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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로세싱을 이용한 실배  시험편의 균열 길이 측정에 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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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Difficulties associated with full-scale pipe tests are rather obvious. That is, it is not only difficult to per-
form them but also very expensive and it requires lots of experience. And the process of the fracture test for the pipe 
specimen is very difficult and complicated. Because the pipe specimen, the test jig and the test equipment are very 
large and heavy, it requires lots of costs and times. In this study, to easily perform the fracture toughness test for a 
pipe specimen, load line displacement data was obtained using the image processing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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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국내 산업설비의 가동 년 수가 증가함에 따라 

노화가 진행되어 균열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

기 때문에 파괴역학적 건전성 평가가 요구되고 있

다. 배관의 경우, 엄격한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설

계, 제작됨에도 불구하고 많은 파손 사례가 보고되

고 있으며, 파손 가능성의 최소화 및 2차적 파급 효

과 방지를 위한 건전성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최
근에는 원자력발전소 배관 설계시 파단전누설(Leak- 
Before-Break; LBB) 개념이 신규 및 가동 중인 원

자력발전소에 활발하게 적용됨에 따라 이의 타당

성 입증 및 검증을 위한 배관 내 균열 안정성 평가

법과 파괴물성치의 확보, 그리고 관련 규제지침의 

개발 등이 요구되고 있다1).
현재 국내에서도 몇몇 배관의 설계 시에 LBB 개

념을 적용하고 있으나 배관 재료의 파괴인성치와 

관련된 문제점, 수치적 J/T 평가방법과 관련된 문

제점 등으로 인하여 아직 많은 부분에 LBB 개념

을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LBB 개념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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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는 배관 중에서도 일부 계통의 경우는 현재 
안전여유가 거의 없기에 LBB 설계 시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그러나 LBB 설계에 현재 사용되는 

각종 규제기준이나 해석방법은 균열이 있는 배관

의 파괴역학적 거동을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고려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정량적으로 설계에 반영하

면 추가적인 안전여유를 확보할 수 있으리라고 판

단된다2,3).
균열 안정성 평가 시 사용되는 파괴인성치의 경

우, NUREG 1061, Vol. 3(1)에서는 LBB 해석을 위

해 시편 두께가 배관의 두께보다 크거나 같고 시

편의 잔여 길이가 충분히 큰 시편을 이용해서 파

괴인성시험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배관

으로부터 큰 시편을 채취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1T-CT 표준 시험편을 이용해서 파괴인성치를 구

한다. 그러나 기존의 표준 시험편은 실배관의 파괴 

거동을 매우 보수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표준 시험편을 이용한 LBB 평가 결과도 

매우 보수적이다4). 또한 시험편의 기하학적인 형상 
및 가공 방향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5,6). 따라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배관 

건전성 평가법의 타당성을 입증하고, 실배관의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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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정확하게 모사하여 추가적인 LBB 안전여유

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실배관을 이용한 배관 파

괴인성시험을 수행해야 한다.
국외에서 수행된 배관 시험은 막대한 비용과 시

간으로 인해 제한된 경우에 대해서만 시험을 수행

하거나 축소 배관을 이용한 시험을 수행하고 있으

나7), 또한 국내에서는 현재까지 배관 파괴인성시험

을 위한 시험기술 및 설비의 미비 등으로 인해 이

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보다 쉽게 배관 파괴인성 시험을 수

행할 수 있도록 이미지 분석법을 통한 변위(stroke) 
및 균열개구변위(CMOD) 측정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시 험

2.1. 시험장치

배관의 파괴저항 측정을 위하여 4점 굽힘 시험 

방법을 사용하였다. 시험에 사용된 재료시험기는 25
톤 용량의 전기유압식 만능시험기이며, Fig. 1, 3에 

나타낸 바와 같이 4점 굽힘 시험을 위하여 별도의 

지그를 제작하였다.
기본적인 하중과 하중선 변위의 측정은 시험기의 

로드셀과 LVDT(linear variable differential transfor-
mer)를 사용하였고, COD 게이지를 이용하여 균열의 
중앙부의 CMOD(crack mouth opening displacement) 
값을 측정하였다. Fig. 1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배

관 파괴저항 시험장치의 개략도를 나타낸 것이다.

2.2. 시험재료

본 연구에서의 사용된 배관은 원자력 발전소에 

사용되는 SA312 TP304L 스테인리스강이며, Table 
1은 화학 조성을, Table 2는 배관 시험편의 치수 및 
피로 예비균열 길이 등을 나타낸 것이다.

Fig. 1. Schematic diagram of a pipe testing system.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materials

Material
Chemical composition

C Mn Si P S Ni Cr Fe

SA312
TP304L 0.023 1.44 0.32 0.035 0.006 10.1 18.35 Bal.

Table 2. Detail of pipe test specimen

Material Outer Diameter
(mm)

Wall Thickness
(mm)

Pre-crack Angle
(degree)

SA312
TP304L 168.3 18.3 65

Fig. 2. Circumferentially through-wall cracked pipe.

Fig. 3. Test jig for 4-point b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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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시험편은 먼저 기계적 가공을 통하여 관통 

균열을 삽입한 후 원주방향으로 180°까지 피로 예

비 균열을 가공하였다. Fig. 2는 균열면의 형상과 4
점굽힘 시험 방법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나타낸 것

이다.

3. 연구 방법

현재 일반적으로 실배관 파괴인성 시험 시 J-적
분 및 균열길이 계산을 위해서는 하중-하중선 변위 
데이터를 이용하고 있으며, 박재실 등8,9)은 하중- 
CMOD 선도에 하중비법을 적용하여 균열 진전량

을 계산하는 방법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하중 데이

터의 경우에는 사용 시험기의 로드셀에서 측정이 

가능하나 4점 굽힘 시험에서 하중선 변위의 경우에

는 시험기의 LVDT 측정값이 균열이 위치한 곳의 

변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불확실한 결과를 

제시할 수 있다. 또한 CMOD 데이터의 경우에는 

COD 게이지를 정확히 부착하였다 하여도 시험 시 

배관의 회전에 의해 COD 게이지가 나이프에지에

서 탈락하는 현상이 발생하며, 이에 따라 안정적인 

CMOD 측정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실배관 파괴인성 시험 시 하중선 변위와 

CMOD를 보다 쉽고 효과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이미지 분석법을 이용하였다.

3.1. 이미지 측정 장치 구성

Fig 4에 나타낸 것과 같이 이미지 분석을 이용한

Fig. 4. Schematic diagram of a image analyzing system.

Fig. 5. Schematic diagram of a image analyzing system for 
measurement of the CMOD.

하중선 변위 측정을 위해 배관 높이와 동일한 높

이에 초당 30프레임의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디

지털 캠코더와 디지털 카메라를 배관의 전면과 후

면부에 설치하였다. 또한, 배관 CMOD 측정을 위

해서는 200만 화소 웹 카메라(web camera)를 사용하

였으며, Fig. 5에 나타낸 것과 같이 배관의 압축 변

위 발생 시에도 배관과 카메라 간의 거리를 일정하

게 유지할 수 있도록 배관에 지그를 고정시키고 이

에 카메라를 설치하였다.

3.2. 하중선 변위 측정

하중선 변위의 측정을 위해 디지털 캠코더와 디

지털 카메라로 촬영한 동영상을 PC에서 10초 단위

의 이미지로 추출하였다.
픽셀(pixel)당 변위를 환산하기 위하여 배관의 외

경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이미 치수를 알고 있는 배

관의 위, 아래 끝 점의 픽셀 간격을 3회 측 정하여 

이들의 평균을 산출 한 후 1픽셀당 변위를 구하였

다. 시험 전 배관의 중앙에 기준점을 표기하였으며, 
추출된 이미지의 가로 및 세로 픽셀 수가 모두 동

일하므로, 픽셀 위치의 변화를 측정한 후 이를 변

위로 환산하였다. 픽셀 간격의 측정에는 그래픽 편

집에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Photoshop ver.7을 사용

하였다. Fig. 6은 하중선 변위 측정을 위해 추출한 

이미지를 나타낸 것이다.

3.3. 균열개구변위 측정

하중선 변위 측정과 동일한 방법으로 CMOD 측
정을 위해 웹 카메라로 촬영한 동영상을 PC에 서 

10초 단위의 이미지로 추출하였다. 픽셀당 변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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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Measurement of the load line displacement.

환산을 위해서는 기계 가공으로 생성한 관통 균열

의 끝단에 표기를 하여 이를 간격 기준으로 하고, 
간격을 3회 측정하여 이들의 평균을 구한 후 1픽
셀당 변위를 구하였다.

시간의 변화에 따라 추출한 이미지에서 개별적

으로 표기점의 픽셀 간격을 측정하여 CMOD를 측

정하였다. Fig. 7은 추출한 이미지에서 표기점의 변

화를 나타낸 것이다.

3.4. 시험 결과 및 고찰

Fig. 8은 시험기에서 측정된 하중-변위 결과와 이

미지 분석을 통해 획득한 하중-하중선 변위 측정

결과를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시험기의 LVDT
에서 측정되는 변위는 4점 굽힘 지그의 변위이며, 
이미지 분석을 통해 획득한 변위는 배관 중앙부의 

변위 이므로 배관의 굽힘이 발생하기 때문에 차이

가 발생하는 것이다.

Fig. 7. Measurement of the CMOD.

Fig. 8. Comparison of load-load line displacement curves 
between test machine and image proc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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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Comparison of load-CMOD curves between COD gage 
and image processing.

Fig. 9는 COD 게이지를 이용하여 측정한 하중- 
CMOD 결과와 이미지 분석을 통해 획득한 하중- 
CMOD 측정 결과를 비교하여 나타낸 것으로서, CMOD 
값의 차이가 최대 5% 정도 발생하였지만, 유사한 

경향을 획득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실배관 시험 시 
이미지 분석법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 할 수 있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실배관 파괴인성 시험 시 이미지 

분석법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디지털 캠

코더, 디지털 카메라 및 웹 카메라를 이용하여 시

험 변위를 측정하고 기존 시험 장비를 이용한 측정 
결과와 비교하고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하중선 변위의 측정 시 시험기에서 측정된 

변위와 이미지 분석을 통해 획득한 변위의 차이는 

약 18mm였다. 이는 시험기의 LVDT에서 측정되는 

변위는 4점 굽힘 지그의 변위이며, 이미지 분석을 

통해 획득한 변위는 배관 중앙부의 변위 이므로 

배관의 굽힘에 의해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

된다. 이에 따라 실배관 시험 시 하중선 변위의 측

정위치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2) COD 게이지를 이용하여 측정한 하중-CMOD 

결과와 이미지 분석을 통해 획득한 하중-CMOD 측
정 결과가 유사하게 측정되어 이미지 분석법의 적

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3) 디지털 캠코더, 카메라 및 웹 카메라 등의 디

지털 미디어 장치를 이용하여 변위를 측정한 뒤 시

험기에서 측정된 결과와 비교 및 고찰 해 보았다. 
이를 통하여 변위 측정에 있어서 디지털 미디어 

장치의 활용가능성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실배관 

파괴인성 시험 및 구조물 시험으로의 적용성을 검

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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