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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피로균열성장 해석은 원전배관의 건전성 및 수명 평가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해석이다. 정확한 균열성장 해석을 위한 기초 데이터로써의 재료물
성치 확보를 위한 많은 기초시험과 균열성장을 모사하기위한 수치해석을
수행해 왔다. 이때 균열성장해석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규격인 British
Standard BS 7910 이나 ASME Boiler and Pressure Vessel Code의
Section XI는 등온 피로시험과 단순한 응력 이력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모
델이다. 반복적인 열충격을 받는 균열을 포함하고 있는 구조물의 경우
ASME 규격은 보수적인 경우도 있음이 알려져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열 및 기계적인 피로하중을 받고 있는 원전배관 내의
균열의 수명평가를 위하여 수치해석적인 방법과 열적-기계적 피로시험을
연계하여 해석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균열시편을 사용한 열적-기계적 피
로시험을 위한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또한 수명평가 예로써 가압기 밀림관
을 선정하여 수명평가 방법에 대하여 정리하고 열피로시험 시스템 구성을
위한 기초적인 내용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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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Fatigue

crack

growth

analysis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structural integrity assessment or the service life calculation of the
nuclear power plant pipes.

To obtain the material properties as a basic

data to achieve an accurate crack growth analysis, a lot of tests and
numerical crack growth simulations have been done for decades.

The

British Standard BS 7910 or the ASME Boiler and Pressure Vessel Code
Section XI, generally used to evaluate crack growth behavior, were
made under the based on simple stress state or at the evaluated
isothermal temperature.

It is well known that the ASME code could

sometimes give so conservative results in some cases of which the
cracked components are experiencing with cyclic thermal shock.
In this report, we suggested a method for the life assessment of a
crack embedded in nuclear power plant pipes under the thermalmechanical fatigue loads.

Here we use the numerical method to get

the temperature history for thermal-mechanical fatigue crack growth
test.

And then we can calculate the remaining life time of the pipe by

using the fracture mechanics and the test results together.

For this

purpose, we constructed a thermal-mechanical fatigue crack growth
testing system.

We also gave a lot of review about recent researches

in the experimental fields of thermal-mechanical fatigu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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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원자력 압력경계 배관들의 경우 반복되는 열피로 하중과 기계적인 피로 하중
을 동시에 받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들 배관에 균열이 존재하는 경우 실제 구조
물이 겪는 피로환경에 보다 가까운 해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열피로 하중과 기
계적인 하중을 동시에 고려한 열적-기계적 피로시험을 수행해야한다. 그동안 많
은 연구에 의해 균열이 없는 시편에 대한 열적-기계적 피로에 대한 연구결과가
발표되었고 시험장치 및 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이 잘 정리되었다[1-3]. 그러나
균열이 있는 시편의 경우, 일정한 온도에서의 기계적 피로시험 방법에 대하여는
ASTM E647에서 규격화된 시험법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열적-기계적 피로시험
방법은 정해진 시험 규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몇몇 연구[4-10]에서도 연구자가
각자의 필요에 의해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한편, 미국 NRC(Nuclear Regulatory Commission)가 1984년 11월 LBB 적용에
대한 기술지침서인 NUREG 1061 Vol.3를 고시하여 원자력발전소 각종 배관에서
도 LBB(Leak-Before-Break) 개념이 적용될 수 있음을 밝힌 이후, LBB 개념을
적용하여 배관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우리나라
의 경우 영광 1&2호기에의 처음 적용을 시작으로 하여 많은 연구가 활발히 진
행․적용되어 왔다. LBB 적용을 위한 균열해석에 있어서 정확한 균열성장 해석
을 위한 기초 데이터로써의 재료물성치 확보를 위한 많은 기초시험과 균열성장
을 모사하기위한 수치해석을 수행해 왔다. 이때 균열성장해석에 일반적으로 사용
하는 규격인 British Standard BS 7910 이나 ASME Boiler and Pressure Vessel
Code의 Section XI는 등온 피로시험과 단순한 응력 이력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모델이다. 반복적인 열충격을 받는 균열을 포함하고 있는 구조물의 경우 ASME
규격은 보수적인 경우도 있음이 알려져 있다[4]. 그동안의 국내외에서 원전 규제
기관, 공급기관 및 연구기관에서 ASME 및 NRC 권고안과 규격에 따른 열성층
및 열피로에 대한 많은 일차압력계통의 배관에 대한 해석이 수행되어 왔으나 규
격에 따른 수치해석을 통한 안전성 평가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실
제 배관에 작용되는 열적-기계적 피로하중에 의한 균열 해석을 보다 정확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배관재료의 물성치 뿐 만 아니라 균열의 진전거동을 나타내
는 정확한 균열성장률 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수치해석과 열적-기계적 피로균열 성장시험을 병행하여 열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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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적 피로하중을 받는 원전배관의 보다 정확한 균열해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연
구진행을 위하여 여러 문헌들을 검토하여 정리하였고, 수명평가 방법을 제시하였
으며 열피로 시험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수치해석은 유한요소법으로 열응
력 해석을 하여 배관의 시간에 따른 온도분포 이력을 구한다. 수치해석을 통하여
구한 균열선단 부근의 온도이력을 사용하여 균열을 포함하고 있는 시편으로 열
적-기계적 피로시험을 수행한다. 시험에서 얻어진 균열성장률 식을 사용하여 파
괴역학적 해석을 함으로써 균열진전 해석을 함으로써 수명평가를 수행할 수 있
다.
2장에서는 원자력 배관 중에서 가압기 밀림관을 선택하여 강도학적인 측면에
서 피로해석을 하는 방법을 ASME 코드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기술하고, 파괴역
학적 측면에서 LBB 방법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3장에서는 고온열피로 시험에 필
요한 시편, 신장계, 그립, 가열 및 냉각장치에 대하여 살펴보고, 열적-기계적 변
형률시험 사례와 열적-기계적 피로균열 해석의 사례 연구를 살펴보았다. 4장에서
는 수치해석과 시험을 연계하여 수행하는 배관의 수명평가를 위한 방법과 시험
을 위하여 구축한 시스템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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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로손상평가 방법
이 장에서는 피로손상평가함에 있어서 균열을 고려하지 않고 강도학적인 측면
에서 피로해석을 수행하는 경우와 균열의 성장을 포함한 파괴역학적인 측에서의
피로해석의 경우에 관하여 각각 간략히 설명하고자 한다. 강도학적 측면에서의
피로해석은 ASME 코드의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정리하였는데 가압기 밀림배관
을 대상으로 하였다. 파괴역학적인 측면에서의 피로해석은 LBB 평가의 일부로
사용되게 된다. 균열이 존재하는 배관에 LBB를 모두 적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본
장에서 정리한 내용은 LBB 해석으로 대상을 제한하였다.

2.1. 배관의 건전성 평가 방법
가압기 밀림배관은 1차 냉각재 계통에 있으므로 ASME Pressure Vessel Code
의 규정에 따라 Class 1 기기로 분류되기 때문에 ASME Boiler & Pressure
Vessel Code Section Ⅲ NB-3600의 배관설계기준에 따라 응력해석 및 건전성평
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가압기 밀림배관의 열성층 현상에 대한 건전성 평가 체계는 Fig. 2에 나타낸
것과 같다. 먼저, 가압기 밀림배관에 발생하고 있는 열성층 정도를 실측, 분석하
는 동시에 동 현상에 의해 발생하는 배관의 기하학적 변위 데이터를 취득하고
분석한다. 다음으로 실측된 온도와 변위 자료, 그리고 발전소 설계자료 등을 기
초하여 발생하는 응력해석을 수행하고, 열성층 현상에 의한 배관의 피로 정도에
대한 해석을 수행한다. 다음으로 해석의 마지막 단계인 파괴역학적 관점에서 결
함성장해석을 수행하여 최종적인 건전성을 종합 평가한다. 본 절에서는 파괴역학
적 해석을 제외한 강도학적 측면에서의 건전성평가방법에 대하여 먼저 기술한다.

2.1.1

응력해석 절차

(1) 열전달 해석
2차원 배관 단면을 유한요소 모델링한 후, 열전달계수 및 열물성치를 입력하여
배관 단면의 온도 분포를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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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

변위

온도분포 검토

변위량 및 방향 검토

측정

응력해석

해석

피로해석
결함성장해석

평가

건전성 평가

Fig. 1 Schematic diagram of the integrity evaluation of surge line.

(2) 응력해석
ASME 코드에 입각한 응력해석 및 건전성 평가 기준을 설정하면 다음과 같
다. ASME Section Ⅲ NB-3600의 기준에 따르면 설계조건과 A급 운전조건에서
배관의 하중 지지능력을 확인하는 응력해석을 하는데 있어 작용응력에 대한 허
용한계값과의 비교를 수행하고, 그 값이 허용값 보다 작아야 건전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한다. 즉 설계조건에 대하여는 설계압력 및 자중에 의한 1차 응력강도값
이 1.5Sm (Sm : 설계허용응력강도값)을 넘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 또한 A급 운
전조건들 중 몇 개 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발생 전후의 작용하중에 따른 1
차와 2차의 합응력강도값(Sn)이 3Sm을 넘지 않을 것과 또한 모든 과도상태에
걸친 누적 피로계수가 1.0을 넘지 않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가) 설계조건에 대한 건전성 평가기준
NB-3652에서는 설계하중에 따른 1차 응력강도가 다음 (1)식을 만족할 것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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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고 있다.
B

1

PD
2t

o

+

B

2

Do
M
2I

i

≤ 1.5 S

(1)

m

여기서
B1, B2 : 대상배관의 1차응력지수(NB-3680)
P

: 설계압력, psi

Do : 배관 외경, in (NB-3683)
t

: 호칭 벽두께, in (NB-3683)

I

: 관성모멘트, in (NB-3683)

4

Mi : 설계상의 기계적 하중 조합에 의한 합성모멘트(in-lb)로 밀림배관의
해석에는 배관, 단열재 및 유동 유체의 자중, 그리고 배관의 설계압력을
고려
Sm : 허용설계응력강도값, psi
(ASME Section Ⅱ, Part D, Subpart 1의 Table 1A 및 2B)

(나) 운전조건에 대한 건전성 평가기준
NB-3653.1에서는 A급 운전조건에 대하여 1차+2차 합응력강도값(Sn)과 3Sm을
비교하여 다음 관계식(2)의 만족여부를 검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S n=

C

P
1

D
2t
o

o

+ C

2

Do
M i+ C
2I

3

E

ab

| α

a

T a- α

b

T b| ≤ 3 S

여기서
C1, C2, C3 : 대상 배관에 대한 2차응력지수 (NB-3680)
Do, t, I, Sm : 앞의 식(1)에서의 정의와 동일
Mi : 하나의 하중조합에서 다른 조합으로 옮겨갈 때에 발생하는 모멘트의
합성범위로 반복성이 없는 자중은 제외, in-lb
Ta(Tb) : 구조 또는 재료의 불연속성에 따른 a(b)측에서의 평균 온도 범위 (℉)

αa(αb) : 실온에서 전체구조 또는 재료 불연속부의 a(b)측 열팽창 계수,
(1/℉), (ASME Section Ⅱ, Part D, Subpart 2의 Table TE)
Eab : 실온에서 전체적 구조 또는 불연속성에 따른 a(b)측의 총탄성계수
평균값, psi (ASME Section Ⅱ, Part D, Subpart 2의 Table TE)
Po : 운전압력 범위, p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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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2)

위의

(2)식에서

1차+2차

합응력강도값(Sn)이

3Sm을

초과할

경우에도

NB-3653.6은 그곳에 명시된 팽창응력강도 관계식 및 열굽힘과 열팽창응력을 제
외한 1차+2차 막응력+굽힘응력강도 관계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면 배관은 위의 합
응력강도값 범위에 대하여 만족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누적 피로계수 평가기준
가압기 밀림관의 피로평가에는 ASME Section Ⅲ NB-3653.2에서 제시하는 피
크응력강도값(Peak Stress Intensity, Sp) 관련 공식을 적용한다.
S

p

=

K

1

+ K

C
3

P
1

C

3

o D
2t

E

ab

o

+ K

| α

a

2

C

2

T a- α

Do
1
K
M i+
2( 1 -ν)
2I
b

3

E α |Δ T 1|

(3)

1
T b|+
E α |Δ T 2|
1 -ν

여기서
K1, K2, K3 : 대상 기기에 대한 국부응력지수 (NB-3680)
Po : 운전압력 진폭으로서 시간(τ)의 함수
Eα : 실온에서 탄성계수(E)와 평균열팽창계수(α)를 곱한값, psi/℉
|ΔT2| : ΔT1에 포함되지 않고 벽두께 방향으로 비선형 열분포를 갖고
있는 부위의 온도차 범위의 절대값, ℉ (NB-3653.2(2))
|ΔT1| : 등가선형 온도분포를 생성하는 모멘트를 가정하였을 때 배관의
내면 온도 Ti와 외면온도 To사이의 온도차 범위의 절대값, ℉
(NB-3653.2(2))
Mi(τ) : 모멘트합의 범위값(resultant range of moment)으로서 시간의 함수
Sp : 피크응력강도값
그 외는 식(2)에서의 정의와 동일하다.

과도상태에 따른 피로는 주요 위치에서 전․후의 응력차인 교번응력에 의하여
발생한다. 주요 부위에서 누적피로계수를 계산하여 보면 해석상의 과도상태가 피
로에 기여하는 정도를 알 수 있다. 누적 피로계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모
든 하중조합(NB -3653)에 대하여 상기의 (3)식을 적용하여 피크응력강도값(Sp,
psi)을 계산하며, 그 값의 절반에 해당하는 교번응력강도(Sa=Sp/2, psi)을 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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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ASME Section Ⅲ Appendix I에 제시된 배관재질에 대한 설계피로곡선(S-N
곡선)을 이용하여 피로파괴가 일어나는 값(N : 사이클 수)을 구한다. 그 후에 실
제 발생횟수(n)를 고려하여 각 하중 사이클에 대한 각각의 피로기여도(Ui)를 구
하여 모두 합산하면 된다. 이 합산된 피로계수 기여도 즉, 누적 피로계수가 1.0에
달하면 피로파괴가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여기서 주의를 요하는 것은 응력해석에서 각 과도상태는 대개 독립적으로 발
생하므로 모든 하중단계를 고려할 필요가 없지만 피로해석에서는 각 과도상태에
따른 피로가 배관에 피로를 누적시키기 때문에 모든 하중 단계가 관여된다는 점
이다. 즉 (2)식의 합응력강도값 Sn은 각각의 하중단계에서 계산하여 허용값인
3Sm과 비교하면 된다. 그러나 피로해석에서는 배관의 수명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과도상태의 각 하중단계에서 계산된 각각의 피로기여도(Ui)를 합산하
여 한계값인 1.0과 비교하여야 한다. 따라서 응력해석과 관련된 합응력강도값 Sn
의 비교는 명확하지만 피로해석은 특정 과도상태 외에도 다른 과도상태가 있기
때문에 전체 누적피로계수에 대한 과도상태의 기여도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다
시 말하면 피로를 누적시키는 또 다른 과도상태가 많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과도상태에 따라 계산된 값을 바로 1.0과 비교해서는 않된다.
이러한 응력해석과 피로해석을 수행하려면 NB-3600에 제시되어 있는 공식을
이용하여야 하는데 수계산으로는 계산분량이 많아 흔히 ANSYS, ABAQUS,
SUPERPIPE, ADLPIPE, LEAPIPE 등의 상용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2.1.2. 건전성평가 사례
참고문헌[11]에서는 부하추종운전시 영광 3&4 호기 가압기의 성층유동에 따른
열응력 및 피로해석을 수행하였는데, 배관해석을 위해 ANSYS의 소성배관요소
(STIF 20 & STIF 60)를 사용하였다. ANSYS의 소성배관요소는 탄성배관요소
(STIF 16 & STIF 18)와는 달리 배관 단면의 상․하 지점인 90° 및 270°위치의
배관 벽면 온도를 다르게 입력시킬 수 있으므로 열성층에 따른 굽힘응력을 바로
계산할 수 있다. 식(1), (2), (3)의 굽힘모멘트는 ANSYS의 해석 결과 값을 대입
하면 된다.
배관해석 전용프로그램인 SUPERPIPE를 사용하면 식(1), (2), (3)이 프로그램화
되어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상의 방정식의 체크가 가능하지만 배관의 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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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면의 온도를 각각 다르게 입력할 수 없다.
참고문헌[12]에서도 열성층 현상을 고려한 상세 응력해석을 수행하기 위하여
ANSYS 프로그램의 배관요소(STIF 20 & STIF 60)를 이용하여 온도분포 해석
에서 구한 각 절점의 온도와 내압 및 자중을 고려하여 모멘트를 계산하고, 그 결
과를 ASME Section Ⅲ 배관관련 공식의 변수로 활용하여 평가기준 만족여부를
검토하였다.
참고문헌[13]에서는 K-FAMS( KAERI-FAtigue Monitoring System) 감시시스
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영광 1호기 가압기 밀림관 열응력 해석에 적용하였는데,
배관 내부의 유체 온도변화에 따른 기계적인 물성치 변화를 열응력 계산시 고려
할 수 있는 그린함수를 평가하고, 배관 외부표면의 온도를 알 경우(열전대를 배
관 외벽에 부착함으로써 가능) 열응력을 직접 계산하는 직접계산법을 개발하였
다. 한편, 직접계산법은 반경방향의 배관벽 내의 온도분포를 고려해 주지 못하므
로 선형거동에 가깝게 운전되는 과도상태에 대해서는 그린함수법에 비하여 실제
응력상태를 잘 나타내주지 못한다. 그러나 열성층이 일어나는 밀림관에서는 열
물성치와 열전달계수가 온도에 따라 변하는 비선형 거동을 하며 배관 축방향의
온도분포가 균일하지 않으므로 축방향을 따라 여러 곳에서 온도를 실시간으로
측정, 입력하여 주면 실제에 가까운 응력을 계산할 수 있다. 그린함수법의 경우
그린함수법은 개념적으로 열하중을 받는 구조물이 선형거동을 하는 경우, 즉 운
전온도 범위가 좁고 열전달계수의 변화가 없는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하다[14,15].
실제 발전소는 광역 온도범위와 열전달계수가 지속적으로 변하는 조건하에서 운
전되므로 비선형 문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개념적으로는 그린함수의 적용이 곤란
하지만 외국의 경우 약간의 비선형 거동에 대하여는 근사적으로 그림함수법을
사용하고 있기도 하다[15,16].

2.2. 배관균열의 LBB 평가 방법
2.2.1. LBB 의 개요 및 적용 현황

(1) LBB의 기본개념
LBB 적용의 기본 개념은 다음과 같다. 스테인리스강과 같은 연성재료는 파단
에 이르기까지 변형량이 크며, 균열진전에 대하여 큰 저항력을 나타낸다. 그 때

- 8 -

문에 연성재료에서 균열이 진전하기 시작하였다 해도 즉시 순간적인 파괴(연성
불안전 파괴)가 생기는 일은 없고 보통은 어느 정도의 균열길이까지 안정 성장한
후 불안정화 한다. 따라서 원자로 배관내에 균열이 생겼다 하여도 배관의 급속
파단에 선행하여 파단면에서 냉각재의 누설이 일어나며, 그 누설을 감지함으로써
원자로의 운전을 신속히 정지하면 배관 파단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이
와 같이 내부에 유체를 갖는 구조물의 내면에서 균열이 진전해 가는 경우 균열
이 벽을 관통해 충분한 내부유체의 누설을 나타낸 후 구조물이 급속 파단으로
이행한다는 개념을 파단전 누설(LBB)이라 부른다.

(2) 원자력발전소 배관에 LBB 적용에 대한 배경
미국 NRC는 1984년 11월 LBB 적용에 대한 기술지침서인 NUREG 1061 Vol.3
를 고시하여 원자력발전소 각종 배관에서도 LBB 개념이 적용될 수 있음을 밝힌
바 있다. 1983년 이전에 건설된 원자력 발전소의 경우 배관의 양단파손으로 인한
동적 영향을 발전소 설계시 고려하였기 때문에 발전소 설계 비용뿐만 아니라 배
관의 파손에 대비한 각종 지지대의 설치공간의 과다소요등 많은 어려움이 존재
하였다.
NRC의 NUREG 1061 Vol.3의 발간 고시한 이유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
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또한 NRC는 10 CFR 50 Appendices A의 General
Design Criteria(GDC) 4의 개정으로 가압기 경수로의 주냉각재 배관에 LBB 적
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고시하였으며,

1987년

3월에는

Standard

Review

Plan(SRP) 3.6.3을 발간하였다.
1987년 11월에는 GDC-4의 재차 개정으로 가압경수로와 가압중수로의 고에너
지 배관에 LBB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미국 Combustion Engineering(C-E)
사는 1985년 팔로버디 발전소의 주냉각재 배관에 LBB를 적용하여 미국 NRC의
승인을 받은바 있으며, 1987년에는 미국내의 현재 가동중인 8개의 발전소의 주냉
각재 배관에 성공적으로 LBB를 적용한 바 있다.

(3) LBB의 성립 요건
한편 균열의 진전에 따라 배관의 내하능력이 점점 저하해 가면 어느 순간에
불안정 파괴가 발생한다. LBB는 불안정 균열이 발생하기 전, 균열의 안정성장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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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서만 성립되는 개념이다. 균열이 안정성장하는 동안 관통균열로부터 누설이
현저하게 되고, 단위시간당의 누설량(누설률)이 일정한 한계치를 넘으면 누설검
출시스템이 작동하여 누설의 발생이 감지된다. 미국 NRC는 LBB 배관의 누설
감지능력에 좌우되는 LBB 설계기준율은 R. G. 1.45 에서 요구하고 있는 1 gpm
를 적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미국 NRC는 LBB가 적용되는 배관소재 및
용접부위의 재료물성치 측정시험을 수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배관의 원주방
향 균열을 해석 모델로 선정하여 안전성 입증 기술보고서를 NRC에 제출한 것을
권고하고 있다.

(4) 국내 원전에 LBB 개념 적용 현황
우리나라의 원전 중 LBB 개념이 최초로 적용된 발전소는 영광 1&2호기이다.
고리

3&4호기의

각종

배관에

배관지지대(예를

들면

PWR;

Pipe

Whip

Restraints) 설치완료 단계에 접어들 즈음 미국 NRC의 LBB 개념이 공시되어 이
를 적용할 경우 각 호기 당 102개의 PWR중 약 30 여 개의 PWR이 제거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제거에 따른 장단점을 검토한 결과 건설 중에는 제거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영광 1&2 호기에는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PWR
을 제거하고 호기 당 66개의 PWR만 설치하고 LBB를 적용하였다.
영광 3&4호기의 경우는 10 CFR 50 APP. A GDC 4의 개정으로 LBB 개념의
사용이 공식적으로 허용된 후이므로 원자로 냉각재 계통의 배관, 가압기 밀림관,
안전주입 계통의 배관, 정지 냉각 계통의 배관, 주증기 계통의 배관에 LBB 개념
을 적용하여 설계하였다.

2.2.2. LBB 해석 절차
배관의 LBB 해석은 NRC가 제시한 지침에 따라 Fig. 3과 같은 절차로 수행한
다. 먼저 초기 미관통 표면균열을 가정하여 수명기간 동안에 균열 불안정파괴가
일어나는지를 해석하는 구조 건전성 평가를 수행하고, 누설감지 관통균열에 대하
여서는 수명기간 동안 불안정 파괴가 일어나는 임계균열까지 성장하지 않음을
평가한다. 파단전 누설 평가의 주요 절차는 다음과 같다.

- 10 -

Fig. 2 Diagram for LBB evaluation.

(1) 초기 미관통균열 길이 결정
초기균열의 형상은 ASME Section XI를 따르고 반타원 표면균열로 하며, 균열
의 위치는 응력해석을 수행한 결과로부터 최대응력이 작용하는 부위로 선정하거
나 제작결함이 발생하기 쉬운 용접부등을 고려해서 결정한다.

(2) 균열성장 해석 및 수명말기 균열관통 여부 평가
피로균열성장법칙(예로 Paris 법칙)을 이용하여 피로균열 성장해석을 한다.
da
n
= C( Δ K)
dN

여기서 ΔK 대신에 ΔJ를 사용할 수도 있다.

(3) 수명말기 균열의 안정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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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정성 평가는 유럽에서는 주로 R6 선도를 이용하고 있으나 KINS는 J-T 평
가법을 인증하고 있으며 극한하중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J 파라메터를 이용하는
경우 안정성 조건은 다음과 같다.

J Load ≤ J Material

and

( dJ/da) Load ≤ ( dJ/da) Material

(2)

(4) 누설감지 가능 균열길이(2CL) 결정
정상운정 하에서 누설 감지장치로 감지할 수 있는 누설량의 10배의 누설을 허
용하는 균열 면적을 계산하고 이로부터 누설감지 균열길이를 정한다. 여기에는
유체의 동적 점성을 고려한 식을 사용한다. 보통 잠정적으로 설정한 감지 누설률
은 최소 감지누설률에 안전계수 10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5) 관통 점근 균열길이(2CS) 결정
균열이 성장해서 관통할 때 일정한 형상으로 수렴하는데 이 균열길이를 점근
균열길이라고 한다. 관통시 균열길이가 점근 균열길이보다 큰 길고 얕은 균열의
경우는 본질적으로 균열의 성장이 두께 방향으로만 일어난다. 점근 균열길이는
굽힘응력 범위와 막응력 범위의 비의 함수로 표현된 CS 결정선도(Fig. 3)에서 구
하는데 일반적으로 피로가 지배적인 경우에는 굽힘응력 범위가 막응력 범위보다
크므로 점근 균열길이가 길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초기 균열길이가
점근 균열길이보다 긴 경우에는 균열의 관통시 길이가 초기 균열길이와 같고 초
기 균열길이를 보수적으로 점근 균열길이로 간주한다.

(6) 임계 관통균열 길이(CG) 결정
관통균열이 불안정 파괴에 도달하는 균열길이를 임계 관통균열 길이(CG)라 한
다. 유럽에서는 R6의 손상평가곡선(Failure Assessment Diagram)을 사용하는데
EPRI J 평가법을 잠정적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EPRI J 평가법에 따라 탄성 J 값
과 소성 J 값을 구해서 이를 손상평가곡선에 적용하거나 J-T 평가법과 연계해서
임계 관통균열 길이를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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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파단전 누설 적용성 입증
Fig. 4에 위에서 열거한 초기균열 길이(Ci), 임계 관통균열 길이(2GC)와 누설
감지균열 길이(2CL), 점근 관통균열 길이(2CS)를 나타내었다. 파단전누설적용 기
준은 2(CS+CL) < 2CG을 만족하면 파단전누설이 성립한다. 여기에 임계균열 길이
에 여유도를 주어 만일 구해진 임계균열 길이가 너무 작으면 파단전누설의 적용
이 어려워지므로 이때에는 상세 유한요소 해석을 수행한다.

Fig. 3 Diagram to get the approximate Crack
length(CS)

Fig. 4 The shape and size of semi-elliptical surface crack
for LBB evaluation.

- 13 -

3. 열적-기계적 피로시험 방법
이 장에서는 먼저 열피로해석을 위한 시편, 그립, 신장계 및 가열장치에 대하여
살펴보고 균열이 포함된 시편의 열피로해석 연구사례를 기술하고자 한다. 3.1 절
의 내용은 주로 Summer와 Livesey[2], Skelton[1], Weronski와 Hejwowski[3]의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다.

3.1 고온 피로시험
보통의 증기 혹은 핵발전소에서 노즐, 냉각코일 등은 페라이트 오스테나이트
강을 사용하며 500-600℃ 정도의 고온 범위에서 사용된다. 이러한 운용조건 하에
서 급격한 온도의 변화는 반복적인 소성변형률을 발생시키고 지속적으로 고온상
태로 운용되므로 크리프 손상도 또한 종종 발견된다. 이러한 재료에 대하여 등온
(isothermal) 혹은 열적-기계적 시험(thermo-mechanical test)을 수행한 많은 연
구결과들이 발표되었다.
열하중에 의한 피로균열에 대한 연구는 Coffin[17]과 Manson[18]의 연구 이후
대부분

운용조건하에서의

총변형률제어

등온

저주기피로시험(total

strain

controlled isothermal low cycle fatigue test)에 관한 연구였다[1]. 오늘날은 위
연구에 기초하여 온도의 주기적인 변화를 고려한 열적-기계적 시험의 연구가 보
통이다[3].
이러한 열적-기계적 변형률 시험(thermal-mechanical strain test)은 온도가 정
확하게 반복되어야 하고, 온도와 기계적 변형률이 잘 일치해야 하며 시편에 발생
하는 온도구배를 최소로 유지해야 하므로 등온조건보다 시험에 요구되는 사항이
엄중하고 어려운 시험이다. 하지만 실제 사용 조건에 보다 가깝게 모사할 수 있
는 조건하에서 변형 및 파괴 데이터가 얻어진다는 장점이 있다[2].
이 시험을 위하여 최상의 방법은 없으며 어느 방법이 맞고 틀리다는 판단은
할 수도 없다. 여러 다른 논문에서 각각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방법이 사용되었
다.
한편, 고온피로시험을 위한 시스템설계에 있어서 가장 먼저 고려할 것은 수행
할 시험의 형태이다. 보다 간편한 시험을 위해서는 응력제어내구시험(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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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led endurance testing)을 할 수 있지만, 시편의 변형률을 측정이 필요한
경우와 신장계(extensometer)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가 더 많다.
신장계의 선택은 시편의 설계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며 따라서 그립의 설계, 가
열방법에도 영향을 준다. 일반적으로 고변형률 피로시험은 짧은 표점거리이어야
하므로 즉, 하중의 axiality를 유지해주기 위해 짧은 강체 그립이 요구되므로 직
경방향 신장계가 적당하다. 보통의 변형률 또는 보다 작은 변형률인 경우와 표점
거리가 12mm 이상인 경우 축방향 신장계가 적당하다 [2].
고온 피로에서의 균열에 점점 더 관심이 집중되면서 균열성장 측정을 위한 설
계의 필요가 증가하고 있다. 시편의 형상은 보통의 피로시편과 특별히 다를 것은
없다. 균열의 진전을 전기포텐셜드롭법으로 측정할 경우 시험기기와 전기적으로
절연되어야 한다는 것 외엔 특별한 제한사항은 없으며, 광학적으로 측정할 경우
시편의 양쪽에서 균열의 경로를 직접 관찰할 수 있도록 가열장치를 설계해야 한
다.
한편 가열 장치와 그립에 대하여 의존적인 또 하나의 고려할 사항은 시험 분
위기이다. 보통은 공기 중에서 시험을 수행하지만 진공의 특정 가스 분위기 하에
서 수행하기도 한다.
다음에서는 우선 히스테리시스 루프의 생성에 관하여 간단히 살펴보고, 여러
연구에서 사용된 일축시험을 위한 다양한 시편의 형상과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신장계의 사용 조건에 대하여 기술하고, 가열장치, 그립의 인터페이스, 진공 분위
기 시험 시 신장계를 이용한 변형률의 측정 및 공기 분위기 시험과의 차이점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몇몇 열적-기계적 변형률 시험을 수행한 연구사례,
변형률 제어를 하지 않은 연구사례, 그리고 기계적인 하중과 열하중이 조합된 경
우에 대하여 수치해석만으로 해석한 연구사례를 살펴보았다.

3.1.1 히스테리시스 루프
일정한 온도(상온 또는 낮은 온도)하에 표면 균열이 있는 두꺼운 구조물을 고
려하자. 균열이 있는 부위에 열을 가하면 재료는 국부적으로 팽창하려 하지만 전
체적으로 구속되어있기 때문에 균열 부위에는 압축응력이 작용한다. 온도가 냉각
되면 전체적으로 구속되어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인장응력이 작용하게 된다. 가열
과 냉각을 반복하게 되면 히스테리시스 루프가 생기는데, 이와 같이 온도를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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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킬 때 압축응력이 작용하게 되는 경우를 out-of-phase cycling 이라고 하며 이
와 반대되는 경우를 in-phase cycling 이라고 한다(Fig. 5).

Fig. 6는 단순하고

많이 쓰이는 시험 사이클의 예를 나타낸 것이다. 이와 같은 시험에서 온도 사이
클을 정확하게 반복하는 것, 열변형률과 기계적 변형률이 정확하게 연동하는 것,
변형률 측정 장비에 의한 온도구배 발생의 영향을 최소화 하는 것 등이 매우 어
렵다. 변형률 제어 시험의 경우 보다 사용 조건에 가깝게 모사할 수 있는 시험
환경 하에서 변형 및 파단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Fig. 5 Representative thermal-mechani
-cal cy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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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Three widely used test cycles in strain
controlled fatigue.

3.1.2. 시편의 형상
좋은 시편이 되기 위한 기초적인 조건은 구해진 재료의 거동이 시편의 표점거
리(gauge length) 영역에 무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축시험을 위한 적절한 시편
으로는 표점거리가 축방향에 평행한 원통형 시편(Fig. 7)과 모래시계 형태의 시
편(Fig. 8)이 있다. 둘 다 속이 비어있을 수도 있고 속이 차있을 수도 있다. 속이
빈 시편의 경우 크리프(creep)를 고려할 때에는 당연히 재료의 입도(grain size)
가 두께보다 훨씬 작아야 한다.

(1) Straight cylindrical gauge length specimen
일정하중 인장 크리프 시험의 경우 길이/직경의 비가 대개 6 정도이나 피로-크
리프 시험의 경우 온도가 상승할 때 좌굴의 발생가능성이 있으므로 길이/직경의
비가 2 이상이어서는 안된다. 이렇게 줄어든 표점거리와 ±1%의 최대 축방향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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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률 때문에 보통의 크리프 시험과는 달리 신장계의 성능이 좋아야 한다.
Wells(1969), Ellison and Patterson(1976)은 표점거리의 양 끝부분에 돌출부
(ridge)를 두어 신장계를 부착할 수 있는 시편을 개발하였다. 이 방법은 기계적
관점에서는 적절하지만 돌출부에서 응력집중이 발생되어 균열이 시작될 수 있다
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돌출부는 매우 조심하여 설계되고
가공하여야 한다.
보통 이 돌출부는 shoulder fillet이 시작되는 위치에 가공해야 하며 가능한 한
가늘게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 반복연화(cyclic softening)재료는 표점거리
내에서 파단이 되어 성공적으로 시험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반복경화(cyclic
hardening)재료의 경우 반복소성(cyclic plasticity)이 표점거리 전체에 생성되어
경화되면 균열은 표점거리의 끝단인 돌출부에서 나타날 것이다. 이 경우 표점거
리 끝단에 큰 전이반경을 두면 이러한 문제를 줄일 수 있다.
돌출부가 있는 시편의 경우 유효 탄성 표점거리와 소성 표점거리 사이의 차이
는 시험 전 교정을 하지 않으면 소성 변형률을 계산할 때 10-20% 또는 그 이상
의 오차를 발생시킬 수 있다. 최소단면적이 있는 곳에서 소성이 최대가 될 때 탄
성과 소성 표점거리의 차이는 특히 변형률경화 계수가 낮은 재료의 경우 가장
크게 나타난다.

Fig. 7 Axial specimen with ridges for extensometry
(Ellison and Patterson, 1976), Ref.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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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Axial specimens- hourglass, Ref. [2]: (a) Slot et al.
(1969); (b) Hirschberg (1969); (c) Beauchamp and
Ellison (1982).

한편 속이 찬 원형단면의 시편은 표점거리를 따라 단면에 균일한 축응력이 발
생하며, 또한 상대적으로 긴 표점거리에 대해 직접 측정한 축 변형률로 시험을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긴 표점거리에 대하여 빠른
온도 반응을 조절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열적-기계적 변형률시험에는 적합하
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2) 모래시계 형태의 시편 (hourglass specimen)
Hirschberg(1969)는 속이 빈 시편을, Slot 등(1969)은 속이 찬 시편을 고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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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였다. Lord와 Coffin(1969)은 직경 변형률 범위가 Δεd < 0.02 일 때는
r/R=12를

Δεd > 0.02 일 때는 r/R≃6.7을 추천하였다. 여기서 r은 시편 최소 게

이지 직경의 반, R은 hourglass의 직경이다. Beauchamp와 Ellison(1982)은 매우
얇은 모래시계 형태의 button-head 시편을 사용하였다. 이 시편에는 축 신장계와
직경 신장계를 동시에 사용했다. 이 경우에는 매우 정교한 신장계 교정이 필요하
다.
모래시계형태의 시편은 직경 신장계를 직접 표점거리 내에 물릴 수 있다는 장
점이 있다. 따라서 thermal-mechanical strain test에서 단지 최소단면에서 온도
를 제어한다. 압축하의 매우 큰 사이클 변형률인 경우에는 좌굴이 시편에 발생할
때에는 이 시편 외엔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 방법의 단점은 상대적으로
짧은 표점거리(직경)에 대해 변형률을 제어하므로 단지 재료의 작은 체적만 반영
한다는 것이다. 직경 변형률도 역시 제어를 목적으로 하는 축 변형률로 전환되어
야 한다. 이 시편은 그 형상 때문에 작은 변형률 집중 효과가 나타난다. 또 다른
단점은 직경 변형률을 한 단면에서만 측정하므로 평균적인 효과가 없다는 것이
다. 따라서 비등방성 재료의 경우 이 방법은 부적절하다.
속이 빈 시편과 찬 시편을 비교하여 보면, 시편 내부에서 균열이 발생하는 경
우를 해석하는 피로-크리프 금속조직학적 손상 연구에는 속이 찬 시편이 더 좋
다. 속이 빈 시편의 경우 속이 찬 시편보다 더 빠르게 온도의 변화에 반응하므로
열적-기계적 변형률시험에 적합하다. 한 가지 주의할 것은 316 스테인레스 강과
같이 경우 표면 연마 상태에 민감한 재료의 경우 속이 빈 시편의 내부를 연마하
기가 쉽지 않다.
하중을 가하는 봉축, 그립, 시편은 굽힘변형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잘 정렬되
어야 한다(Penny 등, 1966; Bresser, 1981). 정확한 축 변형률을 측정하여 이것으
로 시험을 제어해야 한다. 잘 조정되지 않은 신장계를 사용한 경우 변형률 제어
시험에서 굽힘이 최대 20%까지 발생하여 재료 거동에 대한 결과 데이터를 믿을
수 없는 예도 있다[2]. 굽힘은 4% 이내에서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시편의 고온
시험 전에 정렬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일반적인 신장계를 사용하여 상온
계수 체크 후에 시험에 들어가야 한다.

(3) 그 외의 시편 형상
직사각형 단면을 가진 평판형 시편을 사용한 예로, Lawson[19]은 시편의 끝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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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부분에서 가열과 냉각을 할 수 있도록 열피로 시험 장치를 고안하였다(Fig.
9). 이 방법은 시편을 직접 관측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지만 특별히 설계된 가
열, 냉각 및 제어장치 사용해야 했다.
Kerezsi 등[4, 5]은 발전소 압력용기 또는 배관을 연구하기 위해 시험장치를 개
발하였는데, AS1548-7-430R 및 AS1548-1995 재료로 시편을 직사각형 단면의
띠 판 형태로 가공하여 노치를 낸 후 전기저항 가열판을 시편의 양면에 배치하
여 사용하였다(Fig. 10). 열전대가 부착된 가열 엘리먼트, 시편, 냉각수 분사장치
를 챔버 안에 배치하고 시편에 정상상태의 하중 프레임을 사하중(dead load)으로
가한 상태에서 열피로시험을 하였다.
Necib와 Revel[20], Revel 등[21]은 산업현장의 실린더를 1/5 크기로 줄인 AISI
410 으로 코팅된 원통형 시편(Fig. 11)을 사용하여 시험과 수치해석을 병행하였
다. Pan cake 타입의 유도판을 사용하여 고주파 가열하였고, 시편 내부에서는 실
린더 축을 따라 물을 순환시키고 시편 외부에서는 압축공기를 분사하여 냉각하
였다.

Fig. 9 Grip assembly, Ref.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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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Specimen design, Ref. [4, 5].

Fig. 11 Configuration of testing system; (a) Experimental setup; (b)
heating and cooling system, Ref. [20, 21].

3.1.3. 신장계
저 사이클 피로시험에는 LVDT나 스트레인 게이지와 같이 모니터링 기능을 갖
출 뿐만 아니라 closed loop strain control에 적합한 신호를 제공할 수 있는 신장
계가 필요하다. side-loaded axial extensometer는 시편에 돌출부를 낼 필요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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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보다 가벼우며 제어를 위한 동적 성능이 뛰어나다. 처음에는 등온 저 사이클
피로시험에 사용되었으나 후에 thermal-mechanical low cycle fatigue test에도
이 신장계가 사용된다[2].
크리프-피로 시험에 요구되는 신장계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a) 신장계는 시편의 표점거리 내에 위치해야한다.
(b) 일반적으로 변형률 제어을 하므로 부착하는 것이 필수적이나 재료의 거동
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c) 고온이나 온도 사이클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d) 신장계 부품에서 응력이 최소여야 한다.
(e) 신장계에서 읽혀지는 자료는 계속적으로 기록이 가능해야 하며 closed loop
제어에 적합해야 한다(즉, 좋은 신호, 잡음비, 적절한 밴드폭).
(f) 변형률의 정확도는 0.001%보다 좋아야 한다(즉, 10mm 표점거리의 경우 0.1
㎛).
온도가 500℃ 이상에서 작동하는 경우 신장계는 nickel based alloy나 세라믹처
럼 적절한 재료로 만들어져야 한다.
신장계는 축방향으로의 변형률을 측정하기 위한 축방향 신장계와 원형단면의
시편에서 직경방향의 변형률을 측정하기 위한 직경방향 신장계가 있다. Fig. 12
는 axial road를 사용하는 경우의 예이다. 스프링이 달린 경우(b) 과다한 클램프
하중을 방지할 수 있으며 시편과 신장계사이의 다른 열팽창계수에 의한 에러를
줄일 수 있다. (c)의 경우 650℃ 의 온도에서 잘 적용되었으나 1000℃나 그 이상
의 온도에서 사용하면 시편과 붙어서 클램프 시스템의 분리가 어렵고 신장계 봉
에 크리프이 발생한다. Fig. 13은 radial rod를 사용한 경우의 예이다. 신장계 봉
은 시편에 만들어진 나이프 에지에 걸려진다. (c)의 경우 신장계 봉은 세라믹으
로 만들어졌고 1000℃ 이상의 고온에도 사용할 수 있었다. 1200℃가까이 되는 고
온의 경우 RF coil heating으로만 신속한 온도조절이 가능하며 silicon nitrid 봉
으로 된 신장계만이 사용할 수 있다.
Fig. 14는 직경방향 신장계를 나타낸다. 직경방향 신장계의 경우 신장계 봉이
나 나이프에지와 시편 간에 미끄러짐이 없는 낮은 접촉력을 가질 수 있도록 마
찰없는 힌지와 트랜스듀서여야 한다. 직경방향 신장계는 적절한 암(arm)을 사용하
면 1000℃ 또는 그 이상의 온도에서 사용하기 적합하다. 약 750℃ 정도까지의 등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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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Axial extensometer schematics, Ref. [2]: (a) ridge camp; (b)
ridge-external spring; (c) divot-ring spring; (d) Hopkins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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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Axial extensometers using radial rods, Ref. [2]: (a) Walters
and Hales(1981); (b) Carden(1969); (c) Lohr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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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률 사이클 크리프-피로 시험에서는 노(furnace), 시편, 신장계의 조합으로 측
정이 가능하다. 온도가 1000℃까지는 복사로(radiant furnace)에서 radially loaded
axial 신장계를 사용하면 시험이 가능하다. 그러나 그 이상의 고온에서는 빠른
온도제어를 위해 고주파 유도가열(RF induction heating)을 사용하고 0℃ 정도에
서는 직경방향에서 spring- loaded axial 신장계를 사용하면 가능하다.
열적-기계적 변형률시험의 경우 직경방향 신장계 혹은 radial spring-loaded
axial 신장계를 장착한 속이 빈 모래시계형 시편을 사용해야 하며, 빠른 온도반
응을 위해 고주파 유도가열이 요구된다.
한편 신장계는 정기적으로 교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제적인 규격에 의한
교정방법은 ASTM E86이나 BS3846을 사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신장계의 오
차는 게이지 길이 장착 오차와 인장 측정 오차의 두 항목으로 나누어진다. 신장
계의 종류별특성과 교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Sumner[2]의 책 1장에서 볼
수 있다.

3.1.4. 가열시스템
크리프-피로 시험인 경우 가열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시편 전체를 통하여 균일
하게 가열할 수 있어야 하면서 시험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그 온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열적-기계적시험인 경우 열반응시간이 중요한 요
소가 된다. 또한 시편의 장착 및 신장계의 설치가 용이해야 할 것이다. 다음에서
는 4 가지 형태의 가열시스템 및 온도의 측정과 제어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본다.

(1) 머플로 (muffle furnace)
이 노는 가장 일반적인 가열방식으로 전기저항코일이 내화물질 내에 포함되어
있으며 그 형상은 일반적으로 원통형이다. 가열기 어셈블리는 내화절연제로 싸여
있고 튼튼한 금속 케이스에 들어있다. 중앙부와 그 양쪽의 바깥부분은 다르게 전
력을 조절할 수 있도록 코일을 감는데, 이는 시편 양단의 육중한 그립 때문에 발
생하는 열 손실을 보정하고 균일한 온도분포를 얻기 위함이다. 신장계를 사용하
는 경우 신장계 장착의 용이성과 조정 작업을 고려해야 하므로 단순한 원통형
노는 편리하지 않다. 이 노에서는 크리프 시험에서 쓰이는 신장계처럼 축방향 신
장계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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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노의 가장 편리한 설계는 Fig. 15와 같이 원통을 길이방향으로 나눈 반원통
형 노를 서로 연결한 분리형 또는 책처럼 펼치는 형태로 시편-그립-신장계 배열
에 접근성이 용이하다. 이 노에는 축방향 또는 반경방향 신장계를 노 어셈블리의
일부로서 장착할 수 있다. 노의 구경과 가열 범위에 따라 다양하게 만들 수 있고
주로 인장-압축 또는 비틀림 시험이 가능하다.
노 내부도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균열의 진전 시험을 위한 장치
를 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균열 진전 관측을 위한 다른 방법은 직접 관찰할
수 있도록 창을 내는 것이다. 다양한 코일 재료를 사용할 수 있으며 적절한 가열
엘리먼트 합금으로 1200℃까지 가열 할 수 있다. 백금합금을 사용하면 1600℃까
지, 세라믹은 2000℃까지 가열할 수 있다.
이 노에는 사이리스터(thyristor) 전력 제어장치를 사용한다. 이 방식의 제어는
여러 개의 다른 온도센서를 사용하여 다구역(multizone) 온도 조절이 가능하다.
제어 센서로는 열전대(thermocouple)를 사용한다. 결론적으로 머플로는 넓은 범
위의 피로시험에 많이 사용되는 가열장치로 가격 효용 면에서도 좋다.

Fig. 15 Split muffle furnace with test
assembly and contact axial
extensometer, Ref.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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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Test assembly using integral
grip-heaters and diametral
extensometer, Ref. [2].
한편 Fig. 16은 열전도를 이용하여 시편을 가열하기 위해 머플로와 그립을 일
체형으로 설계한 것으로 가열 엘리먼트를 그립 내에 포함시킨 것이다. 이 노는
약 80℃ 정도의 온도에서 직경방향 신장계를 사용하여 고 변형률 크리프-피로
시험에 사용되었다.

(2) 복사로 (radiant furnace)
복사로는 머플로처럼 연마된 반사판으로 시편에 집중된 고집적 램프로부터 열
복사의 기본 원리를 사용하여 다양한 형태가 가능하다. 원통형 노에 대하여는 대
개 길이방향으로 분포된 4 개의 램프와 반사판이 있는데, 반사판은 시편 축을 따
라 공통된 초점 선을 만들도록 시편을 둘러싸고 분포되어 있다. 네 램프는 반사
판의 두 번째 초점 선과 일치한다. 이와 같은 배열로 더 많은 수의 램프를 사용
하여 더 큰 용량의 노를 제작할 수 있다. Fig. 17과 같이 책처럼 펼치는 분리형
으로 제작하면 축방향 및 반경방향 신장계를 장착할 수 있고 접근성이 용이하다.
이 노의 성능 및 최대 가열 온도는 가열될 대상의 복사율에 의존한다. 따라서 대
상이 가까울수록 좋다. 실제로 대부분의 강, 티타늄 합금, 니켈 합금의 경우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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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 가열이 된 후에는 산화 복사율이 증가하므로 1000℃ 넘는 온도까지 가열할
수 있다.
복사로는 기본적으로 저항 가열 장치이며 보통 사이리스터 전력 제어장치를
사용하여 제어할 수 있다. 램프는 보통 120V 또는 240V 이며 직렬-병렬 배열로
연결되어있다.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은 모든 텅스텐 램프와 같이 냉온에서 시동
할 때 고전류 서지(surge)가 발생하는 것인데 제어기 설계시 이것을 고려해야 한
다. 복사로는 머플로보다 신속한 온도반응을 얻을 수 있지만 더 높은 초기비용과
유지비용이 든다.

(3) 고주파 가열 (radio-frequency heating)
고주파 가열은 피로시험시 시편을 보다 쉽게 관찰할 수 있는 접근성이 매우
우수한 가열 방법이다. 이 가열방법은 짧은 표점거리의 시편과 직경방향 신장계
를 장착하여 고 변형률 피로시험을 수행할 때 널리 사용된다. 가열은 매우 국부
적이며 짧은 시편과 무겁고 강성이 큰 그립도 사용할 수 있다.

Fig.

17

Radiant furnace with test
assembly
and
contact
extenso -meter (courtesy of
Instron Ltd ), Ref.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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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8 Typical radio-frequency heating
arrangement forming part of an
ultra-high vacuum fatigue test
-ing chamber, Ref. [2].

약 450kHz의 주파수에서 작동하는 고주파 발생기와 커플시켜 상대적으로 적
게 감은 물로 냉각되는 구리코일의 축을 따라 시편을 위치시킨다. 일반적으로 코
일은 에너지를 시편과 직접 커플시키는데 특별한 경우 대류와 복사로 시편을 가
열시키는 susceptor라고 하는 중간 장치와 커플되기도 한다.
RF 가열의 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코일의 설계이다. 대부분의 피로시험장
치에서 성공적으로 설계하는데는 시행착오를 거친다. RF 가열의 효율성은 시편
의

여러

가지

물리적

성질,

전기전도도,

열전도도

및

도자율(magnetic

permeability)에 의존한다. 시편의 전기 전도도와 열전도도가 낮으면 효율이 떨어
지고, 반면에 높은 도자율은 효율을 증가시킨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금속재료
는 RF 코일로 직접 성공적으로 가열할 수 있다. 하지만

도자율과 응력 사이에

강한 의존성이 있기 때문에 준강자성(ferromagnetic) 조건에서 페라이트강의 경
우 문제를 일으킨다.
시편 양단의 주요 설계 기능은 RF 코일과 연동되어 상대적으로 낮은 응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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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하는 양단에서 열을 발생시키고 시편의 표점거리 부분에는 전도에 의해 가
열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림 18은 이러한 배열을 보여주고 있다. RF 코일은 시편
의 양단 부분에 감겨있고 표점거리 부분에는 상대적으로 장애물 이 없이 깨끗하
다. 부차적으로 감는 코일의 간격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림 18에서
보여주는 배열은 시편에 오스테나이트강에서 약 750℃까지 ±1℃ 내에서 균일한
표점온도를 발생시킨다. 시편이 긴 경우 시편의 양단 부분에는 코일을 촘촘하게
배치하여 시편 양단에서의 열 손실을 줄이고 시편의 중앙부에는 상대적으로 성
기게 배치하여 전체적인 열 분포가 균일하게 되도록 해야한다.
RF 가열은 진공작업에 적합하다. Fig. 18은 진공 챔버 내에 가열장비를 장착한
모습이다.
RF 가열은 RF 장(field)의 강도(intense)를 어느 정도로 하는가에 달려있고 해
당 RF 신호는 국부적인 전기방치로 쉽게 유도될 수 있다. 열전대, 신장계 변환기
및 포텐셜 드롭(potential-drop) 균열성장 연결은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
것들은 모두 고 증폭을 받는 작은 신호 장비이며 RF 신호가 있으면 많은 어려움
이 발생한다. 이 문제는 pick-up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선을 놓음으로써 소스에
서

최소화되어야

한다.

열전대와

포텐셜

드롭

선은

최소한의

자기유도

(self-inductuion)를 갖도록 배열해야 하며 RF 장에서 반경방향으로 놓여야 한다.
RF가 신호처리 장비를 민감하게 증폭시키는 단계에 도달하지 않도록 필터를 사
용할 필요가 있다.
신장계 변환기는 변환기 증폭기에서 조심스럽게 검사되어야 하며 접지되어야
한다. 이렇게 조심하면 일반적으로 충분하다. 왜냐하면 증폭기는 이제 일반적으
로 고 공통모드 거부 특성을 가진 상 민감형이기 때문이다.
온도제어는 고상 사이리스터 전력과 요구되는 정밀도에 대한 온도 제어기를
사용하여 제어할 수 있다. 진공 밸브를 사용한 RF 발생기는 EHT 변압기와 별개
로 구성할 수 있고 주회로를 전력 제어를 하여 요구되는 제어를 할 수 있다. RF
발생기와 전류가 흐르는 RF 코일과 구리 튜브 연결은 매우 고온이며 그 사이의
물체가 타거나 녹을 수 있다. 따라서 사고 방지를 위해 매우 주의해야 하며 튜브
는 적절한 절연체를 통하여 지나가야 한다.
요약하면 RF 가열은 피로시험에 매우 유용한 가열 방법이다. 하지만 성공적인
시험을 위해선 설계시 매우 조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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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직접 전열
직접전열(direct electrical heating)은 시편에 직접 직류 또는 교류의 전류를
흘려 내부저항가열에 의해 원하는 수준의 온도로 올리는 가열방식이다. 따라서
시편의 저항을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요소가 있으면 가열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시편에 neck zone이나 피로균열 등의 기하학적 변화가 있으면 섭동
(perturbation)이 발생하는 것이 문제이다. 이것은 전류 흐름의 섭동을 일으키며
관련된 온도의 변화를 발생시킨다. 명백히 이 방법은 적절하지 못한 방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법은 RF 가열과 같이 매우 빠른 반응을 하므로 재료

의 파괴보다 사이클의 반응이 더 중요한 경우, 즉 열적-기계적 피로시험에서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많은 시험 기법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시편을 위치시키고 전기적으로 절연된
냉각 그립을 사용하여 하중을 가한다. 낮은 전압, 고 전류원으로 부터의 전류를
시편 끝단 의 그립에서 직접 시편으로 흘린다. Fig. 19는 전형적인 시험장치의
배열을 보여준다. 여기서는 수냉식 콜릿(collet) 그립으로 시편 양단을 잡고 시편
양단에 3000A 50 Hz의 전력을 시편으로 가해준다.

Fig. 19 Dirtect electric heating in a
thermo-mechanical
machine, Ref.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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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ing

시편의 설계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시편의 표점길이이다. 일반적으로 긴 표점
거리를 가진 시편이 짧은 표점의 시편보다 한층 더 가열하기가 쉽다. 그림 5의
경우 사각형 게이지 단면은 30×15mm 이며 수평길이는 100mm이다. 가운데
50mm는 ±2℃내에서 650℃로 온도가 균일하다.
전기공급은 대개 저 전압 변압기를 사용하며 고전류 2차회로의 전기적 특성은
매우 낮은 전압이 걸리도록 조심스럽게 설계해야한다. 일반적으로 이 회로를 완
성하기 위해 무거운 구리봉이 필요하다. 그림 5에서 보듯이 다중 구리 브레이드
(braid)로 유연하게 연결한다. 이런 2차 회로는 전류가 흘러 충분한 정도의 절대
최소 저항을 발생시킬 수 있도록 계면 연결을 포함해야 한다. 고 계면저항은 과
도한 열과 에너지 손실을 발생시켜 그 결과 종종 계면이 산화되어 급속하게 열
악한 상황을 만든다. 2차 회로의 효율을 쉽게 측정하는 방법은 여러 계면을 가로
질러 전압이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재는 것이다. 과도한 저항은 많은 전압강하를
일으킬 것이고 이것은 얼마나 많은 가용전력이 시편속으로 들어가는가를 가리키
는 것이다.
전형적인 2차 전압은 2∼6V 범위이며 수백∼5000A의 전류가 필요한데 시편의
크기와 온도에 따라 다르다. 직류와 교류 모두 사용할 수 있으나 고 전류 정류를
해야하기 때문에 직류의 경우가 더 비싸다.
직접가열에서 온도의 제어는 상대적으로 쉽다. 사이리스터 제어기를 사용하여
이러한 유도의 고 서지(surge) 전류 하중 형태에 알맞도록 전력 변압기를 일차적
으로 조절할 수 있다. 시편에 부착한 열전대로 온도제어를 하며 통상의 제어기도
사용가능하다. 시편에 전기적으로 접촉하고 있는 열전대는 시편을 따라 인가된
전압이 강하하기 때문에 지면으로부터 일정 높이 이상에 있어야 한다. 만일 사이
리스터 제어를 사용하면 결과적인 공통모드 신호는 파형이 사인곡선이 아닐 것
이다. 이것은 제어기에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시편에 고전류가 흐르므로 균열 성장을 연구할 때 장점이 있다. 매우 큰 전류
는 균열을 가로질러 큰 전압강하를 발생시킨다. 평행한 시편의 모서리에 물 에어
로졸을 분사하여 주기적으로 냉각함으로써 열 사이클을 가한다. 시편에는 서보수력식 잭을 사용하여 특별한 하중 조건을 계속 유지시켜준다. 균열의 성장을 위
의 방법으로 유도하며 관찰한다. 원리적으로 이 방법은 챔버안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 하지만 무거운 전류선들을 처리하는 것은 만만치 않은 문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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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온도측정과 제어
고온피로시험에서 온도의 측정은 거의 일반적으로 열전대를 이용한다. 가장 중
요한 문제는 시편온도를 측정하고 제어하기 위해 열전대를 부착하는 것이다.
몇몇 가열 시스템에서, 예를 들어 머플로에서는 제어 열전대에 통상의 금속을
덧입혀 일체화시킨다. 하지만 다른 노들, 즉 복사로, 고주파가열, 직접전열의 경
우 시편 표면 혹은 시편 근처에 제어 열전대가 필요하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시험장치 어셈블리에 가는 선으로 된 열전대를 점용접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이
런 열전대를 시편의 끝 부분이나 비 임계영역에 용접하여 붙이면 된다.
시편의 표점거리의 온도를 측정하는 일은 좀 더 어렵다. 세밀한 열전대를 시편
의 표점거리 안에 용접하여 붙이는 것은 피로균열의 시작점이 될 수 있으므로
좋지 않은 방법이다. 표점거리 바로 근처에 측정용 열전대를 용접하는 것은 가능
하다. 이 방법은 여러 열전대를 사용하여 시편을 잘 조정하여 온도 분포가 고르
게 하도록 주의를 기울이면 일반적으로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3.1.5. 시편-그립 인터페이스

다양한 형태의 시편에 맞추어 다양한 그립의 설계가 가능하다. 여기서는 고온
피로시험을 위한 시편-그립 인터페이스에서 일반적으로 필요한 기본적인 조건들
을 살펴본다.

(1) 시편의 정렬
모든 고온피로시험에서 신뢰성 있고 일관적인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는 고정도
의 정렬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현대의 시험기들은 잘 정렬되어 있으므로 그립
의 설계는 단지 최대하중 하에서 정렬이 잘 되도록 하면 된다. 그립의 주 구성요
소는 최대하중을 받고 있을 때에도 충분히 정렬이 유지할 수 있도록 강성이 있
어야 한다. 그립의 설계는 가열 시스템의 형태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면
가열로가 있는 경우 상대적으로 긴 그립이 필요하며 그립의 최대 직경도 제한적
이다.

(2) 시편 끝단의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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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으로 피로시험을 하기 위해 그립과 더불어 시편 끝단의 설계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설계요소이다. 많은 제한 조건이 있는데, 종종 시편 재료를 충분
히 구하기 어렵거나 시편을 가공할 수 있는 크기에 제한이 있다. 이러한 요소들
은 큰 시편 끝단을 가공하는데 제한적 조건이 되며 정밀하면서도 복잡한 설계가
요구된다. 재료의 적합성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어떤 재료는 고온에서 하중이 증
가하면 표면이 다른 재료와 붙어버릴 수 있어 시편을 제거하기 어렵게 된다. 오
스테나이트강과 니켈 합금은 이러한 경향이 있어 나사선과 같이 큰 국부응력 집
중이 발생하는 곳에서는 주의가 요구된다.

(3) 기본적인 그립 설계
피로그립의 설계시 기본적인 문제는 직접적으로 인장-압축 하중이 있기 때문
에 발생한다. 이런 움직임에 제한 없이 시편-그립 인터페이스에서 하중이 걸리지
않아야 한다. 이것을 만족시키기 위해 설계시 다음의 기본적인 특성의 준비가 필
요하다:
(i) 한 방향에서 하중이 (일반적으로 압축하중임) 전달될 하중면
(ii) 시편의 축이 그립의 축과 정렬이 맞도록 확인하는 면
(iii) 반대방향으로 하중이 전달될 두 번째 하중면
(iv) 설계의 작업영역 내에서 하중상태가 무엇이든 접촉 중에 하중면을 유지시
켜주는 정렬
이런 특징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조합된다. 예를들면, (i)에서 하중면과 (ii)에서
정렬면은 종종 원뿔형배치로 조합하여 사용된다. (iv)에서 접촉유지 장치는 종종
(iii)에서 가역하중함수를 수행할 나사장치와 관련된 예비하중 정렬이 된다.

(4)그립 설계의 실례
Fig. 20은 머플로 또는 복사로에서 사용된 그립설계의 단면을 나타낸 것이다
[2]. 이러한 형태의 그립은 상대적으로 축이 길고 직경의 크기도 제한적이다. 그
림에서 각부의 명칭은 다음과 같다: ① 그립의 상단, ② central draw bar, ③
jacket, ④ 그립의 하부, ⑤ worm wheel, ⑥ 스프링, ⑦ worm drive. 여기서 ⑥
은 ②를 받쳐주어 그립상단에서 약간의 하중을 가하도록 한다. ③으로 그립의 하
부에 물을 분사하여 냉각시킨다. ⑦을 돌리면 ②가 회전하여 나사산이 있는 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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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0 Section view of grip for
use with split muffle or
radiant furnaces, shown
in Fig. 15.

Fig. 21 Sectional view of grip
used at NPL for use 여
with muffle or radiant
furnaces, Ref. [2]

끝단이 원뿔형의 압축면이 접촉할 때까지 진전하여 들어가게 된다.
Fig. 21은 머플로 또는 복사로에서 사용된 또 하나의 다른 예이다. ③의
specimen cone은 90°의 원뿔형이다. ④는 외장너트로 시편의 나사부가 들어가는
②의 screwed collar와 연계된다. ④를 조여서 ②를 통하여 ⑤의 그립몸체에 대
하여 ③에 예비하중이 가해준다.
Fig. 21의 경우는 예비하중을 단지 분위기 온도에서 가할 수 있으나 Fig. 20의
경우는 물로 냉각시킬 수 있으므로 상온에서 예비하중을 가할 수 있다.
Fig. 22는 Fig. 16에 대한 그립 설계 단면을 나타낸 것이다[2]. 이 시스템에서
는 길이가 짧은 시편을 사용한다. 열 손실이 주로 시편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시편과 그립의 인터페이스의 단면은 가능한한 충분히 열전달을 할 수 있도록 커
야한다. 그러면서 시편을 관찰할 수 있는 공간의 확보도 중요하다. 여기서는 시
편의 직경은 25mm로 제한되어있다. ①은 시편을 나타낸다. 하중면과 정렬면은
90°각도의 원뿔형으로 되어있가. 시편의 직경이 작지만 ②의 와인딩(winding)으로
부터 시편으로의 전도에 의한 열전달을 하는 그립몸체인 ③과 큰 접촉면적을 갖
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⑤는 draw bar로 worm 과 wheel (⑧과 ⑩)에 의해 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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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⑦과 ⑨는 수냉각 계통에 의해 열로부터 보호되는 방식이다.
좁게 테이퍼진 하중면은 시편의 제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다. 단지 ③의 그
립몸체만 열에 대한 저항성이 큰 고강도의 합금이면 된다. ⑪은 spigot은 낮은
열전도도를 가진 열저항성 니켈합금으로 만든다. ⑥의 spacer block은 강체 절연
재로 만든다. 가열기는 6mm의 가열합금리본으로 감겨있으며, 알루미나 시멘트로
채우고 제어 열전대를 넣은 후 스테인레스 강판으로 덮는다. 내화성 뭉치와 블록
⑥에 의해 ④의 열 절연이 된다. ④는 하중에 견딜 수 있는 재료가 아니다.
가열시스템은 교류 30V를 공급할 수 있고 시편의 온도가 750℃가 되도록 3
kW 급의 한 쌍의 가열기가 필요하다.
Fig. 23은 다른 경우볻 상대적으로 단순한 배열을 갖는 그립 시스템으로 양단
에 나사선이 있는 시편을 사용하며 Fig. 18의 고주파가열로에 사용된 형태이다.
①은 시편을 나타내며 시편의 양단 부분에 RF 가열 코일을 설치하도록 고려한
다. ②와 ④는 나사산이 있는 두 원형 판이다. 압축하중이 바깥쪽 링인 ④를 통
해 그립 몸체③로 전달된다. ④를 정밀하게 끼워 맞추어 축정렬을 한다.

Fig. 22 Sectional view of integral
grip
heater
design
shown in Fig. 16.

Fig. 23 Sectional view of simple
locking ring grip using
screwed end specimens
used in high vacuum, RF
heater assembly, Fig.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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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장하중은 링 ②와 볼트⑤에 의해 걸린다. 두 링사이에는 작은 틈새가 필요하
다. 같은 토오크로 두 볼트를 잘 조여 시편 끝단의 움직임을 방지할 수 있도록
나사산 끝에 예비 하중을 걸어준다. 그립 몸체는 물로 냉각시킨다.
RF 가열시 그립 몸체는 상대적으로 차거우며 스테인레스 강으로 만든다. 클램
프 링은 충분히 경화시킨 고강도의 니켈 합금으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그립은 상대적으로 간단하고 비용이 적은 편이지만 RF 가열시 진공 또는 공기중
에서 변형률 제어 피로시험에 아주 적합하다.
Fig. 24는 분리형 콜레트 그립으로 간단한 button-ended 시편이 필요하다. 이
런 시편에 대한 단점은 단지 시편 재료의 활용이 비효율적이라는 것 외엔 없다.
시편은 직접전열로 가열하며 가열 전류는 ②의 무거운 구리로 된 클램프를 통해
흘러들어간다. 시편에 하중은 바깥쪽 button head를 통하여 걸린다. ⑤는 그림
몸체이다. ⑥은 한쌍의 분리형 콜레트로 washer(③)를 통하여 인장하중을 받는
다. ④는 그립 몸체에 나사로 죄여지는 콜릿 너트(collet nut)로 이 너트를 조여
주어 예비하중을 걸어준다. 와셔③은 마모에 강한 청동으로 만들면, 너트를 조여 줄

Fig. 24 Sectional view of split collet grip
shown in directly heated thermomechanical test assembly, Fig.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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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회전을 방지하기 위해 꽂아 넣은 콜릿에 대하여 너트의 손상을 막아준다.

수

냉각을 위한 통로인 ⑦은 그립에서 온도가 상승하는 것을 방지한다.
고온피로 시험시 다양한 시편재료와 시편형태가 있으므로 그립설계와 관련하
여 특정 추천사항을 제공하기는 어렵다. 하중축의 정렬도 유지하고 시편-그립 인
터페이스에서 하중 또한 손실없이 전달되어야 한다.

3.1.6. 열적-기계적 변형률시험 연구사례
먼저 신장계를 사용하여 변형률 제어를 통한 연구사례를 다음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Carden(1969)는 원형시험편의 축방향 및 직경의 변형률을 측정하기 위해
이중 신장계를 배열하여 사용하였다[2]. 이 방법은 신장계들을 배치할 공간이 필
요하다. Hopkins(1976)는 내부에 축방향 신장계를 부착한 속이 빈 시편을 사용하
였다[2]. 이 방법은 내부에서 냉각할 수 없다. Hirschberg(1969)는 속이 빈 시편
의 내부에 SiC 가열엘리먼트를 사용하였다. 이 방법은 특별한 그립(grip)이 필요
하며 역시 내부에서 냉각을 조절할 수 없다[2].
Beauchamp와 Ellison(1982)은 가열․냉각시킬 때 표점거리 전체에 대하여 빠
른 열전달을 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직접 고주파 유도가열 코일로 가열하는 속
이 빈 모래시계 형태의 시편을 사용하였다. 그들은 직경방향 신장계를 사용하였
으며 변형률제어를 위해 컴퓨터로 축방향 변형률로 변환하였다. 금속요소에는 실
리카(silica) + 인바(invar)를 사용하였다(Fig. 14(b), Fig. 25). 이것으로 1000℃에
서 까지 사용이 가능하였다. 더 높은 온도에서는 silicon nitride rod가 더 적합하
다[2].
Lee 등[22]은 고온 압연 과정에서 사용하는 상용 HSS, Hi-Cr, Ni-grain 롤에
대하여 열피로 시험을 행한 후 미세조직을 관찰하여 열피로기구를 규명하고, 하
중 사이클에 따른 응력의 변화를 구함으로써 각 재료에 대한 열피로 특성 및 기
계적 특성을 고찰하였다. 이때 열피로 시험을 위해 사용한 기기는 10 톤 용량의
Shimadzu 열피로시험기로(Fig. 26), 표점거리의 변화를 신장계로 측정하여 제어
기를 통하여 게이지 길이가 변하지 않고 유지되도록 (변형률=0%) 하중을 조절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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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5 Diametral extensometer for thermal-mechanical
cycling, Ref. [2].

Fig. 26 Configuraton of testing details, Ref. [22]:(a) Geometry and
dimensions

of

the

tensile

specimen

(unit:

mm);

schematic diagram of the thermal fatigue test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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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Rau 등[23]은 solid round 시험편(AISI 316 L)을 제작하고 표점거리 내에 K
type(Ni-CrNi) 열전대를 점용접으로 부착한 후 공칭하중 100kN 하에 열피로시험
을 수행하였다. 가열방식은 유도가열이며 냉각방식은 수냉식 그립과 공기 분사식
을 사용하였다. 열과 하중은 90초 주기로 삼각파형으로 가하였다. 이 시험에서는
총변형률제어를 사용하였다. 기타 실험적․수치해석적 연구로서, Kimura 등[6],
Kikuchi 등[7], Kudol 등[8]은 ITER (international thermo- nuclear experimental
reactor)의 1차 벽에 대하여 열하중에 의한 균열전파에 관하여 실험적․수치해석
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들은 스테인레스강 316과 F82H로 직사각형단면의 인장
시험편을 만들고 시편의 한쪽 면에 노치 및 프리크랙(표면균열)을 낸 후 열하중
사이클을 가하여 균열진전을 관찰하였다. 시편의 균열이 있는 면에 전기전극빔을
사용하여 가열하고 반대편에 냉각판을 만들어 내부에 물을 흘려보냄으로써 냉각
시킨다. 그리고 일정한 하중 사이클 구간마다 시편의 균열이 있는 위치와 반대편
에서 온도를 측정하여 상용 유한요소해석 프로그램인 MARC로 COD, ΔJ, ΔK를
구함으로써 하중사이클에 따른 균열전파길이를 구하였다.
수치해석만으로 열피로 해석을 수행한 경우에 대한 연구로써, Young[24]은
thermal striping을 받는 반응기 냉각펌프의 축 슬리브에 축방향 반타원형 표면
균열의 피로수명을 구하는 연구를 하였다. 먼저 기계적인 응력으로 회전하는 슬
리브에 작용하는 반경방향 응력과 원주방향 응력을 계산하고, 열이 가해지는 동
안 내경과 외경사이의 압축응력의 차를 계산한다. 다음으로 열피로에 의한 열응
력은 근사식으로부터 관 두께를 따라 온도변화를 구하고 이를 이용하여 열응력
을 계산한다. 이렇게 구해진 응력들을 중첩하여 관벽 두께를 따라 응력의 분포를
3차 다항식으로 구하여 Raju and Newman[25]의 방법을 따라 KI을 구함으로써
피로수명을 계산하였다. Ignaccolo 등[26]은 발전소 배관에 발생한 표면균열에 대
하여 기계적인 하중과 열하중이 조합된 경우에 대한 유한요소 해석을 수행하여
공학적인 방법인 R6, JSA16, JEDF 등에 의한 결과와 비교하였다. Adinarrayana와
Seshadri[27]는 GLOSS (generalized local stress strain) 방법을 이용하여 가운데
구멍이 있는 평판, Bridgman 노치, 증기터빈 밸브에 대하여 해석하여 비탄성 변
형률을 계산하였고 이를 유한요소 해석 결과 및 근사식인 Neuber 법칙과
Molski-Glinka 법칙에 의한 계산값과 비교하였다.

3.2 고온 열피로 균열성장시험 연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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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피로 하중하의 균열성장시험은 열하중이 반복적인 주기로 시편에 가해진다
는 점에서 일정 온도하에서 시험이 수행되는 고온 크리프시험과는 다르다. 균열
이 있는 시험편에 대한 열피로시험을 수행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여기서는
최근의 연구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몇 몇 연구사례를 기술한다.
Saito, M. 등[6-8]은 열피로균열 진전에 관한 시험과 수치해석을 동시에 수행
하였다. Fig. 27과 Fig. 28은 각각 시험에 사용된 표면균열을 포함하고 있는 시편
의 크기와 형상 및 시편을 장착한 장치를 나타내고 있다. 시편에 사용된 재료는
SS316, F82H, 9Cr-1Mo 페라이트강이며, 가열방식으로는 SS316 시편의 경우
2

2

6MW/m , F82H, 9Cr-1Mo의 경우 11MW/m

의 electron beam을 사용하여

350~450℃의 온도범위에서 30초 주기로 5초간은 가열하고 25초간은 냉각하였다.
냉각시에는 수냉방식의 구리판을 시편의 다른 면에 접촉시켜 전도에 의해 냉각
하였다. 시편의 온도는 복사 열전대를 사용하여 측정하였고, 균열길이는 광학현
미경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Fig. 29는 반복하중 사이클에 대한 각 시편의 균열
성장 길이를 나타낸 그림이다.

Fig. 27 Specimen size and measurement[mm], Ref.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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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8 Specimen in apparatus, Ref. [6-8].

Fig. 29 Crack propagation length against the
number of cycles, Ref. [8].

이들은 또한 유한요소모델을 이용하여 균여성장 해석을 수행하였다. 수치해석
은 열응력 계산과 파괴역학적 해석의 두 단계로 이루어졌다. 열응력장을 구하기
위하여 먼저 천이 열전달 해석을 수행한 후 탄소성 열응력해석을 하였다. 이때
시편과 냉각판 사이의 열전달계수는 시험에서 측정하기 곤란하므로, 시험에 의한
열 이력과 여러 번 시도한 수치해석 결과를 비교하여 맞추어가는 방식으로 하여
구하였다. 일단 열응력 해석이 끝나면 파괴역학 파라메터인 응력강도계수 차(Δ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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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구하여 피로균열성장 해석을 하였다. 이때 KI은 외삽법을 사용하여 구하였다.
스테인리스강의 경우에는 COD나 ΔJ를 사용하여 균열성장 해석을 수행하기도 하
였다[6, 7].
한편 Kerezsi, B.B 등[4, 5]은 반복적인 열충격에 의한 균열성장 시험을 수행하
였다. 시편의 재료로 AS 1548-7-430R을 사용하였고, 복사로에서 370℃ 까지 가
열한 후 25℃의 물을 분사하여 냉각(용존산소 8~2ppm, pH는 8.0)하였으며 한 사
이클 소요시간은 15초였다. 균열은 스테레오 현미경(10-100×)을 사용하여 500
cycle 마다 시편의 양 측면에서 측정한 후 평균하여 구하였다.
Fig. 30은 시편의 치수 및 형상을 나타낸다. 시편의 두께는 10mm, 초기균열 길
이는 3.5mm 이다. 그림에서 보듯이 시편의 양 측면에 부착된 판으로 인해 냉각
은 균열이 있는 한쪽 모서리에서 균열의 진행방향 쪽으로 일차원 열전달에 의해
일어나게 된다.
시편의 폭 W에 대한 균열길이 a의 비가 0.05< a/W<0.3인 영역에 대하여는 응
력강도계수를 구하기 위하여 ASME Boiler and Pressure Vessel Code의 Section
XI에 제시된 가중함수법을 사용하였다. 또한 90MPa의 기계적인 축하중을 가한
경우와 아무 하중도 가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도 시험하여 그 결과를 비교하였
다.

Fig. 30 Specimen design, Ref.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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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 Raw crack length data; T=maximun cycle
of temperature (℃), P=primary mechan
-ical load (MPa), DO=dissolved oxygen
level (ppm), Ref. [5].

Fig. 31은 하중 사이클에 따른 균열길이를 나타낸 것이다. 이들은 시험결과 고
변형률피로가 발생하는 영역(a/W≤0.2)과 선형탄성파괴역학이 적용되는 영역에
대하여 각각 균열성장률 곡선(da/dN-ΔK 곡선)을 제시하였다. 시험결과 균열이
시작되는 시기동안의 수명에서 크리프 온도 이하에서의 반복적인 열 충격 동안
일차적인 기계적 하중의 영향은 아주 작거나 없었으며, 열충격 균열의 성장에 있
어서 환경영향이 크게 작용함을 보였다. 일차응력이 없는 낮은 응력비 조건에서
는 균열의 성장이 급격히 멈추는 기미가 보였다.
Pernot과 Mall[9]은 CT 타입의 시편을 사용하는 열적-기계적 피로균열성장시
험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Fig. 32와 Fig. 33은 각각 시험시스템과 기계적인 하중
시스템을 나타낸 것이다. 가열방법으로 CT 시편의 앞면과 뒷면에 각각 두 지역
씩 모두 네 지역에 1000W 의 텅스텐 필라멘트 복사 가열램프를 사용하였는데,
이 가열방법의 장점은 에너지가 공기 중을 지날 때 공기를 가열하지 않고 바로
시편에 전달된다는 것이다. 시편의 냉각방법으로는 압축공기 분사 방법을 이용하
였고, 그립의 냉각 방법으로는 차가운 물이 흐르는 실린더를 하중 축에 장착하였
다.

사용된

시험기는

tele-microscope(0.00005

10kip
inches

MTS

서보유압기이며

resolution)와

10A

균열길이의

용량의

측정에는

직류전위차(direct

current potential drop; DCPD)법을 이용하였다. 시편의 온도를 정확하게 제어하
기 위하여 시편의 여러 위치에서 온도를 측정하여 제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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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 Block diagram of testing system, Ref.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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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 Mechanical load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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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열적-기계적 피로하중하의 배관균열의
피로시험 시스템
구조물의 수명평가를 위한 노력으로 유럽의 경우 FFS(fitness for service) 코
드에서는 주요 손상 모드인 파괴, 피로, 크리프, 부식의 네 분야에 대해 기술적인
손상평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1996년부터 1999년까지 유럽 9개국의 17개 기관
이 참가하여 수행했던 SINTAP(structural integrity assessment procedure) 프로
젝트는 현재 유럽 17개국의 39개 기관이 참가한 EU-FITNET (european
thematic network project)에서 FFS 기술의 개발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이어지고 있다. FITNET의 피로 모듈에서는 피로균열 해석을 위하여 균열성장시
작, 짧은 균열, 긴 균열의 세 수준으로 나누어 각각의 해석 방법을 제시하고 있
다. 긴 균열의 경우 NASGRO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특이한 사항이다. 또한
평가조건 모듈에서는 주어진 결함에 대한 허용하중, 주어진 하중에 대한 임계 결
함크기, LBB, 주어진 결함 및 하중에 대한 최소 재료성질, 감시기간의 결정에 대
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미국 NRC가 1984년 11월 LBB 적용에 대한 기술지침서인 NUREG 1061
Vol.3를 고시하여 원자력발전소 각종 배관에서도 LBB 개념이 적용될 수 있음을
밝힌 이후, LBB를 적용하여 배관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많은 연구가 수행되
어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영광 1&2호기에의 처음 적용을 시작으로 하여 많은
연구가 활발히 진행․적용되어 왔다. 또한 LBB 적용을 위한 균열해석에 있어서
정확한 해석을 위한 기초 데이터로써의 재료물성치 확보를 위한 많은 기초시험
과 균열성장을 모사하기위한 수치해석을 수행해 왔다. 균열성장해석을 위하여
ASME Boiler and Pressure Vessel Code의 Section XI에서는 Appendix A의
Article A-3000에서 모드 I 응력강도계수를 가중함수를 사용하여 구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Article A-4000에서 재료성질을 결정하기 위한 식을 제시하고 있으며,
Article C-3000에서는 결함평가를 위한 방법과 평가 말기에서 결함 크기를 결정
하는 방법 즉, 피로균열성장률 식을 제공하고 있다. 여기서 제공되는 식은 등온
피로시험과 단순한 응력이력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모델이며 반복적인 열충격을
받는 구조물에 대한 피로균열성장의 연구에서 ASME 규격은 보수적인 경우도
있음이 알려져 있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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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보다 정확한 해석을 위한 비코드적인 연구로, 유한요소해석을 통한 접근
방법[24, 26], 중첩법이나 Green 함수를 이용한 해석적인 접근방법[13], 균열의 환
경적인 요인을 고려한 시험방법[4] 등이 있다.
본 장에서는 열적-기계적 피로하중을 겪고 있는 배관균열에 대하여 보다 정
확하고 효율적인 해석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수치해석과 열피로 시험을 함께
고려하여 배관균열의 수명을 평가하는 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기술하고, 시험을
위하여 구성한 열피로 시험 시스템 및 사용하고자 하는 규격 시편에 대하여 기
술하였다.

4.1 열적-기계적 피로하중하의 배관균열의 수명평가 방법
실제 구조물의 온도 및 하중이력을 모두 고려하여 시편과 가열 및 냉각장치를
구성한 후 시험을 통하여 직접 균열성장을 모사하기는 매우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 예를 들어, 밀림배관의 내벽에는 고온의 유체가 온도 사이클이 변하면서
열하중을 발생시키고 있고 내압이 작용되고 있는 경우를 고려하자. 이러한 상황
을 모사하기위해 균열의 형상을 정확하게 모사할 수 있는 시편을 만들어야 하며
온도 변화를 모사하기위하여 균열이 있는 내벽 쪽을 모사한 시편의 한 쪽 면에
만 가열 및 냉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정확한 해
석을 위하여 시편 내부의 열전달 현상을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열전대 등을 이용
하여 시편의 온도이력과 가열 및 냉각 시스템의 온도제어 명령을 제어해야 한다.
이때 시편의 형상에 따라 혹은 가열 및 냉각 시스템에 따라 여러 곳에서 온도를
계속 측정 감시해야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또한 가장 중요한 측정값 중의 하나
는 성장하는 균열길이이다. 만일 시편이 노 내에 존재하게 된다면 균열길이 측정
을 위해 특별한 방법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유한요소법을 사용하여 실제 구조물이 겪고 있는
환경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열응력 해석을 하고, 이때 구한 균열선단 부근의 온도
변화를 적용하여 CT 타입의 ASTM 규격시편을 사용하여 균열성장시험을 한 후,
구해진 균열성장률 식을 이용하여 수명평가를 수행하고자 한다. 이렇게 하면 직
접균열성장 모사 시험환경을 구성할 때 발생하는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고, 규격
시편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보다 신뢰성 있는 시험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고
판단된다. 이 방법은 배관의 LBB 해석뿐만 아니라 배관이 아닌 다른 구조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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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명평가에도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해석 대상으로 선정한 원전 배관균열은 가압기 밀림배관의 내벽
에 존재하는 균열이다. Table 1은 영광 3, 4호기의 설계기준 사고에 대한 가압기
밀림관 내의 온도유동조건을 나타낸 것이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Plant Heatup
과 Plant Cooldown 시에 가압기와 Hot Leg 사이의 온도차가 320℉로 상당히 크
게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로 인하여 가압기 밀림관 내의 수평부분에서 서
로 다른 온도를 갖는 두 유체가 자연대류를 일으키고 밀도가 작은 유체는 위로,
밀도가 큰 유체는 아래로 놓이게 된다. 그러면 가압기 밀림관 내벽에는 원주방향
온도구배의 차이가 발생하여 배관 벽면에 국소적인 열응력을 야기시켜 배관의
굽힘응력이나 피로응력을 가중시켜 결국 배관의 파손이나 균열을 초래하게 된다.
배관에 존재하는 균열은 Fig. 34에서와 같이 온도변화에 따른 반복적인 열하중
과 내압에 따른 기계적인 하중을 동시에 받을 것이다. 균열 선단에서의 응력강도
계수 KI 은 열하중 사이클에 의한 열적 응력강도계수 Kther 와 기계적인 하중에
의한 기계적 응력강도계수 Kmech 의 조합으로 볼 수 있다. 가압기 밀림관의 경우
정상운전 조건에서는 내압의 변화가 없이 일정하나 Heatup 조건이나 Cooldown
조건 시에는 가압기 내의 압력변화가 발생한다. 유봉 등[13]의 연구에 의하면 일
정한 크기의 내압이 작용할 경우 Kmech 는 응력강도계수의 범위 ∆KI 값에는 영
향을 주지 않고 단지 전체적으로 일정 값 만큼 ∆KI 가 이동하는 것을 알 수 있
다. 그러나 내압이 변하는 경우에는 내압의 변화에 의한 1차적 응력의 변화가 발
생하므로 이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Fig. 35에는 열하중과 기계적하중이 동시에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균열을 성장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경우의 수명평가를 위한 절차를 나타내었다. 먼
저 내압과 온도변화를 경계조건으로 하여 유한요소법으로 천이 열응력 해석을
수행하여 시간에 따른 균열선단의 응력장과 변위장 및 온도분포를 구한다. 다음
으로 구해진 온도 이력을 실제 시험편에 작용시켜 시험을 수행한다. 이때 온도와
하중이 작용된 시편을 통하여 구해지는 것은 하중 사이클에 따른 균열 길이와
응력강도계수이다. 시험 시에 주어진 온도는 실제 사용조건과 같게 하여야 하지
만 기계적인 시험하중은 실제 사용조건의 내압과 같은 강도로 가할 필요는 없다.
다만 수치해석을 통해 구한 응력강도계수 차(ΔK)의 범위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하
중의 크기를 임의로 정하여 가능한 한 넓은 범위의 응력강도계수 차(ΔK)에 대한
균열성장률 식을 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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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emperature condition in the surge line for designed events on YG3
and YG4.

NORMAL EVENTS

Temperature, ℉
Pressurizer
Hot Leg

Temp.
Diff., ℉

Number of
Occurrences

1. Steady State Operation

653

621

32

1,000,000

2. Daily Load Follow Operation

653

593

60

15,000

3. Turbine Step Load Changes

653

573

80

4,120

4. Turbine Lamp Load Changes

653

567

86

17,040

653

573

80

9,400

653

580

73

200

653

564

89

4,580

440
653
653

120
333
564

320
320
89

653
653
440

564
333
120

89
320
320

250

120

130

440

1. Increase In Heat Removal
By Secondary System
2. Decrease In Heat Removal
By Secondary System

653

540

113

70

653

621

32

95

3. Decrease In RCS Flow Rate

653

403

250

30

4. Reactivity and Power
Distribution Anomalies

653

573

80

40

5. Increase In RCS Inventory

653

621

32

30

6. Decrease in RCS Inventory

621

575

46

5

5. Non-Load Change Events
(Planned)
6. Non-Load Change Events
(Unplanned)
7. Plant Events Below Power
Operation
8. Plant Heatup

9. Plant Cooldown

500

500

TEST EVENT
1. Plant Hydrostatic and
Leak Test
UPSET EV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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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

Thot
Tcold

M

∆T

Mechanical Loads
Thermal Loads

M

∆ K mech
∆ K ther

R = K min K max
∆K = ∆K ther + ∆K mech
Fig. 34 Configuration of a surface crack under cyclic
thermal-mechanical loading.

유한요소해석
(온도, 내압, 자중 고려)

R = K min K max
∆K = ∆K ther + ∆K mech
열-기계적 피로시험
(열하중, 기계적하중 고려)

da/dN- ∆ K Curve
균열진전특성
및
수명평가

Fig. 35 Schematic of crack propagation and life
assessment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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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편의 두께와 크기, 가열 및 냉각 시스템의 구성은 매우 중요한 시험결과의
정확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시편 전체를 균일하게 가열하고 냉각시
킬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ESET(eccentrically loaded single edge-crack
specimen) 시편을 사용하고 고주파 유도가열 방식과 압축공기분사 냉각을 사용
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4.2 ESET 시편을 이용한 열적-기계적 피로균열성장시험
시스템
4.2.1 시험장비 set-up

시험 시스템은 기계적 하중 장비, 온도제어 장비 및 균열길이 측정 장비로 구
성된다. 컴퓨터로 기계적 하중장비를 제어하며, 컴퓨터에서 디지털 아웃 단자를
통하여 온도제어 장비에 신호를 보내면 온도제어 장비는 기계적 하중 사이클에
in-phase 혹은 out-of-phase로 가열 및 냉각 사이클을 제어한다. Fig. 36은 전체
시스템 구성도를 나타낸 것이며, Fig. 37은 구성된 장비의 사진이다. Fig. 38과
Fig. 39는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시편의 형상을 나타낸 것이다. ESET 시
편은 CT 타입의 확장형 시편으로 환경피로시험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형태이며
(ASTM E647)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LOAD FRAME
BLOWER

RF GENERATOR
THERMOCOUPLE
TELE-MICROSCOPE

TEMPERATURE
CONTROLLER

DC INPUT LINE

DC GENERATOR
AMP

DC LEAD LINE

PC
&
MTS
INTERFACE

LOAD CELL

ACTUATOR

MTS
CONTROLLER

Fig. 36 Block diagram of test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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ꋼ C(T) 시편에 비해 작업공간이 더 크다. 이는 변위 또는 변형률 게이지 시
스템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ꋼ T-응력을 줄여주므로 균열의 성장경로가 수평에서 벗어나려는 경향이 작다.
ꋼ M(T) 시편에 비해 off-center loading 이므로 하중이 낮다. 이는 net
section stress가 낮음을 의미한다.

Fig. 37 Full layout of testing system.

Fig. 38 ESET specimen for thermomechani
-cal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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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9

Standard
Single

Eccentrically-loaded

Edge

Crack

Tension

Specimen (ASTM E647).

4.2.2 기계적 하중 시스템

시편에 하중을 가하는 주요 시스템의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
ꋼ 10 ton MTS 서보유압기
ꋼ Compaq Pantium IV 컴퓨터
ꋼ Multi-Purpose Test Ware(MTS TestStar IIs)
ꋼ 냉각 실린더
ꋼ 고온 고강도 그립
컴퓨터는 주파수, 하중진폭, 옵셋 및 파형의 함수발생 값을 내보내도록 프로그
램할 수 있다. 함수발생기는 두 가지 형태의 출력을 한다. 첫째는 사이클 카운터
로 신호를 보내는 것이며, 두 번째는 시편에 하중을 가할 서보유압제어기로 신호
를 보내는 것이다. 제어기에서 읽혀진 하중과 변위는 언제든지 컴퓨터에 저장될
수 있다. Fig. 40은 기계적 하중 시스템의 하중 프레임을 나타낸 것이다. 시편에
발생한 열이 그립을 통하여 로드셀이나 LVDT에 전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내부에 냉각수가 순환하는 냉각장치를 장착하였다. 냉각수는 그립의 위와 아래에
위치한 냉각실린더를 순환하도록 하였으며 고압의 수압에도 견딜 수 있도록 하
였다. Fig. 41에 냉각 실린더의 설계도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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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0 Configuration of Mechanical loading
system.

Fig. 41 Design of cooling cyli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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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온도제어 시스템
온도 제어는 MTS 제어기로부터 디지털 출력단자를 통하여 전송된 신호와 시
편에 장착된 열전대를 이용하여 측정한 신호를 이용하여 가열 및 냉각을 제어한
다. 정확하고 신속한 가열을 위하여 고주파 유도가열방식을 사용하며, 냉각은 압
축공기를 분사하여 시편의 온도를 제어한다. 고주파 유도가열 장치를 사용할 경
우 넓은 온도대역에 걸쳐 신속하고 정확한 온도제어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시편
을 노 내에 넣을 필요가 없으므로(진공로의 경우는 제외) 시편의 관찰이 용이하
다. 따라서 시편에 변위게이지 등의 부가적인 측정 장치와 균열길이 측정을 위한
광학현미경을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여유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두께가
얇은 ESET 시편의 경우 시편 전체가 동시에 균일하게 가열되므로 시편에서 발
생할 수 있는 온도분포 구배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게 된다.
Fig. 42는 고주파 발생 및 온도 제어반을 나타낸 것이다. 시스템에 사용한 고
주파 발진기의 사양은 다음과 같다
ꋼ 전원(source): 3상 220V 60Hz
ꋼ 입력전원( in-put): 20kVA
ꋼ 출력(out-put): 12kW(MAX)
ꋼ 주파수(frequency): 25kHz ~ 30kHz
ꋼ 발진방식(O.S.C): PLL(주파수 자동 추미식)에 의한 주파수 자동제어 방식
ꋼ 고장 자가진단 장치

 가열코일 접촉 불량 감지회로
 가열코일 절연 불량 감지회로
 이상 발진, 과부하, 과전류 보호회로
 냉각수 감시회로
ꋼ 출력조정(power control): Thyristor 제어에 의한 정출력 유지 방식
ꋼ 발진소자(solid state): Transistor(lGBT)

내부 냉각수는 증류수를 사용하며 순환펌프를 통해 강제 대류시키고, 외부 냉
각수를 이용하여 냉각시킨다.
Fig. 43은 시편 냉각을 위한 압축공기 분사 제어라인을 나타낸 것이다. 공기분
사 냉각을 이용한 시편의 냉각률은 최고 분당 600℃ 정도이다. 압축공기의 분사
량는 출력제어 프로그램에서 4단계로 세부 조정할 수 있어서 직선형 냉각곡선뿐
만 아니라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의 냉각사이클 곡선을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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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 Control panel display of RF induction heating system.

Fig. 43 Cooling valves for air injection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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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균열길이 측정 시스템
ESET 시편을 사용하고 고주파 유도가열 방식을 사용할 경우 전술한 바와 같
이 광학적으로 균열길이를 측정할 수 있다. 따라서 균열길이 측정을 위하여 디지
털 측정현미경을 이용하여 육안측정을 할 수 있는 균열측정 시스템을 구축하였
다. 또한 균열길이 측정의 자동화를 위하여 차후에 직류전위차(DCPD)법을 적용
할 수 있는 기술을 구축할 예정이다.
Fig. 44는 디지털 측정현미경을 나타낸 것이다. 이 디지털 측정 현미경은 x, y
축 각각 직선간의 2점에 대한 길이를 십자선 표시가 내장된 고성능 현미경으로
측정점을 선명하게 관측할 수 있으며 0.01mm까지 독취가 가능하다.

균열길이는

디지털 눈금으로 독취하며, 시편의 앞면과 뒷면에서 균열길이가 다른 경우에는 2
조를 사용하여 앞뒤에서 측정하고 시편의 두께가 얇아서 시편 앞․뒷면에서 균
열 길이의 차이가 없을 시에는 한쪽 면에서만 사용한다. 양측에 부착된 flexible
조광램프는 밝기 조절이 가능한 할로겐 램프로 시편의 균열을 용이하게 읽기 위
한 충분한 광원을 제공한다.
직류전위차법은 온도의 변화에 민감하므로 적절한 보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데
이터 처리 장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이미 정확도가 입증된 윤지현등[28]의
연구에서 구축된 시스템(Fig. 45)을 사용할 예정이다.

Fig. 44 Digital measuring microsc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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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5 Schematic test system for DCPD method and data
aquisition, Ref. [29].

고주파 유도로의 설계사양, 자동제어반의 개요와 설치 및 운전요령, 가열 및 냉
각 flow chart에 관한 내용을 부록에 첨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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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원전 배관은 반복적인 열하중과 내압 등에 의한 기계적인 하중을 동시에 받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동안의 연구에서는 설계기준이나 규제기준을 마족시
키기 위한 수치해석적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왔다. 몇몇 연구들에서는 열피로 시
험을 통하여 균열성장률을 구하였다. 균열을 포함하지 않은 열피로 시편의 경우
에 대한 실험적 연구는 많은 결과와 함께 잘 정리된 시험 방법이 있으나 균열을
포함하고 있는 시편의 경우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고 또한 각각의 연구에서 나
름대로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열적-기계적 하중을 받고 있는
피로균열의 경우 정확한 해석을 위하여 여전히 많은 시험을 통하여 보다 정확한
피로균열성장 데이터의 확보가 필요하다.
본 보고서에서 열적-기계적 피로하중을 받는 원전배관의 피로균열성장해석을
하기 위하여 실험적인 방법과 수치해석적인 방법을 연계하여 사용하는 수명평가
방법을 제시하고, 열피로 시험을 위한 시험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또한 수명평가
를 위한 기초 연구로써, 열피로 시험을 위한 문헌의 내용을 정리하고 연구동향을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방법은 원전 배관 뿐 만아니라 열피로 하중을 받는 균열
을 포함하고 있는 모든 부분에 적용되어질 수 있으며, 시험 결과 구해진 데이터
는 재료의 주어진 온도환경하의 균열성장 파괴특성으로도 활용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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