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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본 기술현황 분석보서는 2007 년도에 개최된 미국기계학회(AMSE)의 

ASME PVP 2007 / CREEP 8 조인트 컨퍼런스와 2006년도에 개최된 구조재료의 

피로손상에 관한 국제학술 대회 VI(International Conference on Fatigue Damage 

of Structural Materials VI)에서 발표된 논문들을 토대로 고온 구조물의 결함 및 

수명 평가에 관한 최근 기술현황을 분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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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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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sessment and life evaluation of high temperature structure based on the papers 

presented in the two international conferences of ASME PVP 2007 / CREEP 8 which 

was held in 2007 and ICFDSM VI(International Conference on Fatigue Damage of 

Structural Materials VI) which was held in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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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ASME-PVP 2007 / CREEP 8 조인트 컨퍼런스 

1.1 개요 

ASME PVP 2007 / CREEP 8 컨퍼런스[1]는 미국기계학회(AMSE)의 

압력기기공학회로서 매년 정기적으로 열리는 ASME PVP 와 1963 년 이래로 고온 

기기의 설계, 평가 및 고온 크리프 거동 평가와 관련하여 4~6 년에 한 번씩 열리는 

CREEP (Creep and Fatigue at Elevated Temperatures) 학회가 공동으로 열린 조인트 

컨퍼런스였다. 본 컨퍼런스에서는 567 편의 기술 논문 발표와 170 건 이상의 기술 

및 패널 세션(technical & panel session), 6 건의 Tutorial 및 워크숍, 학생논문 경진대회 

등이 개최되었으며, 전체적으로 약 1,000 여명이 인원이 참가했다. 이번 조인트 

컨퍼런스에서는 설계 및 해석, Codes & Standards, 유체 구조 상호작용(FSI), 재료 및 

제작, 지진, 비파괴 검사, 컴퓨터 기술, 고온 크리프 및 피로 등 압력기기, 배관의 

설계, 평가 및 요소기술 등과 관련된 전반적 토픽에 대해 광범위하게 논문발표가 

이루어졌다. 본 보고자는 CREEP 8 컨퍼런스에서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본 기술현황 

분석 보고서에서는 고온 구조 수명평가, 크리프, 고온 피로, 크리프-피로, 

내열재료의 미세구조 변화, 손상 역학 및 용접 특성 부문의 논문들에 대해 분석을 

수행하였다. 

 

1.2 ASME PVP 2007 / CREEP 8 소개 

 
ASME PVP 컨퍼런스는 ASME 가 주관하는 미국 압력기기공학회로서, 

원자력발전소, 화력발전소 등의 압력용기와 배관에 대한 재료 및 구조 설계, 건전성 
평가, 제작, 운전 및 비파괴 검사 등과 관련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열리는 거대 
규모의 국제 학술대회이다.  

CREEP 8 컨퍼런스는 고온 기기의 설계, 평가, 운전, 및 거동 평가와 관련하여 

4~6 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학술대회이며, 이번 8 차 회의는 ASME PVP 와 공동으로 

개최되었다. 특히 CREEP 8 컨퍼런스는 2001 년 6 월 일본에서 CREEP 7 이 개최된 후 

6 년 만에 개최된 것으로, 크리프, 고온 피로 및 크리프-피로 등의 기술 세션에 

세계적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하였다. 
고온 크리프-피로 환경에서 운전되는 고속증식로[2] 및 고온가스로 등의 

발전설비 또는 산업체 고온 구조물의 용접부와 모재 부분의 설계 평가기술 및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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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과 관련하여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세계 최대의 고온 크리프 데이터 구축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 일본의 NIMS 를 주축으로 한 일본 연구진이 많이 
참가하여 크리프 데이터 구축 관련 현안 이슈들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1.3 분야별 발표현황 

 

ASME PVP 2007 / CREEP8 컨퍼런스에서는 전체 논문이 CD 로 배포되었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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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 편수는 다음과 같다. 

 

(1) ASME PVP 2007 의 Volume (7 권) 
 
- Codes and Standards-2007 : 67 편 (High Temperature Codes and Standards 세션 포함) 
- Computer Technology-2007 : 36 편  
- Design and Analysis-2007 : 62 편 
- Fluid Structure Interaction-2007 : 68 편 
- High Pressure Technology, Nondestructive Evaluation, and Student Paper Competition-2007 : 
30 편 
- Materials and Fabrication-2007 : 119 편 (Materials for Gen IV Nuclear Reactor Internals & 
BOP 세션 포함) 
- Operations, Applications and Components-2007 : 64 편 
- Seismic Engineering-2007 : 39 편 
- Creep and Fatigue at Elevated Temperatures-CREEP 8 : 82 편 
 
(2) CREEP 8 의 세션 (82 편) 
 

+ Life Assessment of Components 

+ Fatigue and Creep-Fatigue Interaction 

+ Creep in Metallic Materials for Nuclear Applications 

+ Computational Modeling of Creep Damage and Fracture 

+ Extrapolation Methods for High Temperature Creep 

+ Nondestructive Inspection for Creep Damage 

+ Microstructural Changes and Damage Mechanisms 

+ Weldment Behavior, Testing and Mod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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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vanced Heat Resistant Alloys 

+ Flaw Assessment at Elevated Temperature 

+ Parametric Analysis, Statistics and Property Prediction 

+ Effects of Composition, Fabrication Methods and Service Exposure 
 

세계적으로 많은 전문가가 운집하는 최대의 압력기기 공학회인 ASME PVP 

2007 의 다른 Volume 인 Design and Analysis(62 편), Fluid Structure Interaction (68 편), 

Material and Fabrication (119 편) 및 Operation, Applications and Components(64 편), Codes 

and Standards (67 편) 부문에서도 많은 논문 발표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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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크리프 영역에서 운전되는 원자력 및 화력 

발전설비 등 고온 구조의 설계 및 평가 와 관련된 최근의 동향도 부연 설명하였다. 

 

1.4 주요 발표 논문 소개 

CREEP 8 컨퍼런스에는 크리프, 피로 및 크리프-피로 분야 등을 포함한 고온 

설계 및 평가 부문의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ASME PVP 

2007 / CREEP 8 컨퍼런스에서 발표된 567 편의 논문 중에서 CREEP 8 (82 편) 

Volume 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분석을 수행하였다. ASME PVP 2007 에서는 

‘Materials and Fabrication’ Volume 의 ‘Materials for Gen IV Nuclear Reactor Internals & 

BOP’ 세션 논문과 ‘Codes and Standards’ Volume 의 ‘High Temperature Codes and 

Standards’ 세션의 논문에 대해서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각 부문별 주요 논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5 Creep 8 주요 논문 

 

1.5.1 Computational Modeling of Creep Damage and Fracture 세션 

 

Determination and modeling of the creep propagation on high chromium steel  

by Olver Ancelet (CEA Sacley, France) et. al. 

 



 - 4 - 

고온 구조물의 설계 및 평가에는 무결함(defect free)의 가정 하에 안전계수를 

고려하는 고온 설계 평가(design evaluation)와 가동 중 발견된 결함 또는 균열에 

대해 안전 여유도를 고려하지 않는 건전성 평가(integrity assessment)가 있다. ASME-

NH[3] 및 RCC-MR[4]은 안전계수가 고려된 설계평가 지침이고, A16[5](RCC-MR 의 

부록) 및 영국의 R5 는 안전계수가 고려되지 않은 평가지침이다. ASME 코드에는 

현재 고온 평가지침이 구비되어 있지 않은 반면 RCC-MR 에는 A16 평가 절차를 

구비하고 있다.  

그러나 A16 의 크리프-피로 손상 또는 결함 평가 절차에는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 강에 대해서만 절차가 제시되어 있고, 최근 고온 구조에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 Mod.9Cr-1Mo 강에 대해서는 재료의 물성치 및 관련 수식(크리프 

균열 성장식)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상태여서 동 재료에 대해 A16 을 따른 평가가 

아직은 불가한 상태이다. 

  본 논문에서는 Mod.9Cr-1Mo 강의 크리프-피로 결함평가와 관련하여 다수의 

재료시험에 기초한 크리프 균열성장 수식을 제공하고 있다. 프랑스의 CEA 는 

Mod.9Cr-1Mo 강과 관련하여 방대한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 중에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Mod.9Cr-1Mo 강의 결함평가의 절차 개발과 관련하여 550°C 에서의 

크리프 균열 성장식을 제시하고, 이의 검토를 위한 2 차원 및 3 차원 유한요소 

해석을 수행했다.  

    

그림 1. CEA 의 크리프 시험 조건 및 크리프 균열 시험 데이터 

 

그림 1 에는 5 개 시편의 크리프 시험조건 및 시험결과가 명시되어 있고, 그림 

1 의 우측 그림에는 크리프 균열성장(da/dt) 시험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본 논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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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재 Mod.9Cr-1Mo 강 재질의 CT 시편에 대한 크리프 균열 성장식은 C* 적분식을 

이용하여 다음 식과 같은 형태의 크리프 균열성장 모델식을 제시하고 있다. 

3 *0.6424.8 10da C
dt

−= ×  

 

1.5.2 Flaw Assessment at Elevated Temerpature 세션 

 

Constraint effects on creep crack growth 

by P. Budden et. al. (British Energy Generation Ltd.,UK) 

 

본 논문에서는 오스테나이트강과 페라이트강 재질의 형상과 크기가 다른 시편에 

대해 구속(constraint)조건이 크리프 균열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하였다. 

이론적 크리프 균열성장 모델, 다양한 시편 형상 및 크기에 대한 시험 데이터에 

대해 분석을 수행하고, Out-of-plane 구속과 두께가 다른 CT 시편에 대해 분석을 

수행했다. 또한 균열성장에 미치는 균열길이, 하중 및 in-plane 구속의 영향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크리프 균열 성장 평가와 관련하여 시간 의존 

손상평가선도 접근법에서 구속 영향을 고려한 평가법을 제안했다. 평가 결과 low-

constraint 시편은 주어진 C* 적분 값에 대해 균열성장 저항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론적 모델에서도 구속의 감소는 크리프 균열성장 속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 효과는 크리프 취성 재료보다 크리프 연성 재료에서 더욱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균열성장 개시 시간은 구속 수준이 줄어들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크리프 연성 재료에서 동 현상은 더욱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Creep-fatigue damage and crack intiation for a Mod.9Cr-1Mo structure with weld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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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C(Ultra Super Critical) 화력발전소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Mod.9Cr-1Mo 강은 

제 4 세대 원전 및 액체금속로 고온 구조 재료로서 채택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동 

재료 관련 고온 설계코드인 미국의 ASME-NH 와 프랑스의 RCC-MR 은 아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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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용접 접합부의 설계 데이터가 완전하게 구비되어 있지 않고, 설계 

평가절차도 불완전한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Mod.9Cr-1Mo 강으로 제작된 

구조시험편을 이용하여 설계 코드의 보수성을 정량화하였다. 또한 결함이 존재할 

경우 결함부의 균열개시 평가와 관련하여 RCC-MR 의 A16 절차가 스테인리스강에 

대해서만 절차를 제시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Mod.9Cr-1Mo 강 재료에 대해 A16 

절차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구조시험 관찰결과를 이용하여 그 

보수성을 정량화하였다. 구조시험 및 설계 평가를 비교한 결과 설계코드 및 

평가절차는 동 재료에 대해 과도하게 보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 재료의 

균열 개시평가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적용한 σd 방법은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Creep deformation and failure assessment of steel weldments 

by Bilal Dogan (GKSS, Germany) 

 

고온구조물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결함은 용접 접합부에서 발생한다. 균열의 

발생 원인은 일반적으로 HAZ 와 용접금속에서 장기간 운전에 따라 연성이 

감소하기 때문이며, 여기에 크리프 연성을 더욱 떨어뜨리는 다축 응력상태가 

부가되면 손상은 더욱 가중된다. 본 논문에서는 starter 노치 위치(용접금속, HAZ)와 

균열성장 경로에 따른 손상 이미지 관찰로부터 크리프 균열성장(CCG) 데이터 

평가를 수행했다. 관찰결과 균열성장 개시 및 성장은 균열 선단 starter 위치에 

상관없이 응력을 받고, 크리프 취약 부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균열개시 길이는 ∆a=0.2mm 로 정의했다. CCG 속도는 starter 균열에서 초기 균열이 

개시될 경우 C*(t) 적분과 상관 관계가 잘 정의되었지만 out of plane 균열성장에 

대해서는 적용이 부적합하였다.  

 

1.5.3 Fatigue and Creep-Fatigue Interaction 세션 

 

Creep-Fatigue damage –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by David W. Gandy et. al. (EPRI,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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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미국 EPRI 가 주최한 Creep-Fatigue 손상 관련 국제 전문가 워크숍 

(International Expert Workshop on Creep-Fatigue Damage Interaction : 2006 년 7 월 개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다루어졌던 기술현안 및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있다. 

전문가 워크숍에서는 세계적으로 활동 중인 핵심 산업체 및 연구기관의 전문가들이 

모여 다음 내용들을 다루었다.  

- 크리프-피로 시험방법의 평가 및 문서화 

- 균열개시 및 성장관련 해석 방법의 평가 

- 다른 곳에 적용하기 위한 수명예측 방법에 관한 협의 

- 크리프-피로 손상 부문에 존재하는 부족기술 

- 향후 연구 개발 항목의 도출 

전문가 회의에서 얻은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현재 크리프-피로 시험에 관한 국제 표준 또는 CoP(Code of Practice)가 아직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여러 개 기관으로부터의 실험결과를 상호 비교해보기 

위해서는 이들의 정비가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크리프 손상 평가와 관련하여 

기존의 시간 비율법칙(time fraction rule)과 연성소모법(ductility exhaustion rule)에 대한 

비교연구가 수행되었다. 또한 다양한 재료에 대한 크리프-피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하중제어 경우와 응력 완화 경우에서 최적의 크리프 방정식 개발, 반복하중을 받을 

때 재료의 반복 경화 및 연화의 수치적 모사, 기기의 평가를 위한 지침의 개발을 

향후 연구개발 필요 항목으로 전문가들은 제시했다. 

 

1.5.4 Weldment Behavior, Testing and Modeling 세션 

 

Long term creep rupture strength of 9Cr-1MoNBV Narrow Gap Welded Joints improved by 

normalizing and tempering after welding 

by Tahashi Sato et. al. (Kure Research Laboratory, Bobcock-Hitachi K.K, Japan) 

 

본 논문은 요즘 화력발전소에서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Mod.9Cr-1Mo 강의 용접부 

크리프 파단  특성 및 용접방법(narrow gap weld) 등에 대해 실제 산업체에서 

적용하고 있는 흥미로운 내용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 그림 2 는 Mod.9Cr-1Mo 강의 

경도측정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용접열영향부(FG-HAZ)에서 용접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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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화(softening)가 발생함을 보여주고 있다. 동 부위는 흔히 Type IV 균열이 발생하는 

곳이다. HAZ 에서의 연화는 배관에서 용접이 원주방향으로 이루어지면 HAZ 에 

수직하중을 유발하는 축방향 응력이 대개 낮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축방향 

용접이 이루어질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용접 접합부에서의 크리프 파단강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효율적 

방법으로서 용접 후(Post Weld) Normalizing-Tempering(PWNT) 열처리를 제안했다. 

두께가 40~50mm 인 9Cr1MoNbV  판재에 대해 자체 개발된 용착 금속을 이용하여 

PWNT 용접을 실시한다.  

   
그림 2. 보일러 고온 재열배관의 Narrow gap TIG seam 용접 공정 

 

 

그림 3. 용접조건, 용접부 형상 및 열처리 조건 

 

그림 3 에서와 같이 Normalizing 은 1050°C 에서, Tempering 은 780°C 에서, 그리고 

기기에 대해 750°C 에서 응력완화(stress relieved)를 실시하고, 용접부 재료 물성치를 

측정하였다. 이와 같은 열처리를 했을 때 HAZ 의 미세조직은 용접 전과 비슷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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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로 개선되었고, 용접부 크리프 파단강도도 모재 값과 같은 수준으로 

개선되었다. 용접 후 (Post Weld) Normalizing-Tempering 열처리는 PWNT 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재료학적으로 HAZ 의 연화는 적절한 ‘PWNT’에 의해서 복원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용접구조에 대해 PWNT 후에 용접부의 응력완화를 위해 

다시 응력완화(SR) 열처리를 2~5.5 시간 동안 실시했다. 동 용접 절차는 그림 2 와 

같은 형상의 USC(Ultra Super Critical) 발전소 보일러 재열배관(boiler hot reheat 

piping)의 seam weld 에 성공적으로 적용되었으며, 첫 적용 플랜트는 현재 거의 

50,000 시간 동안 가동해오고 있지만 비파괴 검사결과 결함의 발생 없이 안전하게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1.5.5 Microstructural Changes and Damage Mechanisms 세션 

 

Creep damage evaluation of fine-grained HAZ in Mod.9Cr ferritic heat resistant steel 

weldments 

by N. Yoneyama et. al. (IHI,Japan) 

 

9Cr 강 용접 접합부에서는 Type IV cracking 이 FG(Fine Gradin)-HAZ 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크리프 손상을 받은 시편의 FG-HAZ 는 크리프 void 부근에서 

조대화된 큰 입자 (large coarsening grain)를 갖는 경우가 있다. 이 같은 

회복현상(recovery phenomena)은 FG-HAZ 에 국한되며, 회복된 미세구조(recovered 

microstructure)는 용접 입열량에 영향을 받는다. 본 논문에서는 그림 4 에서와 같이 

EBSP(Electron Back-Scattered Diffraction Pattern) 의 미세구조 변화를 분석하여 크리프 

파단 수명과 coarsened sub-grain 또는 입자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 조사했다. 또한 

EBSP 와 탄소 추출 표면복제기법(replica technique)을 이용하여 Mod.9Cr-1Mo 강 용접 

각 부위의 손상을 관찰 및 비교하였다. 

관찰결과 FG-HAZ 의 입자크기는 위의 EBSP 그림 4 의 좌측 (b), (d) & (e)와 

우측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크리프 파단 수명에 가까워질수록 입자의 크기가 

증가하였다. 따라서 이 조대화(coarsening) 현상을 관찰함으로써 수명평가를 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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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Mod.9Cr-1Mo 강의 EBSP 이미지 

 

Sub-Surface cracking in circumferential seam welds : the new face of an old problem? 

by K. Coleman et. al. (EPRI, USA) 

 

지난 수 년 간 미국 화력발전소의 seam 용접부에서 균열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분석 및 이해를 도모하고자 배관 및 헤더 샘플을 여러 개 채취하여 

파괴적으로 손상관찰 및 원인분석을 수행했다. 또한 보다 신뢰성 있는 분석이 

가능하도록 데이터 수집이 가능한 곳에서는 용접부에 대해 설계 및 운전 이력 

데이터를 수집하고, 고온 배관 헤더의 seam 용접부에서 발생한 균열에 대해 문헌 

조사도 수행했다. 

조사결과 우리가 유의해야 할 사항은 많은 경우에 균열들이 표면 아래(sub-

surface)에서 발생했다는 점이다. 또한 중요한 것은 균열의 대다수 경우가 공장 제작 

시의 용접부 (shop fabricated welds)에서 발견되었다는 점이다. 이 같은 균열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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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은 현재 존재하는 어떤 기술적 설명도 명쾌히 균열발생 기구를 설명해주지 

못하는 독특한 손상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다만 파괴적 손상을 관찰한 

결과 고온 용접부의 크리프 파단은 모재에서의 파단보다 상당히 빠른 시간에 

발생한다는 점이 기존의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과 일치하는 대목이다. 

용접이 게재되면 구조는 부분적으로 물성치가 상당히 다른 heterogeneous 구조가 

되며, 특히 이것이 고온에서 운전되면 용접부는 고온 강도 및 연성이 모재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특성이 있고, 손상은 취약부위에 누적되며 모재에 비해 연성이 

크게 떨어지는 용접부의 균열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게 된다.  

고온 배관 및 헤더에서 원주방향 seam 용접부에서의 응력상태는 기계적 하중과 

열 하중은 물론 모재 및 용접 열 영향부에서의 재료성질이 상당히 다르다는 

특성으로 인해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된다. 유럽에서는 이미 CrMoV 강 배관이 

정상상태 운전하중을 받을 때 취약부위에서 Type IV 또는 Type IIIa 균열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실증한 바 있다. 또한 유럽의 운전경험에서 굽힘 모멘트가 매우 

크지 않은 경우 표면 아래(sub-surface)에서 균열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Microstructure and creep rupture strength of welded joints in the Steel P91 

by Jaroslav Purmesky et. al. (Research and Development Ltd., Czech. Republic) 

 

본 논문은 고온에서 용접 접합부의 크리프 파단이 왜 용접 열영향부(HAZ), 특히 

intercritical zone(IC-HAZ)에서 발생하는 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동 기구를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P91 강과 같은 크리프 강도가 우수한 내열강에서 

cross-weld 접합부의 크리프 파단강도는 통상 모재 대비 약 20~30%나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내열강 재료의 크리프 강도를 향상시켜주는 Precipitation 

strengthening(PS)은 secondary phases (M23C6 와 nanoparticles of MX)의 interparticle 

spacing(IPS)에 의존한다. HAZ 에서의 IPS 를 평가하기 위해 미세구조 및 물성치의 

평가를 위한 모델링 기법을 적용하고, TEM(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을 

이용해 HAZ 의 미세구조를 분석했다. 분석결과 HAZ 에서 secondary phases 의 IPS 는 

모재에서의 값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로 인해 HAZ 의 항복강도, 경도 

및 크리프 파단강도는 모재에 비해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HAZ 의 크리프 

파단강도는 모재 대비 약 20%가 낮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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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단은 보통 IPS 값이 가장 높은 곳으로 나타나는 소프트 존(soft zone)에서 

관찰된다. 본 논문은 HAZ modeled 영역에서 HAZ 부분의 크리프 시험에 관해 

신뢰성 있는 크리프 파단강도 값을 얻기 위한 시험시간은 최소 40,000 시간(약 

4.5 년)이 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1.5.5 Extrapolation Methods for High Temperature Creep 세션 

 

Methodoldgy of creep data analysis for advanced high Cr ferritic steel 

by K. Maruyamna et. al. (Tohoku University, Japan) 

 

본 논문은 장시간 크리프 파단 수명의 외삽 결정과 관련하여 기존의 방법은 

파단수명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제안한 논문이다. 본 논문은 세션 발표에서는 물론 크리프 데이터 패널 

세션에서도 많은 주목을 받았던 논문이다. 

장시간 크리프 파단 수명 데이터는 대개 단시간의 Time-Temperature 

Parameter(TTP) 방법에 의해 결정한다. 그런데 강(steel)의 파단 수명에서 activation 

energy Q 는 단기간(short term) 크리프에서는 높은 값을 보이지만 long term 

크리프에서는 낮은 값을 보인다는 특성이 있다. 그러나 기존의 TTP 분석에서는 이 

같은 Q 의 감소를 무시하고 있어 고크롬 ferritic 강에서는 파단수명을 비보수적인 

방향으로 ‘과대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고온 설계 및 평가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영역(multi 

region) 분석법을 적용했다. 그런데 다(多) 영역을 나눌 때 0.2% proof stress 의 반을 

설정하는 것은 적절한 경계치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Grade 122 재료의 크리프 

데이터에 대해 각 데이터 세트 구간에서 Q 값을 일정하게 설정할 수 있는 크리프 

파단 데이터 세트를 여러 개로 분리하여 분석을 수행한다. 이 같은 다영역 

분석법은 100,000 시간에서의 최저 크리프 파단강도를 포함하는 실제 데이터 

거동을 잘 모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단일영역(single region) 분석법은 데이터 포인트를 정확히 표현하지 

못했지만 다영역 분석법에서는 표현이 가능했다. 2001 년판 ASME Code 에서 

온도의존 응력강도를 결정할 때 평균 크리프 파단응력에 2/3 의 안전계수를 



 - 13 - 

곱해주었던 기존의 방법으로부터 F average 개념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F 

평균 개념과 다영역 분석법을 적용할 경우 Grade 122 재료의 허용응력강도는 

상당히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5.6 Parametric Analysis, Statistics and Property Prediction 세션 

 

The ECCC Approach to Creep Data Assessment 

by Stuart R. Holdsworth (EMPA Swiss Federal Laboratory, Switzerland) 

 

본 논문에서는 유럽의 크리프 데이터 공동위원회인 ECCC(European Creep 

Collaborative Committee)의 크리프 데이터 평가 접근법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는 

다양한 재료의 상태에 대한 크리프 파단강도, 연성, 크리프 변형률 및 응력완화 

데이터 등을 커버하고 있다. 크리프 데이터 평가에 관한 ECCC 접근법은 거의 10 년 

가까이 정립되어 왔다. 본 논문에서는 크리프 파단강도, 연성, 크리프 변형률 및 

응력완화 데이터 등에 대한 개념 및 절차에 대해 분석 및 검토하고 있다. 과거에는 

특히 크리프 관련 물성치 결정 시 장시간의 물성치를 구하는 것이 주된 

관심사이었지만 지금은 매우 짧은 시간부터 매우 긴 시간까지 커버하는 보다 

유연한 모델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1.5.7 Effects of Composition, Fabrication Methods and Service Exposure 세션 

 

Performance of modern high strength steel (P91, P92) in high temperature plant 

by A. Shibli (ETD, UK) 

 

9Cr 마르텐사이트강(P91, P92) 재료에서는 용접부에서 Type IV 균열이 발생할 수 

있음은 동 재료를 사용하는 고온 발전소에서의 관찰과 많은 연구결과로부터 

확인되고 있다. 동 재료가 특히 크리프 또는 크리프-피로 하중을 받게 되면 Type IV 

균열에 대한 취약성은 기존의 고온 발전설비 재료로 사용하는 저합금강 (2.25Cr-

1Mo 강)보다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9Cr 마르텐사이트강은 고온 크리프 강도 

및 기계적 강도가 저합금강 재료에 비해 우수하여 동일 기계적 하중을 받는 구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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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두께를 줄여 설계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에 따라 열응력 관점 및 크리프-피로 

손상 관점에서 상대적인 장점이 있어 요즘은 발전설비 등에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용접 접합부 부근의 FG-HAZ 에서 용접과정에서 재료의 연화(softening)가 

발생하여 용접부가 크리프 또는 크리프-피로 하중을 받을 때 Type IV 균열 발생의 

우려가 커지게 된다. Type IV 균열은 2.25Cr-1Mo 강 등의 저합금강에서도 발생하지만 

특히 9Cr 마르텐사이트강 재료에서는 상대적으로 연화가 많이 되어 저합금강보다 

Type IV 균열에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료를 선정할 때, 그리고 

동재료를 구조재료로 선정한 후 설계, 평가를 수행할 때 매우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되는 중요한 사안이라 하겠다. 

 

      

그림 5. 페라이트강 재료의 Type IV 용접부 손상  그림 6. tube-to-header 용접부 파괴 

 

그림 5 는 P91, P92 등의 재료에서 운전시간이 누적됨에 따라 발생하는 Type IV 

균열발생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 그림 6 은 tube-to-weld 접합부에서 열피로에 의해 

균열이 발생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1.5.8 Advanced Heat Resistant Materials 세션 

 

U.S. Program on materials technology for ultrasupercritical coal-fired steam power plants 

by R. Viswanathan et. al. (EPRI, USA) 

 

본 논문에서는 760°C, 35MPa 에서 운전되는 750MW 급 석탄화력 USC(Ultra Super 

Critical) 증기 보일러를 기존 재료를 이용해 설계 건설하는 데 있어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을 조사하는 예비 분석 연구를 수행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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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는 약 45%의 발전소 효율 달성이 가능하며, double reheat configuration 을 

채택할 경우 발전소 효율은 47%까지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본 연구에서는 보일러의 각 부분에 사용될 재료 선정을 하였고, 기계적 물성치, 

증기 측(steam side) 산화 저항성, 노변(fireside)의 부식저항, 용접성, 제작성 및 

코팅/피복재 등에 대한 재료 연구도 수행되었다. 현재 재료에 대한 평가 프로젝트는 

거의 완료된 상태이며, 이미 개발된 재료들도 USC 재료로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Critical issues for development of high-Cr ferritic steels for USC power plant at 650°C 

by F. Abe (NIMS, Japan) 

 

내열강 재료 개발, 재료 시험 및 재료의 크리프 데이터베이스 구축 부문에서 

세계 선두를 달리고 있는 기관은 일본 NIMS 이다. NIMS 의 아베가 발표한 본 

논문은 요즘 특히 초초임계(Ultra Super Critical) 화력에서 널리 채택되고 있는 

고크롬(Cr) 강의 개발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연구결과를 소개했다. 본 논문은 

참가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끌며 많은 질문도 받았다. 

650°C 에서 운전되는 USC 화력발전소용 고크롬 ferritic 강의 장시간 크리프 강도 

및 산화 저항성이 개선된 재료 개발에 있어 주요 이슈(critical issues)를 본 

논문에서는 다루고 있다. 여기서는 650°C 에서 9Cr-3W-3Co-VNb 강에 대해 최장 

60,000 시간까지 크리프 시험을 수행했다. 보론(boron)을 100ppm 까지 첨가하고, 

질소는 최소량 첨가시키면 normalizing 열처리 과정에서 boron nitride(BN)가 생성되지 

않아 모재 및 용접 접합부의 장시간 크리프 강도가 개선된다. 질소를 적당량 

첨가시키면 fine MX carbonitride 석출물의 생성을 야기시켜 크리프 강도를 상당히 

개선시키지만 과도하게 첨가시키면 normalizing 열처리 과정에서 BN 의 생성과 

크리프 하중을 받을 때 Z phase 를 생성시키고, 용접 접합부에서 FG HAZ(Fine grain 

heat affected zone)을 형성시켜 Type IV 균열발생의 원인을 제공하게 된다. 따라서 

보론과 질소의 첨가량을 최적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 7 은 보론의 영향 및 

MX carbonitride 석출물이 크리프 파단수명에 미치는 영향을 도식적으로 나타내고 

있고, 그림 8 은 보론-질소의 최적화, 용착금속의 개발, 산화막의 박리(exfoliation) 등 

고크롬강 개발에 있어 현안이 되고 있는 이슈들을 요약 정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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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650°C 에서 9Cr 강의 장기 크리프   그림 8. 650°C USC 플랜트의 고크롬  

강도 개선 양상     페라이트강의 개발 이슈 

 

동 후보 재료(9Cr-3W-3Co-VNb)는 650°C 에서의 산화 저항성이 600°C 의 

Grade91 강보다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며, 선(先) 산화처리 또는 코팅과 같은 

선처리(pre-treatment)를 하면 Cr 이 많은(Cr rich) 산화막이 형성되어 650°C 에서 산화 

저항성이 크게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보론 및 fine 질소의 최적 첨가로부터 크리프 파단강도가 기존의 

P92 및 P122 에 비해 월등히 높은 재료를 개발했다. 보론의 첨가는 HAZ 에서의 

Type IV 파단을 억제하고, 용접부에서의 크리프 파단강도를 크게 개선시키는데, 

보론과 질소 성분의 최적화가 모재 및 용접부의 장시간 크리프 강도를 개선하는 데 

핵심 이슈가 되고 있으며, 용접금속의 개발도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이다. 

 

1.5.9 Computational Modeling of Creep Damage and Fracture 세션 

 

Internet microstructure database for crept materials 

by M. Murata et. al. (NIMS, Japan) 

 

NIMS (National Institute for Materials Science)의 재료 데이터베이스(DB)는 학문 

용도(Academic purpose)로 세계 최대의 인터넷 재료 DB 를 보유하고 있다. 동 

데이터베이스는 12 개의 DB 로 구성되는데, 5 개의 DB 는 구조재료, 다섯 개의 

DB 는 기본 물성치(physical properties)이고, 나머지 하나의 DB 는 폴리머에 관한 

것이다. 이들 모든 DB 는 인터넷의 웹사이트(http://mits.nims.or.jp/en)에서 접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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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다. 구조 재료의 DB 는 NIMS 구조재료 온라인 데이터 쉬트 온라인 

버전(크리프, 피로, 부식, 우주재료의 강도 및 크리프, 하중을 받은 미세구조 

데이터베이스)이다. 본 논문에서는 NIMS 의 재료 DB 관련 일반 정보, 내용 및 적용 

예에 대해 설명했다. NIMS 의 재료 DB 는 관련 웹사이트(http://mits.nims.or.jp/en)에서 

2003 년 4 월부터 접근이 가능하다. 오스테나이트 계열의 미세구조 데이터 베이스도 

2006 년 5 월 이래 오픈되었다. NIMS 의 미세구조 DB 는 NIMS 의 미세구조 DB 및 

크리프 변형률 데이터와 더불어 고온구조 기기의 평가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I.6 ASME PVP 2007의 고온 부문 주요 논문 

 

1.6.1 High Temperature Codes and Standards 세션 (Volume : Codes & Standards) 

 

Proposals of improvements of RCC-MR Creep-Fatigue Rules 

by Marie-Noel Berton et. al. (CEA Cadarache, France)  

 

현재 크리프 영역에서 운전되는 고온 구조물의 설계에서 주로 사용되는 

설계지침으로는 미국의 ASME Section III Subsection NH(이하 ASME-NH)와 프랑스의 

RCC-MR 등이 있다. RCC-MR 은 프랑스의 고속증식로인 SuperPhenix 설계 건설 당시 

설계코드가 개발되었으며, 현재 인도에서 건설 중인 PFBR 의 설계 및 건설에 

적용되고 있다. RCC-MR 의 가장 최근 버전은 2002 년도에 발간된 RCC-MR 

2002 이다.  

크리프-피로 손상 설계평가와 관련하여 RCC-MR 은 ASME-NH 와 비교 시 

보수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RCC_MR 은 크리프 수식(creep 

law)과 반복 응력-변형률을 사용하는데, 이 방법은 등시곡선(Isochronous curve)을 

사용하는 ASME-NH 의 평가 방법과 대조를 이루는 것이다. 일본 CRIEPI 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단시간 크리프 손상에 대해서는 ASME-NH 가 더 보수적이지만 

장시간 크리프 손상에 대해서는 RCC-MR 이 더 보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번 CREEP 8 컨퍼런스에서 RCC-MR 의 개발 주체인 CEA 가 금년 하반기에 

발간될 RCC-MR 개정판에서 보수성을 줄이기 위한 주요 개선 사항에 대해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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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에서 소개하였다. 동 설계코드는 국내에서도 현재 제 4 세대 원자로 개발과 

관련하여 소듐냉각 고속증식로(SFR), 수소 생산관련 초고온가스 원자로(VHTR), 

초임계압수 냉각로(SCWR) 등의 설계에 활용될 수 있다. 

RCC-MR 은 당초 고온 저압에서 운전되는 고속증식로(FBR) 전용으로 개발된 

것이다. 이를 초고온, 고압(VHTR, SCWR 등)에 적용하기 위한 개정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RCC-MR 에서 보수성을 줄이기 위한 주요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현재 RCC-MR 2002 코드의 전체 비탄성 변형률 계산과정에서 노이버 

룰(Neuber-Rule) 적용에 관한 변형률(∆ε3)은 하중 사이클의 피크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정해져 있지만(그림 9) 이는 과도한 보수성을 동반할 수 있으므로 

그림 10 에서와 같이 최대 응력이 아닌 응력의 중간위치에서도 노이버 룰을 

적용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다. 이는 고온 유지시간이 응력 사이클의 피크에서 

발생하지 않을 때 보수성을 줄일 수 있게 한다. 

 
그림 9. RCC-MR 2002 년판 변형률계산 절차 그림 10. 개선된 변형률 계산 절차 

 

- 또한 크리프 손상 평가 과정에 들어가는 대칭 계수(symmetrisation coefficient)의 

결정 시 dwell 시간이 인장일 경우와 압축일 경우 각각 다르게 입력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R5 Procedures for assessing the high temperature response of structures: Current status and 

future develoments 

by D. W. Dean et. al. (British Energy Generation Ltd.,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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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5 는 영국의 British Energy 가 개발한 고온구조 평가지침(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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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전성 평가절차인 R6 와 대비되는 지침이다. 영국은 오랫동안 고온 가스로를 

운전해온 나라로서 세계적으로 가장 앞선 평가지침서인 R5 및 BS7910 등을 

보유하고 있다. R5 의 많은 부분은 미국의 평가지침인 API579 의 근간을 형성하고 

있다. 평가지침은 ASME-NH 또는 프랑스의 RCC-MR 등의 설계코드와는 달리 가동 

중 발견된 결함 또는 취약 부위에 대해 안전계수를 고려하지 않고 구조 건전성을 

평가하는 지침이다. ASME 설계코드는 매 3 년마다 개정판(2007 년판 7 월에 발간)이 

나오고 있지만, R5 는 비정기적으로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지고 있다. R5 의 Vol.2/3 은 

초기 무결함(defect free) 구조의 크리프-피로 균열개시(crack initiation)의 평가절차가 

제시되어 있고, Vol. 4/5 에는 결함이 존재하는 구조의 크리프-피로 균열 성장 

평가절차가 제시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는 R5 (Issue 3)와 관련하여 크리프-피로 평가관련 보수성을 줄이기 

위해 최근에 수정(amendment)했거나 수정 제안된 사항들에 대해 정리했다. 

주요 변경 부문은 첫째 크리프 손상 평가에서 소위 ‘stress modified ductility 

exhaustion approach’를 채택했다는 것이고, 둘째 용접부에 대한 기존의 피로강도 

감쇠계수(FSRF) 대신 ‘weld strain enhancement factor’와 ‘weldment endurance 

reduction’으로 분리 평가하도록 수정했다는 점이다.  

 

1.6.2 Materials for Gen IV Nuclear Reactor Pressure Vessel 세션 (Volume : Materials and 

Fabrications) 

 

Evaluation of microstructures and creep damages in HAZ of P91 steel weldment 

by Masaaki Tabuchi (NIMS, Japan) et. al. 

 

본 논문에서는 Mod.9Cr-1Mo 강이 내열강 재료로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문제가 되는 FG-HAZ(Fine Grain Heat Affected Zone) 용접부에서 

발생하는 Type IV cracking 과 관련하여 동 재료의 용접부에서 Type IV 크리프 손상 

과정을 재료시험에 기초하여 명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림 11 은 모재와 FG-

HAZ 의 기계적 물성치 및 Norton’s power law 에서의 재료상수 값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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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재 및 모사 FGHAZ 및 용접접합부에서 재료를 채취하여 550°C, 600°C 및 

650°C 에서 재료실험을 수행했으며 시험결과는 그림 11 에 제시되어 있다. 

또한 크리프 시험 도중 용접 접합부 시편의 파단 수명 0.2, 0.5, 0.7, 0.8, 0.9 에서 

실험을 중단하고, 손상 분포를 정량적으로 관찰하였다. 관찰결과 Mod.9Cr-1Mo 강은 

크리프 하중을 받을 때 크리프 void 가 시편의 두께방향 내부에서 파단수명 대비 

초기 단계(t / tr=0.2)에서부터 발생하였고, 이것이 수명의 종료시점(t/tr=0.9)으로 

접어들면서 균열로 성장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실험적 관찰결과는 유한요소해석 및 손상역학 평가 결과와 비교 분석되었다. 

크리프 손상을 초음파 탐상법으로 검사하는 것은 어려웠다. 그러나 HAZ 의 

표면에서 작은 변형을 측정하는 것은 용접 접합부 내부의 크리프 손상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크리프 손상에 대한 다축 

응력상태의 영향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측정된 크리프 손상 분포는 삼축응력 

계수의 분포와 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1. Mod.9Cr-1Mo 강의 물성치 및 모재-FG HAZ 용접 금속의 크리프 시험결과 

 

한편 전년도 ASME PVP 2006 논문에서도 M. Tabuchi 등은 Mod.9Cr-1Mo 강의 

용접부 크리프-피로 손상 설계 평가관련 매우 유용한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미국의 고온 설계코드인 ASME-NH 의 Mod.9Cr-1Mo 강 크리프-피로 손상 평가와 

관련하여 용접부 응력파단계수(stress rupture factor)가 제시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데, 

동 계수의 결정과 관련하여 M. Tabuchi 등은 300 여 개의 재료시편을 이용한 다양한 

시험데이터에 근거하여 Mod.9Cr-1Mo 강의 용접부가 용접후 PWNT(post weld 

normalizing tempering) 열처리를 할 경우 용접부 응력 파단계수는 유지시간 10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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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기준으로 550°C 에서는 1, 600°C 에서는 0.75, 650°C 에서는  0.7 이라는 

연구결과를 ASME PVP 2006 에 발표한 바 있다. 

 

Accuracy and margin in creep-fatigue evaluation for Mod.9Cr-1Mo steel 

by Yukio Takahashi (CRIEPI, Japan) 

 

Mod.9Cr-1Mo 강은 현재 초초임계(Ultra Super Critical) 화력발전소에서 폭넓게 

도입되고 있는 내열강이다. 그러나 동 재료에 대한 크리프-피로 손상에 관한 설계 

평가 절차는 미국의 ASME-N, 프랑스의 RCC-MR 및 일본의 DDS(Draft) 등 어떤 

설계 코드에서도 아직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지 못하다는 데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이 부문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개발 및 시험 연구를 수행해온 일본 

전력중앙연구소의 Y. Takahashi 는 550°C, 600°C 및 650°C 에 대해 방대한 분량의 

크리프-피로 시험을 수행하고, 이상의 세 가지 설계 코드가 채택하고 있는 

선형손상합산법칙(linear damage summation rule)의 크리프 손상 관련 Time fraction 

rule 의 손상과 영국에서 개발된 연성소모 접근법(Ductility exhaustion approach) 및 

CRIEPI 가 연성소모법을 수정하여 제시한 수정 연성소모 접근법(modified ductility 

exhaustion approach)에 따라 평가를 수행하고, 이들의 거동을 비교 분석했다.  

재료 시험편은 열처리로서 용접후 Normalizeing-Tempering(PWNT)을 

실시했다(1060°C-90min). 시편의 가공 전에 모사 용접후 열처리(simulated post-weld 

heat treatment : 740°C for 504min)도 실시했다. 수정 연성소모 접근법에서는 크리프 

손상을 비탄성 변형률의 단순한 합산이 아닌 연성 손실의 양으로 재정의했다. 

기존의 연성 소모법에서는 크리프 손상이 과도하게 크게 나오는 반면 수정 연성 

소모법에서는 합리적인 크기의 손상 결과가 나타났다. Y. Takahashi 는 지난해 ASME 

PVP 2006 에서도 Mod.9Cr-1Mo 강 및 P92 강 등의 크리프-피로 손상 평가와 관련하여 

동 분야의 종사자들에게 유용한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Mod.9Cr-1Mo 강의 

크리프-피로 손상 평가 및 수정 연성 소모법과 관련된 보다 상세한 내용은 Y. 

Takahashi 가 작성하고, 현재 인쇄 중인 두 편의 논문[Int. J. Press. Vessel & Piping]을 

참조할 수 있다. 

 

Rupture behavior of multi-pass welded joints of heat resistant steel subjected to creep lo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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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M. Yamajaki et. al. (NIMS, Japan) 

 

  

그림 12. Mod.9Cr-1Mo 강의 용접조건 및 용접부 이미지 

 

본 논문에서는 페라이트강(2.25Cr-1Mo & 9Cr-1Mo-VNb)과 오스테나이트강(18Cr-8Ni 

& 12Cr-12Ni-2Mo-0.01C-0.07N)의 multi pass 용접 접합부에 대해 크리프 파단 거동과 

미세조직에 대한 검사를 수행했다. 일정하중 크리프 파단시험은 550°C 및 

600°C 에서 최장 30,000 시간 동안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관심사는 종류가 다른 

강종에 대해 용접 접합부에서 균열 발생 부위가 어느 곳인지 비교 분석하는 것이다. 

논문에 각 강에 대한 용접조건이 나타나 있지만, 여기서는 Mod.9Cr-1Mo 강의 

용접조건 및 용접후 이미지를 그림 12 에 나타냈다. 

 

 
그림 13. Mod.9Cr-1Mo 강 용접시편의 크리프 파단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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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Mod.9Cr-1Mo 강 용접부의 응력 파단시험 결과 

 

Mod.9Cr-1Mo 강의 550°C, 600°C 및 650°C 에서의 크리프 시험 후의 이미지는 

위의 그림 13 에서와 같고, 파단수명에 관한 시험결과는 그림 14 에서와 같이 

용접부에서의 파단수명이 모재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났다. 시험 결과를 비교 

분석하면, 304 및 316FR 강에서 파단은 용접 접합부에서 발생했지만 Mod.9Cr-1Mo 및 

2.25Cr-1Mo 강에서는 Type IV 균열이 용접 열영향부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크리프 균열은 304 및 316FR 용접부의 마지막 용접 패스에서 개시되었다. 반면 

Mod.9Cr-1Mo 및 2.25Cr-1Mo 강에서는 모재에서 가까운 FG HAZ 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 총평 

 

ASME PVP 2007/CREEP 8 컨퍼런스는 규모가 큰 두 건의 국제 컨퍼런스가 
공동으로 열려 567 건의 많은 논문 발표(구두)와 170 건 이상의 기술 및 패널 토의 
세션(technical & panel session) 등이 열렸다. 특히 CREEP 8(Creep and Fatigue at Elevated 
Temperatures) 컨퍼런스는 1963 년 이래로 고온 기기의 설계, 평가, 운전 및 
거동평가와 관련하여 4~6 년에 한 번씩 열리는 학술대회로 이번 8 차 대회에서는 
크리프, 고온 피로 및 크리프-피로관련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하였으며, 전체적으로 82 편의 논문발표가 이루어졌다. 크리프, 
크리프-피로 손상 및 고온 결함 거동의 평가 등에 대한 연구 논문은 대부분 CREEP 
8 에서 발표되었고, ASME PVP 2007 의 재료-제작(Materials and Fabrications) 및 Codes 
and Standards 부문에서도 각각 Gen IV 원자로 압력용기의 재료 및 고온 설계코드 및 
표준에 대한 별도의 세션이 마련되어 다수의 흥미로운 논문 발표가 이루어졌다. 
이번 ASME PVP 2007/CREEP 8 컨퍼런스에서 특기할 만한 기술적인 사항들을 고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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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평가 및 재료 거동 관련 논문들을 중심으로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Mod.9Cr-1Mo 강 재료는 열팽창이 낮고, 열전도도가 높으며 기계적 강도 및 

크리프 강도가 우수하여 지금은 고온에서 운전되는 초초임계(USC) 화력발전소에서 
사용이 보편화되고 있고, 제 4 세대 원자로, 고속증식로 등의 원자력 발전 설비에도 
점차 사용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도 P91, P92 등 고(高)크롬 
페라이트강의 재료 관련 설계, 평가, 미시적 재료 거동 등에 대한 논문이 많이 
발표되어 관련 연구가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동 재료의 사용 경험에 관한 연구논문 발표에서 Mod.9Cr-1Mo 강의 
용접부 FG-HAZ 에서 부분 연화(softening) 영향으로 인해 Cr-Mo 강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Type IV cracking 현상이 기존의 저합금강(e.g. 2.25Cr-1Mo 강)보다도 더욱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Mod.9Cr-1Mo 강에서 문제가 
되는 Type IV cracking 현상은 일본의 연구기관 및 산업체(NIMS, CRIEPI & Hitachi 
etc.) 등의 보고에 따르면 소위 ‘PWNT’라 불리는 용접후(Post Weld) Normalizing-
Tempering 열처리에 의해 FG-HAZ 에서의 연화는 거의 모재 수준으로 복원이 
가능하며, 10 만 시간 기준으로 550°C 환경에서는 크리프 파단 계수(stress rupture 
factor : SRF)가 ‘1’로 모재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0 만 시간 기준으로 SRF 가 
600°C 에서는 0.75 로, 650°C 에서는 0.7 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따라서 Mod.9Cr-
1Mo 강의 용접에서는 용접후 Normalizing-Tempering 의 과정을 거쳐 용접부에서의 
연성 저하 및 연화 방지 과정을 밟을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접이 게재되면 구조는 부분적으로 물성치가 상당히 다른 heterogeneous 구조가 
되며, 특히 이것이 고온에서 운전되면 용접부는 고온 강도 및 연성이 모재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특성이 있고, 손상은 취약부위에 누적되며 모재에 비해 연성이 
크게 떨어지는 용접부에서 균열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게 된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P91, P92 등 고크롬강의 용접부에 대한 논문 발표가 많았다. 

한편 장시간 크리프 강도 데이터의 외삽과 관련하여 기존의 외삽법을 적용하면 
고크롬 페라이트 강의 경우 크리프 데이터를 비(非)보수적인 방향으로 
‘과대평가’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일본 도호쿠 대학의 마루야마 교수가 
지적했으며, 이것은 학회에서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로 부각되었다. 장시간 크리프 
파단 수명 데이터는 대개 단시간의 Time-Temperature Parameter(TTP) 방법에 의해 
결정하는데, 강(steel)의 파단 수명에서 activation energy Q 는 short term 크리프에서는 
높은 값을 보이지만 long term 크리프에서는 낮은 값을 보인다는 특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TTP 분석에서는 이 같은 Q 의 감소를 무시하고 고크롬강 
ferritic 강에서는 파단수명을 비보수적인 방향으로 ‘과대평가’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 고온 설계 및 평가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루야마 
교수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영역(multi region) 분석법을 적용한 
신뢰성 있는 크리프 수명 외삽법을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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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온 설계 코드의 업그레이드와 관련하여 프랑스의 CEA 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2002 년판의 RCC-MR 에 대해 금년에 개정판이 나올 것이며, 변경될 주요 내용에 
대해 소개했다. 주로 보수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경주되었고, 크리프-피로 손상 
평가에서 총 변형률의 계산 방법이 변경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RCC-MR 의 
A16 절차에서 Mod.9Cr-1Mo 강에 대한 크리프-피로 균열 개시 및 성장에 관한 
평가절차는 금년 개정판에서도 추가되지 않을 것이라고 CEA 연구개발 팀은 밝혔다. 

참고로 미국 ASME-NH 코드의 경우 2007 년 7 월에 개정판이 나왔으며, 내용을 
검토한 결과 개정판은 현 버전인 2004 년판 대비 변경된 내용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학술대회 관련 웹 사이트는 http://www.asmeconferences.org/PVP07/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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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Fatigue Damage of Structural Materials IV 컨퍼런스 

2.1 개요 

구조재료의 피로손상(Fatigue damage of structural materials))에 관한 국제 학술대회는 

1996 년 처음 개최된 이래 매 2 년마다 열리고 있으며, 금번 영국의 Elsevier 가 

주관하고 해군 연구국(Office of Naval Research Global, Office of Naval Research 

Headquarters)과 미 공군연구소 프로그램(US Air Force Research Laboratory Program)의 

후원 아래 제 6 차 국제 학술대회가 2006 년 9 월 17 일부터 22 일까지 미국 

매사추세츠주 Hyannis 에서 개최되었다[6]. 

이번 학술대회에는 23 개국으로부터 산⋅학⋅연 소속 약 230 여 명이 참석하여 

47 편의 구두 논문을 single session 형태로 발표했고, 구두 발표 중간에 66 건의 

포스터 논문을 발표했다. 한국에서는 대학 및 연기기관으로부터 3 편의 논문 발표가 

있었다. 

 미국에서 개최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미국 측의 참가자가 가장 많았고, 

초고주기피로(Very High Cycle Fatigue) 등을 포함한 최근 구조재료의 피로손상에 대한 

이슈들이 많이 다루어졌다. 

 

2.2 학회 소개 및 발표 현황 

 

Fatigue Damage of Structural Materials(FDSM) 컨퍼런스는 1996 년 Elsevier 의 주관 

하에 항공기, 선박, 발전 설비 등 구조재료의 피로손상 평가 및 시험연구 기술 

개발과 관련하여 전 세계적인 기술수준의 향상 및 발전을 도모하고자 첫 

컨퍼런스가 열린 이래 매 2 년마다 격년으로 개최되고 있다. 미국 매사추세츠주 

Hyannis 에서 열린 제 6 차 FDSM 컨퍼런스에는 세계 26 개국으로부터 230 여 명이 

참석하여 122 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한국의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는 3 편의 연구 

논문을 발표했다. 이번 학술대회 논문들은 정규 심사과정을 거쳐 피로 분야의 권위 

있는 학술잡지인 International Journal of Fatigue(SCI, IF=1.18)의 Special Issue 로 

발간되었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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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국제 컨퍼런스에서 발표된 국가별 논문 발표 건수는 표 1 에서와 같다. 

미국에서 개최된 본 학회에서는 미국의 논문이 37 편으로 가장 많았고, 프랑스, 

일본, 영국, 독일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표 1. FDSM 학회 참가국 및 발표 논문 수 (총 122 편) 

 

참가국 발표 논문 수 참가국 발표 논문 수 

한국 3 이스라엘 1 

미국 37 대만 1 

프랑스 15 슬로베니아 3 

일본  10 노르웨이 1 

영국 6 나이지리아 2 

독일 6 우크라이나 1 

호주 4 스페인 1 

중국 5 루마니아 1 

캐나다 5 폴란드 2 

인도 3 멕시코 2 

이탈리아 4 러시아 1 

포르투갈 2 브라질 4 

스웨덴 2 이란 1 

 

본 학회의 특징은 구두발표가 단일 세션(single session) 형태로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구두 발표의 각 논문은 발표시간이 각 30 분으로 비교적 긴 편이었고, 

5 일에 걸쳐 단일 세션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모든 참가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또한, 포스터 발표에서는 논문의 질, 발표자의 답변 및 포스터 

옆 대기 시간 등에 대해 학회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하여 각 세션의 

최상위 발표자(3 명)에게 현금 100 달러를 상금으로 지급함으로써 포스터 논문 

발표의 토론 및 내실화를 유도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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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학회는 미국 국방부(DOD) 산하의 Office of Naval Research Global, Office of 

Naval Research Headquarters)와 미 공군연구소 프로그램(US Air Force Research 

Laboratory Program)이 후원하고, 영국의 Elsevier 가 주관했다. 항공 및 선박 등의 

방위 산업계에서 구조재료의 피로손상 문제는 운전 조건에서 구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중요한 현안 이슈가 되고 있으며, 이 문제는 민간 항공 산업, 

육상 및 해상 수송산업, 발전 설비 부문, 구조재료 가공 산업 부문 등에서도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2.3분야별 발표현황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전체 발표논문 122 편 가운데 수명예측 방법 분야의 

논문이 37 편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항공기, 선박, 발전설비 등을 

포함하는 피로하중을 받는 일반 구조물의 피로 설계 및 평가에서 구조물의 피로 

손상 및 피로 규열에 대한 수명을 실제에 가깝게 예측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또한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크게 8 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발표가 진행되었다. 앞의 

1.1 절에서 소개된 바와 같이 발표논문 수에서는 그 중에서도 피로 수명 예측 

방법(Life prediction methodology)이 37 편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피로 균열 개시 

및 쓰레숄드(Initiation & threshold) 세션에 28 편, 구조 및 부품 세션에 15 편, 환경 

영향 세션에 13 편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번 발표 논문의 세션 및 세션별 발표 

논문의 수를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Life prediction methodology I, II, III, IV (37 편) 

- Internal stress (4 편) 

- Load history effects (3 편) 

- Materials studies (11 편) 

- Structures and components (15 편) 

- Environmental effects I, II (13 편) 

- Initiation and threshold I, II, III, IV (28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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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y high cycle fatigue I, II (13 편) 

 

각 세션별 발표논문의 주요 연구동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3.1 수명 예측 방법(Life prediction methodology) 

 

수명예측 방법 부문에서는 37 편의 논문이 발표되어 8 개 세션 가운데 연구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대부분의 항공기 부품에서 피로 

손상에 대한 저항성 및 손상 허용성이 중요 이슈가 되고 있으며, 이 세션에서는 

특히 수명 평가에서 높은 신뢰도를 요구하는 항공기 부문의 논문이 많았다. 

여기서는 노후화된 항공기를 대상으로 안전 수명 평가법이 갖는 한계를 

짚어보고, 균열 성장 모델을 이용하여 균열개시 이후의 계속 운전을 위한 총 

수명평가 접근법(total life approach)에 대해 토의했다. 또한 균열 선단에서의 소성 

영향을 포함하는 피로 균열 닫힘 개념에 기초한 피로해석 방법이 다양한 하중 

이력에 대해 균열 성장을 우수하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논문은 밝히고 

있다. 또한 캐나다의 Noroozi 등 연구자들은 피로 균열 성장에 미치는 평균응력 및 

응력 변동 영향을 고려할 수 있는 통합 2-변수 진전력(unified two parameter driving 

force), (1 )
max,
p p

tot totK Kκ −∆ = ∆ 을 유도하고, 이 모델을 Al 2024-T351 알루미늄 합금, St-

4340 합금 및 Ti-6Al-4V 티타늄 합금강에 대해 하중범위(R) -1 ~ 0.7 에 대해 

검증했다. 또한 항공기 하부 날개 구조물의 신속한 정보 예측과 사용계수의 예측 

모델링에 기초한 구조건전성 진단 시스템(The Structural Integrity System : SIPS)을 

개발했다는 논문발표도 있었다. 

 

2.3.2 내부응력(Internal stress)  

 

피로하중을 받는 구조물의 재료 내부에서 발생하는 변형률의 관찰 및 분석에 

대해 이번 컨퍼런스에서 많이 토의가 이루어졌다. 미국의 로스알라모스 

국립연구소(LANL)에 있는 SMARTS(Spectrometer for Materials Research at Temperature 

and Stress)의 in-situ 회절분석기(diffractormeter)와 영국 ISIS 의 ENGIN-X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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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광계(spectrometer)를 이용하여 피로시험 중에 시편 full size 의 내부 변형률을 

측정한 연구에 관한 논문이 발표됐고, 과하중 하에서 in-situ X-ray 를 이용한 

피로균열 변형률 장의 변동에 대한 논문 발표도 있었다. 

 

2.3.3 하중이력 효과(Load history effects)  

 

압축응력이 균열선단의 응력장 및 피로 균열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문에서는 인장-압축 응력 사이클에서 균열 선단 변수는 주로 두 개의 하중 변수 

즉, 응력 사이클의 인장부분에서 최대응력강도 Kmax 와 압축 부분에서의 최대 

압축응력 σmaxcom 으로 결정된다는 보고가 있었다. 이 분야에서는 음 

응력비율(negative stress ratio)에서 과하중 및 낮은 하중(underloading) 후의 피로균열 

전파에 대한 논문과 균열 닫힘 모델의 단점, 현안 이슈 등 세 편의 논문발표가 

있었다.   

 

2.3.4 재료 연구(Materials studies) 

 

재료연구 부문에서는 재료의 열화 및 손상 수준을 잔여수명과 관련시키는 연구, 

인코넬 718 재료의 변동하중 하의 피로 균열성장 예측, 7075 알루미늄 합금강의 

다축 피로거동에 대한 연구 등을 포함하여 11 편의 논문발표가 있었다.  

 

2.3.5구조 및 부품(Structures and components) 

 

철로에 사용되는 강의 피로수명 예측, PVD 코팅된 스퍼기어의 피로 저항성에 

관한 해석 및 실험적 연구, 확률론적 통합 재료 모델(probabilistic unified material 

model), Mod.9Cr-1Mo 강과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리스강으로 제작된 용접구조물의 

크리프-피로 손상 등에 관한 논문 등을 포함하여 ‘구조 및 부품’ 세션에서는 총 

15편으로 비교적 많은 논문 발표가 있었다.  

 

2.3.6 환경 영향(Environmental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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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영향’ 세션에서는 아직도 피로 균열 성장 평가에서 많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환경 영향에 대해 다루고 있다. 두 가지 순차적 과정은 균열 선단 

면에서의 수증기 흡수, 그리고 반복하중을 받는 소성역에서의 수소 취화이다. 특히 

초고주기 피로(VHCF) 수명에 대한 평가를 위해 온도 또는 시간 의존적인 

환경영향의 기구(mechanism)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료마다 

환경영향 정도의 특성이 있으며, FeAl 합금의 경우 수증기 흡수의 영향이 피로 

균열성장 저항력을 지배하지만 TiAl 합금의 경우 수소 균열 선단 취화가 저항력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세션에서는 특히 알루미늄에 대해 

부식을 포함하는 환경영향에 대한 논문 발표가 많았다. 7075-T651 알루미늄 

합금강의 주기적 과하중 하에서의 부식 피로 거동, 동일 합금강의 피로 균열 

성장에서 환경의 영향, 노후 항공기에서 2024-t3 clad 알루미늄 합금 리벳 조인트의 

피로수명에서 부식의 영향에 관한 논문을 포함하여 13 편의 논문발표가 있었다. 

 

2.3.7 균열 개시 및 쓰레숄드(Initiation and threshold) 

 

이 세션에서는 일반 피로 손상 및 균열거동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인 균열개시 

및 쓰레숄드에 대해 다루고 있다. 자동차 산업에서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는 고성능 

철 분말 금속합금(ferrous powder metallurgy alloys)의 피로균열 성장 거동의 밀도 

영향에 대한 논문 발표가 있었는데, 이는 특히 피로균열 개시, 전파 및 피로수명에 

미치는 다공성(porosity)의 역할에 대해 다루고 있다. 재료의 입자(grain) 크기의 

영향에 관한 연구도 수행되었는데, 입자 크기를 줄이면 강도와 인성 및 피로 

균열개시 저항이 증가하지만 피로균열 성장 속도가 증가하게 된다. 입자크기의 

변화에 따른 K*
max,th 의 변화량은 매크로(macro) 영역에서는 강하지만 micro-nano 

영역에서는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반대로 ∆K*
th 의 입자크기 의존성은 균열 

경로의 전영역에 걸쳐 약하며 이것은 특히 쓰레숄드 영역에서 더욱 현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열기계 피로하중을 받는 구조물의 피로 균열 개시(initiation)에 관한 

평가법칙으로서 Damage Summation, Frequency Separation(FS), Ductility Exhaustion(DE), 

Strain-Range Partitioning (SRP) 등을 포함한 많은 모델들에 대한 분석 논문의 발표도 

있었다. 

 



 - 32 - 

2.3.8 초고주기 피로(Very high cycle fatigue) 

 

고주기 피로(high cycle fatigue)는 엔지니어링 구조물 및 부품의 설계 및 

내구성에서 주요 관심사가 되었다. 일부 재료들은 피로 한도(fatigue limit) 특성을 

갖지만 대부분의 다른 재료들은 이와 같은 특징을 보이지 않고, 109 사이클까지 

도달해서야 균열이 발생하는 초고주기 피로 특성을 갖는다. 이와 같은 gigacycle 

영역에서는 균열 개시가 표면 내부의 결함(게재물, porosity)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재료가 탄성 하중에서도 109 사이클 정도에서 금속이 어떻게 

파단될 수 있는지, 왜 균열 개시는 내부에서 발생하는 지 등에 대해 메가 및 기가 

사이클 영역에서 온도 기록 분석(thermographic analysis)을 통해 다수의 강과 

알루미늄 재료들에 대해 분석을 수행한 논문의 발표가 있었다.  

 

2.4 Keynotes 발표 논문 소개 

 

8 개의 세션 중 6 개 세션(수명예측 방법 1 편, 내부응력 1 편, 환경영향 1 편, 

균열개시 및 쓰레숄드(Initiation & Threshold)의 2 개 세션에서 2편, VHCF 1편)에서 총 

6편의 Keynote 논문 발표가 이루어졌는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Aircraft life management using crack initiation and crack growth models - P-3C aircraft 

experience 

by N. Iyyer, S. Sarkar, R. Merrill (Technical Data Analysis, Inc. USA),  

N. Phan (U.S.Naval Air Systems Command, USA) 

 

이 논문은 ‘수명 평가법’ 세션의 Keynote 논문으로서, 항공기 수명 예측 및 

비행대(fleet)의 유지 관리에 있어 미국 TDA 사 등의 균열개시(crack initiation) 및 

균열성장 모델의 적용에서 얻은 경험에 대해 다루고 있다. 먼저 비행대의 손상 

평가에 있어 기존의 안전수명 평가법(safe life method)과 균열개시 모델의 

유효성(efficacy)에 대해 논의하고, 최근 수행된 재료시편(coupon) 시험결과를 토대로 

균열개시 모델의 활용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이어 노후화된 항공기를 대상으로 

안전 수명 평가법이 갖는 한계에 대해 토의하고, 균열 성장 모델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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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열개시 이후의 계속 운전 가능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총 수명평가 접근법(total 

life approach)에 대해 토의하고 있다.  

또한 항공기 구조에 대해 균열 성장 모델의 일반적인 적용 및 한계에 대해 

논의하고, 긴 스펙트럼 하중 이력에 적용할 때 최근 수행된 시편시험 결과를 

이용하여 균열성장 모델의 교정(calibration) 필요성을 제기하고, 다른 균열성장 

모델을 이용할 때의 민감도 해석결과도 제시했다. 이 논문은 항공기 구조물의 피로 

손상을 감시하기 위해 시험 표준 균열성장 모델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잔여 

수명은 어떻게 외삽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도 기술하고 있다. 

끝으로 본 논문은 균열성장 모델과 가동 중 균열 성장 데이터를 이용하여 

어떻게 위험도를 평가할 것인지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현장 문제에 적용했던 

경험으로부터 손상문제에 대한 수학적 등가 손상 확률에 관한 수식화 과정을 

제시하고, 등가 초기 결함 크기의 분포(flaw size distribution), 최종 균열 길이 분포 및 

손상 계산 방법의 확률론적 관점으로부터 얻은 교훈 등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High Spatial Resolution Mapping of Residual Strain Fields: Fatigue Crack with an Overload 

Effect 

by M. Croft, T Tsakalakos(¹Rutgers Univ.), N. Jisrawi(University of Sharjah, United Arab 

Emirates, USA), Z. Zhong(Brookhaven Nat. Lab., USA), R. Holtz(Naval Res. Lab., USA), K 

Sadananda(Technical Data Analysis, Inc., USA) 

  

이 논문은 ‘내부응력’ 세션의 Keynote 논문으로서, Synchroton(입자가속기의 

일종)에 기초한 에너지 분산 X-ray 회절법을 이용하여 두께 4mm 짜리 4140 강 시편 

내부의 피로 균열 주변에서의 변형률의 분포(profile) 양상을 얻어내기 위한 연구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여기서 얻은 변형률 장은 균열에 평행인 방향(x)과 수직(y)인 

방향이며, 이에 대해 논의했다. 균열선단 부근에서 크기가 50×50µm2 인 빔으로 

측정한 변형률 장은 다양한 피로하중, 과하중 및 파괴하중을 받을 때 압축 소성 

영역에서의 상세한 비교를 가능하게 한다. 균열선단이 과하중 소성영역을 통과하는 

전파 단계에서의 변형률 장의 변화는 균열 성장 속도 곡선에서의 지연(retardation)과 

직접적으로 비교가 가능하다. 이 논문은 균열 성장 속도 지연에 대한 균열 경로 

변형(crack path deflection)에 관한 모델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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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ally-assisted fatigue crack growth mechanisms in advanced materials for 

aerospace applications  

by G. Henaff (ENSMA, France) 

 

이 논문은 ‘환경 영향’ 세션에 관한 Keynote 논문으로서, 신뢰성 있는 피로 

균열 성장 평가를 위해 아직까지도 많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환경 영향에 

대해 다루고 있다. 특히 초고주기 피로(VHCF) 수명에 대한 평가를 위해 온도 또는 

시간 의존적인 환경영향의 기구(mechanism)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논문은 일반 강(알루미늄 합금, 고강도강)에 대해 주로 

상온에서 피로 균열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기구들에 대해 우선 

검토하고 있다. 두 가지 순차적 과정은 균열 선단 면에서의 수증기 흡수, 그리고 

반복하중을 받는 소성역에서의 수소 취화이다. FeAl 합금의 경우 수증기 흡수의 

영향이 피로 균열성장 저항력을 지배하지만 TiAl 합금의 경우 수소 균열 선단 

취화가 저항력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산소 흡수(oxygen absorption)를 시도했는데 이것은 GeAl 에서는 수증기 요소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TiAl 에서는 상온은 물론 고온에서도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 논문은 끝으로 초음속 항공기 동체 패널의 시효 경화(age-hardened)된 

알루미늄 합금에 대해 130°C~175°C 의 온도 범위에서 크리프-피로 균열 성장 

동안의 환경 영향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다. 분석결과 임계 하중 기간 이상에서 

균열성장 속도는 시간 의존적인 입계 공동화(inter-granular cavitation)에 의해 지배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기 중에서 이 기구는 피로, 크리프 및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해 지배된다는 것이다. 더욱 정확히 표현하면 환경은 균열 선단에서 

입계 공동화 손상과정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경감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Fatigue behavior of high performance sintered steels 

by N. Chawla (Arizona State University,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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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균열) 개시 및 쓰레숄드 (initiation & threshold) I’ 세션의 Keynote 

논문으로서, 특히 자동차 산업에서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는 고성능 철 분말 

금속합금(ferrous powder metallurgy alloys)의 피로균열 성장 거동에 관한 밀도의 

영향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특히 피로 균열 개시, 전파 및 피로수명에 

미치는 다공성(porosity)의 역할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또한, 기공의 분포, 

크기, 형상 및 합금의 미세조직이 피로 거동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했다. 일반적으로 

니켈이 많이 함유된 영역은 균열을 정지시키는(arresting) 위치로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그 영역은 균열 정지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wo parameter (∆Ktot-Kmax) 접근법을 이용하여 일련의 하중 비율 영역에서의 피로 

균열 성장 거동에 대한 해석을 수행했다. 그리고 이들 재료의 피로거동의 평가를 

위해 2 차원 및 3 차원 미세 구조에 기초한 유한요소 해석을 수행했다. 

 

Short Cracks Initiated In Al-6013-T6 With The FIB-Technology 

by Tesch, H. Döker, K.-H. Trautmann (German Aerospace Center, Germany),  

Austrian R. Pippan (Academy of Sciences, Austria), C. Escobedo (Airbus Deutschland, 

Germany) 

 

이 논문은 ‘개시 및 쓰레숄드 (initiation & threshold) II’ 세션의 Keynote 

논문으로서, Al 6013-T6 알루미늄 합금강의 짧은 코너 균열의 피로 균열성장 거동에 

대해 다루고 있다. 균열성장 시험은 ASTM E647 을 따라 M(T) 및 SENT 시편으로 

실온에서 재료시험기를 이용하여 공기 중 시험을 수행했으며, 하중은 사인함수 

형태로 30~60Hz 로 가해졌다. 코너 균열은 시편 원공(hole)의 한 쪽 면에 압축 

하중(R=20)에 의해 생성되었고, 이온 빔 기술에 의해 노치를 절단했다. Pre-

crack(노치포함) 길이는 100µm 보다 작게 가공했다. (시험연구를 수행한 결과) 중요한 

차이점으로는 동일한 응력비 R 에 대해 짧은 균열은 긴 균열에 대한 ∆K 쓰레숄드 

값보다 작은 값에서도 성장했다. R-ratio 가 감소할수록 균열 전파 속도에 대한 시험 

데이터와 모사 데이터의 차이는 증가했다. 짧은 균열성장(~1 MPa √m)에 대한 값은 

실험으로 구현할 수 있는 최고의 응력비 (0.965<R<0.985)에서 긴 균열 (~1.2 MPa 

√m)에 대한 값보다 약간 작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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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time and cyclic slip of copper in the VHC regime 

by S Stanzl-Tschegg, (BOKU Univ.of Nat.Res. and Applied Life Sciences, Austria) 

 

이 논문은 ‘초고주기 피로(VHCF)’ 세션의 Keynote 논문으로서, 실제 구조물에서 

피로한도 이하의 응력에서도 109 또는 그 이상의 사이클에서 피로 파괴가 발생하는 

것이 발견된 이래 VHCF 에서의 피로 거동 및 손상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Mughrabi 는 강뿐만 아니라 FCC 와 같은 다른 재료에서 피로한도의 

존재 또는 비존재에 관한 기구(mechanism)에 대하여 논의했다. 고강도 강에서는 

통상의 피로한도 이하에서 내부 균열 개시 위치는 게재물(inclusion)인 것으로 

나타났고, 구리, 니켈 또는 다른 고용체(solid solution)에서 중⋅저 진폭(amplitude)의 

고주기 피로의 지배적인 손상 기구는 PSB(Persistent Slip Band)에서는 전단 밴드 

균열(shear band cracking) 또는 PSB 에 의한 입계 균열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성 

변형률 피로한도는 PSB 쓰레숄드 값으로 식별되며, S-N 선도로 변환된다. VHCF 

영역의 쓰레숄드 PSB 한계 이하에서 구리의 반복(cyclic) 슬립 거동의 조사를 위해 

Polycrystalline 구리 시편에 대해 초음파 기법으로 PSB 쓰레숄드 응력치보다 조금 

낮은 수준에서 20KHz 로 1010 사이클까지 피로하중을 가했다. 시험 도중에 SEM 및 

AFM 을 이용하여 슬립 분포 및 활동(activity)의 양상을 관찰했다. Cyclic 슬립 

흔적이 표면에서 보이는 응력 및 변형률의 한계치를 결정했다. 그 한계치 

이하에서는 반복 슬립이 가역적이고, 따라서 손상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은 가해진 사이클에 대한 슬립의 형상을 

보여주는 영역에 대해, 그리고 표면의 거칠기 및 형상(profile)에 대한 조사 결과를 

싣고 있다. 

 

2.5 Oral 및 포스터 발표 논문 소개 

 

각 세션의 Keynote 논문 소개에 이어 여기서는 각 세션의 oral 및 포스터의 

주요 논문을 소개하기로 한다. 

 

Plasticity effects on fatigue-crack growth under constant-amplitude and spectrum loading 

by J. C. Newman (Mississippi State University,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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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J. Ruschau (University of Dayton Research Institute, USA) 

 

현재 대부분의 피로 균열성장 평가에서는 선형탄성 파괴역학(LEFM) 기반의 

평가법을 적용하고 있지만, 실제 시험 및 해석결과 이 균열진전 속도에 대한 

응력강도계수(SIF) 범위 곡선은 응력비율(R), 가해준 응력 크기, 균열 앞면의 구속 

조건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논문은 2024-T3 알루미늄 

합금을 대상으로 실온에서 균열 성장에 미치는 응력크기의 영향과 다양한 하중 

하에서 원공으로부터 성장하는 균열에 대해 가해준 응력의 영향을 평가했다. 균열 

성장은 두 가지 형태로, 즉 LEFM 과 균열 닫힘에 기초한 해석을 수행했다. 평가 

결과 R 이 음이고, 응력수준이 높을 때 LEFM 은 수명평가에서 비보수적(factor ‘2’ 

이상)으로 나타났지만, 균열 선단에서의 소성 영향을 포함하는 피로 균열 닫힘 

개념에 기초한 해석에서는 다양한 하중 이력에 대해 균열 성장을 우수하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시험 경우에 대해 균열 닫힘 해석은 시험 수명 

대비 ±20%의 오차 범위 내로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린 원공(open 

hole)에서의 균열성장을 평가하기 위한 모델에 대해 단순하고, 복잡한 하중이력을 

가한 결과 균열 성장 및 닫힘 영향은 원공 주변의 소성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린 원공을 가진 2024 및 7075 알루미늄 합금에 대해 시험 및 

해석을 수행한 결과 두 결과의 차이는 ±20% 이내인 것으로 나타났다. 

 

A Study of the stress ratio effects on fatigue crack growth using the unified two-parameter 

fatigue crack growth driving force   

by A.H. Noroozi, G. Glinka, S. Lambert (University of Waterloo, Canada) 

 

기존의 피로수명 예측에서는 피로손상에 대해 Minor 의 법칙을, 피로 균열 

전파에 대해서는 Paris 및 Elber 의 피로균열 성장 법칙 등을 주로 활용해 왔지만 

이번 학술대회에서 연구자들이 균열성장 평가에서 특히 비중 있게 적용하고 있는 

방법은 통합 Two parameter 피로균열 성장 모델(unified two-parameter fatigue crack 

growth driving force model)이었다. 그 동안 피로균열 성장 속도는 응력강도계수 

범위(∆K) 응력비율(R)에 의존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고, 실제 하중 변동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개의 인자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했다. 여기서 응력비율 R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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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소성 변형(reverse plastic deformation)에 의해 균열선단 부근에서 발생하는 

잔류응력에 따른 것으로 받아들였었다. 캐나다 워터루 대학의 Glinka 교수 연구팀은 

이 잔류응력을 피로균열 거동에 고려한 후 그 응력비율 영향을 피로 균열 성장에 

포함시킨 Two parameter 피로 균열성장 진전력(driving force) 모델을 개발했다. 그들은 

응력 비율이 변동하는 경우에 대한 피로 균열진전 속도(fatigue crack growth rate)는 

최대 총 응력강도계수(Kmax,tot)와 잔류응력의 존재에 대해 보정한 응력강도계수 

범위(∆Ktot) 등 두 개 변수의 조합으로 표현했다. 이 모델은 피로균열 성장에 미치는 

압축하중의 영향을 설명할 수 있다. Noroozi 등의 연구자들은 피로 균열 성장에 

미치는 평균응력 및 응력 변동 영향을 고려할 수 있는 통합 2-변수 진전력(unified 

two parameter driving force), (1 )
max,
p p

tot totK Kκ −∆ = ∆ 을 유도했다. 특히 연구팀은 균열 

진전력 0.5
max,
p

tot totK Kκ∆ = ∆ 는 광범위 응력 비율에 따른 피로균열 성장 데이터와 

광범위 균열 성장속도(threshold 부근에서 high growth rage regime)에 대해 상관시키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본 모델은 Al 2024-T351 알루미늄 합금, St-4340 합금 및 

Ti-6Al-4V 티타늄 합금강에 대해 하중범위(R) -1~0.7 에 대해 성공적으로 

검증되었다고 덧붙였다. 

 

A model-based structural integrity prognosis system 

By J. Papazian, E. Anagnostou, S. Engel, J. Madsen, D. Fridline, J. Nardiello, et al. 

( Northrop Grumman Integrated Systems, USA) 

 

항공기 구조물의 실제 피로손상을 감시하는 신속한 정보 예측과 사용계수의 

예측 모델링에 기초한 구조건전성 진단 시스템(The Structural Integrity System : SIPS)을 

개발했다. 여기서는 전형적인 항공기 하부 날개 구조물의 피로손상 사용계수의 

탐지 및 잔여 수명의 예측에 대해 다루고 있다. 하부 날개 구조물을 대표하는 피로 

시편에 대해 재료시험을 수행했다. 시험 중 3 개의 센서 시스템은 피로손상의 탐지 

및 정량화를 위해 사용되었다. 모델은 피로의 미세구조 근원에 기초하고 있으며, 

중요 미세구조 인자의 통계적 분포를 포함하고 있다. 모델 및 센서 데이터는 

예후(prognosis) 시스템과 조합이 되고 피로 시험의 결과를 예측하는 데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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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situ Neutron Diffraction Studies on the Fatigue of HAYNES 230, a Nickel Based 

Superalloy 

by T. A. Saleh, D. W. Brown, B. Clausen, M.A.M. Bourke, M. L. Benson, et al.  

(Los Alamos National Laboratory, USA) 

 

재료시험편이 하중을 받거나 피로 환경에 있을 때 재료 내에서 발생하는 

변형률을 관찰하는 데 있어 in-situ 중성자 회절법은 매우 강력한 해법을 제시한다. 

미국의 로스알라모스 국립연구소(LANL)에 있는 SMARTS(Spectrometer for Materials 

Research at Temperature and Stress) 시설은 피로시험 중에 시편 full size 의 내부 변형률 

측정을 가능하게 한다. 시험대상 재료는 고용체 강화 FCC 고니켈 합금강인 Haynes 

230 이다. 중성자 회절을 이용한 종래 시험에서는 피로 과정에서 잔류 변형률이 

발생했다가 사라지는 현상을 보였다. 이와 같은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변형률 제어 

및 응력 제어 중성자 회절 환경에서의 피로 시험을 로스알라모스의 SMARTS 

시설과 영국 ISIS 의 ENGIN-X 에서 수행했다. 잔류 변형률의 발생은 저주기, fully-

reversed 피로에서 더욱 크게 발생했으며, 피로가 진행되면서 완화는 매우 적게 

발생했다. 본 논문은 hkl 방향으로의 격자 인자 변형률 및 잔류 변형률의 측정에 

대해, 그리고 피로 하중을 받는 동안 탄화물의 거동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Analysis of the effects of compressive stresses on fatigue crack propagation rate 

by J. Zhang(Harbin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Harbin University, China ),  

X. D. He², S. Y. Du (Harbin Institute of Technology) 

 

이 논문은 균열선단에서 압축응력의 영향과 피로 균열성장에 이것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루고 있다. 압축 응력크기를 증가시켜 가며 균열선단 파괴변수의 

변화에 대해 분석하기 위해 탄소성 유한요소 해석을 수행했다. 균열 선단 

부근에서의 균열선단 열림변위(CTOD), 역소성역 크기(reverse plastic zone size) 등을 

얻었다. 유한요소 해석 결과 피크 인장 응력에서 영으로 제하를 하는 동안에도 

균열선단은 계속 열려 있는 상태를 유지했고, 압축응력을 가함에 따라 균열선단의 

열림은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장-압축 응력 사이클에서 이들 균열선단 

변수는 주로 두 개의 하중 변수 즉, 응력사이클의 인장부분에서 최대응력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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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ax 와 압축 부분에서의 최대 압축응력 σmaxcom 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에서는 피로 균열성장에서 압축응력의 영향이 포함되도록 두 개의 변수, Kmax 와 

σmaxcom 기반으로 한 피로 균열 전파 모델을 개발하고, 여러 개의 재료에 대해 

실시한 피로 균열성장 시험결과를 이용하여 제시된 모델을 검증하였다. 

 

Quantification of fatigue damage accumulation using nonlinear ultrasound measurements 

by M. F. Gigliotti, E. J. Nieters(GE Global Research, USA), O. Ramkumar, R. Sivaramanivas, 

V. Komma Reddy, M. T. Shyamsunder (John F Welch Technology Centre, India, ), M. E. Keller 

(GE Transportation, USA) 

 

재료의 열화 및 손상 수준을 잔여수명과 관련시키는 것은 거대 손상을 예방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것이다. 전위 및 석출물과 같은 미세구조 형상 응력파동 

방정식(stress wave equation)에서 2 계 또는 고계(higher order) 변형률 항은 조화함수를 

생성시키는데, 이 조화함수의 측정은 미세구조의 열화를 나타내는 표시기(indicator) 

역할을 한다. 1000°F 최대 변형률 0.78%(R=0) 제어 조건 하에서 저주기 피로 시험을 

수행하고, through transmission 모드에서 harmonics 에 대해 5MHz 에서 검사를 

수행했다. LCF 시편에서 Nonlinearity parameter 에 대해서는 (Beta)에 대해서는 90% 

이상의 변동이 일어난 것으로 관찰된 반면 통상의 속도(conventional velocity)는 1% 

미만의 변화를 보였다. 또한 TEM 관찰 결과 γ’’ 강화 석출물이 넓게 퍼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rediction of fatigue crack growth in notched specimens under variable amplitude crack 

growth in Inconel 718 

by P. Ljustell, F. Nilsson (Royal Institute of Technology (KTH), Sweden) 

 

일반적으로 공학 구조물에 작용하는 피로하중은 시간에 따라 변하는 변동하중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피로 균열성장 데이터는 일정 진폭하중 

하에서 얻은 데이터들이다. 이론적으로는 일정 진폭하중 하에서 얻은 균열성장 

시험 데이터를 이용하여 변동 진폭 하중에 따른 균열성장을 평가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평가에서 적지 않은 오차를 수반하는데 본 논문은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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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 다루고 있다. 대상재료는 인코넬 718, 시험온도는 400°C, 하중 수준이 

비교적 높고, 노치가 있는 인장 재료시편에 변동 진폭의 균열성장 시험을 수행했다. 

변동하중은 9 개의 블록으로 나누어졌고, 각 블록은 시편에서 최종 파단이 일어날 

때까지 시험을 반복했으며, 균열길이는 컴퓨터에 연결된 광학 현미경을 이용해 

관찰했다.  9 개의 블록 중 총 6 개의 다른 블록에 대해 시험을 수행하고, 

해석결과와 비교했다. 비교결과 균열길이가 매우 짧은 경우(<0.6mm)를 제외하고는 

두 결과가 비교적 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결과의 차이는 주로 큰 

소성변형 효과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Environmental effect on fatigue crack growth in 7075-T651 aluminum alloy 

by E. U. Lee(Naval Air Warfare Center Aircraft Division, USA ), A.K. Vasudevan(Office of 

Naval Research, USA)² 

 

7075-T651 알루미늄 합금에 대해 응력 비율 0.1 과 0.85, 진공과 공기 중 및 

1%의 NaCl 용액 안에서 10Hz 의 주파수로 하중을 가하는 피로균열 성장 거동에 

관한 시험연구를 수행했다. 통합 피로손상 접근법(Unified Fatigue damage Approach)을 

이용하여 두 개의 고유 변수인 응력강도계수 진폭(∆K)과 최대 응력강도계수 Kmax 을 

이용하여 피로균열 성장 데이터를 평가하였다. 

응력강도계수 진폭(∆K)과 피로 균열 성장속도 da/dN 은 1% NaCl 용액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고, 공기 중에서 그 다음으로, 그리고 진공 환경에서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나 환경영향이 있음을 입증했다. 피로균열 성장에 관한 쓰레숄드 응력강도 

범위 (∆Kth)는 응력범위 0.1 및 0.85 에서 모두 1% NaCl 용액에서 가장 크고, 공기 

중에서는 중간으로, 그리고 진공에서 가장 작게 나타난다. 그러나 da/dN 및 

∆K 곡선은 ∆K 가 커지면 모두 모이는 것으로 나타나 ∆K 가 증가하면 환경영향이 

감소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Creep-Fatigue Damage for a Structure with Dissimilar Metal Welds of Mod.9Cr-1Mo and 

316L Stainless Steel 

H-Y. Lee*,S-H. Lee, J-B. Kim, J-H. Lee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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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는 고속증식로 또는 고온 가스로에서 채용될 수 있는 y-형상의 IHX 

지지구조물을 모사하는 구조 시험 편을 제작하고, 이에 대해 크리프-피로 시험 및 

고온 설계코드(ASME-NH 및 RCC-MR)를 이용하여 크리프-피로 손상을 평가하고, 

기존 고온 설계 코드의 보수성을 정량화하였다. 시편은 IHX 지지구조물이 동종 및 

이종 용접부가 존재하는 점을 모사하기 위해 내열성질이 우수한 Grade 91(Mod. 9Cr-

1Mo)과 Alloy 800HT 및 316L 스테인리스 강 등을 조합하여 제작하였다. 구조시편은 

90°C~600°C 의 범위에서 열하중을 받으며, 600°C 에서 2 시간의 유지시간을 가해졌다. 

시편에는 Grade 1-Grade 1 및 316L-316L 의 동종용접과 Grade 91-316L 의 

이종용접부가 존재하며, 이종용접 방법에는 Buttering 용접과 열팽창계수가 Grade 

91 과 316L 의 중간크기를 갖는 Alloy 800HT 강을 중간에 끼워 넣은 Trimetallic 용접 

법을 적용하여 시편을 제작하였다. 설계코드로는 미국의 ASME-NH 와 프랑스의 

RCC-MR 을 사용하였으며, 모재 및 용접 부에서의 크리프-피로 손상을 평가하고, 

구조시험에서 관찰한 결과와 비교함으로써 두 코드의 보수성을 정량화시키는 

연구를 수행했다. 크리프-피로 손상 평가결과 전체 변형률 범위 및 피로손상에서는 

ASME-NH 가 대체로 보수적으로 평가되었고, 크리프 손상에서 RCC-MR 이 

보수적으로 평가되었지만 ASME-NH 에서는 손상 허용곡선 (Damage Envelope)이 

RCC-MR 에 비해 매우 보수적으로 설정되어 있어 실제로는 ASME-NH 가 

전체적으로 보수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적으로 두 설계코드의 

크리프-피로 손상은 구조시험 후의 관찰 결과와 비교할 때 상당히 보수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종용접 방법 중 Trimetallic 용접방법에서 

열팽창계수가 중간 정도의 크기를 갖는 중간에 게재되는 재료에서 열전도도는 

크리프-피로 손상 평가에서 최대 발생 위치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Macro to nano scale grains affecting fatigue crack growth 

by P.S. Pao, H.N. Jones, C.R. Feng, A.K. (Naval Research Laboratory, USA), 

Vasudevan(Office of Naval Research, USA) 

 

재료의 강도, 파괴인성 및 피로 물성에 영향을 미치는 공통적인 미세구조 

인자의 하나는 입자(grain) 크기이다. 그러므로 입자크기를 조정하여 이들 물성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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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하고 있는데, 입자크기를 줄이면 강도와 인성 및 피로 균열개시 저항이 

증가하지만 피로균열 성장 속도가 증가하게 된다. 입자크기의 변화에 따른 K*
max,th 의 

변화량은 매크로(macro) 영역에서는 강하지만 micro-nano 영역에서는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반대로 ∆K*
th 의 입자크기 의존성은 균열 경로의 전영역에 걸쳐 

약하며, 이것은 특히 쓰레숄드 영역에서 더욱 현저한 것으로 나타났다. Al-Mg 및 

Al-Zn-Mg 합금강에 대한 피로 균열성장 데이터는 이 기구를 토의하는 데 

활용되었다. 

 

Comparative assessment of the dissipated energy and other fatigue criteria 

by A.M. Korsunsky(University of Oxford,UK), D. Dini(Imperial College,UK), M. Walsh 

(Rolls-Royce Plc., UK) 

 

열기계 피로하중을 받는 구조물의 피로 균열 개시(initiation)에 관해 많이 

사용하는 평가 법칙은 Damage Summation, Frequency Separation(FS), Ductility 

Exhaustion(DE), Strain-Range Partitioning (SRP), Total-Strain Version of SRP(TS-SRP), Strain 

Energy Partitioning (SEP) 및 Dissipated Energy Criterion(DEC)이다. 각 모델은 특정 

재료에 대해 특정 온도 영역 및 사이클릭 변형률에 대해 좋은 평가결과를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어느 한 모델도 다른 모델들보다 모든 경우에 좋은 결과를 

주는 것으로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므로 모델의 선정은 관련 조건에서 

검증되었다는 지식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모든 모델은 그들이 검증된 범주 

내에서만 제한적인 정확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며, 그 영역의 바깥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정확성을 갖는다. 이 논문에서는 다른 방법들에 대해 미세 

역학적(micromechanical) 기초에 대한 토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모든 고전적 피로 

이론은 변형 이력을 고려하기 위해 시스템 변수의 시간 진전(time evolution) 대신 

손상에 도달하는 사이클 수 Nf 의 함수로 시스템 변수의 값으로 표현한다. DEC 와 

고전적 이론 사이의 등가성(equivalence)을 고려하여 여기서는 Ramberg-Osgood 

재료의 사이클릭 변형에 대해 고려한다. 이것은 단순하지만 DEC 와 응력범위 및 

변형률 범위에 기초한 손상 평가에서 이론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실온에서 크리프-피로 영역의 고온까지 커버하는 실험 데이터에 기초하여 

Walker 변형률, SWT(Smith-Watson-Topper) 및 DEC 수명평가법에 대해 비교 평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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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했다. 그 결과 DEC 는 특히 복잡한 하중상태 및 복잡한 기구들의 상호작용이 

발생할 때보다 개선된 결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rmal dissipation during mega and gigacycle fatiguetests 

by D. Wagner, N. Ranc (Université Paris 10, France) 

 

고주기 피로는 엔지니어링 구조물 및 부품의 설계 및 내구성에서 주요 

관심사가 되었다. 일부 재료들은 피로 한도(fatigue limit) 특성을 갖지만 대부분의 

다른 재료들은 이와 같은 특징을 보이지 않고 109 사이클 정도까지 도달해서야 

균열이 발생하는 초고주기 피로특성을 보인다. 이와 같은 gigacycle 영역에서는 균열 

개시가 표면 내부의 결함(게재물, porosity)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료의 품질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작은 탄성 하중에서도 109 사이클 정도에서 

금속이 파단될 수 있는지, 왜 균열 개시는 내부에서 발생하는 지 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메가 및 기가 사이클 영역에서 온도 기록 

분석(thermographic analysis)를 통해 항복강도가 다른 다양한 강과 알루미늄 재료들에 

대해 분석을 수행했다.  

 

2.6 총평 

 

구조재료의 피로 손상에 관한 이번 국제 학술대회는 항공기, 선박, 발전설비, 

일반 산업기계 등 상온 또는 고온에서 피로하중을 받는 구조 또는 재료의 피로 

손상에 대해서, 그리고 피로 균열거동 등에 대해서 8 개의 세션에서 총 122 편의 

논문발표를 통해 산학연의 통합적 논의가 이루어진 컨퍼런스였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구조물의 피로수명 평가법에 관한 논문발표가 가장 

많았고, 균열개시 및 쓰레숄드 관련 연구 및 ‘구조-기기’ 부문의 논문이 그 뒤를 

이었다.  

학술대회에서 크게 주목을 받은 분야는 초고주기 피로(Very High Cycle Fatigue) 

분야였다. 일반적으로 일부 재료들은 피로 한도(fatigue limit) 특성을 갖지만 

대부분의 다른 재료들은 이 같은 특징을 보이지 않고, 109 사이클 정도까지 

도달해서 균열이 발생하는 초고주기 피로특성을 갖는다. 이 같은 Giga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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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에서는 균열 개시가 표면 내부의 게재물 또는 porosity 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데, 재료가 탄성 하중 하에서도 109 사이클 정도에서 왜 균열 개시는 내부에서 

발생하는 지 등에 대한 연구가 외국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직 관련 연구논문이 발표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항공기 또는 

일반 산업체의 초고주기 피로하중을 받는 구조에 대해 관련 연구가 국내에서도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해본다. 

구조재료 피로손상 부문의 괄목할 만한 기술 발전은 우리 실생활의 안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 예로서 항공기의 추락사고의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기체 

결함 문제에서 그 동안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구조 또는 재료의 ‘피로’ 문제가 

이제는 손상 안전설계(fail-safe design)에 이은 손상허용 설계(damage tolerant design) 

등의 개선된 설계 개념 적용과 신뢰성 있는 검증으로부터 항공기의 안전성이 

혁신적으로 개선되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항공기 기체의 피로 설계 및 건전성이 

크게 개선되었고, 우리는 항공편 이용 시 훨씬 안전한 여행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본 학술대회 관련 웹 사이트는 http://www.fatiguedamage.elsevier.com/scope.htm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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