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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본 기술현황 분석보서는 2008 년 7 월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미국기계학

회(AMSE)의 ASME PVP 2008 컨퍼런스와 2008년 9월 인도의 칼파캄에 열린 

CF-5(5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reep, Fatigue and Creep-Fatigue)에서 발표된 

논문들을 토대로 고온 구조물의 크리프-피로 손상 및 결함 평가, 내열재료의 

개발 및 고온거동 등에 관한 최근 기술현황을 분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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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This report presents the analysis on the state-of-the-art research trends on creep-

fatigue damage, defect assessment of high temperature structure, development of heat 

resistant materials and their behavior at high temperature based on the papers presented 

in the two international conferences of ASME PVP 2008 which was held in Chicago in 

July 2008 and CF-5(5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reep, Fatigue and Creep-Fatigue) 

which was held in Kalpakkam, India in September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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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ASME-PVP 2008 컨퍼런스 

1. 학회소개 및 발표현황 

1.1. 2008 ASME PVP 소개 

ASME PVP 컨퍼런스는 미국기계학회(ASME)가 주관하는 압력기기공학회로서, 
원자력발전소, 화력발전소 등의 압력용기와 배관에 한 재료, 구조 설계, 건전성 
평가, 제작, 운전 및 비파괴 검사 등에 하여 매년 7 월 하순에 정기적으로 열리는 
거  규모의 국제 학술 회이다. 

2008 ASME PVP 컨퍼런스에서는 총 586 편이라는 방 한 양의 기술 논문 발표가 
이루어졌고, 150 건 이상의 기술 및 패널 세션(technical & panel session), 
개별지도시간(tutorial) 및 워크숍, 학생 논문 경진 회,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데모 
포럼 등도 동시에 개최되었으며, 전체적으로 1,000 명 이상이 참가하였다. 지난해 
ASME PVP 2007 컨퍼런스는 CREEP 8 과 조인트 컨퍼런스로 열렸으며, 총 567 편의 
기술논문 발표가 이루어졌던 것에 비교하면 2008 ASME PVP 컨퍼런스는 전년 비 
규모가 더 커졌음을 알 수 있다. 

ASME PVP 전체 학술 회에서는 미국, 유럽, 한국, 일본 및 중국 측의 각 
압력기기 공학회에 해당하는 학회가 참여하여 각국의 최근 설계 코드 및 표준 관련 
개발 동향에 해 소개하였다. 한국 측도 ASME PVP 컨퍼런스에서 최근 압력기기 
설계코드 개발현황을 소개하였고, 또한 다수 세션의 조직자(session organizer) 또는 
좌장으로서 한국 참여자들이 많은 활약을 하여 한국 측의 입지가 전년보다 더 
강화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한국에서는 학계, 연구기관, 산업체 등에서 
30 여명이 참석하였으며, 특히 내년 제주에서 개최되는 ICPVT-12 및 ASME PVP 
2010 학회는 한국의 한국압력기기공학회 주관(Conference Technical Program Chair : 
Young W. Kwon 교수)으로 개최하기로 되어 있어 향후 압력기기 분야에서 한국의 
위상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 된다. 
금년에 발표된 논문 분포에서 특징적인 것은 ‘용접, 잔류응력’(Welding, Residual 

Stress) 부문의 논문발표가 전년 비 약 60%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Welding, 
Residual Stress' 부문 중에서도 특히 잔류응력 부분의 증가가 두드러졌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원전 및 화력 설비 등을 포함하는 일반 산업계의 압력용기 및 
배관 등의 구조설비 설계, 평가 및 보수에서 용접 및 잔류응력의 중요성 증 로 
인해 연구 수요가 증가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용접, 잔류응력 분야의 경우는 독립 세션이 11 개나 편성되어 44 편의 
논문이 발표되었고, 다른 세션에서도 용접 및 잔류응력과 관련된 논문들이 다수 
발표되었다. 원자력 부문에서는 미국의 울프 크릭(wolf creek) 원전의 일차냉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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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력부식균열(PWSCC) 현안 문제가 불거진 이래 용접 잔류응력 평가가 이제는 
압력용기 부문에서 세계적 화두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목이다. 

고온 크리프-피로 환경에서 운전되는 발전설비 또는 산업체 고온 구조물의 
용접부 설계 평가기술, 재료 개발 및 최근 기술현안들과 관련하여 이번 PVP 
컨퍼런스에서도 세계 최 의 고온 크리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으며, 또한 
지속적으로 구축 프로젝트를 수행 중에 있는 일본의 NIMS 와 미국의 EPRI, 영국의 
BE 등을 포함한 많은 선진 연구 기관들이 논문발표에 적극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기술 개별지도시간(Technical tutorial)은 컨퍼런스 기간 동안 3 건이 실시되었다. 그 

하나는 노스캐롤라이나 학이 배관 해석 및 설계에 종사하는 엔지니어들의 
지진하중에 따른 모델링, 설계 및 해석을 위한 ‘지진 하중에 한 배관 설계 및 
해석에 있어서의 최근 개발(Recent developments in analysis and design of piping for 
seismic loads)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 사바나리버 국립연구소(SRNL)가 주관한 
방사성 물질의 패키징에 한 ASME 설계코드의 적용(Application of the ASME Code 
to Radioactive Materials Packaging)이다. 마지막 개별지도시간은 비파괴 부문으로 
캐나다의 Olympus NDT Canada 가 주관한 자동화된 초음파 시험 및 X-선(Automated 
Ultrasonic Testing vs. Radiography (AUT vs. RT)에 관한 것이었다. 

1.2. 분야별 발표현황 

2008 ASME PVP 컨퍼런스에서는 전체 논문이 CD 로 배포되었고, 이에 병행하여 

각 부문별로 인쇄된 논문집은 유료로 판매되었다. 인쇄된 각 Volume 및 논문 

편수는 다음과 같다. 

(1) 2008 ASME PVP 의 Volume (총 8 권) 

- Codes and Standards-2008 : 94 편 
 - Computer Application / Technical & Bolted Joints-2008 : 38 편 
 - Design and Analysis-2008 : 88 편 
 - Fluid Structure Interaction-2008 : 54 편 
 - High Pressure Technology, Nondestructive Evaluation, and Student Paper Competition-

2008 : 39 편 
 - Materials and Fabrication-2008 : 162 편 

- Operations, Applications and Components-2008 : 73 편 
- Seismic Engineering-2008 : 38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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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전문가가 운집하는 최 의 압력기기 공학회인 ASME PVP 

2008 의 Design and Analysis(88 편), Fluid Structure Interaction (54 편), Material and 

Fabrication (162 편) 및 Operation, Applications and Components(73 편), Codes and Standards 

(94 편) 등 각 Volume 은 별도의 분석이 가능할 정도로 많은 분량의 연구 논문 및 

많은 연구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본 분석 보고서에서는 최근 제 4 세  원자로의 고온 설계 및 평가 기술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크리프 영역에서 운전되는 원자력 및 화력 

발전설비 등 고온 구조 설비의 설계, 평가 및 보수와 관련된 최근의 연구개발 동향 

및 기술현안을 위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2. 주요 발표 논문 소개 

먼저 2008 ASME PVP 컨퍼런스에서는 두 편의 Plenary 세션 논문 발표가 있었다. 

한 편은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USNRC)의 Laura A. Dudes 가 현재 미국에서 

증가하고 있는 신규 원전 인허가와 관련하여 설계 심사 그리고 엔지니어링 

이슈(New Reactor Licensing : Design Reviews and Engineering Issues)에 해 발표했다. 

동 발표에서는 압력기기 공학회에 참가한 청중들과 다수의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 

다른 한 편은 미국 NEI(Nuclear Energy Institute)의 Anthony R, Pietrangelo 부소장이 

신규 원전 건설에 한 도전과 리스크(risk) 평가, 그리고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원자력 산업체가 취하고 있는 조치에 관한 발표(Planning for Success : Reasoned 

Expectation for the New Nuclear Plant Construction)이었다. 

2008 ASME PVP 컨퍼런스에는 예년과 같이 크리프, 피로 및 크리프-피로 분야 

등을 포함한 고온 설계 및 평가 부문의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2008 ASME PVP 컨퍼런스에서 발표된 586 편의 논문 중에서 ‘규격과 

표준’(Codes & Standards), ‘재료 및 제작’(Materials and Fabrication), ‘설계 및 

해석’(Design and Analysis) 및 ‘운전, 적용 및 기기’(Operations, Applications and 

Components) 부문의 다수 논문 중 주로 고온 원자로 설계, 평가 및 보수에 관한 

논문에 해 분석을 수행하였다. 각 부문별 주요 논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1. ASME PVP 2008의 각 부문별 주요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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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규격과 표준(Codes & Standards) 

‘규격과 표준’(Codes & Standards) 부문에서는 압력용기 및 배관의 설계, 평가와 
비파괴 검사 등에 한 규격, 표준 및 검사와 관련하여 미국, 프랑스, 한국, 일본 
등은 자국의 코드를 개선시키기 위한 연구 결과들을 다수 발표하였으며, 배관 및 
파괴역학 평가기술 등에 관련된 논문도 발표되었다. ‘규격과 표준’과 관련된 몇 
건의 흥미로운 논문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Structural Integrity Assessment of Weldments at High Temperature: A Proposed New 
Approach for R5 

by N. G. Smith (Serco Assurance), D. W. Dean, and M. P. O'Donnell (British Energy 
Generation Ltd.,UK) 

 

영국의 고온 평가지침인 BE(British Energy)의 ‘R5[1]’에서 고온 용접부 평가 

절차의 개정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논문이다. 용접부의 크리프-피로 균열개시(creep-

fatigue crack initiation) 평가에 있어 현재의 접근법은 용접 접합부의 형상에 따른 

피로강도 감소계수(fatigue strength reduction factor : FSRF)에 기초하고 있는데, 이는 

크리프 및 피로 손상에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현재 이 접근법은 적용 

절차가 복잡하고, 과도하게 보수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용접부의 

균열개시 평가에서 평가 절차가 보수성을 유지하면서도 단순하고 또한 복잡한 

형상에도 적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FSRF 를 두 개 성분으로 분리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즉, FSRF 를 용접 형상과 모재-용접재 사이의 재료 불일치(material mismatch)에 

따른 기하학적 변형률 향상을 고려하는 ‘용접 변형률 인자’(Weld Strain Strength 

Reduction Factor)와 용접부의 게재물(inclusion), 다공성(porosity) 등 작은 결함의 

존재에 따른 피로 내구한도의 감소효과를 나타내는 ‘용접 내구 감소’(Weld Endurance 

Reduction : WEF) 계수 등 2 개로 분리한다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개선된 절차에 

따라 다수의 용접 접합부에 한 평가결과를 시험결과와 비교함으로써 동 방법의 

유효성을 입증하였다. 

R5 는 영국의 British Energy 가 개발한 고온구조 평가지침(assessment 

procedure)으로서 크리프 영역 이하 온도(sub-creep)에서 운전되는 기기에 한 결함 

건전성 평가절차인 R6[2]와 비되는 지침이다. 영국은 오랫동안 고온 가스로를 

운전해온 나라로서 세계적으로 고온 구조 평가 부문의 기술을 선도하면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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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평가지침서인 R5 및 BS7910[3] 등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이다. 

R5 의 많은 부분은 미국의 고온 석유설비의 건전성 평가지침인 API579[4]의 

근간을 형성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평가지침은 ASME-NH[5] 또는 프랑스의 RCC-

MR[6] 등의 고온 설계코드와는 달리 가동 중 발견된 결함 또는 취약 부위에 해 

안전계수를 고려하지 않고, 구조 건전성을 평가하는 지침이다. R5 의 Vol.2/3 은 초기 

무결함(defect free) 구조의 크리프-피로 균열개시(crack initiation) 평가절차를 제시하고 

있고, Vol. 4/5 는 결함이 존재하는 구조의 크리프-피로 균열 성장에 한 평가절차를 

제시하고 있다. 

 
Assessment and Test of the Creep-Fatigue Crack Behavior for a High Temperature 
Component 

by Hyeong-Yeon Lee, Jae-Han Lee (KAERI), and Kamran Nikbin (Imperial College) 

 

  크리프-피로 하중을 받는 고온 구조물의 결함 평가를 위한 절차로서 현재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리스강에 해 가장 평가 체계가 잘 잡혀 있는 것이 프랑스 

RCC-MR 의 부록 16 번인 Appendix A16[7] (줄여서 A16)이다. 본 연구에는 크리프-

피로 균열 개시 및 균열 성장 거동의 평가에 관한 A16 절차의 적용과 관련하여 

오스테나이트강-Mod.9Cr-1Mo 등의 재료로 제작된 고속증식로 모사 구조시편에 

해 크리프-피로 균열개시 및 균열성장 평가를 수행하고, 평가결과를 

구조시험결과와 비교 분석하였다. 현재 2007 년판 A16 에는 오스테나이트강 재료에 

해서는 평가절차가 제시되어 있지만, Mod.9Cr-1Mo 강에 해서는 절차가 제시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오스테나이트강 재료에 한 A16 

평가절차의 보수성을 정량화하는 연구를 수행하였고, 또한 Mod.9Cr-1Mo 강에 

해서는 기존의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리스강에 해 제시된 A16 방법을 확장 

적용한 크리프-피로 균열개시 및 균열성장 평가법을 개발하고, 동 결과를 구조시험 

결과와 비교 분석하였으며, 개발된 확장 평가법의 유효성을 확인하였다. 아직 A16 

절차가 구비하고 있지 않은 부분에 해 평가 절차를 제시한 본 논문의 내용에 

해 프랑스의 A16 절차 개발 주관 기관인 CEA 와 아레바(Areva)의 전문가들이 

많은 관심을 표했다. 

 
Recent Developments of RCC-MR Code for High Temperature Reactor and I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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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s 
by Odile Gelineau, Claude Escaravage, Dominique Bonne, Morello Sperandio (Areva), and 

Bernard Drubay(CEA) 

 

프랑스의 고온설계 코드인 RCC-MR[6]의 제 4 판이 2007 년 10 월에 프랑스의 

AFCEN 에 의해 발간되었다. 개발에는 CEA 와 아레바(Areva NP)가 참여하였으며, 

2002 년판으로부터 개정된 특기할만한 부분은, 먼저 기존의 RCC-MR 은 고속증식로 

전용이었지만, 개정판(2007 년판)에서는 ITER 의 진공 용기(vacuum vessel) 등에도 

적용이 가능하도록 설계코드가 확장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ITER 의 진공 용기 제작 

요건을 다루는 특별 부록이 추가되었고, 볼트를 다루는 서브섹션의 범위 

확장(extension of the scope of subsection devoted to bolts), 레이저 용접 장(chapter)의 개발, 

새로운 유럽 압력기기 법령(decree)에 따라 프랑스의 부지 건설에 강제조항이 되는 

요건이 추가되는 등 다수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AFCEN 은 RCC-MR 의 개정 부분에 

한 검증을 위해 Thermina 시험(크리프-피로)과 같은 일련의 검증시험을 수행했다. 

 
An Overview of Creep-Fatigue Damage Evaluation Methods and an Alternative Approach 

by Tai Asayama (JAEA), Robert Jetter (Consultant, Pebble Bed, California) 

 

고온 구조물의 크리프 손상 설계 평가와 관련하여 고온설계 코드(AMSE-NH, 

RCC-MR, DDS)는 공통적으로 시간 비율 접근법(time fraction approach)을 적용하고 

있다. 이 방법은 기존의 크리프 물성 데이터 및 그의 외삽 데이터에 기반하여 

다수의 기하학적 형상과 재료에 해 단순한 평가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동 방법의 단점은 이 시험 데이터가 단조(monotonic) 증가 함수에 

기초하고 있으며, 동 데이터가 반복 응력완화(cyclic stress relaxation) 및 변형률 

재분포와 같은 복잡한 현상을 모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이 같은 문제는 

특히 Grade 91 과 같은 최신 재료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평가 

방법론에서도 설계 코드 간에는 큰 차이가 있으며, 이는 설계 허용치 설정에서도 

커다란 차이를 발생시키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크리프 손상 평가에 관한 단순화된 평가 안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실제 구조물에서 발생하는 응력 및 변형률의 재분포 범주를 제한하는 

단순화된 모델 시험(Simplified Model Test : SMT)에 기초하고 있다. JAEA 가 수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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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해석 및 시험결과는 이 방법이 타당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설계 코드에 등재시키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시험이 요구되고 있다. SMT 접근법과 

관련하여 생성한 탄성 추종이 수반된 크리프-피로 유지시간 데이터는 비탄성 설계 

평가법을 검증하는 데 있어 매우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Historical Context of Elevated Temperature Structural Integrity for Next Generation 
Plants: Regulatory Safety Issues in Structural Design Criteria of ASME Section III 
Subsection NH 

by William J. O'Donnell (O'Donnell Consulting Engineers), Amy B. Hull, and Shah Malik 
(US NRC) 

 

이 논문은 오는 2030 년 에 상용화를 목표로 현재 개발 중인 고속증식로, 

고온가스로 등을 포함하는 제 4 세  고온 원자력 시스템의 설계 관련 규제 이슈를 

다루고 있는 주목할 만한 논문이다. 2006 년 미국의 ASME 와 에너지부(DOE)는 

고온에서 운전되는 제 4 세  원자력 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해 재료 개발 및 설계 

코드를 확  개발해 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다. 동 ASME-DOE Gen IV 재료 

프로젝트에서의 임무에는 VHTR(Very High Temperature Reactor)의 인허가와 관련하여 

해결해야 될 ASME Section III, Subsection NH 및 관련 코드 케이스(Code Case)에서의 

현안 이슈를 도출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1980 년 에 미국의 고속증식 원형로인 CRBR(Crinch River Breeder Reactor)이 건설 

도중에 미국 의회에 의해 건설이 중단된 바 있다. 비록 건설이 중단됐지만 

CRBR 의 인허가와 관련하여 제기됐던 25 가지의 고온 구조 건전성 인허가 관련 

이슈는 고온 구조 설계 건전성과 관련하여 NRC 의 인허가 현안을 가장 잘 

표현해주고 있다는 데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NRC 의 고온 구조 건전성 규제 이슈의 도출과 이의 우선순위 책정과 관련하여 

다수의 연구가 1980 년 초반에 수행된 바 있다. 이들 이슈는 향후 VHTR 및 Gen-IV 

원자력 시스템의 인허가 과정에서 다시 인허가 관심 사안이 될 수 있는 것들이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고온 구조 안정성, 장기간 열적 열화, 환경 열화 및 두꺼운 

원자로 압력용기 구조물의 제작관련 문제 등이 중요 이슈가 되었다. 향후 

재료모델의 개발, 설계 기준(design criteria), 초고온에서의 설계 해석방법 등에 한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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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BR 프로젝트 팀이 제출한 인허가 신청 자료를 심사한 결과 NRC 는 다음과 

같이 크게 아홉 가지 분야에 해 인허가 관심사(licensing concern)를 도출하였다. 

 용접부 균열 발생(weldment cracking) 

 노치부 약화(notch weakening) 

 비탄성 해석에 관련 재료 물성치 표현(material property representation for 

inelastic analysis) 

 증기발생기 튜브시트 평가(steam generator tubesheet evaluation) 

 고온 지진 효과(elevated-temperature seismic effect) 

 배관의 탄성추종(elastic follow-up in piping) 

 크리프-피로 평가(creep-fatigue evaluation) 

 소성 변형률 집중 계수(plastic strain concentration factors) 

 중간계통 배관 천이 용접부(intermediate piping transition weld) 

  이어서 NRC 는 원자로방호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 on Reactor Safeguards)와 

공동으로 고온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되는 구조 건전성 관련 이슈 25 가지를 

다음과 같이 제기하였다. 

1. Transition joints 

2. Weld residual stresses 

3. Design loading combinations 

4. Creep-rupture and fatigue damage 

5. Simplified bounds for creep ratcheting 

6. Thermal striping 

7. Creep-fatigue analysis of class 2 and 3 piping 

8. Are limits of Case N-253 for elevated temperature class 2 and 3 components met? 

9. Creep buckling under axial compression – design margins 

10. Identify areas where Appendix T rules are not met 

11. Rules for component supports at elevated temperature 

12. Strain and deformation limits at elevated-temperature 

13. Evaluation of weldements 

14. Material acceptance criteria for elevated temperature 

15. Creep-rupture damage due to forming and we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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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Mass transfer effects 

17. Environmental effects 

18. Fracture toughness criteria 

19. Thermal aging effects 

20. Irradiation effects 

21. Use of simplified bounding rules at discontinuities 

22. Elastic follow-up 

23. Design criteria for elevated-temperature core support structures and welds 

24. Elevated-temperature data base for mechanical properties 
25. Basis for leak-before-break at elevated temperatures 

이들 25 가지 이슈들은 CRBR 의 인허가 과정에서 제기된 것들로서, ASME BPV 

코드 개정 및 제 4 세  고온 원자로 설계 및 인허가에서 다시 현안 이슈가 될 수 

있는 항목들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하겠다. 국내에서도 현재 진행 중인 

고속증식로 및 고온가스로 개발 과제에서 향후 실제 건설 인허가를 신청하게 될 때 

이들 25 가지 이슈들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중요한 기술 현안들이다. 

2.1.2 설계 및 해석(Design and Analysis) 

설계 및 해석 부문에서는 크리프 영역 이하의 저온에서 운전되는 압력기기와 

크리프 영역에서 운전되는 고온 구조의 크리프 손상 및 크리프-피로 균열 개시 및 

성장에 관한 논문들이 다수 발표되었다. 저온 압력기기에 해서는 복잡한 

구조물의 설계 및 해석 기법에 한 논문가 이루어졌고, 비탄성 거동 평가에 

해서는 비탄성 평가기법의 개선을 위한 응력 재분포 궤적(stress redistribution locus) 

기법, 탄성추종 계수를 이용한 구조물의 건전성 평가기법, SPT(Small Punch Testing)를 

이용한 크리프 물성치의 평가, 그리고 크리프 평가에 있어 등시곡선 접근법과 시간-

명시 모델(Time-Explicit Model)의 비교 연구에 관한 논문들이 발표되었다. 

전체적으로 새롭게 개발되거나 개발 중인 규격과 표준에 따른 압력기기의 설계 및 

평가에 관한 논문이 많이 발표되었다. 

 

Application of Design by Analysis to Casing of Centrifugal Pump 
by Tomihiro Narsue, Shusaku Nabesaka, Shinsuke Sakurai, Kyoji Takahara (Hitachi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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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통상 원자로 압력용기에 적용하는 ‘해석에 의한 설계’(Design By 
Analysis : DBA) 절차를 형상이 복잡한 원심 펌프의 스파이럴 케이싱(Spiral casing)에 
적용하기 위한 응력 분류(stress categorization) 및 한계 하중 접근법(limit load 
approach)에 해 다루고 있다. 스파이럴 케이싱은 형상이 복잡하여 통상의 ASME 
응력분류 절차를 바로 적용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스파이럴 케이싱을 
유한요소해석 모델로 단순화시키고, 쉘 응력을 측정함으로써 막 응력 및 굽힘 
응력을 결정하고, 이 응력들을 일차 및 이차응력으로 분류하였다. 한계하중 
접근법은 적용 방법이 단순하지만 비탄성 해석이 요구된다.  

 

 
Fig. 1. 3D model of pump casing 

 
한계해석에서의 허용하중은 스파이럴 케이싱에 한 솔리드 및 쉘 모델을 

이용하여 계산했다. 또한 계산된 허용 하중에 한 평가를 수행했고, 다른 방법들에 
한 비교 분석도 수행했다. Fig. 1 은 펌프 케이싱에 한 3 차원 해석 모델이고, Fig. 

2 는 스파이럴 케이싱의 3 차원 해석 모델 및 케이싱 날개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Fig. 2. Structure of spiral casing 

 

Fig. 3 은 쉘 요소를 이용한 3 차원 응력해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한계해석을 

통해 얻은 허용하중은 쉘 요소 모델을 이용하는 경우와 솔리드 요소 모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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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는 경우에 거의 같은 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스파이럴 케이싱의 설계 

평가에서 쉘 요소 모델에 한 응력 분류법을 이용하여 경제적으로 그리고 신뢰성 

있게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 3 Stress Intensity contour of shell elements model 

 

Use of Elastic Follow-Up in Integrity Assessment of Structures 
by Saeid Hadidi-Moud, David J. Smith (University of Bristol, UK) 
 

이 논문은 일반적으로 고온구조 설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탄성추종(Elastic follow-

up) 계수 Z 와 관련하여 탄성추종의 개념과 정의를 다시 검토한 후 응력분류(stress 

categorization)에의 활용가능성을 분석하고 있다. 여러 개의 바(bar)로 구성된 

벤치마크 적용 원리에 기초하여 탄성추종에 해 Z 를 정량화하고 있다. 구조물 

내의 국부 비선형성(구조물의 형상 변화, 물성변화, 소성 및 크리프 영향, 구조 

불연속성 및 경계조건 등)은 탄성추종에 영향을 미친다. 탄성추종은 해석 절차가 

비교적 단순하고, 물리적으로 의미가 있으며, 실제 설계에서도 유용하게 사용되는 

것으로, Z=1 은 탄성추종이 없는 변위제어 경우를 의미하고, Z= ∞는 완전 하중제어 

경우를 의미한다. 통상 변위제어와 하중제어의 사이에 들어오는 일반 구조물의 

혼합 경계조건에서 탄성추종은 1<Z< ∞의 값을 갖는다. 본 논문에서는 균열이 

존재하는 문제에서의 특이성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동 방법을 

결함이 존재하는 일반구조물에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Comparison of the Isochronous Method and a Time-Explicit Model for Creep Analysis 
by William Koves, Mingxin Zhao (UOP, A Honeywell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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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제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고온 설계코드인 미국의 ASME-

NH 코드는 비탄성 변형률 및 크리프-피로 손상 평가를 위해 등시곡선(isochronous 

curve)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단조 하중에 해 결정된 것으로 반복하중을 받는 

일반 구조물에 적용할 경우 과도하게 보수적인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등시곡선 접근법이 산업계의 규모 고온 구조물에 

적용할 경우 엄격하게 해석을 수행해보면 실용적(practical)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단순화된 등시곡선 접근법은 크리프 평가에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이는 일차 및 이차 응력 하중을 받고 있는 일반 고온 구조물의 

크리프 거동 평가에 부적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 방법은 크리프 좌굴 

문제의 평가에도 사용되고 있다. 

시간 의존적인 크리프 해석에 이 방법이 현재 체 방안으로서 활용되고 있지만, 

이 방법의 한계와 정확성에 한 보다 깊이 있는 이해와 체계적인 조사연구가 

수행된 적이 없다. 본 연구에서는 등시 응력-변형률 방법을 고온 재료의 일반적 

시간-명시적 크리프 모델과 비교 분석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단축 인장, 순수 굽힘 

및 비틀림 (하중 또는 변위제어 조건 하에서) 등의 세 가지 기본적인 하중 하에서 

해석 해(analytical solution)를 개발했고, 변형, 응력 및 크리프 변형률에 해 두 

접근법을 따른 결과와 비교 분석하였다. 

2.1.3 재료 및 제작(Materials and Fabrication) 

재료 및 제작 부문에서는 논문발표가 전년 비 약 60%가 증가하여 이 부문 

연구가 세계적으로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잔류응력 

부분의 증가가 두드러졌는데, 이는 원전 및 화력 설비에서 결함이 발생하는 곳은 

통계적으로 용접 접합부가 주류를 이룬다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원자력 분야의 경우 울프 크릭(wolf creek) 원전의 일차냉각재 

응력부식균열(PWSCC) 문제가 발생한 이래 용접 잔류응력 평가 부문에서 많은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Creep Crack Growth of P92 Welds 
by Masataka Yatomi, et. al. (IHI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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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현재 내열성질이 우수하여 사용이 증가추세에 있는 P92 모재 및 

용접부에 한 크리프 물성치 및 크리프 균열성장(CCG) 모델 개발에 해 

기술하고 있다. 아래의 Fig. 4 와 같은 형상의 용접(cross-welded) CT 시편을 이용하여 

몇 개의 온도 범위에서 크리프 균열성장에 한 시험을 수행했다. 여기서 균열 

전면(crack front)은 Type IV 균열을 모사하기 위해 아래의 Fig. 5 에서와 같이 HAZ 

영역에 위치시켰다. 

 
Fig. 4. Specimen geometry of C(T) specimen 

 

용접부의 다축성을 모사하기 위해 유한요소 해석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를 

시험결과와 비교했으며, 3 개의 재료에 한 구성방정식 거동은 power law 크리프 

모델을 이용하여 묘사하였다. 시험결과 초기 균열이 Type IV 영역에 있지 않은 

경우에도 크리프 균열성장은 Fi.g 5 에서 보는 바와 같이 Type IV 영역으로 진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5. Representative creep crack propagation of welded joints 

 

Fig. 6 은 모재, 용접재, HAZ 및 모사 HAZ(simulated HAZ)부의 크리프 파단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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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용접 접합부와 모사 HAZ 부분에서의 

크리프 파단강도가 낮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Fig. 6. Creep rupture data for P92 at 923 K 

          

 
Fig. 7. CCG behavior for C(T) specimen of welded joint and base metal 

 

용접 접합부에서는 위의 Fig. 7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거의 일정한 CCG 속도(rate) 

영역이 CCG 수명을 지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CG 속도는 C* 적분 인자에 의해 

평가되며, 용접부의 온도 의존성은 관찰되지 않았다. 모재 및 용접 접합부 

사이에서의 CCG 속도 차이는 작게 나타났지만, C*값이 큰 곳에서는 모재의 CCG 

속도가 용접 접합부보다 더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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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유한요소해석이 수행되었으며, 해석결과 균열선단 앞 용접 

열영향부(HAZ)와 모재 경계부분에서 높은 삼축응력이 관찰됐는데, 이것은 CCG 에 

한 시험결과와 같은 경향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음의 Fig. 8(a)는 모재 및 용접재에서 실험적으로 관찰한 CCG 와 C*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고, Fig. 8(b)는 세 개 온도 범위에서의 CCG 와 C*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초초임계(USC) 화력발전소에서 사용되고 있는 P92 강의 고온 크리프 

균열성장에 관한 시험 및 해석적 연구에 관한 본 논문은 관련 연구자들에게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Fig. 8 Relationship between creep crack growth rate and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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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cture Behavior of Dissimilar Joint by Friction Welding at Elevated Temperatures 
by Masayoshi Yamazaki, et. al. (NIMS) 
 

  
Fig. 9. Macrostructure of friction joints 

 

 
Fig. 10. Average linear expansion coefficients 

 
이 논문은 마찰용접(friction welding)된 Grade 91(Mod.9Cr-1Mo)강과 304 

스테인리스강의 이종금속 용접부의 고온 파괴거동에 해 다루고 있다. 재료는 
아래의 Fig. 9 에서와 같이 SA-387 Grade 91/309S/SUS 304 및 SA-387 Grade 
91/310S/SUS 304 로 구성되며, 용접부의 용접후 열처리 조건은 두 경우 모두 
740°C 에서 1 시간 유지하는 것이었다. 구조물의 열응력 발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각 재료의 열팽창계수는 Fig. 10 에 제시된 바와 같이 Grade 91 이 가장 낮고, 
304SS 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금속 용접된 접합부에서의 경도를 측정한 결과는 아래의 Fig. 11 에서와 같이 
FMS(Ferritic Martensitic Steel)로 분류되는 Mod.9Cr-1Mo 강의 모재 경계 부분에서 
경도가 떨어지는 FGHAZ(Fine Grain Heat Affected Zone)이 관찰되었다. 소위 ‘Type IV 
균열’(cracking)이라 불리는 균열 발생 현상은 이와 같이 강도가 상 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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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지는 FGHAZ 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종용접되는 세 재료(Grade 91/309S/SUS 304 또는 Grade 91/310S/SUS 304)의 600°C 

및 650°C 에서의 크리프 파단 물성치 실험결과는 Fig. 12 와 같은 양상으로 나타났다. 
 

 
Fig. 11. Hardness distribution 

 

 
Fig. 12. Creep rupture curve of the friction joints 

 

 
Fig. 13. Optical microscope of the HAZ of Gr.91 for friction joints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FMS 와 스테인리스강이 통상의 GTAW 또는 

SMAW 용접법으로 용접될 경우 FGHAZ(Fine Grain Heat Affected Zone)가 FMS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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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재 경계 부분에서 하나가 관찰되지만, 본 논문의 경우 FGHAZ 가 Fig. 13 에서와 
같이 두 개가 관찰된다는 점이다. 즉 FMS(Mod.9Cr-1Mo steel) 모재와 HAZ 
경계부분은 물론 HAZ 와 용접금속(309SS) 경계 부분에서도 관찰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같은 현상은 마찰용접일 경우에만 관찰되는 특징적인 현상으로서 두 군데 
FGHAZ 에서 전형적인 Type IV 균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용접방법의 개선 
또는 용접후 열처리를 통해 크리프 및 피로 강도를 개선시키는 것이 요구된다. 본 
연구 수행결과 Mod.9Cr-1Mo 강과 304 스테인리스강 사이의 이종용접부에 
마찰용접을 실시할 경우 용접 접합부의 크리프 파단강도는 Mod.9Cr-1Mo 강 
모재보다 낮고, 또한 GTAW 용접법을 적용하는 경우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Fig. 
5 에서 보는 바와 같은 통상의 것과는 다른 형태의 조직 배열로 인해 파괴 모드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Damage Evolution and Life Prediction of a P91 Longitudinal Welded Tube Under Internal 

Pressure Creep 
by Takashi Ogata, et. al. (CRIEPI) 
 
이 논문은 축 방향 용접이 존재하는 화력발전소의 P91 배관에서 크리프 손상 

기구의 규명과 잔여수명 예측에 해서 다루고 있다. 고온 구조설비에서 크리프 
손상 기구의 규명은 화력발전설비의 신뢰성 있는 운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것이다. 축 방향 용접이 존재하는 튜브에 해 내압 하중을 가하면서 
크리프 시험을 실시했으며, 손상관찰을 위해 크리프 시험을 간헐적으로 
중단시켜가면서 실시했으며, 크리프 파단 시험도 수행했다. 

크리프 시험 시간 동안 시편 내에 발생하는 응력과 크리프 변형률을 계산하기 
위해 3 차원 유한요소 해석을 수행했다. 파단은 변형에서 중 한 변화 없이 
열영향부(HAZ)에서 발생했으며, 특기할 만한 것은 크리프 void 의 개시(initiation of 
creep void)가 표면보다는 두께 방향으로 가운데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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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Microstructure and hardness distribution of a Mod.9Cr weld joint specimen 
 
다음의 Fig. 14 는 Mod.9Cr-1Mo 강 용접부의 경도 분포를 보여주고 있으며, Fig. 

15 는 단축 용접(uniaxial cross weld) 형상 시편이 1 축 응력을 받을 때와 내압 하중을 
받을 때의 크리프 파단응력을 비교해주고 있다. Fig. 15 는 1 축 인장하중이 작용하는 
경우에 비해 내압 하중이 작용할 경우 크리프 파단응력이 더 작게 나타남을 
보여주고 있다. 

 
Fig. 15. Internal pressure creep rupture test results 

 

 
Fig. 16. Distribution of triaxiality in the HAZ from the outer to inner surface 

 

여기서 주의를 요하는 것은 Fig. 16 에서 보는 바와 같이 HAZ 의 두께방향으로 

삼축응력이 중간 부분에서 크게 나타났고, 이에 따라 void 의 밀도는 Fig. 17 의 

우측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외부표면에서보다 중간에서 더욱 크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삼축응력 상태는 튜브시편의 HAZ 에서 크리프 손상을 가속화시키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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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본 논문에서는 최  주응력 및 삼축응력 인자에 기초하여 용접부가 

존재하는 용접튜브의 파단시간 예측방법을 제시했다. HAZ 의 void 성장 거동은 

저자들이 과거에 제안했던 가공 성장 모사법을 이용할 경우 잘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17. Comparison of void growth and observation at outer surface (void density) 

 

Residual Stress Relief in Post-Weld Heat Treatment 
by Pingsha Dong & Jeong K. Hong. (Center for Welded Structure Research, Battelle) 
 

용접 및 잔류응력 부문에서 국제적으로 매우 활발하게 연구를 수행 중인 미국 

바텔(Battelle) 국립연구소의 핑샤 동 박사가 발표한 본 논문은 용접부의 잔류응력 

완화를 위한 노(furnace)에서의 용접후열처리(PWHT) 응력 완화 공정에 한 실험 

및 해석적 연구에 해 다루고 있다. 두 개의 압력용기 재료인 2.25Cr-1Mo 강과 

탄소강에 해 시임 용접(seam weld) 환경에서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 

수행결과 잔류응력 완화의 지배적인 기구는 PWHT 중 통상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초기에 발생하는 ‘크리프 완화’(creep relaxation)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실험적으로 확인되었다. 다양한 PWHT 인자(parameter)에 한 다수의 인자 해석을 

통해 단순한 형태의 잔류응력 완화-PWHT 인자 간의 상관 관계식을 제안했는데, 

이들 인자들에는 PWHT ramp-up 가열시간(heating time), PWHT 유지시간 및 용접 

두께 등이 포함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일련의 시임 용접된 두꺼운 원통에 해 해석을 수행하였는데, Fig. 

18 은 두께 2”의 표적인 기하학적 형상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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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8. 2D cross-section model for a thick cylinder with a narrow gap seam weld 

 

Fig. 19. Residual stress evaluation at two locations during PWHT with creep relaxation      

(a) PWHT parameters used, (b) von Mises stress histories at two selected locations (A 

and B) 

 

또한 Fig. 19 는 2.25Cr-1Mo 강에서 PWHT 온도가 700°C 이고, 유지시간이 3 시간일 

때 시임 용접부 위치 A, B 에서 계산된 von Mises 응력의 PWHT 열처리 시간 동안 

시간에 따른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 얻은 주요 결론은 첫째, 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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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일 PWHT 열처리 시간 동안 주요 잔류응력의 완화 기구는 적어도 본 논문에서 

다룬 재료 및 PWHT 조건에서는 크리프 변형률의 생성이었으며, 소성 변형률 

효과는 무시할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둘째, 크리프 변형률의 생성 또는 

크리프 기인 응력 완화는 통상 생각됐던 것보다 훨씬 빨리, 즉 PWHT 목표 온도에 

도달되기 전에 이미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20. Residual stress reduction fraction as a function of PWHT temperature fraction :2.25Cr-

1Mo vs. carbon steel weldment 

 

각 강 재료에 해 두 개의 재료 특성 인자, 즉 크리프 개시온도(creep initiation 

temperature : To)와 크리프 활성화 응력(creep activation stress : σo)이 존재한다. To 는 

일련의 크리프 인자(parameter) 해석을 통해 결정하고, σo 는 재료의 항복강도에서의 

온도 의존성으로부터 결정된다. 이들 두 개의 인자(To, σo)로부터 용접부의 응력 

이완 거동은 Fig. 20 에서와 같이 To 와 σo 사이의 단순한 하나의 커브로서 표현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ecent Development to Improve Crack Opening Areas for R6 Leak-Before-Break 

Procedures 
by R. Charles, et. al. (Serco Technical and Assurance Service) 
 

영국의 결함평가절차인 R6[2]는 고온 결함 평가절차인 R5 와 더불어 영국의 

BE(British Energy)가 개발한 결함평가 절차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평가지침이다. 

R6 평가지침에는 파단전 누설(LBB)의 평가절차와 관련하여 저온뿐만 아니라 고온 

평가지침도 포함되어 있다. 이 논문은 R6 결함부의 LBB 평가 절차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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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열열림각(COA) 접근법을 LBB 에 확장 적용하기 위해 최근 수행된 연구개발 

내용에 해 소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온 운전조건에서 변형률에 미치는 크리프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일차 및 이차응력을 받고 있는 CCP(Center Cracked Plate)에 해 유한요소 

해석모델을 이용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크리프 조건으로서 이차(secondary) 

크리프는 물론 일차(primary) 크리프 조건을 평가에서 고려하였다.  

이 논문의 궁극적 목적은 고온 운전 조건에서 실제적 하중이 작용할 때 COA 의 

단순화된 표현식을 개발하고, 이를 유한요소 해석을 통해 검증하는 것이다. 현재 

R6 는 Revison 4(2001) 버전이고, 2007 년도에 일부 업데이트가 이루어진 상태이며, 이 

논문은 향후 업데이트될 연구개발 내용을 소개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재료 및 제작(Materials and Fabrication) 부문과 관련된 미국 NRC 의 

용접잔류응력 프로그램 검토회의(Welding Residual Stress Program Review 
Meeting)에서는 현재 NRC 가 주관하고 있는 ‘Welding Residual Stress - FEA Model 
Validation Program’에 해 국제 전문가(international experts) 회의가 이번 
컨퍼런스에서 개최되었다. 현재 NRC 는 원전 이종금속 용접부 잔류응력을 
유한요소해석(FEA)으로 실제에 가깝게 예측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 해석 결과와의 비교를 위한 mock-up 을 제작 중에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mock-up 설계에 한 논의가 주를 이루었으며, 중성자회절로 측정한 결과와 해석을 
통해 얻은 결과에 해 향후 비교 연구가 수행될 것이고, 본 NRC 프로그램은 
2010 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2.1.4 운전, 적용 및 기기 (Operations, Applications and Components) 

운전, 적용 및 기기 부문에서는 가동중 원전의 수명관리, 수명연장 및 규제; 사용후 

연료의 저장 및 수송; 운전 및 유지보수; 배관, 펌프 및 밸브; 압력기기의 안전성 및 

신뢰성 등에 관한 최근 연구개발 논문이 많이 발표되었다. 

 

Preliminary Consideration of Mod.9Cr-1Mo Steel for Gen IV Nuclear Reactor Application 
by Weiju Ren (ORNL) 
 

Mod.9Cr-1Mo 강은 현재 제 4 세  원자력 시스템의 후보인 초고온가스로(VHTR)의 

원자로 용기 재료로서, 또한 소듐 냉각 고속증식로(SFR)의 중간열전달계통(IHTS) 

배관 및 중간열교환기(IHX) 증기발생기(SG)의 유력 후보 재료로서 고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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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제 4 세  원자로의 재료로 채택되기 위해서는 강도, 열물성치, 재료적 

안전성, 설계 수명, 유지보수성, 환경 저항성 등의 엄격한 요건들을 만족시켜야 

한다.  
Table 1. ASME Specifications for 9Cr-1Mo-V product forms 

 
Table 1 은 현재 ASME 사양서(Specifications)에 명시된 Mod.9Cr-1Mo 강의 Grade 및 

제품형태(Product Form)을 보여주고 있고, Table 2 는 동 재료의 화학조성비를, Table 3 

은 Mod.9Cr-1Mo 강의 ASME 설계코드(Section I, III, VIII) 등재의 현재 최  적용가능 

온도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Table 2. Chemical compositions of 9Cr-1Mo-V (wt. %) 

  
 

Table 3. ASME Codification status of 9Cr-1M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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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9Cr-1Mo 강은 저합금강(low alloy steel) 에 비해 열 팽창률이 상 적으로 낮고, 

열전도도는 높기 때문에 열응력 관점에서 유리하고, 또한 기계적 강도도 

상 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VHTR 의 설계 목표는 운전온도 950°C 에서 60 년 수명을 구현하는 것이다. 최신 

ASME 설계코드인 2007 년판에서도 현재 Mod.9Cr-1Mo 강 설계코드 부문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 중의 하나가 용접설계 부문(용접부 크리프 파단강도 감소계수 및 

피로강도 물성치) 이다. 다음의 Table 4 는 ASME-NH 가 명시하고 있는 Mod.9Cr-

1Mo 강의 용접금속을 보여주고 있다. 
 

Table 4. NH permissible weld materials for 9Cr-1Mo-V 

 

Mod.9Cr-1Mo 강의 고온설계 관련 현안 이슈 중의 하나는 ASME-NH 코드가 형 

단조(large forging)를 커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수명 60 년에 맞는 

설계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장기간 크리프 물성치의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용접 

접합부에서 델타 페라이트(δ-ferrite) 예방, 용접부 미세 조직의 제어 및 용접부 

잔류응력의 완화 등이 필요하며, 용접부를 구조적으로 취약하게 만드는 Type IV 

균열을 방지하기 위한 연구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Mod.9Cr-1Mo 강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가공연화에서의 유지시간 영향, 

크리프 무시 (neglible creep) 영역, 현장 제작, 형 단조 능력, 형 구조의 수송 등 

현안 이슈에 한 고려도 필요한 실정이다. Mod.9Cr-1Mo 강에서 융접(fusion 

welding)에 따라 발생한 문제 중 많은 부분은 ORNL 이 최근 개발한 고체 상태 

공정(solid-state prcocess) 절차를 따르면 해소된다. 

2.1.5 ASME NDE Division 

ASME 비파괴검사부(NDE Division)가 이번 PVP 컨퍼런스에 참여하였다. 이 NDE 

부문에서는 배관의 감육 감시 기술(전위강하 기법 등), 원전 재료의 열화 감시 기술, 

유도파(guided wave)를 이용한 배관 감육의 탐지 기술 개발 등 가동 중 원전의 

비파괴 검사 기법 개발에 한 논문이 많이 발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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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the Electrical Potential Drop Technique to the Pipe Wall Thinning 

Monitoring in Thermal Power Plants 
by Shin Yoshino et. al. (Tokyo Electric Power Company) 
 
균열체의 균열길이 측정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전위강하(Electrical Potential 

Drop:EPD) 기법(technique)이 배관의 감육 감시에 유망한 방법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내용의 논문이다. 배관 감육의 적용성을 검증하기 위해 균일한 판재 시편과 국부 
감육(local thinning)이 존재하는 판재 시편에 해 예비 두께 측정 시험이 
수행되었다. 시험결과 전위강하 기법은 초음파 시험법과 같은 수준의 성능을 
보여주었다. 아래의 Fig. 21 은 D 값이 150mm 이상일 때 측정 범위 및 위치를 
보여주고 있다. 

 
Fig. 21. Measring range and location with electrical potential drop technique 

 

이 같이 예비시험에서의 성공을 토 로 EPD 는 감육 감시를 위해 지난 2 년간 

온라인 감육 감시를 위해 사용되었으며, 2 년 기간 동안 내구성에서 만족스런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상의 시험결과를 토 로 저자들은 일본기계학회(JSME)에 

화력발전설비 배관 감육 관리 규격(Rules on Pipe Wall Thinning Management for Thermal 

Power Generation Facilities (JSME S TB1-2006)을 제안하기에 이르렀다. 이 논문에서는 

이들 규격에 해 간략히 소개하고, 판재 시편 및 가동 중인 실제 배관의 

시험결과를 토 로 전위강하 기법을 통한 배관 감육 온라인 감시에 해 논의하고 

있다. 판재에 해 시험을 수행한 결과 2 년 내구성에는 문제가 없었고, 감육 

데이터의 분산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육 비율에서의 오차는 초기 두께 비 

약 1%로 나타나 통상의 초음파 검사법과 같은 수준의 성능을 보였다. 그러나 본 

방법은 보다 긴 기간에서의 내구성을 검증하는 것이 필요한 상태이며, 저자들은 

이를 위해 향후 시험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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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의 및 요약 

2008 ASME PVP 컨퍼런스에서는 586 건의 방 한 논문 발표(구두)와 170 건 상의 
기술 및 패널 토의 세션(technical & panel session) 등이 열렸다. 고온 설계, 평가, 시험 
및 비파괴 관련 논문이 전년도에는 CREEP 8 과 ASME PVP 가 조인트 컨퍼런스로 
열려 많이 발표되었는데, 금년에도 ASME PVP 2008 에서도 ‘규격과 표준’(Codes & 
Standards), ‘재료-제작’(Materials and Fabrications) 및 ‘설계 및 해석’(Design and Analysis) 
부문에서 많은 논문 발표가 이루어졌다. 압력기기 공학회에서 고온 부문은 Gen IV 
원자력 시스템의 압력용기 재료와 고온 설계코드 및 표준 제정과 관련되고, 또한 
고온에서 운전되는 화력 및 정유 화학 플랜트 부문에서의 논문발표도 많이 
이루어졌다. 이들의 고온 설계, 평가, 재료 거동 및 규제 관련 논문들을 중심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980 년 에 건설이 중단된 고속증식 원형로인 CRBR(Crinch River Breeder 

Reactor)의 인허가와 관련하여 제기됐던 25 가지의 고온 구조 건전성 인허가 관련 

이슈에 해 자세히 다루고 있는 논문이 발표되었다. 이는 고온 구조 설계 

건전성과 관련하여 NRC 의 인허가 현안을 가장 잘 분석해주고 있는데, 이들 이슈는 

향후 VHTR 및 Gen-IV 원자력 시스템의 인허가 과정에서 다시 인허가 관심 사안이 

될 수 있는 것들이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열팽창이 낮고, 열전도도가 높으며 기계적 강도 및 크리프 강도가 우수하여 

지금은 고온에서 운전되는 초초임계(USC) 화력발전소에서 사용이 보편화되고 있고 
P91 및 P92 에 한 여러 편의 논문 발표도 이어졌다. 특히 P91 재료는 제 4 세  
원자로, 고속증식로 등의 원자력 발전 설비에도 점차 채택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번 학술 회에서도 P91, P92 등 고(高)크롬 페라이트강(FMS)의 재료 
관련 설계, 평가, 미시적 재료 거동 등에 한 논문이 많이 발표되어 관련 연구가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온 설계 코드 및 평가 코드의 업그레이드와 관련하여 프랑스의 CEA 는 금년 
초에 발간된 2007 년판의 RCC-MR 에 해 특징적 변경사항을 소개하였는데, 주로 
보수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경주되었고, 크리프-피로 손상 평가에서 총 변형률의 
계산 방법이 일부 추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RCC-MR 의 개정을 담당하고 
있는 위원회의 회장은 이번 PVP2008 에 참가하여 RCC-MR 의 A16[7]절차에서 
Mod.9Cr-1Mo 강에 한 크리프-피로 균열 개시 및 성장에 관한 평가절차가 
2011 년판에 등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영국의 결함평가 절차인 R6[2]에서 용접부 
평가절차 변경에 해 개발 주체인 BE(British Energy)는 향후 개정할 내용에 해 
소개하였다. 
금년에 발표된 논문 분포에서 특징적인 것은 ‘용접, 잔류응력’ 부문의 논문발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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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비 약 60%가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특히 용접, 잔류응력 분야의 경우는 
독립 세션이 11 개나 편성되어 44 편의 논문발표가 있었고, 다른 세션에서도 용접 
및 잔류응력과 관련된 논문들이 다수 발표되었다. 이는 화력 설비는 물론 원자력 
부문에서도 특히 미국의 울프 크릭(wolf creek) 원전의 일차냉각재 
응력부식균열(PWSCC) 문제가 불거진 이래 용접 잔류응력 평가가 이제는 압력용기 
부문에서 중요한 현안 이슈가 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시카고 시내의 중심부에서 열린 이번 2008 ASME PVP 컨퍼런스에서는 방 한 
논문발표에 상응하게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이 운집하여 발표자들은 저마다 최신, 
현안 기술 등을 소개 또는 홍보하였고, 학술회의장을 가득 메운 청중들은 때로는 
날카로운 질문으로, 때로는 유익한 코멘트로 학술회의장을 열띤 정보 교류의 
장으로 만들어갔다. 

2009 년도 ASME PVP 컨퍼런스는 체코의 프라하에서 “Sustainable Energy for the Third 

Millenium"이라는 기치 하에 7 월 26-30 에 걸쳐 열리며, ASME PVP 2009 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관련 웹사이트(http://www.asmeconferences.org/PVP09/)에서 참조할 수 있고, 본 

PVP2008 웹 사이트는 http://www.asmeconferences.org/PVP0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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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CF-5 컨퍼런스 

1. 학회소개 및 발표현황 

1.1. CF-5 컨퍼런스 소개 

CF(Creep-Fatigue) 컨퍼런스는 인도의 IGCAR(Indira Gandhi Centre for Atomic 

Research)과 IIM(The Indian Institute of Metals)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비정기적인 

크리프, 피로 및 크리프-피로 상호작용 관련 국제 컨퍼런스이다. 동 컨퍼런스는 

1987 년 2 월 칼파캄(Kalpakkam)에서 워크숍 형태로 제 1 회 컨퍼런스가 

개최되었고(Workshop on creep, fatigue and creep-fatigue interaction. Kalpakkam, 18-20 Feb 

1987), 1995 년과 1999 년에 제 2, 3 회 컨퍼런스가 열렸으며, 제 4 회 Creep-Fatigue 

컨퍼런스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reep, Fatigue and Creep-Fatigue Interaction)는 

2003 년 10 월 8~10 일까지 칼파캄에서 열렸고, 이번에 제 5 회 CF-5 컨퍼런스가 

열린 것이다. 

고온에서 운전되는 원전 설비 및 화력 발전 설비의 구조 설계 및 손상 평가에서 

현재 가장 큰 기술 현안 중의 하나는 고온 크리프 및 크리프-피로 손상을 실제에 

가깝게 평가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다. IGCAR 은 547°C 의 크리프 

영역에서 운전되는 고속증식 원형로(500MWe 급)인 PFBR 을 현재 건설 중에 있는 

인도의 국립 연구소이다. 또한 IGCAR 이 위치하고 있는 칼카캄 부지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가압경수로, 중수로 및 고속증식로(실험로)가 가동 중인 곳이다. 또한 

칼파캄 부지는 러시아의 800MW 급 고속증식로 BN-800 이 건설되고 있는 

벨로야르스크(Beloyarsk) 부지와 더불어 세계적으로 고속로가 현재 건설 중인 두 곳 

부지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칼파캄 부지는 인도 서부의 인도양을 접하고 있는 

해안 지역에 자리잡고 있으며, 지난 2004 년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해저 지진에 

따른 지진해일(쓰나미) 발생 시 많은 인명 및 재산피해를 입은 곳이기도 하다. 

본 컨퍼런스는 국내의 고온 제 4 세  원전 설비와 화력발전 설비의 기계 구조 설계 

및 평가와 내열 재료의 개발 및 적용 분야의 종사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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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분야별 발표현황 

 

CF-5 컨퍼런스에서는 전체 논문이 CD 로 배포되었고, 병행하여 인쇄된 논문 

초록집도 배포되었다. 아래의 집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발표 논문은 구두발표 

96 편, 포스터 발표 47 편 등 총 143 편이었다. 

CF-5 의 세션 및 세션별 논문 현황 (괄호 안의 숫자는 논문 편수) 

+ Creep and Fatigue Issues in High Temperature Materials Development and Design (4) 
+ Low Cycle Fatigue and Thermo-mechanical Fatigue (5) 
+ Creep Mechanisms and Creep Resistant Alloys (6) 
+ Creep-Fatigue Interaction (4) 
+ Remaining Life Assessment (3) 
+ Ferritic-Martensitic Steels (5) 
+ Materials Design and Development (5) 
+ Creep-Fatigue and Design (5) 
+ Fretting Fatigue and High Cycle Fatigue (5) 
+ Structural Integrity Analysis (5) 
+ Creep and Fatigue of Welds (4) 
+ Innovative Testing Methods for Creep and Fatigue (6) 
+ Creep and Fatigue Life Prediction (7) 
+ Super-alloys (6) 
+ Fracture Toughness and Crack Growth (7) 
+ Zr Alloys and Ti Alloys (3) 
+ Coating and Composites (3) 
+ Failure Analysis (6) 
+ Remaining Life Assessment and Fatigue Behavior (7) 
+ POSTER Papers (47) 
 

본 분석 보고서에서는 제 4 세  원자로의 고온 설계 및 평가 기술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크리프 영역에서 운전되는 원자력 및 화력 발전설비 등 

고온 구조 설비의 크리프, 피로 및 크리프-피로 설계, 평가와 관련된 최근의 

연구개발 동향과 기술현안을 위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위의 20 개 세션 가운데 

코팅, 복합재료, 티타늄 합금 등 고온 원자력 재료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는 재료에 

한 세션은 분석에서 제외시키고, 본 컨퍼런스의 주제인 ‘크리프, 피로 및 크리프-

피로’와 관련된 14 개 세션에 해 각 세션별로 요약 정리하고, 이어서 관심을 끈 



 - 31 - 

논문 및 최근 이슈를 다루고 있는 논문을 선별하여 요약 정리하였다. 

2. CF-5의 각 세션 및 주요 논문 소개 

CF-5 컨퍼런스의 Plenary 세션에서는 네 편의 논문 발표가 있었다. 이채를 띈 

것은 첫 번째 논문발표였다. 첫 번째 논문은 현재 IGCAR 의 기관장인 Dr. Baldev 

Raj 가 첫 번째 연사로 나와 기술논문을 발표하였다. 약 2,200 명 규모의 연구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장이 연구개발 현장 의 기술 논문을 직접 발표한 것이 신선하게 

와 닿았다. 

20 개로 구성된 CF-5 의 각 세션에서는 최신 연구개발 현황 발표 및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본 컨퍼런스에서는 크리프, 피로 및 크리프-피로 부문의 평가 및 

구조시험, 재료시험 관련된 논문이 많이 발표되었지만, 저주기 피로, 열기계 피로, 

FMS(Ferritic Martensitic Steels), 프레팅(fretting) 피로, 파손해석, 파괴인성 및 균열성장, 

잔여수명 예측, 재료 설계 및 개발, 그리고 코팅 및 복합재료 부문 등을 포함한 

비교적 광범위한 토픽을 다루었다. 

2.1 각 세션 및 주요 논문 

2.1.1 ‘Creep and fatigue issues in high temperature materials development and design’ 

세션 

이 세션은 Plenary 세션으로서 IGCAR 기관장의 논문을 포함하여 네 편의 
논문발표가 있었다. 전체적으로 소듐냉각고속로(sodium cooled fast reactor : SFR), 
핵융합로, 고온가스로, 화력발전 설비 및 항공 구조물 등에서의 고온 설계, 평가, 
내열 재료의 개발 및 기술 현안 등에 한 개괄적 소개 외에 현안 이슈에 한 
발표 및 논의가 이루어졌다. 본 Plenary 세션에서는 아래에서 요약된 바와 같이 
인도(IGCAR), 프랑스(CEA), 미국(ORNL) 및 일본(JAEA)의 고온 재료 전문가들이 
주로 내열 재료의 개발 및 기술현안 등에 해 발표하였다. 
 
A perspective on creep and fatigue issues for life cycle management of sodium cooled fast 
breeder reactor 

by Baldev Raj (IGCAR, India) 

 

저명한 재료 전문가인 IGCAR 의 Baldev Raj 기관장은 IGCAR 이 현재 건설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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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증식 원형로(PFBR)의 고온 기기 설계 시 직면했던 기술적 도전들을 중심으로 

내열 재료들의 크리프, 저주기 피로 및 크리프-피로 상호작용 등에 한 기술현안에 

해 발표하였다. 또한 크리프 및 피로 손상의 감지 관련 최신 비파괴 검사법의 

적용과 관련하여 IGCAR 의 연구활동도 소개하였다. 

일반적으로 소듐냉각 고속로는 고온 크리프 영역의 복잡한 하중 조건 및 환경 

조건(기기에 따라 소듐, 물, 증기 및 고속 중성자속)에서 운전되기 때문에 재료의 

선정이 매우 중요하게 된다. 고속로에서 스테인리스강은 구조재료로서 크리프 강도, 

저주기 피로 강도 및 소듐 친화성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고, 증기발생기에 

Mod.9Cr-1Mo 강을 채택한 것은 기계적 강도가 우수하고, 물 및 부식 환경에서 

응력부식균열(SCC)에 한 저항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고온 구조설계는 고온 설계 및 평가 코드를 따라 수행하며, 기기의 구조 건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IGCAR 은 개량된 비파괴 시험법을 적용하였다. 

 
High temperature creep-fatigue design 

by A-A F. Tavassoli, B. Fournier, and M. Sauzay, CEA, France 

 

고온 재료개발, 설계 및 평가 지침 개발부문에서 프랑스 CEA 는 고속증식 

실험로(Rapsodie), 원형로(Phenix), 실증로(Superphenix) 등을 설계 건설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기술 선진기관이다. CEA 는 고온 설계코드인 RCC-MR[6]과 

결함평가 지침인 A16[7]을 개발한 기관이다. 

 

 
Fig. 22.Monotonic and cyclic curve of 316 and Mod.9Cr-1Mo.steel at 55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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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A 소속의 재료 전문가인 A-A F. Tavassoli 는 제 4 세  원자로 및 핵융합로 구조 

재료로서의 적용성 연구와 관련하여 316L(N), Mod.9Cr-1Mo 강 및 저방사화급 (low 

activation grade) 재료인 Eurofer 를 상으로 고온 크리프, 피로, 응력 완화 피로 및 

크리프-피로에 해 일련의 실험 및 분석을 수행하였다. 여기서 특히 Mod.9Cr-

1Mo.강은 SFR 의 증기발생기 및 배관 등에 사용되는 재료이고, 저방사화 

마르텐사이트강(,Eurofer)은 통상의 Mod.9Cr-1Mo.강 계열로서 ITER 프로젝트 관련 

유럽의 2 개 시험 블랭킷 모듈(blanket model) 재료로 사용되는 것이다. 

 

 

Fig. 23 Evolution of fatigue stress amplitude during fatigue at 550°C for 316L(N) and Mod.9Cr-

1Mo steel at two strain ranges 

먼저 여기서는 316L(N), Mod.9Cr-1Mo 강의 단조 및 반복 응력-변형률 선도를 

비교해보면 Fig. 22 에서와 같이 316L(N)은 반복경화 거동을 보이고 있다. (Mod.9Cr-

1Mo 강에 해서는 Fig. 22 에서 단조 및 반복응력에 한 곡선이 비교되지는 

않았지만 전형적인 반복연화거동을 보인다.) Fig. 23 은 Mod.9Cr-1Mo 강에서 피로 

또는 크리프-피로 선손상(prior damage)이 가해진 경우와 가해지지 않은 경우가 

크리프 거동에 미치는 영향에 해서 보여주고 있다. 

316L(N), Mod.9Cr-1Mo 강 및 Eurofer 재료의 크리프 강도를 비교하면 Fig. 

24 에서와 같이 316L(N)은 나머지 두 개 재료에 비해 강도가 월등하게 우수한 것을 

나타났고, 피로강도는 항복강도가 상 적으로 훨씬 높은 Mod.9Cr-1Mo 강이 

316L(N)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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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4.Stress rupture plot for 3 steels at 550°C 

 

 

Fig. 25 Effect of fatigue or fatigue-creep on creep of Mod.9Cr-1Mo steel at 550°C 

 

한편 Fig. 25 는 550°C 에서 Mod.9Cr-1Mo 강의 시간에 따른 크리프 변형률과 피로 

및 크리프-피로가 크리프 거동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해주고 있는데, 선손상이 있는 

경우에 상 적으로 3 차(tertiary) 크리프에 상 적으로 빠르게 도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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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6.Creep-fatigue interaction diagram for 316L(N) 

 

 
Fig. 27 Effect of environment on fatigue and creep-fatigue lifetime 

 

550°C 및 600°C 에서 316L(N) 재료의 크리프-피로 상호작용 선도는 Fig. 26 에서와 

같다. 여기서 크리프 손상은 시간 및 변형률에 따라 계산되었으며, 설계 영역은 

이직선 교점이 (0.3,0.3)인 경우와 (0.2,0.2)인 경우 및 L 형태(shape)인 경우 등 세 

가지 사례에 해 선도가 제시되었다. Fig. 27 에서는 Mod.9Cr-1Mo 강의 공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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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듐(sodium) 환경 하에서의 피로 및 크리프-피로(유지시간 2 분) 유지시간을 가하는 

경우에 한 수명을 비교 도시하고 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스테인리스강의 경우 

통상 인장 유지(tensile hold)에서 크리프-피로 손상이 더 크게 발생하지만, Mod.9Cr-

1Mo 강의 경우는 Fig. 27 에서와 같이 인장유지보다는 압축유지(compressive hold)에서 

보다 큰 손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28 Transmission electron-micrographs of Mod.9Cr-1Mo steel, a) in the as-received state, 

b) after pure-fatigue test, c) after fatigue with 90min hold time test (∆εt=0.7% at 550°C) 

 

Mod.9Cr-1Mo 강의 실험 전 경우, 순수 피로하중만 받을 경우, 그리고 90 분의 

유지시간이 주어진 크리프-피로 하중을 받을 경우의 TEM(Transmission electron-

micrograph) 이미지는 Fig. 28 에서와 같이 뚜렷이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크리프-피로 하중을 받는 경우 손상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316L(N) 재료에 해 보다 많은 설계 관련 데이터가 수집됨에 따라 크리프-피로 

손상에 한 이직선 상호작용 선도(interaction diagram)의 계산에 있어 보다 많은 

확신을 갖게 되었다. 이직선 선도에서 기존의 교점인 (0.3,0.3)보다 (0.2,0.2)가 실험 

데이터를 보다 더 잘 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Mod.9Cr-1Mo 강의 다양한 시험 

조건에 따른 영향을 파악하는데 있어 많은 진전이 있었고, 아직은 매우 초보 

단계이기는 하지만, 크리프-피로 상호작용에 한 시험적 모델도 제안하였다. 

장기적으로 제작, 인성 및 접합관련 기술현안이 극복된다면 보다 안정적인 구조를 

갖는 ODS 페라이트강/마르텐사이트강 등급의 개발이 해법을 제시해줄 것으로 

보인다. 

 
Creep and fatigue issues for structural materials in demonstration fusion energy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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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S.J. Ainkle and T-L Sham, ORNL, USA 

 

본 논문에서는 현재 프랑스의 Cadarache 부지에서 건설 중인 ITER 핵융합로의 

고온 재료에 한 크리프 피로 이슈에 해 다루고 있다. 미국 ORNL 소속의 S.J. 

Ainkle 재료부장은 고온설계 코드인 ASME-NH[5]의 현안 이슈, 크리프-피로 

상호작용의 평가에 한 기술현황 및 이슈 등에 해 설명하였다. 미국은 현재 

고온 평가지침으로서 정유 산업계 용도의 API579[4]를 보유 및 개발을 진행 

중이지만, 이것은 많은 부분이 영국의 고온 및 저온 구조물에 한 평가지침[1-3]에 

기초하여 개발된 것이다. 미국의 ASME 고온설계코드개발 분과에서는 원자력 

부문에 적용하기 위한 고온 평가지침의 개발을 추진 중에 있다. 

 
Creep and fatigue properties of reduced activation ferritic steels 

by H. Tanigawa et. al. JAEA, Japan 

 

본 논문은 핵융합로의 블랑캣 시스템 재료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고크롬 내열강 

중 Reduced Activation 페라이트강(RAFMs)의 크리프-피로 거동에 해 기술하고 있다. 

일본에서 개발된 F82H(8Cr-2W-0.2V-0,04Ta-0.1C)은 RAFM 으로서 기존의 Mod.9Cr-

1Mo 강에 비해 고온 성질 및 용접성을 개선한 것이다. 본 발표에서는 F82H 강(모재 

및 용접금속)의 비조사(unirradiated) 크리프 및 피로 물성에 해 검토하고, 설계 

관련 중요 이슈에 해 논의하였다. 

인도가 NPT(핵비확산조약)에 서명하지 않고, 핵실험한 사례도 있어 일본은 

인도에서 개최되는 컨퍼런스가 원자력과 관련된 것이면 동 컨퍼런스 참가도 꺼리는 

경향이 있는데, 일본의 SFR 개발기관(몬주 설계,건설 및 운전)인 JAEA 의 재료 

전문가가 인도에서 개최된 CF-5 에 참가하고 또한 논문을 발표하여 이채를 띄었다. 

 

2.1.2 ‘Low cycle fatigue and thermo-mechanical fatigue’ 세션 

저주기 피로 및 열기계 피로에 관한 본 세션에서는 5 편의 논문발표가 있었다. 열 
및 기계적 피로의 상호작용에 해 독일 연구자는 다양한 재료(Al-Si 합금, 니켈 
기반 인코넬 617, 주철 GHS-700 등)에 해 변형률 제어 고주기 피로 하중이 
열기계 피로 수명에 미치는 영향에 해 발표하였다. 
두 번째 논문은 주최측인 인도의 IGCAR(Indira Gandhi Centre for Atomic Reae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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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Rao 재료부장이 발표한 것으로, ‘고온 재료의 반복 변형 미시기구 및 
파괴’(Micro-mechanisms of cyclic deformation and fracture in high temperature materials)에 
관한 것이었다. 반복 하중 조건 하에서 시간, 온도 등에 의존하는 재료의 
거동(비탄성 유동, 동적 변형시효, 크리프 손상, 환경 손상, 동적 석출물, 탈탄화 및 
변형 라체팅 등) 규명과 관련하여 다양한 재료(Alloy 617, Alloy 800H, Inconel 718, 
Haynes 188)의 등온 피로, 크리프-피로 상호작용에 한 거동을 조사하였다. 

또한 냉간가공이 스테인리스강, 티타늄 합급 (Timetal 834), 인코넬 718 의 저주기 
피로 거동에 미치는 영향에 해 인도 Vanaras Hindu 학의 Vakil Singh 이 
발표하였다. 여기서는 다양한 온도(상온에서 650°C 까지) 및 다양한 변형률 크기에 

해 20% 냉간 가공이 저주기 피로거동에 미치는 영향에 해 비교 분석하였다. 
그 밖에 프랑스 CEA 의 C.F.Robertson 등은 열피로에서의 미소균열 개시(Micro-

crack initiation in thermal fatigue)에 해 발표하였는데, 동 논문에서는 실험 및 
DD(dislocation dynamics) 모사에 기초한 해석을 수행하였다. 304L 재료를 상으로 
반복 열충격 및 정적 인장 하중의 복합 효과에 해 분석하였으며, 실험 후 관찰 
및 DD 를 통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IGCAR 의 G.V.Prasad Reddy 등은 질소가 
첨가된 316L(N)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리스강에 해 변형률 제어 피로 변형 및 파괴 
거동에 해 발표하였다. 

 

2.1.3 ‘Creep mechanisms and creep resistant alloys’ 세션 

크리프 기구 및 크리프 저항력이 있는 합금에 한 본 세션에서는 8 편의 

논문발표가 있었다. 여기서는 주로 고속로에서 사용되는 내열 재료에 한 크리프 

거동(스테인리스강 316L(N), 2.25Cr-1Mo 강, Mod.9Cr-1Mo 강) 및 파단 거동, 다축 

응력상태가 크리프 파단에 미치는 영향(Mod.9Cr-1Mo 강) 등에 해 다루고 있으며, 

Al-Cu-Mg 계열, AZ91 마그네슘 합금 및 Al-Si 합금의 미소 구조적 관찰 및 크리프 

손상 거동에 해서도 다루고 있다. 본 세션의 논문 중 내열재료의 크리프 특성 

거동에 관한 일부 논문을 소개한다. 

 
Evolution of creep resistant austenitic stainless steel for FBR applications 

by M.D. Mathew, IGCAR, India 

 

일반적으로 고속증식로는 500°C 이상의 크리프 영역 온도에서 가동되며 고온에서 

장기간 운전된다. 인도의 IGCAR 이 현재 건설 중인 PFBR 의 설계 수명은 40 년으로 

설정되어 있다. IGCAR 의 Mathew 는 고속증식로에서 사용되는 316L(N) 재료의 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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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가에 따른 모재 및 용접금속의 크리프 파단 물성치의 변화에 해 발표하였다. 

 

 

Fig. 29. Creep properties of 316SS 

 

 

Fig. 30. Beneficial effect of N on creep properties (base metal) 

 

Table 5. Chemical composition of austenitic stainless steel 

 
 

Fig. 29 는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리스강 316SS 의 고온 온도(550°C, 600°C, 

650°C)에서의 크리프 파단강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Fig. 30 은 모재 재료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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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SS(N 0.03%) 비 Table 5 에서와 같이 질소 함량을 증가시킨 316L(N)(N : 

0.07%)의 크리프 파단강도를 비교하고 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질소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파단강도가 22%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리스강 316SS 용접금속에 한 크리프 파단 강도는 Fig. 

31 에, 연성(eleongation)은 Fig. 32 에 나타냈고, 비교에 사용된 두 재료의 

화학조성비는 Table 6 에 나타냈다. 

 

Fig. 31.Creep properties for weld metal      Fig. 32 Rupture elongation for weld metal 

 

Table 6. Chemical composition of austenitic stainless steel 

 

 

Fig. 33.Creep rupture stress with different nitrogen content 

 

316SS 계열 강에서 질소의 함량에 따른 크리프 강도의 변화는 Fig. 33 에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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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질소 함량 세 가지 경우에 있어 Fig. 33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함량이 증가하면 

크리프 강도는 상 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ffect of stress multiaxiality on creep failure behavior of grade 91 steel 

by Yukio Takahashi, CRIEPI, Japan 

 

크리프 파단 거동은 응력 다축성(stress multiaxiality)에 상당히 민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Mod.9Cr-1Mo 강에 해 응력 다축성 영향이 크리프 파단 거동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원주방향 노치를 갖는 봉 

시편에 해 다수의 크리프 시험을 수행하였다. 시험에서는 온도 및 비탄성 변형률 

속도가 파단 변형률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관찰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그들의 

시너지 효과를 단순한 표현식으로 나타내었다. CT 시편에서 삼축 응력성이 큰 경우 

연성 관계식을 유도하기 위해 유한요소 해석을 이용하여 균열성장 거동을 

모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재료의 연성이 응력 다축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및 모델링하기 

위해 노치가 존재하는 봉 시편을 이용하여 크리프 시험을 수행하였고, CT 시편의 

균열성장에 한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이 절차에 따라 다축 응력상태 하에서 

Grade 91 의 진파단 변형률(true rupture strain)을 온도, 비탄성 변형률 및 삼축성 

인자의 함수로 나타냈고, CT 시편 및 봉 시편 형상에 한 수치해석을 통해 이 

표현식의 유효성을 보였다. 

 

2.1.4 ‘Creep-fatigue interaction’ 세션 

크리프-피로 상호작용에 관한 본 세션은 컨퍼런스의 취지에 잘 부합하는 

세션이며 4 편의 연구논문 발표가 있었다. 두 건의 논문 중 하나는 고온 원자로 

구조물에 사용되는 재료의 크리프-피로 상호작용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고온설계 코드인 미국의 ASME-NH[5]와 프랑스의 RCC-MR[6]에 따른 설계 평가 

방법 및 평가결과의 비교에 관한 것이다. 또한 다른 두 건의 논문은 티타늄 

합금강과 항공기 터빈 연소실 라이너에 사용되는 TBC(Thermal barrier coated) 

초경합금의 크리프-피로 거동에 관한 것이다. 여기서는 원자력 부문의 다음 논문에 

해 요약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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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ep-fatigue behavior of various alloys used in power industry and their predictability 

by Yukio Takahashi, CRIEPI, Japan 

 

본 논문의 저자는 최근 전력산업계에서 고온구조물에 해 폭넓게 채택되고 있는 

Mod.9Cr-1Mo 강(ASME Grade 91 강)의 연구부문 및 크리프-피로 연구부문에서 

국제적인 명성을 가진 일본 전력중앙연구소(CRIEPI)의 Yukio Takahashi 이다. 

고속로와 같이 고온환경에서 운전되는 구조물이 크리프-피로 하중을 받을 때 동 

구조물의 파손거동을 적절한 정확도를 가지고 평가하기 위한 노력이 관련 연구기관 

및 산업계에서 현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크리프-피로 상호작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순수 피로 및 순수 크리프 

환경에 비해 현상적으로 훨씬 복잡하기 때문에 크리프-피로 거동을 평가하는 

접근법에서는 아직 널리 공감 를 얻은 신뢰성 있는 평가법이 개발되지 못한 

상태이다. 본 논문에서는 전력산업계에서 사용되는 다수의(several) 합금 재료에 

해 수행된 크리프-피로 시험결과를 먼저 요약하고, 그들의 거동에서 공통적인 

특징과 차이를 도출한 후 표적인 손상 평가법을 적용하였다. 특히 크리프 손상 

평가법에서는 응력기반 접근법과 변형률 기반 접근법 사이의 관계에 해 설명하고, 

이들이 수명 예측에서 어떤 결과를 보이는지 비교 분석하였다. 

 

Fig. 34.Relation between hold time and number of cycles to failure of Grade 91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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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발표에서 주목을 끈 주요 기술적인 내용을 여기서는 요약하기로 한다. 먼저 

지금까지 고온 구조물에 많이 사용되었던 오스테나이트계열 스테인리스강은 

크리프-피로 하중을 받을 때 통상 인장유지(tension hold) 하중에서가 

압축유지(compression hold) 하중에서 보다 재료에 손상을 더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의 고온 설계지침에서 사용되고 있는 선형손상합산법칙(Linear 

Damage Summation Rule)도 오스테나이트강의 인장 유지하중에서의 void 성장에 

기초하여 개발된 것이다. 

그런데 FMS(Ferritic Martensitic Steel) 계열의 Grade 91 강은 Fig. 34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크리프-피로 하중을 받을 때 인장유지 하중에 비해 압축유지 하중에서 수명이 

더 짧게 나타난다. 그 원인에 해서는 많은 연구자들이 다양한 논리를 펴고 

있지만, 본 논문의 저자는 Fig. 35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선 부식에 따른 환경 

영향으로 인해 진공 중에서보다 공기 중에서 수명이 크게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압축 유지에서의 수명단축은 산화 효과에 의해서만 

설명될 수 없으며, 반복하중을 가할 때 발생하는 인장 평균 응력(tensile mean 

stress)의 영향 등 다른 인자들에 한 고려도 필요한 것으로 본 논문은 보고하고 

있다. 

 

Fig. 35. Comparison of in-air and in-vacuum failure lives of Grade 91 steel under compression 

hold (600°C, strain range : 0.5%) 

 

크리프-피로 하중을 받는 316FR 강에서 다축(multianxial)의 영향을 관찰하기 위해 

단축(uniaxial)에서의 크리프-피로 하중 시험결과와 비교한 그림은 Fig. 36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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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냈다. 시험결과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유지시간이 일정시간 이상이면 크리프-

피로 수명이 단축 시험에서보다 더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36 Comparison of multiaxial creep-fatigue data with uniaxial data of 316FR (550°C, strain 

range : 1%) 

 

Fig. 37. Comparison of experimental life and life predicted by time fraction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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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8. Comparison of experimental life and life predicted by ductility exhaustion approach 

 

 

Fig. 39. Comparison of experimental life and life predicted by modified ductility exhaustion 

approach 

 

크리프-피로 손상의 평가에서 크리프 손상 부분의 평가법으로서 고온 

설계코드에서 채택하고 있는 시간비율법칙(time fraction rule)과 영국의 

고온평가지침인 R5[1] 등에서 채택하고 있는 연성소모 접근법(ductility exhaustion 

approach) 그리고 본 논문의 저자가 개발한 수정 연성소모법(modified duct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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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haustion approach) 등이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Figs. 37~39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네 

가지 내열재료에 해 실험결과와 세 가지 접근법을 따른 계산결과를 비교해놓았다. 

Fig. 37 에서는 시간비율법칙은 하중 사이클이 증가함에 따라 비보수적인 결과를 

보이고, Fig. 38 의 연성소모법은 보수적인 결과를 보이지만 주기가 증가함에 따라 

실험과 예측 결과에서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의 저자가 

제시한 수정 연성소모법은 위의 두 가지 접근법에 비해 Fig. 39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안정적인 결과를 나타냈다고 본 논문은 설명하고 있다. 

 

2.1.5 ‘Remaining life assessment’ 세션 

고온 구조 재료의 잔여 수명평가에 한 본 세션에서는 세 편의 논문발표가 

있었다. 일본 도시바(Toshiba Corp.)의 Yomei Yoshioka 등은 가스터빈 날개 수명 

갱생(regeneration) 기술의 개발, 신뢰성 평가 및 운전 경험에 해 발표를 하였고, 

인도 IGCAR 의 T. Jayakumar 는 구조 재료의 크리프-피로 손상평가를 위한 

비파괴검사 기법에 해 발표하였다.  

또한 영국 ETP(European Technology Development)의 A. Shibli 는 고크롬 

마르텐사이트강의 잔여 수명 이슈 및 새로운 혁신적 기기의 활용이라는 주제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여기서는 유럽을 중심으로 Grade 91 강의 운전경험 및 손상조사 

등에서 활발한 연구활동을 수행 중인 ETD 의 논문에 해 간략히 소개한다. 

 
Remaining life assessment issues in high Cr martensitic steels and the development and 
use of new innovative tools. 

by A. Shibli, ETD, UK 

 

본 논문의 저자인 A. Shibli 는 영국 ETD(European Technology Development) 소속의 

표로서, 유럽에서 내열재료의 크리프, 크리프-피로 거동과 관련하여 활발한 

연구활동을 하고 있는 재료전문가이다. P91 재료는 고온 화력발전소에 도입된 지 

이미 20 여 년이 지났으며, P91 강으로 제작한 기기 및 배관에서 다수의 균열 및 

손상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기기의 두꺼운 단면(후육 구조)에 사용된 P91 에서 

균열은 전형적인 용접부의 Type IV 크래킹(cracking) 형태로 발생했고, 두께가 얇은 

구조(박육구조)의 P91 재료에서는 예상보다 높게 나타난 증기 산화(steam oxidation)로 



 - 47 - 

인한 금속의 손실(loss), 설계치를 웃도는 금속온도의 증가, 크리프 

공동현상(cavitation) 및 균열발생 등의 형태로 손상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고코롬(high Cr) 마르텐사이트강에서는 통상의 표면복제법을 이용하여 

조기에 크리프 손상 및 공동현상을 감지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이는 저합금 

CrMoV 강에서 나타나는 미세구조의 구상화(spherodisation)가 고크롬 

마르텐사이트강에서는 일어나지 않고, 기존의 방법을 이용한 공동현상은 재료가 

파단 시점에 도달해서야 나타나기 때문에 고크롬강에서 표면복제법은 유효한 

손상감시법이 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40. Thermal fatigue failure at tube-to-header weld; details of oxide-filled thermal fatigue 

crack close to failure location 

 

 
Fig. 41. Delta ferrite phase in P91 weld metal 

 

튜브와 헤더의 용접접합부(tube-to-header weld)에서의 열피로 손상 양상 및 

산화물로 채워진 손상부의 열피로 사례는 Fig. 40 에서와 같이 나타났다. 고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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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에 열피로 응력이 작용할 경우 큰 반복 굽힘응력이 부착 용접부에 작용하게 

된다. 손상은 용접부와 모재 경계면에서 강도가 낮은 저강도 영역(soft zone)에서 

주로 발생하는데, 조사결과 이 저강도 영역은 현장(in-situ)의 

용접후열처리(PWHT)에서 과도한 소려(tempering)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근 유럽에서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 저강도 영역에서는 Fig. 

41 에서와 같이 용접열영향부에서 큰 델타 페라이트가 발견되었는데, 이것은 현장 

PWHT 과정 중 가한 온도가 AC1 온도를 넘어섰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Fig. 42. Portable SFM being used on creep damage of P91 welded pipe 

 

Fig. 43. T91 creep damaged reheater tube being studied under SFM 

 

이들 강에 해 건전성 및 손상을 평가할 수 있는 보다 민감도가 우수한 새로운 

장치(tool)의 개발이 필요하다. ETD 는 유럽, 일본, 북아메리카와 공동으로 다수의 

고객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 ‘P91 Integrity’의 한 부분으로서 손상의 조기 감지 및 

수명 예측 방법의 개발을 모색해왔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장치는 Fig. 42 에서 보는 

것과 같은 이동식 SFM(Scanning Force Microscopy)으로서 레이저 안내 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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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계(laser guided hardness tester)이다. 이것은 크리프 손상에 해 초음파 센서보다 

더 혁신적인 장치이다. Fig. 43 는 손상을 입은 T91 재열기 튜브에 해 SFM 으로 

손상을 감지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미지이다. 본 

논문에서는 동 장치와 관련된 이슈 및 개발현황에 해 기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SFM 을 사용할 경우 공동(cavity)에 해 나노 크기에서 수(several) 

미크론 크기의 정확도로 손상을 감지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SEM 과 같은 고정밀도 현미경에 비해 SFM 이 갖는 장점은 공동의 측면(lateral) 

치수 측정이 가능하다는 것과 장치의 부피가 작고, 공기 중 및 현장에서도 관찰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ETD 는 본 연구의 시험결과를 건전성 및 수명 평가에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며, 이와 관련하여 크리프 공동 체적(volume fraction of creep 

cavitation)에 한 연구도 수행할 예정이며, 동 장비의 비용을 낮추고 크기를 

서류가방 크기로 줄이기 위한 개발작업을 향후 진행할 예정이다. 

 

2.1.6 ‘Ferritic, Martensitic Steels’ 세션 

9~12%의 크롬을 함유하는 FMS(Ferritic, Martensitic Steels) 재료에 한 ‘FMS’ 

세션에서는 5 편의 논문발표가 있었다. 이 세션에서는 일본 NIMS 소속의 두 편의 

논문이 특히 주목을 끌었다. 두 편의 논문은 여기서 간단히 소개하기로 한다.  

또한 오스트리아의 I. Holzer 등은 9~12Cr 강의 ‘장기간 크리프 거동 예측에 관한 

새로운 접근법 및 역응력의 변화’(New approach to predict the long-term creep behavior 

and evolution of precipitate back-stress of 9-12% chromium steels)에 해 발표하였고, 

KAERI 의 류우석 등은 ‘질소 성분을 추가한 Mod.9Cr-1Mo 강의 크리프 물성치를 

개선시키는 열처리’(Thermal treatment improving creep properties of nitrogen-added mod. 

9Cr-1Mo steels)에 해 발표하였으며, 인도 IGCAR 의 Kulvir Singh 등은 ‘증기터빈 

기기에 사용되는 저합금강의 크리프 연성 평가’(Creep ductility evaluation of low alloy 

steels used for steam turbine components)에 해 발표하였다. 

 
Creep deformation properties of creep strength enhanced ferritic steels. 

by A. Kazuhiro Kimura et. al., NIMS, Japan 

 

본 논문에서는 T91, P92, P122 등의 고크롬 내열재료에 해 크리프 물성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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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의 응력 의존성에 한 조사 연구를 수행하고, 신뢰성 있는 수명평가법에 해 

토의했다. T91 재료의 크리프 과도상태에서 크리프 변형률과 시간, 크리프 

속도(creep rate)와 시간 관계는 Fig. 44 및 Fig. 45 의 로그-로그 선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형 관계식으로 잘 표현되었다. 과도 크리프 상태에 해 이 선형관계식은 

멱급수법칙(power law)에 의해 잘 표현 되었으며, 따라서 아래의 지수법칙, 로그 및 

블랙번(Blackburn) 방정식 등으로는 잘 표현되지 않았다. 

 

Fig. 44. Comparison of observed and predicted creep curves in a transient creep stage at (a) 

600°C-200MPa (b) 600°C-200MPa of T91 steel 

 

Power law  b
c atε =  

Exponential law  ( )1 bt
c o a eε ε −= + −  

Logarithmic law  ln(1 )c o a btε ε= + +  

Blackburn’s eq.   ( ) ( )1 1bt dt
c o a e c eε ε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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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5. Comparison of observed and predicted creep rate vs. time curves in a transient creep 

stage of T91 steel at (a) 600°C-200MPa (b) 600°C-200MPa 

 

T91 에 해 크리프 속도(rate)가 최소값을 보인 곳에서의 크리프 변형률은 Fig. 

46 및 Fig. 47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응력의 감소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크리프 속도는 과도 및 3 차(tertiary) 크리프 형태를 보였지만 정상상태의 크리프 

단계는 관찰되지 않았다.  

 
Fig. 46. Creep rate vs. time curves of T91 steel (60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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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7. Creep rate vs. creep strain curves of T91 steel (600°C) 

 

 

Fig. 48. Changes in life fraction of times to 1% total strain, 1% creep strain and initiation of 

tertiary creep with increase in time to rupture at 550 and 600°C of T91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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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재료에서는 Fig. 48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간의존 응력강도, St 를 결정하는데 

있어 3 차 크리프의 개시 인자(parameter)가 총 변형률 1%에 도달하는 인자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왜냐하면 3 차 크리프를 유발하는 최소응력의 80%에 

도달하는 응력이 장기적으로 총 변형률 1%에 도달하는 응력보다 상당히 작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높은 응력을 받는 범주에서 큰 응력의 최소 크리프 속도에 한 의존성(large 

stress dependence of the min creep rate)은 비례한도를 넘어서는 응력 기인 소성변형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낮은 응력 범주에서 크리프 변형은 확산 

현상이 지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전위상승(dislocation climb)은 동 변형률 속도 

기구를 지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결론은 T91, P92, P122 등의 내열재료에서 장기 크리프 강도는 

항복강도(0.2% offset) 크기의 50% 이하인 낮은 응력 수준의 크리프 

시험데이터로부터 평가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높은 응력수준에서 

측정한 크리프 강도 물성치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Z-phase formation and its effect on long-term creep strength in 9-12% Cr creep resistant 
steels. 

by K. Sawada et.al., NIMS, Japan 

 

본 논문에서는 델타 페라이트(delta fettite)가 존재하는 ASME Gr.91, Gr.92, Gr.122 

등의 고크롬강에 해 장기간 크리프 하중이 작용할 때 소위 Z-상(Z-phase)이라는 

석출물의 거동을 모재 및 FGHAZ(Fine Grain Heat Affected Zone)에 해서 조사하였다. 

크리프 파단강도와 Z-상 형성의 상관관계에 한 분석도 수행하였다. 

여기서 다룬 세 재료(ASME Gr.91, Gr.92, Gr.122)의 화학조성비 및 열처리 조건은 

Table 7 에 제시하였다. 12Cr 강의 단기간(241 시간) 650°C 에서 형성된 Z-상 석출물의 

형성 이미지는 Fig. 49 에서와 같다. 12Cr 강의 경우 Z-상은 장기간 크리프 하중을 

받아 크리프 강도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시점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고, 장기간 

크리프 강도가 떨어진 후에 형성되는 것으로 보이며, Fig. 50 에서 보는 바와 같이 Z-

상이 많이 형성될수록 크리프 강도는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크리프 

파단강도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위치는 Fig. 50 에서와 같이 항복강도의 반(σ0.2/2)에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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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Chemical composition (mass %) and heat treatment conditions of the steels examined 

 
 

여기서 유의할 점은 기존의 고온 설계 코드에서 장기간에 걸친 고온 크리프 

강도는 서서히 떨어지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지만 FMS 재료의 경우 실제 거동은 

Fig. 50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항복강도의 반 수준 이하에서 꺾이면서 상 적으로 

가파르게 떨어진다는 점이다. 이것은 ASME PVP 2007 컨퍼런스에서 일본 도호쿠 

학의 마루야마(Maruyam)가 발표한 내용으로, ASME PVP 2007 컨퍼런스에서 

마루야마 교수는 기존 설계코드의 장기간 크리프 물성치가 비보수적으로 제시되어 

있다고 지적하였고, 동 논문은 당시 많은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온구조 결함 및 수명평가 관련 연구동향에 관한 KAERI-

AR 보고서에서 참조할 수 있다[8]. 

 

 

Fig. 49. Z-phase formation at a short-term 12Cr Steel. 650°C, tr=241.3h 

 



 - 55 - 

 

 

Fig. 50. Schematic drawing for effect of Z-phase formation on creep strength 

 

크리프 하중이 가해질 때 Fig. 51 에서와 같이 네 가지 재료에서 Z-상의 밀도 

변화를 보면 Gr.122 와 12Cr 강에서 밀도의 변화가 크고 Gr.91 에서는 밀도가 오히려 

약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Gr.92 강과 Gr.122 강의 모재 및 용접재의 

650°C 에서 크리프 파단강도는 Fig. 52 에서와 같이 Gr.92 강의 모재는 물론 특히 

용접부에서 Gr.122 보다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Table 8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장기간 크리프 하중이 가해질 때 Z-상의 밀도가 Gr.122 비 Gr.92 에서 덜 

생성되어 크리프 파단강도가 상 적으로 덜 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Fig. 51. Change of number density of Z-phase during cre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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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2. Creep rupture strength of welded joints 

 

Table 8. Number density of Z-phase after long-term creep 

 
 

2.1.7 ‘Materials design and development’ 세션 

재료설계 및 개발에 관한 본 세션에서는 5 편의 논문 발표가 있었다. 본 

세션에서는 인도 IGCAR 원자로 엔지니어링 그룹의 S.C. Chetal 부장이 ‘미래 FBR 용 

재료 선정의 도전’(Challenges in materials for future FBRs)에 한 논문을 발표했고, 

역시 IGCAR 소속의 K. Laha 등은 ‘크리프 강도의 개선을 위한 석출물 강화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리스강에서의 크리프 공동의 억제’(Suppression of creep cavitation 

in precipitate-hardened austenitic stainless steel to enhance creep rupture strength)에 관한 

논문을 발표하였다. 또한 중국의 Zhou Guo-Yan 등은 ‘크리프 손상 비 컴팩트 

열교환기의 설계’(Design of compact heat exchangers against creep failure)에 관한 논문을 

내놓았다. 여기서는 S.C. Chetal 의 논문을 간략히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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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llenges in materials for future FBRs 
by S.C.Chetal, IGCAR, India 

 

S.C.Chetal 은 인도의 500MWe 급 고속증식 실증로인 PFBR 의 기계설계 부문의 

책임을 맡고 있는 원자로 엔지니어링 그룹의 부장이며, 본 논문발표에서는 FBR 의 

유통도, 재료 관련 고속로의 특성, 증기발생기와 노심 바깥 기기, 노심구조 주변 

영구기기 및 노심재료의 클래딩 등의 광범위한 재료에 해 발표하였다. 고속로의 

재료 선정에서 중요한 설계 인자는 노심 입구 및 출구 온도, 증기 출구 온도 

등이다. 

  

(a)       (b) 

Fig. 53 Steam generator tubing materials and comparison regarding thermal sizing 

 

 

Fig. 54 Steam generator tubing materials for PFBR and BN 800 

 

영국의 고속증식 원형로인 PFR 의 증기발생기에서 응력부식균열(SCC)이 발생한 

사례가 있어 개 증기발생기의 튜브 재료는 Fig. 53(a)에서와 같이 

증발기(evaporator)에서는 Cr-Mo 계열의 강을 채택하고, 과열기(superheater)에서는 

스테인리스강을 채택하고 있다. 이미 앞에서 다룬 FMS 계열(T91, T92) 등의 Cr-

Mo 강 계열은 Fig. 53(b)에서 보는 바와 같이 스테인리스강에 비해 고온 강도는 다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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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지지만 열전도도가 우수하여 상 적으로 적은 전열면적으로 열전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기를 상 적으로 컴팩트하게 제작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한편 세계적으로 현재 고속로 건설이 이루어지고 있는 두 개 원자로인 

PFBR(인도, 500MWe)과 BN 800(러시아 800MWe) 노형에서의 증기발생기 튜브의 

선정 현황은 Fig. 54 에서와 같다. 여기서 러시아의 BN 800 에서는 과열기에서도 

2.25Cr-1Mo 강의 사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온도를 505/490°C 로 15°C 를 내렸다는 

점이 주목을 끈다. 

PFBR 의 건설 현황은 2008 년 9 월 말 현재 안전용기(safety vessel) 설치가 

완료되었고, 원자로용기의 설치를 위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설견학을 통해 

볼 수 있었다. IGCAR 은 PFBR 건설을 2010 년 건설 완료하고, 2011 년 3 월 

상업운전을 개시한다는 계획이다. 인도는 2020 년까지 4 기의 500MWe 급 

고속증식로를 추가로 건설할 계획이며, 그 중 2 기는 동 칼파캄 부지에, 다른 2 기의 

부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 

 

2.1.8 ‘Creep-fatigue and design’ 세션 

크리프-피로 및 설계에 관한 본 세션에서는 5 편의 논문 발표가 있었다. 본 

세션에서는 IGCAR 에서 PFBR 의 크리프-피로 설계 및 평가에 참여한 연구자들이 

FBR 기기의 제작공차 영향, 설계, 손상 평가 및 일차 배관재료로서 SS304LN 의 

적용성 연구에 관하여 아래의 논문 세 편을 발표하였다. 그 아래 기술된 두 편의 

논문은 인도의 또 다른 원자력연구기관인 BARC(Bhabha Atomic Research Centre)의 

연구자들이 발표한 것이다. 

- Effect of manufacturing tolerance on design of FBR components. 

- Investigation on SS 304 LN as structural material for primary pipe with respect to creep-

fatigue damage. 

- Creep-fatigue damage assessment of special type of sodium to air exchanger having toroidal 

shape headers. 

- Fatigue studies on piping components including fatigue-ratcheting interaction. 

- A probabilistic approach to evaluate creep and fatigue damage in critical compon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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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Fretting fatigue and high cycle fatigue’ 세션 

프레팅 피로 및 고주기 피로에 관한 본 세션에서는 5 편의 논문 발표가 있었다. 

본 세션에서는 일본 나가오카 학의 Yoshiharu Mutoh 등이 ‘접촉패드 강성 및 

프레팅 피로설계 곡선의 영향’(Effect of contact pad rigidity and fretting fatigue design 

curve)에 해 발표하였고, 스위스의 Ingbert Klopfer 는 ‘공명 피로 시험기의 장점 및 

한계’(Advantages and limitations of resonance fatigue testing machine)에 해 발표하였다.  

프레팅 피로손상은 일반적으로 유동하중과 미끄럼 움직임이 동시에 일어나는 

수축부에서 발생하는데 프레팅 피로는 피로수명을 반 또는 그 이하로 단축시킬 수 

있다.  

이란의 G.H. Majzoobi 등은 ‘프레팅 피로시험을 위한 신장비’(A new device for 

fretting fatigue testing)에 해 발표하였고, 인도의 A.K.Shinha 등은 ‘프레팅 피로에 

의한 가압중수로의 증기발생기의 파손’(Failures of NAPS and KAPS steam generator (SG) 

tubes due to fretting fatigue)에 해 발표하였다. 220MWe 급 PHWR 에는 4 기의 

증기발생기가 장착되는데, 각 증기발생기에는 인코넬 800 재료로 만들어진 

1834 개의 U-튜브(16mm OD, 14mm ID)가 장착된다. 

 

2.1.10 ‘Structural integrity analysis’ 세션 

구조선전성 해석에 관한 본 세션에서는 5 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본 세션에서는 

‘PFBR 의 구조건전성에 한 품질 평가’(Quality assessment of structural integrity for 

prototype fast breeder reactor components) 및 ‘PFBR 에서 사용되는 두 가지 유형의 

잔열 교환기의 설계수명 비교’(Comparison of design life of two types of decay heat 

exchangers used in PFBR)에 관한 논문 발표가 있었다. 또한 독일 MPA 의 E. Roos 

등은 크리프 영역에서 운전되는 FMS 재료 용접부의 손상 모드에 해 발표하였고, 

이는 최근 내열재료의 현안사항인 FMS 재료의 용접부에 관한 것으로 주목을 

끌었는데, 여기서는 동 논문에 해 간략히 정리하였다. 

 
Description of failure modes in welded components operating in the creep regime 

by E. Roos et. al., MPA, 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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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은 기기의 제작에 있어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두 금속을 

접합하는 가장 핵심적인 제작 기술이지만 특히 9~12 Cr 강의 용접에서는 모재와 

용접선 부근의 미세 조직변화와 그것의 크리프 거동은 아직도 완전히 이해되지 

못한 부분이다. 이 논문에서는 크리프 영역에서 운전되는 용접부의 손상에 한 

상세거동을 조사하고, 고온강도를 개선시키기 위한 용착금속, 열처리 조건, 

측면(flank) 각도 설정 등의 최적화 방법에 해 기술하고 있다. 

 

Fig. 54 Formation of different HAZ due to the heat input during welding (schematic), modified 

calculate equilibrium phase diagram of P91 type steel 

내열특성을 갖는 마르텐사이트강의 현상학적 손상 양상은 Fig. 54 에서와 같이 

7 개의 영역으로 세분화시킬 수 있다. Mod.9Cr 1Mo 강 계열의 E911 모재와 HAZ 의 

크리프 변형률 특성 및 크리프 선도는 Fig. 55(a)에서와 같이 나타났다. 

Mod.9Cr-1Mo 강의 시편에서 용접금속과 모재의 강도면에서 matching, 

undermatching, overmatching 의 세 가지 경우에 한 크리프 파단 시험을 수행한 

결과 크리프 파단 강도는 Fig. 55(b)에서와 같이 overmatching > Matching > 

undermatching 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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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5 Creep strain characteristics for E911 BM and HAZ (left), Creep diagram of E911 BM, 

matching -, overmatching - and undermatching WM 

 
Fig. 56 E911 CW specimen with typical type IV fracture, (σ = 120MPa, T = 600 C, tR = 5538h) 

 

Mod.9Cr 1Mo 강의 용접부에서 소위 ‘Type IV 크래킹’ 특성을 갖는 CW(cross-weld) 

시편의 전형적인 Type IV 균열양상은 Fig. 56 에서와 같이 나타난다. 또한 10 만 시간 

기준으로 용접부의 크리프 강도 감소계수는 Fig. 57 에서와 같이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계수가 가파르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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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7 Weld strength factors for 100.000 h creep rupture strength 

 

용접부의 크리프 강도를 개선시키기 위한 최적의 용접후열처리 방법에 

해서도 본 논문에서는 다루고 있다. 본 재료가 사용되는 기기에서 균열이 

발생하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추가적 계장장치를 이용한 신뢰성 있는 손상의 

감시와 비탄성 해석적 접근이 요구된다. 

 

2.1.11 ‘Creep and fatigue of welds’ 세션 

용접부의 크리프-피로 세션에서는 4 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본 세션에서는 

내열재료의 용접 결함 거동과 관련하여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Mod.9Cr-1Mo 강의 

크리프-피로 관련 논문이 3 편 발표되었고, 316L(N) 스테인리스강의 저주기 피로, 

크리프-피로 상호작용 및 용접에 관한 논문이 1 편 발표되었다. 

 
Creep-fatigue crack behavior of a Mod.9Cr-1Mo steel structure with weldments 

by Hyeong-Yeon Lee et. al., KAERI, Korea 

 

이 논문은 용접부를 갖는 Mod.9Cr-1Mo 강 구조의 크리프 피로 균열개시 및 

균열성장에 관한 평가절차 개발 및 구조시험 결과와의 비교에 관한 논문이다. 현재 

선진국에서 개발된 고온 구조 결함평가 절차로는 프랑스의 RCC-MR A16[7] 절차와 

영국의 R5[1], 미국의 API579[4] 등의 절차가 있으며, 이들 중 평가절차로서 가장 잘 

갖추어진 A16 절차도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리스강에 해서만 절차를 제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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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최근 고온 화력 및 원자력 발전설비에서 채택되고 있는 Mod.9Cr-1Mo 강에 

한 절차는 제시되지 않은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Mod.9Cr-1Mo 강의 크리프-

피로 평가 절차를 A16 기반으로 확장 개발하였고, 개발된 절차의 적용성 및 

보수성을 조사하기 위해 Fig. 58 에서와 같은 축 칭 형상의 3 개 재료로 구성된 

용접구조물에 해 Mod.9Cr-1Mo 강 재료의 결함위치 1,2 에서의 균열 거동에 해 

Fig. 59 와 같은 형상의 3 차원 해석모델을 이용하여 고온 파괴거동 평가를 수행하고, 

이를 시험결과와 비교 및 분석하였다. 

 

Mod.9Cr-1Mo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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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oy 800H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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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8. Schematic diagrams for axisymmetric model 

 

 

Fig. 59. 3D half symmetric finite element model 



 - 64 - 

0.0

0.2

0.4

0.6

0.8

1.0

0 50 100 150 200 250 300

C-F load cycles (N)

C
-F

 c
ra

ck
 g

ro
w

th
 (m

m
)

KAERI model

CEA model

 
(a) assessment results       (b) observed images after 300 load cycles 

Fig. 60 Creep fatigue crack growth behavior 

 

크리프-피로 균열성장에 한 평가와 관련하여 크리프 균열성장 모델에 본 

연구에서 개발한 KAERI 모델과 프랑스 CEA 의 모델을 적용한 결과 Fig. 60(a)에서와 

같이 KAERI 모델을 이용하는 경우가 더 보수적인 결과가 나왔다. 실제 

구조시험으로부터 얻은 이미지는 Fig. 60(b)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균열성장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둔화 양상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본 평가결과는 보수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다 많은 재료 및 구조시험 데이터를 이용하여 보수성의 

정량화 및 평가절차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The impact of welding on the creep properties of advanced 9-12% Cr steel 

by Peter Mayr e et. al., Graz Univ. of Tech. , Austria 

 

이 논문은 9-12% 고크롬 강 Cross-Weld 크리프 강도 및 동 FMS 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Type IV 크래킹에 해 논리적으로 잘 설명을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장기간 크리프 물성치(long-term creep property)’라 하면 고온에서 10 만 

시간 크리프 파단강도를 의미한다. 그런데 10 만 시간은 11 년 이상의 긴 시간으로 

시간의 제약과 비용 문제로 인해 실제 10 만 시간의 크리프 데이터를 얻는 것은 

어려우므로 단기간 크리프 물성치로 외삽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cross-weld 

용접재료에 한 장기간 크리프 강도는 그간 수행된 연구가 적어 더욱 더 수집이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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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1. Comparison of cross weld creep rupture strength to mean base material creep rupture 

strength of grade (600°C) 

 

Fig. 62. Risk of over-estimation by short-term creep tests 

 

Mod.9Cr-1Mo 강의 모재 기준 크리프 파단강도 시험결과의 평균치 및 ±20% 분산 

밴드는 Fig. 61 에서와 같이 나타나며[9], cross-weld 를 가진 시편에서 용접금속과 

모재의 강도면에서 matching, undermatching, overmatching 의 세 가지 경우(용착금속 

Fig. 34 에 명시)에 한 크리프 파단 강도 시험 결과를 중첩시킨 그림은 Fig. 61 에 

제시되어 있다. 크리프 파단 강도는 matching > overmatching > undermatching 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Fig. 55(b)에서의 크리프 파단강도 순서가 overmatching > 

matching > undermatching 의 순인 것과는 비가 되는 것이지만, Fig. 55(b) 및 F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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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에서 ‘matching’과 ‘overmatching’에서의 크리프 파단강도 차이는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cross-weld 크리프 강도는 세 가지 용착금속에 무관하게 크리프 

강도가 장기간으로 가면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크리프 유지 시간이 10,000 시간을 넘어서면서 파단강도가 

빠르게 떨어진다는 점이다. 따라서 Fig. 62 에서 보는 바와 같이 10 만 시간의 크리프 

파단강도를 구하는데 있어 단기간 크리프 데이터를 이용하여 외삽할 경우 실제 

강도보다 크게 평가하는 과  평가 결과를 가져와 결과적으로 비보수적인 크리프 

파단평가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다. 단시간의 크리프 데이터로 장시간의 크리프 

피로강도를 외삽하는 것은 크리프 응력 크기와도 유관하다. 일반적으로 높은 응력 

수준에서 크리프는 멱급수 법칙(power-law)로 묘사되는 상승 공정(climbing process)이 

지배하지만, 낮은 응력수준에서는 크리프 기구가 확산 유동 형태로 바뀌며, 따라서 

높은 초기응력으로 장시간의 크리프 파단특성을 외삽하는 데에는 크리프 강도의 

‘과 평가’ 평가라는 위험이 수반된다. 

 

Fig. 63. Crossweld creep specimen failed in the Type IV Region with corresponding EBSD 

grain mapping 

 

 
Fig. 64 EBSD image of fine-grained region revealing small equiaxed ferritic grains of the creep 

damaged area in the left HA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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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11 cross-weld 시편의 Type IV 영역 및 EBSD(Electron Backscatter Diffraction) 

영상은 Fig. 63 에 제시한 바와 같이 FGHAZ 에서 발생한 것을 알 수 있고 이에 

한 보다 상세한 이미지는 Fig. 64 에 제시되어 있다. 

 

2.1.12 ‘Innovative testing methods for creep and fatigue’ 세션 

크리프 및 피로 관련 혁신적 시험 방법에 관한 본 세션에서는 6 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저주기 피로, 크리프 시험, 크리프 물성치 및 열화된 튜브 재료의 

기계적 물성치 측정 시험과 관련하여 축소모형(miniature) 시편을 이용한 세 편의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고크롬 내열재료와 관련하여, 그리고 새김자국(indentation)을 

이용한 논문도 아래와 같이 발표되었다. 

- Creep property measurement of P91 steel by small punch test using further miniaturized 

specimen. 

- Estimation of fatigue damage in materials using indentation testing, infrared thermography and 

non-linear ultrasonics. 

- Experimental and numerical study of ball indentation for evaluation of mechanical properties 

and fracture toughness of structural steel. 

 

2.1.13 ‘Creep and fatigue life prediction ’ 세션 

크리프 및 피로 수명 예측에 관한 본 세션에서는 7 편의 논문 발표가 있었다. 

여기서는 ‘지난 100 년간의 크리프 데이터의 평가에 있어서의 진전에 한 

논문’(Advances in the assessemtn of creep data during the past 100 years, Stuart Holdsworth, 

Switzerland)과 ‘증기 터빈 기기의 크리프-피로 수명평가’(Life assessment for creep and 

fatigue of steam turbine components, Shigeo Sakurai, Japan) 및 ‘고온 보일러 기기의 

크리프 피로 수명 평가’(Creep fatigue life evaluation of high temperature boiler 

components) 등의 고온 관련 논문 발표가 있었다. 여기서는 첫 번째 논문에 해 

간략히 살펴본다. 

 
Advances in the assessment of creep data during the past 100 years 

by Stuart Holdsworth, SFIMTR, Switzer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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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사용되고 있는 크리프 및 파단 관련 많은 고전적 모델들은 1950 년  및 

1960 년 에 개발된 것들이며, 1970 년  및 1980 년 에는 이와 관련된 연구활동이 

소강상태를 보였다. 그러나 고온 플랜트의 수요가 많아지면서 동 연구는 지난 

20 년간 꾸준히 증가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지난 100 년간 크리프 평가에 있어서의 

진전 과정에 해 되돌아보고, 동 개발에 기여한 인자들에 해 조사하였다. Fig. 

65 는 고전적은 크리프 시간이력 및 응력-변형률 선도를 보여주고 있다. 

 

 
Fig. 65. Schematic representation of : (a)a creep-rupture curve showing primary, P, secondary, S, 

and tertiary, T, deformation regimes, and (b) strains generated during a creep test 

 

 

  일차 크리프, 이차 크리프 및 삼차 크리프의 표적인 수식들은 아래와 같이 

정리되며 수식에 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원 논문[10]에서 참조할 수 있다. 

Primary creep 

Logarithmic : log(1 )f a btε = +  

Power b
f a tε = ⋅  

Exponent log(1 )bt
f a eε −= −  

Sinh sinh( )c
f a btε = ⋅  

Secondary creep 

Power 
.

,min
n

f dε 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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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onent 
.

,min
e

f de σε =  

Sinh 
.

,min sinh( )f d eε σ= ⋅ ⋅  

Tertiary creep 

Power g
f f tε = ⋅  

Exponent ( )1gt
f f eε −= −  

Damage 
.

(1 )

n
f q

a
w
σε ⋅

=
−

 where 
.

(1 )

k

r
cw

w
σ⋅

=
−

 

Omega 
. .

f o e εε ε Ω= ⋅  

 

여기서 a, b, c, d, e, f 는 fitting 상수이다. 

 

2.1.14 ‘Superalloys ’ 세션 

본 초합금 세션에서는 6 편의 논문 발표가 있었다. 여기서는 

초고온원자로(VHTR)의 ‘초고온 용도 재료후보인 Inconel 617 의 크리프 및 장기 

크리프 수명 외삽법’(Creep behaviour and long-term creep life extrapolation of alloy 617 for 

a very high temperature gas-cooled reactor)에 한 논문과 ‘고온에서 617 호일의 크리프 

거동’ (Creep behavior of Inconel 617 foils at high temperature)에 한 논문 등의 발표가 

있었다. 또한 통상의 인코넬 718 과 개량형 718 의 저주기 피로거동 및 인코넬 

783 의 저주기 피로 거동에 한 논문 발표도 있었다. 

3. 토의 및 요약 

CF(Creep-Fatigue)-5 컨퍼런스가 인도의 IGCAR(Indira Gandhi Centre for Atomic 
Research)과 IIM(The Indian Institute of Metals)의 공동 주최로 2008 년 9 월 24-
26 일까지 3 일에 걸쳐 고속증식 실증로(500MWe 급), PFBR 이 건설되고 있는 인도의 
IGCAR 에서 개최되었다.  
소듐냉각 고속로, 고온가스로 등의 제 4 세  원자로와 초초임계(USC) 

화력발전설비 등은 발전효율 향상과 관련하여 운전온도가 상승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이들 고온 설비의 구조 설계 및 손상 평가에서 현재 가장 큰 기술 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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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의 하나는 고온 크리프, 피로 및 크리프-피로 손상을 실제에 가깝게 평가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번 학회에서는 20 개 세션에서 총 143 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는데, 주최기관이 소듐냉각 고속로를 개발하는 곳이어서 고속로 개발관련 
논문이 많았고, 고온 화력발전설비, 고온가스로, 핵융합로 및 고온 항공설비 부문의 
논문도 다수 발표되었다. 본 분석보고서에서는 주로 고온 원자로 구조의 크리프 및 
크리프-피로 관련 논문들의 기계 설계, 건전성 평가 및 재료개발과 재료시험 부문에 

해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번 컨퍼런스의 재료 설계, 개발 및 시험부문에서는 유망한 내열강으로서 최근 

채택이 증가하고 있고, 또한 개량 재료의 개발이 한창인 고크롬(9-12% Cr)강의 개발, 
장기간 크리프 파단강도의 결정 및 관련 기술현안, 동 재료 용접부에서 나타나는 
Type IV 크래킹 등에 해 많은 논문 발표 및 토의가 이루어졌으며, 여기에서는 
일본 NIMS 측 참여자들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열팽창이 낮고, 열전도도가 높으며 
기계적 강도 및 크리프 강도가 우수하여 지금은 고온에서 운전되는 
초초임계화력설비에서 사용이 보편화되고 있는 Grade 91 는 물론 Grade 92 및 Grade 
122 에 해 여러 편의 논문 발표가 있었다. FMS 재료 관련 설계, 평가, 미시적 
재료 거동 등에 한 논문이 많이 발표되어 관련 연구가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계구조 설계, 건전성 평가 부문에서는 현재 고속증식 원형로를 건설 중인 
IGCAR 측의 설계,제작 및 연구개발 관련 논문 발표가 많았으며, 특히 FMS 재료의 
크리프-피로 상호작용에 한 평가 및 고온구조의 크리프-피로 균열거동 평가, 
파단전누설 등을 포함한 고온 구조물의 건전성 이슈가 폭넓게 다루어졌다. RCC-
MR 을 따른 PFBR 의 설계 및 A16 절차를 따른 고온 구조물의 결함평가에 한 
논문발표도 이어졌다.  
이번 크리프-피로 컨퍼런스가 노심 출구온도 547°C 의 크리프 영역에서 

운전되는 PFBR 의 건설부지에서 열려 그 의미가 더해지는 것으로 보였다. 제 4 세  
원자로 개발, 고온화력설비 개발 분야에 참여하고 있는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은 
이번 컨퍼런스에서 최신 기술 및 최근의 현안 기술들에 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본 학술 회 관련 웹 사이트는 http://www.cf5.co.in/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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