 거동 모사에 따른 민감도 분석

가. 재료 거동 모사 방법

재료의 탄소성을 모사하기 한 유한요소해석 방법은 크게 증분소성과 변형소성 

이론에 근거한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변형소성법은 Ramberg-Osgood 식을 

이용하여 재료의 탄소성 거동을 모사하는 방법으로 탄성계수와 푸아송의 비, 항복

강도(yield stress), n(exponent), α(yield offset)를 이용하여 표 한다. 증분소성법의 

경우에는 탄성계수와 푸아송의 비, 항복강도 이후의 진응력(true stress), 진변형률

(true strain)을 이용하여 재료의 소성을 모사한다.

나. 민감도 분석

민감도 분석을 해 측면홈이 고려되지 않은 10x10mm PCVN 시편과 에 서술

된 2가지 모사방법에 따라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고 하 (load)-균열 개구부 열림

변 (Crack Mouth Opening Displacement, CMOD) 곡선을 비교하 다. 반력  균

열개구변  취득 치  련 식은 Fig. 3.45와 같다. Fig. 3.46은 25°C에서 SA508 

탄소강의 진응력-진변형률 선도로써, 곡선 합에는 미국 바텔(Battelle) 연구소에서 

개발한 ROFIT 로그램[30]을 사용하여 Table 3.14와 같은 n과 α를 얻었으며 이를 

이용하여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 다. 

Fig. 3.47은 민감도 분석결과로써, 재료거동 모사에 따라 하 -균열개구변  선도

의 경향이 틀림을 확인하 다. 증분소성이론을 고려할 경우에는 상항복, 하항복 등 

탄소성 거동을 모사하는데 유용하나 해석 시 수렴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상

으로 변형소성이론을 고려할 때는 해석 시 수렴성이 우수하다는 장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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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4 R-O parameters of SA508 carbon steel under 25°C

Yield strength(MPa) h α

SKKU 454.8 6.78 6.24

KAERI 452 6.24 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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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5 FE model and equation related to Load-CMOD curve

Fig. 3.46 True stress-true strain curve of SA508 carbon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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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7 Comparison of load-CMOD diagram between test result and various 

simulation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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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본 에서는 열화된 압력경계 기기의 괴역학  수치해석  분석을 해 재료

의 이방성이 괴거동에 미치는 향 평가와 재료 거동 모사에 따른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 다. 재료의 이방성이 괴거동에 미치는 향 평가를 해 UMAT을 개발

하 으며, 이를 소형펀치 시뮬 이션에 용하 다. 재료 거동 모사에 따른 민감도 

분석을 해 증분소성법과 변형소성법일 때 유한요소해석 결과와 실험결과를 비교

하 다. 본 을 통해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재료의 이방성이 괴거동에 미치는 향을 평가하기 해, Hill'48 항복포텐셜

이 고려된 Extended GTN 모델을 분석하고 이를 이용하여 사용자 정의함수를 

개발하고 ABAQUS와 연계하 다. 문헌  유한요소해석 결과 등을 통해 개발

된 사용자 정의함수의 타당성을 확인하 고 이를 소형펀치 시뮬 이션에 용

하 다. 그 결과 이방성 재료가 등방성 재료에 비해 하 지지능력이 낮게 나타

났으며, 이는 이방성으로 인해 특정 방향으로 보다 빠르게 소성변형이 빠르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향후 본 연구결과와 실제 SA508 탄소강의 Lankford 계수 

실험 결과를 반 할 수 있다면 보다 실제 인 재료 거동 모사가 가능할 것으로 

단된다.

(2) 증분소성법과 변형소성법에 따라 재료거동 모사에 따라 하 -균열개구변  선

도의 경향이 틀림을 확인하 다. 증분소성방법을 고려할 경우에는 상항복, 하항

복 등 탄소성 거동을 모사하는데 유용하나 해석 시 수렴성이 떨어지는 문제

을 확인하 다. 상  변형소성방법을 고려할 때는 해석 시 수렴성이 우수하

다는 장 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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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련 분야에의 기여도

본 연구는 유한요소법 기반으로 손상역학  괴역학 수치해석 기법을 개발하고 

그 타당성을 검증하기 한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국부 근법 용기법 표 화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재료상수를 결정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여 비효율 인 

시행착오법기반의 Weilbull 매개변수 결정법의 문제를 해결하기 해 유 자 알고

리즘을 용하여 매개변수 결정 차를 개선하고 기존방법과 결과를 비교 분석하

다. Weibull 응력모델의 매개변수 최 화를 수행하기 해 최 화 상용 로그램인 

I-SIGHT ver.8.0을 이용하 으며 최 화 방법은 다  섬 유 자 알고리즘을 사용

하여 실험 데이터로 구한 손확률과 유한요소해석 데이터에 의한 손확률 사이의 

편차를 최소화하 다. 최 화 결과 시행착오법을 이용할 경우 잉여치가 0.2인 반면 

유 자 알고리즘을 이용할 경우 잉여치가 0.005로 개선됨을 확인하 다. 연성 손의 

경우 Rousselier 모델의 매개변수 결정 차를 유 자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개선하

다. 매개변수 결정 차의 유효성은 합 강(Y5)과 고크롬강(G91)에 한 소형펀

치 실험으로 구한 하 -변 선도와 유한요소해석 데이터에 의해 측된 하 -변

선도 사이의 편차 최소화를 통해 개선하 다. 결정된 재료상수를 기반으로 유한요

소해석을 수행하여 J-R 곡선을 측하 으며, 이를 CT(Compact Tension) 시편 실

험 데이터와 비교하 다. J- 분값에서 최  20%의 차이가 발생하 으나, 이는 소

형펀치  CT 시편을 이용한 실험조건이 상이함을 감안할 때 타당한 것으로 단

된다. 더불어 균질재료에 용 가능한 마스터커  방법 분석을 해 측면홈과 변

제어량, 시편크기에 따른 향을 평가하 다. 한 변 제어량과 시편크기의 향을 

악하기 해 PCVN(Pre-cracked Charpy V-Notched) 시편을 상으로 평가를 

수행하 다. 그 결과 시편 크기에 따라 J- 분값의 차이가 발생하는 구속효과

(constraint effect)를 확인하 으며, 변 제어량 변화에 따른 향은 수치 오차 수

으로 미미하 다. 기존 ASTM E1921에 수록된 마스터커  방법은 산포도가 큰 

재료에 용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비균질 재료에 용 가능한 마스터커  방법을 

조사하 으며, 표 인 방법으로 Bimodal master curve법과 Randomly 

inhomogeneous master curve법을 들 수 있다. 그 결과 국부  벽개/연성 괴거동 

평가를 한 해석모델을 최 화하 고 이를 이용해 벽개/연성 괴거동을 측할 

수 있을 것으로 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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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이크로 역학  매개변수를 포함한 해석모델 개발

마이크로 역학  매개변수를 포함한 해석모델을 개발하기 해 균열선단

(crack-tip) 요소망 크기에 따른 향 분석  괴인성변환도표를 작성하 다. 시

편 두께에 따라 균열선단의 요소망 크기를 변경한 모델과 시편 크기에 상 없이 균

열선단의 요소망 크기가 일정한 모델을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괴역학  수치해

석을 수행하 다. 시편 두께변화에 따른 괴인성변환도표를 작성하 으며, 그 결과 

균열선단의 요소망 크기가 동일할 경우 온도와 PCVN 시편 두께 변화에 따른 항

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 기존 ASTM E1921에서는 실험결과를 기반

으로 시편 두께의 상이함을 보정하기 한 식을 제시하고 있으나 보수 인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괴인성변환도표를 이용하여 PCVN 시편에 용하

기 한 수정된 두께 보정식을 제안하 으며, 이를 이용하여 마스터커 를 수정하

다. 다양한 조건하에서 마스터커 와 수정된 마스터커 의 T0값을 정리하 다. 

본 연구를 통해 마이크로 역학  평가를 한 해석모델이 타당함을 확인하 고 

괴거동을 측함으로서 원자로 압력용기강의 괴거동 해석을 한 기 자료로 활

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상한다.

3. 열화된 압력경계 기기의 괴역학  수치해석  분석

본 연구에서는 재료의 이방성을 고려한 연성 괴거동 시뮬 이션을 수행하기 

해  범용 유한요소해석 로그램인 ABAQUS의 사용자 정의함수(UMAT)를 개발

하 다. 개발된 사용자 정의함수는 GTN(Gurson-Tvergaard-Needleman) 모델을 채

택하고, 이방성 재료를 모사할 수 있는 다음의 Hill'48 항복포텐셜을 용하 다. 개

발된 사용자 정의함수의 타당성 확인을 해 소형펀치 시편에 한 2차원  3차원 

유한요소 모델을 작성하 으며 규모 변형률 해석조건 하에서 탄소성 유한요소해

석을 수행하 다. 이방성 평가시 Lankford 계수가 r0=1.19, r45=0.8, r90=0.7인 재료와 

r0=0.8, r45=0.85, r90=0.75인 2가지 재료에 해 검토하 다. 그 결과는 이방성 재료가 

등방성 재료에 비해 하 지지능력이 낮게 나타남을 확인하 고, 이러한 결과는 이

방성으로 인해 특정 방향으로 보다 빠르게 소성변형이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이를 이용하면 고가 는 확보가 어려운 재료에 한 실험 체가 가능하며 

한 국내 자체 개발을 통해 국외 기술도입 비용 감의 효과를 얻을 것으로 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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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본 연구의 목 은 본 연구는 유한요소법 기반으로 손상역학  괴역학 수치해

석 기법을 개발하고 그 타당성을 검증하기 한 것이다. 이를 해 국부 근법 

용기법의 표 화 련 연구, 마이크로 역학  매개변수를 포함한 해석모델개발, 3차

원 실형상 균열의 구속효과 정량화 기술  열화된 압력경계기기의 괴역학  수

치해석  분석 등의 연구를 수행하 다. 본 연구결과는 국부 근법 련 기술의 

자립에 활용될 수 있으며, 추가연구를 통해 조사취화된 압력용기의 괴평가 등 원

자력 산업계의 안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단한다.

제 1  기술  측면

괴가 발생하는 국부 인 역에 한 평가를 수행하는 국부 근법은 마이크로 

역학  모델을 이용하여 시편 는 구조물을 평가한다. 재료상수인 모델변수를 결

정하기 해 제한된 실험과 유한요소해석이 요구되고, 실험과 유한요소해석을 통해 

결정된 모델변수는 시편  구조물의 형상 는 작용하 에 무 하게 용할 수 있

다. 따라서 국부 근법은 제한된 실험과 유한요소해석만으로 기존의 괴역학 해석

기법을 신할 수 있는 방법이다. 마이크로 역학  모델에 기 한 국부 근법은 연

성 괴에 용하여 시편의 형상  크기가 괴 항곡선에 미치는 향을 분석할 

수 있다. 한 3차원 유한요소해석에 용하여 배 의 단을 정확하게 측할 수 

있으며, 배  단 설에 응용될 수 있다. 개선된 ASTM E1921 두께 보정식을 

통해 보다 정확한 괴인성치를 측 할 수 있어 상세 건 성평가에 용 될 수 있

을 것으로 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결함이 존재하는 원자력발 소 주요기

기의 건 성 평가를 한 기 자료로 사용가능함으로 이에 한 기술을 국내에 보

하는 것은 매우 요하다고 사료된다.

제 2  경제·산업  측면

국내 원 의 가동연한 증가  노후화에 따라 각종 기기의 손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한 원인규명과 재발방지 책수립이 필수 이다. 특히, 정확한 괴

역학 인 평가를 해서 최근 실험실 시편 신 실구조물에 한 실험이 리 수행

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조사취화된 재료에 한 실험은 고가이기 때문에 한정된 

수량의 실험만을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연성  취성 재료의 마이

크로 역학  모델을 이용하여 매개변수를 결정하고 유한요소해석으로 다양한 평가

를 수행할 수 있으며 많은 양의 실험을 체하여 경제 인 측면에서 비용 감 효과

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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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사회  측면

원자력발 소는 사고 발생시 경제  손실이 막 하기 때문에 그 요성과 안 성

에도 불구하고 신규 건설부지 확보는 매우 어렵게 진행되고 있다. 한 지역주민 

 환경단체의 감시활동이 강화되어 작은 사고가 발생하여도 그 사회  여 는 매

우 큰 실정이다. 따라서 안 하고 원활한 원자력발 소의 운 을 해서는 압력경

계 내 주요 기기에 한 철 한 유지 리와 정확한 건 성평가 체계가 확보되어 

야 한다. 본 연구는 국부 근법의 실용화  련 괴역학  평가기법의 구축을 

통해 실제 실험을 할 수 없는 배 이나 실구조물의 건 성평가 등을 한 것으로

써, 결함이 존재하는 기기의 안 성 확보를 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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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개/연성 괴거동 련 수학  모델들은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으며, 주요 특

징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Rice와 Tracey의 모델

Rice와 Tracey는 무한한 크기의 물체 안에 하나의 공극을 고려하 다. 기의 공

극은 구형으로 가정하고 변형이 일어남에 따라 타원체로 변형된다. Rice와 Tracey

는 강소성 재료거동과 선형 변형경화에 해 분석하 으며, 각 주방향에서 반지름

의 변화율이 다음과 같은 형태를 갖는다는 것을 보인 바 있다. 

  







 




    (A-1)

           

여기서, D와 G는 응력상태와 변형경화의 지배를 받는 상수, R0는 기 구형 공극

의 반지름이다. 반복된 첨자에 해서는 합계를 표시하는 표  표기법이 여기에서

도 용된다. 비압축성 조건(   )을 고려하면 독립 인 주변형률 속도는 두 

개의 항으로 어든다. Rice와 Tracey는 와 를 의 다른 매개변수로 표 하

다. 

  

     


  (A-2)

                                          

여기서, 

   



     (A-3)

 

                     

Rice와 Tracey는 다양한 응력 상태에 해 식 (A-1)을 풀어 모든 경우에 한 공

극 성장은 다음과 같은 근사 인  경험식으로 나타낼 수 있음을 밝혔다. 

  
  




      (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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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은    이고 는 von Mises 등가소성변형률이다. 이후의 연구

자들은 식 (A-4)에서 항복응력을 유효응력 로 체하면 변형경화를 근사 으로 

수용할 수 있음을 밝혔다. Rice와 Tracey의 모델은 단일 공극에 기 를 두고 있으

며, 공극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지 않았고 극한 손을 측하지 않는다. 따라서 미

소 공극 합체를 특정 짓기 해서는 분리된 괴기 이 용되어야 한다. 

나. Gurson 모델

Gurson은 재료가 연속체처럼 거동한다는 가정에 따라 다공성 매체 내의 소성 유

동을 해석하 다. 체 유동거동에 미치는 공극들의 향이 간 으로 모델에 포

함되어 있다. 연속체이며 균질로 가정되는 재료에 해서는 공극의 효과가 균등화

된다. Gurson 모델과 고  소성론 사이의 주요한 차이는 후자가 항복이 정수압 

응력에 무 하다고 본 반면에 자는 작지만 계가 있다고 본 것에 있다. 통

인 소성이론에 한 이런 수정은 변형률 연화항을 도입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즉, Rice와 Tracey의 모델과는 달리 Gurson 모델에서는 괴기 이 포함되어 있다. 

연성 괴는 국부 변형띠를 형성하는 소성 불안정에 기인하는 것으로 단되며 불

안정이 더 쉽게 일어나는 이유는 정수압응력에 의한 변형률 연화 때문이다. 그러나 

Gurson 모델은 개개의 공극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공극간의 네킹 불안정을 측

할 수는 없다. 

Gurson 모델은 항복면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A-5)

여기서, f는 공극의 부피비이고 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 편차응력이다. 

      (A-6)

는 Kronecker 델타이며 다음과 같이 표 된다. 

        ≠
  (A-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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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Thomason 모델 

Thomason은 미소 공극간의 내부 네킹에 해 간단한 극한하  모델을 제시하

다. 이 모델에 따르면 공극간의 순 단면  응력이 임계값 에 이르게 될 때 

손이 일어난다. Fig. A.1은 2차원 인 평면변형률 하 (  )을 받는 재료 내에서 

원통형 공극이 성장하는 경우를 보여주고 있다. 공극의 면내 치수들이 2a와 2b이고 

공극 사이의 간격이 2d일 때 다음 식이 만족되면 Fig. A.1에 제시된 공극은 안정을 

이룬다.

한편 Thomason 모델은 다음과 같이 공극 사이의 단면 응력이 임계값에 도달

할 때 손이 일어난다고 가정한다. 

  


      (A-8)

한 다음 식이 만족될 때 괴가 일어난다. 

  

   (A-9)

여기서, 는 최  원거리 주응력이다. Thomason은 Rice와 Tracey의 공극 성장모

델을 성장하는 공극의 크기와 형상을 측하는 데 용하 고 식 (A-9)를 손 기

으로 사용하 다. 

라. GTN (Gurson-Tvergaard-Needleman)모델

Gurson은 재료가 연속체처럼 거동한다는 가정에 따라 다공성 매체 내의 소성 유

동을 해석하 다. 체 유동거동에 미치는 공극들의 향이 간 으로 모델에 포

함되어 있으며, 연속체이고 균질로 가정되는 재료에 해서는 공극의 효과가 균등

화된다. 고  소성론은 항복이 정수압 응력에 무 하다고 본 반면에 Gurson 모

델은 작지만 계가 있다고 본 것이 주요한 차이이다. 통 인 소성이론에 한 

이런 수정은 변형률 연화항을 도입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즉, Gurson 모델에서

는 괴기 이 포함되어 있다. 연성 괴는 국부 변형띠를 형성하는 소성 불안정에 

기인하는 것으로 단되며 불안정이 더 쉽게 일어나는 이유는 정수압응력에 의한 

변형률 연화 때문이다. 그러나 Gurson 모델은 개개의 공극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

에 공극간의 네킹 불안정을 측할 수는 없다. 

Gurson 모델은 항복면(yield surface)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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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10)

여기서, 는 공극체 비율(void volume fraction)이고 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 

편차응력이다. 

      (A-11)

는 Kronecker 델타이며 다음과 같이 표 된다. 

        ≠
 (A-12)

한편 Tvergaard는 세 개의 조정 매개변수 , , 를 추가하여 Gurson 모델을 

수정하 으며 하 으며, =1.5, =1, =
=2.25로 놓을 때 타당한 괴 측을 할 

수 있음을 밝혔다.

 

    







  

     (A-13)

Tvergaard와 Needleman은 를 유효 공극체 비율 로 체함으로써 Gurson 모

델을 추가 으로 수정하 다. 

     ≦ 
   

(A-14)

  


 

(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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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와 
 , 그리고 는 조정 매개변수(fitting parameter)이다. 이것은 가장 최

근의 보정식이며, 실험  찰에서 나타나는 격한 괴를 묘사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가 보다 클 때, 정수압응력의 효과가 증 되며 소성 불안정의 개시가 

진된다. 그러나 수정된 Gurson 모델의 가장 큰 단 은 무 많은 조정 매개변수를 

가지고 있는 이다.

마. Rousselier 모델

Rousselier는 에 지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항복면을 정수압의 응력으로 기술하

고 있다.

   


×××

   (A-16)

여기서, 과 D는 조정 매개변수, 는 von Mises 등가응력, 는 정수압응력, 는 

재료의 도, 는 공극체 비율이며 
 는 가공경화법칙을 표 한 것이다. 

Rousselier 모델을 특정 재료의 연성 괴에 용하기 해서는 속학  재료강성

을 나타내는 , 상수 D, 기 공극체 비율   등 세 가지 재료상수를 결정하여야 

한다. 여기서   값은 인장시편 축 칭 모델의 유한요소해석과 실제 인장 시험편으

로부터 결정되며 Rousselier는 항복응력의 2/3배에 해당하는 값을 권고하 다. 재료

상수 D는 일반 으로 1.5~2 사이의 값이 사용된다. 

바. RKR 모델

Ritchie, Knott, Rice가 제안한 벽개 괴 모델은 불안정 벽괴 괴가 슬립(slip)에 

의해 발생한다고 가정하 다. 이들은 Fig. A.2에 나타낸 바와 같이 균열선단에서의 

응력이 특정한 거리에 걸쳐 유동응력 σf를 넘어서야 벽개 괴가 일어난다고 가정하

다. 이들은 노치를 갖는 4  굽힘 시험편으로부터 연강의 σf를 계산하 으며, 

괴 시험편에 해 KIC를 계산하 다. 실험 결과로부터 특정거리 xc가 입자 지름의 

2배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발견하 으며, 괴인성은 항복강도와 σf로부터 결정된다

고 하 다. 그러나 이 방법은 연성취성천이 역에서의 괴인성의 분산을 측하지 

못하며 응력분포를 정의하기 해 HRR(Hutchinson, Rice and Rosengren) 응력장

을 사용하므로 HRR 응력장이 응력상태를 정확히 나타내는 Mode I 소규모 변형 

역에서만 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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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Weibull stress 모델

 링크 끊어짐 상(weakest link theory)에 기반을 둔 Weibull stress 모델의 기

본개념은 취성 괴를 링크 끊어짐 상으로 가정하고 손확률은 최소 한 개의 

괴 유발입자를 만나는 확률과 같다는 것이다. 이 모델의 용을 해서는 다음과 

같은 가정이 필요하다. 먼  국부 인 균열은 각 요소(element)의 소성 변형에서 시

작하며 균열이 임계길이에 도달하거나 수직응력이 임계값에 다다르게 되면 임계

괴가 발생한다. 한편 부피가 V이고 단  부피당 ρ개의 임계입자를 갖는 재료에 

한 손확률은 포아송 분포로부터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A-17)

 

여기서 우변의 두 번째 항은 부피 V  내에서 임계입자를 발견하지 못하게 될 확률

이므로 F는 한 개 이상의 임계입자를 만나게 될 확률이다. 포아송 분포는 ρ가 작고 

V가 크다는 가정에 기 한 이항 분포로부터 유도된 것이다. 임계입자의 크기는 균

열선단에서 변하는 응력에 의존하므로 ρ는 치에 따라 변한다. 그러므로 손확률

은 균열선단에서 각각의 부피 요소에 해 분을 취함으로써 구할 수 있다.

     (A-18)

 

식 (A-18)의 분항에서 임계입자에 한 분포는 Beremin에 의해 Weibull 분포를 

따른다고 밝 진 바 있다. 따라서 식 (A-18)는 Weibull 분포를 따르는 응력분포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표 할 수 있다.

    
 



 (A-19)

여기서 Pf는 손확률이며 m과 σu는 각각 형상계수, 취성 괴 참조응력(reference 

stress)으로 같은 재료에 해서는 동일한 값을 갖는 재료상수이다. 손확률을 평

가할 때 균열선단 주변의 요소는 요소 체가 균일한 응력분포를 가질 수 있도록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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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히 작게 설정해야 한다. 한 Weibull stress(σW)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A-20)

 

여기서 V0는 Fig. A.3과 같이 균열 선단에 정의한 참조부피(reference volume)를 

나타내며 ne는 참조부피 내에 존재하는 소성요소의 개수, Vi는 i번째 소성요소의 부

피, σ1,i는 최  주응력을 나타낸다. 식 (A-20)에서 알 수 있듯이 Weibull stress는 

균열선단에 발생하는 소성 역을 고려하여 계산하며 식 (A-21)과 같이 요소의 주

응력(σ1)이 일정한 응력(λσ0)보다 크면 소성 역으로 정의한다. 보통 σ0는 항복응력

보다 작은 값을 사용하며 λ는 1~2 사이의 값을 사용한다. 

            (A-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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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A.1 Limit load model of unstable voids

Fig. A.2 RKR model of cleavage fracture

Fig. A.3 Schematics of reference volu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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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s. Then, a new thickness correction equation was derived from parametric 

three-dimensional numerical simulations, which was founded on the current test standard, 

ASTM E1921, but could lead to get more realistic fracture toughness values. As a result, 
promising modified master curves as well as fracture toughness diagrams to convert data 

between pre-cracked V-notched and compact tension specimens were generated. Moreover, a 

user-subroutine in relation to GTN(Gurson-Tvergaard-Needleman) model was made by 
adopting Hill's 48 yield potential theory. By applying GTN model combined with the 

subroutine to small punch specimens, the effect of inhomogeneous properties on fracture 

behaviors of miniature specimens was confirmed. Therefore, it is anticipated that the 
aforementioned enhanced research results can be utilized as technical bases to demonstrate 

safety itself or further to predict realistic safety margins of major nuclear components 

containing de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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