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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a relationship between SP curves and tensile properties was investigated by FE analysis on SP 
test with various assumed tensile properties. For the accuracy of FE analysis, SP test and tensile test were 
performed and those results were compared with FE analysis results. The yield load(Py) defined from the 
intersection point of two lines tangent to the elastic bending region and plastic bending region. And it was 
related specifically with yield stress(σ0) in FE analysis result curves. The slopes of FE analysis result curves 
normalized by yield stress(σ0) reflected the change of tensile properties regardless of yield stress(σ0) 
variation. Empirical relations were derived from these results. Tensile properties from these relations showed 
good agreement in FE analysis curve and tested curve. 

기호설명 
 
 
σ  : 응력 

ε  : 변형률 
σ0  : 항복응력 
ε0  : 항복변형률 

N   : 가공경화지수 
H   : 강도계수 

Py  : 항복하중  
S P.B. : 소성굽힘영역의 SP 곡선 기울기 
S P.M. : 소성막신장영역의 SP 곡선 기울기 

 

1. 서 론 

원자로 압력용기 저합금강들은 원자로 가동 중 
중성자 조사에 의해 재질열화(material degradation)
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계속적인 재질열화의 손상

평가는 발전소의 수명을 예측, 평가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표준시편을 이용한 인장시

험, 충격시험 및 파괴인성 시험법 등은 조사시편

의 크기 및 수량에 제한이 따르고, 높은 방사능으

로 인해 시험편의 취급에도 제약을 받게 된다. 따
라서 소형시편을 이용한 재료의 손상평가기술의 
필요성이 부각되었고, 소형펀치시험(small punch 
test, SP test)은 그 중 하나의 유용한 시험 방법이다. 

SP 시험을 이용한 재료의 손상평가는 1970 년 
말경부터 주로 소려취화(temper embrittlement)나 조
사취화(irradiation embrittlement)로 인한 강의 연성

저하 평가를 목적으로 시작하였다 1). 그 후 샤르

피 충격시험으로 측정된 연성-취성 천이온도와의 
연관성평가 등의 연구가 수행되어져 왔다 2-6). 최
근에는 SP 시험으로부터 파괴인성 및 인장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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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the steels in this study 

C Si Mn P S Ni Cr Mo Al Cu V 

0.21 0.24 1.36 0.007 0.002 0.92 0.21 0.49 0.022 0.03 0.005 

등 재료의 여러 기계적 특성을 얻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7-8). 

본 연구에서는 소형펀치시험(Small Punch Test, 
SP test)으로 구한 SP 곡선과 인장곡선과의 관계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인장물성의 변화에 따른 SP 
곡선의 변화를 인위적으로 조절하여 관찰하기 위
해 FE 해석을 이용하였다. 우선 동일재료에 대하

여 인장시험과 SP 시험을 수행하였으며, 실험결과

와 해석결과의 비교를 통하여 FE 해석에 사용되는 
모델의 정확성을 확인하였다. 인장실험결과를  참
조하여 인장물성의 가정 범위를 정하였으며, 가정

된 인장물성을 이용하여 SP 시험을 FE 해석하였다. 
인장물성의 변화에 따른 FE 해석곡선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관찰된 경향들을 이용하여 인장물성

과 SP 곡선에서 정의된 값들과의 관계식을 도출

하였다. SP 시험결과를 관계식에 적용하여 구한 
인장물성과 실제인장시험의 결과가 7∼9%의 오차

를 보였다. 
 

2. 실험재료와 실험방법 

2.1 실험재료 및 시험편 
본 연구에 사용된 실험재료는 SA508 Gr3. 단조

재이며, Table 1 에 화학적 조성을 나타내었다. 소형

펀치시험에 사용된 시험편은 10×10×0.5mm 의 
크기로 가공되었으며, 인장시험편은 직경 2.5mm, 
표점거리 16mm 의 크기로 시편을 가공하였다. 

 
 

 

2.2 실험방법 
SP 시편의 홀더(holder)는 하부홀더, 상부홀더, 4

개의 나사로 구성되어 시편을 고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Fig. 1 은 SP 시험에 사용된 시편홀더이다. 
시편을 홀더 중앙에 위치시키고 하중이 작용하는 
축의 일치를 위해서 펀처(puncher)가 상부홀더의 
홈을 통하여 펀치 선단의 볼을 누름으로써 시편에 
하중을 가하도록 하였다. 구(ball)는 HRC 62∼67 의 
경도를 갖는 지름 2.4mm 의 강구를 사용하였다. 
SP 시험은 상온에서부터 -196℃의 온도범위에서 
수행하였으며, 천이특성이 나타나는 -150℃이하의 
온도 범위에서는 15℃ 간격으로 시험을 하였다. 
펀처(puncher)의 변위속도는 1mm/min 으로 하였다.  

인장시험은 상온에서부터 -196℃의 온도범위에

서 실험을 하였다. 변형속도는 5.208×10-4 s-1 이었

다. 실험온도의 조절은 액체질소를 간접 분사하면

서 시편의 온도를 목표온도에서 ±1℃의 오차 이
내로 유지하였다. 

 

3. 유한요소해석 

3.1 SP 시험의 유한요소해석 
SP 시험에 FE 해석을 수행하고 실험을 통하여 

얻은 SP 곡선과 비교하였다. SP 시험의 유한요소

해석에서는 국부적인 요소에서 큰 변형이 나타나

게 된다. 그러므로 인장실험결과로 얻은 가공경화

곡선의 넥킹(necking) 이후 부분을 연장하여 국부

적으로 발생하는 큰 변형을 해석할 수 있도록 하
였다. 연장하는 방법에는 식 (1)을 사용하여 가공

 
 
 

 
 

 
 

10×10×0.5mm specimen 

φ 2.4mm ball

 Fig. 1 Schematic drawing of SP test Fig. 2 Finite Element model of SP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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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Load-displacement curves in an uniaxial 

tensile test at various temperature 

경화곡선을 외삽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SP 시험

의 유한요소해석에 사용된 요소는 continuum 
axisymmetry 4 node element 이며, Fig. 2 와 같이 절점 
수 1340 개, 요소수 1214 개로 모델을 구성하였다. 
구(ball)는 상부홀더와 하부홀더와 함께 변형이 발
생하지 않는 강체(rigid body)로 묘사하였으며 변위

제어(displacement control)로 시편에 하중을 가하였

다. 
N

H 







=









00 ε
ε

σ
σ

       (1) 

 

3.2 가정된 인장물성을 이용한 유한요소해석 
인장물성의 변화에 따른 SP 곡선의 변화를 관

찰하기 위해 식 (1)에서 H, N, σ0 의 값을 변환시

키면서 인장물성을 가정하였다. 입력되는 인장물

성의 변화범위는 인장실험결과를 참조하여 H 는 

0.65∼0.80, N 은 0.145∼0.175 의 범위 안에서, σ0

는 500MPa, 700MPa 로 가정하였다.  이러한 방법

으로 가정된 값을 SP 시험의 유한요소해석에 사
용된 모델에 입력하여 계산하였다. 

 

4. 결과 및 고찰 

4.1 온도에 따른 인장곡선 및 SP 곡선 
Fig. 3 은 온도에 따른 SP 시험결과이다. -196℃

에서 6 번, -180℃ ∼ -130℃에서 각각 3 번의 시험

을 수행하였다. Fig. 3 을 보면 온도별로 SP 곡선의 

재현성이 매우 뛰어남을 볼 수 있다. SP 시험 결

과에서 SP 곡선의 전형적인 4 가지 영역인 탄성 

굽힘 영역(elastic bending region,Ⅰ), 소성 굽힘 영역

(plastic bending region, Ⅱ), 소성막 신장 영역(plastic 
membrane stretching region,Ⅲ) 및 소성 불안정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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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Load-displacement curves in small punch 
test at various testing temperature 

Fig. 5 Comparison of  SP test results and FE 
analysis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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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Factors from SP cu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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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stic instability region,Ⅳ)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온도가 감소할수록 소성 불안정 영

역이 나타나지 않고 파괴가 일어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Fig. 4 는 온도별로 인장시험을 수행한 결

과이다. Fig. 4 에서 저온으로 갈수록 항복강도 및 

인장강도가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다. Fig. 5 는 

인장실험결과를 이용하여 SP 시험을 FE 해석한 결

과와 SP 시험곡선을 비교한 것이다. 두 곡선이 잘 

일치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본 연구에

서 사용된 FE 해석 모델이 인장물성의 변화에 따

른 SP 곡선의 변화 경향을 관찰하는데 적합하다

는 것을 확인 시켜주는 결과이다. Fig. 5 에서 해석

결과곡선이 일반적인 SP 곡선과 같이 탄성굽힘영

역, 소성굽힘영역 등이 나타남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항복강도와 H, N 의변화에 따라 해석곡선이 

일관된 경향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일

관된 경향을 보다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Fig. 
6 과 같은 값들을 정의하였다. Fig. 6 에서 SP 시험

에서 항복강도와 일반적으로 비교하는 항복하중

(Py)과 인장물성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소

성굽힘영역에서의 기울기(Slope of plastic bending 
region, SP.B.)와 소성막신장영역에서의 기울기(Slope 
of plastic membrane stretching region, SP.M. )를 정의하

였다. 앞에서 정의한 Py, SP.B., SP.M.의 해석곡선의 

변화를 대표하는 값과 입력된 인장물성의 σ0, H, 
N 값의 변화를 비교하여 상관관계를 찾고자 하였

다. Fig. 7 은 해석결과곡선들을 도시한 그림이 다. 
Fig. 7 에서 항복하중(Py)이 H 와 N 의 변화에는 전

혀 무관하며, 단지 항복강도의 영향만을 받는 사

실을 확인 할 수 있다.  
 

5.588.120 −×= Pyσ       (2) 
 

이로써 항복강도와 항복하중과의 관계를 1:1 로 
대응시킴으로써 H, 또는 N 의 변화에는 무관하게 

항복강도를 예측할 수 있는 관계식으로서 식(2)를 
얻을 수 있다. 또한 SP 시험을 선행하여 연구한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착안된 SP 시험으로부터 
항복하중을 구하는 여러 방법 중 Fig. 7 과 같은 
방법이 신뢰할 수 있는 방법임을 알 수 있다. Fig. 
8a)는 동일한 H, N 과 각각 500MPa, 700MPa 의 항
복강도로 가정된 인장물성을 이용하여 해석한 결
과곡선이다. 식 (2)에서 이미 항복강도를 구하였으

므로 항복강도와 무관하게 SP 해석곡선의 기울기

를 구할 수 있으면 보다 편리하게 H 와 N 을 구
할 수 있을 것이다. SP 해석곡선에서 하중을 항복

강도로 나누면 Fig. 8b)와 같이 항복강도의 영향을 
제거한 SP 해석곡선을 구할 수 있다. Fig. 8b)에서 
500MPa 과 700MPa 로 가정된 항복강도의 영향은 
사라지고 단지 동일한 H 와 N 의 영향으로 곡선의 
기울기가 일치되는 현상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러

한 방법을 사용하여 해석곡선의 기울기와 H, N 의 
관계를 Fig. 9 에 나타내었다. 항복강도의 영향 없
이 SP 곡선의 기울기(SP.B., SP.M.)가 H 와 N 의 값
에 따라 일정한 경향을 보이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Fig. 9 에서 나타난 경향을 식 (3)과 같이 수
식으로 표현하였다. 즉 식 (3)은 SP 곡선의 기울기

0.0 0.5
0

60 Py

σ0  = 700 MPa

σ0  = 500 MPa

 

 

Lo
ad

(k
gf

)

Displacement(mm)

 
Fig. 7 FE analysis results of test using assumed 

tensile 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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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a) FE analysis results and b)normalized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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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B., SP.M.)와 H, N 과의 FEM 을 이용한 실험적 관
계식이라 할 수 있다. SP 해석곡선에서 구한 각 구
간의 기울기(SP.B., SP.M.)를 식 (3)에 대입하여 H 와 
N 을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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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된 결과의 오차를 Fig. 11 에 나타내었다. 
몇몇 값들을 제외하고 10% 오차 범위 안에서 식
(3)이 성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각 온도별

로 실험한 SP 곡선에서의 각 구간의 기울기(SP.B., 

SP.M.)를 식(3)에 대입하여 H 와 N 을 구하였다. 그
리고 인장실험결과에서 구한 H 와 N 과 식으로부

터 구한 값을 비교하였다. Fig. 12 는 두 값의 오차

를 도시한 것이다. 최대 15%의 오차 안에서 식 
(3)에 의해 H 와 N 이 계산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5. 결 론 

원자로 압력용기용 저합금강에 대하여 소형펀

치시험과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여 SP 곡선과 인
장물성과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

을 얻을 수 있었다. 
1) 인장물성(σ0, H, N)의 변화에 따른 SP 해석

곡선의 변화양상을 관찰한 결과 항복하중(Py)과 
항복강도(σ0)가 다른 물성(H, N)에 독립적으로 관
계됨을 알 수 있었으며, 이에 따른 관계식을 구할 
수 있었다. 

2) SP 곡선에서 하중을 항복강도로 나눔으로서 
항복강도에 독립적이고 강도계수(H)와 소성경화지

수(N)에만 영향을 받는 SP 곡선의 기울기(SP.B., 

SP.M.)를 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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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P 곡선의 기울기(SP.B., SP.M.)가 강도계수(H)
와 소성경화지수(N)의 변화에 일관된 변화 양상을 
보였으며, 이러한 변화양상을 이용하여 SP 곡선의 
기울기(SP.B., SP.M.)와 인장물성(H, N)과의 관계식을 
도출할 수 있었다. 또한 도출된 관계식이 SP 시험

곡선에 적용 시 7-9%의 오차 안에서 인장물성을 
예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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