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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배경  목
 

  LNG 장탱크는 차 형화 되어가는 추세이며, 

그  9% Ni강을 사용한 탱크건설 비 이 높아지고 

있다. 9% Ni강은 1944년에 처음 연구가 시작되어, 

1952년에 처음으로 액체산소의 장용기 재료로 사용

되었다. 탱크가 형화됨에 따라 9% Ni강 내조재료의 

두께가 두꺼워지고, 두께가 두꺼워질수록 괴인성이 

하되는 경향이 있어 더욱 높은 인성이 요구되고 있

다. 이러한 요구를 만족 시키기 해서는 괴인성의 

정량 인 값을 실험을 통하여 구해야 하며, 일반 으로 

괴인성실험은 3 굽힘 CTOD (crack tip opening 

displacement)실험을 수행하게 된다. 실험으로부터 구

한 괴인성 결과를 통하여 강구조물의 취성 괴에 

한 안 성평가가 설계, 제조, 검사 등의 으로부터 

합리 으로 검토되었다. 그러나 그동안 용해왔던 이

와 같은 평가체계가 다양한 실험과 해석에 의해 타당성

을 면 히 검토하고, 최근 강구조물의 형화의 요구에 

따른 사용강재의 극후물화와 사용강재의 고강도화에 

용하기에는 여러가지 문제 이 발견되었다. 그  하나

는 다층 용 열 향부에 존재하는 취화부와 CTOD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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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선을 이용한 구조안 성평가에 한 타당성과 보편성

에 한 문제이다. 특히, 이제까지는 3  굽힘CTOD로 

평가된 괴한계치가 실구조부재에서도 동일하다는 개

념이 설계에 용되었다. 그러나 최근 CTOD 실험결과

가 균열을 가진 부재의 괴한계를 지배하는 역학  

라메터을 만족하지 못한다는 실험  해석결과가 보고

되고 있다1-5). Satou1)와 kuhara2)는 실구조물에 해 

주요 하 재하 형식이 인장하 을 받는 폭 의 괴

실험을 실시하여 그 인장한계 CTOD값이 표  3 굽

힘 CTOD실험에서 구한 한계 CTOD값보다 더 크게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 균열길이가 다른 

시험편을 이용하여 3 굽힘실험을 실시한 결과, 한계 

CTOD값은 균열길이의 향을 받아 균열길이가 길수록 

약간 작아지는 경향을 보 다6-7). 더욱이 균열치수를 

변화시킨 굽힘시험편  인장시험편을 상으로 한 3차

원 탄소성 FEM해석결과로부터 CTOD가 꼭 균열선단

근방의 응력장(소성 역내)을 지배하는 라메터가 아

니라는 것도 보고되고 있다. 즉, 탄소성역 ( 규모항복

상태)에서의 취성 괴한계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CTOD

의 재료고유의 한계치를 제공하는 역학  라메터가 

되지 않고, 그것은 시험편형상과 하 형태, 균열크기가 

다르면 균열선단의 3차원  소성구속상태(응력다축도)

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표  3 굽힘실험

으로 구한 한계CTOD값으로부터 추정하는 구조부재의 

괴강도는 안 측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래서 경제 이

고, 합리 인 실구조물에 안 성평가를 해서는 균열

선단부의 역학 조건을 합리 으로 고려할 수 있는 평

가방법이 요구된다.  

  균열선단의 역학 조건을 고려한 새로운 괴한계평

가법으로 local approach8-9)가 제안되었다. 일반 으

로 강재의 취성 괴한계는 불규칙하게 측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취 하기 해 확률론 방법이 용되었

다. Local approach는 취성 괴를 발생시키는 원인으

로 미시 인 벽개 괴(cleavage fracture)의 발생기

구, 즉 Griffith10-11), Irwin12-13) 등이 제안한 괴  

개시조건으로서 에 지균형조건을 괴의 국부 인 조

건을 가정하고, 더욱이 미시  벽개 괴를 확률론 으

로 근 함으로서 균열을 가진 재료의 균열선단부근의 

응력분포특성을 포함하는 일반 인 link model에 기

한 결과의 불규칙성을 포함한 균열재의 괴한계를 취

성 괴 이론과 연결하 다. 이러한 local approach는 

괴한계치를 평가하기 한 라메타로서 와이블응력

를 도입했다. 이와 같은 와이블응력은 균열선단부근의 

괴지배 유효응력을 벽개 괴의 발생 역내의 체 를 

분하는 형태로 제공하고, 균열선단부근의 응력의 크기 

 역에 의존하는 라메타이다. 즉, 와이블응력은 균

열선단의 소성구속의 정도를 평가해서 구한 라메타이

다. , 균열재의 괴한계을 와이블응력으로 평가하면, 

그 괴한계값은 재료고유의 2모수 와이블 분포14)로 

표 된다. 균열을 가진 재료의 괴한계 와이블 응력분

포는 부재  crack의 형태, 크기 등의 기하학  인자

나 하 부하 형식 등에 의한 소성구속상태의 차이의 

향을 받지 않은 재료고유의 분포를 나타낸다. 이와 같이 

균열재의 취성 괴한계평가에 해 local approach 용

의 타당성에 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Minami3-4) 등은 

균질재를 상으로 3 굽힘시험편의 두께를 변화시켰으

며,  Ruggieri15)들은 균열길이를 변화시키면서 와이

블응력을 평가하여 괴한계가 이러한 인자들의 향을 

받지 않은 재료고유의 분포가 되는 것을 확인하 다.

  본 연구에서는 LNG 장탱크 내조재료로서 사용되고 

있는 표 인 극 온용 강재인 9% Ni강의 모재  

용 부에 한 괴인성을 실험 으로 평가하고 모재에 

해 와이블 응력을 이용하여 사용 합성을 평가하

다. 이를 해 CTOD와 형시험편 노치 인성 실험을 

실시하고, 와이블응력을 이용하여 구속효과를 고려하여 

표  괴시험편인 CTOD 실험결과로부터 소성구속을 

고려한 실구조물의 괴응력  하 을 측하 다. 

2. 모재  용 부의 괴인성 평가

2.1 인장  충격인성 평가

  본 연구에 사용한 9%Ni강의 화학성분은 강 의 두

께방향 1/4t 와 1/2t 부 에 하여 spectrometer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Table 1에 두께 40mm 재료에 

해 분석결과를 나타냈으며, 모두 9% Ni강의 요구 

Classification
Chemical composition (wt%)

C Mn Si P S Ni

ASTM A553 (Type I)
Spec.

≤0.13 ≤0.98
0.13

～0.45

≤0.035 ≤0.035 8.40
～9.60≤0.008 ≤0.005

40mm
1/2t 0.06 0.70 0.26 0.004 0.003 8.90

1/4t 0.06 0.70 0.26 0.004 0.003 8.89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9% Ni steel pl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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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범  내에 있음을 확인 하 다.

  인장시험은 ASTM E8M의 규격에 따른 표 시편을 

이용하여, 동  재료 시험기를 이용하여 수행하 으며, 

시험 온도는 상온(25℃), -165℃, -196℃의 세가지 온

도에서 실시하 다. 모재에 해서는 압연방향과 압연방

향에 수직방향의 2가지 시편을 제작하여 시험하 으며, 

상온에서의 시험 결과 항복강도 585MPa, 인장강도 

690MPa, 연신율 20% 이상으로 규격값을 만족함을 

알 수 있다. 온으로 내려갈수록 항복강도  인장강

도 값은 증가하지만 연신율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 

Table 2는 모재에 해 ASTM E23 규격의 V-notch 

시편을 이용하여 상온에서 Charpy 충격시험결과는 나

타내었다. 충격시험편은 표면(t/4) 치 에서 강재 표면

을 2mm 제거후 압연방향과 압연의 직각방향에 노치를 

삽입하 다. 실험은 3회 실시하 으며, 실험횟수에 따

른 충격값의 변화는 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압연방향

에 노치가 치하는 경우가 압연의 직각방향에 노치가 

치하는 경우 보다 다소 높은 충격인성값을 나타냈다. 

Table 3에는 용 부의 충격인성값을 나타냈다. 용 부

의 충격인성 평가를 하여 FCAW 로세스를 용하

으며, WM(weld metal), FL(fusion line), FL+ 

1mm, FL+3mm, FL+5mm 에서의 충격인성 실험

을 실시 하 다. 시험온도는 모재와 동일하게 -196℃

에서 실시하 으며, FL 에서 가장 취약한 값을 나타내

었다. 따라서 본연구에서는 FL의 치를 LBZ(local 

brittle zone)으로 단 하 다.

2.2 괴인성(CTOD)시험

  CTOD (crack tip opening displacement) 시험은 

ISO12135, 15653의 규격에 의해서 평가하 으며, 시

험값 계산은 ASTM E1290에 따라 실시하 다. 시험 

온도는 상온, -165℃, -196℃의 세 온도에서 실시하

다. 모재는 압연방향과 압연방향에 수직방향의 시편을 

제작하여 시험하 으며, 용 열 향부는 노치 치를 용

융선(FL, fusion line), FL+1mm, FL+3mm, FL+ 

5mm의 4가지로 변화를 주어 시험하 다. Fig. 1는 

실험에 사용한CTOD 시험편의 형상과 치수를 나타내었다.

  Fig. 2 는 온도에 따른 CTOD 시험결과를 그래 로 나

타낸 그림이다. 모재의 CTOD값은 -165℃에서 0.8mm 

이상으로 API RP2Z 규격16)에서 요구하는 0.25mm를 

충분히 만족 하 다. 한 용  열 향부에 해서는 

충격시험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용융선(fusion line: 

FL)에서 가장 낮은 값을 나타냈고, 용용선에서 멀어질

수록 차 커지는 경향을 보 다. 가장 낮은 FL에서 

CTOD값도 규격값인 0.25mm보다 큰 0.4mm 정도로 

나타났다. -196℃에서의 CTOD값은 상온과 LNG온도

에 비하여 낮은 값을 보 는데 최소값이 0.1mm 정도

이며 모든 경우에 평균값은 0.1mm를 상회하는 값을 

나타냈다.

  Fig. 3는 각 온도에 따른 표 인 하 -노치개구변

량의 변 곡선을 나타내었다. 실온에서는 곡선과 같

이 취성 괴가 발생 하지 않았으며, -165℃에서는 하

Specimen No.

Charpy impact energy (J)

RT(25℃) -165℃ -196℃
1 2 3 1 2 3 1 2 3

40mm
BM(L) 324 345 337 242 233 237 233 217 235

BM(T) 315 292 330 221 219 227 206 197 219

Table 3 Charpy impact test results at -164℃, 196℃ with weld joints

Specimen No.

Charpy impact energy (J)

RT(25℃) -165℃ -196℃
1 2 3 1 2 3 1 2 3

40mm

FL 205 145 244 148 142 98 224 89 135

FL+1mm 303 205 292 279 144 198 277 251 201

FL+3mm 411 301 366 259 267 246 228 233 314

FL+5mm 308 262 304 211 223 247 215 227 213

Table 2 Charpy impact test results at -164℃, 196℃ with base metal

B=40

W=80

368  

Notch

¼ model 

B/2

a=40 

Fig. 1 Dimension of CTOD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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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증가하고 최 하  이후에 단이 발생하는 괴 

모드(δm)를 나타냈으나, 완 한 취성 괴 모드라고 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196℃에서는 완 한 취성 괴를 

발생시키는 괴모드(δu)를 나타냈다. 극 온용 강재의 

특성상 온에서의 괴인성이 무척 우수함을 확인 하

으며, 사용온도인 -165℃ 이하에서 취성 괴의 발생 가

능성을 확인하 다.

3. 균열부 와이블 응력해석  FAD 분석

  모재를 상으로 취성 괴가 발생하는 실험온도는 

-196℃에 해서 와이블 응력을 계산하 다. Fig. 4은 

와이블응력을 계산하는 순서를 나타냈으며, 그 순서에 

따라서 와이블 응력을 계산하 다. (step1) 실험에 구

한 N개의 시험편으로부터 구한 괴한계 CTOD값을  

δicr(i=1~N) 하고, (step2) 실험편의 형태와 크

기가 같은 모델에 해 3차원탄소성FEM해석을 실시하

고, 각 하 벨(CTOD 벨 δFEM
i)에 한 균열선단부

근의 응력계산 후, (step3) 와이블응력을 계산하기 

해 필요한 와이블형상 라메터의 기값 m0을 당히 

가정하여, step2 에서 구한 응력을 이용해서 각 CTOD 

벨 δFEM
i 에 해 와이블 응력 σw을 근사 으로 식

(1)으로 계산하다. (step4) step1의 실험에 의해서 구

한 모든 시험편(N)의 단시 와이블응력, 즉 한계 와

이블응력 (σw)cr
i을 step3 에서 구한 CTOD, δ와 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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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TOD test results at room temperature, -165℃, 
and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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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 응력(σw)의 계로부터 결정한다. (step5) 한계 와

이블 응력(σw)cr은 식(2)에 보여주고 있는 2모수 와이

블분포에 의해 결정됨으로, step4에서 구한 N개의 한

계와이블응력(σw)cr 의 빈도분포가 식(2)에 제일 

합한 와이블 형상 라메터 m값을 통계 수법(여기서

는 Maximum likelihood method14))에 의해 결정한

다. (step6) step5 에서 구한 m값과 기값 mo와 일

치하면 그 값을 와이블 라메터로서 채용하고, 그 지 

않은 경우 식(1)의 mo 신에 m값을 기값으로 하여 

그 m값이 수렴할 때까지 step3 ~ step6을 반복한다.

   (1)

    (2)

3.1 CTOD 와이블 응력

  와이블 응력을 유한요소법을 이용하여 계산하기 해 

Fig. 1에서 보여  동일 치수의 CTOD시험편을 Fig. 5

과 같이 모델링 하 다. 시험편의 두께와 동일한 40mm

로 모델링 하 으며, -196℃ 에서 해석을 수행 하 다. 

경계조건은 실험과 같이 단순 굽힘이 발생하도록 하 고, 

해석모델에 사용한 최소 mesh 사이즈는 0.1 × 0.1 mm 

가 되도록 하 다. 균열선단 부근에서의 응력분포등을 

검토하기 하여 조 하게 모델링하 다. 하 부과조건

은 실험과 동일하게 양단을 단순지지하고 노치상부를 

일정한 하 으로 모멘트가 작용하도록 실시하 다.

  Fig. 6은 CTOD시험편에 해 하 에 따른 등가응

력을 보여주고 있다. 하 이 증가함에 따라 crack tip

를 심으로 소성변형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께의 표면에서 plane stress 상태이고, 내부에서는 plane 

strain 상태를 나타난다. 이러한 구속정도의 차이는 와

이블 응력이 발생하는 소성 역과 계된다. Fig. 7은 

-196℃의 CTOD실험에서 구한 괴한계값 (δcr) 을 

확율빈도함수와 함께 나타내었다. FEM해석에서 구한 

응력을 Fig. 4의 해석순서와 식(1)에 따라 와이블응력

(σw)을 구하고, 이를 확률빈도함수로 정리한 것이다. 

이를 이용하여 Weibull 응력 라메터 m, σu를 구하

다. 본 해석에서 구한 와이블응력 라메터 m과 σu는 

Table 4에 나타냈다.

Fig. 5 Analysis CTOD modelling

Fig. 6 Distribution of equivalent stress according to in-
creasing 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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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Distribution of critical Weibull stress obtained 
from the fracture test result for the CTOD speci-
mens 

Table 4 Weibull parameter, m, σu

Thickness (mm) m σu

33 14 2744

37 14 2709

40 14 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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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폭 인장시험편의 와이블 응력

  CTOD실험에서 구한 와이블 라메터 m를 이용하여 

폭인장시험편 에서의 와이블 응력  임계CTOD 변

(δcr, wp)를 구하기 해, 폭 인장시험편에 해 

유한요소해석을 실시하 다. 해석에 사용한 해석 모델 

 경계조건 그리고 mesh size를 Fig. 8에 나타내었

다. 본 연구에서는 두께 40mm 강재를 상으로 -196℃ 

에서 해석을 수해하여 와이블 응력을 계산 하 다. 해

석시 경계조건은 하 방향으로 인장만 발생하도록 하

으며, 하 은 일정변  증가형식을 사용하 다. 한 

mesh size는 crack근방에서 0.1×0.1mm로 하 다. 

  Fig. 9는 폭인장시험편에 해 하 에 따른 등가응

력을 보여주고 있다. 하 이 증가함에 따라 crack tip

를 심으로 소성변형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두께

의 표면에서 plane stress 상태이고, 내부에서는 plane 

strain 상태를 나타난다. 이러한 구속정도의 차이는 와

이블 응력이 발생하는 소성 역과 계된다. 폭인장시

험편의 임계CTOD 값을 구하기 해 3 굽힘과 해석에 

구한 와이블 라메타 m과 σu를 이용하여 폭인장시

험편의 임계CTOD 값을 구했다. 이때 와이블 응력를 구

하는 방법은 3 굽힘 시험편에서 계산한 방법과 동일하
다. Fig. 10은 3 굽힘과 폭인장시험편에서 구한 와

이블 응력과 CTOD변 와의 계를 두께에 따라 나타

내었다. 구속이 상 으로 큰 3 굽힘의 변 보다 

폭인장시험편의 하 -변  곡선이 원만한 값을 보여주

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폭인장시험편의 

임계 CTOD값이 3 굽힘과 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Table 5는 이를 정리하 다. 구속계수 β는 1 보다 작

은 약 0.54값(평균값)을 나타냈고, 두께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상강재인 9% Ni강의 모재는 

극 온에서 인성이 우수하지만, -165℃ 이하 의 온도

에서는 실험결과에서 확인된 것 같이 취성 괴를 발생 

시키므로 취성 괴 안 성이 평가가 요하다. 하지만, 

일반 탄소강과 다르게 취성 괴의 발생이 시작 되더라

도 완 한 취성 괴에 도달하지 않고 우수한 인성 때문

에 취성균열은 정지 하고 다른 괴모드인 불안 연성

괴의 가능성을 갖게 된다.  

3.3 FAD (Failure Assessment Diagram) 분석 

  임의 평 구조물에 있는 균열을 상으로 구조물의 

안 성과 구속도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 다. 임의 평

구조물에 해 안 성을 평가하기 하여 Fig. 11 와 

같이 폭(W)이 10000 mm, 두께(B)가 100 mm인 평

에 결함의 길이(2c) 11.5 mm, 깊이(a)는 7 mm의 

크기를 가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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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Relationship between Weibull stress and CTOD 
values 

Table 5 Comparison critical CTOD between 3pont bend-
ing and wide plate

Thicknes
s(mm)

3 Point 
bending

δcr_3p(mm)

Wide plate
δcr_wp(mm)

β= δ3p/ 
δwp

33t 0.45 0.98 0.45

37t 0.58 0.98 0.59

40t 0.6 1.0 0.60

Fig. 8 Analysis model of wide plate

Fig. 9 Distribution of equivalent stress according to in-
creasing 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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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은 괴/항복 평가 시 사용된 일차 막 응력(Pm)

은 200 MPa, 일차 굽힘 응력(Pb)은 0 MPa, 이차 막 

응력(Qm)은 0 MPa 이차 굽힘 응력(Qb)은 0 MPa으

로 가정하 다.

  Fig. 12은 가정한 균열길이에 한 FAD를 통해 수

행된 괴/항복 평가 결과를 나타내었다.FAD평가는 

BS7910 (2013) 에 따라서 수행 하 다19). 가로 축의 

좌표가 의미하는 항복 비 값이 0.214, 세로 축의 좌표

인 괴 비 값이 0.08이다. 이 값이 FAD 안쪽에 치

하므로 항복  괴에 해 안 함을 알 수 있었다

4. 결    론 

  LNG 장탱크 내조재료로서 사용되고 있는 표 인 

극 온용 강재인 9%Ni강의 모재  용 부의 괴인

성 평가와 모재에 해 와이블 응력을 이용하여 사용 

합성을 평가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Charpy 충격시험 결과 -196℃에서의 충격값이 

모재는 200J 이상, 용 열 향부는 100J 이상의 값을 

나타내었으며, 이는 규격값인 모재 100J, 용 부 35J

의 값을 훨씬 상회하는 값이다. 

  2) CTOD(crack tip opening displacement) 시

험 결과 모재는 -164℃에서 0.8mm 이상, 용 열 향

부는 0.4mm 이상의 값을 나타내어 온 괴인성이 

우수함을 확인 하 다.

  3) 와이블 응력을 이용해 표 괴인성 3 굽힘 시험

편으로부터 와이블 라메터 m, σu를 계산한 결과, 두

께 40mm에서 모두 m=14이고, σu은 2,833MPa로 

각각 계산되었다.

  4) 표 괴인성 3 굽힘 시험편의 결과로부터 동일 

m값을 사용하여, 가상의 폭인장시험편의 균열선단의 

와이블 응력으로부터 임계 CTOD값을 계산하여 구속계

수 β를 구한 결과 평균 약 0.54으로 나타났다.  

  5) 임의 부재에 한 균열진 에 따른 취성 괴안

성을 BS7910(2013)에 따른 FAD(failure assess-

ment diagram)해석을 실시하여 안 성을 검토한 결

과 9% 니 강 모재는 -196℃에서도 매우 좋은 인성을 

가지고 있어, 사용하 에서 불안 괴의 발생 가능성

이 낮은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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