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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본 보고서에서는 Mod.9Cr-1Mo 강구조의 고온 크립-피로 균열 발생 및 성장 

시험을 수행하기 위한 시험장치를 구축하고 필요한 시험 절차를 설명하였다. 고온 

환경에서 균열의 발생과 성장을 관찰하기 위해 Ultra long working distance zoom 

microscope를 설치하여 결함의 선단을 실시간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추가적으로 DCPD 장치를 구축하여 균열의 성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2mm 

크기의 결함을 갖는 튜브시편 8개와 3mm 크기의 결함을 갖는 튜브시편 7개에 대한 

크립-피로 균열 발생 및 성장 시험을 마치고 시편의 온도 분포, 하중, 변위, 변형률, 

결함에서의 전압 변화량과 실시간 관찰 사진 등의 결과물들을 성공적으로 

확보하였다. 향후 시험결과의 정밀한 분석과 수치해석과의 비교분석을 수행하여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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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High temperature creep-fatigue crack initiation and growth test facility was 

established and the test procedure was explained in detail. The tubular specimen 

including a machined defect made of Mod.9Cr-1Mo steel was used to observe the 

creep-fatigue crack initiation and growth behavior. An ultra long working distance 

zoom microscope was installed to observe the defect area directly in real-time and 

DCPD(direct current potential drop) apparatus was used to measure the crack growth. Total 

15 specimens have been tested and the related output data such as temperature distribution, 

load, displacement, strain, voltage change across the defect, and captured photos were 

successfully obtained through tests. A thorough investigation of the collected data and the 

corresponding numerical analysis will be performed to increase the capability of the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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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고속로나 고온가스로와 같이 500℃ 이상의 고온에서 운전되는 원자로의 배관과 

같은 구조물에 적용할 고온 파단전누설(LBB) 평가기술[1,2,3]은 전 세계적으로 

2000 년대 무렵부터 많은 기술적 발전을 거두어 정립되고 있는 단계이다. 고온 

파단전누설 평가절차는 그림 1 에 보인 것과 같이 크게 누설 균열 설정과 고온에서 

균열성장 평가 및 균열의 안정성평가의 3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이들 평가절차는 

고속로의 배관 재료로 널리 사용되는 316 계열 스테인레스강에 대해서는 비교적 잘 

정립이 되었지만, 2004 년에 ASME Code Section III Subsection NH[4]에 

처음으로 고온재료로 등재된 Mod.9Cr-1Mo(FMS) 강에 대해서는 아직도 

여러가지 부족한 기술이 많은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Mod.9Cr-1Mo 강구조의 고온 크립균열 성장 시험, 고온 크립균열 

성장 시험, 고온 파괴인성 시험, 크립-피로 균열 발생 및 성장 시험을 수행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또한 해석적 평가방법의 개발과 검증에 기여하도록 하였다. 

본 기술보고서는 그 중에서 Mod.9Cr-1Mo 튜브시편을 이용한 크립-피로 균열 

평가시험 장치를 구축하고 실제 시험을 수행하는 절차와 결과를 수록하여 

국내기술의 기반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1. 고온 파단전누설 적용기술 및 현황 

 

2. 고온 크립-피로 균열평가 시험장치 및 계측장치 구축 

 

2.1 구조시험장치 

   



 - 8 -

  고온 크립피로 균열 발생과 성장시험을 수행하기 위한 시험장치는 그림 2 에 보인 

것과 같이 기본적으로 3 가지 주요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는 Instron-8516 

재료시험기와 기계적하중 제어장치, 둘째는 5kW 규모의 고주파유도가열기와 공기 

냉각계통장치, 그리고 셋째는 Long Woking Distance Zoom Microscope 와 

DCPD 를 이용한 실시간 균열측정장치이다.  

 

 그림 2. 소형구조모델 크립피로 균열발생 및 성장 시험장치 

 

재료시험기 

  INSTRON 8516 은 100kN 용량의 유압방식 재료시험기로써 동적 피로시험의 

수행이 가능한 장치이다. 그림 2 에서 보인 것과 같이 MMI(Man Machine Interface) 

보드를 직접 조작해서 하중제어, 변위제어, 및 변형률 제어를 할 수도 있지만 

사다리꼴 등의 특수 파형은 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제어 PC 를 준비하여 

WavemakerTM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간단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사다리꼴 파형의 

하중을 제어하고 하중과 변위 데이터를 수집하도록 하였는데 이 절차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고주파가열기 및 공기 냉각장치 

시험 시편의 가열은 고주파 가열기를 사용하는데 그림 3 에 보인 것과 같이 시편 

바깥에 4 회전 시킨 가열코일과 그림 2 의 우측에 보이는 발진기 및 제어장치로 

구성된다. 가열기의 용량은 5kW 이며 총 8 채널의 K-type 열전대를 사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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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하여 시편의 온도 제어와 온도 데이터 수집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이를 위해 

그림 4 와 같이 LabviewTM 언어를 사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튜브시편 

중공부로 공기를 흐르도록 하여 시편의 빠른 냉각을 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그림 3 에 

보인 것과 같이 시편 상단부 공기 유입부에 파란색 고무튜브로 연결된 부분이 

유입계통이고 그림 4 에 보인 제어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그림 3. 고주파 유도 가열 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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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온도제어 및 데이터 수집 프로그램 (Tube-CFCG) 

 

2.2 계측 장치 

   

  고온 크립피로 균열 발생과 성장시험에서는 균열 영역을 직접 관찰하기 위한 

Vision system 과 균열의 길이를 측정하기 위한 DCPD 장치, 그리고 시편의 

변형률을 측정하기 위한 Extensometer 등 여러가지 계측 장치를 사용하였다. 

 

DCPD(Direct Current Potential Drop) 장치   

ASTM E647 에 CT(Compact Tension) 시편에 대한 균열 성장시험에서 

DCPD(Direct Current Potential Drop) 를 이용한 균열의 크기 측정 방법이 

제시되어 있다. 그림 5 에 보인 것과 같이 시편의 상하단에 전류 입력 단자에 

무저항 니켈선을 점용접한 다음 균열의 상하단에 전압 변화 측정을 위한 0.6mm 

직경의 무저항 니켈선을 점용접하는 것인데 본 실험에서는 튜브시편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림 6 에 보인 것과 같이 입력전류와 출력 접압 니켈선을 연결한다. 

연결된 선은 그림 7 과 같이 Power supplier(용량 15A, IPS 12B5) 와 Data 

logger & acquisition (Yokogawa MX-100EF) 장치에 연결하여 PC 에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입력 전류의 크기는 5A 로 고정하였으며 튜브시편의 

경우 약 1.8~2V 의 전압이 형성되며 균열의 상하단에 근접하여 연결한 출력 

전압의 크기는 0.7~1.5mV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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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DCPD wire arrangement – ASTM E647 

 

그림 6. Tube specimen DCPD wire arrangement 

 

 

그림 7. DCPD 장치 –  Power supplier 및 acquisition 

 

VISION system 

고주파유도가열기를 이용한 550℃의 고온 환경에서 튜브시편에 균열이 

발생하여 성장하는 것을 관찰하기 위한 근접 현미경의 설치는 어렵다. 따라서 

그림 8 과 같이 시편으로부터 측정거리 285mm 에서 325 배의 배율로 시편의 

표면을 관찰할 수 있도록 Ultra long working distance zoom microscope(Union 

UWZ-285)와 파이버 옵틱을 활용한 조명장치로써 비젼시스템을 구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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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VISION system 과 fiber optic 조명 장치 

 

High Temperature Extensometer 

튜브시편 중심부의 변형률을 측정하기 위해 그림 9 와 같이 고온 Extensometer 

(Instron 2632)를 세라믹 코드를 이용하여 마운팅하여 사용하였다. 

Extensometer 의 게이지 길이는 15mm 이고 분해능은 0.001mm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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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고온 Extensometer 설치 

 

3. 시험 준비 

 

3.1 시험 시편 준비 

   

Mod.9Cr-1Mo 강구조의 고온 크립피로 균열 발생과 성장시험은 그림 10 에 보인 

것과 같이 소형 튜브시험시편을 만들어서 수행하였다. 소형 튜브시편은 길이 

150mm, 바깥 외경 15mm, 중심부 외경 11mm, 그리고 중심부의 내경은 9mm 로 

두께는 1mm 이다. 시편의 중심부에는 그림 11 과 같이 원주방향으로 폭 0.18mm, 

길이 1.5mm, 2mm 및 3mm 의 결함을 방전가공으로 제작하여 결함의 끝단에서 

크립피로 균열이 발생하여 성장하는 것을 관찰 측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결함의 

끝단 곡률반경은 0.1mm 이내가 되도록 하였고 시편의 표면조도는 외면과 내면 

모두 Rmax 값이 6μm 이하로 조도가 시험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였다.  

 

 

그림 10. 소형 튜브시편 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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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소형 튜브시험시편과 결함 방전가공 

 

  튜브시편을 구조시험기의 하중축에 연결하기 위해서 그림 12 과 같이 시편의 

끝단에 체결할 너트와 하중축에 연결할 지그를 제작하였고 너트와 지그 사이에는 

시편을 냉각시켜줄 공기 유입구 연결부를 준비하였다. 공기유입부와 지그 사이에는 

동전 형태의 세라믹 판을 설치하여 시편과 하중축 사이의 전기적 절연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그림 12. 시편 체결 너트, 지그, 및 냉각공기 유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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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열전대 제작 및 시편 부착 

 

시편에 열하중을 가하고 또한 온도 데이터를 측정하기 위해 K-type 열전대를 

제작하여 점용접하여 부착하였다. 먼저 K-type 열전대선을 그림 13 에 보인 것과 

같은 열전대 용접기를 이용하여 그림 14 와 같이 열전대 두 선의 끝을 용접하여 

제작한다. 열전대의 끝이 작은 구 모양이 되도록 작업해야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다. 

 

  
그림 13. 열전대 용접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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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K-type 열전대 제작 

 

열전대의 다른 끝은 그림 15 와 같이 열전대 전용 플러그 제작을 한다. 이렇게 

준비된 열전대들은 그림 16 과 같이 튜브시편을 움직이지 않도록 바이스에 고정한 

채로 시편의 원하는 곳에 열전대 용접기를 이용하여 점용접 한다. 그림 17 은 

튜브시편의 괌심 시험영역인 중심에서 상하 방향으로 ±5mm, ±10mm 인 지점에 

열전대 부착위치를 나타내고 있고 하단의 두 지점은 시편 전체의 온도 프로파일을 

구하기 위해 설정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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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K-type 열전대 플러그 

 

  

그림 16. 튜브시편 열전대 점용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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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튜브시편 열전대 부착 위치 

 

3.3 시험장치 기동 및 시편 설치 

 

  열전대를 부착하여 준비된 시편을 시험기에 설치하기 위해 시험기를 가동한다. 

인스트론 구조시험기의 냉각수 계통 밸브들을 모두 열고 시험기의 Hydraulic 펌프와 

Actuator 펌프를 켠다. 그림 18 의 MMI 보드로 인스트론 구조시험기를 작동시킬 때 

시편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해주어야 하는 것이 ‘ A’ 로 표시된 부분으로 ‘ Load 

protect’  기능이다. 이 값을 0.2kN 으로 설정하여 ‘ on’ 으로 해 두면 시편을 

체결할 때 원치 않는 체결력으로 인해 시편에 손상이 가는 것을 방지해준다. 즉, 시편 

장착시 체결력이 ±0.2kN 에 도달하면 Actuator 펌프가 자동으로 정지하도록 한다. 

그림 18 의 ‘ B’ 로 표시한 부분은 ‘ Load limit’ 과 ‘ Displacement limit’ 인데 

시험중에는 이 값들을 적절한 값으로 설정하여 ‘ on’  위치로 해두면 시편을 

과하중으로부터 보호해줄 수 있고 또한 이 제한값에 도달할 때 시험기가 꺼짐으로써 

자동으로 시험을 종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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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인스트론 MMI 보드 

 

그림 19. 시편 장착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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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된 시편을 그림 19 와 같이 구조시험기 상부 하중축에 미리 체결한 지그에 

연결한다. 고온 지그 안에는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냉각 공기 유로연결부와 

시편 상부 체결용 너트가 삽입되어 있고 너트에는 원주방향으로 8 개의 홈을 

가공하여 장착시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시편과 체결되도록 하였다. 이들 연결부와 

너트는 모두 고온 내열강으로 만들었다. 스패너를 이용하고 지그를 하중축에 

고정시키고 나면 구조시험기 하부 하중축에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시편을 

체결하여 고정시킨다. 

 

   

그림 20. DCPD 용 무저항 니켈선 연결 

그림 20 에 보인 것과 같이 0.6mm 직경의 무저항 니켈선들을 점용접한다. 한 

쌍의 전류 입력 단자는 시편의 상하단 끝으로부터 각각 23mm 위치에 점용접하고 

또 한 쌍의 미세전압 출력 단자는 결함의 중심에서 상하 방향으로 각각 5mm 

위치에 점용접한다. 무저항 니켈선 중에서 전류입력단자는 그림 21 의 아래 

부품인 Power supply 에 연결하고 미세전압측정단자는 그림 21 의 위 부품인 

Acquisition 에 연결하여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한다. Power supply 는 

정전압 모드와 정전류 모드를 선택할 수 있는데 본 시험에서는 5A 의 정전류 

모드를 사용하여 결함 인접 상하부의 출력단자에서 미세 전압을 측정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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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DCPD 계측장치 

 

 

그림 22. Extensometer 장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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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편의 길이 방향 변형률을 측정하기 위해 고온 Extensometer 를 한 쌍의 고온용 

세라믹 코드를 이용하여 그림 22 와 같이 설치한다.  Extensometer 는 설치 전에 

보정을 해주어야 하고 세라믹 코드를 이용하여 장착할 때 Arm 이 너무 큰 하중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3.4 열전대 연결 상태 확인 예비가열 

 

본 시험을 시작하기 전에 예비가열을 수행하여 앞에서 제작 설치한 열전대들의 

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만일 연결 상태가 불량한 열전대가 있을 경우에는 시편의 

장착 순서의 역순으로 시편을 해체한 뒤에 열전대를 다시 제작하여 시편에 점용접을 

해야 한다. 예비가열 시에 시편에 발생하는 열응력을 0 으로 해주어야 시편을 보호할 

수 있다. 그림 23 은 예비가열 동안에 Wavemaker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시편의 

하중을 0 으로 유지해주도록 구성한 하중 블록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23. 예비가열을 위한 0 하중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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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Vision system 설치 

 

3.5  Vision system 준비 

 

예비가열을 수행하여 열전대의 연결 상태를 확인한 뒤 시편 결함 영역을 

원거리에서 확대 관찰하기 위한 Vision system 을 그림 24 에 보인 것과 같이 

설치한다. Zoom microscope 은 x-y-z 방향으로 미세 조정할 수 있는 장치에 

고정되어 있고 이를 시편에서 약 285mm 떨어지게 고정한 뒤 x-y-z 이동 노브를 

미세조정하여 시편에 정렬하도록 한다. Fiber optic 조명 장치를 결함관찰 부위 

방향으로 조정하여 좋은 영상을 촬영할 수 있도록 한다.  

 

4. 시험 절차 

 

고온 크립-피로 균열평가 시험을 시작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구조시험기 전원을 켜고 펌프 작동 상태를 확인한다. 냉각수 밸브를 열고 

냉각 공기의 밸브도 열려 있는지 확인한다. 제어 PC를 가동시키고 WaveMaker 

프로그램을 작동 시킨다. 

-고주파 유도가열기의 전원을 켜고 냉각수 상태를 확인한다. 온도제어 PC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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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시키고 가열 및 냉각제어 프로그램을 작동시킨다. 

-DCPD 데이터 측정장치 연결 상태를 확인하고 데이터 수집용 MX100 프로그램을 

작동시킨다. 

-VISION system 연결 상태를 확인하고 Fiber optic 조명 장치를 켜서 적절한 

조명을 확인하고 실시간 화면 관찰 프로그램인 IMEASURE를 작동시킨다. 

구체적인 시험 절차는 다음과 같다. 

 

4.1 하중 설정 

   

강구조의 고온 크립피로 균열 발생과 성장시험은 기계적 인장하중과 

유지시간을 갖는 열하중을 In-phase 모드로 조합 적용하여 수행한다. 그림 10 에 

보인 것과 같이 축방향으로 6.5kN 의 인장하중을 처음 30 초 동안 선형적으로 

가하고 5 분간 유지한 다음에 30 초 동안 하중을 제거한 후 1 분간 대기 시간을 

갖는다. 이렇게 1 사이클의 하중 시간은 7 분이고 이를 반복적으로 가한다. 

인장하중과 동일 페이스로 열하중을 가하는데 처음 30 초 동안 550℃로 가열한 

수 5 분간 유지하고 30 초 동안 50℃로 냉각한 후 1 분간 대기한다. 인장하중과 

열하중을 30 초 동안 가하고 30 초 동안 제하하는 것을 반복함으로써 피로 손상을 

유발하게 되고 5 분 동안의 유지시간 동안에는 크립 손상의 발생이 예상된다. 

이렇게 크립과 피로 손상이 하중 사이클 동안 반복하게 되면 두 가지 손상 

메커니즘의 연계작용(interaction)이 발생하여 손상이 가속화하게 된다. 하중 

사이클의 뒷부분에 1 분의 대기 시간을 갖는 것은 시편의 냉각이 50℃까지 

이루어지도록 충분한 여유를 갖기 위해서이다. 

 

 

                    그림 25 크립피로 균열 시험하중 및 온도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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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온도 제어프로그램 설정 

 

가열 및 냉각제어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그림 26 과 같이 제어 화면이 

나타난다. 온도제어는 PID 제어로 이루어지는데 이는 시험기를 구축할 때 

최적값인 P=0.2, I=0.01, D=0.0 으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매번 별도로 수정할 

필요가 없다. 30 초 동안 550 ℃로 도달하는 ‘ rising time’ 과 ‘ high temp; 값을 

입력하고 300 초 동안 유지되고 다시 30 초 동안 50℃로 냉각되는 ‘ hold time’ , 

‘ falling time’  및 ‘ low temp’ 값을 입력해준다. 시험 하중을 몇 회 반복할 것인 

지와 수집 데이터 저장 파일명을 입력해주고 평균 제어온도 채널 번호를 선택한다. 

일반적으로 본 시험에는 시편의 중심부인 채널 2, 채널 3, 채널 4 를 선택하여 평균 

온도값으로 제어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이 중에서 2 개만 선택(채널 2 와 채널 3, 또는 

채널 3 과 채널 4)해서 수행하기도 한다.  

제어 화면에는 두개의 그래프가 출력되도록 하였는데 위는 온도 데이터이고 

아래는 구조시험기에서 아날로그 시그널로 전송된 하중과 변위 및 변형률 값을 

실시간으로 나타내도록 하였다. 제어 프로그램에는 열전대 중의 하나라도 안전 

설정온도 값에 도달하면 가열기를 자동 정지하도록 하였고 본 시험에서는 안전값을 

800℃로 하였다. 가열기의 오작동으로 인해 온도가 상승할 수도 있고 냉각수의 

부족으로 가열기 에러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열전대가 단락할 경우에도 1000℃ 

이상의 허수값이 나타나므로 시험은 안전하게 정지하게 된다.  

구조시험기의 하중과 변위값도 실시간으로 그래프로 표시되기 때문에 시험 

수행자는 시험 도중에 실시간으로 나타나는 화면을 잘 관찰하여서 시험이 

정상적으로 잘 수행되고 있는지 수시로 체크하여야 한다. 구조시험기의 유압펌프의 

오일온도가 상승으로 인한 시험기의 정지, 또는 하중의 떨림 현상으로 순간적인 

피크가 발생하여 미리 설정한 하중 제한값에 도달하여 자동 정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였을 때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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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가열 및 냉각 제어 프로그램 설정 

 

4.3 하중 제어프로그램 설정 

 

구조시험기에서 앞에서 설명한 인장-유지-제하-유지-(반복)의 사다리꼴 파형의 

크립-피로하중을 작용시키기 위해서는 제어 PC 에 설치한 WaveMaker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간단한 프로그래밍을 해주어야 한다. 그림 27 에 보인 것과 같이 

WaveMaker 프로그램을 실행시킨 다음 Waveform Editor 를 열고 하중 

블록(Block)을 추가하면서 인장-유지-제하 -유지를 설정한다. 이 때 하중블록을 

설정하기 전에 첫번째 블록은 구조시험기의 상태를 0 으로 만들어주기 위한 것이다.  

하중 블록에서 램프 하중의 경우에는 Absolute Ramp 로 설정하고 하중 Hold 로 

설정하고 구성된 사다리꼴 파형의 하중을 반복 적용하는 Block Control 에서 원하는 

하중 블록의 반복을 설정해주면 된다. 저장할 데이터 이름을 지정해주고 샘플링 

주파수도 적절히 설정해주어야 한다. 본 실험에서는 하중과 변위 및 

extensometer 로 측정한 변형률 데이터를 2 초 간격으로 저장하도록 설정하였다. 

이렇게 설정한 내용을 TEST.BLK 로 저장해두었다가 매 실험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만 수정해서 실행시키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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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WaveMaker 를 활용한 크립-피로 하중블록 설정 

 

4.4 DCPD 데이터 수집 프로그램(MX-100) 설정 

 

   DCPD 데이터는 그림 28 에 보인 것과 같이 MX1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Power supply 에서 5A 의 정전류를 시편에 흐르게 하여 발생하는 입력전압과 

Acquisition 장치에서 수집하는 결함 상하부에서의 미세 전압변화를 실시간으로 

저장하도록 설정하였다. 데이터 수집의 샘플링 주파수는 2Hz 로 설정하였고 시험의 

시작과 종료시 On/Off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된다. 다만 시편에 발생한 thermal 

output 으로 인해 발생한 전압을 데이터 분석시 보상하기 위해 Power supply 장치에 

그림 29 와 같이 타이머를 설치하여 매 사이클 유지시간의 중간에 전원을 5 초 동안 

차단하게 하였고 이 때 측정된 결과는 순수하게 온도로 인해 유발된 전압이므로 결과 

측정값에서 이 값을 빼주면 thermal output 을 배제한 순수한 결과값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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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MX100 프로그램을 활용한 DCPD 데이터 저장 

 

 

그림 29 DCPD Power supply 타이머 설정 

 

4.5 VISION system 데이터 수집 프로그램(IMEASURE) 설정 

 

고주파 유도가열기를 이용한 고온 시험에서 근접 확대경을 사용하여 시편을 

관찰할 수 없기 때문에 본 시험에서는 Ultra long working distance zoom 

microscope 를 설치하여 시편을 관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편에서 285mm 

떨어진 위치에 줌 현미경을 설치하여 325 배까지 관찰할 수 있는데 1.5mm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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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mm 까지 다양한 크기의 결함을 19 인치 모니터에서 확대관찰 하는 데에는 120 배 

정도의 배율이면 충분하였다. 그림 30 은 줌 현미경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관찰되는 시편 결함부의 영상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IMEASURE 프로그램 작동 

화면을 보여주고 있다. 캡쳐 옵션에서 사진을 수동으로 저장할 수도 있지만 

시험의 편의를 위해 매 사이클마다 4 장의 사진을 저장하도록 설정하였고 시험의 

막바지에 결함의 성장이 빨라질 때 수동으로 전환하여 10 초 간격으로 사진을 

저장하도록 하였다.  

 

 

그림 30 IMEASURE 프로그램을 이용한 시편 결함부 실시간 관찰 

 

5. 시험 종료 

 

시험이 종료되면 수집된 데이터들의 저장 상태를 확인하고 시험 장치들을 

점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를 취한다. 

-고주파 유도가열기의 전원을 끄고 시편의 추가 냉각을 수동으로 작동시켜 

시편을 해체할 수 있을 정도까지 충분히 냉각되도록 한다. 냉각 후에는 온도 

수집 데이터를 확인한 뒤 냉각 밸브를 잠그고 온도제어 프로그램을 종료한다. 

-DCPD 측정장치인 Power supply의 전원을 끄고 데이터 수집용 MX100 

프로그램을 정지시키고 수집된 데이터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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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의 종료시에는 시편이 파단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구조시험기를 수동 

조작하여 시편의 결함부위를 관찰할 수 있도록 한 다음 Zoom microscope의 

배율을 30배, 60배, 90배, 120배로 다양하게 조절하여 최종 파손 형태 사진을 

저장한다. 조명장치의 전원을 끄고 시편의 해체작업을 위해 옆으로 옮겨둔다. 

IMEASURE 프로그램을 종료한다. 

-시편 해체작업을 한다. 시편에 부착된 열전대와 DCPD 측정용 와이어들을 

떼내고 Extensometer 설치도 해제하여 옮겨둔다. 시편의 해체는 장착의 역순으로 

진행한다. 시편 해체후 구조시험기의 펌프를 끄고 냉각계통 밸브도 모두 잠근다. 

 

6. 시험 결과 

 

6.1 온도 데이터 결과 

   

그림 31 은 처음 10 사이클에서 측정된 온도데이터를 보여주고 있는데 채널 

1 과 5 는 시편중심에서 축방향으로 ±10mm 지점이고 채널 2 와 4 는 중심에서 

±5mm, 채널 3 은 시편의 중심을 나타낸다. 채널 6 은 중심에서 하단으로 50mm, 

채널 7 은 70mm 지점에서 측정한 온도값이다. 수집된 데이터에서 볼 수 있듯이 

관심지역인 시편의 중심부는 처음부터 목표 온도에 도달하였지만 시편의 

외곽부인 채널 6 과 채널 7 읠 경우에는 구조시험기 하중축으로의 열전달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하중 사이클이 반복되면서 서서히 안정값으로 수렴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현상은 본 시험의 관심 영역이 시편 중심부이기 때문에 

시험의 결과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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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초기 10 사이클 동안 수집된 온도 데이터 

 

 6.2 구조시험기 하중, 변위 및 Extensometer 측정 데이터 

 

결함길이 3mm 인 시편(CF3-T3)에 대한 실험 결과 구조시험기에 장착되어 있는 

하중센서와 변위센서로 수집된 초기 20 사이클 동안의 하중과 변위 데이터를 그림 

32 에 나타내었다. 하중은 30 초 동안 0 에서 6.5kN 으로 증가하여 7 분 동안 유지된 

수 30 초 동안 다시 0 으로 제하되어 1 분 동안 유지되는 사다리꼴 파형을 잘 

반복하고 있고 변위는 매 사이클 마다 사다리꼴 형태의 증감을 보이지만 20 사이클 

동안 지속적으로 인장되는 형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그림 31 에서 보았던 시편 

외곽의 온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구조시험기의 하중축과 시편의 시험 중 온도가 

서서히 증가하면서 안정화 단계에 이르고 있는 것과 같은 거동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매 사이클의 고온 유지시간 동안에 변형이 서서히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유지시간 동안 크립 변형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 33 은 

Extensometer 로 수집한 시편 중심부의 초기 60 사이클 동안의 변형률을 나타낸 

것인데 지속적으로 크립 변형률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CF3-T3 시편은 570 번째 사이클에서 파단하였는데 그림 34 는 1 번째 사이클의 

변형률을 보여주고 그림 35 와 그림 36 은 각각 421 번째와 561 번째 사이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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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률을 보여주고 있다.  1 번째 사이클, 421 번째 사이클, 561 번째 사이클에서 

인장하중과 온도하중이 동시에 가해지는 30 초 동안 총변형률은 0.76∼0.8%로써 

열변형률이 주성분이고 5 분동안의 고온 유지시간 동안에는 크립 변형률이 

발생하는데 1 번째 사이클에서는 0.02%가 발생하여 초기의 일차크립 양상을 

나타내고 사이클이 안정화가 되면 이차크립이 발생하여 421 번째 사이클에서는 

0.007%로 작은 크립변형률을 나타내다가 균열의 발생이 시작하는 561 번째 

사이클에서는 0.14%로 큰 크립변형률이 나타나서 본 시험의 경우에는 

크립균열성장이 지배적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림 32. 초기 20 사이클 동안 수집된 하중과 변위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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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초기 60 사이클 동안 수집된 시편 중심부의 변형률 

 

 

그림 34. 1 번째 사이클의 시편 중심부 변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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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421 번째 사이클의 시편 중심부 변형률 

 

 

그림 36. 561 번째 사이클의 시편 중심부 변형률 

 

 6.3 DCPD 측정 데이터 

 

파단 직전 30 사이클 동안 측정된 DCPD 입력 전압과 결함 상하부에서의 출력 

전압을 그림 37 과 그림 38 에 나타내었다. 5A 의 정전류를 흘렸을 때 이에 해당하는 

입력전압은 그림 37 과 같이 2.2V 정도로 파단전 30 사이클 동안 시편의 길이 

변화에 크게 영향받지 않고 일정한 값을 보였다. 이는 입력 전류를 위한 무저항 

니켈선의 점용접 부위가 시편의 상하단 부였기 때문이고 결함의 상하부 ±5mm 인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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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에 점 용접한 지점에서의 출력 전압값은 그림 38 과 같이 균열이 성장함에 따라 

저항의 증가로 인해 증가하다가 파단 직전에는 급격히 증가함을 알 수 있다. 

 

그림 37. 541-570 번째 사이클 DCPD 입력 전압 

 

 

그림 38. 541-570 번째 사이클 DCPD 출력 전압 

 

이것은 그림 39 에 나타낸 파단 직전 30 사이클 동안 측정한 변위 데이터의 경향과 

유사하다. 이러한 측정 데이터의 유사성으로부터 DCPD 측정 출력전압 값과 변위 및 

균열의 크기와 상관 관계를 도출하여 향후 균열의 성장 거동을 평가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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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541-570 번째 사이클 Position(변위) 데이터 

  

6.4 결함 선단 Zoom microscope 관찰  

 

그림 40 은 1 사이클 시작 시 결함의 우측선단을 30 배로 관찰한 모습을 보여준다. 

그림 41 는 560 사이클 후 결함의 우측선단에서 0.3mm 의 균열이 발생한 것을 

보여주고 이후 9 사이클 동안 균열이 1mm 까지 안정적으로 성장하다가 

570 사이클에서 불안정 급속파단이 발생하였고 파단 후의 모습은 그림 42 와 같다.  

 

그림 40. 결함우측선단(1 사이클, x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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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결함우측선단(560 사이클, x120) 

 

 

그림 42. 파단후 결함모습(570cyc, x30) 

 

6.5  2mm 결함 및 3mm 결함 포함 튜브시편 시험결과 종합 

 

결함길이 2mm 튜브시편 8 개와 3mm 튜브시험시편 7 개에 대한 시험 결과를 그림 

42 과 그림 44 에 각각 나타내었다. 결함 선단에서 균열이 발생하여 파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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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기까지 성장하는 양상을 볼 수 있다. 현재까지 총 15 개의 시험 결과를 수집하여 

종합적 분석을 수행하고 있으며 향후 관련 구조해석을 수행하여 비교분석도 수행할 

예정이다.  

 

그림 43. 균열길이 성장 (3mm Defect Front) : CF3-T1~10 

 

그림 44. 균열길이 성장 (2mm Defect Front) : CF2-T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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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론 

 

본 보고서에서는 Mod.9Cr-1Mo 강구조의 고온 크립-피로 균열 발생 및 성장 

시험을 수행하기 위한 시험장치를 구축하고 필요한 시험 절차를 설명하였다. 고온 

환경에서 균열의 발생과 성장을 관찰하기 위해 Ultra long working distance zoom 

microscope를 설치하여 결함의 선단을 실시간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추가적으로 DCPD 장치를 구축하여 균열의 성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2mm 

크기의 결함을 갖는 튜브시편 8개와 3mm 크기의 결함을 갖는 튜브시편 7개에 대한 

시험을 마치고 시편의 온도 분포, 하중, 변위, 변형률, 결함에서의 전압 변화량과 

실시간 관찰 사진 등의 결과물들을 성공적으로 확보하였다. 향후 시험결과의 정밀한 

분석과 수치해석과의 비교분석을 수행하여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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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이다.  

 

주제명키워드 
(10단어내외)  

크립-피로균열, 고온 파단전누설, 균열발생, 균열성장 

  



 

 
                 BIBLIOGRAPHIC   INFORMATION  SHEET      

   Performing Org. 
     Report No. 

   Sponsoring Org. 
     Report No. 

    Standard  
    Report No.   

INIS Subject 
Code 

  KAERI/TR-3736/2009    

   Title/          
Subtitle  

Creep-Fatigue Crack Initiation and Growth Test for the Mod.9Cr-1Mo 

Tubular Specimen 

  Project Manager  
and  Department 
(Main Author) 

Jong-Bum Kim/ Fast reactor technology development division 

  Researcher and  
    Department 

C.K.Park, H.Y.Lee, J.H.Lee / Fast reactor technology development 
division 

Pub.Place  Taejon,  
Korea 

 Publisher   KAERI   Pub.Date 2009.2 

  Page     41p.  Fig. & Tab.  Yes( V ), No (  )    Size     26cm 

  Note  

Classified 
 

  Open( V ),  Restricted(   ), 
  ___ Class Document 

 Report Type    Technical Report 

 Sponsoring Org.   Contract No.    

Abstract (15-20 Lines)  
High temperature creep-fatigue crack initiation and growth test facility was 

established and the test procedure was explained in detail. The tubular specimen 

including a machined defect made of Mod.9Cr-1Mo steel was used to observe the 

creep-fatigue crack initiation and growth behavior. An ultra long working distance 

zoom microscope was installed to observe the defect area directly in real-time and DCPD(direct 

current potential drop) apparatus was used to measure the crack growth. Total 15 specimens 

have been tested and the related output data such as temperature distribution, load, displacement, 

strain, voltage change across the defect, and captured photos were successfully obtained through 

tests. A thorough investigation of the collected data and the corresponding numerical analysis 

will be performed to increase the capability of the results.  

 

  Subject Keywords 
  (About 10 words) 
   

Creep-Fatigue Crack, High Temperature LBB, Crack Initiation, 
Crack Growth 

 


	표제지
	제출문
	요약문
	목   차
	1. 서론
	2. 고온 크립-피로 균열평가 시험장치 및 계측장치 구축
	2.1 구조시험장치
	2.2 계측 장치

	3. 시험 준비
	3.1 시험 시편 준비
	3.2 열전대 제작 및 시편 부착
	3.3 시험장치 기동 및 시편 설치
	3.4 열전대 연결 상태 확인 예비가열
	3.5  Vision system 준비

	4. 시험 절차
	4.1 하중 설정
	4.2 온도 제어프로그램 설정
	4.3 하중 제어프로그램 설정
	4.4 DCPD 데이터 수집 프로그램(MX-100) 설정
	4.5 VISION system  데이터 수집 프로그램(IMEASURE) 설정

	5. 시험 종료
	6. 시험 결과
	6.1 온도 데이터 결과
	6.2 구조시험기 하중, 변위 및 Extensometer 측정 데이터
	6.3 DCPD 측정 데이터
	6.4 결함 선단 Zoom microscope 관찰
	6.5  2mm결함 및 3mm 결함 포함 튜브시편 시험결과 종합

	7. 결론
	8. 참고문헌
	서지정보양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