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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미국과 일본 등에서 원자력발전소 (이하 원전)의 

설계기준을 초과하는 대형 지진을 경험한 이후, 원전

의 지진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되었다.(1-3) 
따라서, 신규 설계 원전뿐 아니라 기존 원전의 기기

와 설비에 대해서도 지진에 대한 안전여유도 재평가

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안전 관련 주요 기기와 설비

에 대해서는 설계기준지진 뿐 아니라 설계초과지진 

조건에서 구조건전성 확보와 이를 입증하기 위한 평

가를 요구하고 있다.(4) 설계기준지진과 달리 설계초

과지진 조건에서는 기기와 설비들이 큰 진폭의 반복

하중에 의해 비선형 변형과 에에 다른 손상이 발생될 

수 있다. 따라서, 원전 주요 기기와 설비에 대한 비선

형 변형과 손상거동을 파악하고 구조건전성 평가에 

이를 적절히 반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연구가 국내·외적으로 진행되

고 있으며,(5-7) 특히 원전 배관계통에 대해서 다양한 

실험적·해석적 연구들이 진행되었다.(8-13) 이들 연구 

결과에 의하면 기존의 원전 배관계통은 설계기준지

진보다 10 배 정도 큰 지진하중 조건에서도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큰 지진하중 조

건에서 배관계통의 손상은 대부분 엘보우 곡관부 측

면 (Crown)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8,12,13) 
따라서, 최근에는 설계초과지진 조건에서 배관계통

의 구조건전성 평가 절차와 허용기준 개발을 위해, 
지진하중을 모사한 반복하중 조건에서 배관 엘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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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대상으로 다양한 손상시험을 수행하고 있

다.(8,14-17) 실배관 시험은 실제 배관 엘보우의 변형거

동과 손상거동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지만, 시편 제

작과 시험시설 사용에 고비용이 소요되므로 확보할 

수 있는 데이터의 수가 제한적이다. 특히 고온에서는 

대형 실배관 시편을 이용한 실험이 어렵기 때문에 

배관계통의 운전온도 조건에서 엘보우의 반복 변형

거동과 손상거동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실배관 시편 대신 엘보우에

서 채취가 가능한 형상의 시편을 이용하여, 반복하중 

조건에서 배관 엘보우 곡관부의 변형거동과 손상거

동을 평가할 수 있는 모사시험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배관 엘보우와 모사시험용 시편에 

대한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여, 두 시편의 취약부에

서 변형률 분포의 유사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모사

시험이 엘보우 시편의 하중-변위에서 나타나는 반복

경화 현상을 평가할 수 있는지 검토하였다. 마지막으

로 변수해석을 통해 일관된 모사시험 결과를 얻기 

위한 최적의 시편 및 지그 형상을 살펴보았다.

2. 모사시험 방법 제안

2.1 반복하중 하의 배관 엘보우 변형/손상 특성

반복하중 조건에서 배관 엘보우의 변형과 손상 

거동은 대부분 Fig. 1에 나타낸 것과 같이 변위제어

모드 또는 하중제어모드의 반복 굽힘시험을 통해 

파악한다. 이들 시험에 의하면, 반복 굽힘하중 조건

에서 배관 엘보우는 대부분 곡관부 측면에서 축방

향 균열 생성에 의해 손상되며, 곡관부 측면에서 라

체팅-피로 누적이 균열 생성의 원인인 것으로 확인

되었다.(8,13-17) 즉, 배관 엘보우에 반복 굽힘하중이 

작용됨에 따라 곡관부 단면이 주기적으로 변형되

고, 단면 변형시 곡관부 측면에서 원주방향 변형률이

Fig. 1 Schematic diagram of pipe elbow test under 
cyclic bending loads

인장방향과 압축방향으로 교번하기 때문에 균열이 

생성되는 것이다.

2.2 모사시험 방법 및 시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곡관부 측면의 원주방향 변

형률이 반복하중 조건에서 배관 엘보우의 변형과 손

상거동을 지배한다. 따라서, 반복하중 조건에서 배관 

엘보우의 변형거동과 손상거동을 파악하기 위한 모

사시험과 시편은 반복하중 조건에서 곡관부의 단면 

변형과 측면에서 원주방향 변형률을 적절히 모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고려하여 본 논문에서는 Fig. 
2에 나타낸 것과 같이 배관 엘보우 중심에서 링 형태

로 시편을 채취하여 변위제어 또는 하중제어 모드의 

반복하중을 가함으로써, 반복하중 조건에서 곡관부 

단면의 변형과 곡관부 측면의 원주방향 변형률을 모

사할 수 있는 시험 방법을 제시하였다. Fig. 2(a)에 

나타낸 바와 같이 반복하중 작용시 링 시편의 측면에

서 변형과 손상을 유도하기 위해서, 시편 측면의 일

부를 시편 폭에 비해 작게 설계하였다. 
Fig. 2의 실험에서 링 시편에 작용되는 하중은 시

험기의 로드 셀에서 측정하고, 시편의 변형은 시편에 

거치된 선형변위센서 (LVDT)를 통해 측정한다. 측정

된 하중과 변위 데이터로부터 시편의 반복 변형거동

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시편이 손상될 때까지 작

용된 반복하중 (또는 반복변위)의 사이클 수와 진폭, 

(a) Specimen machining

(b) Simulate test
Fig. 2 Conceptual design of simulated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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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시편 측면에서 측정된 원주방향 변형률로부터 

시편의 손상거동을 파악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모사

시험 방법은 시편에 가해지는 하중 또는 변위의 진

폭을 조절하여 시편 측면의 원주방향 변형률 크기를 

제어할 수 있으며, 인장과 압축 하중의 비 (또는 인

장과 압축 변위의 비)를 조절하여 원주방향 변형률

의 분포를 변경할 수도 있다. 따라서, 모사시험을 통

해 반복하중 조건에서 엘보우의 거시적인 히중-변
위 거동은 파악할 수 없지만, 엘보우 곡관부의 반복 

변형거동과 측면에서 변형률 크기에 따른 손상 사

이클은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제안된 시험 방법 타당성 검증

3.1 원주방향 변형률 분포

앞서 제안한 모사시험 방법과 시편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열림모드와 닫힘모드의 단순하중 

조건에서 배관 엘보우 시편과 링 시편에 대한 유한

요소해석을 수행하여 두 시편의 측면에서 원주방향 

변형률 분포를 비교하였다.

3.1.1 유한요소모델

배관 엘보우 시편에 대한 유한요소해석에는 Fig. 1과 

같은 공칭외경 ()과 공칭두께 ( )가 각각 114.3 mm와 

6.0 mm이고 곡률반경 ()과 굽힘각 ()이 와 90o

인 4-inch, Sch.40 엘보우에 길이가 570 mm인 직관이 

연결된 시편이 고려되었다. 해석시 시편의 끝단에 100 
mm의 변위를 닫힘모드 (closing mode)와 열림모드 

(opening mode)로 1 회씩 작용시켰으며, 해석에 적용

된 변위의 크기는 엘보우 곡관부에서 충분한 크기의 

소성변형이 발생될 수 있는 조건으로부터 결정되었

다. Fig. 3(a)는 해석에 적용된 유한요소모델을 나타낸 

것으로 대칭성을 고려하여 시편의 1/4만을 모델링하

였다. 두께방향으로 5개, 원주방향으로 18개, 곡관부

에는 10개의 요소가 배열되었으며, 절감적분을 고려

한 육면체요소 (C3D20R in ABAQUS)가 적용되었다. 
해석에는 상용 유한요소 프로그램인 ABAQUS가 사

용되었으며, 대변형 옵션 (NLGEOM in ABAQUS)을 

적용한 탄소성해석이 수행되었다.(18) 
링 시편에 대한 유한요소해석에는 Fig.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외경 ( )과 두께 ()가 각각 114.0 mm와 

5.0 mm이고, 시험부 (test section)의 폭 ( )과 길이 ( )가 

(a) Pipe elbow specimen

(b) Ring specimen
Fig. 3 Finite element models for pipe elbow specimen 

and ring specimen 

각각 16.0 mm와 20.0 mm인 링 시편이 적용되었으며, 
앞서 고려된 배관 엘보우 시편의 곡관부에서 채취할 

수 있는 최대 크기의 시편 형상을 고려하였다. 링 시편

에는 외부와 내부 지그 (jig)를 통해 압축과 인장 방향

으로 20 mm의 변위가 1 회씩 작용되었다. 링 시편의 

경우에도 해석에 적용된 변위는 시편 측면에서 충분

한 크기의 소성변형이 발생될 수 있는 조건으로부터 

결정되었다. Fig. 3(b)는 링 시편에 대한 유한요소모델

을 나타낸 것으로 대칭성을 고려하여 시편의 1/8만 

모델링하였다. 두께방향으로 5개, 폭방향으로는 위

치에 따라 9∼18개의 요소가 배열되었으며, C3D20R 
요소가 적용되었다. 링 시편에 닫힘모드와 열림모드

의 변위를 가하는 내부와 외부 지그는 강체로 가정하

였으며, 지그와 시편 사이의 마찰계수 ()는 0.15를 

적용하였다. 해석에는 ABAQUS 프로그램이 사용되

었으며, 대변형 옵션을 적용한 탄소성해석이 수행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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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rue stress vs. true plastic strain curves used for 
finite element analysis

배관 엘보우 시편과 링 시편의 재료로 2가지 배관

재 (SA312 TP316 스테인리스강 (stainless steel, SS), 
A106 Gr.B 탄소강 (carbon steel, CS))가 고려되었다. 
Isotropic 재료 경화 모델이 고려되었으며, Fig. 4의 

진응력-진변형률 곡선이 입력으로 적용되었다. 해
석에 적용된 SA312 TP316 SS와 SA106 Gr.B CS의 

영률은 각각 195.1 GPa과 202.0 GPa이며, 두 재료의 

포아송 비는 0.3이다.

3.1.2 원주방향 변형률 분포 비교

Fig. 5는 배관 엘보우 시편에 닫힘모드와 열림모드 

방향으로 각각 100 mm의 변위가 작용되었을 때, 곡
관부 단면의 변형과 변형률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Fig. 5(a)에서 닫힘모드 변위가 작용될 때 곡관부 단면

은 좌우로 팽창되었으며, 측면의 외면에는 인장방향, 
내면에는 압축방향의 원주방향 변형률이 형성되었다. 
반면, 열림모드 변위가 작용될 때는 곡관부 단면이 좌

우로 수축되며, 내면에는 인장방향, 외면에는 압축방

향의 원주방향 변형률이 형성된다. Fig. 5(b)는 곡관부 

측면에서 원주방향 변형률을 두께방향 위치(Fig. 5(a)
의 화살표 위치와 방향)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열림모

드 조건에서 약간 차이를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재료

에 따른 원주방향 변형률 분포의 차이는 크지 않았

다. 배관 엘보우 시편의 굽힘 모드에 관계없이 두께

방향으로 원주방향 변형률은 거의 선형적으로 변화

되었으며, 굽힘 모드가 변화됨에 따라 변형률 분포가 

역전되었다. 따라서, 닫힘모드와 열림모드 변위가 연

속적으로 작용되면, 곡관부 측면의 내면과 외면에서 

원주방향 변형률이 서로 교번하며 내면에서 원주방

향 변형률의 진폭이 가장 큰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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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eformation of cross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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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ircumferential strains along thickness at crown
Fig. 5 Results of finite element analysis for the pipe elbow 

specimen

Fig. 6은 링 시편에 20 mm의 변위가 닫힘모드 (압
축 방향)와 열림모드 (인장 방향)로 작용될 때, 시편

의 변형과 변형률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Fig. 6(a)에
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시편에 닫힘모드 변위가 

작용될 때, 시편 단면이 좌우로 팽창되며, 측면의 외

면에 인장방향, 내면에 압축방향의 원주방향 변형

률이 형성되었다. 열림모드 변위가 작용될 때는 시

편이 좌우로 수축되며, 내면에 인장방향, 외면에 압

축방향의 원주방향 변형률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단면 변형과 원주방향 변형률 분포는 앞서 배관 엘

보우 시편의 곡관부에서 관찰된 것과 거의 일치한

다 (Fig. 5(a)). Fig. 6(b)는 닫힘모드와 열림모드 변위

가 작용될 때, 링 시편 측면의 중심부에서 원주방향 

변형률의 두께방향(Fig. 6(a)의 화살표 위치와 방향)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Fig. 5(b)와 비교하면 링 시

편 측면에서 원주방향 변형률 분포 (Fig. 6(b))는 엘

보우 시편의 곡관부 측면에서 원주방향 변형률 분

포와 거의 일치하였다. 즉, 원주방향 변형률이 두께

방향 위치에 따라 거의 선형적으로 변화되었으며, 
시편에 작용되는 변위의 방향에 따라 변형률 분포가 



5반복하중 하의 엘보우 변형 및 손상 특성 평가를 위한 모사시험 방법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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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eformation of ring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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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ircumferential strains along thickness at center of 
specimen

Fig. 6 Results of finite element analysis for the ring 
specimen

역전되었다. 따라서, 열림모드와 닫힘모드 변위가 

연속적으로 작용할 때 시편 측면의 내면과 외면에

서 원주방향 변형률이 교번하며, 내면에서 원주방

향 변형률의 최대 진폭이 나타냈다. 
결론적으로 링 시편을 이용한 모사시험이 반복 

굽힘하중 조건에서 배관 엘보우의 곡관부 측면에서 

원주방향 변형률 분포를 적절히 모사하는 것을 확

인하였다.

3.2 반복 변형거동

모사시험을 통해 반복하중 조건에서 배관 엘보우

의 변형거동과 손상거동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곡관

부 측면의 변형률 분포뿐 아니라 반복하중에 따른 

경화 거동을 적절히 모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유한요소해석을 통해 배관 엘보우 

시편과 링 시편의 반복 변형거동을 살펴보았다. 

3.2.1 유한요소모델

각 시편에 대한 유한요소해석에는 Fig. 3의 모델이 

적용되었다. 다만, 앞서 해석과 달리 배관 엘보우 시

편에 닫힘모드와 열림모드 변위 (±100 mm)가 12 회 

반복적으로 작용되었으며, 링 시편에 대해서는 닫

힘모드와 열림모드 변위 (±20 mm)가 11회 반복적으

로 작용되었다. 시편 재료로는 반복경화 현상이 뚜

렷한 것으로 알려진 SA312 TP316 SS을 고려하였으

며, 재료의 반복경화 현상을 모사하기 위해서 

Chaboche 이동경화 모델 기반(19)의 복합경화 모델이 

적용되었다. Table 1은 해석에 적용된 SA312 TP316 
SS의 복합경화 변수들을 정리한 것이다. Table 1의 

변수는 SA312 TP316 SS에 대한 반복 응력-변형률 

시험 데이터로부터 구한 것이다.(20) 

Table 1 Parameters for combined hardening model of 
SA312 TP316 stainless steel(20) 

[MPa] Q b
108.9 113.8 6.214     

112305 30670 1103.0 2000 266.7 0

3.2.2 반복 경화거동 비교

Fig. 7은 일정한 크기의 변위가 시편에 반복적으

로 작용될 때, 배관 엘보우 시편과 링 시편의 하중-
변위 이력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두 시편의 형상과 

크기 차이로 인해 하중-변위 이력 곡선의 형태와 크

기는 일치하지 않지만, 반복하중에 따른 하중-변위 

이력 곡선의 변화 경향은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즉, 두 시편에 일정한 크기의 변위가 반복적으로 작

용됨에 따라 인장과 압축 방향으로 하중이 증가하

다 일정 사이클 이상에서 수렴하는 경향을 보였다. 
즉, 두 시편에서 모두 반복경화에 의한 응답하중의 

증가 현상이 확인되었다.
Fig. 8은 두 시편에서 반복하중에 따른 하중의 변

화를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Fig. 7에서 각 사이클 

별로 최대하중 (인장하중)과 최소하중 (압축하중)을 

추출하여 사이클 수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Fig. 8에
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두 시편에서 동일하게 인

장하중은 6번째 사이클까지 빠르게 증가하다 수렴

하였다. 압축하중도 6번째 사이클까지 빠르게 증가

하다 이후에는 증가 경향이 둔화되었다. 즉, 두 시편

에서 공통적으로 반복경화에 의한 강도 증가가 나

타났고, 반복경화 현상이 안정화되는 사이클 수가 

일치하였다. 따라서, 링 시편을 이용한 모사시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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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보우 곡관부 측면의 원주방향 변형률뿐 아니라 

반복경화에 의한 배관 엘보우 시편의 하중지지능력 

변화도 적절히 모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 변수해석을 통한 최적 시편 형상 제안

4.1 변수해석 방법 및 조건

Fig. 9는 모사시험을 위한 링 시편과 시편에 하중 

(또는 변위)을 가하기 위한 지그의 형상을 나타낸 

것이다. Fig. 9에 나타낸 바와 같이 반복하중 작용시 

시편 측면에서 손상을 유도하기 위해 시편의 양쪽 

측면은 일정 길이 ( )의 폭 ( )을 시편 폭 ( )에 

비해 좁게 설계되었다. 하중 작용시 시편의 단면 변

형에 따른 지그와 시편 사이의 마찰을 최소화하

기 위해서, 닫힘모드 하중 (또는 변위)을 가하는 

외부 지그는 평면으로 설계하였으며, 열림모드 하중 

(또는 변위)을 가하는 내부 지그는 일정한 반경 ()
을 갖는 곡면으로 설계되었다. 

Fig. 9 Design of ring specimen and loading jig for simulated 
test

(a) Pipe elbow specimen (b) Ring specimen
Fig. 7 Load-displacement hysteresis loop of pipe elbow and ring specimens obtained from finite element analysis

(a) Pipe elbow specimen (b) Ring specimen

Fig. 8 Variation in the peak load with increase in the number of cyclic 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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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Variables for parametric finite element analysis  [mm]   [mm]   [mm]  [mm]

20 16 20 20, 25, 30, 
35

20 16 10, 20, 30, 
50, 80 25

20 12, 14, 16 20 25

20, 25, 30 16 20 25

여기서는 유한요소해석을 통해 시편 형상과 내부 

지그의 곡률에 따른 시편 측면의 원주방향 변형률 

분포와 하중-변위 거동을 분석함으로써, 일관된 모

사시험 결과를 얻기 위한 최적의 시편 및 지그 형상

을 파악하고자 한다. 변수해석에 고려된 형상 변수

들은 Table 2와 같으며, 링 시편의 외경과 두께는 각

각 114.0 mm와 5.0 mm로 일정하게 고려하였다. 해
석에는 Fig. 3(b)의 유한요소모델이 적용되었으며, 
닫힘모드와 열림모드 방향으로 20 mm의 변위를 작

용시켰다. 앞서 Fig. 5에서 재료에 따른 원주방향 변

형률 분포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

라, 변수 해석에는 SA106 Gr.B CS만을 고려하였다.

4.2 최적 시편 및 지그 형상

Fig. 10은 변수해석에서 주어진 시편 형상과 지그의 

곡률반경에 따른 시편 측면에서 두께방향 (Fig. 6(a)의 화

살표 위치와 방향)의 원주방향 변형률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동일한 폭의 시편 ( ,  )에
서 시험부 길이 ( )가 증가함에 따라 내면과 외면에

서 원주방향 변형률은 감소하다, 닫힘모드에서는  ≥, 열림모드에서는  ≥에서 변형률

의 변화가 사라졌다 (Fig. 10(a)). Figs. 10(b)와 10(c)에
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시험부 폭 ( )과 시편 폭 
( )의 비가 감소할수록 시편 측면의 내면과 외면에서 

원주방향 변형률이 약간씩 증가하였다. 그러나, 와   변화에 따른 변형률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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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Effect of specimen dimension and jig radius on the distribution of circumferential strain along thickness 
at center of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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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d)에 나타낸 바와 같이 내부 지그의 곡률반경

이    이하에서는 원주방향 변형률이 큰 차이

를 보이지 않았지만,  ≥에서는 곡률반경에 

따라 원주방향 변형률이 뚜렷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

였다. 
따라서, 시편 측면에서 원주방향 변형률 분포는 와 에 민감하며, 시험부 길이와 지그의 곡률반

경이 각각  ≥ 와  ≤ 일 때 원주방향 

변형률 분포가 거의 변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시편 형상과 지그의 곡률반경에 따른 링 시

편의 하중-변위를 살펴보면,   를 제외하면 

시험부 길이에 따른 하중-변위 곡선의 변화는 미미

하였다 (Fig. 11(a)). Figs. 11(b)와 11(c)에서 시편의 

폭에 따른 영향을 살펴보면, 일정한 에서 이 

중가함에 따라 하중-변위 곡선에서 하중이 약간씩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변화 정도는 크지 않았

다. 동일한   조건에서 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하중-변위 곡선에서 하중이 뚜렷이 증가하는 경향

을 보였으나, 하중-변위 곡선의 전체적인 경향은 변

하지 않았다. 따라서,   증가에 따른 하중의 증가

는 시편의 단면 증가에 따른 영향으로 판단된다. 한
편, Fig. 11(d)에서 내부 지그의 곡률반경에 따른 영

향을 살펴보면, 시편에 작용된 변위가 10 mm 이하

에서는 지그 반경에 따른 하중-변위 곡선의 차이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시편에 작용된 변위가 10 mm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곡률반경에 따른 하중-변위 

곡선의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지그의 곡률반

경이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곡률반경에 

따라 하중-변위 곡선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경

향을 보였다. 이것은 시편의 단면 변형에 따른 시편

과 내부 지그의 접촉면 증가 때문이며, 지그의 최적 

곡률반경은 링 시편의 내경에 의존할 것으로 판단

된다.
따라서, 시편의 형상 변수에 따른 원주방향 변형

률과 하중-변위 곡선의 차이로부터 종합적으로 판

단할 때, 링 시편의 폭에 비해 시험부 길이와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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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Effect of specimen dimension and jig radius on the response load vs. displacement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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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그의 반경이 시험 결과에 상대적으로 크게 영향

을 미쳤다. 또한, 시험부 길이가 시편 내경의 1/2 이
상 ( ≥ )이고, 내부 지그의 곡률반경이 시편 

내경의 1/4 이하 ( ≤ )일 때, 링 시편을 이용

한 모사시험에서 일관된 원주방향 변형률 분포와 

하중-변위 곡선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큰 진폭의 반복하중 조건에서 실

배관 엘보우의 변형거동과 손상거동을 모사할 수 

있는 시편과 시험 방법을 제시하고, 유한요소해석

을 통해 제안된 시험 방법의 적절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제안된 모사시험은 닫힘모드와 열림모

드의 반복하중 조건에서 배관 엘보우 시편의 곡관

부 측면의 원주방향 변형률 분포를 적절히 모사하

였다. 또한, 제안된 모사시험이 반복하중 조건에서 

반복경화 현상에 의한 배관 엘보우의 하중지지능력 

변화를 평가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변수해

석 결과, 링 시편의 시험부 길이와 내부 지그의 곡

률반경이 모사시험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쳤으며, 
시험부 길이가 시편 내경의 1/2이상이고 내부 지그

의 곡률반경이 시편 내경의 1/4 이하일 때 일관된 

시험 결과를 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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