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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high temperature creep properties of the generating plant's high temperature tube, pipe and 
header and such are very significant in accordance with long-time exposure to the high temperature and 
pressure environment. Not only this, but as the welding procedure is compulsory for the cohesion of 
components, the creep properties regarding the local microstructures of steel weldment are very 
important. In order to understand the creep properties regarding the local microstructures of steel 
weldment, the SP-Creep test which is easy to get sample from the field component was conducted. The 
local microstructure of steel weldment, that is, W.M. and B.M.'s microstructures were observed using 
the SEM. The rupture time of W.M. was longer as 110 % averagely in a same condition, which is the 
consequence of the difference of the microstructure. Each lethargy coefficient of B.M. and W.M. is 
evaluated by the relation among the temperature, load and the rupture time from SP-Creep Test. The 
life estimation equation can be induced by the transformation of Power-law. B.M. and W.M. for each 
550 ℃ and 575 ℃, the very similar to normal temperature of the domestic thermal power generation 
in  working, are estimated.  

1. 서 론

발전설비의 고온 튜브, 배관 및 헤더등은 고온·
고압의 환경에 장시간 노출됨에 따라 고온 크리

프 특성이 매우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부재들의 

결합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용접절차가 이루어지

므로 용접부 국부조직에 대한 크리프 특성 연구

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까지 발전설비의 

크리프 특성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모재 조직에 

국한하여 방대한 시험이 수행되어 왔다.(1,2) 

 †책임 자, 회원, 북 학교 정 기계공학부

   E-mail : yuhs@chonbuk.ac.kr
   TEL : (063)270-2346   FAX : (063)270-2388
 * 회원, 전북대학교 정밀기계공학부

** 전북대학교 기계설계공학부

반면에 발전소 실기부재의 대표적인 크리프 손

상 취약부로 알려진 용접부 국부조직에 대한 크

리프 연구는 극히 적은 실정이다.(3,4) 이 같은 가

장 큰 이유는 용접부 국부 부위에서 종래 ASTM, 
ASME에서 권장하는 표준 인장-크리프 시험편의 

채취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고온부재의 잔여수명 평가를 위하여 표준 

인장-크리프 시험을 대체하여 시료 채취가 용이

한 small punch creep (SP-Creep) 시험법이 개발되

어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국내외적으로 유용

한 데이터들이 축적되고 있다. Baek(5) 등은 경도

법과 SP-Creep 시험을 실시하여 내열강 용접부의 

크리프 특성을 평가하였으며 ,  Y o o n ( 6 )  등은 

SP-Creep 시험을 이용하여 9Cr강의 크리프 상수

를 평가하였다. 또한 Park(7) 등은 SP-Creep 시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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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Si Mn P S Ni Cr Mo V Fe

0.19 0.19 0.48 0.011 0.003 0.66 10.40 0.86 0.26 Bal.

Table 1 Chemical compositions  (wt%)

Yield
Strength(MPa)

Tensile
Strength(MPa)

Elongation
(%)

Y/T ratio
(%)

572 798 19.4 72

Table 2 Mechanical properties of X20CrMoV121 steel

유한요소해석을 이용하여 재료물성을 평가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모재(base metal; B.M.)와 용접재

(weld metal; W.M..)에 대하여SP-Creep 시험을 실

시하여 고온 크리프 특성을 조사하였다. 또한 

SP-Creep 시험의 정하중을 고려하여 무기력계수

를 구하고 크리프 수명 예측식을 도출하여 실험

값과 계산값을 비교하였다. 비교·검증된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화력 발전 설비의 일반적인 운전 

온도에 가까운 550 ℃, 575 ℃의 크리프 수명을 

예측하였다. 

2. 실험재료 및 실험방법

 2.1 실험재료

본 연구에서는 초임계압 화력 발전소의 보일러 

헤더 후육 부재로 사용되고 있는 X20CrM0V121
강의 B.M.과 W.M.을 실험재료로 선정하였다. 
Table 1과 Table 2에 실험재료의 화학적 조성과 

상온에서의 기계적 성질을 나타내었다.
 용접부 국소지역의 시편을 얻기 위해 실시된 

용접방법은 두산중공업에서 실제 발전소 보일러 

헤더에 적용되는 용접절차(8) 및 후열처리(9,10) 작
업조건에 준하여 제작하였다. 외경 320 mm, 두께 

45 mm의 파이프를 길이가 약 300 mm 되도록 2
개 준비하여 맞대기 용접을 수행하였다. 용접부

의 단면 사진을 Fig. 1에 나타내었다. 준비된 강

의 B.M.과 W.M.로부터 고온 SP-Creep 시험을 위

한 표준 SP 시험편을 제작한다. 이때 표준 시험

편의 크기는 10 mm×10 mm×0.5 mm이며, 시험편 

두께의 오차범위는 ±0.05 mm로 하였다.

Fig. 1 Micro-etched photograph of multipass        
         weldment for X20CrMoV121 Steel

(a) SP-Creep tester

T d1 d2 R Ceramic Ball d3

0.5 mm 2.4 mm 4.0 mm 0.2 mm Φ2.4 mm

(b) The detailed dimensions of SP-jigs

Fig. 2 The schematic diagram of SP-Creep tester   
       and detailed SP-jigs with ceramic ball

2.2 실험방법

내열재료의 고온 크리프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 구

성한 SP-Creep 시험장치는 Fig. 2와 같다. 미소역학 

시험기법을 이용한 SP-Creep 시험은 시험편의 상부

에 Φ2.4 mm의 Si3N4 세라믹 강구를 놓고 이를 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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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하중을 가함으로써 수행되며, 시간에 따른 시험

편의 중앙변위를 측정해 크리프 변형 거동을 조사한

다. 시험편 가열온도의 오차범위는 약 ±1 ℃ 범위로 

하며, 고온 크리프 시험온도 범위는 600 ℃ ~ 650 
℃, 하중범위는 20 kg ~ 50 kg로 하였다. 시험도중 

시험편의 중앙변위는 LVDT 시스템을 이용하여 최

소 1 ㎛까지 정밀 계측하였다. 시험 중 미소시험편

의 표면산화에 따른 시험 오차를 제거하기 위해 아

르곤(Ar) 환경에서 실시하였다.

3. 수명예측식

크리프와 피로의 일반 수명식이 다음 적분식의 

상한 L로 주어진다.(11)









 

    


                        (1)

크리프와 피로를 동시에 받는 부재에 대해 시

간적으로 변동하는 하중과 온도를 일반 수명식에 

대입하여 계산하면 다음 수명식으로 정리된다.










  

     


               (2)

그러나 이 식은 그대로는 적분이 안되며, 

≪ 인 경우에 다음과 같이 된다. 



































        (3)

이 식을 Cauchy-Schwarz Inequation을 사용하여 계

산하고 정리하면 재료의 수명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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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여기서    
이며,     이다. 

고온으로 일정한 온도와 SP-Creep 실험의 정하

중을 고려하여 멱수법칙을 변환하여 수명 예측식

을 구하면 다음과 같다.

  




 

  














  (5)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6)

그런데 여기서, 




   이고, 

  

거의 변화가 없으므로 최종적으로 수명 예측식은 

다음과 같다.

  ∙ 
 



                          (7)

여기서 는 무기력계수


∙


, k는 

볼츠만상수


, P는 정하중, T는 절대온

도이다. 

4. 결과 및 고찰

4.1 실험 결과

Fig. 3에 시험온도 600 ℃, 625 ℃ 그리고 650 
℃에서 강 용접부의 크리프 특성을 평가하기 위

하여 사용된 X20CrMoV121강 용접부의 국부조직, 
즉 W.M.과 B.M.조직의 부하하중과 크리프 파단

수명의 관계를 나타내었다. 동일조건에서 W.M.의 

파단시간이 B.M. 보다 평균적으로 약 110 % 길
었다. 이는 미세조직 차이의 결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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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 creep lives obtained by test for B.M.   
      and W.M. of X20CrMoV121 steel weld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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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Microstructure for B.M. of X20CrMoV121   
        Steel weldment by SEM

Fig. 5 Microstructure for W.M. of X20CrMoV121  
       Steel weldment by SEM

B.M.과 W.M.조직의 SEM 사진을 Fig. 4와 Fig. 5에 

각각 나타내었다. B.M.의 경우 미세조직은 전형적인 

레쓰 템퍼드 마르텐사이트 (Lath tempered martensite)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조직 

내에 강화열처리에 의해 생성된 1 ㎛ 크기 이하의 

미세 탄화물도 관찰할 수 있다. W.M.의 경우를 보

면 조직이 치밀하고 입자의 크기가 작고 미세한 탄

화물의 석출상을 관찰할 수 있다. 고온 부재의 크리

프 특성은 다양한 인자들에 의해 영향을 받으나 최

종적으로 미세조직에 의해 결정된다.
때문에 Fig. 3에 나타낸 SP-Creep 실험으로 얻

은 B.M.과 W.M.의 하중과 파단시간 관계에서 

W.M.의 하중-파단시간 곡선이 B.M.보다 위쪽에 

위치하고, 이는 W.M.이 우수한 내크리프 성질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4.2 수명 예측

600 ℃, 625 ℃, 650 ℃ 온도에서 하중과 파단

시간의 관계를 이용하여 B.M.과 W.M.의 무기력

계수를 구하여 Fig.  6에 나타내었다 .  B.M.과 

W.M.의 무기력계수는 다음과 같이 지수함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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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The lethargy coefficient for B.M. and W.M.  
       of X20CrMoV121 steel weld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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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The creep lives obtained by test and calculation  
      for B.M. of X20CrMoV121 steel weldment

나타낼 수 있으며, 이 식으로 현재 일반적인 화

력발전소 운전온도에 가까운 550 ℃, 575 ℃ 온

도의 무기력계수를 예측하였다. 

B.M. : × × 
                (8)

W.M. : × × 
                  (9)

무기력계수와 식7을 이용하여 각각의 온도와 

하중에서 B.M.과 W.M.의 크리프 수명을 예측하

였다. Fig. 7과 Fig. 8에 수명 예측식을 이용하여 

구한 크리프 수명과 실제 실험으로 얻은 크리프 

수명을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Fig. 7과 Fig. 8에서 

볼 수 있듯이 B.M.과 W.M. 모두 수명 예측식을 

이용하여 구한 수명과 실제SP-Creep 실험을 통하

여 얻은 수명은 비슷한 양상을 보여 수명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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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The creep lives obtained by test and calculation  
      for W.M. of X20CrMoV121 steel weld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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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The creep life prediction for B.M. and      
       W.M. of X20CrMoV121 steel weldmen

측식이 타당함을 확인 할 수 있다. 
위의 결과를 토대로 550 ℃, 575 ℃ 온도에서 

60 kg ~ 80 kg 하중 범위의 수명을 B.M.과 W.M.
에 대하여 각각 예측하여 Fig. 9에 나타내었다. 
하중 범위 60 kg ~ 80 kg, 온도 범위 550 ℃, 575 
℃ 조건에서도 W.M.의 파단시간이 더 길었다. 
B.M.의 하중-파단시간 곡선의 기울기가 W.M. 하
중-파단시간 기울기 보다 더 크고 이는 동일 온

도에서 B.M.의 파단시간이 하중의 영향에 더 민

감함을 나타낸다.

5. 결 론

미소시험편을 이용해 X20CrMoV121강 용접부 

국소지역인 W.M.과 B.M.대해 온도와 부하 하중

별 크리프 수명을 조사하였다. 온도와 하중에 따

른 파단시간의 관계를 이용하여 무기력계수를 구

하고 멱수법칙을 수정하여 크리프 수명 예측식을 

유도하였다. 
(1) W.M.이 B.M.보다 좋은 내크리프 특성을 보

였다. 이는 W.M.의 조직이 치밀하고, 입자의 크

기가 작고 미세한 탄화물의 영향 때문으로 사료

된다.
(2) 온도와 SP-Creep 시험의 하중을 고려하여 

수정멱수법칙을 이용하면 수명 예측식은

   ∙ 
 



로 표시되며 무기력계수 는 다음과 같다.

B.M. :   × × 


W.M.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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