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압력기기공학회 논문집 ISSN 1738-8333
제16권 제1호 2020년 6월 pp. 7483 http://dx.doi.org/10.20466/KPVP.2020.16.1.074

기호설명

Do : 배관 외경 
f : 총 N회 반복조건에 의한 응력범위 감소계수

Favg : 10만 시간 크리프 파단을 야기하는 평균응력

에 적용하는 승수(multiplier)
k : 일시적 하중 계수(1.15 or 1.2)
I : 배관 요소의 응력집중계수

MA : 기계적 하중에 의한 모멘트

MB : 일시적인 하중에 의한 모멘트,
MC : 열팽창에 의한 모멘트,
N : 열팽창 응력범위 발생 횟수

P : 설계압력,
SA : 열팽창에 대한 허용응력 범위,
Sc : 배관벽면 최저 온도에서 재료의 허용응력,
SE : 변위하중 범위에 따른 응력,
SL : 압력, 자중 및 다른 유지하중에 따른 경도방

향(longitudinal) 응력,
Sh : 배관벽면 최고온도에서 재료의 허용응력,
Sm : 벽면 평균온도에서의 허용응력,
S* : RB-3600에서 기계+열 하중 하에서의 허용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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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number of so-called ‘Type IV’ cracking was reported to occur at the welded joints of the P91 steel or P92 

steel reheat steam piping systems in Korean supercritical thermal power plants. The reheat steam piping systems 
are subjected to severe thermal and pressure loading conditions of coolant higher than 570C and 4MPa, respectively.
In this study, piping analyses and design evaluations were conducted for the piping system of a specific thermal 
plant in Korea and suggestions were made how structural integrity could be improved so that type IV cracks at
the welded joints could be prevented. Integrity evaluations were conducted as per ASME B31.1 code with implicit 
consideration of creep effects which was used in original design of the piping system and as per nuclear-grade RCC-MRx
code with explicit consideration of creep effects. Comparisons were made between the evaluation results from the
two design rules. Another approach with modification or reduction of the redundant supports in the piping systems 
was investigated as a tool to mitigate thermal stresses which should essentially contribute to prevention of Type 
IV cracking without major modification of the existing piping systems. In addition, a post weld heat treatment method
and repair weld method which could improve integrity of the welded joint of P91 steel were investig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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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j : 하중 type j에 따른 유지시간

tk : 하중 type k에 따른 유지시간

tl : 하중 type l에 따른 유지시간

tn : 공칭 두께

Tj : 파단응력 곡선에서 j에 따른 크리프 수명시간

Tk : 파단응력 곡선에서 k에 따른 크리프 수명시간

Tl : 파단응력 곡선에서 l에 따른 크리프 수명시간

Z : 단면계수(section modulus)

1. 서  론

고온･고압 환경에서 가동되는 국내 초임계압 

(supercritical) 화력발전소의 P91강 소재 재열증기 

배관(reheat steam pipe) 계통에서는 Tee 배관 용접부

위에서 소위 ‘Type IV’ 균열이라는 균열이 지속적으

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발전소의 경제성 및 안전

성을 크게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P91강 재질의 국내 초임계압 화력

발전소 재열증기 배관계통에 대해 먼저 플랜트 건

설 시 사용되었던 배관 설계 기술기준을 따라 건전

성 평가를 수행하고, 재열증기 배관계통의 건전성

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현재 고온 화력 배관계통의 설계 기술기준으로는 

통상 고온 크리프 영향을 암묵적 (implicit)으로 고려

하는 ASME B31.1(1)을 적용해오고 있는데, 이 절차

에서는 설계평가 결과가 고온 가동시간에 무관하게 

동일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특히 크리프 영역에

서 장기간 가동을 할 경우에는 비보수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3)

본 연구에서는 먼저 화력발전소 압력 배관의 설

계에 실제 적용되었던 ASME B31.1을 따라 현재 가

동 중인 특정 화력 플랜트의 재열증기 배관계통에 

대해 건전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크리프 영

향을 명시적 (explicit)으로 고려하는 원자력 등급의 

고온 배관 설계기술기준인 RCC-MRx RB-3600(4)를 

적용하여 고온배관의 거동을 평가하고, 동 결과를 

ASME B31.1의 평가 결과와 비교 분석하였다. 미국의 

고온 설계 기술기준인 ASME Section III Division 5 
Subsection HB(5)의 배관설계 기술기준(HBB-3600)은 

미완성이어서 적용이 불가한 상태이다.
크리프 영역에서 가동되는 고온 배관의 ASME 

B31.1.을 따른 설계와 관련하여 크리프 영향을 직접

적으로 고려하는 연구는 본 논문의 주저자 주도하

에 제4세대 원자로 배관계통을 대상으로 일부 수행

된 있지만(2), 화력발전소의 고온 배관계통에 대해서

는 지금까지 수행된 바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

다. 본 연구에서는 크리프 영역의 고온에서 가동되

는 국내 초임계압 화력발전소의 재열증기 배관계통

을 대상으로 B31.1을 따라 설계평가를 수행하고, 보
수성을 정량화하였다.
또한 가동 중인 화력 재열증기 배관계통의 건전

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서 기존 배관계통

의 배치에서 지지구조의 위치 변경 또는 일부 지지

구조의 제거를 통해 배관계통의 건전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P91강 또는 P92 강 재질의 재열증기 배관계통 용

접부에서는 Type IV 균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데(6-8), Type IV 균열의 발생 가능성을 저감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는 몇 가지를 고려할 수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취약부위인 용접부를 열처리하여 조직을 

안정화시키는 것이다.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리스강

에 비해 P91강의 용접부는 조직이 불안정하여 용접

부후열처리(PWHT)는 FM강(Ferritic Martensitic 
steel)의 용접에서는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공정이

다. 후열처리는 통상 재결정 온도 이하의 온도에서 

수행하지만, FM강의 경우 용접부가 특히 취약하기 

때문에 재결정 온도 이상의 온도에서 Type IV 균열

의 예방을 위해 PWNT(post weld normalizing 
tempering) 후열처리 기법을 적용하면 미세조직이 

초기화되는 효과가 있어 용접부의 건전성이 상당히 

개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었다.(9) 가동중인 플랜트의 

경우 현장 적용이 가능하다면 동 PWNT 후열처리

법의 적용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2. 재열증기배관계통의 설계조건 및 

설계기술기준

2.1 재열증기 배관의 사양 및 설계조건

국내 초임계압 화력발전소의 재열증기 배관계통

에는 Cr-Mo강 계열의 FM(Ferritic-Martensitic)강인 

P91강 및 P92강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해석의 대상인 화력발전소의 재열증기 배관은 

Table 1에서와 같이 외경이 822mm, 660mm 이고, 
두께가 각각 31mm, 26mm인 후육 대구경 P91강 배

관이다.



76 이형연･이제환･최현선

초임계압 화력발전소 재열증기 배관계통의 설계 

및 가동 조건은 Table 2에서와 같이 고온･고압이며, 
배관계통은 4.41MPa의 고압에서 575˚C의 고온 냉

각재에 노출되기 때문에 크리프 및 크리프-피로 손

상이 중요 평가대상이며 따라서 이들에 대한 신뢰

성 있는 평가가 요구된다. 
재열증기 배관계통은 기동-가동(정상상태)-정지

의 순환 사이클을 겪는데, Table 2에서와 같이 한 번

의 하중 사이클에서 정상상태 가동시간은 1,991시
간, 기동-정지 사이클은 41회를 겪은 국내의 화력 

배관이 평가대상이다. 따라서 본 건전성 평가에서 

고려한 크리프 및 크리프-피로 손상 평가와 관련하

여 고온 정상상태에서의 가동시간은 81,631시간

(9.32년)이다.

2.2 고온배관 설계기술기준

크리프 영역의 고온에서 가동되는 재열증기 배관

계통의 설계에는 비원자력등급의 압력배관 설계기

술기준인 ASME B31.1이 적용되었다. ASME B31.1은 

크리프 영향을 암묵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장기간 

크리프 환경의 고온에서 가동될 경우 비보수적 설계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3)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크리프 영향을 명시적

(explicit)으로 고려하는 원자력 등급의 고온 배관설

계기술기준인 RCC-MRx RB-3600의 절차도 병행 

적용하였다. 이들 두 설계기술기준의 특징을 간략

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ASME B31.1을 따른 압력배관의 설계에서는 3개

의 주요 수식이 사용된다. 식(1)은 기계적 하중에 대

한 요건으로 유지(sustained) 하중의 특성을 지니는 

자중, 압력 및 기계적 하중에 대한 요건이며, 식(2)는 

일시적 하중(occasional load)에 따른 응력요건으로 

지진을 포함한 일시적 하중에 대한 요건이다. 또한 

식(3)은 변위하중 범위에 따른 응력요건으로 열팽창 

하중 및 다른 형태의 이차하중에 따른 요건이다. 식
(1)~식(3) 외에 SA 및 f 인자는 각각 식(4)와 (5)에서와 

같다. 기계적 하중에 대한 식(1)에서의 허용응력치는 

배관벽면 최고 온도에서의 허용응력이고, 일시적 하

중에 대한 식(2)에서의 허용응력치는 배관벽면 최고 

온도에 일시적 하중계수를 고려한 허용응력이며, 고
온 열하중에 대한 식(3)에서의 허용응력치는 식(4)의 

응력범위 감소계수를 고려한 응력범위이다.

(1)

(2)

(3)

(4)

(5)

여기서

SL : 압력, 자중 및 다른 유지하중에 따른 경도방

향(longitudinal) 응력,
P : 설계압력,
Do : 배관 외경

Z : 단면계수(section modulus)
tn : 공칭 두께

Table 1 Specifications of reheat steam pipe

System Material Size OD(mm) t (mm) Weight (kg/m) Node

Reheat steam pipe SA-335 P91
DN800 822 31 597.02 550

DN650 660 26 397.51 370

Table 2 Design and operation condition of reheat steam pipe

Piping system
Design condition Operating condition

Pressure (MPa) Temperature (˚C) Pressure (MPa) Temperature (˚C)

Reheat steam pipe 6.18 602 4.41 575

 No. of cycles : 41

Hold time : 1,991 hr / 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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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 배관벽면 최고 온도에서 재료의 허용응력

SA : 열팽창에 대한 허용응력범위,
Sc : 배관벽면 최저 온도에서 재료의 허용응력,
SE : 변위하중 범위에 따른 응력,
MA : 기계적 하중에 의한 모멘트,
MB : 일시적인 하중에 의한 모멘트,
MC : 열팽창에 의한 모멘트,
I : 배관 요소의 응력집중계수,
k : 일시적 하중 계수(1.15 or 1.2),
f : 총 N회 반복조건에 의한 응력범위 감소계수

N : 열팽창 응력범위 발생 횟수

ASME B31.1에서 크리프 영향은 최대 허용응력

(maximum allowable stress)의 결정시 크리프를 우회

적으로 고려하는 암묵적 고려 방법을 채택하고 있

다. 배관의 온도가 크리프 영역의 고온일 때 설계평

가에서 설계 허용여부를 판단하는데 사용되는 최대 

허용응력(S)을 다음의 세 가지 조건 중에서 최소값

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크리프의 영향을 간접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 0.01%/1,000 h의 크리프 속도를 야기하는 평균

응력

- 100,000시간에서 파단을 야기하는 100 Favg% 평
균응력

- 100,000 시간에서 파단을 야기하는 최소 응력의 

80%
여기서 Favg는 10만 시간에 파단을 야기하는 평균

응력에 적용하는 승수(multiplier)로 815˚C 이하에서

는 0.67이다.
위에서 보면 ASME B31.1에서는 고온 유지시간

의 영향이 최대 허용응력(S)의 결정 과정에 명시적

으로 고려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고, 이에 따라 

ASME B31.1을 따른 설계평가에서는 고온에서의 

유지시간 또는 가동시간에 무관하게 설계평가가 결

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실제 현상을 제대

로 모사하지 못한다는 기술현안을 내포하고 있어 

B31.1로 설계된 화력의 고온배관에 대해서는 높은 

신뢰도를 요구하는 원전의 경우에도 이행하지 않는 

표면복제법(replica)을 크리프 손상 관련 강화된 비

파괴검사 방법의 하나로서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원자력등급의 고온설계 기술기준인 ASME 

Section III Division 5 HBB(5)에서는 최대 허용응력

(Sm) 대신 시간의존 응력강도(Smt)를 하중제어

(load-controlled) 응력제한치 체크에 사용하고 있다.

시간의존 설계 응력강도(Smt)는 상기 최대 허용응

력강도(S)와는 달리 Fig. 1에서와 같이 설계응력강

도(S) 곡선과 시간의존 응려강도(St) 곡선을 중첩한 

후 하한(lower bound)값을 취한 것으로(빨강 점선), 
하중제어 응력제한치의 허용여부의 검토에 활용되

고 있는 물성치이다. 여기서 St는 크리프 파단응력

(Sr), 3차 크리프 유발 응력 및 1%의 총 변형률을 유

발하는 응력 중 최소값을 취해 결정되는 시간의존 

응력강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ASME B31.1을 따를 경우 최대응

력강도(S)가 시간의존적 크리프 특성을 모사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원자력등급의 ASME-HB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간의존 응력강도(Smt)의 적용성도 

검토해보았다. 즉, ASME B31.1의 절차는 그대로 적

용하되 최대 하용응력(S)대신 시간의존 응력강도

(Smt) 물성치를 활용할 경우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Fig. 1 Design stress intensity of Sm, time-dependent design 
stress intensity of St and Smt in ASME Section 
III for P91 steel

한편, 원자력등급의 고온 배관 설계 기술기준인 

RCC-MRx의 RB-3600(4)에서는 유지시간에 따른 크

리프 영향을 아래의 수식에서와 같이 명시적으로 

고려하여 크리프 손상(U), 크리프 파단손상(W) 및 

크리프-피로 손상(V+W)을 평가한다.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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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여기서 jt , kt 는 각각 하중 타입 j, k, l에 따른 유지

시간, Tj, Tk, Tl은 파단응력 곡선에서 j, k, l의 허용 

시간(duration), N, M, p, m은 다른 하중 타입의 수, 
ni 는 하중 사이클의 반복 횟수, Ni는 설계 허용 사이

클 수이다.
원자력 등급의 고온 설계기술기준(4,5)에서는 일반

적으로 고온구조 설계가 만족되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 즉, 하중제어 응력요건, 변형률 요건 그리고 

크리프-피로 요건의 충족을 요구한다. 여기서 하중

제어 응력요건에는 시간비의존 요건과 시간의존 요

건으로 나뉜다.
그런데, ASME B31.1 기술기준을 고온 배관에 적

용할 때 B31.1은 하중제어 응력(시간 비의존)에 대

한 요건(수식 (1)~(3))의 충족만을 요구한다. 즉, 변
형률 및 크리프-피로 손상에 대해서는 요건을 제시

하지 않고 있으며, 이것은 ASME B31.1이 고온 배

관의 설계 기술기준으로 적용하기에 충분하지 않으

며, 크리프 영역에서, 특히 장기간 가동 시 비보수적 

결과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2,3)

3. 재열증기배관계통의 건전성 평가

가동 중인 초임계압 화력발전소의 재열증기 배관계

통대상 건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먼저 유한요소법을 이

용한 배관해석을 수행하고, 해석결과를 활용하여 후처

리 과정에 해당되는 배관설계 기술기준을 따른 건전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적용 설계 기술기준으로는 실제 

화력 건설 시 적용했던 비원자력등급의 ASME B31.1
을 먼저 적용하고, 동 평가결과를 원자력등급의 

RCC-MRx를 따른 평가결과와 비교 분석하였다.

3.1 재열증기 배관의 배치도 및 해석 모델링

재열증기 배관계통의 개략 배치도는 Fig. 2에서와 

같이복잡한 배관 형태인데, 본 연구에서는 Fig. 2의 

점선 영역을 해석 대상으로 정했으며, 동 영역을 확

대하여 경계조건 및 배관지지 개념도를 보여주는 그

림은 Fig. 2의 우측에서와 같다. 동 유한요소 해석 모

델에서 경계조건 및 절점 번호는 Fig. 3에서와 같다.
가동 화력의 재열증기 배관계통에서 균열이 빈번

히 발생한 곳은 Tee 배관의 용접부이기 때문에 본 

배관해석에서는 특히 Tee 부분의 거동을 비중있게 

다루었다.

Fig. 2 Layout of reheat steam piping system in supercritical 
thermal power plant in Korea

27 March 2020Slide 6

550

370

Fig. 3 Boundary conditions and nodal points in the reheat 
steam piping system

3.2 ASME B31.1을 따른 건전성 평가

하중제어 최대 허용응력(S) 기반의 기술기준을 채

택하고 있는 ASME B31.1을 따라 재열증기 배관계통

의 건전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통상 FM강을 사용하

는 재열증기 배관계통에는 P91강 또는 P92강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P92강은 P91강 대비 고온 크리프 강

도가 개선된 FM 계열의 내열강인데, 두 재료 간 최대 

허용응력강도(S)를 비교해보면 Fig. 4에서와 같이 

200˚C 이하의 저온과 450˚C 이상의 고온에서는 P92
강이, 200˚C에서 450˚C 사이에서는 P91강이 상대적

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10). 앞에서 언급한 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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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ime dependency of maximum allowable stress (S) 

and time dependent design stress intensity (Smt)

ASME B31.1 절차에서는 최대 허용 응력강도(S)가 

고온 영역에서는 크리프 영향을 암묵적으로 고려하

여 결정되지만, Fig. 5에서와 같이 유지시간 또는 가

동시간에 무관하게 일정하다는 현안이 존재한다.
한편 앞서 언급한 ASME-HB의 시간의존 설계응

력강도 Smt가 P91강의 경우 Fig. 4에서와 같이 상온

에서 540˚C까지는 최대 허용응력(S) 대비 더 크게 

나타나며, Fig.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크리프 영향과 

관련하여 가동시간의 경과에 따라 Smt는 크리프 영

향이 반영되어 감소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지만, S
의 경우 실제 거동과는 다르게 일정 값을 유지함을 

알 수 있다.
ASME B31.1을 따른 건전성 평가 결과와 관련하

여 재열증기 배관계통의 재질이 P91강일 경우 

B31.1을 따른 평가 결과는 Table 3에 제시한 바와 

같이 모든 위치에서 허용치를 만족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다만, Tee 위치인 절점 370에서 열하중에 

따른 평가결과는 허용치의 98.9%로 여유도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한편 재열증기 배관계통 

재질이 만일 P92강이었다면 재열증기배관계통의 

평가 결과는 Table 4에서와 같이 나타났고,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허용치 대비 최대치가 0.930으로 나

타나 재질이 P91강 대비 설계 여유도가 약간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ASME B31.1의 최대허용응력(S) 대신 

시간의존 응력강도(Smt)를 적용하는 경우의 평가 결

과는 Table 5에서와 같이 허용치 대비 최고 86.7%로 

설계 여유도가 더 커진 결과를 주고 있다. 
Smt는 Fig. 5에서와 같이 최대 허용응력 S 대비 가

동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허용 응력강도가 감소하는 

실제 현상을 반영한 시간의존 물성치이며, 여기서는

Table 3 Evaluation results based on maximum allowable 
stress (S) according to ASME B31.1 for P91 steel 
piping

Code
Equation 

Node
Point

Calculated
(MPa)

Allowable
(MPa)

Ratio Location

Eq. 1

640 33.73 65.0 0.519 Straight Pipe

250 33.42 65.0 0.514 Straight Pipe

560 32.94 65.0 0.507 Tee

525 32.44 65.0 0.499 Elbow

Eq. 3

370 223.66 226.25 0.989 Tee

550 207.07 226.25 0.915 Tee

D120 168.02 226.25 0.743 Elbow

D125 160.67 226.25 0.710 Elbow

Table 4 Evaluation results based on maximum allowable 
stress (S) according to ASME B31.1 for P92 steel 
piping

Code
Equation 

Node
Point

Calculated
(MPa)

Allowable
(MPa)

Ratio Location

Eq. 1

640 33.73 77.0 0.438 Straight Pipe

250 33.42 77.0 0.434 Straight Pipe

560 32.94 77.0 0.428 Tee

525 32.44 77.0 0.421 Elbow

Eq. 3

370 223.66 240.5 0.930 Tee

550 207.07 240.5 0.861 Tee

D120 168.02 240.5 0.699 Elbow

D125 160.67 240.5 0.668 Elb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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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Evaluation results based on time-dependent design 
stress intensity (Smt) according to ASME B31.1 

Code
Equation 

Node
Point

Calculated
(MPa)

Allowable
(MPa) Ratio Location

Eq. 1

640 33.73 56.4 0.598 Straight Pipe

250 33.42 56.4 0.593 Straight Pipe

560 32.94 56.4 0.584 Tee

525 32.44 56.4 0.575 Elbow

Eq. 3

370 223.66 257.85 0.867 Tee

550 207.07 257.85 0.803 Tee

D120 168.02 257.85 0.652 Elbow

D125 160.67 257.85 0.623 Elbow

최대 벽면온도 575˚C, 총 가동시간 81,631시간에서

의 물성치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유지시간 또는 가

동시간의 누적에 따라 크리프 영향을 고려할 수 있

기 때문에 최대 허용응력(S)보다는 물리적으로 더 

실제에 가까운 설계 물성치임을 보여주고 있다.

3.3 RCC-MRx를 따른 건전성 평가

본 연구에서는 추가적으로 고온 크리프 영향을 명

시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원자력 등급의 RCC-MRx를 

따라 재열증기 배관계통의 건전성 평가를 수행하였

다. 크리프 관련 수식은 Eqs. (6)~(8)에 제시되어 있다.
재열증기 배관계통에서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부분은 Fig. 3에서 Reduced Tee 부분인 절점 370과 

Tee 부분인 절점 550의 위치이다. Reduced Tee 절점 

370에서 RCC-MRx RB-3600을 따른 설계 평가 결과

는 Table 6에서와 같이 3Sm, 변형률, 크리프 손상, 
피로 손상 및 크리프-피로 손상에서 허용치를 초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크리프 영향을 암묵적

으로 고려하고 있는 ASME B31.1을 따른 평가결과

와는 크게 대조되는 것이며, 유지시간 또는 가동시

간이 증가함에 따라 크리프 손상을 명시적으로 고

려할 수 있는 평가절차에 따른 결과로서 ASME 
B31.1의 평가절차가 장기간 크리프 영역에서 가동

될 경우 비보수적 평가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수식에 의한 평가(design-by-formula) 절차

를 채택하고 있는 RB-3600에서는 일차 막응력강도

(Pm)와 일차 막응력+굽힘응력 강도 (Pm+ PL), 기계

하중 및 열하중에 따른 강도에 대한 Sm+ Sb는 

RB-3600에 제시된 복잡한 형태의 수식을 따라 평가

한다. S*는 RB-3600에서 기계하중 및 열 하중 하에

서의 허용응력이다.
한편 절점 550의 Tee 배관부분에서의 평가결과는 

Table 7에 제시하였으며, 동 결과도 Table 6에서와 

유사항목들에서 허용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Table 6 Evaluation results for node 370 (reduced 
Tee) from HITEP_RCC-Pipe program
Evaluation Items Calculated Limit value Remark

P Type
Damage

Negligible
Creep

Pm < Sm 56.704 113.5 OK!!
Pm + Pb < 1.3Sm 35.238 113.5 OK!!

Sm + Sb < S* 42.01 107.14 OK!!

Significant
Creep

U(ΩPm) 0.7045 1 OK!!
U(Pm+Pb) 0.0317 1 OK!!

W(1.35Pm) 0.3424 1 OK!!
W[1.35(Pm+ΦPb)] 0.0135 1 OK!!

S Type
Damage

Negligible
Creep

P1 < 1.3 Sm 166.39 209.97 OK!!
P2 < 1.3 x 1.5 Sm 130.74 266.66 OK!!

Max(Pm + Pb) + Max q(j,j') 
< 3 Sm

503.96 340.5 Fail

Fatigue Damage 0.0049 1 OK!!

Significant
Creep

εplastic + εcreep (1.25 P1) < 1 % 573.38 1 Fail
εplastic + εcreep (1.25 P3) < 2 % 89.16 2 Fail

Fatigue Damage 0.0346 0.0206 Fail
Creep Damage 1.5972 0.9518 Fail

Table 7 Evaluation results for node 550 (Tee) from 
HITEP_RCC-Pipe program

Evaluation Items Calculated Limit value Remark

P Type
Damage

Negligible
Creep

Pm < Sm 56.704 113.5 OK!!
Pm + Pb < 1.3Sm 35.364 113.5 OK!!

Sm + Sb < S* 112.96 107.14 Fail

Significant
Creep

U(ΩPm) 0.7045 1 OK!!
U(Pm+Pb) 0.0325 1 OK!!
W(1.35Pm) 0.3424 1 OK!!

W[1.35(Pm+ΦPb)] 0.0138 1 OK!!

S Type
Damage

Negligible
Creep

P1 < 1.3 Sm 200.67 209.97 OK!!
P2 < 1.3 x 1.5 Sm 157.98 266.66 OK!!

Max(Pm + Pb) + Max q(j,j') 
< 3 Sm

717.23 340.5 Fail

Fatigue Damage 0.0125 1 OK!!

Significant
Creep

εplastic + εcreep (1.25 P1) < 1 % 2494.3 1 Fail
εplastic + εcreep (1.25 P3) < 2 % 382.58 2 Fail

Fatigue Damage 0.067 0.0206 Fail
Creep Damage 3.0881 0.9518 Fail

RCC-MRx를 따른 이들 평가결과를 보면 ASME 
B31.1을 따른 평가결과가 가동시간에 무관하게 항

상 허용치를 만족하는 반면 원자력 등급의 설계 기

술기준인 RCC-MRx를 따른 평가결과에서는 변형률 

및 크리프-피로 손상 등에서 허용치를 초과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고온 크리프 영역에서 가동

되는 배관의 설계에 ASME B31.1을 적용하는 경우 

비보수적 배관설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음을 보

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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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열증기배관의 건전성 제고 방안

4.1 원자력 설계기술기준의 적용

ASME B31.1은 당초 크리프 영향을 고려해야 하

는 고온(P91강 기준 375°C 이상, 316 스테인리스강 

기준 425°C) 영역에 들어가지 않거나 크리프 영역

에 들어가는 경우에도 잠깐 들어가는(negligible 
creep) 배관을 대상으로 개발이 되었다. ASME는 차

츰 화력의 고온 배관이 크리프 영역의 고온에 노출

됨에 따라 하중제어 응력 기반 묵시적(implicit)으
로 크리프 영향을 고려하는 설계평가 절차를 제시

하였고, 현재 화력 배관은 B31.1의 절차를 따라 설

계를 수행해오고 있다. 그러나 효율향상을 위해 개

량 화력이 점진적으로 개발되어 현재 가동 중인 초

초임계압(USC) 발전소의 경우 593˚C 이상의 증기

를 사용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개발이 진행 중인 

극초임계압 화력은 열효율 46%, 증기온도 700˚C 
이상의 증기를 사용하는 등 온도가 증가하는 추세

에 있다. 
본 연구에서 평가 대상인 초임계압 발전소의 재

열증기배관(575°C, 4.41 MPa)의 경우 크리프

(significant creep) 영역에서 가동되기 때문에 암묵적

으로 creep 영향을 고려하는 기술기준은 크리프 영

역에서 장기간 가동할 경우 설계기술기준이 제시하

는 허용치를 초과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온 

화력에서는 이와 같은 현안이 존재하기 때문에 원

전에서는 적용하지 않는 발전소 현장에서의 표면복

제법(replica) 및 원주방향 크리프 변형률 측정

(Overhaul 기간 중) 등의 보다 강화된 비파괴 검사법

을 적용해오고 있다. 
어느 정도의 설계 여유도가 내재돼 있어 설계허

용치의 초과가 바로 파손(failure)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간 크리프 영역에서 가동되는 가동

중 신뢰성의 제고를 위해서는 3장에서 보는 바와 같

이 고온 크리프 영향을 명시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원자력 등급의 RCC-MRx(4)를 따라 설계 또는 건전

성 평가를 수행할 필요성이 있다. 미국의 고온설계 

기술기준인 ASME-HB(5)에는 고온 배관에 대한 설

계 평가절차가 아직 미완성인 상태이므로 프랑스의 

고온 배관설계기술기준으로서 제4세대 원자력시스

템 및 핵융합로 배관계통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RCC-MRx의 배관 기술기준인 RB-3600을 적용할 

수 있다. RCC-MRx의 RB-3600을 적용할 경우 가동 

중인 배관의 건전성 평가는 물론 잔여 수명의 예측 

및 유지 보수시기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신뢰성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

4.2 배관 지지구조 변경을 통한 건전성 제고

가동 중인 플랜트의 일부 배관에서는 배관의 지

지구조물이 과도하게 설치되어 있어 이것이 배관의 

열팽창을 구속함에 따른 열응력 상승의 결과를 가

져와 전체 배관건전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

고 있다.
국내 재열증기 배관계통의 설계에서도 Fig. 6에서

와 같이 배관의 수평방향으로 구속되어 있는 지지

구조물을 제거할 경우 열팽창 응력의 저감으로부터 

배관계통의 건전성에 영향이 있는 지 먼저 ASME 
B31.1을 따라 평가를 수행하였다. 평가결과는 Table 
7에서와 같이 절점 370 및 550에서 허용치 대비 계

산결과는 0.437 및 0.273으로 Table 4에서의 0.930, 
0.861 대비 설계 여유도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RCC-MRx를 따른 평가결과에서는 지지구

조물의 제거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 지에 대해서

도 RCC-MRx 평가과정을 전산화한 프로그램인 

HITEP_RCC-MRx(10)를 활용하여 평가를 수행하

였다.

(a) Piping with lateral support

(b) Piping after removal of lateral support
Fig. 6 Elimination of lateral support to reduce thermal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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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Evaluation results for node 370 with elimination 
of support according to ASME B31.1 (P92)

Code
Equation 

Node
Point

Calculated
(MPa)

Allowable
(MPa) Ratio Part

Eq.1

640 33.79 65.0 0.520 Straight Pipe

250 33.41 65.0 0.514 Straight Pipe

560 32.88 65.0 0.506 Tee

525 32.46 65.0 0.499 Elbow

Eq.3

370 98.97 226.25 0.437 Tee

550 61.71 226.25 0.273 Tee

D120 117.58 226.25 0.520 Elbow

D125 111.27 226.25 0.492 Elbow

Table 8 Evaluation results for node 370 with elimination 
of support from HITEP_RCC-Pipe program

Evaluation Items Calculated Limit value Remark

P Type
Damage

Negligible
Creep

Pm < Sm 56.704 113.5 OK!!
Pm + Pb < 1.3Sm 36.022 113.5 OK!!

Sm + Sb < S* 31.995 107.14 OK!!

Significant
Creep

U(ΩPm) 0.7045 1 OK!!
U(Pm+Pb) 0.0366 1 OK!!
W(1.35Pm) 0.3424 1 OK!!

W[1.35(Pm+ΦPb)] 0.0157 1 OK!!

S Type
Damage

Negligible
Creep

P1 < 1.3 Sm 120.01 209.97 OK!!
P2 < 1.3 x 1.5 Sm 95.307 266.66 OK!!

Max(Pm + Pb) + Max q(j,j') 
< 3 Sm

279.71 340.5 OK!!

Fatigue Damage 0.0017 1 OK!!

Significant
Creep

εplastic + εcreep (1.25 P1) < 1 % 46.827 1 Fail
εplastic + εcreep (1.25 P3) < 2 % 9.0383 2 Fail

Fatigue Damage 0.0185 0.0236 OK!!
Creep Damage 0.7393 0.9448 OK!!

Table 9 Evaluation results for node 550 (Tee) with 
elimination of support from HITEP_RCC-Pipe 
program

Evaluation Items Calculated Limit value Remark

P Type
Damage

Negligible
Creep

Pm < Sm 56.704 113.5 OK!!
Pm + Pb < 1.3Sm 44.217 113.5 OK!!

Sm + Sb < S* 41.185 107.14 OK!!

Significant
Creep

U(ΩPm) 0.7045 1 OK!!
U(Pm+Pb) 0.1393 1 OK!!

W(1.35Pm) 0.3424 1 OK!!
W[1.35(Pm+ΦPb)] 0.0632 1 OK!!

S Type
Damage

Negligible
Creep

P1 < 1.3 Sm 151.68 209.97 OK!!
P2 < 1.3 x 1.5 Sm 99.891 266.66 OK!!

Max(Pm + Pb) + Max q(j,j') 
< 3 Sm

263.09 340.5 OK!!

Fatigue Damage 0.0015 1 OK!!

Significant
Creep

εplastic + εcreep (1.25 P1) < 1 % 278.99 1 Fail
εplastic + εcreep (1.25 P3) < 2 % 12.462 2 Fail

Fatigue Damage 0.0177 0.0222 OK!!
Creep Damage 0.757 0.9481 OK!!

분석 결과 절점 370에서의 평가결과는 Table. 8에
서 보는 바와 같이 Table 6의 결과 대비 평가결과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3Sm 및 크리프-피
로 손상치가 허용치 내로 들어왔고, 응력수준도 상

당히 저감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절점 550에서의 

평가결과도 Table 9에서와 같이 Table 7 대비 평가

결과가 크게 개선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로부터 가동 중인 플랜트 배관의 설치 상황에

서 배관계통의 지지구조를 크게 수정하지 않고 과

도하게 설치되어 있는 배관지지구조물을 제거하는 

것만으로도 열응력을 상당히 완화시킬 수 있고, 이
로부터 배관계통의 건전성을 상당히 제고할 수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기재열배관의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으

로는 위에서 언급한 원자력 설계기술기준의 적용, 
배관 지지구조 변경을 통한 건전성 제고 방안 이외

에도 특히 용접부에 대해미세조직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는 재결정 온도 이상의 고열에서 후열처리 기

법을 적용할 수 있다.(11)

배관의 가상결함에 대해 배관의 두께효과를 고려

한 결함 예방기술에 대한 연구가 수행된 바 있다.(12)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고온·고압 조건에서 가동되는 국

내 초임계압 화력발전소 내 P91강 재질인 재열증기 

배관계통에서 균열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동 

배관계통에 대해 배관해석을 수행하고, 설계 기술

기준을 따라 평가한 후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

안에 대해 고찰하였다.
건전성 평가는 설계 및 가동조건을 고려하여 비원

자력등급의 ASME B31.1 및 원자력등급의 RCC-MRx 
RB-3600을 따라 수행하였다. 당초 재열증기배관계

통은 ASME B31.1을 따라 설계가 이루어졌고, 이를 

따른 건전성 평가는 고온 가동시간 또는 유지시간

에 무관하게 B31.1을 만족하는 비보수적 결과가 산

출되었다. 반면 원자력등급이며, 크리프 영향을 명

시적으로 고려하는 RCC-MRx를 따른 평가결과에서

는 비탄성 변형률과 크리프-피로손상에서 허용치를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계단계에서부

터 원자력등급의 RCC-MRx를 적용했다면 배관의 

설계가 달라졌을 것이고, 그러면 배관에서의 균열

발생 예방도 가능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현재 국내에서 가동 중인 초임계압 고온화

력 배관계통의 경우 과도하게 지지구조물이 설치되

어 그것이 열응력 증가에 따른 구조건전성의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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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본 연구에

서는 기존 배관계통에서 불필요한 하나의 지지구조

를 제거함으로써 열응력을 완화시키고, 건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례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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