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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설명

a, a0 = crack length and its initial value (mm)
a = crack growth (mm)
A = power law creep constant
ASTM =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
B, BN = specimen total and net thickness, respectively 

(mm)
CCI = creep crack initiation
C(T) = compact tension
C*, C*

exp = C*-integral and its experimentally-measured 
value (MPa·mm/h)

Dref = normalized small-scale-yielding opening 
stress field

Di = constant in the NSW initiation model

D0.2, D0.5 = constant in the NSW initiation model at 
a = 0.2 mm and at a = 0.5 mm

E = Young’s modulus (GPa)
EPRI = Electric Power Research Institute
FEA = finite element analysis
Fref = normalized steady-state creep opening 

stress field
HRR = Hutchinson-Rice-Rosengren
In = integration constant for creep exponent
J = J-integral (MPa·mm)
K = stress intensity factor (MPa·mm0.5)
L = specimen length
Lr = parameter indicating proximity of plastic 

yielding
n = creep exponent
N = strain hardening exponent
NSW = Nikbin-Smith-Webster
P, PL = applied load and plastic limit load (N)
Q = Q-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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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new elastic-plastic-creep constraint parameter is proposed to quantify the effect of constraint on creep crack initiation

times. It represents the difference between the transient elastic-plastic-creep crack-tip opening stress and the Riedel-Rice
opening stress field in plane strain, which can be determined analytically. Application of the proposed parameter to a
large set of creep crack growth test data using C(T) and SEN(B) specimens of Type 316H stainless steel at 550℃ shows
that creep crack initiation times can be more accurately characterized by the C*-integral together with the proposed para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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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c = elastic-plastic-creep constraint parameter
r,  = polar coordinates
rc = creep process zone size (mm)
RR = Riedel and Rice
SEN(B) = single edge notched bend
SSY = small-scale-yielding
t, tf = test time and creep crack growth test 

duration (h)
ti = creep crack initiation time (h)
t0.2, t0.5 = creep crack initiation time at a = 0.2 mm 

and at a = 0.5 mm (h)
tred, tT = redistribution time and transition time
T = T-stress
W = specimen width (mm)
a = dimensionless constant
Q = load-independent Q-stress
Q,N , Q,n = Q for for strain hardening exponent N 

and for creep exponent n, respectively
 = strain
e, p = elastic and plastic strain component
f, f

* = uniaxial and multi-axial creep ductility, 
respectively

0 = normalizing strain
c = creep strain rate (1/h)

v = Poisson’s ratio
 = stress (MPa)
ref = reference stress
yy = opening stress (MPa)
0 = yield strength (MPa)
(yy)e-p = elastic-plastic opening stress
(yy)RR = Riedel-Rice opening stress field
(yy)SSY = crack tip opening stress under small-scale- 

yielding condition
σ̃yy = dimensionless function
 = normalized time
φ' = initial plasticity correction factor

1. 서  론

고온 플랜트 운영에 있어서 재료 내에 균열이 존

재할 경우, 크리프 균열개시 및 균열성장에 대한 평

가는 안전적인 운영을 위해 필수적이다(1). 크리프 

균열개시 시간(a = 0.2 mm 또는 a = 0.5 mm에 해

당)은 일반적인 크리프 균열진전 실험에서 파손 시

간의 상당부분을 차지한다(2). 따라서 크리프 수명 

평가를 위해 기기의 크리프 균열개시 시간을 보다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중요하다.
크리프 연성 소진 모델과 응력장 및 변형률장을 

사용하여 정상(steady-state) 크리프 파괴역학 변수 

C*-적분을 통해 크리프 균열개시 및 진전을 예측하

는 모델이 제안되었다(3,4). 실험적 검증에 따르면 측

정된 크리프 균열개시 시간은 상당한 분산이 있지

만 많은 재료에 대해 C*와 잘 연관된다. 이러한 분

산은 재료 특성에 의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균열선단 

구속조건에 의한 것일 수 있다.
구속효과는 탄소성 파괴역학에서 광범위하게 연

구되었다. McClintock(5)은 균열선단 응력이 대규모 

항복 및 완전 소성 조건에서 형상 및 하중 모드에 

따라 달라짐을 보였다. 탄소성 조건의 구속효과에 

대해서 T-응력(6) 및 Q-응력(7), A2-응력(8)과 같은 여러 

파라미터들이 제안되었다. 크리프 조건의 경우, 
Budden과 Ainsworth(9)는 탄소성 조건에서 J-Q 접근 

방식을 C*-Q 접근 방식으로 확장했다. Wang(10)은 크

리프 균열개시 및 진전에 대한 균열 깊이의 영향을 

정량화 하기 위해 R-파라미터를 제안했다. Ma(11)는 

크리프 균열진전에 대한 면내(in-plane) 및 면외

(out-of-plane) 크리프 구속효과를 정량화 하기 위해 

Ac-파라미터를 제안했다. 이 파라미터는 균열선단 

등가 크리프 변형률 등고선의 면적을 기반으로 한

다. 더 나아가 구속효과에 대한 하중 크기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Q-파라미터(12)와 Q*-파라미터(13), R*-
파라미터(14)와 같은 다양한 하중 독립 파라미터들이 

제안되었다. 하지만 위에서 제시된 모든 구속효과 

파라미터들은 탄성-소성-크리프 FEA과 같은 상세

한 FEA를 필요로 한다. 또한 구속효과 파라미터들

을 얻기 위해 조밀한 균열선단 매쉬(mesh)가 짜여야 

한다. 더 나아가 균열진전에 따라 구속효과 파라미

터가 변화하기 때문에 균열이 진전할 때마다 다시 

구속효과 파라미터를 계산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

다. 그러므로 구속효과 파라미터를 FEA없이 수식적

으로 구하는 것은 상당한 이점을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탄성-소성-크리프 구속효

과 파라미터 Qc를 사용하여 크리프 균열개시 시간

에 구속효과가 미치는 영향을 정량화 하였다. Qc는 

천이(transient) 탄성-소성-크리프 균열선단 열림 응

력(15)과 Riedel-Rice 열림 응력(16,17)의 차이를 수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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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계산하여 구해진다. 제시된 접근 방식을 검증

하기 위해서 550도 Type 316H 스테인리스강 재료

의 두가지 시편에 대한 방대한 크리프 균열진전 실

험 데이터가 사용되었다. 2장에는 타기관에서 수행

된 크리프 균열진전 실험 데이터가 요약되었다. 3장
에는 새롭게 제안된 탄성-소성-크리프 구속효과 파

라미터 Qc가 제시되었다. 이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실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가 4장에 제시되어 있고, 
연구 결과가 5장에 요약되었다.

2. Type 316H 크리프 균열진전 실험 및 

C* 특성화

2.1 재료 물성

본 연구에서 Imperial College와 British Energy 
Generation Ltd(18,19)에서 수행된 550도 Type 316H 스테

인리스강 크리프 균열진전 실험이 고려되었다. 탄소성 

물성은 Ramberg-Osgood 식을 통해서 특성화된다.

0
0

N
e p

E
    


 

     
  (1)

여기서 E는 탄성 계수, 0는 항복강도를 말한다. 
a와 0 = 0 /E는 각각 무차원 상수와 정규화 변형률

을 의미한다. N은 소성 경화 지수다. 관련 탄소성 

물성 값들은 Table 1에 정리되었다.
크리프 물성은 Norton law 식으로 특성화 된다.

c nA  (2)

여기서 c 는 크리프 변형률 속도를 말한다. A와 

n은 각각 power-law 크리프 상수와 지수를 의미한

다. 관련 크리프 물성 값으로 Type 316H 스테인리

스강의 전체 크리프 물성을 이용한 이상화된 

power-law 크리프 물성(2,19)을 사용하였고, Table 1에 

요약되었다.

Table 1 Summary of elastic, plastic and creep material 
parameters of 316H stainless steel(2,19,20)

Elastic Plastic Creep

E
(GPa)  0

(MPa)  N A
(MPa-n h-1) n

130 0.3 190 6.84 3 2.80×10-30 10

(a)

(b)
Fig. 1 Schematics of (a) the compact tension (C(T)) and 

(b) the single-edge-notched bend (SEN(B)) 
specimen for creep crack growth testing

2.2 크리프 균열진전 실험

크리프 균열진전 실험으로 Compact-Tension(C(T)) 
시편과 Single-Edge-Notched-Bend(SEN(B)) 시편이 

고려되었고, 각각의 대표 시편 형상은 Fig. 1에 나타

냈다. 한계하중 PL의 0.84 ~ 1.46 범위의 하중 P이 

시편에 가해졌다. 한계하중은 항복강도를 기준으로 

하여 참고문헌 21과 22에 제시된 값으로 계산되었

다. 시편 형상 및 하중 조건, 실험 종료시간은 Table 2
에 정리되었다. 또한 Table 2에는 ASTM E1457(23)로 

계산된 재분배 시간 tT이 포함되었다. Table 2의 모

든 값은 참고문헌 19의 실험들을 출처로 한다.

2.3 C*를 이용한 크리프 균열개시시간 특성화

일반적으로 균열이 0.2 mm 또는 0.5 mm 진전하

였을 때의 시간을 크리프 균열개시 시간으로 정의

하므로, 본 논문에서 크리프 균열개시 시간을 t0.2 또
는 t0.5로 규정한다. Table 2에서 볼 수 있듯이 크리

프 균열개시 시간이 재분배 시간을 초과하므로, 크
리프 균열개시 시간은 C*-적분으로 특성화된다(4).

- /( 1)  - /( 1)* *
0.2 0.2 0.5 0.5   ;   

n n n n
exp expt D C t D C

 
        (3)

여기서 C*
exp는 실험으로 측정된 크리프 균열개시 

시간에서의 C*값이다. n은 크리프 지수다. 크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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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열개시 시간은 참고문헌 19을 참고하여 Table 2에 

정리되었다.
상수 Di(i = 0.2, 0.5)는 식 (3)을 통하여 개별 실험

에 대해 계산되었고 Table 3에 제시되었다. Di는 본 

논문에서 분석될 것이다.

2.4 NSW 개시 모델

Nikbin(3)과 Austin(4)은 크리프 균열개시 시간을 C*

로 특성화 하는 모델을 개발하였다. 그 모델은 Di에 

대한 예측식을 제시한다.

 
 

*
/( 1)

1/( 1)=
( 1)

f n n
i nn

c
D I a

n Ar

 
 

 (4)

여기서 a와 rc는 균열진전 길이와 크리프 지배 

영역 크기를 의미한다. In은 n에 의존하는 HRR장의 

적분 상수다(24)이며, f
*는 다축 크리프 연성이다. f

*

는 평면 응력(plane stress) 조건에서 단축 크리프 연

성 f값을 갖고, 평면 변형률(plane strain) 조건에서 

f/30값을 갖는다(25). 이 모델은 본 논문에서 NSW 
개시 모델이라 언급될 것이다.
참고문헌 19에 제시된 것처럼, NSW 개시 모델을 

사용한 크리프 균열개시 시간 데이터 특성화를 Fig. 2
에 나타냈다. Fig. 2의 C*값을 실험적으로 구하는 방

법은 참고문헌 19과 26에 제시되어 있다. Fig. 2를 

보면 실험 데이터가 평면 응력 조건의 NSW 개시 

모델을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다. 크리프 균열개시 

Table 2 Summary of experimental data used for analysis. Note that all data are reproduced from Ref. (19). The Group
is explained in Section 4. (C(T) 8 data corresponding to a = 0.2 mm is excluded because t0.2 < tT.)

Group W (mm) a0/W BN (mm) P (kN) P/PL tf (h) tT (h) t0.2 (h) t0.5 (h)
C(T) 1 50 0.53 20 20.0 1.01 1,221 168 340 750
C(T) 2 B, E 26 0.45 13 9.8 1.04 470 27 399 439
C(T) 3 E 26 0.45 13 10.7 1.14 119 4 79 104
C(T) 4 A 26 0.45 13 9.0 0.94 1,312 53 639 1,006
C(T) 5 D 26 0.46 10 8.7 1.18 856 84 644 767
C(T) 6 A 26 0.47 10 8.3 1.19 820 67 448 707
C(T) 7 D 26 0.46 10 8.6 1.17 933 65 635 840
C(T) 8 50 0.48 20 30.0 1.25 289 26 - 88
C(T) 9 B 50 0.45 15 26.5 1.26 309 11 225 255
C(T) 10 D 50 0.45 15 27.0 1.30 378 12 94 223
C(T) 11 B 50 0.45 15 26.0 1.24 126 6 67 110
C(T) 12 C 50 0.53 20 23.5 1.23 681 49 104 282
C(T) 13 50 0.45 20 26.8 0.96 434 37 130 312
C(T) 14 C 50 0.45 15 20.0 0.97 1,300 56 275 752
C(T) 15 104 0.45 40 123.6 1.06 1,037 96 439 578
C(T) 16 104 0.45 50 122.0 0.84 2,113 149 512 795
C(T) 17 D 104 0.45 30 106.8 1.23 334 20 61 115
C(T) 18 104 0.45 40 121.0 1.04 1,750 97 448 782
C(T) 19 104 0.45 30 77.5 0.89 218 10 62 99
C(T) 20 E 38 0.54 15 14.4 1.33 145 2 29 59
C(T) 21 A, C 38 0.52 15 13.3 1.13 1,081 44 161 486
C(T) 22 B, D 38 0.56 9 8.8 1.46 357 7 23 70
C(T) 23 D 38 0.54 16 15.5 1.43 170 13 62 118
C(T) 24 38 0.53 16 12.8 1.12 1,921 208 521 1,261
C(T) 25 38 0.52 16 13.7 1.14 1,589 123 376 932

SEN(B) 1 25 0.33 10 9.0 1.18 641 67 540 587
SEN(B) 2 25 0.33 10 7.6 0.98 6,522 600 3,433 4,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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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Values of D0.2 and D0.5 for creep crack initiation of the test data with the corresponding values of Qc.  The
Group will be explained in Section 4. (C(T) 8 data corresponding to a=0.2 mm is excluded because t0.2 < tT.)

Test name Group D0.2

(MPa0.9mm0.9h0.1)
D0.5

(MPa0.9mm0.9h0.1)
Qc

t0.2 t0.5

C(T) 1 3.32 19.97 0.453 -0.236
C(T) 2 B, E 125.49 430.75 -1.513 -2.196
C(T) 3 E 38.66 112.24 -1.066 -1.554
C(T) 4 A 20.84 101.88 -0.616 -1.262
C(T) 5 D 39.92 132.83 -0.529 -1.066
C(T) 6 A 12.57 77.14 -0.001 -0.772
C(T) 7 D 23.38 163.26 -0.268 -1.172
C(T) 8 - 10.74 - 0.379
C(T) 9 B 76.94 158.25 -0.638 -1.026
C(T) 10 D 14.66 48.60 0.316 -0.236
C(T) 11 B 22.90 51.57 -0.114 -0.485
C(T) 12 C 9.72 11.66 0.266 0.323
C(T) 13 6.77 23.48 0.055 -0.393
C(T) 14 C 12.54 36.95 -0.115 -0.490
C(T) 15 25.32 56.66 0.087 -0.299
C(T) 16 10.98 17.47 0.117 -0.053
C(T) 17 D 11.43 27.95 0.738 0.266
C(T) 18 17.61 32.02 0.243 -0.003
C(T) 19 26.23 57.89 -0.560 -0.916
C(T) 20 E 21.91 48.20 -0.460 -0.675
C(T) 21 A, C 5.93 17.59 0.208 -0.110
C(T) 22 B, D 6.48 14.95 0.495 0.301
C(T) 23 D 8.28 25.20 0.518 0.050
C(T) 24 4.19 14.64 0.461 0.062
C(T) 25 4.76 12.33 0.439 0.156

SEN(B) 1 104.02 217.69 -1.373 -1.710
SEN(B) 2 7.92 16.75 -0.181 -0.340

(a) (b)

Fig. 2 Correlations between creep crack initiation times ti and C*
exp using the NSW model: (a) t0.2 for a = 0.2 mm

and (b) t0.5 for a = 0.5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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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C*와 좋은 상관관계를 보이지만, 예측에 대한 

분산은 40 정도다. 이 분산은 식 (4)에서 제시된 것처

럼 상수가 아닌, Table 3에서 실험적으로 구해진 Di값

의 분산에서 알 수 있다. 고유의 분산이 크리프 균열

진전 실험에 존재할 수 있지만, 몇몇 분산은 균열선단

의 구속 정도 차이에 의해 야기된 것일 수 있다. NSW 
개시 모델에 균열선단 구속효과를 반영한다면 분산

을 줄일 수 있으며 이것이 본 논문의 핵심이다.

3. 탄성-소성-크리프 구속효과 파라미터 Qc

3.1 Qc 파라미터의 정의

본 연구에서 탄성-소성-크리프 조건에서 균열선

단 구속효과를 정량화 하기 위해 Qc 파라미터가 제

안되었다.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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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yy는 평면 변형률 탄성-소성-크리프 조건

에서 계산된 균열선단 열림 응력을 말한다. (yy)RR

은 평면 변형률 조건의 Riedel-Rice 열림 응력을 의

미한다(16). yy와 (yy)RR는 시간에 대한 함수이므로, 
Qc는 크리프 균열개시 시간에서 계산될 수 있다. Qc

는 평면 변형률 조건에서 천이(transient) 탄성-소성-
크리프 균열선단 열림 응력과 Riedel-Rice 열림 응

력의 차이다. 따라서, 높은 Qc값은 실 제 열림 응력

이 크고 높은 구속 상태를 의미한다.
식 (5)에서 r과 는 균열선단에서의 극 좌표계이며, 

Qc는 균열선단의 특정 거리(본 연구에서는, r = 0.1 
mm)에서 결정된다. 이 거리는 결정립 크기와 같은 

특성 치수와 관련이 있으며, Type 316H 재료의 결정

립 크기는 약 0.1 mm다. 특성 치수에 대한 불확실성

이 존재하지만, 다른 특정 거리(r = 0.05 mm 또는 r 
= 0.2 mm)를 선택했을 때, Qc의 변화가 미미함을 확

인하였다.
식 (5)는 Budden과 Ainsworth(9)가 제시한 Q-stress 

표현과 유사하다. Q가 아닌 Qc로 정의한 이유는 yy

와 (yy)RR를 결정하는 특정한 방법에 있다. 만약 실

제 응력 yy를 계산하기 위해서 탄성-크리프 FEA 또
는 탄성-소성-크리프 FEA가 필요하다면, Qc를 계산

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yy와 

(yy)RR는 수식에 근거하여 계산되며, 이는 3.2절과 

3.3절에서 설명될 것이다.

3.2 Riedel-Rice 열림 응력

크리프 균열진전 실험에 대해서, (yy)RR은 다음 식

을 사용하여 계산되었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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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C*
exp는 크리프 균열개시 시간(t0.2 또는 t0.5)

에서 하중 선도 속도(load line displacement rate) 측
정을 통하여 구해졌다. 이는 크리프 균열개시 시간

이 재분배 시간을 초과하고 정상(steady-state) 크리

프 상태이므로 타당하다. 식 (6)에서 0 = 190 MPa, 
A = 2.80×10-30 MPa-nh-1, n = 10 값이 사용되었다. In

과 는 참고문헌 24의 프로그램을 통해 구해졌으

며 그 값은 In = 4.54과 = 2.50이다.

3.3 천이 탄성-소성-크리프 균열선단 열림 응력

식 (5)에서 천이 탄성-소성-크리프 균열선단 열림 

응력 yy를 구하는 것은 본 논문의 핵심이다. Lee(15)

는 평면 변형률 조건에서 천이(transient) 및 정상

(steady-state) 탄성-소성-크리프 상태의 균열선단 열

림 응력을 수식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식을 제안했

다. 최종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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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변수에 대한 자세한 물리적 의미는 참고문헌 15에
서 찾을 수 있다. 식 (7)에서 ref은 참조 응력이며, 는 

재분배 시간 tred = J/C*에 의해 정규화 된 시간이다.

0
*   ;   ref

L red

P t C t
P t J

    
(8)

여기서 한계하중 PL은 항복강도 0을 기반으로 

EPRI 식(21,22)을 통해 구해졌다. J-적분은 Tada의 응

력확대계수 식(27)으로부터 구해진 탄성항과 EPRI 
식으로부터 구해진 소성항의 합으로 계산된다.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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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의 C*값은 EPRI 식이 사용되었다.
t→0인 극한의 경우(탄소성 조건), 식 (7)은 다음과 

같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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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Dref는 소규모 항복(small-scale-yielding) 조
건에서 정규화 된 열림 응력이다. Q는 하중 크기 

정도에 의해 정규화 된 Q-stress다. Q,N값은 소성 경

화 지수 N에서의 Q값을 의미한다. N에 대한 함수

인 무차원 파라미터 T는 소규모 항복 응력장과 

Hutchinson-Rice-Rosengren(HRR)장(28,29)의 차이를 반

영한다. N = 3에서 T = 0.21이다. (yy)HRR은 EPRI 
식의 탄소성 J값을 사용하여 쉽게 구할 수 있다.

t→∞인 극한의 경우(광범위 크리프 조건), 식 (7)
은 다음과 같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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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Fref는 정상 크리프 조건에서 정규화 된 열

림 응력이다. Q,n값은 크리프 지수 n에서의 Q값을 

의미한다. 식 (9)와 (11)에서 Q값은 참고문헌 15에 

제시된 방법으로 구해졌고, Table 4에 정리되있다.. 
식 (11)에서 C*값은 EPRI 식을 사용하였다.
계산된 파라미터들을 사용하여 식 (7)의 천이 탄

성-소성-크리프 균열선단 열림 응력 yy를 r = 0.1 
mm와 t = ti에서 결정했다.

Table 4 Summary of the Q values for two hardening 
exponent  N = 3 and n = 10

Specimen type a / W
Q

N = 3 n = 10

C(T)
0.45 0.16 0.06
0.50 0.12 0.05
0.55 0.08 0.03

SEN(B)
0.30 -0.24 -0.31
0.35 -0.19 -0.25

3.4 계산된 Qc 파라미터

고려된 실험들에서 균열이 0.2 mm와 0.5 mm만큼 

진전했을 때의 시간에 대응하는 Qc는 식 (5)를 통하

여 결정되었다. 계산된 Qc값은 Table 3에 정리되었

고, Fig. 3에 크리프 균열진전 시간에 따른 Qc값을 제

시했다. t0.2에 대하여 Qc는 -1.51 ~ 0.74의 범위를 갖

고, t0.5에서 -2.20 ~ 0.38의 범위를 갖는다. Fig. 3에서 

Qc는 크리프 균열개시 시간과 낮은 상관관계를 보인

다. 4장에서 Qc와 Di의 상관관계를 보일 예정이다.

(a)

(b)
Fig. 3 Variation of the Qc values with experimental 

creep crack initiation times: (a) t0.2 and (b) t0.5

4. 구속효과 파라미터를 이용한 특성화

식 (3)에서 D0.2와 D0.5는 균열이 0.2 mm와 0.5 mm 
진전했을 때의 크리프 균열진전 시간과 연관된다. 
Qc에 따른 D0.2와 D0.5의 변화가 Fig. 4에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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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4 Dependence of creep crack initiation times on the Qc parameter: (a) D0.2 for a = 0.2 mm and (b) D0.5 for 
a = 0.5 mm

(a) (b)

(a) (b)
Fig. 5 Test data analysis for Groups A-B: (a) relationship between t0.5 and C*

exp and (b) variation of D0.5 with Qc. 
Test data analysis for Groups C-E: (c) relationship between t0.5 and C*

exp and (d) variation of D0.5 with Q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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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에서 Qc가 증가함에 따라 D0.2와 D0.5값이 감소

한다. 이 상관관계는 다음과 같이 지수 함수로 근사

되었다.

0.2 Exp(1.71 2.60)cD Q  (12)

0.5 Exp(2.63 3.05)cD Q  (13)

이 근사식은 Fig. 4에 실선으로 나타나 있으며, 
D0.2와 D0.5의 R2값은 각각 0.74과 0.86이다. 
비록 Fig. 4의 결과는 Di와 Qc의 좋은 상관관계를 

보이지만, 5 정도의 분산이 여전히 존재한다. Qc 파
라미터가 크리프 균열개시 시간의 구속효과를 특정

할 수 있는지 검증하기위해, 비슷한 C*값의 실험 데

이터가 그룹화 되었다. 예를 들어, Fig. 5(a)에 보여

지는 것처럼, 0.2 mm의 균열진전에서의 비슷한 C*

값을 갖는 4개 실험들이 그룹 B로 선택되었다. 그룹 

B의 4개의 실험 데이터는 20 정도의 분산을 갖는다. 
Qc를 이용하여 구속효과를 고려하게 된다면, Fig. 
5(b)와 같이 그룹 B의 4개의 실험데이터의 분산은 2
정도로 줄어든다. 또한 Fig. 5(c)에 보여지는 것처럼, 
0.5 mm의 균열진전에서의 비슷한 C*값을 갖는 6개
의 실험들이 그룹 D로 선택되었다. 그룹 D의 6개의 

실험 데이터는 10 정도의 분산을 갖는다. Qc를 이용

하면 그룹 D의 6개의 실험데이터의 분산은 Fig. 
5(b)와 같이 2정도로 줄어든다. 마찬가지로, 각 균열

진전에서의 비슷한 C*값을 갖도록 선택된 그룹 A, 
C, E는 구속효과를 고려했을 시 분산이 줄어드는 

비슷한 결과를 보인다.
NSW 개시 모델은 특정한 C*값에서 크리프 균열

개시 시간 실험데이터와 차이를 보인다. NSW 개시 

모델에 구속효과 파라미터 Qc를 아래식과 같이 사

용한다면 크리프 균열개시 시간을 더 정확하게 예

측할 수 있다.

 
/( 1)* n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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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크리프 균열개시 시간에 대한 구

속효과의 영향을 정량화 하기 위해 새로운 탄성-소
성-크리프 구속효과 파라미터인 Qc를 제시하였다. 

Qc 파라미터의 적용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550℃에

서 Type 316H 스테인리스강의 C(T)와 SEN(B) 시편

에 대한 방대한 크리프 균열진전 실험 데이터를 분

석하였으며, 이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

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0.2 mm와 0.5 mm의 균열진전에서의 크리프 균

열개시 시간은 C*-적분에 의해 특성화 될 수 있으나 

최대 40배의 분산을 보였다.
2) NSW 개시 모델의 상수 Di는 새롭게 제시된 Qc 

파라미터와 지수 함수로 잘 상관되었다. 구속 상태

가 높아지는 것은 Qc 파라미터의 증가에 대응되었

으며 NSW 개시 모델의 상수 Di를 감소시켰다.
3) C*와 Qc 파라미터를 함께 사용한 결과 크리프 

균열개시 시간은 최대 5배의 분산을 보였으며, C*-
적분만 사용하였을 때보다 분산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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