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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설명

Favg : 10만 시간 크리프 파단을 야기하는 평균응력

에 적용하는 승수(multiplier)
Pb : 일차 굽힘응력강도,
PL : 국부 일차 막응력강도,
Pm : 일차 막응력강도,
(P+Q)range : 일차 및 이차하중에 따른 응력강도 범위

Q : 이차 막+굽힘 응력강도

S : 최대 허용응력,
SA : 열팽창 하중에 대한 허용응력범위,
SE : 변위하중 범위에 따른 응력,
Sh : 설계온도에서 재료 허용응력,
SPL : 국부 일차응력강도 제한치,
1 : 주축 좌표계에서의 최대 주응력,
2 : 주축 좌표계에서의 중간 주응력,
3 : 주축 좌표계에서의 최소 주응력

tj : 하중 type j에 따른 유지시간

tk : 하중 type k에 따른 유지시간

tl : 하중 type l에 따른 유지시간

Tj : 하중 j에 따른 크리프 수명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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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tegrity evaluations on a platen superheater were conducted as per ASME Section VIII Division 2(hereafter ‘ASME

VIII(2)’) which was originally used for design with implicit consideration of creep effects. A platen superheater subjected
to severe loading conditions of high pressure and high temperature at creep regime in a supercritical thermal plant
in Korea was chosen for present study. Additional evaluations were conducted as per nuclear-grade high-temperature 
design rule of RCC-MRx that takes creep effects into account explicitly. Comparisons of the two results from ASME
VIII(2) and RCC-MRx were conducted to quantify the conservatism of ASME VIII(2). From present analyses, it 
was shown that the design evaluation results exceeded allowable limits of RCC-MRx for the plant design conditions
although limits of ASME VIII(2) were satisfied regardless of operation time, which means that design as per ASME
VIII(2) might be potentially non-conservative in case of operation in creep range. A high-temperature design evaluation
program as per RCC-MRx, called ‘HITEP_RCC-MRx’ has been used and it was shown that pressure boundary components
can be designed reliably with the program especially for the loading conditions of long-term creep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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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 : 하중 k에 따른 크리프 수명시간

Tl : 하중 l에 따른 크리프 수명시간

1. 서  론

크리프 영역의 고온에서 가동되는 화력발전소의 

고온 압력용기 설계에 일반적으로 ASME Section 
VIII Division 2(1) (‘ASME VIII(2)’로 표기)가 사용되

고 있다. 그런데, ASME VIII(2)의 절차에서는 압력

용기가 장기간 크리프 영역에서 가동되는 경우 동 

설계 평가에서 크리프 유지시간을 명시적으로 고려

하지 않고 있어 고온 가동시간에 무관하게 동일한 

설계평가를 주는 기술 현안이 있다.(2,3)

반면 유럽에서 제4세대 원자로 설계에 널리 사

용되고 있는 원자력등급의 고온설계 기술기준인 

RCC-MRx(4)와 ASME Section III Division 5 
Subsection HB(5) (‘ASME-HB’로 표기)는 크리프 영

향을 명시적으로 고려하고 있어 가동시간에 따른 

크리프 손상 및 크리프-피로 손상 평가를 하고 있

다.(2, 6-8)

고온, 고압 환경에서 가동되는 초임계압 화력 현

장의 platen 과열기 헤더 및 연결된 전열관에서 균열 

또는 결함이 발생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있는데, 이
는 전체 화력 플랜트의 안전성 및 경제성을 저해하

는 중요 요인 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크리프 영역의 고온에서 장기간 

가동되는 압력용기의 설계기술기준으로도 활용되

고 있는 ASME VIII(2)의 상기 현안과 관련하여 국

내 초임계압 또는 초초임계압(USC) 화력의 과열기 

헤더 구조물을 대상으로 유한요소해석 기반 ASME 
VIII(2) 및 RCC-MRx를 따라 설계평가를 수행하고, 
결과를 비교 함으로써 ASME VIII(2)의 비보수성 현

안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자들은 선행 연구로서 고온 압력용기 및 

배관계통의 신뢰성 있는 설계 평가의 수행을 위해 

RCC-MRx의 절차를 전산화 한 HITEP_RCC-MRx(9)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동 프로그램을 RCC-MRx 기
술 기준의 개발 주도기관인 프랑스의 CEA에 기술

이전한 바 있다.(10) HITEP_RCC-MRx 프로그램은 
프랑스의 CEA가 프로그램 도입과 관련하여 검증

절차를 완료한 바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과열기 헤

더 구조의 고온 건전성 평가에 동 프로그램을 활용

하였다.

2. 과열기 구조의 설계조건 및 설계기술기준

2.1 과열기 구조의 사양 및 설계조건

초임계압 화력발전소에서 과열기(superheater)는 포

화증기 또는 습식 증기를 과열증기 또는 건식증기로 

변환시키는 기기이며, platen 과열기는 4-pass 매달린 형

태의 열교환기 (a pendant four-pass heat exchanger)이다.
국내 초임계압 화력발전소의 과열기 헤더 및 튜브의 

재료로는 FM(Ferritic-Martensitic)강인 P91강, P92강 

및 P12 강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평가 

대상인 초임계압 화력의 platen 과열기 헤더 구조는 

Fig. 1에와 같이 매우 복잡한 튜브 배열을 가진 형태이다.
과열기 구조의 사양은 Table 1과 같으며, 헤더측 

및 튜브측 출구의 설계조건은 Table 2에서와 같이 

대략 280기압, 518C의 고압 및 고온 조건이다.

Table 1 Specifications of a platen superheater header 
and tube

Position OD(mm) Wall 
t(mm)

Flow rate
(kg/s) Medium

Header-side
Inlet 406.4 63

714 Steam
Outlet 406.4 53.8

Tube-side
Inlet 50.8 6.9

1.4 Steam
Outlet 50.8 6.9

Fig. 1 Layout of reheat steam piping system in supercritical 
thermal power plant in Korea

Table 2 Design condition of a platen superheater structure

Position
Design Condition

Pressure (MPa) Temperature (℃)

Header-side
Inlet 28.12 472

Outlet 27.84 518

Tube-side
Inlet 28.12 472

Outlet 27.84 518
운전 Cycle : 41 회

유지시간 : 1,991 hr/cycle



67초임계압 화력 과열기 구조의 고신뢰도 건전성 평가 방법

2.2 고온 압력용기 설계기술기준

크리프 영역의 고온에서 가동되는 platen 과열기 

헤더구조의 설계에는 통상 비원자력등급의 압력배

관 설계기술기준인 ASME VIII(2)가 사용된다.
ASME VIII(2)을 따른 설계는 저온영역에서 가동

되는 압력기기 설계의 경우 신뢰성이 높지만, 크리

프 영역의 고온에서 장기간 가동되는 압력기기의 

경우에는 ASME VIII(2)가 크리프 영향을 암묵적

(implicit)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비보수적 설계평가

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3)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크리프 영향을 명시적(explicit)으로 
고려하는 원자력등급의 고온 설계 기술기준인 

RCC-MRx RB-3200(4)의 절차도 적용하고, 두 기술

기준을 따른 평가결과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ASME 
VIII(2)의 잠재적 비보수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ASME VIII(2)와 RCC-MRx 설계 기술기준의 특징

적 주요내용을 비교하였다. 먼저 ASME VIII(2)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SME VIII(2)의 전

체적 설계평가 절차는 Table 3에서와 같이 하중제어 

응력제한치(load-controlled stress limits) 기반이며 여

기에 추가로 피로해석 요건을 만족하면 설계 요건

은 충족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주요 관련 요건을 정

리하면 아래와 같다.

mP S (1)

L PLP S (2)

 L b PLP P S (3)

L b PSP P Q S   (4)

1 2 3 4     S (5)

여기서

Pm : 일차 막응력강도,
S : 최대 허용응력,
PL : 국부 일차 막응력강도,
Pb : 일차 굽힘응력강도,
Q : 이차 막+굽힘 응력강도,
SPL : 일차 및 국부 일차 응력강도 제한치,
SPS : 일차 및 이차 응력범위에 따른 응력강도 제한치

1 : 주축 좌표계에서의 최대 주응력

2 : 주축 좌표계에서의 중간 주응력

3 : 주축 좌표계에서의 최소 주응력

Table 3 Stress categories and limits of equivalent stress

ASME VIII(2)에서 고온 가동에 따른 크리프 영향

은 최대 허용응력(maximum allowable stress, S)의 결

정시 크리프를 우회적으로 고려하는 암묵적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압력용기 금속 벽면의 온도가 크리

프 영역의 고온일 때 설계평가에 사용하는 최대 허

용응력(S)은 다음의 세 가지 경우 중에서 최소값으

로 선택한다.
- 0.01%/1,000 h의 크리프 속도(creep rate)를 야기

하는 평균응력의 100%
- 100,000 시간에 파단을 야기하는 100 Favg% 평
균응력

- 100,000 시간에 파단을 야기하는 최소 응력의 

80%
여기서 Favg는 10만 시간에 파단을 야기하는 평균

응력에 적용하는 승수(multiplier)로서 815C 이하에

서는 0.67의 값을 갖는다.
ASME VIII(2)에서는 고온 유지시간의 영향이 최

대 허용응력(S)의 결정 과정에서만 암묵적으로 고려

되고 있어 고온에서의 유지시간 또는 가동시간이 

설계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중

요 기술현안이다.
반면 원자력등급의 고온 설계기술기준인 ASME-HB(5)

에서는 하중제어(load-controlled) 응력제한치에 대한 

규정으로서 최대 허용응력(S) 대신 시간 비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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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independent) 설계응력강도(Sm)와 시간의존 응

력강도(Smt)를 사용하고 있다. ASME-HB와 RCC-MRx
는 응력 제한치에 더불어 비탄성 변형률 및 크리프-피
로 손상요건도 충족되어야 설계가 만족되는 것으로 

판단한다.
과열기 구조에서 입구측의 과열기 헤더 및 튜브

는 P12강이고, 출구측의 과열기 헤더 및 튜브는 P91
강이다. P91강 및 P12강의 최대 허용응력(S) 및 시

간의존 응력강도(Smt)의 온도에 따른 변화 양상은 

Fig. 2에서와 같이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며, P12강의 최대 허용응력은 P91강 대

비 상당히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시간의존 응

력강도(Smt)는 Fig.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동시간

이 경과함에 따라 실제 관찰되는 물리 현상에서와 

같이 떨어지는 거동을 보이지만, 최대 허용응력(S)
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나 장기 가동 시

에는 적용에 중요 기술현안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2,6)

다시 말하면 설계허용 여부를 판단하는데 사용되

는 최대 허용응력은 고온 크리프 영역에 오랜 시간 

노출될 경우 시간경과에 따라 Fig. 3의 Smt와 같이 

감소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타당하지만, ASME 
VIII(2)의 최대 허용응력(S)는 가동 시간에 무관하게 

동일한 값을 유지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한편, 원자력등급의 고온 압력기기 설계 기술기준

인 RCC-MRx와 ASME-HB에서는 유지시간에 따른 

크리프 영향을 아래의 수식에서와 같이 명시적으로 

고려하여 크리프 손상(V), 크리프 파단손상(W) 및 

크리프-피로 손상(V+W)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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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ime dependency of maximum allowable stress 
(S) and time dependent design stress inten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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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등급의 고온 설계기술기준(4,5)에서는 일반

적으로 고온구조 설계가 만족되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 즉, 하중제어 응력요건, 변형률 요건 그리고 

크리프-피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여기서 하중

제어 응력요건은 시간 비의존 요건과 시간 의존 요

건으로 나뉜다.
그런데, ASME VIII(2) 기술기준을 고온 압력기기

에 적용할 때 ASME VIII(2)은 하중제어 응력(시간 

비의존)에 대한 요건(수식 (1)~(5))의 충족만을 요구

한다. 즉, 변형률 및 크리프-피로 손상에 대해서는 

요건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크리프 영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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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해지는(creep significant) 환경에서, 특히 장기간 

크리프 영역에서 가동 시 ASME VIII(2)이 고온 압

력기기의 설계기술기준으로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2,3)

3. 과열기 헤더 구조의 건전성 평가

가동 중인 초임계압 화력발전소 platen 과열기 구

조의 건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여기서는 3D 유한요

소해석을 수행하고, 해석결과를 활용하여 ASME 
VIII(2) 및 RCC-MRx 설계기술기준을 따른 건전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또한 두 결과의 비교 분석을 통

해 고온 크리프 영역에서 장기간 가동되는 압력기

기의 설계에서 ASME VIII(2)의 적용성과 기술현안

을 분석하였다.

3.1 과열기 헤더 구조의 배치도 및 해석 모델링

Platen 과열기 헤더 구조는 Fig. 1에서와 같이 매

우 많은튜브 배열(array)을 갖는 복잡한 형상이다. 
본 해석에서는 좌우 대칭성을 고려하여 Fig. 4에서

와 같이 1/2 모델에 대해 3D 유한요소(FE) 해석 모

델을 생성하고, 실제 배치도 기반 경계조건 및 하중

조건을 적용하였다.
Fig. 4의 3D FE 해석모델에서 입구측 및 출구측 

과열기 헤더와 전열관의 접합부는 Fig. 5에서와 같

은 형상이고, 고온 조건에 노출되는 출구측 헤더는 

P91강이고, 상대적으로 저온인 입구측 헤더는 P12
강이다.

Fig. 4 3D Finite element model of superheater header 
structure

과열기 헤더 구조의 3D 온도해석 결과는 Fig. 6에
서와 같이 전체적으로 출구측 과열기 헤더 및 튜브

는 518C 안팎의 고온 분포를, 입구측 과열기 헤더 

및 튜브는 477C 안팎의 저온 분포를 보였다.
또한 열 및 압력 하중 하에서 응력강도의 분포는 

Fig. 7에서와 같이 나타났고, 좌하부 전열관 경계조

건 설정 위치에서 최대 응력강도가 232MPa의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Fig. 5 Joint parts of outlet and inlet header to tubes

Fig. 6 Temperature distributions

Fig. 7 Distribution of stress intensity under thermal 
lo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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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ASME Section VIII Div.2를 따른 건전성 

평가

ASME VIII(2)을 따른 과열기 헤더 구조의 건전성 

평가에서는 하중제어 응력요건과 피로요건이 충족

돼야 한다.
하중제어 개념인 최대 허용응력(S) 기반의 요건 검

토와 관련하여 Table 3의 절차를 따른 건전성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과열기 헤더 구조에서 응력이 크게 

걸리는 대표적인 위치 두 곳인 Fig. 8의 단면 A와 Fig.  
9의 단면 B를 선정하여 응력 선형화(linearization) 작
업 및 ASME VIII(2)을 따른 설계평가를 수행하였다.

Table 3의 절차를 따른 ASME VIII(2)의 평가결과에

서 먼저 소성좌굴(plastic collapse)에 관한 평가 결과는 

Table 4에서와 같이 모두 허용치 이내인 것으로 나타

났고, 국부손상(local failure) 관련 평가결과는 Table 
5에서와 같이, 라체팅 관련 평가결과는 Table 6에서와 

같이 모두 허용치 이내에 들어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8 Linearization section A

Section B

Section B

Fig. 9 Linearization section B

Table 4 Protection against plastic collapse

Cut Category Calculated
(MPa)

Allowable
[MPa] Ratio Remark

A

Pm 0.0 165.8 0.000 
PL 165.6 248.7 0.666 

PL+Pb 165.6 248.7 0.666 inside
PL+Pb 165.6 248.7 0.666 outside

B

Pm 72.3 165.8 0.436 
PL 72.3 248.7 0.291 

PL+Pb 89.6 248.7 0.360 inside
PL+Pb 55.1 248.7 0.222 outside

Table 5 Protection against local failure

Cut Category Calculated
(MPa)

Allowable
[MPa] Ratio Remark

A σ1+σ2+σ3
171.0 663.2 0.258 inside

153.4 663.2 0.231 outside

B σ1+σ2+σ3
90.9 663.2 0.137 inside

90.5 663.2 0.136 outside

Table 6 Ratcheting assessment 

Cut Category Calculated 
 (MPa)

Allowable
(MPa) Ratio Remark

A P + Q 235.6 497.4 0.474 outside

B P + Q 165.4 497.4 0.333 outside

ASME VIII(2)의 평가결과에서 중요한 부분은 앞

에서 언급한 대로 크리프 영향을 암묵적으로 고려

하여 결정된 최대 허용응력강도(S) 기반의 본 평가

결과는 일단 설계 허용치를 만족하면 유지시간 또

는 가동시간에 무관하게 설계는 항상 만족되는 것

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이를 바꿔 말하면 고온 크리

프 영역에서 아무리 오랜 시간 동안 가동하여도 크

리프 영향이 없이 설계는 무조건 만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가동시간이 누적되어 감에 따라 파

손이 발생하는 실제 물리적 현상과 배치되는 것으

로, 장기간 고온 크리프 영역에서 가동되는 압력기

기의 설계에 적용하는 경우 ASME VIII(2)이 안고 

있는 중대 기술현안이다.
또한 ASME VIII(2)의 피로해석 요건과 관련해서

는 본 과열기 헤더 구조의 재료인 P91 및 P12강의 
피로강도 물성(11)이 고온에서는 제시되어 있지 않아 

ASME VIII(2)을 따른 고온에서의 피로 평가는 현 

ASME VIII(2) 버전에서는 불가한 실정이며, 이것도 

고온 압력기기 설계관련 ASME VIII(2)이 안고 있는 

또 다른 기술현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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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RCC-MRx를 따른 건전성 평가

본 연구에서는 크리프 영역의 고온에서 가동되는 

압력기기인 과열기헤더의 건전성 평가를 원자력 등
급의 RCC-MRx를 따라 수행하였다. RCC-MR의 전

체적 평가절차는 Fig. 10에 제시하였고, 크리프 관

련 수식은 Eqs. (6)~(8)에 제시하였다.
RCC-MRx를 따른 과열기헤더 구조의 설계평가에

서는 단조 증가하중에 대한 P type 손상과 반복하중

에 대한 S type 손상 평가를 수행한다.

Load-controlled 
stress limits

No cyclic loading?

creep negligible?

Type P damage
(monotonic loading)

Type S damage
(cyclic loading)

Yes

Creep- & creep
rupture- usage

creep negligible?

Negligible creep Significant creep

Ratcheting
Ratcheting rule

Or ‘3Sm’ rule

Creep-Fatigue
Fatigue

YesYes No No

Pm  Sm
PL  1.5Sm
PL+Pm 1.5Sm

UA,C(memb.)  1
UA,C(L+bend)  1
WA,C,D(memb.)  1
WA,C,D(L+bend) 1

P1  1.3Sm
P2 
1.31.5Sm

VA + WA  D

Loading Type

Load-controlled 
stress limits

Negligible creep Significant creep

Strain limits

Fig. 10 Flow diagram of RCC-MRx design evaluation

먼저 P type 손상의 크리프 무시 영역에서의 평가 

결과는 Table 7에서와 같이 모두 허용치 이내로 평

가되었지만, P type 손상의 크리프 영역에서의 평가 

결과는 Table 8에서와 같이 단면 A에서 크리프 손

상(creep usage, VA) 및 크리프 파단 손상(creep 
rupture usage, WA)에서 허용치를 크게 초과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크리프 손상 기구의 특성상 

크리프 손상을 일으키는 유지(sustained) 응력이 고

온에서는 조금만 증가하여도 크리프 파단수명이 크

게 감소하여 결과적으로 크리프 손상(VA) 및 크리프 

파단 손상(WA)이 허용치를 크게 초과할 수 있다는 

특성이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Table 7 Prevention of type P damages - Negligible creep
Section Temp.

(℃) Criteria Max Stress
(MPa)

Allowable
(MPa) Ratio

A 518

Pm 0 138.8 0.000

PL 167.3 208.2 0.803

PL+Pb 167.3 208.2 0.803

B 518

Pm 83.5 138.8 0.601

PL 83.5 208.2 0.401

PL+Pb 63.6 208.2 0.305

Table 8 Prevention of type P damages - significant creep 

Section Temp.
(℃) Criteria Usage 

Fraction Allowable Ratio

A 518

0.0 1 0.0
158.420 1 158.420

0.0 1 0.0
381.830 1 381.830

B 518

0.187 1 0.187
0.029 1 0.029
0.331 1 0.331
0.054 1 0.054

또한 S type 손상의 크리프 무시 영역에서의 평가 

결과는 Table 9에서와 같이 모두 허용치 이내로 평

가되었고, S type 손상의 크리프 영역에서의 평가 

결과는 Table 10에서와 같이 단면 A에서 크리프-피
로 손상이, 단면 B에서는 크리프-피로 손상은 Fig. 
11에서와 같이 허용치 이내이었지만, 응력제한치가 

허용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9 Prevention of type S damages – negligible creep
Section T (℃) Criteria Max stress

(MPa)
Allowable

(MPa) Ratio

A 518

P1 0.0 256.8 0.0
P2 167.25 385.2 0.434

Max(PL+Pb)+ΔQ 240.10 416.4 0.577
1.4641E-5 1 0.0

B 518

P1 140.84 256.8 0.548
P2 127.04 385.2 0.330

Max(PL+Pb)+ΔQ 228.73 416.4 0.549
3.6227E-7 1 0.0

Table 10 Prevention of type S damages - significant creep
Section T (℃) Criteria Max stress

(MPa)
Allowable

(MPa) Ratio

A 518

0 0.5 0.0
14.476 1 14.476
0.002

Fail
2.781

B 518

3.425 0.5 6.849
1.655 1 1.654

0.0
See Fig. 11

0.665

Fig. 11 Creep-fatigue damage 평가단면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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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ASME VIII(2)와 RCC-MRx를 따른 설계평

가를 비교해보면 ASME VIII(2)를 따른 설계평가에

서는 허용치가 모두 만족되었지만, RCC-MRx를 따

른 평가결과는 크리프 손상, 크리프-피로 손상 등의 

요건이 충족되지 못했다. 즉, 동 과열기헤더 구조의 

초기 설계 건설 시 RCC-MRx를 따라 설계하였다면 

설계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설계변경이 필요했겠지

만, ASME VIII(2)을 따른 설계에서는 모든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점이 중요 차이이다.
RCC-MRx도 통상 설계기술기준이 안고 있는 설

계 여유도가 내재되어 있어 설계초과가 바로 균열

로 발전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

는 크리프 영향을 묵시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ASME 
VIII(2)의 절차가 가동기간에 무관하게 크리프 영향

을 고려하고 있어 가동시간이 누적될수록 비보수적 

결과가 산출될 수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는 ASME VIII(2)의 절차를 따라 설계된 실

제 화력의 과열기헤더 구조에서 가동기간이 누적되

면서 결함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ASME VIII(2) 기술기준이 장기간 크리

프 영역의 고온에서 가동되는 압력기기 적용에 있

어 안고 있는 중요 기술현안으로 판단된다.

3.4 과열기헤더 구조의 건전성 향상 방안

크리프 영역의 고온에서 가동되는 압력기기인 과

열기 헤더의 설계 및 건전성 평가를 기존의 비원자

력등급인 ASME VIII(2)를 적용하는 대신 앞의 평가

결과에서 보듯이 원자력 등급의 RCC-MRx 또는 

ASME-HB를 따라 수행하는 것이 구조건전성의 향

상 관점에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ASME 
VIII(2)는 하중제어 응력 제한치에 대한 요건만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RCC-MRx를 따른 평가에서는 

변형률 및 크리프-피로 손상에 대한 요건도 요구하

고 있는 점이 두드러진 차이로, 실제 본 과열기헤더 

구조의 건전성 평가에서도 특히 크리프 손상 관련 

허용치가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크리프 영향을 무시할 수 없는 경우 크리프 영향

을 명시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원자력 등급의 고온

설계 기술기준을 따라 설계 또는 건전성 평가를 수

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이들 기술기준을 적용할 

경우 가동 중인 압력기기의 건전성 평가는 물론 잔

여 수명의 예측도 보다 신뢰성 있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응력집중 부위로서 취약부위로 분류되는 과

열기 헤더와 전열관 노즐부분에 대해 최적의 용접

공정(12)을 적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5. 결  론

현재 국내에서 가동 중인 초임계압 화력발전소 

내 구조건전성 관점에서 이슈가 되는 기기 중의 하

나는 고온 고압조건에서 가동되는 과열기 구조이

며, 과열기 구조 중에도 과열기 헤더 및 전열관이 

취약 구조로 분류된다. 본 연구에서는 가동 중인 화

력의 과열기 구조에 대해 먼저 최초 설계 시 적용했

던 ASME Section VIII Div.2의 기술기준을 따라 건

전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ASME VIII(2)는 크리프 

영향을 묵시적으로 고려하여 특히 가동기간이 누적

되어감에 따라 구조건전성 이슈가 제기된다는 기술

현안이 선행연구 결과 나타난 바 있었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크리프 영향을 명시적으

로 고려하는 원자력등급의 고온 기술기준인 

RCC-MRx의 절차를 따라 건전성 평가를 수행하고, 
평가 결과를 ASME VIII(2)의 결과와 비교하였다. 
ASME VIII(2)를 따른 건전성 평가는 고온 가동시간 

또는 유지시간에 무관하게 항상 기술기준을 만족하

는 결과가 산출된 반면 RCC-MRx를 따른 평가결과

에서는 크리프 손상 및 크리프-피로손상 등이 허용

치를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ASME VIII(2)를 따라 설계된 압력기기는 장기간 크

리프 환경의 고온에서 가동되는 경우 건전성 확보

를 위해 원자력등급의 기술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고, 이로부터 구조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유지 및 보수시기도 최적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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