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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KALIMER-600의 원자로 구조물들은 고온 운전환경에 의해 온도 및 시간 의존성 

크립 변형 기구가 작동되면서 복잡한 변형 양상을 보인다. 크립피로 손상 평가와 

결함건전성 평가는 고온 구조물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본 연구에서는 직경 600mm, 두께 5mm의 316L 원통불연속구조물에 길이 20mm, 폭 

0.35mm의 수직 및 수평결함을 가공하고 크립피로 하중을 작용시켜 손상의 발생과 

결함의 건전성을 시험평가하였다.  

크립피로 손상 관찰은 이동식 줌현미경을 이용하여 현장에서 3500배까지 

관찰하였고 표면복제한 필름은 전자현미경으로 3000배까지 관찰하였다. 400사이클의 

구조시험을 마친 결과 불연속부위에서는 아직 뚜렷한 손상의 징후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손상을 가속화하기 위해 가공한 결함선단에서는 손상이 발생하여 균열개시가 

된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구조시험에서 수집한 온도분포 데이터를 입력자료로 사용하여 본 연구에서 개발한 

NONSTA코드와 범용유한요소해석코드인 ABAQUS, ANSYS를 활용한 구조해석을 

수행하여 시험결과와 비교분석하였다. 탄성해석과 비탄성해석 결과를 ASME-NH와 

RCC-MR에서 제시한 절차를 따라 크립피로 손상평가와 결함건전성 평가를 수행한 

결과 크립피로손상은 극히 작은 값을 얻었고 결함건전성평가는 균열개시가 나타나는 

것으로 평가되어 시험결과와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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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KALIMER-600 reactor structures show complex inelastic deformation behavior due to 

high temperature environment. The creep-fatigue damage evaluation and the defect 

assessment are the one of key parameters to ascertain the structural integrity of 

the high temperature structures. In this study, the creep-fatigue test with 

geometrically nonlinear structure including through wall defects was performed to 

examine the structural integrity of the defect structure and to validate the inelastic 

analysis code NONSTA.  

The creep-fatigue damage was examined by a portable zoom microscope with 

magnification ratio of 3500 and the replication technics allowed to observe the 

structure surface with magnification ratio of 5000. After 400 cycles of testing, no 

apparent creep-fatigue was observed except the defect front. At the defect front, 

creep-fatigue crack initiation was observed.   

The commercial finite element analysis softwares ANSYS and ABAQUS were used for 

the corresponding structural analysis. Both elastic analysis and inelastic analysis 

using NONSTA code were performed with collected temperature profile from test and 

the strain results of analyses agree well with those from the test. The creep-fatigue 

damage was assessed per ASME-NH utilizing analysis results and the creep-fatigue 

crack initiation was assessed per RCC-MR A16. The results show good agreement between 

analysis and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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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액체금속로 KALIMER-600[1,2]의 원자로 구조물들은 그림 1의 개략도에 보인 

것과 같이 개념설계 되었는데 이들 고온 구조물들은 운전상태에 따라 복잡한 

하중이력을 경험하게 되며 온도 및 시간 의존성 크립 변형 기구가 작동되면서 

복잡한 변형 양상을 보인다. 또한 입계 강도의 변화, 변형시효 및 석출물 등과 

재료 내부에 크립으로 인해 발생된 캐비티(cavity)가 반복 하중에 의한 피로 

균열과 결합하면서 수명이 급격히 감소하게 된다[3]. 따라서 크립피로 손상 

평가는 고온 구조물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고려해야 하는 여러 항목 중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시간에 의존하지 않는 소성변형과 시간 의존적인 크립거동을 

동시에 모사할 수 있는 비탄성해석을 이용한 신뢰성 있는 구조 해석기술의 확립이 

요구된다.  

소성과 크립을 동시에 모사하기 위한 비탄성해석 방법은 여러가지가 제시되고 

있지만 한국원자력 연구소에서는 Chaboche의 통합점소성 구성식[4]을 ABAQUS의 

부프로그램으로 장착한 NONSTA-VP코드를 개발하여 검증노력을 기울였고[5,6] 

이의 일환으로 직경 600mm, 두께 7mm의 원통구조물에 대한 구조시험을 수행한 바 

있다[7,8]. 본 연구에서는 직경 600mm, 두께 5mm의 316L 원통불연속구조물에 수직 

및 수평결함을 가공하여 크립피로 하중을 가하여 결함건전성 평가시험을 수행하였다.  

 

 
그림 1. KALIMER-600 원자로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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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온구조크립피로 시험장치 및 계측제어장치 
  
 
2.1 구조시험장치  
  

크립피로 구조시험장치는 그림 2에 보인 것과 같이 구성되어 있는데 IST 사의 100톤 

로드셀과 액츄에이터를 국내에서 제작한 정반 및 로드 프레임에 장착하였다. 

액츄에이터는 유압 구동방식인데 그림 3에 보인 것과 같이 IST 사의 유압구동장치에 

의해 작동된다. 액츄에이터의 기본 사양은 정격하중속도가 최대 ±1MN이고 램의 

스트로우크는 ±125mm이다. 로드셀은 정적하중 ±1MN으로 비선형도는 0.02% 이하이다. 

유압구동장치의 유속은 분당 113리터로 최대압력 210바이며 오일의 냉각을 위해 물 

순환 냉각장치를 그림 3과 같이 설치하였다. 정반의 크기는 가로x세로x높이가 6m x 2m x 

0.3m이고, 두께 30cm인 크로스헤드의 승강은 직경 15cm 길이 4.5m의 4개의 컬럼을 통해 

이루어지며 유압구동장치에서 분기한 별도의 유압 회로를 이용하여 구동한다. 컬럼 

사이의 간격은 직경 1m 정도의 구조시험체의 시험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4m로 하였다.  

크립피로 구조시험을 위한 가열장치로는 국내에서 제작한 50KHz, 50KW 용량의 

고주파유도가열기를 사용하고 그림 2에서 보인 것과 같이 원통구조물의 가열을 위해 

원통구조물을 감는 형태의 동관을 6바퀴 회전시킨 형태의 가열코일을 제작하여 

사용한다. 가열코일에 고주파로 전류를 흘리면 유도코일에 인접한 구조모델 

부위에서는 유도전류의 발생으로 저항발열이 급속하게 나타내서 고온으로 가열되며 

온도조절을 위해 피드백 방식의 제어계통을 구성하였다.   

  

2.2 계측 제어장치  
  

고온구조물의 크립피로 시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액츄에이터를 사용하여 

구조시험체에 힘하중 또는 변위제어하중을 가하고 고주파유도가열기를 사용하여 

온도하중을 가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신뢰성 있는 계측 및 제어장치의 사용이 

요구된다.  

우선 액츄에이터의 제어를 위해서 그림 4에 보인 것과 같이IST사의 Labtronic 

8800 제어장치를 사용하는데 구성은 제어기 본체와 PC로 이루어진다. 기본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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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은 Labtronic 8800에서 제공되는 것을 사용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로드셀의 

자유로운 제어가 가능하다. 로드셀의 힘과 액츄에이터 램의 변위 값을 실시간으로 

수집할 수 있고 또한 그림 5에 보인 것과 같이 Instron사의 고온용 Extensometer의 

설치, 보정, 및 데이터 수집이 가능하다. Model 2632인 고온용 Extensometer는 

1000°C까지 사용 가능하고 게이지 길이는 12.5mm, 변위 측정 범위는 +2.5, -1.25mm로 

총 38mm이며 분해능은 0.001mm, 보정정밀도는 최대출력범위의 0.1%, 온도효과는 

최대출력범위의 0.01%/°C이다. 본 실험에서는 Extensometer의 보정은 IST사의 

Extensometer Calibrator를 사용하여 수행하였고 원통구조시편의 상단에서 20cm인 

외면에서 축방향으로 설치하여 변형을 측정하였다. Extensometer의 설치시 게이지 

길이를 잘 유지하고 또한 표면에서 미끄러짐이 없도록 구조시편 표면에 펀치를 하여 

설치함에 주의해야 한다.  

  

  

 
  

   

그림 2. 고온구조 크립피로시험 장치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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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고온구조 크립피로시험장치 유압펌프 및 냉각계통 

  

  

반경 방향의 변위는 그림 6에 보인 것과 같이 Schaevitz사의 LVDT(모델명GCA-121-200)를 

설치하여 측정하였고 측정범위는 ± 50.8 mm이다. MP2000 Reader를 RS232 통신을 이용하여 

컴퓨터와 연결하여 데이터 수집을 하였다.  

본 실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측정기술은 고온 스트레인 게이지를 활용한 변형률 

관찰 분야인데 이는 아직까지도 국내에서 활용기술이 정착되지 않은 실정이다. 그림 

7에 보인 것과 같이 Measurement Group의 모델명 C-020708-D인 고온용 스트레인 

게이지를 원주방향과 축방향으로 점용접 설치하였다. Model 700 Portable Strain Gage 

Welding Unit을 사용하여 필라멘트형 스트레인 게이지가 탑재된 스테인레스 박판의 

테두리를 구조시편 표면에 점용접을 하는데 정확하게 잘 밀착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고온용 스트레인 게이지는 세계적으로 제작업체가 몇 되지 않고 현재에도 기술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스트레인 게이지 제작사인 

Measurement Group은 고온용 스트레인게이지를 생산하지 못하고 있다가 최근 JP Tech사를 

인수하면서 첫 상업용 고온 제품인 C-020708-D를 출시하였지만 기술적인 이유로 데이터쉬트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본 시험에서 이를 사용한 고온 변형률 측정기술을 확보하였는데 

C-020708-D 게이지를 전기가열로에서 서서히 가열하면서 Apparant Strain 데이터쉬트를 만들어 

냉각
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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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였고 Gage factor는 2.6, 저항은 350오옴, 사용 온도범위는 -269°C부터 

871°C이다.   

고온용 스트레인 게이지로부터 데이터 수집은 Measurement Group사의 Model 2311 

Signal Conditioning Amplifier를 그림 8에 보인 것과 같이 PC 시스템과 TEAC사의 

RD-200R PCM Data Recorder로 연결하여 저장하였다. Model 2311 Signal conditional는 

Low Pass Filter가 내장되어 있고 Gain 조절과 Calibration/Balance를 간편하게 수행할 

수 있는 고정밀 장치이다. 이와는 별도로 그림 9에 보인 것과 같이 Measurement 

Group에서 새로 출시한 4 채널 Portable Strain Indicator인 P3를 구비하였는데 USB 

방식으로 데이터를 PC로 저장할 수 있어서 별도의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아 시험 

현장에서 변형률 측정의 편리성을 높였다.  

고온의 열하중을 가하고 일정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K-type 

Thermocouple을 44 채널로 만들어서 그림 10과 같이 구조시편의 표면에 적당하게 

점용접 부착하였다. 열전대 제작과 점용접은 오성하이텍이 제작한 열전대용접기를 

사용하였고 열전대를 용접할 때에는 아르곤 가스를 주입하면서 시행하여 산화영향이 

없도록 하였다.   

열전대는 고온불연속 Y-구조시편의 내면 축방향으로 24채널, 외면 축방향으로 10채널, 

스커트 부위의 윗면에 4채널, 아랫면에 2채널, 그리고 시편의 원주방향으로 3채널을 

설치하였다. 온도 데이터 수집은 그림 11에 보인 것과 같이 IOTECH사의 Daqbook216 

Data Acquisition Board와 DBK19 Thermocouple Signal Conditioning Card를 사용하여 

별도의 PC 시스템에 연결하여 수행하였고 온도의 수집과 더불어 실험 중에 일정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Labview 를 이용한 제어프로그램을 작성하여 온도를 PID 

방식으로 제어하였다. DBK19를 이용한 온도 데이터 수집을 위해 Fluent사의 

Thermocouple Calibrator를 사용하여 보정하였고 또한Agilent Tech사의 모델 34970 

Data Acqusition system을 사용하여 기존 장치와 온도수집데이터를 비교 검증하였다. 

그림 12는 온도제어프로그램 사용장면과 Agilent Tech사의 모델 34970 사용하는 과정을 

보여주고있다.  

본 시험에서 구축한 구조시험장치와 계측제어장치들을 사용하여 실제 시험을 

시작하고 진행하는 절차들을 다음 장에서 자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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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Labtronic 8800 콘트롤러 

  

 
그림 5. 고온 Extensometer 장착도 

 

 
그림 6. LVDT 장착도(좌) 및 MP2000 데이터수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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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고온 스트레인 게이지 장착도 

  

 
그림 8. 고온 스트레인 게이지 데이터 수집 장치(I) 

  

 
그림 9. 고온 스트레인 게이지 데이터 수집 장치(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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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열전대를 부착한 구조시험체 

    
그림 11. 온도수집 및 제어장치 

 

 
그림 12. 온도제어 및 Agilent Tech사의 데이터수집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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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온구조 크립피로 결함건전성 평가시험 절차  
  

3.1 구조시험 모델 및 시험준비  
  

액체금속로 고온불연속 크립피로 시험에 사용한 구조물은 그림 13에 보인 것과 같이 

5mm 두께의 실린더 안쪽 중앙에 5mm 두께의 스커트형태의 원추판을 TIG 용접한 

불연속구조모델이다. 액체금속로 불연속 구조물 중에 대표적인 것으로써 316 

스테인레스 강으로 만들고 외경은 60cm, 높이는 50cm이다. 시험체의 원주방향으로 

90도 간격으로 4개의 결함을 가공하였는데 2개는 길이 2cm의 관통균열로써 각각 

축방향과 원주방향으로 배치하였고 나머지 2개는 길이 2cm의 표면 결함으로써 각각 

축방향과 원주방향으로 배치하였다. 결함은 방전가공으로 만들었으며 폭은 0.3mm, 

끝단의 곡률반경은 0.15mm이다. 크립피로 결함건전성 평가시험을 위한 구조모델의 

장착 순서는 다음과 같다.  

 
  

그림 13. 고온구조 크립피로 결함건전성 시험모델 

  

 
구조시험 모델의 내외면에 축방향으로 K-type 열전대를 점용접하여 부착한다. 고온 

Extensometer를 설치할 위치에 고강도강으로 만든 90도 각도의 펀치봉을 이용하여 

가볍게 펀치를 내어둔다. 그리고 고온용 스트레인 게이지 2개를 각각 원주방향과 

축방향으로 점용접하여 부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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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된 구조시험 모델을 그림 2에 보인 것과 같이 크립피로 구조시험 장치에 

설치하는데 특별히 제작한 지그를 이용하여 구조시험 모델의 상하단에 준비한 각 

31개의 스터드볼트로 체결한다. 이 때 지그에는 구조시험모델 내부의 공기가 순환할 

수 있도록 공기구멍을 미리 만들어 두었다. 열전대와 스트레인게이지 연결선들을 

계측장치와 연결하고 LVDT와 고온 Extensometer를 측정 위치에 설치하면 크립피로 

시험을 위한 준비 작업은 완료가 된다.  

  

3.2 크립피로 구조시험 진행순서 및 데이터 수집   
  

그림 14는 결함건전성 평가시험 모델에 적용되는 온도 및 하중의 1주기를 

나타내는데 50ton의 인장하중과 550
o
C 온도를 주기적으로 부과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그림 14. 온도 및 하중 주기곡선 

 
크립피로 시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하중 제어를 수행해야 하는데 이는 

두가지로 이루어진다. 우선 Labtronic 8800 장비를 사용해서 크립피로 

시험장치를 제어하는데 여기에는 IST에서 제공된 제어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프로젝트 파일을 만들어야 한다. 프로젝트 파일에는 구조시험모델의 축방향으로 

50톤의 인장하중을 10초 동안 도달하도록 한 다음에 1시간 동안 유지하고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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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하중을 제거하도록 몇 단계의 하중 스텝을 설정한다. 그리고 로드 센서, 포지션 

센서, 및 Extensometer 측정값을 실시간으로 저장하도록 설정한다. 이렇게 프로젝트 

파일을 만든 다음 하드웨어 구동순서는 다음과 같다.  

3.2.1 IST Controller  

가. Controller main power : 시험기 controller 뒷면의 주전원 스위치를 켠다   

나.Control PC power : 시험기 control용 PC의 전원를 켠다   

다.Controller main pump(왼쪽) power(그림 14) : 펌프에서 툭하는 소리가 날 

때까지 약 3~4초간 누르고 있다가 소리가 나면 손을 땐다.   

라.유압장치 by-pass 전원 스위치를 켠다  

마. 승강장치의 유압 stop valve 레버를 open 위치로 바꾼다.   

사. Controller actuator pump power(그림 15) : 반드시 off → pilot → low → 

high 순서로 순차적으로 눌러 전원을 공급한다.   

(주의) 1.실험이 끝난 후 종료시에는 반드시 역순으로 전원을 차단한다.   

-Actuator Pump(오른쪽) 전원 off->stop valve close->왼쪽 전원 off   

2. IST controller를 항상 먼저 전원을 켜고 controll PC를 그후에   

전원을 켠다. 종료후에는 역순으로 전원을 끈다.  

  

         
  그림 15. IST Controller            그림 16. IST 냉각장치 전원 패널 

  

3.2.2 IST 냉각장치   

가.순환펌프와 냉각탑의 펌프와 팬의 전원을 켠다(그림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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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유도가열기   

가. 유도가열기 전원스위치를 시계방향으로 돌려서 켠다(그림 17).  

나. 가열기 냉각펌프 스위치를 켠다(그림 17)  

다. Extensometer 냉각팬을 켠다.  

(주의) 하절기에는 과열방지를 위해 가열기 도어를 개방하여 과열을 막는 것이 좋다.  

  

 
  

그림 17. 고주파 유도가열기 앞면 

  

3.2.4 LVDT   

가. 시편의 원주방향 두께변화를 관찰하기 위한 장치   

나. LVDT 리더기인 MP2000(그림 6)의 전원을 켜고 제로 밸런스를 한다.  

  

이제 하드웨어의 준비작업은 마쳤고 시험을 수행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준비작업을 수행한다. 시험에는 여러대의 PC가 사용되는데 각 PC 들의 시간을 

동기화하기 위해 표준연구원에서 제공하는 시각동기 프로그램인  UTC를 

사용하여 모든 PC의 시각을 동기화한다. 이는 나중에 수집된 데이터들을 동일 

시간대에 맞도록 데이터 정리분석을 하는데 필수적인 과정이다. 각 PC 들의 

준비작업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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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IST control PC  

가. Load cell과 Extensometer 초기화 : Load cell은 restore 하고 

Extensometer는 restore 한 다음에 fine balance 를 해준다.  

(주의) Calibration은 extemsometer calibrator를 사용하여 처음 실험 세팅시에만 

실행하고 그 설정이 변하지 않을 때는 변경하지 않는다.  

나. Launch 메뉴의 Project manager :   

- 현재 실행되는 프로젝트 파일명을 클릭한 후 두 실행파일 중 아래에 있는 Test 

파일을 클릭한다.  

- 창이 뜨면 tool 메뉴에서 acquisition viewer와 schedule editor을 띄워 시험경과 

그래프를 온라인으로 관찰한다.  

Ex) project manager -> 5t specimen -> test -> cf_4 -> ok   

->tool(acquisition viewer, schedule editor)  

다. 실험이 끝나면 save data & finalise test 버튼을 클릭해서 데이터 저장   

3.2.6 Dlogger 연결 PC (시편 외부표면의 온도를 수집하기 위해 사용)  

가. Agilent 3470A Dlogger의 전원을 켠다(그림 18).  

나. 연결 PC의 프로그램 Dlogger.exe 바로가기 아이콘을 클릭한다(그림 19).  

- open existing setup 클릭   

- 가장 최근 setup 클릭 후 ok   

-  버튼을 클릭하여 실험 시작한다. 실험이 종료되면   버튼을 클릭하여 

데이터를 저장한다.  

- File메뉴에서 Export data를 클릭하여 지정된 폴더에 테스트이름을 부여하면 

데이터가 Excel file 형태로 변화되어 저장된다(*.csv로 저장).  

 

그림 18. Agilent Dlogger        그림 19. Dlogger 연결 PC의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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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 고주파 유도가열기 및 열전대 연결 PC (시편 내부표면 온도 수집)  

고주파 유도가열기 제어를 위한 PC에는 Labview를 이용하여 구성한 프로그램이 

저장되어 있는데 이를 이용하여 초기에는 최대출력으로 시편을 가열하고 목표 온도인 

550°C에 도달하면 PID 제어로써 1시간 동안 유지되도록 한다. 목표온도의 도달 여부는 

고온 가열부에 설치한 열전대 3 쌍의 평균온도로써 판단하도록 프로그래밍 하였고 

현재 사용한 구조시험모델이 목표온도에 도달하는 데에는 약 4~5분이 소요된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가열기 출력을 제거하고 시험체 하단에 설치된 공기 유입구에 8대의 

송풍기를 설치하여 시험체가 빨리 냉각되도록 하였는데 상온으로 냉각되는데 약 

25분~30분이 소요된다. 이렇게 1주기의 크립피로 시험에 총 90분 남짓의 시간이 

소요되고, 44 채널의 온도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수집한다. 고주파 유도가열기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잡음은 Low Pass Filter를 사용하여 제거한다. 제어 및 데이터 

수집 프로그램의 작동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Labview 프로그램 실행(그림 20)  

- ‘크립피로실험_최종’프로그램 아이콘을 클릭해서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 프로그램 왼쪽 상단의 맨 왼쪽에 있는 아이콘을 클릭하여 저장할 데이터 파일명을 

설정한다(ex:test007.txt).  

 
그림 20. 가열기 제어 및 온도수집 프로그램 실행장면 

나) Setting 메뉴 실행 : 설정온도, 실험시간등 실험에 필요한 시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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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설정   

(주의) 시험초기에 기본설정을 하고 나중에는 수정할 필요없이 그대로 사용함  

다) Monitoring 메뉴 실행(실험 시작) : 오른쪽 하단의 start 아이콘 클릭   

라) 실험 종료 : '실험이 끝났습니다' 라는 팝업창이 뜨면 확인을 누르고 프로그램 

종료   

3.2.8 Strain gage 데이터 수집 PC Case 1 (2310 Amp와 recorder사용)   

가) Zero setting (그림 21)  

- Off 상태에서 out signal이 0으로 맞춰졌는지 확인   

(Multimeter사용: zero가 안되면 전원 스위치 아래의 amp balance의 구멍에 일자 

드라이버를 삽입후 회전하여 zero setting 한다. 좌우 램프에 불이 들어오지 않으면 

zero setting 이 완료된 것이다.  

- On 상태로 전환한 후 AUTO BAL의 reset 레버을 지그시 누름   

- Reset후 OUTPUT signal의 +,-램프에 양쪽다 불이 들어오지 않도록 TRIM 다이얼을 

좌우로 회전하여 balance를 맞춘다. 좌우 램프에 불이 들어오지 않으면 zero setting이 

완료된 것이다.   

- Filter setting : 동적 데이터의 수집이 목적이 아니므로 10Hz 사용으로 맞춘다.  

 
그림 21. 2310 Amp 및 Multimeter 

나) Data Acquisition PC setting (그림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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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T VEE 프로그램 실행 : ‘strain1.VEE’ 실행파일을 작동한다(2 channel strain data 

acquisition).  

- File manager 실행 : 취득된 데이터 저장 및 파일명을 설정한다   

(주의) : 기존에 미리 저장된 파일은 반드시 다른 이름으로 교체해 두어야 

한다(예:data01.dat->test007.dat).  

 
그림 22. Strain Data 저장용 PC 

Strain gage의 결선 테스트는 그림 23에 보인 것과 같은 Gage installation tester로 

수행하는데 '+,-, 저항(350Ω)’ 값을 각각 확인한 후 tester에 연결하고 battery 충전 

여부를 확인한다. Tester기의 ‘MEG Ω’버튼을 눌렀을 때 그림 23과 같이 오른쪽으로 

바늘이 움직이면 장착상태가 양호한 것이다.  

 
그림 23. Strain gage Installation te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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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 Strain gage 데이터 수집 PC Case 2 (P3 strain indicator 사용)  

* 구조물의 수평,수직방향 변형률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다.   

가) Power on (그림 9)  

- Channel setting : 2 channel 사용(수평,수직)   

- Bridge type 결정 : quarter bridge   

- Calibration 및 Gage factor 선정(GF=2.6)   

나) Balance 실행 : auto balance   

다) Recording 방법 설정 : auto recording, 10초당 1개의 데이터를 수집한다.   

라) Record 실행    

마) 실험이 종료되면 다시 한번 record 버튼을 눌러 recording 종료   

바) USB 방식으로 데이터를 PC로 전송 : P3의 menu-option-upload data를 선택한 후 

PC에 설치된 P3 data transfer utility 프로그램를 실행하여 data 저장( *.txt or *.xls 

형식으로 저장 가능)   

3.2.10 LVDT 연결 PC : 구조물의 반경 방향 변위를 측정할 때 사용한다.   

가) MP2000 프로그램 실행 : LVDT reader와 PC 사이의 RS232c 통신상태를 확인하고 

zero setting을 실행한다(그림 24).  

나) Schaevitz 프로그램 실행 : 사용되는 channel을 맞춘고 start 버튼을 클릭하여 

측정을 시작한 뒤 시험을 마치면 file 메뉴에서 save 버튼을 누른다.  

다) 실험 종료 : save한 후 stop button 클릭   

 
그림 24. MP2000 프로그램 및 Schaevitz 프로그램 실행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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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설명한 결함건전성 평가시험 장치의 제어 및 데이터 수집장치의 구성도를 

그림 25에 개략적으로 나타내었다.  

  

 
 

그림 25. 크립피로 결함건전성 평가시험 제어 및 계측 장치도 

  

상세한 시험 절차는 앞에서 설명하였는데 전체적인 시험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ㄱ. LVDT 준비 및 시작(변위 측정)  

ㄴ. Dlogger 준비 및 시작(온도 측정)  

ㄷ. P3 준비 및 시작(Strain gage 변형률 측정)  

ㄹ. IST 준비 및 시작(구조시험장치 : project manager 이용)  

ㅁ. Labview 준비 및 시작(온도 측정 및 가열기 제어) : 본 시험 시작  

ㅂ. 냉각 시작 : 65분 경과후 냉각 시작시 소형 송풍기 8개, 중형 선풍기 2 대를 미리 

준비한 위치에 설치한 후 가열이 종료되면 냉각을 시작한다.   

ㅅ. 시험 종료   

ㅇ. 냉각정지   

ㅈ. LVDT, Dlogger 데이터 저장 - *.dat 파일로 저장 후 *.xls로 변환   

ㅊ. IST 데이터 저장 - 변위,하중,Extensometer 데이터   

ㅋ. 온도 데이터 저장 - Labview   

ㅌ. Strain gage 데이터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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ㅍ. 유압펌프 정지, 냉각 송풍기 해체, 가열기 전원 차단, 냉각탑 정지, 각종 전원 

차단 및 분리  

ㅎ. 최종 안전 점검 실시  

  

참고로 실험장치들의 PC와의 연결 및 배치를 그림 26에 나타내었다.  

  

 
  

그림 26. PC에 연결된 각종 측정장치 연결도 

  

 
3.3 크립피로 손상 및 결함건전성 검사 절차  

  

크립피로 결함건전성 평가시험에서 시험모델에 손상 발생과 결함의 성장을 관찰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다. 본 험에서는 500배 배율의 이동식 광학현미경과 5000배 

배율의 전자현미경(SEM)을 사용한 표면 관찰을 수행하였는데 이를 위해서는 시험모델 

관찰부의 표면 처리가 필요하다. 표면처리된 부위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광학현미경이나 전자현미경을 사용하는데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9].   

  

3.3.1 그라인딩(Grinding) (그림 27)  

가) 그라인딩 순서 : 거친 사포에서 입자가 고온 사포로 순차적 수행  

- Sic-paper #120 (Struers)   



 28

- Sic-paper #400 (Struers)   

- #800 (일본)   

- #1200 (일본)   

나) 그라인딩 방법   

- 다음 단계 사포에 의한 스크래치와 구분하기 위해서 한쪽 방향으로 스크래치를 

낸다   

- 다음 단계의 그라인딩을 할 때에는 전 단계의 그라인딩과 교차 방향으로 하고 전 

단계에서 발생한 스크래치가 없어질 때까지 수행한다.   

- 사포를 아끼려 하지 말고 미끄러운 느낌이 들거나 두세번 사용하면 즉시 교체한다.   

- 스테인레스강의 경우에는 그라인딩 과정에서 수시로 알콜로 세척한다.   

- 결함 부분을 그라인딩 할 경우에는 크랙내부에 입자들이 남아있지 않게 세척액을 

크랙사이에 분무하여 깨끗이 세척한다   

 

 
 

그림 27. 시험모델 표면 그라인딩 작업 

  

3.3.2 폴리싱(Polishing)  

가) 폴리싱 순서 : 그라인딩을 마친 다음 두가지 입자 순서로 수행  

- 6μm polishing : Struers 사의 6μm 폴리싱페이퍼의 가장자리에 6μm 

입자크기의 diamond pate를 고루 펴 바르고 관찰부에도 적당양의 paste를 고루 

발라준 다음 lubricant를 뿌려가면서 폴리싱 작업을 실행한다. 세척은 알콜로 

하는데 단 세척액을 닦을때는 휴지속의 입자에 의한 스크래치를 방지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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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지면을 이용하여 닦아낸다. 탈지면에도 먼지 입자가 침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1μm polishing : 1μm 폴리싱페이퍼의 가장자리에 1μm 입자크기의 diamond pater를 

고루 바르고 6μm 폴리싱과 동일한 방법으로 수행하는데 관찰할 부위와 폴리싱에 의한 

스크래치는 직교하도록 폴리싱을 하는게 바람직하다. 폴리싱 수행시 회전속도는 

그라인딩 작업보다 낮은 속도로 수행한다.   

3.3.3 부식(Etching)  

가) 부식액 구성 : HNO
3
(8%)+HCl(54%)+H

2
O(38%)   

나) 부식을 시킬 때는 솜에 의해 관찰부위에 스크래치가 발생하지 않게 천천히 

문지르면서 수행한다.  

다) 부식이 되면 표면의 관찰부에 백색의 반점들이 관찰된다.   

- 표면복제의 효용성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부식을 3단계(light, medium, heavy)로 

나누어서 단계별로 표면복제를 실시하는게 좋다. 그 중 가장 나은 것을 선택하여 

사용하는게 구조실험시편 표면복제시 바람직하다.   

 
 

그림 28. 구리봉에 접착한 표면복제 샘플 

  

3.3.4 표면복제(REPLICA) (표면복제 작업을 원할 경우 수행)  

- 아세틸 셀룰로오즈 성분으로 된 투명한 필름을 깨끗이 세척한 관찰부에 아세톤을 

사용하여 내부에 공기가 들어가지 않게 밀착하여 접착한다.   

- 필름을 부착후 관찰할 부위를 유성펜을 이용하여 사각형 형태로 마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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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부에 적당한 표식을 한다.   

- 적당한 시간후(10~20분) 필름을 조심스럽게 떼어낸다.   

- 떼어낸 필름은 쉽게 주름이 갈 수 있으므로 두꺼운 사전류의 책 사이나 면이 

평탄한 물건을 이용하여 일정한 압력으로 필름이 평탄해질 수 있도록 보관한다.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하기 위하여 직경 1cm의 구리봉에 그림 28과 같이 양면 테이프로 

접착시킨다.  

- 스테인드 글래스에 부착하여 관찰할 시에는 양면테이프를 글래스 바닥에 겹치지 

않게 부착하고 필픔과 테이프 사이에 공기가 유입되지 않게 밀착하여 부착한다.   

3.3.5 표면관찰  

시험모델의 관찰 부위를 그라인딩, 폴리싱, 부식의 3단계로 표면처리를 마치고 나면 

바로 현미경으로 조직 관찰을 수행할 수 있고 또는 표면복제를 수행하여 

전자현미경(SEM)으로 관찰할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두가지 방법을 모두 사용하여 

결함 주변의 손상을 관찰하였다.  

일본 Union사의 고배율 고선면도 줌현미경 시스템 DZ2를 구축하였는데 ZC70 대물렌즈는 

10배의 줌비율로 70배의 배율을 제공하고 Infinity사의 전용 디지털카메라를 C-마운트 

방식으로 17인치 모니터에 연결하여 화면배율을 포함하여 3500배까지 표면관찰이 가능하다. 

이 시스템의 장점은 기존의 광학현미경과 같이 밀착 방식이 아니라 렌즈와 시험모델 

표면과의 작업거리가 최대 배율에서도 7mm 정도를 유지함으로써 구조시험과 같이 현장에서 

표면을 관찰해야 할 경우 편리하며 빛 강도를 조절할 수 있는 Fibre Optics 조명장치를 

사용하여 선명한 표면관찰을 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70배율 렌즈와 5배율 

렌즈를 구비하여 결함의 성장을 측정할 경우에는 저배율 렌즈를 사용하고 크립-피로 

손상을 관찰할 때에는 저배율 렌즈를 사용하였다. 크립피로 손상은 입계에 기공(cavity)의 

생성과 탄화물의 축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광학 현미경으로 기공의 생성을 관찰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렵고 전자현미경을 사용하여 금속시편의 표면을 직접 관찰해야 한다. 본 

시험에서는 줌현미경을 이용하여 시험모델의 표면을 직접 관찰하여 입계의 탄화물 축적과 

탄화물이 떨어져 나간 흔적을 분석하였고 복제필름은 전자현미경으로 분석하였다.  

그림 29는 DZ2 시스템을 사용하여 시험모델의 결함 주변의 손상과 결함의 

성장을 관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를 위하여 IMT i-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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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를 사용하였다. 이를 이용하면 표면 조직 사진을 저장하고 치수 측정 및 

면적 계산, 초점 개선 등의 진보된 성능을 활용할 수 있다.  

3.3.6 전자현미경을 이용한 표면관찰  

일반적으로 전자현미경으로 조직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금속 시편을 전자현미경의 사양에 

맞도록 만들어서 표면처리한 바로 사용한다. 하지만 본 시험과 같이 구조시험을 수행하면서 

시험 도중에 시편을 절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표면복제를 수행한 필름을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하여야 한다. 그림 30은 본 시험에서 사용한 일본 Jeol사의 전자현미경을 보여주고 

있다. 표면복제 작업 자체도 어려운 일이지만 전자 현미경으로 복제 필름을 관찰하는 것 

역시 쉽지 않은 작업임을 주지하여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림 29. DZ2 줌현미경을 이용한 시험모델 표면 관찰 

  

 
  

그림 30. DZ2 줌현미경을 이용한 시험모델 표면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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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크립피로 결함건전성 평가시험 결과  
  

4.1 계측장치 측정 결과  

  

  IST 구조시험장치는 구조물에 하중을 가하고 제어하는 역할도 하지만 Extensometer, 

Load Cell, Position Sensor를 사용한 데이터 수집을 수행한다. 그림 31은 이들 3가지 

센서를 사용한 측정 결과를 각각 보여주고 있다.  

  

 
  

그림 31. IST 측정장치로 수집된 데이터 

  

  그림 32는 LVDT로 측정한 반경방향 변위를 나타내고 있고 그림 33은 고온 

스트레인게이지로 측정한 축방향변형률과 원주방향변형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성공적인 

고온 변형률 측정이 가능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2. LVDT 측정결과         그림 33. 고온 스트레인게이지 측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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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4는 각 열전대에서 측정된 온도의 이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데이터는 

구조시험모델의 수치해석에 적용하여 비교분석을 수행하게 된다.  

  

 
   

그림 34. 열전대로 수집된 온도 이력 

  

4.2 크립피로손상 및 결함건전성 관찰 결과  

  

본 실험에서 사용한 구조시험모델은 그림 13에 보인 것과 같이 내부 불연속구조가 

있는 원통 실린더에 2개의 표면결함과 2개의 관통결함을 각각 수직과 수평방향으로 

가공한 것으로 이들 분연속 부위의 크립피로손상과 결함선단에서 균열의 발생과 

성장을 관찰하였다. 그림 35는 내부 불연속부를 100사이클 시험후 각각 1000배와 

2200배로 확대한 모습을 보여준다.  

       
그림 35. 내부 불연속부 손상 관찰 100사이클(좌 : 1000배, 우 : 220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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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은 내부 불연속부를 400사이클 시험후 1000배와 2200배로 확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별한 크립피로 손상이 관찰되지 않았다.  

  

     
그림 36. 내부 불연속부 손상 관찰 400사이클(좌 : 1000배, 우 : 2200배) 

  

결함건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수직방향으로 길이 2cm의 관통결함을 방전가공하였고 

선단에서 크립피로손상으로 균열의 발생과 성장을 관찰하고자 하였다. 결함 끝단의 

곡률 반경은 0.15mm이고 폭은 약 0.3mm이다. 그림 37과 그림 38은 350배로 

수직결함 상단부의 선단부를 확대한 모습을 100사이클 ~400사이클까지 매 100사이클 

마다 관찰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시험사이클이 진행함에 따라 결함 선단에서 입계를 

따라 손상이 발생하고 400사이클 후에는 120µm 정도의 미세균열 성장이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7. 수직결함선단 손상 관찰 350배(좌 : 100사이클, 우 : 200사이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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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수직결함선단 손상 관찰 350배(좌 : 300사이클, 우 : 400사이클) 

  

그림 39와 그림 40은 350배로 수평결함 우측 선단부를 확대한 모습을 200사이클, 

300사이클, 400사이클 시험후 관찰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시험사이클이 진행함에 

따라 결함 선단에서 손상이 진행하여 400사이클 후에는 320µm 정도의 미세균열 

성장이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다. 400사이클 후 비파괴검사인 표면침투(PT) 검사를 

수행한 결과도 나타내었는데 미세균열이 성장한 틈새로 침투물질이 확연히 

스며들었음을 볼 수 있다. 이 밖에도 본 연구에서는 매 100사이클마다 전도도를 

측정하여 구조재의 열화에 따른 물성치의 변화를 분석하고자 하였고 또한 초음파탐상 

검사로 파의 속도 변화를 측정하여 열화의 정도를 살피고 결함의 성장 파악을 

시도하였다.  

  

        
 

그림 39. 수평결함선단 손상 관찰 350배(좌 : 200사이클, 우 : 300사이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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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0. 수평결함선단 손상관찰 350배(좌 : 400사이클, 우 : 400사이클PT) 

  

앞에서 DZ2 줌현미경 시스템을 이용한 표면검사 결과를 설명하였고 매 

100사이클마다 표면복제를 수행한 필름을 전자현미경으로 살펴본 결과를 그림 

41~그림 44에 나타내었다.  

  

       
그림 41. 수평결함선단 SEM 관찰 2000배(좌 : 100사이클, 우 : 200사이클) 

  

        
 

그림 42. 수평결함선단 SEM 관찰 2000배(좌 : 300사이클, 우 : 400사이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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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과 그림 42는 매 100사이클마다 수평결함선단을 2000배로 관찰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400사이클 후에는 입계를 따라 크립피로손상이 발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림 43과 그림 44는 매 100사이클마다 수직결함선단을 3500배로 관찰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시험사이클이 진행함에 따른 손상을 볼 있다.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하기 위한 표면복제 필름의 상태가 좋지 않았고 불순물과 손상의 

구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림 43. 수직결함선단 SEM 관찰 3500배(좌 : 100사이클, 우 : 200사이클) 

  

      
 

그림 44. 수직결함선단 SEM 관찰 3500배(좌 : 300사이클, 우 : 400사이클) 

  

 
 

본 시험에서는 현재 400사이클의 시험을 마쳤고 추가 시험을 수행한 뒤 

최종적으로는 시편을 해체하여 금속 샘플을 채취하여 전자현미경 분석을 재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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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크립피로 손상 및 결함건전성 평가  

  

크립피로 구조시험은 특성상 수십~수백 사이클의 하중시험을 수행하게 되는데 시험 

도중에는 구조시험체가  고온상태에 있기 때문에 손상의 관찰이나 결함의 건전성을 

분석하기 어렵다. 따라서 시험 도중 검사주기를 설정하여 구조시험체를 해체한 후 

검사와 분석을 수행한 후 다시 장착해서 시험을 계속하는 반복 작업을 수행해야만 

한다. 본 시험에서는 매 100사이클 마다 검사를 수행하였고 지금까지 총 400사이클의 

시험을 마친 상태이다. 결함건전성 평가시험의 절차와 손상 및 결함건전성 검사결과는 

앞절에서 설명하였다. 본 절에서는 구조시험에서 수집한 구조물 표면의 온도 데이터를 

탄성 및 비탄성 유한요소해석에 입력자료로 활용하여 수행한 해석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해석결과를 시험결과와 비교분석하였다.   

316 스테인레스강으로 만든 불연속 Y-구조시편의 크립피로손상과 결함건전성 을 

평가하기 위하여 시험에서 수집된 온도 데이터를 이용하여 탄성응력해석과 본 

과제에서 개발한 NONSTA-VP 프로그램[5]을 이용한 비탄성응력해석을 수행하였다. 

구조물의 크립피로 손상평가 해석에는 범용유한요소해석코드인 ABAQUS 코드[10]를 

사용한 축대칭 해석을 수행하였고 결함의 건전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ANSYS 

코드[11]를 사용한 3차원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였고 이들 절차에 대해 차례대로 

설명하기로 한다.  

  

5.1 크립피로손상평가 해석  

  

5.1.1 해석모델 및 하중조건  

축대칭해석을 수행하였고 열전달해석을 먼저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적용한 구조 

열응력해석을 수행한다. 그림 45에 보인 것과 같이 열전달해석에는 6절점 축대칭 

열전달요소인 DCAX6요소와 8절점 축대창 열전달요소인 DCAX8요소를 각각 64개와 

334개를 사용하였고, 구조 열응력해석에는 CAX6요소와 CAX8요소를 사용하였으며, 

절점의 개수는 1501개로 모델링 하였다. 316 스테인레스강의 물성치는 온도의 함수로 

입력하였는데 열물성치를 표 1에 나타내었고 기계적물성치는 표 3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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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 316스테인레스강의 열물성치  

Temperature 

(°C)  

Conductivity  

(J/s.m. °C)  

Density  

(Kg/m
3
)  

Specific Heat  

(J/Kg. °C)  

37.78  13.656  7962.0  472.33  

93.33  14.596    492.50  

148.9  15.520    509.70  

204.4  16.427    524.31  

260.0  17.319    536.68  

315.6  18.193    547.18  

371.1  19.051  7814.1  556.16  

426.7  19.892    563.99  

482.2  20.716    571.03  

537.8  21.522  7739.33  577.64  

593.3  22.311  7713.0  584.18  

 
  
표 2. 316스테인레스강의 기계적 물성치  

Temperature  

(°C)  

Young’s Modulus 
(GPa)  

Poisson’s Ratio Thermal Expansion  

(x10
-6
)  

37.78  192  0.3  15.9  

100.0  186  0.3  16.4  

200.0  178  0.3  17.0  

300.0  170  0.3  17.5  

350.0  166  0.3  17.7  

400.0  161  0.3  17.9  

500.0  153  0.3  18.3  

600.0  145  0.3  18.7  

 
  
크립을 포함한 비탄성해석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본 연구에서 Chaboche의 

통합점소성 구성식을 장착하여 개발한 NONSTA-VP 프로그램에 대하여 간략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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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하기로 한다. NONSTA-VP의 구성과 수치화 하여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것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문헌[6]에 수록되어 있고 적용한 통합형 점소성 구성식의 

주요부분은 다음과 같다. 먼저 소성 변형률은 유동 법칙에 의해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     

응력-변형률 관계 :    

이동경화응력 발전식 :    

등방경화응력 발전식 :   
여기서 C와 γ는 이동경화의 크기를 결정하는 인자이고, Q와 b는 사이클 경화를 

모사할 수 있는 등방경화를 나타내는 인자이며 κ는 초기 항복응력의 의미를 갖는 

구성식의 상수인데 이는 재료의 항복응력과는 차이가 있다. 왜냐하면 점소성 

이론에서는 탄소성의 경우와 같은 재료의 항복응력이 정의되지 않기 때문이다. X는 

back stress, R은 drag stress (change in the size of elastic domain), p는 accumulated 

plastic strain을 나타내고 함수 <x>는 다음과 같다.  

 <x>=x if x > o,  <x>=0 if x < 0  

NONSTA-VP를 사용한 비탄성해석에 사용된 재료상수는 표3과 같다.  

표 3.  316스테인레스강의 통합점소성 구성식 재료 상수(600°C)  

기호  재료상수  비고  기호 재료상수  

E  149.6Gpa  Young’s  modulus  σ
y
 6MPa  

ν  0.309  Poisson’s  ratio  C  24800MPa  

α  1.97e-5  Thermal expansion  γ  300  

K  150 Mpa    b  10  

N  12    Q  80MPa  

 
  

5.1.2 해석 결과  

  

그림 45는 해석모델과 구조시험체의 가열부위가 550℃로 도달했을 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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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도를 나타내고 그림 46은 불연속부에서 시간에 따른 변형과 응력강도분포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47은 불연속부에서 최대응력강도가 발생했을 때 모습을 

확대해서 나타내었는데 절점 387은 Extensometer, 스트레인게이지, LVDT로 변형을 

측정했던 위치이고 절점 8과 68 부위가 응력집중 관심 부위이며 응력은 전형적인 

굽힘응력 양상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S
x
, S

xy
는 미약하고 

가열속도(1.8℃/s)에 비해 늦은 냉각속도(0.3℃/s)로 인해 열충격효과가 작게 

발생하였다. 축방향 응력(S
y
)의 특징은 막응력은 작지만 큰 굽힘응력이 발생하고 

원주방향 응력(S
z
)은 굽힘응력은 작지만 큰 막응력이 발생하는 특징이 있다.   

  

 
그림 45. 해석모델 및 가열후 변형도 

  

 
  

그림 46. 불연속부의 시간에 따른 변형 및 응력강도분포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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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불연속부의 응력강도 분포 확대도 

  

그림 47에 표시된 절점 387번 위치에서 고온 스트레인게이지와 Extensometer로 

측정한 축방향 변형률과 원주방향 변형률을 탄성해석결과 및 NONSTA-VP를 활용한 

비탄성해석 결과와 비교한 것을 그림 48에 나타내었는데 10% ~ 20%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해석결과의 보수성은 유지되고 있지만 비탄성해석코드의 신뢰성을 

판단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었다.  

 
  

그림 48. 실험과 해석결과의 축방향과 원주방향 변형률 비교 
  

탄성해석과 비탄성해석 수행결과를 이용하여 고온구조 설계지침인 AS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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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12]의 절차에 따라 크립피로손상 평가를 수행하여 실험결과와 비교하였다. 

탄성해석 결과로부터 최대 변형률 범위를 구하면 절점 68 위치에서 0.0017로 

계산되었고 최대 변형률 범위를 ASME-NH에서 제시된 설계피로곡선에 적용하면 

허용사이클이 31,200회가 되는데 400사이클의 하중에 대해서 피로손상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그리고  로 평가되어 이를 크립파단곡선에 적용하면 

허용시간이 6,500시간이 되는데 고온 유지시간 400시간에 대한 크립손상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위에서 구한 피로손상과 크립손상은  으로 

연계 평가되고 이를 이직선 크립피로 손상평가 선도에 적용하면 그림 49에 보인 것과 

같이 무척 작은 값이다. 이는 앞 장에서 금속학적 표면 조직검사를 수행하여 크립피로 

손상이 관찰되지 않은 것과 일치하는 결과임을 알 수 있다.   

 
그림 49. 크립피로손상 평가도 

SAFE ZONE 

Elastic (11times) 

Inelastic (270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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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STA-VP를 사용한 비탄성해석을 수행한 결과를 이용한 크립피로손상을 평가하였다. 

비탄성해석에 의한 크립피로손상평가의 장점은 탄성해석법을 ASME NH에 적용할 때 

발생하는 복잡한 과정을 따를 필요가 없이 바로 비탄성 변형률과 응력값이 결정되고 

이를 손상평가에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해석결과 최대 비탄성변형률 범위는 절점 

68에서 0.001이 나왔는데 ASME-NH의 설계피로곡선에 적용하면 허용 사이클은 

400,000회가 되어 피로손상은 0.001로 계산되었다. 크립손상을 구하기 위해 절점 

68에서의 응력값들을 이용하여 등가응력 이력을 구하면 그림 50과 같다. 이를 

몇구간의 평탄한 응력구간으로 나누고 각 구간에 해당하는 크립파단시간을 적용하면 

크립손상은 0.0013으로 계산된다. 이를 그림 49에 표시하였는데 탄성해석법에 의한 

결과와 마찬가지로 극히 작은 손상임을 알 수 있다. 두가지 해석결과를 이용하여 

손상이 발생하기까지의 수명을 평가하면 탄성해석법에 의하면 4,000사이클이 소요되고 

비탄성해석법에 의하면 100,000사이클의 시험이 요구된다.   

  

 
  

그림 50. 절점 68에서 등가응력 이력 
  
5.2 결함건전성 평가 해석  
  

본 시험에서는 구조시험체의 결함이 없는 부위에 크립피로손상이 발생하려면 상당한 

회수의 시험을 요할 것을 미리 예상하였기 떄문에 손상을 가속시키기 위해 

원주방향으로 4개의 수직 및 수평 결함을 방전가공으로 만들고 결함건전성 평가시험을 

수행하였다. 결함선단에서의 크립피로 손상을 관찰하고 결함의 성장을 살피고 또한 

해석에 의한 평가를 수행하였다. 시험결과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하였기 때문에 

여기서는 평가절차와 결과를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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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 해석모델 및 하중조건  

  

본 시험에서 구조시험체에 가공한 결함은 모두 4개인데 3차원 해석평가에서 이들을 

모두 포함하는 것은 요소수가 너무 늘어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림 51에 

보인 것과 같이 그 중 가장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평관통결함을 포함하여 범용 

유한요소해석코드인 ANSYS를 이용한 3차원 모델링을 하였다. 축방향 인장력은 50톤을 

작용시켰고 온도하중은 고온에서 1시간 유지시간을 갖는 등 시험과 같은 조건이지만 두께 

방향으로 온도차는 시험의 결과를 참조하고 해석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5°C로 균일하다고 

가정하였다.   

 
  

그림 51. 결함건전성 해석모델 개략도 
  
5.2.2 해석결과  

  

결함선단에서 크립피로 균열개시는   방법[13]으로 평가하였다. 이 방법은 

결함선단으로부터 특정 거리만큼 떨어진 지점에서 응력과 변형률 값을 이용하여 

크립피로손상을 평가하여 손상이 발생되면 결함선단에서 균열이 개시된 것으로 

판단하는 방법이다. 316 스테인레스강의 경우에는 이 특성거리는 재료 

물성치이며 0.05mm이다[13]. 특성거리에서 피로손상(A)과 크립손상(W)를 구해서 

앞에서 사용한 것과 같은 이직선 평가선도에 적용하여 손상의 발생 유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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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한다.   

피로손상 A 는 피로발생 회수 N
a
 에 대한 사용회수의 비로써 다음 식과 같이 구한다.  

                                 

여기서 첨자 i 는 사이클 종류를 의미하고 N
a
 는 탄성유한요소 해석결과로부터 구한 

변형률 범위값을 RCC-MR A16 코드에서 규정한 절차를 따라 평가한 실제 변형률 범위를 

피로곡선에 적용하여 구한 피로발생 회수를 나타낸다.   

크립손상 W 는 결함선단으로부터 특성거리만큼 떨어진 지점에서 해석결과 구한 

응력값  에 해당하는 크립파단응력 로부터 구한 파단수명 T에 대한 고온유지시간 

t의 비로써 다음 식과 같다.  

                             

각 하중 사이클 종류에 대하여 위의 피로손상과 크립손상의 선형합을 각각 구한 

다음 최종적인 손상값 (A,W)가 그림 49에 보인 것과 같은 이직선 크립피로 평가선도 

내에 위치하면 균열개시는 발생하지 않은 것이고 밖에 위치하게 되면 균열개시가 

일어난 것으로 평가한다.  

 
  

그림 52. 가열후 온도분포 해석결과 

  

ANSYS 코드를 사용한 유한요소해석은 먼저 온도분포 해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구조 열응력해석에 적용하는 것인데 전체적인 흐름과 재료물성치의 

사용은 앞에서 ABAQUS를 사용했던 경우와 마찬가지이고 대칭을 고려해서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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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을 설정하여 해석하였다. 가열후 온도분포 결과를 그림 52에 나타내었고 

결함선단에서 응력분포를 그림 53에 나타내었다.   

  

 
그림 53. 결함선단 응력분포 

  

결함선단 특성거리에서  는 819.4MPa이고 소성을 고려한 변형률범위   는 

1.059(%)이다. 여기에 A16의 절차를 따라 크립변형  를 계산하면 0.076(%)가 되어 

총변형률범위  는 1.135(%)가 된다. 이를 형상계수 1.5를 고려해서 피로곡선에 

적용하면 허용회수 는 241이 된다.   

소성을 고려한 변형률범위를 RCC-MR A3.53의  곡선에 적용하여   값을 구하면 

  가 된다. 여기서  는 319MPa로 구했고 545℃ 조건에서 이 응력에 

해당하는 크립파단시간을 크립파단곡선으로부터 구하면 125 시간이 된다.   

본 시험에서 수행한 400사이클의 시험회수와 400시간의 고온 유지시간을 적용하여 

손상값 (A,W)을 계산하고 이를 이직선 평가선도에 적용하면 그림 54에 보인 것과 같이 

선분 (O-P) 상에 위치한다. 균열개시는 손상값이 I점에 위치하면 발생하게 되는데 57 

사이클과 57 시간의 고온유지시간이 지나고 I점에 도달하게 된다. 즉, 시험을 시작한 

다음 57사이클이 경과하면 결함선단에서 균열개시가 발생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앞 장에서 살펴본 시험평가의 결과를 다시 살펴보면 그림 39에 보인 것과 같이 

결함선단에서 50µm 떨어진 지점에서 손상이 발생한 것을 볼 수 있고 결과적으로 

결함선단으로부터 미세균열이 개시된 것이 시험과 해석평가결과 잘 일치하고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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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다.  

   

 
   

그림 54. 결함건전성 평가선도 
  
  

6. 결론 및 향후과제  
  

 
본 보고서에서는 결함을 포함한 불연속구조모델의 크립피로시험 장치와 계측 및 

제어장치의 구성을 설명하고 시험 절차를 설명하였다. 또한 크립피로 손상과 

결함건전성을 관찰하기 위한 표면처리 절차와 표면복제 및 손상관찰 절차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 손상 관찰은 이동식 줌현미경을 이용하여 현장에서 3500배까지 

관찰하였고 표면복제한 필름은 전자현미경으로 3000배까지 관찰하였다. 400사이클의 

구조시험을 마친 결과 불연속부위에서는 아직 뚜렷한 손상의 징후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손상을 가속화하기 위해 가공한 결함선단에서는 손상이 발생하여 균열개시가 

된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구조시험에서 수집한 온도분포 데이터를 입력자료로 사용하여 본 연구에서 

개발한 NONSTA코드와 범용유한요소해석코드인 ABAQUS, ANSYS를 활용한 

구조해석을 수행하여 시험결과와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구조시험 과정에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고온 스트레인게이지의 적용기술을 확보하는 수확도 

거두었다. 탄성해석과 비탄성해석 결과를 ASME-NH와 RCC-MR에서 제시한 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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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크립피로 손상평가와 결함건전성 평가를 수행한 결과 크립피로손상은 극히 

작은 값을 얻었고 결함건전성평가는 균열개시가 나타나는 것으로 평가되어 시험결과와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추가 시험과 결함의 성장평가를 수행하고 

비교분석하여 고온구조 비탄성해석코드 및 고온 파단전누설 평가기술 개발에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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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중을 작용시켜 손상의발생과 결함의 건전성을 시험평가하였다. 크립피로 손상 관찰은 이동식 

줌현미경을이용하여 현장에서 3500배까지 관찰하였고 표면복제한 필름은 

전자현미경으로3000배까지 관찰하였다. 400사이클의 구조시험을 마친 결과 불연속부위에서는 

아직뚜렷한 손상의 징후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손상을 가속화하기 위해 가공한결함선단에서는 

손상이 발생하여 균열개시가 된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구조시험에서 수집한 온도분포 

데이터를 입력자료로 사용하여 본 연구에서 개발한NONSTA코드와 범용유한요소해석코드인 

ABAQUS, ANSYS를 활용한 구조해석을수행하여 시험결과와 비교분석하였다. 탄성해석과 

비탄성해석 결과를 ASME-NH와RCC-MR에서 제시한 절차를 따라 크립피로 손상평가와 결함건전성 

평가를 수행한결과 크립피로손상은 극히 작은 값을 얻었고 결함건전성평가는 

균열개시가나타나는 것으로 평가되어 시험결과와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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