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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study aims to quantitatively evaluate failure pressure of wall-thinned elbow under combined load along with internal 
pressure, by conducting real-scale burst test and finite element analysis together. For quantitative evaluation, failure pressure data was 
extracted from the real-scale burst test first, and then finite element analysis was carried out to compare with the test result. For the test, 
the wall-thinning defect of the extrados or intrados inside the center of 90-degree elbow was considered and the loading modes to open or 
close the specimen maintaining a certain load or displacement were applied. Internal pressure was applied until failure occurred. As a 
result, when the bending load was applied under the load control condition, the intrados of the defect was more affected by failure 
pressure than the extrados, and the opening mode was more vulnerable to failure pressure than the closing mode. When the bending load 
was applied under the displacement control, it was hardly affected by failure pressure though it was slightly different from the defect 
position. The result of the finite element analysis showed a similar aspect with the test. Moreover, when major factors such as material 
properties and pipeline thickness were calibrated to accurate values, the analytical results was more similar to the test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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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원자력발전소를 포함하는 에너지 플랜트들은 유체 

및 기체 등을 이송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수많은 배관

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 배관의 건전성은 발전소의 

수명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특히, 원전의 경우 

고도의 안전을 요하는 시설인 만큼 원전 배관의 파손

은 환경적․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수반하게 된다. 이
들 배관들 중에는 직관뿐만 아니라 여러 형태의 곡관

들도 사용되고 있으며, 곡관의 배치 설계는 배치의 용

이성과 열팽창 등에 의한 하중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1).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곡관은 형상에 의한 국부적인 취약성으로 인해 직관에 

비해 결함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 중에서도 원전 

2차 측에 흔히 쓰이는 재질인 탄소강은 유동가속부식

(FAC, Flow Accelerated Corrosion)에 의해 감육결함 발

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2). 
감육결함은 배관의 하중지지능력을 떨어뜨리고, 예

비 징후 없이 순간적으로 파단을 일으킬 수 있다. 따라

서 감육결함에 대한 허용 기준과 건전성 평가 절차를 

확립하고자 하는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3-6).
그러나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은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드는 해석적 연구7)를 선호하고 있는데 반해, 이러한 해

석적 연구의 신뢰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실배관 시험데

이터는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원전 배관의 경

우에는 내압과 함께 열팽창 및 자중에 의한 복합하중 

조건이 고려되어야 하지만, 이와 관련된 시험데이터 

역시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다만, 최근 일정한 내압과 

함께 굽힘하중이 동시에 작용되었을 때, 손상압력에 

미치는 감육결함의 영향에 대해서 일부 연구된 사례가 

있다4,8). 이 연구에 의하면 굽힘하중이 손상압력에 미

치는 영향이 실험에서는 미미한 반면, 해석적 측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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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ding
type

Extrados Intrados

Yield stress, YS
[MPa]

Tensile stress,
UTS [MPa]

Total elongation,
TE [%]

Yield stress, YS
[MPa]

Tensile stress,
UTS [MPa]

Total elongation,
TE [%]

Axial / Circ. Axial / Circ. Axial / Circ. Axial / Circ. Axial / Circ. Axial / Circ.

Load controlled 317.5 275.2 466.8 449.2 32.3 27.5 306.5 276.7 458.8 451 31.9 28.7

Dis. controlled 371.9 317.2 513.8 507.4 25.2 25.03 369.3 346.9 501.8 499.6 28.6 27.2

Table 1. Comparison of tensile properties by bending load type

서는 굽힘하중 형태에 따라 손상압력에 미치는 영향이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등, 배관 건전성 평가 연

구에 대한 결과들이 서로 상이하고 명확하지 않은 측

면이 있다. 이들 연구는 일정한 변위의 굽힘이 주어진 

상태에서 결함의 크기에 따른 굽힘모멘트를 확인하는 

연구였던 점에서 원전 운전 조건을 모사하기에는 무리

가 있다9,10). 따라서, 원전 운전조건에서의 내압과 굽힘

하중을 동시에 모사한 시험 데이터를 확보하는 한편 

복합하중 형태의 굽힘하중이 손상압력에 미치는 영향 

또한 정량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로 원전 탄소강배관에서 발생하여 배관건전성을 침

해하는, 감육결함을 모사한 실배관 시편을 제작하였다. 
그리고 제작된 시편에 원전 운전조건에서의 내압과 함

께 굽힘하중을 주어 감육 곡관 파열시험을 수행하였으

며, 또한 파열시험과 동일한 조건의 유한요소해석을 

통해 시험결과의 신뢰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2. 시험 계획 및 유한요소 모델링

2.1. 실배관 시편 및 재료

감육 곡관 파열시험을 통한 손상압력 평가를 위해, 

Fig. 1. Geometry of real-scale pipe bend specimen and 
wall-thinning shape.

Fig. 1과 같이 실배관 시편을 제작하였다. 실배관 시편

은 90도 곡관의 양단에 반경 10배에 해당하는 길이의 

직관이 연결되어 있으며, 내압과 함께 굽힘하중을 작

용시킬 수 있도록 설계 되었다. 결함은 곡관의 외호면 

또는 내호면의 내부에 원형으로 가공되었으며, 형상은 

유한요소해석을 통해 시험수행과 결함 가공 가능성을 

감안하여 설계하였다.
곡관과 직관의 규격은 2.5 inch Sch.80의 탄소강 재

질로서 ASTM A234 WPB와 ASTM A106 Gr.B이다.
시험에 앞서 인장시험을 통해 재료의 기본 물성치를 

Table 1과 같이 정리하였다. 이 기본 물성치는 또한 유

한요소해석에도 활용된다.

Table 2. Matrix for burst test using wall-thinned elbow 

specimens.(Load controlled bending)

Defect location Specimen ID Thickness tp[mm] Loading type

Extrados

Ex1 1.51 Press.

Ex2 1.53 Press. + Closing

Ex3 1.61 Press. + Opening

Ex4 1.57 Press. + Opening

Intrados

In1 1.63 Press.

In2 1.43 Press. + Closing

In3 1.53 Press.

In4 1.48 Press. + Opening

Thining length, L/D0 1.0

Circ. Angle,  0.3

Table 3. Matrix for burst test using wall-thinned elbow 

specimens.(Displacement controlled bending)

Defect location Specimen ID Thickness tp[mm] Loading type

Extrados

Ex5 1.5 Press. + Opening

Ex6 1.4 Press. + Opening

Ex9 1.4 Press.

Intrados
In5 1.4 Press. + Opening

In9 1.4 Press.

Thining length, L/D0 1.0

Circ. Angle,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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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장시험 결과 하중제어 파열시험과 변위제어 파열

시험에 사용된 시편들 모두 길이방향의 물성치가 원주

방향에 비해 강도와 연성이 높았다. 위치에 따라서는 

하중제어 파열시험 시편의 경우, 외호면이 강도와 연

성이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변위제어 시편의 경우 외

호면의 강도가 높은 반면, 연성은 내호면이 좀 더 높게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전체적으로 두 시편을 

비교해 보면, 변위제어에 사용된 시편의 강도가 높고 

연성이 낮은 경향을 보였다.
곡관시편은 외면 가공을 통하여 외경(D0)과 곡률반

경(Rb)을 각각 72.0 mm와 94.6 mm로 동일하게 하였다. 
Table 2와 Table 3은 굽힘하중 형태에 따른 결함 형상

과 시험 조건을 나타낸 것이다. 결함의 길이와 폭은 모

두 1.0과 0.3으로 일정하며, 최소두께는 최대 편차 

6.2% 이내로 가공하였다.

2.2. 시험 및 하중 조건

시험은 일정한 크기의 하중 또는 변위를 주고 있는 

상태에서 내압을 가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하중제

어 방식에 적용된 하중의 크기는 식 (1)과 같이 결함이 

없는 90도 곡관이 ASME Sec.Ⅲ NB11)의 허용기준을 만

족하는, 최대 모멘트에 해당하는 하중을 계산하였다.

 


 ≤  (1)

D0는 배관의 외경(72.0 mm)이고, I는 배관의 관성모

멘트이며, Sm은 허용설계응력이다. 식 (1)의 계산을 통

해 파열시험에 적용될 굽힘하중의 크기 및 변위를 결

정하였으며, 하중제어 파열시험에 적용될 하중의 크기

는 1071.6 kgf이다. 파열시험에 적용될 변위는 결함이 

없는 곡관을 탄소성 해석을 수행하여 하중-변위 곡선

을 구하고, 계산되어진 하중에 해당하는 변위의 크기

는 4.4 mm로 결정하였다. 
파열시험의 하중조건은 In-plane 상에서 원전의 운전 

내압인 10 MPa을 주고 시편을 열어주는 방식(opening- 
mode)과 시편을 닫아주는 방식(closing-mode)으로 굽힘

하중을 적용하였다. 
변위제어 시험의 경우 하중제어 굽힘 하중이 감육곡

관에 작용될 때, 닫힘모드에 비해 열림모드에서 손상

압력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나타났기 때문에 변위제어 

시험에서는 열림모드의 굽힘 하중만을 고려하였다.

2.3. 시험방법 및 절차

감육곡관 파열시험은 일정한 크기의 하중이 적용된 

상태에서 내압을 계속적으로 가하는 방식으로 시험을 

 

Fig. 2. Test set-up for failure test of wall-thinned elbow. 

수행하였다. Fig. 2는 감육곡관 파열시험을 수행하기 

위한 시험장비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시험기는 시편

의 한 끝단을 고정한 상태에서 인장·압축을 가할 수 있

는 유압식 구조이다. 고압펌프는 수압식으로 고압호스

를 통해 시편에 내압을 가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데
이터 취득을 위하여 시편의 결함부와 측면, 결함부 반

대편에 변형률 게이지를 부착하여 데이터 로거(logger)
와 연결하였다. 또한, PC를 통해 변형률, 내압, 하중 등

을 확인하였다. 
시험 절차로 변형률 게이지가 부착되어진 시편을 시

험기에 장착하고, 시편 내부에 물을 가득 채웠다. 이후 

고압펌프를 이용하여 시편 내부 압력을 10 MPa까지 

올린 후, 굽힘하중을 형태별로 시편에 가하였다. 일정

하게 굽힘이 가해지고 있는 상태에서 손상이 발생할 

때까지 다시 내압을 가하였다.

2.4. 유한요소 모델링

파열시험의 결과에 대해 신뢰성을 확인하고, 시험결

과를 예측 및 비교할 수 있는 해석적 연구를 위해, 시험

에 사용된 시편의 형상과 하중조건이 동일하도록 곡관 

모델링을 수행 하였다. 해석 모델은 곡관시편의 대칭성

을 고려하여 1/4만을 모델링한 3차원 모델이 적용되었

으며, 프로그램으로는 ABAQUS가 사용되었다. 시뮬레

이션 결과에서 파열시험과 비교할 손상압력은 결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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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ding Load-controlled Displacement.-controlled

Location Extrados Intrados Extrados Intrados

SP. ID. Ex1 Ex2 Ex3 Ex4 In1 In2 In3 In4 Ex5 Ex6 Ex9 In5 In9

Failure pressure 36.8 37.6 36.7 34.5 35.9 32.2 35.1 31.2 42 42 36.1 40.5 40.2

Table 4. Comparison of failure pressure by bending load type

중심에서 두께방향 평균등가응력(von Mises stress)이 재

료의 진인장응력을 초과할 때, 배관에 손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또한, 해석적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배관 재료물성치 적용에 따른 손상압력의 차이

와 곡관 시편이 굽힘가공에 의해 두께가 일정하지 않다

는 것을 고려하여 추가해석을 수행하였다. 

3. 시험 및 해석 결과

복합하중 조건에서 감육 곡관 손상압력에 미치는 영

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파열시험 및 유한요

소 해석을 수행하였다. Fig. 3은 감육곡관 파열시험에

서 취득된 변위제어 시험데이터로서 시간에 따른 변위, 
압력 및 변형률을 비교한 것이다. 추가로 하중제어 시

편(Ex3)에서 취득된 하중데이터를 표시하였다.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하중과 변위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손상이 발생할 때 까지 내압

이 증가되고 있으며, 시편의 결함은 주로 원주방향 변

형에 의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서 

파열시험은 시험 절차대로 진행되었음을 확인하였다.

3.1. 시편 손상 결과

하중제어와 변위제어를 각각 적용한 시편의 손상형

태를 비교해 보면 굽힘하중 형태와 결함위치에 관계없

이 모두 길이방향으로 손상이 발생하였다. 변위제어굽

힘하중의 경우 결함위치가 외호면에 있는 경우 고압 

Fig. 3. Sample data obtained from the failure test (load & 
displacement control).

Fig. 4. Comparison of failure pressure by bending load type.

펌프의 용량한계에서도 손상이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

나, 결함위치가 내호면에 있는 시편들은, 모두 길이방

향으로 손상이 발생하였다.

3.2. 시험조건에 따른 손상압력

Table 4는 시험조건별 손상압력을 정리한 것이며, 
Fig. 4는 굽힘하중이 주어졌을 때, 손상압력을 단순내

압에 대한 손상압력으로 무차원화하여 나타낸 것이다. 
1.0에 가까울수록 굽힘하중의 영향이 없다는 것을 의

미한다. 시험결과를 결함위치별로 평가해보면 하중제

어 파열시험결과, 외호면 곡관의 경우 굽힘조건이 닫

힘모드일 때 손상압력에 미치는 굽힘하중의 영향이 거

의 없었다. 반면에 열림모드 조건의 경우 약 6%의 손

상압력 감소를 보였다. 이는 Table 2에 나타낸 것과 같

이 결함의 최소두께가 열림모드 조건에서 더 두꺼운 

것을 감안하면 실제 손상압력 감소는 더 클 것으로 예

상된다. 변위제어 파열시험 결과, 굽힘하중이 적용될 

경우 손상압력의 영향이 거의 없거나 오히려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결함위치 내호면 곡관의 경우 하중제어 파열시험 결

과, 모든 굽힘조건에서 손상압력의 감소를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Table 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단순내압(In3)의 

손상압력대비 열림모드(In4)의 경우 약 11%의 손상압

력 감소를 보였다. 변위제어 파열시험 결과에서는 열

림모드의 굽힘조건에서 손상압력의 차이는 거의 없었



윤민수⋅김성환⋅김태순

Journal of the KOSOS, Vol. 30, No. 1, 2015148

다. 따라서, 이들 결과로부터 하중조건이 하중제어인 

경우 열림모드에서 결함의 위치가 내호면에 존재할 때 

손상압력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하였으며, 반
면에 변위제어인 경우 굽힘하중이 손상압력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거나, 오히려 증가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3. 유한요소해석 결과

파열시험에 대한 해석적 연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였다. 유한요소해석 결과에서는 

굽힘형태에 관계없이 곡관의 외호면에 결함이 존재할 

때 전체적으로 손상압력이 낮게 나타났다. 반면에 하

중제어가 적용된 내호면인 경우에는 손상압력이 높게 

나타났고, 변위제어가 적용된 경우에는 시험결과와 거

의 일치함을 보였다. 이러한 시험결과와 해석결과 차

이를 규명하기 위해, 해석결과 값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주요 인자들을 추가로 고려해 보았다. 우선, 본 연

구에서는 시험과 해석에 사용된 재료물성치의 차이와 

실제 시편과 모델링과의 두께 차이가 해석결과에 영향

을 미친다고 판단하였다. 
유한요소 시뮬레이션에 적용하는 해석요소는 일반

적으로 일정한 두께와 보수적인 재료물성치를 사용한

다. Fig. 5는 하중제어 굽힘하중의 해석에 적용된 재료

물성치로 내호면 원주방향 물성치를 해석에 적용하는 

것이 보수적인 결과를 줄 것이라 판단하여, 결함의 위

치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였

었다. 그러나, 그림과 같이 물성치의차이를 보이고 있

으므로, 결함의 위치가 외호면에 있을 경우 외호면에

서 확보된 물성치를 다시 적용해보았다.
해석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인자로 실제

시편과 모델링의 두께 차이이다. 모델링은 시편 가공  

Fig. 5. Material properties for previous FEA. 

Fig. 6. Comparison of the new factor applied analysis result.

Table 5. Failure pressure comparison of factors applied FEA 
result.

Defect
location

Specimen 
ID

Pre factor Failure 
press.

New factor Failure 
press

Extrados

Ex1 36.9 37.1

Ex2 36.7 37.0

Ex3 35.9 36.2

Ex4 35.3 34.6

Intrados

In1 37.8 37.5

In2 34.5 33.1

In3 36.8 36.5

In4 32.2 32.0

두께인 7.0 mm로 균일하게 모델링하였다. 그러나, 실
제 두께 측정 결과 내호면 부위가 더 얇게 측정된 것을 

알 수가 있었다. 따라서, 모델링을 실제 두께와 동일하

게 수정하였으며, 수정된 모델링에 결함위치별 물성치

를 적용하여 해석을 재 수행하였다.
그 결과, Fig. 6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새로운 결과 

값들을 도출할 수가 있었다. Fig. 6은 하중제어 파열시험

에 대한 유한요소 시뮬레이션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해
석결과에서 도출된 손상압력을 시험결과에 따른 손상압

력으로 무차원화 하여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1.0에 근

접할수록 해석결과와 시험결과가 일치함을 의미한다. 
Table 5는 해석결과 손상압력을 나타낸 것이다. 실험에서 

취득된 손상압력과 Pre factor, New factor 손상압력을 각

각 대비해 본 결과 외호면의 경우 최대 2% 내호면의 경우 

최대 4% 정도 개선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원전배관의 건전성 평가 연구를 위

해, 감육결함에 대한 파열시험을 통해 손상압력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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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량적인 평가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시험의 신뢰

성 확보를 위해 시험과 동일하게 유한요소해석을 수행

하였다. 또한, 해석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인자들을 추가로 보완 적용하여 시험결과와 비교함으

로써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결함위치가 내호면인 경우, 하중제어 굽힘하중이 

작용되면 외호면에 비해 손상압력이 더 낮게 평가되었

다. 반면에 변위제어 굽힘하중이 작용될 경우 외호면

의 경우 고압펌프의 용량 이상으로 손상이 발생하지 

않았고 내호면의 경우 0.3 MPa 손상압력 차이로 시험

결과에서는 거의 영향이 없었다.
(2) 하중조건이 열림모드이고 굽힘이 하중제어 형태

로 작용할 경우, 닫힘모드에 비해 손상압력이 낮게 평

가되었으며, 특히 결함위치가 내호면인 곡관일 경우 

영향이 더욱 크게 작용되었다. 또한, 굽힘이 변위제어 

형태로 작용하고, 결함위치가 내호면에 존재할 때는 

거의 영향이 없었다.
(3) 유한요소해석 결과, 전체적으로 손상압력 값은 

시험결과와 유사하게 보였으나, 외호면 곡관의 경우 

약간 낮게, 내호면 곡관의 경우 약간 높게 나타났다.
(4) 해석결과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되는 주요인

자들을 고려하여 추가 해석한 결과, 결함위치의 재료

물성치 및 재료두께의 불균일성은 해석결과에 큰 영향

을 주진 않지만, 정확도가 개선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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