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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호설명 -

σK 요구응력  : 

R 응력비: 

 균열길이: (mm)

  시험편의 너비: (mm)

  탄성계수: 

  : COD(mm)

  시험편의 두께 : (mm)

  시험편에 작용하는 하중: (N)

△  응력확대계수범위: 

da/dN 피로균열진전속도: 

서 론1. 

탱크 구조물의 대형화로 인해 두께 및 중LNG 

량이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 

위해 압력용기의 제작에서 규격에 제시되ASME 

어 있는 요구응력(σk 에 대한 특정 수압) (pk 을 가)

해주는 콜드 스트레칭 공법을 사용하고 있다 완. 

성된 압력용기에 수압을 가하여 압력용기의 두께

를 감소시켜 소성변형을 시키게 된다 공법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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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압력용기 재료로 사용되는 강은 저온에서 기: STS 304 계적 특성이 우수하지만 다른 합금과 비교하, 

여 중량이 무겁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강에 콜드 스트레칭 공법을. STS 304 (Cold stretching)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규정에 따라 제작된 콜드 스트레칭 압력용기에서 직접 채. ASME 

취한 콜드 스트레칭부 및 용접부 시험편을 이용하여 상온 및 에서 응력비 과 에 대하여, 170 0.1 0.5

컴플라이언스법을 이용하여 피로균열진전시험을 수행하였다 시험결과 용접부의 피로균열진전속도는. , 

콜드 스트레칭부에 비해 동일 응력확대계수범위에서 빠른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콜드스트레. 

칭 공법을 사용하여 제작한 강 압력용기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STS . 

Abstract: STS 304 steel is used as pressure vessel material, and although it exhibits excellent mechanical
characteristics at a low temperature, it is heavier than other materials. To address this issue, a method using
cold-stretching techniques for STS 304 can be applied. In this study, a cold-stretching part and welded joint
specimen were directly obtained from a cold-stretching pressure vessel manufactured according to ASME code.
Fatigue crack propagation tests were carried out at room temperature and -170 using the compliance method℃ 
for stress ratios of 0.1 and 0.5. The results indicate that crack growth rate of the welded joint is higher than that
of the cold-stretching part within the same stress intensity factor range. The outcome of this work is expected to
serve as a basis for the development of a cold-stretched STS 304 pressure vess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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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 압력용기는 기존에 압력용기 대비 중량이 

50~70 감소하는 장점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 . 

장점들로 인하여 콜드 스트레칭 압력용기는 기존

의 압력용기에 비하여 경제적 및 에너지 소비 관

점에서 매우 우수하다.(1) 

대형구조물들은 대부분 용접에 의해 제작되고 

있다 용접기술은 다양화되었고 전문화되어 적은 . 

비용과 시간이 적게 소모되는 장점이 있어서 그 

사용은 광범위하다.(2) 하지만 용접 제작 시 높은 , 

열에 의한 재료의 팽창과 냉각 시 수축 변형은 

용접부에 인장 및 압축 잔류응력을 유발시키며, 

또한 용접 제작 시 발생하는 기공 응력집중현상, 

과 용접결함 등은 용접 구조물의 설계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다 이러한 결함들은 더 낮은 피로. 

하중에서 파괴가 되게 하는 원인이다 피로하중. 

을 받는 대형구조물들은 균열진전에 의해 파괴

가 지배적이므로 용접재의 피로균열진전거동 평

가는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 사용된 용접부는 콜. 

드 스트레칭공법 후이므로 기존의 용접부보다 

소성변형이 발생한 용접부이다. 보통 저장 LNG 

탱크용 용접부의 저온피로균열진전에 대한 문헌

들은 일부 존재하지만 콜드 스트레칭된 용접부, 

의 피로균열진전특성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연구동향으로 등Zheng (1)은 콜드 스트레칭공법

을 모사하여 기계적 및 피로특성에 연구하였으

며 등, Tsay (3)은 다양한 환경조건에서 AISI 304 

용접부의 피로균열진전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콜. 

드 스트레칭에 관련된 많은 연구들은 실제 사용 

환경이 아닌 상온에서 시험을 진행하였고 실제 , 

콜드 스트레칭 압력용기에서 시험편을 채취하지 

않았다 또한 저장탱크의 용접부가 콜드 스. , NLG 

트레칭공정을 거치면서 저온 특성이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콜드 스트레칭된 용접부에 대한 피

로균열진전특성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콜드 스트레칭 압력용기를 이용

하여 콜드 스트레칭부와 용접부의 시험편을 제작

하여 상온과 극저온에서 피로균열진전 특성을 비

교하였다 또한 피로균열 진전시험을 두 가지 응. , 

력비 및 로 수행하여 온도와 응력비에 (R= 0.1 0.5)

의한 영향을 고찰하였다 이러한 시험으로 얻은 . 

결과는 콜드스트레칭 공법을 사용하여 제작한 

강 압력용기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STS

수 있을 것이다. 

Fig. 1 Stress-displacement curves for cold stretched 
STS304 and C.S welded joint at various 
temperature

재료 및 시험방법2. 

시험재료2.1 

본 논문에서 사용되는 재료는  ASME(4) 규정에  

따라 제작된 소형 콜드 스트레칭 압력STS 304 

용기로부터 채취하였다 압력용기는 . 7~9 의 콜%

드 스트레칭 수준이며 압력용기의 용접부는 불, 

활성 가스 텅스텐 아크 용접에 의해 맞대기 용접

을 하여 제작되었다 콜드 스트레칭된 압력용기. 

에서 모재와 용접부를 채취하여 시험편을 제작하

였다 은 각 시험편에 대한 인장시험 결과. Fig. 1

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에서 볼 수 있듯이 용접부와 콜드 스트레Fig. 1

칭부가 에서 차 항복이 발생된 후 임계170 1－ ℃

변형률을 거친 후 차 경화와 함께 강도가 증가2

하는 비선형 경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 

비선형 경화현상은 저온환경에서 재료 내부에서 

항복을 넘는 과대 응력이 발생하면서 재료가 오

스테나이트로부터 마르텐사이트로 부분적 변태가 

원인이다.(5) 

인장시험결과는 각각 과 에 정리 Table 1 Table 2

하였다 은 상온에서 콜드 스트레칭 . Table 1 STS 

와 용접부의 기계적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304 . 

용접부의 인장강도 및 항복강도는 콜드 스트레칭 

보다 전체적으로 약 STS 304 20 정도 낮게 나% 

타났다.

는 에서 콜드 스트레칭 Table 2 170 STS 304 － ℃

와 용접부의 기계적 특성이다 상온과 마찬가지. 

로 용접부가 정도 낮은 기계적 특성을 보10 % 

였다 콜드 스트레칭 와 용접부 모두 상. STS 304

온보다 에서 높은 기계적 특성을 나타내1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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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피로균열진전.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ASTM E647(6)에 따라 두께 7 의 mm CT (compact 

시험편을 제작하였다 용접부 시험편은 균tension) . 

열방향으로 용접부가 세로로 오도록 제작하였다. 

또한 노치는 용접선에서 정 중앙에 위치하도록 , 

하였다 자세한 시험편의 형상을 에 나타내. Fig. 2

었다 빗금 친 부분은 용접부분을 나타낸 것이다. . 

이와 같이 시험편을 제작함으로써 시험이 진행함

에 따라 피로균열이 용접금속부나 열영향부를 통

과하면서 진전된다. 

시험장비 및 시험방법 2.2 

피로시험에 사용된 장비는 100 의 유압 서보kN

식 만능시험기 를 이용하고 정현파(MTS 810) , 

(sinusoidal wave)를 피로하중의 파형으로 설정하였

다 주파수는.  10 로 수행하였고 예비균열Hz , (pre- 

은 crack) 1.3 이상으로 피로예비균열을 생성mm 

하였다 에 나타나 있듯이 피로균열진전. Table 3 시

험은 인장 인장인 응력비 과 상온과 - 0.1 0.5 170－ ℃

에서 수행하였다 극저온환경을 모사하기 위해 환. 

경 챔버를 이용하고 액체질소가스를 사용하여 저, 

온 분위기를 조절하였다. 

에서 제시한 피로균열진전시험은 ASTM E647

컴플라이언스법 을 사용하였다(compliance method) . 

를 통COD gage(crack opening displacement gage)

해 시간에 따른 를 측정하여 식 과 를 COD (1) (2)

사용하여 균열길이를 계산하였다 식 의 상수 . (1)

및 의 계수는 균열 측정 위치에 따라 다른 값

을 가지게 된다 식 은 본 연구에 해당하는 균. (1)

열측정 위치에 따른 상수 및 의 계수 값을 대

입하여 나타낸 것이다. 

  

    



 
  

  


 (1)

  
 





 
 

                   (2)

여기서, 는 균열 길이이며 는 탄성계수, E , 는 

측정 지점에서 값이고COD , 는 시험편의 두께, 

는 하중, 는 핀에서 시험편 끝까지의 폭을 

나타낸 것이다 계산식을 이용하여 얻어진 . 를 

이용하여 아래의 식 으로 (3) K(stress intensity △

를 계산하였다 식 은 시험편에 factor range) . (3) CT

대한 응력확대계수를 나타낸 것이다.  > 의 0.2

범위에서만 적용할 수 있다. 

∆ 
∆

 

   

     (3)

Mechanical 
property

Cold stretched Welded C.S. 

  [MPa] 806 644

  [MPa] 490 419

 [%] 57 28.5

Table 1 Mechanical properties of cold stretched
STS 304 and welded joint at R.T

Mechanical 
property

Cold stretched Welded C.S. 

  [MPa] 1455 1242

  [MPa] 605 593

 [%] 39 30.5

Table 2 Mechanical properties of cold stretched
STS 304 and welded joint at 170－ ℃

Fig. 2 Schematic diagram showing the dimensions
of compact tension specimen (unit : mm)

Material R C m

Cold stretched 
0.1 2.41×10-9 3.10

0.5 3.95×10-9 3.36

Welded cold 
stretched 

0.1 7.74×10-10 3.42

0.5 6.64×10-10 3.64

Table 3 Material constants of C and m at 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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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Da/dN- K curves of the cold stretched and △
welded STS 304 at R.T



 ∆                           (4)

얻어진 로 식 에 표시한 를 이K (4) Paris’ law△

용하여 그래프를 그리고 재료상수 와 da/dN- K C△

을 구하였다m . 

결과 및 고찰3. 

상온 피로균열진전 특성3.1 

은 콜드 스트레칭 시험편과 Fig. 3 STS304 (C.S)

용접부 시험편에 대하여 응력비 과 에서 피0.1 0.5

로균열진전 속도와 의 선도를 좌표로 K log-log △

나타낸 것이다 피로균열진전거동은 영역 구간. Ⅱ

에 대하여 평가하였다 은 안정균열 성장. Table 3

영역에서 의 식을 사용하여 얻은 와 를 Paris C m

나타낸 것이다. 

재료상수 는 C 6.64×10-10에서 3.95×10-9 범위에  

있고 은 에서 범위에 있어 재료상수는 , m 3.1 3.64 

큰 변화가 없다 상온에서 콜드 스트레칭 시험편. 

의 응력비에 따른 차이보다 용접부가 응력비에 

따른 차이가 적은 것으로 관찰 할 수 있다. 

상온 및 응력비 에서 시험결과로부터0.1 , K △

= 40 MPa·m0.5에서 의 피로균열진전 속도가 응C.S

력비 에 비하여 약 0.5 30 감소하였다 응력비가 % . 

보다 일 때 콜드 스트레칭시험편과 용접부0.1 0.5

의 피로균열진전 속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Fig. 4 Da/dN- K curves of the cold stretched and △
welded STS 304 at -170℃

상온의 경우 시험편과 응력비에 관계없이 유사

한 기울기를 보이고 있으나 낮은 일수록 응, K△

력비가 인 경우가 보다 빠르게 진전한다0.5 0.1 . 

또한 낮은 일 때 용접부의 피로균열은 용착, K , △

금속부나 열영향부를 통과하면서 진전하므로 노

치선단에 존재하는 잔류응력의 영향 때문에 콜드 

스트레칭시험편에 비해서 피로균열진전속도가 느

리게 진전되는 것으로 판단된다.(7) 이는 용접부에 

서 콜드스트레칭으로 인한 소성변형으로 잔류응

력이 존재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에서 알 수 있듯이 참고문헌 데이터인 Fig. 3 [8] 

콜드스트레칭하지 않은 과 유사한 피로STS 304

균열진전경향을 보이고 있다 동일 일 때 콜. K , △

드 스트레칭된 와 용접부가 기존 STS304 STS 304

보다 피로균열 진전속도가 느리다 이는 콜드 스. 

트레칭이 피로균열진전에 저항성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극저온 피로균열진전 특성3.2 ( 170 )－ ℃ 

는 극저온에서 Fig. 4 콜드 스트레칭시험편과 용

접부의 응력비 및 에 대한 의 R=0.1 0.5 da/dN- K△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는 극저온에서 각. Table 4

각의 재료상수를 구하여 나타난 것이다 이는 상. 

온보다 편차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용접부는 . 콜

드 스트레칭 시험편보다 낮은 에서 느리게 K△

진전하나 균열이 진전함에 따라 기울기가 가파르

게 증가하여 가속된다 이 . da/dN 4.0×10-3mm/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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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에서 콜드 스트레칭 시험편과 용접부의 균열

진전속도는 교차하고 그 후 콜드 스트레칭시험편

보다 빠르게 진전한다 시험편은 상온에 비하. C.S

여 － 에서는 응력비에 따른 차이가 더 크지170℃

만 용접부 시험편은 응력비의 영향이 적은 것으, 

로 볼 수 있다 상온과 마찬가지로 참고문헌 . (8)

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같은 일 때K , △ －17

에서도 콜드스트레칭에 대한 영향으로 콜드 0℃

스트레칭 한 시험편들이 기존 보다 피STS 304 

로균열진전속도가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응력비에 따른 피로균열진전 특성 3.3 

응력비가 일 때 가지 온도에서의 콜드 스0.1 2

트레칭과 용접부 시험편에 대한 피로균열진전속

도 관계를 에 나타내었다 상온에서 K Fig. 5 . －△

용접부와 콜드 스트레칭 시험편의 피로균열진전

속도의 차이는 없었고 에서 용접부가 조, 170－ ℃

금 빠른 진전속도를 보이고 있다 콜드 스트레칭 . 

시험편은 같은 응력확대계수에서 일 때 170－ ℃

피로균열진전속도가 상온보다 낮음을 관찰 할 수 

있다 이는 저온으로 갈수록 마르텐사이트 상으. 

로 상변태 되어 균열성장이 억제되어 피로균열 

진전속도가 느려지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9) 인 

장시험에서 나타난 차 경화현상을 통하여 저온2

에서 이러한 상변태가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에서 상온에 비하여 피로균열진전170－ ℃

속도가 낮은 이유로써 마르텐사이트로 상변태가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된다.

은 응력비가 일 때 다양한 온도에서 Fig. 6 0.5

콜드 스트레칭시험편과 용접부 시험편에 대한 피

로균열 진전속도와 관계이다 응력비가 일K . 0.1△

때와 마찬가지로 극저온의 경우가 상온의 경우보

다 용접부와 콜드 스트레칭시험편 모두에서 낮은 

피로균열진전속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일정 . , 

이상에서는 용접부에서 상온이 K△ － 보다 170℃ 

피로균열 속도가 낮은 구간이 생기는데 이는 마

르텐사이트 상의 생성이 특정 온도 및 재료에서 

한계가 있어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다고 판단된

다.(10) 와 모두에서 낮은 응력확대계 Fig. 5 Fig. 6 

수범위에서는 피로균열진전속도의 차이가 크지만 

높은 응력확대계수범위로 갈수록 피로균열진전속

도에 차이가 줄어든다 높은 응력확대계수로 갈. 

수록 피로균열 불안정영역으로 들어가기 때문이

다 불안정영역에선 균열진전 속도가 급격히 증. 

Material R C m

Cold stretched 
0.1 4.48×10-12 4.10

0.5 1.22×10-8 2.73

Welded cold 
stretched 

0.1 3.16×10-13 5.03

0.5 1.07×10-13 5.42

Table 4 Material constants of C and m at -170℃

Fig. 5 Da/dN- K curves of the cold stretched and△
welded STS 304 for R=0.1 at various
temperature

Fig. 6 Da/dN- K curves of the cold stretched and△
welded STS 304 for R=0.5 at various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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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여 최종파단이 일어나므로 높은 응력확대계 

수에서 피로균열진전속도의 차이가 줄어들게 되

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파단면 관찰 3.4 

은 상온과 에서 용접부의 피로균Fig. 7 170－ ℃

열진전시험편의 파단면을 SEM(scanning electron 

으로 관찰한 것이다 개의 사진 모두 microscope) . 4

응력비 에서 피로균열진전 시험된 시험편을 0.5

사용하였다 의 관측 영역은 피로균열진. Fig. 7(a)

전영역인 da/dN = 1.0×10-3 mm/cycle 영역이고, 

의 관측영역은 Fig. 7(b) da/dN = 4.0×10-3 mm/cycle 

영역이다 상온과 에서 용접부의 피로균. 170－ ℃

열 진전영역의 파단면은 반복되는 피로 하중에 

의해 시험편 표면에 균열이 생기고 시험편 내부

로 균열이 진전하면서 입내파괴의 특징인 줄무늬 

형상을 주로 나타내고 있는 스트라이에이션

을 보이고 있다(striation) . 

피로 파면은 외부 환경에 따라서 다른 양상을 

나타낸다 외부환경에 따른 재료의 특성이 변화하. 

기 때문이다 에서 볼 수 있듯이 . Fig. 7(b) 170－ ℃

에서 피로 줄무늬는 상온과 달리 선명히 나타나

지 않았다 또한 파면이 거칠어지는 것을 볼 수 . , 

있는데 이는 저온이 상온에서 보다 취성파괴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9) 

와 는 상온과 에서 용접부의 Fig. 7(c) (d) 170－ ℃

피로균열진전한 후에 최종파단단계에서 작용하중

을 지탱할 수 없어 갑작스런 파괴가 일어난 것이

다 파단면은 연성재료에서 나타는 딤플. (dimple)

로 관찰되었다 상온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고. 

르고 작은 딤플들의 모습을 보이고 에서 , 170－ ℃

딤플의 크기는 부분적으로 커지면서 고르지 않고 

미소균열을 함유하고 있다 이는 에서 마. 170－ ℃

르텐사이트의 변태에 의한 영향으로 보고되고 있

다.(9)

결 론4. 

본 연구에서는 코드에 준수하여 제작한ASME 

콜드 스트레칭 압력용기를 이용하여 콜드 스트레

칭 와 콜드 스트레칭된 용접부에서 직접 STS304

시험편을 채취하였다 제작된 시험편을 이용하여 . 

(a) Fatigue crack growth zone at R.T. (b) Fatigue crack growth zone at -170℃

(c) Fracture zone at R.T. (d) Fracture zone at -170℃

Fig. 7 Fracture surfaces of fatigue crack growth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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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로균열 진전시험을 상온과 극저온 에서 ( 170 )－ ℃

가지 응력비 과 로 수행하여 비교하였으2 0.1 0.5

며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 

상온에서 콜드 스트레칭 과 용접부(1) STS304

의 재료상수 와 은 차이가 적다 즉 피로균열C m . , 

진전 저항력은 용접부와 는 비슷하다 동일한 C.S. . 

응력확대계수범위에서 피로균열진전속도는 응력

비가 클 때 증가한다. 

에서 용접부의 피로균열진전속도는 (2) 170－ ℃

응력비의 영향이 작다 콜드 스트레칭 시험편의 . 

경우 극저온에서 피로균열진전속도에 대한 응력

비의 영향이 크게 나타난다.

피로균열진전속도는 상온보다 에서 (3) 170－ ℃

느리다 이는 저온에서 상변태에 기인하는 것으. 

로 판단된다.

콜드 스트레칭 와 용접부의 파단면(4) STS 304

은 공히 피로균열진전영역에서 입내파괴의 피로

줄무늬를 관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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