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압력기기공학회 논문집 ISSN 1738-8333
제16권 제2호 2020년 12월 pp. 3546 http://dx.doi.org/10.20466/KPVP.2020.16.2.035

기호설명

a = half length of circumferential through-wall 
crack

ao = initial crack length
 = material constant
c = half length of axial crack
C1, C2 = material constant
 = crack opening displacement
E = Young’s modulus

 = strain, general
 = reference strain
F = shape factor of stress intensity factor
h1 = plastic influence function of J-integral
h2 = plastic influence function of crack opening

  displacement
I = moment of inertia
J = J-integral
Je = elastic J-integral
Jp = plastic J-integral
JR = resistance J-integral
KI = stress intensity factor
 = ratio of tension and bending moment
M = global bending mo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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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a fracture mechanics evaluation system which can be used to assess the leak-before-break (LBB) 

of nuclear piping is developed. Existing solutions for calculating the fracture mechanics parameters (J-integral and 
crack opening displacement) required for LBB evaluation were firstly presented. Then a module for calculating J-integral
and COD was developed, with an additional module for predicting the critical load based on the crack driving force 
diagram to finally develop a fracture mechanics evaluation system. To confirm the validity of the proposed evaluation
system, finite element (FE) analysis was performed, and the FE J-integral and COD results were compared with prediction
results using the J-integral and COD estimations program. Furthermore, the critical load assessment module was verified
by comparing the actual pipe test results (Battelle test data) with prediction results using the proposed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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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 = plastic limit moment
n = strain hardening exponent
P = internal pressure
Pa = applied load
PL = plastic limit pressure
Ri = inner radius
Rm = mean radius
 = dimensionless parameter of crack length
 = stress, general
 = reference stress
 = reference flow stress
 = ultimate strength
 = yield strength
T = axial tension
TL = plastic limit tension
  = half crack angle
t = thickness of pipe
tc = thickness of surface crack
tDMW = thickness of dissimilar metal weld
V = shape factor of crack opening displacement

1. 서  론

원자력발전소(이하 원전)는 운전 중 기기건전성을 

보증하기 위해 설계단계에서부터 가동 중 발생 가능

한 사고들을 가정하며, 배관계통의 불안정 양단순간

파단(double-ended guillotine break)은 이러한 설계 가

상사고 가운데 하나이다. 배관계통 설계 시 양단순간

파단 사고를 가정하면 파단으로 인한 1차적인 피해

와 내부의 고온/고압 유체의 누출로 인한 2차적인 피

해를 방지하기 위한 배관 구속장치나 유체충돌차단

벽과 같은 구조물을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파단전누

설(Leak-Before-Break, LBB) 개념을 고에너지 배관 

설계에 적용하면 배관의 파단 가능성을 배제함으로

써 양단순간파단 가정에 따른 부가적인 구조물의 설

치를 줄여 비용을 절감하고 배관계통의 설계를 단순

화할 수 있다. 원전 배관계통에 대한 LBB 설계를 위

해서는 가상결함에 대한 탄소성 파괴역학 평가가 수

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가장 핵심적인 요소기술 

가운데 하나가 작용하중에 따른 탄소성 파괴역학 평

가 매개변수의 정확한 계산이다. 
LBB 설계 시 필요한 탄소성 파괴역학 평가 매개변

수는 J-적분과 결함열림변위(Crack Opening Displace- 

ment, COD)이다. 이 매개변수들을 계산하는 방법은 

크게 공학적 계산식(engineering estimations)을 이용

하는 것과 유한요소해석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공학적 계산식에 사용되는 개념은 대표적

으로 GE/EPRI(1,2) 개념과 참조응력(3,4) 개념이 있다. 
GE/EPRI 개념 기반의 공학적 계산식의 경우는 유한

요소해석으로 구한 소성영향함수(plastic influence 
function)로 J-적분과 COD를 계산하기 때문에 재료

의 응력-변형률 곡선만 정확하게 근사화되면 비교

적 정확하게 탄소성 파괴역학 매개변수를 계산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에 제시된 수식들은 배관의 형

상, 결함의 종류 및 크기, 재료의 가공경화지수 범위 

등 적용범위가 서로 다른 경우가 많이 있고, 또한 

계산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현장 적용 시 적절한 

계산식 선택, 정확한 매개변수 값 계산 측면에서 어

려움이 있을 수 있다. 또한 계산된 탄소성 매개변수 

값을 이용하여 결함 안정성을 평가하는 과정 역시 

탄소성 파괴역학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기

에 빠른 현장 적용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내외에서 탄소

성 파괴역학 매개변수를 쉽게 계산할 수 있는 통합 

평가 프로그램을 개발한 바 있다. 국내의 경우는 

Zahoor ductile fracture handbook(5~7) 기반의 NPIES(8) 
프로그램이 있으며, 미국의 경우는 USNRC에서 개

발한 NRCPIPE(9) 프로그램이 있다. 그러나 이 프로

그램들은 수록된 계산식이 제한적이며, 최신 계산

식이 반영되어 있지 못한 단점이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원전 배관계통 LBB 평

가 및 결함 안정성 평가를 위해 그 동안 개발되어 

온 공학적 탄소성 파괴역학 매개변수 계산식을 통

합하여 탄소성 파괴역학 매개변수를 쉽게 계산할 

수 있는 통합 탄소성 파괴역학 평가 프로그램을 새

로이 개발하였다. 또한 계산된 매개변수를 이용하여 

결함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모듈도 개발하였다. 
이를 통해 사용자가 각 수식의 제한조건을 고려하여 

정확하게 탄소성 파괴역학 매개변수를 계산함은 물

론 결함 안정성도 쉽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현재까지 제시된 탄소성 유한요

소해석 기반 식들을 분석하였고 결함 형상과 하중

조건에 따라 정리하였다. 정리된 식들을 이용해 J-
적분과 COD를 계산하는 모듈을 작성하였으며 J-적
분 계산식을 기반으로 임계하중을 예측하는 모듈을 

추가하여, 최종적으로 Excel VBA 기반 탄소성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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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 평가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프로그

램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수계산 결과와 프로

그램 계산 결과를 비교하였다. 임계하중 예측 모듈

의 경우 Battelle 실배관 실험 데이터(10)와 프로그램

으로 예측한 결과를 비교하였다.

2. 결함 배관의 탄소성 파괴역학 매개변수 

계산 방법

2.1 개요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제시된 GE/EPRI 기반 J-적
분 및 COD 계산식을 분석하였으며, 결함의 형상과 

하중조건 그리고 개발기관/개발자에 따라 구분하여 

각각 Table 1과 2에 나타내었다. 결함종류는 관통결

함, 표면결함, 복합결함(complex crack)으로 총 3가
지이며 각각 원주방향, 축방향 결함으로 구분된다. 
하중조건의  , , 는 각각 인장하중, 굽힘모멘트, 
내압을 의미하며  은 인장하중과 굽힘모멘트

가 동시에 작용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Fig. 1은 본 

연구에서 고려한 형상을 정리하여 나타낸 것이다.
J-적분의 경우 Zahoor ductile fracture handbook(5~7), 

EPRI NP-5596(2) 등 기술보고서에 제시된 식들이 총 

6가지, 김윤재 등(11,12)이 제시한 내압이 작용하는 원주

방향, 축방향 관통결함 배관에 대한 식 2가지를 분석하

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추가적으로 개발한 원주방향 

관통결함이 있는 고인성 얇은 배관에 대한 식(13) 3가지

와 용접오버레이가 적용된 복합결함 배관에 대한 식
(14) 3가지를 고려하였으며, 이에 따라 하중조건에 따른 

총 19가지의 식들이 프로그램 개발에 사용되었다.
COD의 경우 기술보고서에 제시된 기존 식 3가지

와 김윤재 등(11,12)이 제시한 내압이 작용하는 원주

방향, 축방향 관통결함 배관에 대한 식 2가지를 고

려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저자들이 개발한 용접오

버레이가 적용된 복합결함 배관에 대한 식 3가지를 

추가로 고려하여 총 13가지의 식이 프로그램 개발

에 사용되었다.

2.2 GE/EPRI 기반 J-적분 및 COD 계산

GE/EPRI 기반 식들은 기본적으로 유한요소해석

을 통해 산출된 무차원 소성영향함수를 사용하여 J-
적분과 COD를 계산한다. 무차원 소성영향함수는 

배관과 결함의 기하학적 형상 그리고 가공경화지수

의 함수로 제시되어 있다. GE/EPRI법으로 J-적분과 

(a) Circumferential through-wall crack

(b) Axial through-wall crack

(c) Circumferential semi-elliptical surface crack

(d) Axial semi-elliptical surface crack

(e) Circumferential complex crack
Fig. 1 Schematics of cracked piping employed in the 

present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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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Ramberg-Osgood 
(R-O) 관계식을 사용해 응력-변형률 곡선을 이상화

해야 한다.




 




 


                            (1)

여기서 , 은 각각 응력과 변형률을 의미한다. 
는 기준 응력을 나타내며 일반적으로 재료의 항

복강도가 사용된다. 는 기준 응력에 대응하는 변

형률이며, 와 은 각각 R-O 곡선적합(curve 
fitting) 상수와 가공경화지수이다.

GE/EPRI 기반 식들의 형태는 기본적으로 탄성해

와 소성해의 합으로 표현되며 순수 굽힘모멘트가 

작용하는 원주방향 관통결함 배관의 J-적분 계산식

의 경우 다음과 같다.(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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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여기서, , , , , 는 각각 유효반지름, 관성

모멘트, 작용 굽힘모멘트, 탄성계수 그리고 결함 길

이의 반()을 나타내며, 소성식에서  , 은 각

각 결함 반각과 소성한계모멘트를 나타낸다. 는 

형상함수로 결함각과 배관 크기에 대한 함수이고 

은 소성영향함수로 무차원화한 결함각()과 배

관의 크기() 그리고 가공경화지수()의 함수이

다. GE/EPRI 기반 식에서 소성영향함수는 유한요소

해석으로 계산된 값이며 이는 표나 함수식의 형태

로 제시되어 있다. 소성영향함수가 표의 형태로 제

시된 경우 표에 제시되지 않은 값들은 선형보간을 

하여 사용한다.
COD에 대한 식 또한 J-적분과 동일하게 탄성해

와 소성해의 합으로 표현되며 순수 굽힘모멘트가 

작용하는 원주방향 관통결함 배관의 COD 계산식의 

경우 다음과 같다.(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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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여기서, 는 형상함수로 결함각과 배관크기에 대

한 함수이고 는 소성영향함수로 와  그
리고 의 함수이다.

Table 1과 2에 정리한 J-적분과 COD 계산식의 적

용범위를 Table 3과 4에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원주

방향 관통결함에 대해 Zahoor ductile fracture 
handbook, Vol. 1(5)에서 제시한 식의 경우 단일 인장

하중과 굽힘모멘트 조건에서 는 0~0.5, 는 

Table 1 Existing solutions of engineering J-integral estimates based on GE/EPRI concept

Crack type Source
Loading conditions

T M P T+M

Through-wall
crack

Circumferential

 Zahoor ductile fracture handbook, Vol. 1(5) O O O

 EPRI NP-5596(2) O O O

 NUREG/CR-6300(15) O O

 김윤재 등(11) O

 KINS 기술보고서(13) O O O

Axial 
 김윤재 등(12) O

 Zahoor ductile fracture handbook, Vol. 1(5) O

Surface crack
Circumferential  Zahoor ductile fracture handbook, Vol. 2(6) O

Axial  Zahoor ductile fracture handbook, Vol. 3(7) O

Complex crack Circumferential  KINS 기술보고서(14) O O O



39원전 배관 파단전누설 평가를 위한 탄소성 파괴역학 평가 프로그램 개발 

5~20 범위에 대해 적용 가능하고 은 인장하중인 

경우 1~7, 굽힘모멘트인 경우 1~20의 범위에 대해 

적용 가능하다. 복합하중의 경우 는 0.0625~0.5, 
은 1~10의 범위에 대해 적용가능하며 는 10
인 경우에 대해서만 제시되어 있다. 또한 복합하중

의 비는 의 계산값이 0~1인 범위에 대해 

적용가능하며 여기서 는 으로 표현되

는 인장하중과 굽힘모멘트의 비이다. 원주방향 관

통결함에 대한 식들 중 KINS 기술보고서(13) 항목은 

J-적분 계산식의 적용범위를 넓히기 위해 본 저자들

이 개발한 고인성 얇은 배관에 대한 계산식이다. 
축방향 관통결함에 대해 김윤재 등(12)이 제시한 식

은 내압이 작용하는 배관에 대한 식이며 무차원 결함 

길이비()에 대한 변수가 포함되어 있다. 는 

Table 2 Existing solutions of engineering COD estimates based on GE/EPRI concept

Crack type Source
Loading conditions

T M P T+M

Through-wall
crack

Circumferential

 Zahoor ductile fracture handbook Vol. 1(5) O O O

 EPRI NP-5596(2) O O O

 NUREG/CR-6300(15) O O

 김윤재 등(11) O

Axial  김윤재 등(12) O

Complex crack Circumferential  KINS 기술보고서(14) O O O

Table 3 Application ranges of the existing J-integral estimations

Crack type Source Loading 
conditions  

 n , ρ, tc/t Remark

Through-
wall crack

Circumfer-
ential

Zahoor ductile fracture 
handbook Vol. 1(5)

T
0~0.5 5~20

1~7

M 1~20

T+M 0.0625~0.5 10 1~10 /(1+) : 0~1

EPRI NP-5596(2)

T
0.0625~0.5 5~20 1~7

M

T+M 0.125~0.25 10~20 2~5  : 0.5~2

NUREG/CR-6300(15)
M 0.0625~0.5

5~20 2~10
T+M 0.0625~0.125

김윤재 등(11) P 0.125~0.5 5~20 1~7

KINS 기술보고서(13)

T

0.125~0.5 30~50 1~16M

P

Axial
김윤재 등(12) P 5~20 1~7 ρ : 0.5~3

Zahoor ductile fracture 
handbook Vol. 1(5) P ρ : 0~5 σ<σf/M

Surface
crack

Circumfer-
ential

Zahoor ductile fracture 
handbook Vol. 2(6) T 0.05~1 10 1~10 tc/t : 0.1~0.8

Axial Zahoor ductile fracture 
handbook Vol. 3(7) P 10 1~7 tc/t : 0.1~0.8

tc/2c
1/40~1/3

Complex 
crack

Circumfer-
ential KINS 기술보고서(14)

T

0.125~0.4 11~15 11~15
tc/tDMW

0.3~0.5
M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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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표현되며 는 축방향 결함 길이의 절반

을 의미한다. Zahoor ductile fracture handbook Vol. 1(5)

에서 제시한 식 또한 내압이 작용하는 경우에 대한 

식이며     범위에 대해 적용이 가능하다. 
여기서 는   로 정의되는 원환응력이며 

는 내압이다. 는 참조유동응력으로 항복강도와 극

한강도의 평균이나 실험결과값으로 정의된다. 

는 무차원 결함 길이비에 대한 함수이다.
원주방향 표면결함에 대해 Zahoor ductile fracture 

handbook Vol. 2(6)에서 제시한 식은 인장하중이 작

용하는 배관에 대한 식이며 표면결함 깊이()에 

대한 변수가 사용되었다. 여기서, 는 표면결함의 

깊이를 나타낸다.
축방향 표면결함에 대해 Zahoor ductile fracture 

handbook Vol. 3(7)에서 제시한 식은 내압이 작용하

는 배관에 대한 식이며 배관의 크기(), 축방향 

결함 길이()에 대한 변수가 사용되었다. 여기

서, 는 배관의 내반경을 나타낸다.
복합결함에 대한 식은 용접오버레이가 적용된 배

관에서 발생하는 360° 표면결함과 부분 관통결함을 

평가하기 위해 본 저자들이 개발한 식이며 형상은 

Fig. 1 (e)와 같다. 가공경화지수(), 표면결함 깊

이()의 변수를 사용하여 적용범위를 제시하

였고 , 는 각각 용접오버레이의 가공경화

지수와 이종금속용접부의 두께이다.
COD 계산식의 경우 원주방향 관통결함 식들 중 

Zahoor ductile fracture handbook Vol. 1(5)의 식을 제

외하면 J-적분 계산식과 적용범위가 동일하다.

2.3 Crack Driving Force Diagram(CDFD) 
CDFD 평가법은 결함 진전력과 재료의 파괴저항

곡선(J-R 곡선)을 비교하여 결함 안정성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CDFD 방법에서는 Fig. 2와 같이 작용하

중에 의한 J-적분 곡선과 재료의 J-R 곡선()을 하

나의 선도에 나타내어 다음과 같은 결함 안정성 조

건으로 결함의 불안정 성장여부를 평가한다.

Fig. 2 Crack driving force diagram

Table 4 Application ranges of the existing COD estimations

Crack type Source Loading 
conditions  

 n , ρ, tc/t Remark

Through-
wall crack

Circumfer-
ential

Zahoor ductile fracture 
handbook Vol. 1(5)

T
0~0.5 5~20

1~7

M 1~20

T+M 0.0625~0.5 10 1~10 /(1+) : 0~1

EPRI NP-5596(2)

T
0.0625~0.5 5~20 1~7

M

T+M 0.125~0.25 10~20 2~5  : 0.5~2

NUREG/CR-6300(15)
M 0.0625~0.5

5~20 2~10
T+M 0.0625~0.125

김윤재 등(11) P 0.125~0.5 5~20 1~7

Axial 김윤재 등(12) P 5~20 1~7 ρ : 0.5~3

Complex 
crack

Circumfer-
ential KINS 기술보고서(14)

T

0.125~0.4 11~15 11~15 tc/tDMW

0.3~0.5M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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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9)

여기서 은 재료의 파괴저항곡선이며 

 ,



은 각각 작용하중 J-적분 곡선과 J-R 곡선의 기울기

이다. Fig. 2에서 하중이 인 경우()에는 초

기결함 에서 불안정 연성파괴 없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다 J-R 곡선과 만나는 Point 1에서 결함성장

이 멈추게 된다. 임계하중은 Fig. 2에서 작용하중 J-
적분 곡선의 하중값을 변화시키며 Point 2와 같이 

식 (8)과 (9)를 만족하는 하중값으로 결정된다. J-적
분 곡선은 계산식이나 유한요소해석을 이용하여 작

성되고 J-R 곡선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작성된다.

  
  (10)

여기서, , 는 재료 실험을 통해 결정된 재료

상수이다.

3. 탄소성 파괴역학 평가 프로그램

3.1 구성

LBB 평가 시 간편하고 정확한 탄소성 파괴역학 매

개변수의 계산과 임계하중 예측을 수행하기 위해 탄

소성 파괴역학 평가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Table 
1과 2에 정리한 보고서와 논문에서 제시한 J-적분과 

COD 계산식들을 전산화하였으며 이러한 식들을 기

반으로 CDFD를 작성하고 임계하중을 예측하는 모

듈도 개발하였다. 프로그램은 접근성과 유지보수의 

편리성을 위해 Excel VBA를 기반으로 작성하였다. 

3.2 J-적분 및 COD 계산 모듈

본 연구에서 분석한 J-적분과 COD 계산식들을 전

산화하여 Figs. 3~4와 같이 계산 모듈을 개발하였다. 
Fig. 3과 같은 선택창을 이용하여 사용할 계산식을 선

택할 수 있으며 선택한 계산식에 맞춰 필요한 변수들을 

입력하는 창이 Fig. 4와 같이 표시된다. 변수 입력창 

위에 있는 단위계 옵션 단추로 MPa-N-mm 단위계와 

psi-lb-in 단위계를 선택할 수 있다. 변수입력 후 계산

을 실행할 경우 현재 선택한 계산식이 적용 가능한 

변수 범위가 표시되며 계산 결과에 따라 오류내용 

및 결과값이 출력된다. 결과값은 변수 입력창 오른쪽

에 그래프 형태로 작성되고 계산된 J-적분 및 COD 값은 

별도의 페이지에 출력되어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다. 

Fig. 3 Selection window of calculation methods

Fig. 4 Input window of analysis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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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임계하중 예측 모듈

임계하중 평가 모듈은 최적화 알고리즘을 통해 J-
적분식과 식 (10)의 J-R 곡선식이 식 (8)과 식 (9)를 

만족하는 하중값을 찾는 방법으로 작성되었다. J-적
분의 경우 앞서 설명한 J-적분 계산 모듈의 입력데

이터를 공유하여 선도를 작성하며 J-R 곡선의 경우 

입력창에 입력된 변수 , 를 기반으로 식 (10)을 

사용하여 계산이 된다. J-적분 평가와 임계하중 평

가의 연계를 위해  J-적분 계산 페이지 하단에 모듈

을 포함시켰다. 임계하중에서의 J-적분값도 별도의 

페이지에 출력되어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다.

4. 탄소성 파괴역학 평가 프로그램 타당성 검증

4.1 J-적분 및 COD 계산 모듈 검증

4.1.1 검증 대상 

본 연구에서 개발한 J-적분 및 COD 계산 모듈의 

정확성을 검토하기 위해 결함 배관에 대한 수계산 

결과와 프로그램 계산 결과를 비교하였다. 검토에 

사용된 식들과 해당 결함 형상은 Table 5에 나타내

었다. 결함 형상은 총 3가지 종류이며 각각에 해당

하는 결함 배관의 형상 변수값과 가공경화지수를 

Table 6에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Table 5 Summary of cases employed in the present work 
for validation of evaluation system

Crack type Source
Loading 

conditions
T M P

Through-
wall
crack

Circum-
ferential EPRI NP-5596(2) O

Axial 김윤재 등(12) O
Surface
crack 

Circum-
ferential

Zahoor ductile fracture 
handbook Vol. 2(6) O

Table 6 Summary of variables employed in the present 
work for validation of evaluation system

Crack type Geometries
Strain

hardening 
exponent

Through-
wall
crack

Circum-
ferential

 

3.7

10 0.25

Axial 


 

5 0.5

Surface
crack 

Circum-
ferential

  

10 0.25 0.5

J-적분 및 COD 계산 모듈 검증 시에는 재료의 탄

성계수로 200 GPa, 푸아송비 0.3, 항복강도 134 
MPa, 가공경화지수의 경우 소성영향함수에 대한 선

형보간이 필요한 3.7을 고려하였다. 이 값들은 원전 

배관 스테인리스강에 대해 실험을 통해 얻은 값(10)

을 참고하여 적용하였다. 
 
4.1.2 검증 결과

Figs. 5~7은 수계산으로 구한 J-적분과 프로그램

으로 계산한 값을 비교한 선도이다. 실선은 프로그

램으로 계산한 결과이고 기호는 수계산 결과이다. 
X축은 작용하중을 소성한계하중으로 나눈 비이고 

Y축은 J-적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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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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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gram results
 Hand calculations

Fig. 5 Comparisons of hand calculations and program 
results for circumferential through-wall crack 
under bending moment (J-integ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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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omparisons of hand calculations and program 
results for axial through-wall crack under 
internal pressure (J-integ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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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Comparisons of hand calculations and program 
results for circumferential surface crack under 
axial tension (J-integral)

Figs. 5~7에서 수계산 결과와 프로그램 결과가 잘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s. 8~9는 수계산으로 구한 COD와 프로그램으

로 계산한 값을 비교한 것이다. 그림에서 실선은 프

로그램으로 계산한 값이고 기호는 수계산 결과이

다. X축은 작용하중을 소성한계하중으로 나눈 비이

고 Y축은 COD이다. Figs. 8~9에서 수계산 결과와 

프로그램 결과값이 잘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램에 적용된 모든 수식의 계

산 결과를 검증하였으나 본 논문에서는 대표적인 

경우 3가지에 대한 결과만을 나타내었으며, 다른 

경우 역시 Table 5의 3가지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

계산 결과와 프로그램으로 계산한 결과가 잘 일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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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Comparisons of hand calculations and program 
results for circumferential through-wall crack 
under bending moment (C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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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Comparisons of hand calculations and program 
results for axial through-wall crack under 
internal pressure (COD)

4.2 임계하중 예측 모듈 검증

임계하중 예측 모듈을 검증하기 위해 프로그램으

로 예측한 임계하중값을 실제 배관 실험결과와 비교

하였다. 임계하중 모듈 검증에 사용된 J-적분 계산식

은 EPRI NP-5596(2)에서 제시한 순수 굽힘모멘트가 

작용하는 원주방향 관통결함에 대한 J-적분식이다. 
Battelle 실배관 실험 데이터(10)를 참고하였으며 배관

의 형상과 재료물성 또한 Battelle 보고서에 제시된 

값을 사용하였다. 

4.2.1 평가 대상

총 11가지의 배관 실험 결과를 이용해 검증을 수

행하였으며 배관의 형상과 재료물성 및 실험 임계

하중값은 각각 Table 7과 Table 8에 나타내었다. 는  

배관의 외반경을 의미하고 는 재료의 극한강도를 

의미한다. Table 5에서 배관의 형상변수는 가 

4.5~15, 가 0.0625~0.37로 두꺼운 배관과 얇은 배

관, 결함의 크기가 작은 경우와 큰 경우 모두 고려하

였다. Table 8과 같이 다양한 종류의 재료를 고려하

였고 그에 따른 임계하중 실험값도 다양한 크기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7과 8의 데이터를 프로

그램에 입력해 CDFD의 J-적분 곡선을 작성하였고 

각각의 실험에 해당하는 재료상수를 사용해 J-R 곡
선을 작성하였다. 사용된 재료상수 값들은 Table 9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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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Material parameters of J-R curve
Case number   () 

Case 1 185.4 0.31

Case 2 180.9 0.33

Case 3 248.1 0.55

Case 4 194.3 0.3

Case 5 249.8 0.58

Case 6 111.4 0.33

Case 7 1037.3 0.54

Case 8 333.2 0.39

Case 9 1019.3 0.75

Case 10 248.7 0.09

Case 11 1014.7 0.62

4.2.2 평가 결과

Table 10은 본 프로그램의 CDFD 모듈로 예측한 

임계하중 결과값과 실제 실험으로 구한 임계하중값

을 비교한 결과이며 Fig. 10은 프로그램으로 작성된 

CDFD의 예이다. X축은 결함 길이이고 Y축은 J-적
분이다. 실선은 배관의 J-적분 곡선이고 점선은 재

료의 J-R 곡선이다. Table 10에서 Program은 본 프로

그램으로 예측한 임계하중값이고 Experiment는 

Battelle 실배관 실험결과값이다. Ratio는 예측값을 

실험값으로 나눈 비이다. Ratio의 R6와 ERSM은 참

고문헌 16에서 R6 계산법과 개선된 참조응력법으

로 구한 결과를 의미한다. Table 10의 결과를 보면 

임계 하중 예측 모듈은 실험값을 0.4~0.9배 정도로 

Table 7 Summary of experimental cases used for verification of CDFD module

Case number Test I.D.
(Battelle)



(mm)


(mm)


 

Case 1 4111-2 355.5 23.6 14.56 0.37

Case 2 4131-7 136.55 18.3 6.96 0.346

Case 3 4.3-1 381.76 38.18 9.5 0.166

Case 4 1.1.1.21 355.5 22.7 15.16 0.0625

Case 5 3.3-1 83 14.5 5.22 0.166

Case 6 1.2-7 84 14 5.5 0.36

Case 7 EPRI-6T 30.15 6 4.53 0.229

Case 8 EPRI-1T 57.15 9 5.85 0.371

Case 9 EPRI-8T 207 26.2 7.4 0.368

Case 10 4131-5 79.45 13.9 5.22 0.388

Case 11 1.1.1.26 53.1 8.3 5.9 0.244

Table 8 Materials and maximum loads of experimental results

Case number Material 

(GPa)


(MPa)


(MPa)
 

Maximum load
(∙)

Case 1 A155 190.8 230.3 545.4 2.54 4.26 1205.7

Case 2 SA333 Gr.6 190.5 239 526 4.31 3.68 154.84

Case 3 STS-49 190.1 242 583 2.21 3.92 6015.4

Case 4 A155 190.8 231 541.9 2.59 4.13 3016.3

Case 5 STS-410 190.1 215.8 492.6 3.13 3.78 92.76

Case 6 A106 190.8 320 621 1.76 5.1 51.33

Case 7 SA312 TP304 205.9 246 657 4.94 4.06 4.88

Case 8 SA376 TP304 205.9 243 629 3.65 4.97 17.35

Case 9 SA358 TP304 205.9 295 744 7.91 4.19 784.55

Case 10 SA376 TP304 190.8 128 447 10.85 2.95 37.66

Case 11 TP316L 206 258 527 7.38 4.9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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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Comparison of prediction results using the 
present program with experimental results

Case
number

Maximum load
(∙)

Ratio
(prediction/experiment)

Program Experi-
ment Program R6 ERSM

Case 1 658.3 1205.7 0.55 0.72 0.77

Case 2 96.23 154.84 0.62 0.69 0.76

Case 3 3555.6 6015.4 0.59 0.66 0.66

Case 4 2007.0 3016.3 0.67 0.82 0.76

Case 5 66.95 92.76 0.72 0.81 0.81

Case 6 33.31 51.33 0.65 0.75 0.81

Case 7 4.38 4.88 0.90 0.92 0.95

Case 8 10.74 17.35 0.62 0.82 0.90

Case 9 556.40 784.55 0.71 0.73 0.82

Case 10 14.43 37.66 0.38 0.56 0.62

Case 11 15.97 17.11 0.93 0.96 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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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Example of crack driving force diagram using the 

present program (Case 1)

예측하고 있으며 평균적으로 0.67배 정도로 임계하

중값을 예측하였다. 또한 R6, ERSM 결과값과 비교

했을 때 비슷한 수준의 비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 실험결과를 보수적으로 예측하는 주

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J-R 곡선을 구하는 CT 시편

과 실제 배관의 균열선단 소성구속의 차이를 들 수 

있다. 기본적으로 CT 시편은 실제 배관에 비해 균

열선단 소성구속이 크기 때문에 J-R 곡선이 낮게 측

정되며 이에 따라 CT 시편으로 구한 J-R 곡선으로 

배관의 임계하중을 예측하면 보수적일 수 있다. 따
라서 이러한 경향성과 R6, ERSM 결과와의 유사성 

등을 고려한다면 본 연구에서 개발된 CDFD 기반 

임계하중 예측 모듈의 결과값은 타당한 것으로 판

단된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원전 배관 파단전누설 개념 적용

에 필요한 탄소성 파괴역학 매개변수와 임계하중을 

간편하고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통합 탄소성 파

괴역학 평가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를 위해 현

재까지 제시된 공학적 탄소성 파괴역학 매개변수 

예측식들을 기반으로 J-적분과 COD 계산 모듈을 

개발하였다. 또한 CDFD 방법을 기반으로 배관 형

상과 재료물성 데이터를 이용해 임계하중을 예측할 

수 있는 모듈도 개발하였다. 개발된 프로그램의 타

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다양한 결함 형상과 재료물

성에 대한 프로그램 계산 결과와 수계산 결과를 비

교하여 J-적분 및 COD 계산 모듈을 검증하였다. 그
리고 Battelle 실배관 실험 결과와 프로그램으로 예

측한 임계하중 결과값을 비교해 CDFD 기반 임계하

중 예측 모듈의 타당성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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