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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재료의 인장 물성 측정 불확도 평가가 수행되었다 인장 물성 측정에 영향을 주는 불확도의 요인: .

이 구분되어 분석되었고 인장 시험으로부터 측정되는 측정량 즉 탄성계수 항복 강도 그리고 인장 강, ,

도의 불확도 평가 모델이 본 연구에서 제시되었고 각 측정량에 대한 대응하는 수학적 모델과 측정치로

부터 각 측정치의 감도계수를 계산함으로서 유도 되었다 각 모델에 근거하여 에 따라 결정되. ISO 6892

는 의 실험적 데이터로부터 인장 물성의 불확도가 평가되었다SUS316LN .

Abstract: Estimation of tensile properties measurement uncertainty of material was carried out. Sources of

uncertainty affecting the measurement of tensile properties were classified and analyzed. The models for

uncertainty evaluation of measurands to be determined from tensile test, such as elastic modulus, yield

strength and tensile strength, were suggested and derived from the mathematical relations, corresponding to

the respective measurands, and the measuring quantities by calculating each sensitivity coefficient of the

quantities. Based on these models, the uncertainty of the tensile properties was evaluated from the

experimental data of SUS316LN determined according to ISO 6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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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 ,

ISO(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

.

,

.

SUS316LN

.

측정 불확도 평가 개념 및 모델2.

측정 불확도 개념2.1

. ,

, ,

,

, ,

.

.

. ISO 6892

,

.

.

인장물성 측정에서 각 측정량에 대한 측정 불확도

를 평가하는 절차는 기본적으로 GUM(Guide to

에서 정리한 절차를 따른Uncertainty in Measurement)

다 이에 대한 기본적인 불확도 평가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2

3

4

5

Measurand Unit Symbol

Original cross-sectional area mm
2

So

Modulus of elasticity GPa E

Proof strength, non-proportional extension MPa Rp0.2

Upper yield strength MPa ReH

Lower yield strength MPa ReL

Ultimate tensile strength MPa Rm

Percentage elongation after fracture % A

Percentage reduction of area % Z

Measurement Unit Symbol

Test piece original thickness (rectangular test piece) mm ao

Test piece original width (rectangular test piece) mm bo

Test piece original diameter (circular test piece) mm do

Original gage length mm Lo

Force applied during test N F

Axial displacement during test mm e( L)Δ
Thickness after fracture (rectangular test piece) mm au

Width after fracture (rectangular test piece) mm bu

Diameter after fracture (circular test piece ) mm du

Final gage length mm Lu

Table 1 Measurands and measurement in tensil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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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장 시험에서 인장 물성 측정량을 측정하기 위해

서는 측정 입력량과 측정량을 구분하고 은 그Table 1

구분을 나타낸다 여기서는 측정량과 측정 입력량의.

단위와 기호를 나타내었고 측정량에 해당하는 공식

을 병기하였다 기본적으로 과 같이 불확도를. Table 1

평가하는 측정량을 정의하고 이들 측정량의 측정에,

서 영향을 주는 모든 불확도 요인들을 명확하게 한

다 이들 불확도 요인을 정량화할 수 있는 방법에 따.

라 유형 와 유형 로 구분하여A(Type A) B(Type B)

불확도를 평가한다 불확도가 반복적인 측정에 의하.

여 통계적으로 평가되면 이는 유형 로 구분하고 다A

른 방법으로 평가되어야한다면 이는 유형 로 구분B

하게 된다 유형 에서는 사용자가 적당한 통계적. B

확률분포로 각 요인에 대하여 추정해야 한다 표준.

불확도는 측정량과 영향인자간의 수학적 관계식으로

부터 관계 민감도를 결정하여야 하며 이는 이들 관,

계식의 편미분식으로부터 얻어진다 식 은 인장. (1)

시험의 측정량과 측정인자간의 수학적 관계식으로부

터 표준 불확도의 계산을 나타내고 은 이로부Table 1

터 결정하는 표준 불확도를 나타낸다.

   
  



  


(1)

uc , ci

xi u

. ci

.

탄성계수 측정 불확도2.2

Table 1

.

(2)

(3)

(4)

(5)

mE -

Sm

.

항복강도 측정 불확도2.3

항복 강도의 정의는 과 같이 오프Fig. 1 0.2%

셑 선이 하중 변위 곡선과 만나는 점의 하중 좌-

표값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불확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변형률의 불확도를 평가하고 응력0.2%

에 대한 불확도를 평가하여 표준 불확도를 계산

하게 된다 다음과 같이 감도 계수와 불확도 식.

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

σ (6)

σ
(7)

σ
(8)

ε

ε
(9)

여기서 ε 에서의 하중에 대한 합성불확도는

ε ε ε (10)

로 나타내고, ε 에서의 하중에 대한 불확도는

하중 연신 곡선- , ε 을 차 다항식으로 피팅한2

다고 가정하여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ε α ε α ε (11)

Fig. 1 Determination of yield str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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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장 강도 측정 불확도2.3

인장 강도에 대한 불확도 인장강도의 감도계수

와 불확도는 다음과 같다.

(12)

(13)

(14)

인장 물성 측정 불확도 평가3.

본 연구에서는 의 평가 절차에 따라 각 주요GUM

인자를 고려하여 불확도 모델을 정의하였다 주요인.

자의 수학적 관계를 이용하여 감도 계수를 정의하고

이에 따른 합성 불확도 모델을 유도하고 각 측정량

의 확장 불확도 모델을 정의한다 각 측정량의 불확.

도 모델을 이용하여 시험에서 얻어진 측정 데이터를

이용하여 각 측정량의 불확도를 평가하였다.

시험편 및 측정 시스템3.1

인장 시험편은 으로ASTM A240/480 1524 x 3048

x 17 mm
3의 후판에서 채취하여 제작하였다 시험편.

은 국제 표준 시험법, ISO 6892
(5)와 ASTM E8M

(4)을

고려하여 원형 단면의 실린더형 시험편으로 설계하

였으며 시험부의 직경은 이고 게이지 길이는, 10mm

이다50mm .

인장 하중은 단축 유압 시험기 을 사용하(MTS 810)

였다 시험에 사용한 하중 셀은 등급의 하중용량이. 1

이며 연신계는 등급을 사용하였고 게이100 kN , 0.5

지 길이는 이였다 인장 시험은 변형률 제어와50 mm .

변위 제어의 단 제어 방식을 사용하였고 변형률 제2 ,

어는 의 속도로 수행하였다0.00025 /s± 20% .

불확도 평가3.2

와 같은 인장 시험편을 이용하여 축 정Table 2

렬과 시험기 강성이 우수한 인장 시험 시스템에

서 인장 시험을 수행하였다 시험기 축 정렬을.

최대 굽힘 변형률이 이하가 된다 평균20 .με

인장 강도는 인장 강도는301.1 MPa, 634.7 MPa

그리고 탄성 계수는 으로 얻어졌다 각200.6 GPa .

측정량인 탄성계수 항복 강도 그리고 인장 강도,

에 대한 불확도 모델은 각각 식 그리고(5), (9)

로 정의하였다(14) .

탄성계수의 불확도는 식 를 이용하여 감(2)~(4)

도 계수를 결정하여 식 를 통하여 합성 불확도(5)

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은 각 입력량의 불, Table 3

확도 계산 결과와 합성 불확도를 나타낸다 본.

시험에서는 탄성계수의 합성 불확도는 ±1.65 GPa

로 얻어졌다 는 항복 강도에 대한 불확도. Table 4

평가 결과를 나타낸다 항복 강도 불확도의 감도.

계수와 표준 불확도는 식 을 이용하여 평(6)~(11)

가하였으며 본 측정에서는 로 얻어졌, ±0.1 MPa

다 식 는 인장 강도의 감도계수와 표준. (12)~(14)

불확도를 나타내는 식으로 본 측정에서 사용하였

으며 그 결과는 에 나타낸 바와 같다 인, Table 5 .

장 강도의 합성 불확도는 로 평가되었±0.1 MPa

다.

R

. .

L

G

D

A

C

B B

R

. .

L

G

D

A

C

B B

Table 2 Dimension of tensile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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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4.

인장물성 측정 불확도를 평가하기 위한 모델과

그 절차를 확립하였다 인장 물성 측정에 영향을 주.

는 인자들을 분석하고 탄성계수 항복 강도 그리고,

인장 강도의 수학적 모델을 통하여 감도 계수를 결

정하고 합성 불확도를 결정하는 모델을 결정하였다.

소재에서의 인장 시험을 통하여 얻어진SUS316LN

하중연신 곡선으로부터 결정한 모델을 이용하여 각-

각 측정량에 대한 확장 불확도를 결정하였다 본 연.

구에서 제안한 불확도 모델은 인장 시험 결과의 신

뢰도 평가에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후 기

This work is supported by Korea Research Council

of Public Science and Technology (KORP) through the

"Development of Advanced Materials Metrology"

project.

참고문헌

(1) Kandil, F. A., 1995 "Measurement Good Practice

Guide No. 1" NPL, ISSN 1368-6550, MMS 001:1995.

(2) Kandil, F. A., 2003, "Verification of Alignment of

Uniaxial Test Systems", VAMAS Report No. 42,

ISSN 1016-2186, NPL

(3) ISO/TC164/SC5/WG11 WD "Alignment of Fatigue

Testing Machines."

(4) ASTM E8M, Standard Test Methods for Tension

Testing of Metallic Materials [Metric].

(5) ISO 6892:1998 Metallic materials -- Tensile testing

Table 3 Estimation of measurement uncertainty of Elastic modulus

Symbol Measurand Symbol ofuncertainty Value(±) Type Probabilitydistribution
divisor
dv

Sensitivitycoefficientci
standarduncertaintyu

CombinedUncertaintyu(Xi) (± )
vi ofveff

L0 Original Gage length (mm) uL0 0.4 B Rectangular 1.7320 3876.333 0.2309 895.20 　
S0 Original cross-sectionalarea uS0 0.02382 B Rectangular 1 2539.094 0.0238 60.49 　
mE Slope (N/mm) SmE 2127.091 A Normal 1 0.66 2127.091 1393.29 　

E Young's Modulus (GPa)
uc(E) Combineduncertainty A+B Normal 　 　 　 1.657 　
U(E) Expandeduncertainty A+B Normal k 2 1.66% 3.314

Table 4 Estimation of measurement uncertainty of yield strength

Symbol Measurand Symbol ofuncertainty Value(±) Type Probabilitydistribution
divisor
dv

Sensitivitycoefficientci
standarduncertaintyu

CombinedUncertaintyu(Xi) (± )
vi ofveff

Fep Force at ep=0.002 (N) uFep 3.3371 A+B Normal 1 0.013 3.3371 0.0424 　
S0 Originalcross-sectional area uS0 0.0238 B Rectangular 1 3.820 0.0238 0.0910 　

Rp0.2 Proof Strength (MPa)
uc(Rp) Combineduncertainty A+B Normal 　 　 　 0.1004 　

U(Rp) Expandeduncertainty A+B Normal k 2 　 0.2008

Table 5 Estimation of measurement uncertainty of tensile strength

Symbol Measurand Symbol ofuncertainty Value(±) Type Probabilitydistribution
divisor
dv

Sensitivitycoefficientci
standarduncertaintyu

CombinedUncertaintyu(Xi) (± )
vi ofveff

Fep Force at ep=0.002 (N) uFep 3.33333 A+B Normal 1 0.013 3.3333 0.04244 　
S0 Originalcross-sectional area uS0 0.02382 B Rectangular 1 3.820 0.02382 0.09101 　

Rm Ultimate Strength (MPa)
uc(Rp) Combineduncertainty A+B Normal 　 　 　 0.1004 　

U(Rp) Expandeduncertainty A+B Normal k 2 　 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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