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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제4세대 원전 고온구조재료인 Gr. 91강을 대상으로 하여 장시간 크리프 수명을 예측하고 파단수명을 확

률적 신뢰도를 가지고 평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실 예제를 통하여 서술한다.

크리프수명예측의신뢰도평가필요성

신뢰성공학에서 정의하는 신뢰성(reliability)의 개념
은‘아이템(item)이 주어진 특별한 조건하에서 규정된
기간 중 요구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성질’이며, 신뢰성
이 높다고 하는 것은 아이템이 고장이 잘 일어나지 않는
다고 할 수 있으며, 고장이란 것은 구조체가 요구된 기
능을 상실한다는 것으로서, 파손 혹은 파괴도 고장에 포
함된다. 신뢰성의 척도로서 확률(probability)을 이용한
신뢰도가 있으며, 이것은 신뢰성을 가능한 한 객관성을
갖게 하고 이론적, 수량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신뢰도’라 함은 주어진 조건하에서 규정된 기
간 중 요구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확률을 의미한
다. 상기에서 기술한 신뢰성 공학을 원전 고온구조재료
의 장기 크리프 수명(또는 강도) 예측에 적용한다면 확
률적 신뢰도를 가지고 파단수명을 평가할 수 있기 때문
에 기존의 결정론적인 방법보다 훨씬 합리적일 것이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제4세대 원자로로 개발 중인
초고온가스로(VHTR: Very High Temperature Reactor)
및 소듐냉각고속로(SFR: Sodium-cooled Fast Reactor)
는 고온에서 설계수명을 60년 목표로 하고 있어서 사용
재료의 장시간 크리프 수명(또는 강도) 예측에 대한 신
뢰성 평가 방법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60년의 장시간
크리프 시험으로부터 크리프 파단 데이터를 직접 얻는

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비교적 단시간의
크리프 실험 데이터로부터 장시간 크리프 수명을 정확
히 예측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난 수년 동안 장시간 크
리프 수명예측을 위해서 Larson-Miller(LM), Manson-
Haferd(MH), Orr-Sherby-Dorn(OSD), Monkman-
Grant(MG), 그리고 h-Projection 방법 등 다수의 방법들
이 개발되었으며, 이 중에서 Larson-Miller Parameter
(LMP) 방법이 여러 고온 내열강 및 슈퍼합금 등의 다양
한 재료에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크
리프 수명 예측에 영향을 미치는 시험 데이터의 분산 정
도나 사용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온도 및 응력의 변동을
고려하지 않는 결정론적인 방법을 사용하였다. 최근에
는 크리프 데이터의 분산과 사용 중 온도 및 응력의 변
동을 모두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는‘SCRI’(Service-
condition Creep Rupture Interference) 모델이 개발되었
다. 본 모델은 크리프 데이터를 통계적 분포를 사용하여
파단시간을 확률적 신뢰도를 가지고 예측하고 평가하
기 때문에 결정론적인 방법보다 타당하다. 따라서 이 글
에서는 제4세대 원전 고온구조재료인 Gr. 91강을 대상
으로 하여 장시간 크리프 수명을 예측하고 파단수명을
확률적 신뢰도를 가지고 평가할 수 있는 SCRI 모델의 적
용 절차와 그 결과를 실 예제를 통하여 서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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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프파단데이터의통계적분포

Modified 9Cr-1Mo강(ASTM Grade 91, Gr. 91강)은 고
온에서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리스강에 비하여 낮은 조
사 보이드 팽윤(irradiation void swelling), 열팽창, 열응
력과 높은 열전도성 및 피로 강도를 갖기 때문에 소듐냉
각고속로의 중간열교환기, 고온배관, 증기발생기(steam
generator) 및 초고온가스로의 압력용기 재료로 사용된
다. Gr. 91강의 장시간 크리프 수명예측을 위해 plate,
pipe forging 및 tube 재료에 대하여 총 690개의 파단 데
이터를 확보하였다(그림 1). 본 크리프 파단 자료는 일
본의 NIMS(National Institute Materials Science), 유럽의
튜브 제조사 V&M(Vallourec & Mannesmann) 그리고
본 연구원에서 생산한 데이터로서 500~700℃의 온도에
대한 것이다. 장시간 크리프 수명예측 방법은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Larson-Miller Parameter(LMP)식을 사용
한다. LMP 식은

P=T(logt®+C) (1)

이며, T는 절대온도, t®은 파단시간, C는 재료상수이다.
LMP 식에서 최적 C 값은 logr-LMP와의 관계에서 마스
터 곡선(master curve)의 최적 피팅으로부터 판단할 수
있는 결정계수(coefficient of determination, R2)를 사용

한다. 최적 C 값은 결정계수 값이 가장 높은 값이 되며
그 값은 C=38이었으며 최적 마스터 곡선은 3차의 다항
식이 얻어졌다.(그림 2) 

크리프 파단 데이터의 통계적 분포는‘Z-파라미터’
를 사용한다. Z-파라미터는 크리프 마스터 곡선과 크리
프 파단 데이터의 편차의 크기로 정의되는 값이다. 즉
Z-파라미터는 LMP에서 얻어진 3차 다항식의 마스터 곡
선으로부터 크리프 데이터의 편차 크기로서 다음 식으
로 나타낼 수 있다. 

Z‘=P‘-a¡log(r‘)-a™log(r‘)¤ -a£log(r‘)‹ -Zº (2)

여기서 Z‘는 i 데이터(t‘, r‘, t®‘)에 대한 마스터 곡선
으로부터의 편차를 나타낸다. Z-파라미터의 통계적 분
포는 크리프 파단 데이터의 분산으로부터 얻어진다. Z-
파라미터의 통계적 분포가 결정되면 그 분포를 이용하
여 크리프 파단 수명의 신뢰성을 예측을 할 수 있다. 

Gr. 91강의 690개 크리프 파단 데이터의 통계적 분포
를 Z-파라미터로 분석한 결과, 종 모양으 로 정규분포
(normal distribution)를 잘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그
림 3). 본 정규분포에서 평균값(l)은 l=3.24225E-5이었
으며,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 s)는 s=0.33625인 것
으로 조사되었다. 본 결과에서 얻어진 Z-파라미터의 정
규분포를 이용하면 실제 사용 조건하에서의 크리프 예

그림 1 Gr. 91강의 크리프 파단 데이터 그림 2 LMP에서 크리프 마스터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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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 수명의 신뢰성을 평가할 수 있다.  

SCRI 모델의적용절차

일반적으로 수명예측의 정확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
자는 실험조건과 운전조건의 두 가지 인자로 나눌 수 있
다. 즉 전자는 재료 제조 시의 화학조성의 분산, 크리프
실험온도나 응력오차에서의 분산, 측정 기기의 정밀도
등으로 이들은 실험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에서의
산포를 일으킨다. 후자는 서비스 온도 및 응력과 같은
운전조건의 변동에 의해서 데이터의 산포를 발생시키
는 것이다. SCRI 모델은 크리프 파단 데이터의 산포 이
외에도 서비스 온도 및 응력을 포함하는 것으로 SCRI 모
델의 개념을 도식적으로 나타내면 그림 4와 같다. 그림
에서 Zç®은 크리프 파단 데이터의 분산 정도를 나타내
는 것으로 파단 특성의 부분을 묘사한다. 그리고 Zß는
서비스 조건(서비스 온도, 작용 응력, 서비스 시간)의 변
동을 묘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Zç®과 Zß는 서
로 무관한 두 개의 독립 난수(random variables)가 된다.
SCRI 모델에서 그림에 보인 것처럼 Zß와 Zç®이 서로 겹
치는 간섭면적(interference area)이 파손이 되는 것으로
파손 확률을 나타낸다. 즉 만약 Zß>Zç®이면 재료의 크
리프 파단성질은 사용 조건에서 충분한 능력을 제공하
지 못하며 재료는 더 이상 사용될 수 없다는 의미를 갖

는다. 이 부분의 면적은 어떤 운전조건 및 운전 시간에
해당하는 재료의 파손확률이 되며, 간섭면적에 있어서
만 파단이 일어난다. 신뢰성(reliability, R)은 R=1-F

이 되며, F는 누적파손확률(cumulative failure
probability)이며, 신뢰성 R은 주어진 서비스 조건에서
파단이 일어나지 않는 확률(probability)로서 정의되는
값이다. SCRI 모델은 크리프 데이터를 생산하는 과정에
서 발생하는 실험적 오차의 분포와 사용 환경(온도 및
응력) 조건에서의 어떤 확률적인 분포를 하고 있을 때
그 확률분포를 이용하여 재료의 파단 신뢰도를 예측 평
가할 수 있다.

Gr. 91강의 크리프 파단 데이터의 분포를 나타내는
Zç®은 정규분포를 잘 따르므로 정규분포에서의 표준편
차 값을 이용하여 얻을 수 있다. 그러나 Zß의 분포는 서
비스 시간 동안 적어도 운전온도 및 응력의 두 개 인자
가 있기 때문에 계산하는 것이 간단하지 않으므로 그림
5와 같은 Monte-Carlo 시뮬레이션의 절차에 따라서 안
전 신뢰성을 평가한다. 일련의 서비스조건(T‘, r‘, t®)에
서의 Zß의 값은 식 (2)를 사용하여 계산하며, Zç® 값은
정규분포의 평균과 표준편차 값을 이용하여 Monte-
Carlo 시뮬레이션으로 얻을 수 있다. 시뮬레이션 결과에
있어서 만약 Zß<Zç®이면 재료는 안전한 상태이며,
Zß>Zç®이면 파단상태가 된다. N번 시뮬레이션 이후의
안전 신뢰성은 관계로 얻을 수 있다. 여기서 n은 N번의

그림 3 Z-파라미터의 정규분포 그림 4 SCRI 모델의 개념도



2015. 10., Vol. 55, No. 10 ● 29

총 시뮬레이션 개수에서 Zß<Zç®인 경우로 안전한 상태
의 개수이다. 본 연구에서는 Zß 및 Zç®에 대하여 Monte-
Carlo 시뮬레이션으로 3만 개의 난수를 각각 생성하여
서비스 온도 및 응력이 변동하는 임의 조건에서의 분포
를 얻어 안전 신뢰성을 평가하였다. 

SCRI 모델의적용결과

Gr. 91강의 크리프 마스터 곡선으로부터 얻어지는 Z-
파라미터의 계산식은

Z=10—‹ T(logt®+18)+5.220 logr

-6.059(logr)¤ +4.153(logr)‹

-0.733(logr)› +30.002 (3)

으로 얻어진다. Z-파라미터의 정규분포의 표준편차 값
을 이용하여 Monte-Carlo 시뮬레이션으로 3만 개의 난
수를 생성하여 Zß와 Zç®에 대한 확률밀도함수를 각각
구하였다. 소듐냉각고속로에서의 운전온도로 가정한

550℃를 기준으로 하여 온도 및 응력이 변화할 때의 신
뢰도를 서비스 시간에 따라 각각 평가하였다. 그림 6은
응력 r=150Pa에서 온도가 545∼560℃로 변화할 때 크
리프 예측 수명의 신뢰도 곡선을 대표적으로 나타낸 것
으로 서비스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크리프 파단 수명
의 신뢰도가 감소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동일한
방법으로 온도를 550℃ 고정하고 응력을 변화시킬 경우
의 결과도 얻을 수 있다.    

그림 7은 T=550℃, r=150MPa 및 t=100,000h 조건에
서 온도변동이 △T=10℃ 및 △T=30℃일 경우에 대하
여 Zß 및 Zç®의 밀도함수의 분포 결과로서 간섭면적에
대한 온도변동의 영향을 보인 것이다. 간섭면적은 온도
변동이 높은 즉 △T=30℃일 때가 △T=10℃일 때 보다
크게 됨을 보인다. 따라서 응력 변동이 크게 되면 간섭
면적이 증가하게 되어 크리프 잔류수명의 신뢰도가 떨
어지게 되고, 파손확률은 그 만큼 증가하게 된다. 

그림 8은 T=550℃ 및 r=150MPa 조건하에서 온도변
동 및 응력변동의 크기가 변할 때의 신뢰도 평가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서 변동 값이 높을수록 크리프 예측수명

그림 5 Monte-Carlo 시뮬레이션 흐름도 그림 6 기준응력 r=150MPa에서 온도 변화에 따른 크리프

파단수명의 신뢰도 예측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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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신뢰도가 크게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크리
프 파단 특성 데이터의 분산 정도는 SCRI 모델에서의 신
뢰성 평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Z-파라미터
의 표준편차 값의 변화에 따른 확률밀도분포와 크리프
예측 수명의 신뢰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도 평
가할 수 있다. 즉 임의의 사용조건하에서의 Z-파라미터
의 표준편차의 영향을 분석할 수도 있다. Z-파라미터의
표준편차 값이 클수록 데이터의 산포는 넓게 퍼지게 되
므로 신뢰성이 크게 감소하게 된다.  

맺음말

제4세대 원전 고온구조재료인 Gr. 91강을 대상으로

장시간 크리프 수명을 예측하고 파단수명을 확률적 신
뢰도를 가지고 평가할 수 있는 SCRI 모델의 적용 절차와
적용 결과를 기술하였다. Gr. 91강의 크리프 파단 데이
터를 Z-파라미터로 나타내면 정규분포를 잘 따르며, 본
정규분포를 이용하여 Monte-Carlo 시뮬레이션에 의하
여 안전 신뢰성을 평가할 수 있었다. 크리프 예측수명의
신뢰성 평가 결과, 온도 및 응력의 증가와 또한 온도 및
응력 변동의 크기가 클수록 신뢰성이 감소되는 것을 파
악할 수 있었다. 본 SCRI 모델을 적용하면 임의의 사용
조건에서 크리프 수명을 신뢰성 관점으로 예측 평가하
는 데 유용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   

그림 7 T=550℃, r=150MPa 및 t=100,000h 조건에서 온도변동 △T=10℃ 및 △T=30℃일 경우에 대한 Zß 및 Zç® 밀도함수

의 분포 결과

그림 8 T=550℃ 및 r=150MPa 조건에서 온도 및 응력 변동 크기가 변할 때의 신뢰도 평가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