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rans. Korean Soc. Mech. Eng. A, Vol. 46, No. 11, pp. 947~953, 2022 947

<학술논문>            DOI https://doi.org/10.3795/KSME-A.2022.46.11.947             ISSN 1226-4873(Print) 
2288-5226(Online) 

 

국부 감육 효과가 고려된 90° Back-to-Back 배관의  
선형매칭기법을 활용한 소성붕괴한계 분석 

 

최영재* · 김  운* · 이경률* · 위다빈* · 김백진* · 조락균*†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MSDE학과 구조 비선형 거동 평가 연구실 
 

Limit Load Analysis of 90° Back-to-Back Pipe Bends with Local Wall Thinning  
Using the Linear Matching Method 

 
Youngjae Choi*, Un Kim*, Gyeongyul Lee*, Dabin Wii*, Baekjin Kim* and Nak-Kyun Cho*†  

* Non-linear Structural Behaviour Assessment Lab (NoBA Lab),  
Dept. of Manufacturing Systems and Design Engineering, Seoul Nat’l Univ. of Science and Technology  

 
(Received July 18, 2022 ; Revised August 16, 2022 ; Accepted August 31, 2022) 

 
 

- 기호설명 - 
 

 : 응력 

 : 변형률 

 : 재료의 항복강도 

IP : 면내 굽힘 방향(in-plane) 

OP : 면외 굽힙 방향(out-of-line) 

 : 배관의 편균 지름 

R : 곡관부의 곡률 반지름 

t : 배관의 두께 

L : 곡관과 이어진 직관의 길이 

E : 재료의 탄성계수 

 : 재료의 포아송비 

 : 직관의 한계 내압 

 : 직관의 한계 굽힘 모멘트 

 : 축 방향 인장 하중 

Key Words: Pipe Bend(곡관), Structural Integrity Evaluation(구조 건전성 평가), Plastic Collapse Limit(소성 붕괴 
한계), Local Wall-Thinning(국부 감육), Linear Matching Method(선형매칭기법) 

초록: 각종 플랜트 설비에서 활용되고 있는 곡관(pipe bend)은 수송 유체에 의한 침식 및 부식에 의해 배

관의 두께가 감소하는 국부 감육(local wall thinning)이 발생된다. 이는 배관의 구조적 건전성을 악화시키

는 주된 원인이다. 현재까지 단일 곡관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었으나, 두 개의 90° 곡관이 이어진 

back-to-back 배관에 대한 연구는 소수의 사례만 보고되었다. 본 연구는 유한요소 해석을 이용하여 내압

과 굽힘 모멘트가 작용할 때 감육이 발생한 90° back-to-back 배관의 구조적 신뢰성을 평가하였다. 배관의 

감육 위치와 감육률에 따른 한계하중범위를 선형매칭기법(linear matching method)을 사용하여 규명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 감육이 진행중인 배관의 구조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설계 및 평가 측면에서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Abstract: The local wall thinning of pipe bends is frequently reported during a periodic maintenance and inspection 
owing to erosion or corrosion caused by fluids running inside the pipeline, and this deteriorates the structural integrity of 
the pipeline. To evaluate the pipe bend integrity against wall thinning, many studies have been conducted on a single pipe 
bend case but only a few on the 90° back-to-back pipe bends. This study evaluated the structural integrity of the 90° back-
to-back pipe bend that undergoes local wall thinning by presenting the limit load boundaries using the Linear Matching 
Method. The limit load boundaries were created for interactions of two loads, that is, internal pressures and bending 
moments, and demonstrated the effect of the thinning ratio on the pipe bend integrity. The study results can provide useful 
insight into the design and structural integrity of the 90° back-to-back pipe bend with local wall thi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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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재 · 김  운 · 이경률 · 위다빈 · 김백진 · 조락균 

 

948 

1. 서 론 

배관 네트워크(pipe network)에서 곡관(pipe bend)

은 유체의 수송 방향을 조절할 뿐만 아니라 유연

성을 제공해주는 핵심 요소로서 각종 플랜트 설비

에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곡관 자체의 기하학

적 불연속성으로 인해 직관(straight pipe)에 비해 

구조 건전성(structural integrity) 측면에서 취약하다. 

또한, 배관의 장시간 운전 시 수송 유체에 의해 

배관의 표면 금속이 점진적으로 마모(wear)되어 

발생하는 침식(erosion) 현상과 화학 반응으로 인

한 금속 열화(metal deterioration)에 의해 발생하는 

부식(corrosion) 현상으로 인해 배관의 두께가 점차 

감소하는 국부 감육(local wall thinning)이 발생한다. 

이러한 국부 감육 현상은 배관의 건전성을 악화

시키므로 이를 고려한 구조 건전성 평가는 필수적

이다.  

현재까지 굽힘각이 90° 내지는 다양한 굽힘각에 

대한 단일 곡관의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졌으나, 

두 개의 90° 곡관이 이어진 back-to-back 배관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이 소수의 사례만 보고되

었다. Abdalla는 90° back-to-back 배관에 일정한 내

압과 반복적인 굽힘 모멘트가 작용할 때 셰이크

다운 범위(shakedown boundary)를 SD-DNT 기법을 

적용한 유한요소 해석을 활용하여 규명하였다.(1,2) 

이후 Abdalla는 90° back-to-back 배관에 국부 감육 

효과를 고려하여 동일한 연구를 수행하였다.(3) 

Cho와 Chen은 90° back-to-back 배관에 대해 셰이

크다운 범위를 포함하여 라쳇 한계(ratchet limit)와 

소성붕괴한계(plastic collapse limit) 범위를 선형매

칭기법(linear matching method)을 활용하여 도출하

였다.(4,5) Vinothkumar 등은 90° back-to-back 배관

에서 ovality와 thinning을 고려한 구조 건전성을 

TES(twice elastic slope method)를 활용하여 연구하

였다.(6)  

본 연구에서는 국부 감육이 진행중인 90° back-

to-back 배관의 소성붕괴한계를 선형매칭기법을 이

용해 동일 배관의 반복 소성 거동(cyclic plasticity 

behaviour)을 파악하기 전 선행 연구로서 규명하고

자 한다.  

본문 2장에서는 선형매칭기법에 대한 설명을 포

함한 본 연구에서 활용된 수치해석 절차와 관련된 

내용이 소개되고, 3장에서는 해석에 사용된 유한요

소 모델과 적용된 하중조건이 기술된다. 4장에서는 

선형 탄성 해석 결과를 비롯하여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소성붕괴한계가 제시되며, 5장에서는 본 연

구의 결론에 대해 기술된다.  

 
Fig. 1 Iterative process of linear matching method 

2. 수치해석 절차 

2.1 선형매칭기법 

선형매칭기법(linear matching method)은 iterative 

elastic technique을 통해 접근하는 대표적인 direct 

method로서 Ponter와 Engelhardt(7)에 의해 개발되었

다. 이는 단조 하중 하에서의 소성붕괴한계(plastic 

collapse limit)를 포함하여 반복 하중 하에서 탄성, 

소성 셰이크다운(elastic, plastic shakedown)(8,9) 및 라

체팅(ratcheting)(10,11)과 같은 구조물의 반복 소성 

거동 응답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예측하고, 현재 

크리프-피로(creep-fatigue)를 고려한 반복 소성 거

동을 평가하는 방법(12,13)까지 개발되었다.  

선형매칭기법의 기본적인 원리는 Fig. 1과 같이 

재료의 강성을 반복적으로 바꾸는 과정을 통해 구

조물의 전체 응력 수준을 재분배하여 특정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반복 계산을 수행하는 것이고, 이

러한 과정은 상용 해석 소프트웨어인 ABAQUS의 

UMAT subroutine을 통해 생성된다.  
 
2.2 소성붕괴한계 도출 

본 연구에서는 상한 소성붕괴한계(upper bound to 

the plastic collapse limit)를 이용하여 감육 현상이 고

려된 90° back-to-back 배관의 허용 하중 곡선이 도

출된다.(14) 상한 소성붕괴한계 분석을 위해 구조물

의 재료는 등방성(isotropic)이고, 경화 모델은 탄성-

완전소성(EPP: elastic-perfectly plastic) 모델을 그리

고 von Mises 항복 조건을 만족한다고 가정한다.  

이해를 위해 부피 와 표면 로 이루어진 특정 

구조물을 고려한다. 의 일부 에서의 변위는 구

속되고, 나머지 부분 에서는 하중 가 작

용하며 여기서 는 양의 스칼라 하중 매개변수

(positive scalar loading parameter)이다. 이때, 호환 가

능한 변형률 속도(compatible strain rate) 의 임의 

분포에 대해 대응하는 변위 속도(displacement rate) 

가 에서의 경계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상한 

한계 하중 승수(upper bound load multiplier)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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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에 의해 도출된다.  
 

 (1)

 
식 (1)에서 는 에 대한 항복 상태에서의 

응력 값이다.  

3. 유한요소 모델 

본 연구에서 사용된 90° back-to-back 배관은 굽

힘각이 90°인 두 개의 곡관(pipe bend)과 두 개의 

직관(straight pipe)이 이어진 형태이다.  

배관의 규격은 NPS 10 in. SCH 40 STD를 참조하

였으며,(4) 형상과 치수는 각각 Fig. 2와 Table 1에 

나타나 있다. 배관 모델에 사용된 재료는 304 stain- 
 

 
Fig. 2 Geometry of the 90° back-to-back pipeline 

 

less steel의 상온 물성이 적용되었고 Table 2와 같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선형매칭기법은 탄성-완전소

성 모델로 표현되는 재료 비선형성을 고려하며, 

small deformation 이론을 기반으로 개발되었다. 기

하 비선형을 고려하는 경우 고려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하여 한계 하중이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

지만, 본 연구에서는 보수적인 결과를 제공하기 

위해 기하 비선형을 고려하지 않았다. 국부 감육 

효과는 배관의 굽힘부 내측(intrados), 외측(extrados) 

그리고 측면(crown) 감육이 적용되었다. 감육률

(thinning rate)은 기존 두께 대비 감육 현상이 일어

난 두께에 대한 비율로 설정되었고 20%, 40% 그

리고 60%로 가정되었다. 감육 위치와 감육률과 

관련된 개략도는 Fig. 3과 같다.  

작용하는 하중의 경우 내압(internal pressure)과 

굽힘 모멘트(bending moment)가 적용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하중이 모두 동시에 작용하였다고 가

정하였다. 모델 하단의 자유도는 반지름 방향을 

제외하고 구속되어 있으며 또한, 배관 끝단이 닫

혀 있는 상태를 모사하기 위해 배관 상단에 축 방

향 인장하중을 적용하였다. 굽힘 모멘트 하중의 방

향은 시계, 반시계 면내(opening, closing IP: in-plane)  
 

Table 1 Dimensions from the Fig. 2 [mm] 

 R t L = 5 

263.78 381 9.27 1,318.9 
 

Table 2 Material properties of the 304 stainless steel 

E [GPa]   [MPa] 

193.74 0.2642 271.93 

 

 
Fig. 3 Location of local wall thinning: (a) extrados; (b) intrados; (c) crown; (d) schematic of thinning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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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Load values 

 [MPa]  [Nmm]  [MPa] 

22.07 1.75E+8 157.00 

 

 
Fig. 4 Loading conditions 

 
방향과 면외(OP: out-of-plane) 방향이 적용되었고 

Fig. 4에 적용된 하중이 나타나 있다. 하중의 크기

는 NPS 10 in. SCH 40 STD 규격을 가지는 직관의 

한계 하중이 적용되었고 식 (2)와 (3)으로부터 도

출되었다. 축 방향 인장하중은 식 (4)로부터 계산

되었고 도출된 모든 하중 값은 Table 3과 같다.  
 2√3 2 ⁄  (2)

 (3)4⁄  (4)

 
해석에 사용된 90° back-to-back 배관의 유한요소 

모델(finite element model)은 Fig. 5와 같다. 요소가 

굽힘 모멘트 하중에 노출되었을 때 발생 가능한 

전단 잠금 현상(shear locking)을 방지하기 위해 이

차 축소 적분형 육면체 요소(C3D20R)가 사용되었

고 메쉬 민감도 평가(mesh sensitivity study)를 통해  

 
Fig. 5 Finite element model for the analysis 

 

원주 방향으로 최소 52개의 요소가 신뢰할 수 있

음을 확인하였다. 두께 방향으로는 3개의 요소를 

사용하였고 총 15,900개의 요소가 생성되었다.  

4. 해석 결과 

4.1 선형 탄성 해석 결과 

Fig. 6은 국부 감육이 적용되지 않은 90° back-to-

back 배관에 대한 선형 탄성 해석 결과이다. OP 

굽힘 모멘트의 경우 배관 굽힘부 측면과 내측면 

사이에서 최대 등가 응력을 야기한다. 반면, 다른 

하중들은 모두 배관 굽힘부 측면에서 최대 등가 

응력을 야기한다. 그러나 IP 굽힘 모멘트가 가장 

큰 등가 응력을 발생시키고 opening과 closing 방

향은 배관의 변형 형상에만 영향을 끼칠 뿐 등가 

응력 분포는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2 소성붕괴한계 

Fig. 7은 내측(intrados) 국부 감육이 발생하였을 

때 감육률에 따른 90° back-to-back 배관의 소성붕

괴한계 범위이다. 여기서 sound pipe는 감육이 진

행되지 않은 90° back-to-back 배관을 의미한다. 그

래프의 축 상에 있는 한계 하중 값을 비교해 보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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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때, 한계 굽힘 모멘트(y축)의 경우 감육률에 상

관없이 비슷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는 내측 

감육이 굽힘 모멘트에 대한 건전성에 거의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한계 내

압(x축)의 경우 감육률이 20%, 40% 그리고 60%일 

때 각각 직관 대비 72%, 64% 그리고 51%로 줄어

든다. 그래프의 개형을 확인해 보면 opening IP 굽

힘 모멘트와 내압이 작용하였을 때(Fig. 7 (a)), 작용

하는 하중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허용 하중

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배관의 내압

 
Fig. 6  Linear elastic solution of the sound 90° back-to-back pipeline under (a) internal pressure; (b) in-plane opening 

bending; (c) in-plane closing bending; (d) out-of-plane bending 

 

Fig. 7  Plastic collapse limit boundaries of the 90° back-to-back pipeline with intrados thinning under internal pressure:
(a) IP opening bending moment; (b) IP closing bending moment; (c) OP bending moment 

 

Fig. 8 Plastic collapse limit boundaries of the 90° back-to-back pipeline with extrados thinning under internal pressure:
(a) IP opening bending moment; (b) IP closing bending moment; (c) OP bending mo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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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축 방향 인장하중에 의해 

opening IP 방향의 굽힘 하중이 상쇄되기 때문이다.  

Fig. 8은 외측(extrados) 국부 감육이 발생하였을 

때의 소성붕괴한계 범위이다. 감육률에 따른 한계 

내압(x축) 확인 시, 감육률이 40%에 도달할 때까

지는 한계 내압이 감육이 발생하지 않은 90° back-

to-back 배관과 동일하다. 이는 특정 감육률(40%)

에 도달할 때까지 외측 감육은 구조 건전성에 영

향을 끼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Fig. 9는 측면부(crown) 국부 감육이 발생하였을 

때의 소성붕괴한계 범위이다. 내측과 외측 감육이 

발생하였을 때와는 다르게 한계 굽힘 모멘트(y축)

과 한계 내압(x축) 모두 감육률에 비례하여 감소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90° back-to-back 

배관이 굽힘 모멘트 하중에 노출되는 경우, 내측 

감육과 외측 감육보다는 측면부 감육 현상이 구조 

건전성을 저하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계 

IP 굽힘 모멘트의 경우 감육률이 20%, 40% 그리고 

60%일 때 각각 직관 대비 45%, 42% 그리고 40%

로 줄어든다. 한계 OP 굽힘 모멘트의 경우 직관 

대비 각각 50%, 47% 그리고 43%로 감소한다.  

유한요소 해석을 통해 구조물의 한계 하중을 구

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탄-소성 해석(elastic-

plastic analysis)을 수행하는 것이다. 하지만, 탄-소성 

해석의 경우 한계 하중을 직관적으로 판단하기 힘

들고 본 연구에서 도출한 허용 하중 범위를 도출하

기 위해서는 많은 계산과정(computational cost)이 필

요하여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에 반해 선형매칭기

법의 경우, 매우 적은 계산과정을 통해 효율적으로 

한계 하중을 판단할 수 있고 이러한 장점을 바탕으

로 Fig. 7~9와 같은 소성붕괴한계 범위를 기존 방법

과 대비하여 구조물의 크기와 하중의 종류, 개수와 

상관없이 빠르고 정확하게 도출할 수 있다.  
 

5. 결 론 

본 연구는 선형매칭기법을 활용하여 국부 감육 

효과가 고려된 90° back-to-back 배관의 소성붕괴한

계를 도출하였다. 적용된 하중은 굽힘 모멘트와 

내압이고 국부 감육 효과는 내측(intrados), 외측

(extrados) 그리고 측면부(crown)가 고려되었다. 소

성붕괴한계는 굽힘 모멘트와 내압을 축으로 하는 

허용하중범위로서 표현되었고 국부 감육이 진행되

지 않은 배관을 포함하여 감육의 위치와 감육률에 

따라 도출되었다. 생성된 소성붕괴한계 범위는 무

결함 배관뿐만 아니라 감육이 진행 중인 배관에 

대해서도 설계 및 구조 건전성 평가 측면에서 통

찰을 제공해준다. 본 연구에서 주목할 만한 결과

는 다음과 같다.  

(1) 내측(intrados)과 외측(extrados) 감육은 한계 

내압에만 영향을 끼칠 뿐 굽힘 모멘트에 대한 건

전성에는 거의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2) 측면부(crown) 감육의 경우 모든 하중에 대

한 구조 건전성을 저하시킨다. 따라서 90° back-to-

back 배관에 굽힘 모멘트 하중이 작용하는 경우 

세 가지 감육 모델 중 측면부 감육에 대해 더욱 

상세한 건전성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3) 외측 감육의 경우 40%의 감육률에 도달할 

때까지, 한계 내압은 감육이 발생하지 않은 구조

물의 한계 내압과 거의 동일하다. 따라서 외측 감

육은 특정 감육률에 도달할 때까지 90° back-to-back 

배관의 구조 건전성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4) 모든 감육 모델에서 opening IP 굽힘 모멘트

와 내압이 작용하였을 때(Fig. 7(a), 8(a), 9(a)), 배관

의 내압에 비례하여 작용하는 축 방향 인장 하중

과 굽힘 모멘트 하중이 상쇄되어 허용 하중의 범

위가 증가한다. 
 

Fig. 9  Plastic collapse limit boundaries of the 90° back-to-back pipeline with crown thinning under internal pressure: (a) 
IP opening bending moment; (b) IP closing bending moment; (c) OP bending mo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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