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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1.

각종 열기관 자동차나 항공기 등의 엔진 발전, ,

소 보일러 과열기관 터빈 원자로 부품 등과 같, ,

은 많은 공업용 재료나 구조물들은 고온 고압의

분위기에서의 사용 기회가 더욱 증가되고 있으

며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이들의 사용 온도,

도 점차 높아지는 추세이다 이러한 고온에서 장.

시간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내열강 내열 합금,

의 개발과 더불어 고온 설계허용 응력치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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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장시간 사용된 플랜트에 대한 고온 부재의 잔

여 수명의 추정 등을 위해서는 사용하는 고온 부

재의 고온에 대한 기계적 성질 특히 시간 의존,

성 크리프 특성의 파악이 안전성 신뢰성의 향상,

을 위하여 필요불가결 하다.
(1 3)∼ 이와 같은 고온

재료는 고온에서 장시간 사용되므로 고온파괴,

즉 크리프 손상에 의한 고장 및 파손으로 경제적

손실은 물론 인명 피해까지도 발생 할 수 있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강재.

의 장시간 고온 크리프 특성을 단시간의 실험을

통하여 정확히 평가하고 안전 강도나 잔여수명

등을 예측하는 평가 기법의 개발은 예기치 않은

사고 방지는 물론 인명 및 재산 손실 예방의 경

제적인 차원 뿐 만 아니라 실용적인 공학적 의미

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현재 널리 이용되는 크리프 수명예측법으로는

크게 시간 온도 파라미터법과 해석적 수명예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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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deals with the variability analysis of short term creep rupture test data based on the

previous creep rupture tests and the possibility of the creep life prediction. From creep tests performed

by constant uniaxial stresses at 600, 650 and 700 elevated temperature, in order to investigate the

variability of short-term creep rupture data, the creep curves were analyzed for normalized creep strain

divided by initial strain. There are some variability in the creep rupture data. And, the difference

between general creep curves and normalized creep curves were obtained. The effects of the creep

rupture time (RT) and steady state creep rate (SSCR) on the Weibull distribution parameters were

investigated. There were good relation between normal Weibull parameters and normalized Weibull

parameters. Finally, the predicted creep life were compared with the Monkman-Grant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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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이들 이외에도 크리.

프 변형이론에 의한 법 등 많은Monkman-Grant

수명예측법이 제안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비교적 짧은 시간의 실험 데이터를 외삽하여 장

시간의 수명 예측을 하는 것은 자칫 위험할 수도

있고 또 사용 수명 요인인 열화 현상으로 인한,

파단은 반드시 외부 표면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은

아니며 변형 미소균열 등의 손상에 의해 일어날,

수 있으며 실제 설비의 사용 환경에 있어서의 손

상은 재질 온도 압력 그리고 시간에 의존하여, , ,

복합적으로 발생하게 되므로 이들의 데이터는 결

정론적 방법 이 아닌 확률적(deterministic approach)

인 변동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실제 크리프.

파단 강도 데이터에 대한 통계적 특성이나 확률

론적 수명 예측 모델링에 관한 연구 결과도 국외

에서는 다소 보고(4,5)되고 있지만, 국내의 경우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6)

고온 재료에 대한 장시간 고온 크리프 특성의

연구 뿐 아니라 수명 예측이나 강도 평가에 대한

연구는 시간적 경제적 제약으로 어려움이 있으,

나 단시간 크리프의 주요 인자 크리프 응력과 파(

단 수명 정상 크리프 속도 전 크리프 연신율, , ,

전 크리프 속도 등 와의 정량적인 상관관계를 규)

명하고 이를 정량화하여 장시간 파단 수명을 도

출하는 크리프 수명 예측 평가에 관한 연구가 수

행되고 있지만(7,8) 이들의 연구는 비교적 아주 적

은 데이터에 의한 결정론적인 방법으로 확률통계․
적으로 조사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저자는 이미 스STS304

테인리스강의 고온 인장 시험에 대한 인장강도,

연신율 단면 수축률 등의 고온 기계적 성질의,

확률분포 특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9) 또

한 스테인리스강의 단시간 크리프 파단STS304

시험을 통하여 현상론적 이론에 근거하여 크리프

거동의 확률적 양상을 검토하여 이들 크리프 특

성치의 통계적 성질과 확률 분포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1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단시간 소수의 크리프

파단 시험을 통한 장시간 고온 크리프 파단 수명

예측법 개발에 관한 연구의 일환으로서 이전의,

실험 데이터(10)를 이용하여 크리프 특성치의 통계

적 변동성에 대한 새로운 어프로치 방법에 대하

여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전의 실험 결과2.

본 연구의 해석에 사용된 시험편 재료는 550℃

이상의 보일러 과열기관 재열기관 증기기관 증, , ,

기터빈의 케이싱 밸브본체 로터 브레이드 등에, , ,

사용되는 계 스테인리스강 이며 주로18-8 (STS304) ,

사용되는 환경을 고려하여 과 같이 시험Table 1

온도는 및 의 온도에 대하여 수행600, 650, 700℃

되었다 각 온도의 두 응력 레벨에서 각각 개의. 5

시험편에 대하여 수행하였으며 총 개의 시험, 30

편에 대하여 단시간 크리프 파단 시험을 수행한

이전의 실험 데이터(10)를 이용하였다.

결과 및 고찰3.

3.1 초기연신율로 표준화한 크리프 특성치의 변동성

재질에 의한 크리프 특성치의 변동성의 영향을

명확히 고찰하기 위해서는 초기연신율로 표준화

하여 크리프 곡선을 나타낼 필요성이 있다 일례.

로 에 일반적인 크리프 곡선Fig. 1
(10)과 초기연신

율로 표준화한 크리프 곡선을 에 나타내었Fig. 2

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크리프 파단시간의.

변동성에는 영향이 없으나 정상상태의 크리프 속

도나 총 크리프 연신율 등에는 그 변동성의 평가

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상상태.

의 크리프 속도 등을 이용한 파단수명 예측에 있

어 진 의 수명예측이 곤란한 경우가 있음을(true)

시사해 준다고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정상상태의 크리프 속도 총 연신,

율 등 크리프 특성치의 변동성을 고찰하기 위해

서는 초기연신율로 정규화하여 재질에 따른 크리

프 특성의 변동성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Table 1 Testing matrix for creep ruptur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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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General creep curves for STS304 at 700℃

0 50 100 150 200
0

10

20

30

40

50

60

70

 

 

        σ (MPa)

  180MPa

  160MPa

N
o

rm
a

lr
iz

e
d

 s
tr

a
in

, 
ε
T
/ε
0
 (

%
)

Time, t (h)

Fig. 2 Normalized creep curves for STS304 at 700℃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정상상태 크리프 속도,

의 변동성을 고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행하

였다.

  (1)

여기서, 는 어떤 실험조건 일정온도 일정 응( ,

력 에서 얻은) 번째 시험편에서의 정상상태 크리

프 속도이고, 는 어떤 실험조건에서 얻은 모

든 시험편에 대한 평균 정상상태의 크리프 속도

이고, 는 어떤 실험조건에서 얻은 번째 시험

편에서의 정상상태 크리프 속도의 변동성을 나타

내는 하나의 파라미터이다 따라서 변동성의 특.

성을 나타내는 는 다음과 같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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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Variability of the residuals of steady state

creep rate on specimen at 180MPa

식 에서(2) 의 파라미터를 구하여 실험조건에

대한 변동성의 영향을 고찰 할 수 있다 일례로.

및 는 에 대하여 각 응력 조건Fig. 3 Fig. 4 700℃

에서의 정상상태 크리프 속도의 잔차, 를 나타

낸 것이다 즉 변동성은 일반적인 정상상태 크리. ,

프 속도 보다 정규화한 정상상태 크리프 속도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통계적 크리프 수명. ,

예측시 일반적인 특성치의 변동계수를 이용하는

경우와는 실제의 불확실성을 과소평가 할 가능성

이 존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는 각각의 실험조건에서 구한 전형적인 크Table 2

리프 곡선과 정규화한 크리프 곡선에 의하여 구한

정상상태 크리프 속도의 통계해석에 의한Weibull

결과치를 나타낸 것이다 이는 크리프 특성치의 변.

동성을 고려할 때 진 의 값보다도 적게 변동성(true)

을 나타낼 가능성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재.

질에 의한 크리프 특성치의 변동성을 고찰할 경우

에는 이와 같이 정규화하여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의 해석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상상태Table 2 ,

크리프 속도 에 파라미터에 의한 각 온도에서(SSCR)

의 응력 의존성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즉 형상 및. ,

척도 파라미터는 동일 온도에서 응력이 감소함에

따라 모두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단. , 650℃

의 경우는 형상 파라미터가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

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른 크리프 메카니즘의 존재

가능성 등을 포함하여 더 많은 시험편에 의한 실험

과 고찰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는 Norton
(11)의 결과식과 비교적 일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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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estimated Weibull parameters for SSCR

α β

α β

α 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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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Variability of the residuals of steady state

creep rate on specimen at 160MPa

3.2 파단수명과 의 분포의 파라미터의SSCR Weibull

상관성

및 은 각 온도에서 크리프 파단수명Fig. 5 6

과 정규화한 의 확률분포 형상 파라미(RT) SSCR

터 및 척도 파라미터의 상관성을 각각 나타낸다.

형상 파라미터 의 경우 모든 온도(shape parameter)

에 있어서 본 연구에서 정규화한 정상상태의 크리프

속도의 형상 파라미터와 파단수명의 형상파라미터

사이에는 명확한 양의 상관성이 존재함을 알 수 있

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구한 의 형상 파라미터. SSCR

에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척도 파라미.

터 는 각 온도에서 모두 정규화한 정(scale parameter)

상상태 크리프 속도의 척도 파라미터가 증가하면 파

단 수명의 척도 파라미터는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

었다 즉 파단수명의 척도 파라미터와 의 척도. , SSCR

파라미터 사이에는 좋은 음의 상관성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의 경우를 제외하면 그 기울기의 절. 650℃

대값은 고온으로 갈수록 증가하였는데 이는 고온에

서 재료의 열화현상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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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Relationship between α-SSCR and α-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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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Relationship between β-SSCR and β-RT

이상과 같이 파단수명과 정상상태 크리프 속도,

에는 확률적으로도 상관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의 관계식. Monkman-Grant
(12)으로부터

확률론적으로 수명예측이 가능함을 시사해 준다.

관계식3.3 Monkman-Grant (M-G)

은 파단시간과 정상 상태 크리프 속도와Fig. 7

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즉 정상 상태 크. ,

리프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파단시간이 선형적으

로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응력 정상 상태. -

크리프 속도 응력 파단시간과의 사이에는 실험적, -

상관이 존재한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

다 즉 식으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M-G .

έ (3)

여기서 재료 상수, 와 는 각각 0.6803, 0.9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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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Monkman-Grant relationship for STS304

at the respective temperature

의 값을 얻었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각각의.

온도에 대해서 고려할 때는 값이 다소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는 본 실험결과에 대한.

산포의 영향이라 사료되며 이에 대한 고찰이 더,

욱 필요하다고 하겠다.

확률론적 크리프 수명예측3.4

본 연구의 경우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단시간 크

리프 파단 시험에 의하여 얻은 파단 수명이 일정

온도 일정 응력하에서 산포를 나타내고 있음을,

잘 알 수 있다 등. Evans
(4)은 확률론적 크리프 수

명 예측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식을 이용M-G

하여 확률분포 개념으로 고찰한 바 있다 본 연.

구에서는 크리프 수명과 정상상태 크리프 속도가

분포Weibull
(13)에 따른다고 하였다.

정규화한 정상상태의 크리프 속도가 Weibull

분포에 따른다고 할 때 그 확률분포는 다음과 같

이 나타낼 수 있다.

  exp

 

 



 (4)

어떤 주어진 온도에서 응력에 대한 분Weibull

포의 진의 파라미터 를 추정할 수 있다면, ,α β

평균 정상 상태 크리프 속도(  는 간단히 아래의)

식으로 구할 수 있다.




 (5)

Table 3 The estimated creep life

여기서, 는 감마함수 이다(gamma function) .

또한 확률적으로 정상 상태 크리프 속도를 구,

하기 위해서는 식 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구할(4)

수 있다 즉. ,


 log (6)

여기서 α, β는 임의의 온도 응력에서 추정한,

형상 및 척도 파라미터이고,  는 의 확률에서

의 정상상태 크리프 속도이다 따라서 식 을. (6)

식 에 대입하면 확률론적 파단수명은 다음과(3)

같이 구하여 진다.

log  log log  (7)

본 연구에서는 수명예측의 일례로 600 ,℃

에서의 확률 의320MPa 2, 5, 10, 50, 90, 95, 98%

예측 파단수명을 계산하여 에 나타내었다Table 3 .

이상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확률론적 수명

예측의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

서 제안한 확률론적 수명예측 적용은 단시간 그

리고 아주 소수 다섯개의 시험편 의 크리프 파단( )

시험에 의한 데이터의 확률통계적 해석으로부터·

신뢰성 해석에 기초하여 Monkman-Grant (M-G)

관계식으로부터 확률론적으로 크리프 수명 예측

가능성을 보였다 따라서 단시간 실험에 의한 응.

력과 정상상태 크리프 속도와의 관계식으로부터

비교적 장시간에 대한 수명예측도 가능할 수 있

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실제 장시간 가열에.

의한 재료의 미세조직의 변화 등에서 재료의 크

리프 특성이 크게 좌우할 것으로 생각되나 이와,

같은 재료 고유의 내부인자를 고려한 연구가 필

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것은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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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소수의 실험 데이터에 의하여 추정한 파라미

터를 진 의 파라미터 값으로 한 적용방법이(true)

다 그러나 실제 본 실험의 조건에 대한 확률변.

수인 정상상태 크리프 속도 분포의 파라미터가

본 재료에 대한 진의 파라미터 값인지는 의문이

남는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험편 수.

를 고려한 파라미터의 추정 정확성과 더불어 신

뢰수준을 고려한 파단 수명의 편측허용한계를 고

찰할 필요가 있다 향후 이들에 대한 연구를 진.

행하고자 한다.

결 론4.

스테인리스강의 단시간 크리프 파단STS304

특성치의 통계적 변동성을 고찰함에 있어서 초기

연신율로 정규화하여 고찰함이 크리프 특성치의

진의 확률통계적 변동성을 고찰하는 좋은 방법·

임을 보였으며 파단시간과 정상상태 크리프 속,

도의 분포의 파라미터 사이에는 좋은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알았다 즉 형상 파라미터 사이에는 좋. ,

은 양의 상관성이 존재하며 척도 파라미터 사이,

에는 좋은 음의 상관성이 존재함을 알았다 이는.

파단수명과 정상상태 크리프 속도에는 확률적으

로도 명확한 상관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비교적 단시간 소수의 크리프 파단 시험 데

이터를 이용하여 파단 수명의 확률 특성을 파악

한다면 관계식에 의한 고온 크리, Monkman-Grant

프 수명예측이 확률통계적으로 가능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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