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rans. Korean Soc. Mech. Eng. A, Vol. 37, No. 3, pp. 405~412, 2013 

 

405 

<학술논문>              DOI http://dx.doi.org/10.3795/KSME-A.2013.37.3.405                 ISSN 1226-4873 
 

직관 용접부의 크리프 특성 불균일에 따른 

열영향부 정상상태 응력 예측§ 
 

한재준*
 · 김상현*

 · 정진택*
 · 김윤재*† 

* 고려대학교 기계공학과 

 

Prediction of Steady-State Stresses within Heat Affected Zone 

Due to Creep Mismatch in Welded Straight Pipes 
 

Jae-Jun Han
*
, Sang-Hyun Kim

*
, Jin-Taek Chung

*
 and Yun-Jae Kim

*†
 

* Dept. of Mechanical Engineering, Korea Univ. 

 

(Received September 17, 2012 ; Revised November 28, 2012 ; Accepted November 28, 2012) 

 

 
- 기호설명 - 

 

A, n : 크리프 지수 및 재료 상수, 식 (2) 

MF : 불균일 지수, 식 (3) 또는 식 (4) 

PL : 한계 하중 

t : 크리프 시간 

tred : 재분배 시간, 식 (4) 

ε : 크리프 변형률 

σe  : von Mises 등가 응력 

σb  : 균일한 배관의 응력 

σm  : 불균일 배관의 응력 

σref : 참조 응력 

k : 용접부 재분배 계수 

ξ  : 응력 추출 위치, 그림 1 

 

하첨자 

b : 모재  

w : 용접재 

HAZ : 열영향부(coarse grain HAZ) 

IV : Type IV (fine grain HAZ) 

Key Words: Creep Mismatch(크리프 불균일), Finite Element Analysis(유한요소해석), Steady-State Stress(정상상

태 응력), Heat Affected Zone(열영향부), Stress Redistribution(응력 재분배) 

초록: 본 논문은 크리프 파단 수명평가에 주요인자인 정상상태 크리프 응력을 직관 용접부에 대해 정량

화한다. 모재와 용접부의 크리프 특성 불균일이 응력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다양

한 용접부 불균일에 대해 이차원 유한요소 크리프 탄성해석을 수행하였다. 용접부는 열영향부를 고려하

였으며 각각의 재료는 이상화된 탄성-멱 크리프 법칙을 따른다고 가정하였다. 하중에 따른 영향을 보기 

위해 내압과 인장하중에 대해 연구를 수행하였다. 용접부 크리프 응력의 정량화를 위해 크리프 불균일 

지수를 도입하였으며, 무차원화된 단면평균응력과 선형적인 관계를 확인하였다. 불균일 지수로 정량화한 

응력과 Type IV 영역을 모사한 용접부의 유한요소해석 결과 및 영국전력의 R5 문헌값의 비교를 통해 연

구결과의 유효성을 검증하였다. 

Abstract: This paper reports the steady-state stresses within the heat affected zone (HAZ) of a welded straight pipe 

subject to creep. The creep constants and exponent are varied systematically to see the effect of various mismatches in 

creep properties on the steady-state creep stresses, via detailed two-dimensional finite element (FE) creep analyses. The 

weldments consist of the base metal and weld metal with the HAZ, which are characterized using the idealized power 

creep laws with the same creep exponent. The internal pressure and axial loading are considered to see the effect of the 

loading mode. To quantify the creep stresses, a creep mismatch factor is introduced as a function of the creep constants 

and exponent. It is concluded that the ratio of the section-averaged stresses for a mismatched case to those for an 

evenmatched case are linearly dependent on the mismatch factor. The results are compared with the FE results, 

including the Type IV region, as well as the R5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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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국내외에서 연구개발중인 소듐냉각 고속로 및 초

초임계압(Ultra Super Critical) 조건의 화력 발전설비

는 고온에서 운전되며 크리프 현상이 발생한다.(1) 

이러한 조건에서는 주로 용접부에서 파단이 발생하

므로(2~4) 정확한 크리프 수명 평가를 위해서는 용접

부의 응력을 정확히 예측해야 한다. 이에 대한 연

구는 주로 유한요소해석 결과를 통해 응력 및 파단

시간을 예측하여 실험 결과와 비교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었다.(5) 기존 평가 방법으로는 영국전력의 사

용적합성 평가코드 R5(이하 'R5 코드'로 지칭)에서 

고온에서 사용되는 배관 용접부의 응력평가를 위해 

용접부 재분배 계수(weld redistribution factor, k) 를 

적용하고 있으나, CrMoV 용접 배관에 대해서만 값

을 제시하고 있다.(6) 다양한 용접부 물성에 따른 크

리프 응력 분포에 대한 연구는 Goldthrope 및 Law

등이 각각 용접부를 모재와 용접재 또는 모재와 열

영향부를 모사한 용접재로 구분하여 크리프 특성 

불균일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였다.(7,8)  

본 논문에서 다루는 응력 정량화와 관련해서는 

Lee등이 크리프 불균일 지수(creep mismatch factor)

를 도입하여 영국의 AGR(Advanced Gas-cooled 

Reactor)에서 사용되는 대구경 분기관(large bore 

branch)의 용접부 물성 불일치에 따른 크리프 응

력이 정량화가 가능하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9) 

이어서 Han 등은 다양한 분기관 형상과 복합하중

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며 결론을 확장하였다. (10) 

기 수행된 정량화에 대한 연구들은 용접부의 형

상이 복잡한 분기관에 대해 이루어졌으므로 크리

프 재분배 응력의 이론적인 접근 및 분석이 어려

우며, 용접재와 모재로 이루어진 배관의 해석결과

로서 실제 파단은 주로 열영향부에 발생한다는 측

면(3,4)에서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크리프 현상을 통해 재분배된 응력 분석이 용이한 

직관 용접부 형상에 대해 열영향부의 영향을 고려

하여 크리프 응력을 정량화하였다. 유한요소해석

을 통해 다양한 경우의 모재, 용접재 그리고 열영

향부에 대한 크리프 물성 불일치를 적용하였으며 

하중에 따른 영향을 보기 위해 내압과 배관의 길

이방향 인장하중에 대해 연구를 수행하였다. 

다음 장에서 용접부 크리프 응력 평가와 관련된 

기존의 평가법과 크리프 불균일 지수를 설명하였

다. 3 장에는 유한요소해석 절차와 결과를 제시하

고  이어서  영국전력의  R5 에서  제시하는  값과 

 
Fig. 1 Stress compatibility under axial loading condition 

in weld straight pipes 

  

 

Fig. 2 Strain compatibility under internal pressure in 
weld straight pipes 

 

비교하여 결과의 유효성을 검증하였으며 4 장에 

결론을 기술하였다. 

2. 크리프 응력 평가 

2.1 R5코드 평가법 

용접부의 크리프 응력평가에 사용되는 R5 코드

에서 제시하는 평가법은 다음과 같다. 모재로 이

루어진 배관에 대해 식 (1)로 정의된 참조응력을 

결정하고 식 (2)와 같이 용접부 재분배 계수(k)를 

적용하여 용접부 응력으로 보정한다. 
 

ref 0.2b
Lb

P

P
σ σ=                (1) 

ref w ref( ) kσ σ= ×                (2) 

 

여기서 PLb는 모재로 이루어진 구조물의 한계하중

이며 σ0.2b 는 모재의 항복강도(0.2% proof strength)

이다. 식 (2)의 한계하중(PLb)은 항복강도(σ0.2b)와 

선형적인 관계이므로 참조응력(σref)은 항복강도

(σ0.2b)의 영향을 받지않고 구조물의 형상변수

(geometry parameters)와 가해지는 하중에 의해 결

정된다.(11) 

용접부 재분배 계수는 하중조건에 따른 응력 또

는 변형률 적합성(stress or strain compatibility)에 의

해 결정된다.(9) Fig. 1은 배관의 길이방향 인장  하

중에 대한 용접부의 응력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응력 적합성 조건에 따라 모재와 용접재의 응력은 

동일하며 변형률은 다르므로 용접부 재분배 계수

는 1 로 결정된다. 유사한 방식으로 Fig. 2 에서는 

원주방향 응력조건에 대해 용접부의 응력 상태를 

나타내고  있으며  변형률  적합성  조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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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ometric variables of welded straight pipes 

ri(mm) ro(mm) t(mm) h(mm) L(mm) rm
*/t 

152 160 16 2 500 10 

*rm=(ri+ro)/2 

 
 

 

Fig. 3 Schematic of welded straight pipe showing the 
relevant geometric variables 

 

 

 

Fig. 4 FE mesh for three-material model for welded 
straight pipe 

 

모재와 용접재의 변형률은 동일하며 응력은 다르

다. 이러한 경우는 배관에 내압이 가해지는 상태

를 나타내며, 이 때의 용접부 재분배 계수는 용접

부의 크리프 특성에 의해 결정된다.  

2.2 크리프 불균일 지수 

기존 연구결과에 따르면 분균일한 크리프 특성

을 가진 용접부의 응력분포는 크리프 지수와 크리

프 상수의 비(Aw/Ab)에 영향을 받으므로(9,10) 크리

프 지수와 상수를 포함한 크리프 불균일 지수를 

도입하여 크리프 응력을 정량화하였다. 크리프 불

균일 지수가 유도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재료의 크리프 특성은 이상화된 탄성-멱 크리프 

법칙(elastic-power creep laws)을 따르고 모재와 용

접부의 지수는 동일하다고 가정하였다. 
 

b b
nAε σ=ɺ                 (3) 

w w  nAε σ=ɺ                (4) 

HAZ HAZ
nAε σ=ɺ              (5) 

 

위 식에서 Ab, Aw그리고 AHAZ 은 각각 모재와 용접

재 그리고 열영향부의 크리프 상수이며 n 은 크리

프 지수이다. 

재료의 소성학에서 용접부와 모재의 항복응력의 

비로 정의되는 불균일 지수(mismatch factor, MF)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yw

yb

MF
σ

σ
=                 (6) 

 

여기서 σyb 과 σyw 는 각각 모재와 용접재의 항복강

도이다. 소성학의 인장 특성과 크리프 특성의 관

계를 이용하여 크리프 불균일 지수를 정의한다. (12) 

식 (3)-(5)에서 동일한 시간에 대해 0.2% 비탄성 

크리프 변형률에 해당하는 항복강도를 식 (6)에 

대입하면 아래와 같이 용접재와 열영향부에 대한 

크리프 불균일 지수가 유도된다.  

1

b
w

w

nA
MF

A

 
=  
 

              (7a) 

1

b
HAZ

HAZ

nA
MF

A

 
=  
 

          (7b) 

    

크리프 불균일 지수(MF)는 크리프 상수와 크리프 

지수의 함수이며 이후에 본 연구에서 표기되는 

MF 는 위 식에서 제시한 모재와 각각의 용접부 

물성에 대한 크리프 불균일 지수를 의미한다. 불

균일 지수가 1 보다 작으면 하불균일(under-

matching), 1 이면 균일(even-matching) 그리고 1 보

다 크면 상불균일(over-matching)이라고 지칭한다. 



한재준 · 김상현 · 정진택 · 김윤재 

 

408 

3. 유한요소해석 결과 및 검증 

3.1 형상 및 하중 

용접부 불균일에 대한 크리프 응력을 정량화하

기위해 배관 시스템에 사용되는 기본 요소인 직관 

용접부 형상에 대해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였다.

직관 용접부의 형상과 각각의 치수를 Fig. 3 과 

Table 1에 나타내었으며, 하중에 따른 응력을 평가

하기 위해 배관의 길이방향 인장하중과 내압이 가

해지는 경우를 각각 고려하였다. 내압의 경우, 닫

힌 배관을 모사하기 위해 배관 끝 단면에 작용하

는 내압을 길이방향 응력(end cap stress)으로 환산

하여 적용하였다. 초기 하중은 내압과 인장하중에 

대해 각각 유한요소해석을 통해 구한 한계하중의 

50%를 적용하였으며 이 값은 무차원화되므로 이

후에 제시되는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2 유한요소 크리프 해석 

연구에 사용된 유한요소망을 Fig. 4 에 나타내었

다. 직관의 축대칭성을 구현하고 정확한 응력값을 

얻기 위해 수치해석 상용프로그램인 ABAQUS 

v6.11 에서 제공하는 이차원 하이브리드 축대칭 요

소(CAX8H)를 사용하였고(13) 탄성-크리프 해석을 

수행하였다. 용접부 중앙을 기준으로 대칭성을 고

려하여 1720개의 요소와 7213개의 절점으로 이루

어진 1/2모델을 사용하였다.  

 

Table 2 Creep properties of base, weld metal and HAZ with mismatch factor 

 
Aw/Ab AHAZ/Ab Ab Aw AHAZ MFw MFHAZ Case 

3 5 8 3.20E-11 1.60E-10 2.56E-10 0.58 0.50 

A 5 5 8 3.20E-15 1.60E-14 2.56E-14 0.72 0.66 

7 5 8 3.20E-19 1.60E-18 2.56E-18 0.79 0.74 

3 5 4 3.20E-11 1.60E-10 1.28E-10 0.58 0.63 

B 5 5 4 3.20E-15 1.60E-14 1.28E-14 0.72 0.76 

7 5 4 3.20E-19 1.60E-18 1.28E-18 0.79 0.82 

3 5 2 3.20E-11 1.60E-10 6.40E-11 0.58 0.79 

C 5 5 2 3.20E-15 1.60E-14 6.40E-15 0.72 0.87 

7 5 2 3.20E-19 1.60E-18 6.40E-19 0.79 0.91 

3 5 0.8 3.20E-11 1.60E-10 2.56E-11 0.58 1.08 

D 5 5 0.8 3.20E-15 1.60E-14 2.56E-15 0.72 1.05 

7 5 0.8 3.20E-19 1.60E-18 2.56E-19 0.79 1.03 

3 5 0.5 3.20E-11 1.60E-10 1.60E-11 0.58 1.26 

E 5 5 0.5 3.20E-15 1.60E-14 1.60E-15 0.72 1.15 

7 5 0.5 3.20E-19 1.60E-18 1.60E-19 0.79 1.10 

3 5 0.25 3.20E-11 1.60E-10 8.00E-12 0.58 1.59 

F 5 5 0.25 3.20E-15 1.60E-14 8.00E-16 0.72 1.32 

7 5 0.25 3.20E-19 1.60E-18 8.00E-20 0.79 1.22 

3 5 0.167 3.20E-11 1.60E-10 5.34E-12 0.58 1.82 

G 5 5 0.167 3.20E-15 1.60E-14 5.34E-16 0.72 1.43 

7 5 0.167 3.20E-19 1.60E-18 5.34E-20 0.79 1.29 

 

 

                 (a)                              (b)                             (c) 

Fig. 5 Typical cases of mismatched creep properties in Table 4; (a) case A, (b) case C and (c) case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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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reep properties of 0.5CrMoV steel welded with 2.25Cr1Mo with mismatch factor 

n Aw/Ab AHAZ/Ab AIV/Ab Ab Aw AHAZ AIV MFw MFHAZ MFIV 

3 5 0.167 1.2 3.20E-11 1.60E-10 5.34E-12 3.84E-11 0.58 1.82 0.94 

5 5 0.167 1.2 3.20E-15 1.60E-14 5.34E-16 3.84E-15 0.72 1.43 0.96 

7 5 0.167 1.2 3.20E-19 1.60E-18 5.34E-20 3.84E-19 0.79 1.29 0.97 

 

     

Fig. 6 FE mesh for four-material model for welded 
straight pipe 

 

 

Fig. 7 Creep properties of 0.5CrMoV steel welded with 
2.25Cr1Mo 

 

 

Fig. 8 Variation of von Mises equivalent stress at the 
point A(Fig. 4) with time 

용접재 2.25Cr1Mo는 모재 0.5CrMoV보다 크리프 

변형률이 5 배 빠르다.(14~16) 이러한 모재와 용접재

의 크리프 특성을 기준으로 열영향부의 다양한 크

리프 특성 불균일에 대해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Table 2 에 정리하였다. 열영향부의 크리프 특성이 

가장 빠른 경우와 용접재와 모재의 사이인 경우 

그리고 가장 느린 경우를 체계적으로 고려하였으

며 각각의 대표적인 경우를 Fig. 5에 제시하였다. 

미시적인 재료 구조적인 측면에서 열영향부는 

네 부분까지 구분될 수 있으나,(17) R5 코드에서는 

재료 강도의 측면에서 열영향부와 Type IV 영역에 

대해 용접부 재분배 계수(k)를 정의하고 있다.(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용접재 2.25Cr1Mo 와 모재

0.5CrMoV 로 만든 용접부에 대해 모재, 용접재, 

열영향부 그리고 Type IV 영역을 모사하여 Table 2

의 데이터를 사용한 결과와 비교하였다. Fig. 6 는 

Type IV영역을 모사한 유한요소망이며, Table 3 와 

Fig. 7 에 크리프 물성을 나타내었다. 또한 해석결

과를 통해 얻은 용접부 재분배 계수와 R5 코드에

서 제시한 값을 비교하여 연구결과의 유효성을 검

증하였다. 

 

3.3 추출 응력 

재료에 크리프 현상이 발생하면 시간에 따라 응

력이 재분배 된다.(1) 해석에서는 정상상태 응력

(steady-state stress)을 추출하기 위해 초기하중을 일

정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크리프 해석을 수행하여 

응력완화가 충분히 이루어진 시점에서 응력을 추

출하였다. 크리프 파단 평가시 주요인자인 von 

Mises 등가응력을 추출하였고,(6) 시간에 따른 응력

재분배 결과를 Fig. 8 에 제시하였다. 내압이 가해

지는 경우에 대한 결과이며 그림에서 시간은 식 

(8)로 정의되는 재분배 시간(tred)으로 무차원화하였

다.  

ref
red

b ref
n

t
EA

σ

σ
=                (8)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응력이 재분배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으며, 모든 경우에 재분배 시간보다 충

분히 긴 시간에 해당하는 해석을 수행하여 정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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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 응력을 추출하였다. 

응력을 평가하고자 하는 부분의 중앙부에 선을 

그어(18) 각 지점에서 추출한 응력을 평균하여 정

량화에 사용하였다.(9,10) 이후 결과에서는 이를 단

면 평균응력이라 지칭한다.  

Fig. 9 에는 Table 2 의 하불균일에 대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모재로 이루어진 배관(하첨자 b)

의 단면평균응력과 참조응력의 비를 크리프 지수

에 따라 제시한 결과이다. 단면평균응력과 참조응

력은 하중조건과 크리프에 특성에 무관하게 동일

한 값을 나타낸다. 따라서 식 (1)과 식 (2)에서 제

시한 용접부 재분배 계수와 단면평균응력의 관계

가 식 (9)로 정리되며, 불균일한 배관의 용접부의 

단면평균응력(하첨자 m)과 모재로 이루어진 배관

의 단면평균응력은 용접부 재분배 계수를 의미한

다. 

 

e m ref w

e b refavg

( ) ( )

( )
k

σ σ
σ σ

 
= = 

 
          (9) 

 

 

3.4 결과 및 검증 

Fig. 10 에는 Table 2 를 사용한 열영향부 응력

(HAZ stress)과 용접재 응력(weld stress) 결과를 비

교하였다. 열영향부 응력과 용접재 응력은 각각 

Fig. 4 의 C-D 선과 A-B 선을 따라 추출하였다. 식 

(9)에 따라 그래프에서 수평한 점선은 용접부 재

분배 계수가 1 인 선이며 다른 선은 일대일선

(identity line)이다. 내압이 작용하는 경우에 응력분

포는 일대일선에 밀집해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열

영향부 응력에서 더 뚜렷하다. 배관의 길이방향으

로 인장하중이 작용하는 경우, 상분균일 영역

(MF>1)에서는 일대일선에 분포하며 하불균일 영

역(MF<1)에서는 수평선과 일대일선 사이에 분포

한다. 이러한 결과는 2 장에서 설명한 응력 적합성 

조건에 의해 결정되는 용접부 재분배 계수값(k=1)

과 다소차이가 있다. 이에 대한 원인은 크리프 현

상에 의해 재료간에 응력이 재분배(offloading)되어 

응력 적합성조건에 의해 결정되는 응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19,20) 내압인 경우와 유사하게 열

영향부 응력이 용접재 응력에 비해 일대일선에 가

까운 결과를 나타낸다. 위의 결과들이 공통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열영향부를 고려한 경우의 응력도 

용접재 응력과 마찬가지로 크리프 불균일 지수로 

정량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Fig. 9 Variation of section-averaged stresses for 

homogeneous straight pipes with creep exponent 
 

 
(a) 

 
(b) 

Fig. 10 Comparison of section-averaged stresses within 
weld metal and HAZ for three-material model; 
(a)internal pressure and (b)axial lo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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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mparison of weld redistribution factor in R5 
and prediction using mismatch factor with n=4 

 
k kpred kpred /k 

weld 0.7 0.73 1.04 

HAZ 1.4 1.61 1.15 

Type IV 1 1.01 1.01 

 

 

 
(a) 

 
(b) 

Fig. 11 Comparison of three-material model with four-
material model; (a)internal pressure and (b)axial 
loading 

 

Fig. 10 에서 제시한 열영향부의 응력 정량화 결

과와 Type IV영역을 추가로 모사한 결과를 Fig. 11

에 비교하였다. Type IV영역을 추가로 모사한 경우

에 응력은 Fig. 6 의 A-B 선, C-D 선 그리고 E-F 선

에서 각각 추출하였다. 내압과 배관 길이방향 인

장하중의 두 경우 모두 열영향부 응력 정량화 결

과에 부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연구 결과의 검증을 위해 실험과 해석적 연구를 

기반으로 R5 코드에서 제시하는 CrMoV 용접배관

의 용접부 재분배 계수와 비교하였다. 용접재

2.25Cr1Mo 와 모재 0.5CrMoV 로 이루어진 배관에 

내압이 작용하는 경우의 용접부 재분배 계수(k)와 

크리프 불균일 지수로 산정한 용접부 재분배 계수

(kpred)를 비교하여 Table 4 에 제시하였다. 열영향부 

응력 정량화 결과를 선형근사(linear approxi-ation 

fitting)하여 용접부 재분배 계수(kpred)를 산정하였

다. 열영향부의 응력은 R5 코드에 비해 15%높게 

예측하며 용접재는 4% 그리고 Type IV 영역은 1%

의 이내에서 보수적인 예측결과를 나타낸다. 

4. 결 론 

열영향부를 고려한 유한요소 탄성 크리프 해석

을 수행하였으며 크리프 불균일 지수(MF)를 도입

하여 직관 용접부의 응력을 정량화하였다. 내압의 

경우 단면평균 응력의 비가 크리프 불균일 지수

(MF)에 대해 일대일선에 놓이는 결과를 나타낸다. 

배관의 길이방향 인장하중이 작용하는 경우에는 

응력 재분배 현상에 의해 응력 적합성조건에 따라 

결정되는 용접부 재분배 계수(k)에 영향을 미친다. 

열영향부를 고려한 응력 정량화 결과와 Type IV

영역을 추가적으로 모사한 결과를 비교하여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영국전력의 사용적합성 평

가코드 R5 에서 제시하는 용접부 재분배 계수와 

연구 결과를 이용하여 산정한 용접부 재분배 계수

(kpred)를 비교하여 연구결과의 유효성을 검증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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