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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I. 제  목 : 중수로 피더관 및 핵연료채널 열화진단 기술개발

II.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중수로 가동년수가 증가함에 따라 원전 주요 부품이 열화됨으로 이에 

대한 원인 규명과 탐지기술 및 감시기술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특

히 피더관과 핵연료채널은 중수로 원전의 중요한 핵심부품이므로 중점적

으로 취급하여 향후 발생가능한 문제점에 대처하고 대책수립을 함으로 중

수로 안전성 향상에 기여코자 하 다.

  중수로 피더관은 감육 현황과 중․장기적 관리 대책 수립을 목적으로 

FAC(Flow Accelerated Corrosion)에 의한 감육인자 특성 규명 및 감육예

측 모형 개발을 내용으로 피더관 관리의 표준화 및 현장 적용에 활용할 

목표로 연구를 수행하 고, 핵연료 채널은 새로운 비파괴 기술인 원거리

장 와전류기술(RFECT)를 적용하여 기존 검사기술에 대하여 보완할 수 있

도록 하 고, 또한 중수로 운전 중에도 추가 센서의 부착 없이 노내중성

자 검출기(ICFD) 센서에 대한 온라인 진동측정을 통한 이상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코자 하 다. 

III.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중수로 원전의 피더관 및 핵연료채널에 대한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3개 분야로 나누어 단계 연구를 수행하 다.

  - 피더관 감육예측 모형개발 분야

  - RFEC(Remote Field Eddy Current) 결함탐지 기술개발 분야

  - ICFD(In Core Flux Detector) 잡음신호분석 분야

 

 피더관 감육예측 모형개발 분야에서는 월성원전 전호기의 피더관 관련 

DB구축 및 피더관 관리 전산프로그램 설계, 월성 1호기 전채널에 대한 두

께측정 실시 및 잔여수명 평가, 월성 원전 전호기의 중․장기적 관리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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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수립, AECL과 공동으로 empirical 모델인 FACRAN(Flow Accelerated 

Corrosion Rate ANalysis) 모델 개발, 피더관의 CFX 4.2 전산코드에 의한 

유동 해석 및 감육인자 특성 규명을 위한 가시화 실험장치 제작 및 중수

로 수질조건에서의 FAC 모사 실험 loop 제작 등을 수행하 다.

  RFEC 결함탐지 기술개발 분야에서는 우선 RFECT 자료 수집과 핵연료채

널 검사기술을 CIGAR 장비를 중심으로 분석하 고, 이를 바탕으로 기존 

검사를 보완할 수 있는 RFECT 기술현황을 분석하 고 검사에 필요한 

Probe 설계요건을 검토한 다음 핵연료채널 결함탐지 최적 설계인자 도출

에 필요한 수치해석을 체적적분법과 유한요소법을 활용하여 최적의 코일

간 거리와 사용 주파수를 결정하여 핵연료채널의 가터 스프링 탐지와 압

력관과 칼란드리아관 사이의 간격 측정을 수행하 다. 또한 RFEC 신호의 

감도가 미약하기 때문에 증폭 기능과 잡음제거 기능이 우수한 RFEC 용 특

수 Pre-Amplifier 설계/제작하 고, 이 신호를 수집하기 위한 알고리즘 

개발과 이동조건을 제어하기 위한 System Control과 탐상장치를 제작하여 

실험을 수행하 다. 그리고 핵연료채널에서 탐지된 결함과 처짐에 대한 

향 평가를 역학적으로 계산하여 보았다. 

  ICFD 잡음신호분석 분야에서는 중수로용 노내중성자 검출기(ICFD)의 잡

음신호를 분석하여 신호계통 및 핵연료채널계통(핵연료 채널구조물 및 센

서튜브 구조물)에 대한 건전성 감시기술을 개발하 다. 노내중성자 신호

를 이용한 원자로 잡음해석기술은 원자로의 정상상태 운전중에 발전소에 

전혀 향을 주지 않으며, 부가적인 센서를 설치하지 않고서도 원자로내

부구조물의 구조적, 열수력적 건전성을 감시할 수 있는 기술이다. 위 기

술을 적용하여 핵연료 채널계통의 진동특성을 파악하 으며, 핵연료채널

계통의 결함특성에 대한 시뮬레이션 및 온라인 결함탐지를 위한 비정상상

태 신호분석 기법을 개발하 다. 그 결과 핵연료채널의 센서튜브의 경우 

기본 고유진동 주파수의 범위가 약 2.5∼3.8 Hz 으며, 핵연료채널의 경

우에는 약 5∼6 Hz 다. 그리고 garter spring 및 지지조건에 대한 결함

이 있을 경우 핵연료채널의 기본고유진동수가 최대 40%까지 감소할 수 있

음을 알았으며, 결함탐지를 위한 비정상상태 신호분석 기법으로서는 

Choi-Williams 및 Wavelet 변환기법을 적절히 병행하는 것이 추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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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개발 결과 및 활용에 대한 건의

  중수로 피더관의 경우 피더관 관리 전산프로그램 설계함으로 월성 원전 

전호기의 피더관 이력 및 잔여수명 평가에 대한 전산화와 관리 표준화를 

수립하 고 특히 월성 1호기 피더관의 수명평가에 대한 차기 검사프로그

램에 적용함으로 연구결과가 충분히 활용되었다.(대상부서 : 월성 1발전

소 기계부) 또한 피더관 유동 가시화 실험 및 FAC 모사실험을 통하여 FAC 

감육인자 특성 규명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 고 이의 활용이 기대된다. 그

리고 피더관 유동시험과 고온고압 회전전극 시험은 국내에서 수행한 실적

이 없으며, 본 과제를 통하여 대학에서 위탁과제로 수행하 다. FAC 감육

은 중수로 피더관뿐만이 아니라 원전 2차 계통 탄소강 배관과 기타 기기, 

증기발생기 내부구조물의 주요 손상기구이고 아울러 증기발생기 전열관 

부식을 억제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처방 중 하나가 FAC 반응으로 생성되

는 철산화물 슬러지 유입 량을 줄이는 것인바, FAC 관련 기반연구는 그 

활용분야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300℃ 고온고압 3000rpm 회전전

극 회전전극은 비교적 간단하게 원전 구조재료의 부식환경에 미치는 유속

의 향을 평가할 수 있는 유력한 기술인바, 향후 다양한 부식연구에 활

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고 현재 특허 출원을 준비중이다. 구체적인 적

용 예로는 한수원이 월성 원전 3,4호기 운 허가 심사 미결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규제기관에 제출하고, 향후 현장의 관리 프로그램에 반 할 

예정인 바, 원자력 안전성 향상에 확실히 기여하 다.

  RFEC 기술을 이용한 검사용 원거리장 와전류 탐촉자 국산화 개발하

고, 이를 통하여 한수원이 구입한 핵연료채널 검사장비를 활용하여 새로

운 기술을 현장에 적용함으로써 기존검사에 보완적으로 핵연료채널 외부

계통의 안전성 검사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핵연료채널의 안전성평가를 

위해 채널 주변의 접촉상태와 이상상태를 탐지할 수 있는 검사기술을 확

보함으로 채널의 처짐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대한 위해도를 

평가할 수 있는 처짐 모델을 개발함으로 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으며 잔여

수명도 예측할 수 있도록 기본연구결과로서 활용할 예정이다.

  가압중수로형 원자로 내부구조물의 계측기 결함 및 핵연료 채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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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상태를 감시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가압경수로형을 포함

한 국내원전 전반에 대한 원자로 잡음신호 분석기술의 자립을 이룩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이 기술을 적용하여 ICFD를 이용한 건전성 탐

지 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할 예정이며, 월성 1-4호기의 핵연료 

채널 열화에 대한 감시에 활용하면 효과적인 예방 정비 및 대응방안 수

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가동년수의 증가에 따른 핵연료 채널의 

교체 시기 및 교체부위를 감시할 수 있으며, 결함의 조기탐지가 가능

함. 따라서 발전소의 운  및 정비, 보수료를 크게 절감할 수 있으며, 

원전의 안전성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그리고 원전의 진보된 

잡음신호 분석 기술을 국내의 일반 플랜트에도 확대 적용할 수 있을 것

이다. 현재 국내에 4 기를 포함하여 세계적으로 총 31 기의 중수로형 

원전이 가동되고 있으며, 중국을 포함한 개발도상국에서 10 기의 중수

형 원전이 건설 중에 있다. 따라서 ICFD 잡음신호 분석기술을 지속적으

로 연구, 개발하여 국내의 기술자립을 이룩하고, 선진국들과 협력하여 

개발도상국으로의 기술수출도 도모하고자 한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가동중인 중수로 원전의 안전성 확보 및 수명관리

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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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U M M A R Y

I. Project Title : Diagnostic Technology for Degradation of Feeder 

Pipes and Fuel Channels in CANDU Reactor

II. Object and Necessity of the Project

  Degradation of critical components of nuclear power plants has 

become important as the operating years of plants increase. The 

necessity of degradation study including detection and monitoring 

technology has raised its head. Because the feeder pipes and the 

fuel channels are particularly one of the critical components in 

CANDU nuclear plant, they are treated as a major research target in 

order to counteract the possible problems and establish the 

counterplan for the improvement of CANDU reactor safety. 

  For the purpose of construction of a management program for feeder 

pipes, a wall thinning analysis was performed in Wolsung units. A 

model for prediction of feeder wall thinning caused by FAC in CANDU 

reactor was developed. The object of feeder research is the 

standardized application of a Feeder Wall Thinning management 

program. For the safety of fuel channel, RFEC(Remote Field Eddy 

Current) technology, which is one of newly developed 

NDT(Nondestructive Testing) method was introduced to complement the 

conventional inspection techniques, CIGAR (Channel Inspection and 

Gauging Apparatus for Reactor). The on-line vibration measurement 

using installed ICFD(In-Core Flux Detector) sensors during the 

operation of reactor was developed as one of the structural 

integrity monitoring technique.

III. Contents and Scope of the Project

  To ensure the integrity of feeder pipes and fuel channels in CAN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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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clear plant, the following 3 research tasks were performed in the 

first stage.

  - Development of a model for prediction of feeder wall thinning

  - Development of RFEC detection technology

  - Development of ICFD noise signal analysis

  For the research area of feeder pipes, construction of database 

and design of a computer program for the management of feeder pipes 

in Wolsung units were performed. Remaining life of feeder pipes was 

estimated from the thickness data measured at the Wolsung unit 1 

during 1996-2001 overhauls. A long-term management program for 

Wolsung Units was constructed. Flow dynamic analysis by the CFX 4.2 

code and manufacture of an experiment loop to visualize flow-line in 

a feeder pipe was also evaluated. A mock-up loop for the FAC(Flow 

Assisted Corrosion) test under the CANDU primary water condition was 

manufactured. 

  For the research area of inspection technique for fuel channels 

using RFEC technique, a state-of-art of RFEC were investigated and  

current inspection technology for fuel channel by CIGAR equipment 

were reviewed and analysed in order to improve it with RFEC 

technology. The design requirements of RFEC probe were reviewed and 

the optimal design parameters, inter-coil spacing and operation 

frequency, were determined using the numerical analysis such as 

VIM(Volume Integral Method) and FEM(Finite Element Method). Garter 

spring detection and gap measurement of fuel channels were 

experimented with the optimal design parameters. Because the RFEC 

signal is very weak in amplitude, a special pre-amplifier which has 

high dB gain and noise reduction function were designed and 

manufactured. An algorithm for RFEC data acquisition was developed 

and system control for scanning the probe were made to perform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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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ment. In order to evaluate deflection(sag) of fuel channel due 

to irradiation growth and creep, engineering estimation was 

attempted. 

  The structural integrity monitoring technique to the PHWR's fuel 

channel system (ICFD tubes and fuel channel) has been developed 

through the reactor noise analysis using ICFD signals. Firstly, the 

validation of the sensor system has been performed using ICFD noise 

in frequency domain. Secondly, the technique to extract the 

vibration characteristics of the sensor tubes and fuel channels has 

been developed, in which the fundamental natural frequencies of the 

sensor tubes and the fuel channels are found to be 2.5∼3.8 Hz and 

5∼6 Hz, respectively. The structural modelling and fault simulation 

of the fuel channel has been also implemented. The results showed 

that the frequency of the fault channel could be decreased to 

maximum 40%. In addition, the fuel channel's mock-up has been 

designed based on the theory of the similitude. Lastly, benchmark 

test on the non-stationary signal analysis techniques were followed. 

Thus it has been observed that the Wavelet transform and/or the 

Choi-Williams distribution techniques be more preferable in the case 

of detecting transient(fault) signals. 

IV. Results of the Project and Suggestion for Application

  For the research area of feeder pipes, a computer program for the 

manangement of feeder pipes on Wolsung units was designed and 

developed and computerization and standardization for the primary 

feeder pipe management was finally established. In particular, the 

next inspection program of feeder pipes in Wolsung unit 1 will adopt 

this research results. By flow visualization and electrochemical 

corrosion test which supply the fundamental data, the mechanism of 

the Feeder Wall Thinning was understood and will be utilized for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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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of feeder pipes. 

  RFEC probes for inspection of fuel channels were developed and 

localized. RFEC technology can be applied in the field inspection 

with some modification of KHNP equipment and can be a complement 

method of fuel channel inspection for improving the safety. 

Furthermore, for the safety evaluation of fuel channels, the  

inspection technology for the detection of abnormal condition around 

fuel channels can be secured to check the contact between the 

calandria tube and the liquid injection nozzle. To ensure the 

degradation of the abnormal condition, the sag model will be 

developed in order to evaluate the integrity and remaining life of 

fuel channels.

  We established the reactor noise analysis techniques related to 

not only PWR reactor internals but also PHWR fuel channel system's 

vibration monitoring. Furthermore, we are going to develop a 

vibration monitoring system as well as to construct the database on 

the dynamic faults through in-depth developing of the corresponding 

structural models. We expect this technique will effectively 

contribute to the preventive maintenances. The main objective of 

this technology is to have a capability to judge the core regions to 

be checked for the replacement and early detection of the faults. 

Therefore the results could contribute to the enhancement of the 

nuclear safety. The methodology could be applied to the integrity 

monitoring for general power plant systems. Four PHWR units in Korea 

and 31 units in the world are in operation. Presently we plan to 

consistently upgrade the ICFD noise analysis technology and make 

efforts to proceed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The technologies developed in this study could contribute to the 

nuclear safety and estimation of the remaining life of operating 

CANDU nuclear power pl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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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중수로 원전의 운전 년수가 증가함에 따라 기기나 부품이 열화되어 고

장 확률이 높아지고 있어서 원전 안전성 확보 및 신뢰성 향상과 직결된 

구조 건전성 평가 기술 개발은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고 국내에는 4기의 

중수로 원전이 가동 중에 있으며 앞으로 추가 호기를 건설할 계획이 있어 

중수로 원전의 피더관과 압력관에 대한 건전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중

수로 주요 핵심부품인 피더관과 핵연료채널은 관심을 가져야 하고 이것에 

대한 연구개발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구체적인 사고 사례를 통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확인하여보면, 피더

관의 경우 캐나다 Point Lepreau 원전에서 1996년 11월 말 S-08 핵연료 

채널의 출구 feeder의 첫 번째 곡관 부위에서 균열이 벽면을 따라 축방향

으로 발생되었으며 이 균열을 통하여 중수가 누출되었다. 사고시 배관 파

단전 경보시스템이 동작되어 원자로를 안전하게 정지시킬수 있었다. 균열 

원인은 침부식으로 인한 감육과 S-08 채널에 작용한 특수하중으로 인한 

응력부식균열로 밝혀졌다. Feeder pipe의 감육현상은 CANDU 원전 모두에

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핵연료 채널에 대한 사례로는 1983년도 8월 

캐나다 Pickering 2호기에서 핵연료 채널의 Garter Spring의 이동에 따른 

압력관과 칼란드리아 관이 접촉하여 생성된  Hydride Blister에 의한 파

단 사고가 발생하여 전 핵연료 채널을 교체한 바 있고 이후 CIGAR 장비를 

개발하여 가동중검사를 수행하고 있으나 검사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

에 정기보수기간에 10개 미만의 핵연료 채널만이  검사가능한 실정이다. 

따라서 확율론적인 안전성 평가만이 가능하며 전체 380개의 핵연료 채널

을 검사가 보수기간 중에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현재까지 월성 1호기의 경

우 1990-94 년까지 44개 핵연료 채널만이 검사된 실정이다. 핵연료 채널

에 대한 온라인 감시기술로는  PWR 발전소의 경우 NIMS(NSSS 구조건전성 

감시계통)를 이용하여 핵연료집합체를 포함한 원자로 내부구조물 계통의 

구조건전성에 대한 감시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중수로(CANDU) 원전의 

경우에는 내부구조물 계통이 매우 복잡하여 구조건전성에 대한 감시활동

이 더욱 중요하게 판단되어지나 NIMS와 유사한 감시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외국에서는 노내계측기(ICFD, In-Core Flux Det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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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잡음신호를 주기적으로 측정, 분석함으로써 감시활동을 대신하고 있

다. 즉, ICFD의 잡음신호 분석을 이용하여 계측신호 계통의 건전성 및 핵

연료 채널의 구조적인 열화현상(칼란드리아 튜브의 체결력 저하, garter 

spring의 이탈 또는 sagging 등)에 의하여 교체 또는 정비해야할 핵연료 

채널의 위치를 알아내어, 정비/보수 기간의 단축과 더불어 결함의 조기 

탐지로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활동을 꾸준히 수행해오고 있

다.(A.D. Lane et al,1978; D.Mosey, 1985; B.A Cheadle et al, 1988; 

N.C.Brekel, 1986; O.Gloeckler, 1996) 또한 외국에서는 발전소의 상업가

동 직후부터 원자로 계통의 잡음신호들을 이용한 각종 감시활동을 지속적

으로 수행하고 있으나,(S.A. Usmani; W.G Morison; O.Gloeckler, 1994) 

국내에서는 가압경수로형의 경우에도 일부만 간헐적으로 수행하고 있으

며, CANDU 원전의 경우에는 그 시도마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현재 4기의 CANDU형 신•구 원자로가 동시에 가동되고 있는 국내에서는, 

핵연료 채널의 동적거동에 대한 baseline 데이터의 확보를 위하여 ICFD 

잡음신호 분석기술 개발이 절실히 필요하다.

  중수로 피더관은 탄소강으로 제작되어 원전가동환경에서 FAC (Flow 

Accelerated Corrosion)반응에 의한 감육(wall thinning)이 진행한다. 원

전 2차계통 탄소강배관에서는 FAC에 의한 감육이 오래 전부터 중요한 손

상원인으로 부각되었으나 중수로 피더관에서는 FAC 감육속도가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하여 별도의 관리체계가 수립되지 않았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부터 피더관의 감육이 예상보다 심각하여 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손상원인임을 인지하기 시작하여 원자로 출구 hub 후단 피더관 1

차 굽힘 (first bend) 위치의 두께 측정을 위한 가동중검사를 착수하

다. 월성 1호기의 경우 1996년 11주기 O/H(11.58 EFPY)부터 검사를 수행

하고 있다. 월성 2,3,4호기는 1주기 O/H부터 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

나 원전별 380개 채널 피더관을 모두 고려해야하는 바 피더관 감육특성에 

대한 이해와 예측모델이 없이 검사에만 의존하는 관리프로그램으로는 건

전성 확보를 위한 확실한 검증논리를 수립하기가 어렵다. 뿐만 아니라 채

널별 잔여수명을 평가하고 취약채널에 대한 대응방안을 사전에 수립해야

하는 현장의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한 기술적인 기반이 매우 부족한 실

정이다. 이러한 사유로 월성 3,4호기 운 허가심사에서 피더관의 감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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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사항으로 분류되어 운 자인 한수원은 후속조치를 개발하여 규제기관

에 제출할 계획이다. 즉, 월성 1,2,3,4호기 피더관 감육에 대한 적절한 

관리프로그램은 주요 안전성 현안이다. 적절한 관리프로그램이란 안전성

을 검증하기 위한 검사, 취약채널에 대한 잔여수명 평가 및 조치계획 등

을 모두 포함한다. 

  본 연구과제중 피더관 감육분야는 이러한 현장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취약 피더관을 선정하고 잔여수명을 예측할 수 있는 예

측모델을 개발코자 수행한다. 세부적인 연구내용으로는 피더관 감육 관련 

DB 구축 및 잔여수명 평가와 최적 관리방안을 수립하는 것이며 피더관 감

육관리 전용 전산코드 개발과 피더관 감육반응 특성 규명 즉 유동 및 부

식 특성 규명을 들 수 있다. 그러므로 피더관에 대한 감육 DB 구축, 잔여

수명 평가, 최적관리방안수립 등에 대해 연구결과를 내어 향후 현장의 피

더관 관리프로그램을 위한 핵심 지침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RFEC 결함탐지 기술개발 분야에서는 우선 RFECT 자료 수집과 핵연료채

널 검사기술을 CIGAR 장비를 중심으로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존 검

사를 보완할 수 있는 RFECT 기술현황을 분석하고 검사에 필요한 Probe 설

계요건을 검토하 다. 또한 핵연료채널 결함탐지 최적 설계인자 도출에 

필요한 내용을 체적적분법을 이용하여 결정하 고 핵연료채널의 주변의 

전자기장 분포를 유한요소법을 활용하여 조사한다. 또한 RFEC 신호의 감

도가 미약하기 때문에 증폭 기능과 잡음제거 기능이 우수한 RFEC 용 특수 

전치증폭기를 설계하고 이를 근거하여 제작하고, RFEC 신호를 수집하기 

위한 알고리즘 개발과 이동조건을 제어하기 위한 System Control과 탐상

장치를 제작하여 실험을 수행하 다. 그리고 핵연료채널에서 탐지된 결함

과 처짐에 대한 향 평가를 역학적으로 계산하여 보았다. 

  ICFD 진동감시 분야에서는 중수로형 원자로의 ICFD 신호분석과 관련한 

국내외 기술현황을 조사하고, 핵연료 채널 계통의 ICFD 관련 신호를 측

정, 분석하여 ICFD 센서의 주파수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이용하여 센서 

및 센서지지구조물의 건전성 평가 방법론을 개발한다. 그리고 핵연료채널 

계통(핵연료 채널 및 센서지지구조물)의 고유진동특성을 파악하여 센서지

지구조물 및 핵연료 채널의 건전성 감시를 위한 감시대상 주파수 범위를 

설정한다. 또한 핵연료 채널의 유한요소 모델링을 통하여 핵연료 채널의 



- 4 -

지지조건 및 garter spring의 결함에 따른 고유진동특성의 변화를 정량적

으로 분석하여 핵연료 채널의 동적결함에 대한 판정기준을 제시하고자 한

다. 아울러 핵연료채널의 동적결함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시험을 위

하여 mock-up 장치를 설계하 으며, 결함시 발생할 수 있는 비정상상태를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비정상상태 신호분석 기술현황 및 그 적용

가능성을 연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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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제 1 절  피더관 감육 기술현황

  피더관의 FAC 감육에 대해서는 반응기구 개발 현황과 전력연구원이 자

체과제로 개발한 FACRAN (FAC Rate ANalysis) 모델을 소개한다.  

1. FAC 반응기구

  본 과제의 1단계 연구에서 감육반응기구 모델 개발과 관련한 업무는 유

동해석 수행과 유동시험장치 제작 및 착수, 그리고 고온고압 감육실증시

험장치 제작이 주된 업무로서 확실한 모델을 제시하기 위한 실험데이터 

도출은 아직 시기적으로 미흡한 실정임.

  FAC는 원전 2차계통 탄소강 배관과 증기발생기 내부구조물 등의 주요 

손상기구인 바, 미국 EPRI에서 매우 광범위한 기술현황분석보고서를 발간

하 다(Chexal B.,1998). 아울러 피더관 감육에 대한 AECL의 발표자료 4

부를 종합검토 분석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가. FAC 반응기구 모델

  탄소강의 FAC 반응기구를 그림 2.1.1에 나타내었다. 각 단계별 반응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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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 FAC 반응 개요

H or H2

4

         ① 탄소강/산화피막 경계에서 철의 산화반응 

Fe + 2H 2O ⇒ Fe
2++2 OH-+H 2          (2.1.1.1)

Fe
2+
+2OH

-
 ⇔ Fe(OH) 2              (2.1.1.2)

3Fe(OH) 2 ⇒ Fe 3O 4+H 2+2H 2O           (2.1.1.3)

         ② 산화피막 기공을 통한 용존 철이온의 확산반응 

            & 부식에 의해 생성된 수소가 물 또는 탄소강을 통한 확산

         ③ 산화피막/물 경계면에서 magnetite 산화피막의 용해 반응

1
3
Fe 3O 4+ (2- b)H

+ 1
3
H 2 ⇔ Fe(OH)

( 2 - b )-
b +(

4
3
- b)H 2O,    b=0,1,2, or 3

    (2.1.1.4)

         ④ 산화피막/물 경계면 철이온의 계통수로 이동 (확산에 의한 

질량전달)

       

 (1) Berge model

  ③과 ④반응이 속도지배 반응이라고 가정하면 반응속도이론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식을 유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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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 rate =  
2K⋅k
2K + k

(Ceq - C∞ )           (2.1.1.5)

    - K ; rate constant for magnetite dissolution reaction

    - Ceq ; equilibrium solubility of magnetite dissolution

    - Cs ; Fe concentration at oxide/water interface

    - k ; mass transfer coefficient of iron ion at oxide/water 

interface

    - C∞ ; Fe concentration at bulk water

 (2) MIT model

  그림 2.1.1에서 ①,②,④ 반응이 속도지배라는 전제아래 다음 식을 유

도할 수 있다. 

 RAC Rate =
θ⋅(Ceq - C∞)

[
1

K *
+ 0.5 (

1
k
+
δ
D
) ]

        (2.1.1.6)

   - θ; oxide porosity

   - K* ; reaction rate constant of steel corrosion at metal/oxide 

interface

   - D ; diffusion coefficient of iron in water

   - δ ; oxide thickness

  ① 반응 속도상수를 실험적으로 K * =  2.35×10 14⋅exp (-35,380/RT) 식

으로 표현되며 온도별로 117℃ ; 3.4×10-4 cm/sec, 177℃ ; 0.153 cm/ 

sec, 300℃ ; 750 cm/sec 값을 가진다. 즉, 고온에서는 매우 높은 값을 

가지므로 반응속도에 향을 미치지 못한다. 산화피막 두께는 일반적으로 

0.5∼3㎛로 매우 얇은 값인 바, 반응속도 향을 미치지는 못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즉, 피더관 가동온도인 300℃ 이상 고온에서는 ① 또는 ③과 같은 화학



- 8 -

반응속도보다는 ④의 질량전달계수가 직접적으로 반응속도를 지배하리라

는 예상이 가능하다. 이는 다음과 같은 실험적인 사실로도 뒷받침된다.

   - 피더관 감육속도는 채널별 유속에 따라서 큰 향을 받는다.

   - 피더관이 감육된 면에서 scallop 무늬가 관찰되는 바, 이는 ④의 질

량전달반응이 반응속도를 지배하는 경우에 관찰된다. 

  따라서 피더관 FAC 감육반응속도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질량전달계수 k

가 매우 중요하다. AECL 발표자료에 따르면, 유속이 높은 피더관에서 k 

값은 대략 1mm/sec 정도 값을 가진다고 하나 그 타당성을 확인하기는 어

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피더관 유동조건에서 질량전달계수를 실험적으로 

도출한 사례는 없다.

 (3) 반응기구에 기초한 감육속도 예측

  피더관 가동온도인 고온에서 화학반응속도 보다는 질량전달반응이 속도

지배단계일 가능성이 매우 클 것임을 앞서 제안하 다. 그러면 앞서 소개

한 모델반응속도식은 다음과 같이 단순화할 수 있다. MIT 모델을 적용한

다면 여기에 산화피막 기공율 (porocity) θ를 곱해야 할 것이다. 

FAC rate = k (Ceq - C∞)              (2.1.1.7)

  AECL 자료를 인용하여 k=1mm/sec 값을, (Ceq-C∞)값은 크게 잡아도 

10ppb 이하이다. 이 경우 FAC 반응속도는 4.5㎛/year 로 계산되는 바, 실

제 현장에서 관찰되는 속도가 100㎛/year에 이름을 감안할 때 매우 낮은 

값이다. 즉, 기존의 FAC 이론으로 피더관 감육속도를 예측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가설이 제안된 바가 

있다. 

   - 가설 #1 : Ceq 값이 부식반응과 빠른 유속의 향을 받음. 즉, 부식

에 의해서 생성된 수소농도와 빠른 유속에 의한 부식전위 변화가 철산화

물의 용해도를 크게 증가시킬 것으로 추정함.

   - 가설 #2 : 피더관 감육이 순수한 화학적 용해반응이 아니라 화학적

인 용해와 마모(침식)의 복합적인 작용에 의한 상승효과로 가속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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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온도의 향

  단상 물에서 탄소강 FAC 손상반응속도는 온도가 높아지면서 증가하다가 

150℃ 부근에서 정점을 나타낸 후에는 급격히 감소한다. 250℃에서는 15

0℃ 반응속도의 1/10 이하로 감소하며 그 이상 고온에서는 실험데이터가 

거의 없다. 온도가 증가하면 Ceq은  감소하고 k는 증가한다. 이 두 효과를 

분석하여 계산하면 150℃이상 고온에서 FAC 속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예상

할 수는 있으나 실제로 관찰되는 만큼 급속한 속도감소를 예측할 수는 없

는 실정이다. 이를 설명하는 두 가지 이론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이론 #1 ; 150℃보다 높은 고온에서는 산화피막이 낮은 온도에 비해

서 훨씬 치 한 구조를 형성함으로서 FAC 반응속도를 저하시킴.

   - 이론 #2 ; 그림 2.1.1 ① 반응에서 생성된 수소의 확산속도가 증가

함으로서 국부적인 수소농도가 저하됨. 국부적인 수소 농도가 저하되면 

magnetite 산화피막의 용해도가 감소함.

2. 반응기구 개발 방안

  피더관의 FAC 반응기구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향

으로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가. 부식특성 규명

  고온고압 회전전극 부식시험을 수행함으로서 다음과 같은 성과를 기대

한다.

   - 전극 회전수에 따른 부식전류 (i0) 측정 ; 화학적인 용해속도와 질

량전달효과를 측정할 수 있음. 첫째는 질량전달반응과 전기화학용해반응

의 상호 관계를 확인하고, 충분히 빠른 회전속도에서 화학적인 용해속도 

측정이 가능할 것인지 평가한다.

   - 전극의 회전속도에 따른 부식전위 변화를 관찰 ; 빠른 유속이 부식

전위를 변화시킴을 확인한 후, 이것이 화학적인 용해반응에 기여하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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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분석한다.

   - 산화피막 분석 ; 전극표면에 형성되는 magnetite 산화피막의 구조를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

나. 용해특성 규명

 진행중인 유동특성 규명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설과를 기대한다.

   - 피더관 유동의 일반적인 거동을 확인 ; 유속, 압력, 전단응력 등의 

분포를 확인함.

   - 최대 감육속도 위치를 예상 ; 유동해석을 통하여 피더관에서 가장 

감육속도가 높은 지점을 예측함. 가장 유속이 큰 위치에서 가장 감육속도

가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 질량전달계수 도출 ; 반응기구 모델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임에도 불

구하고 아직 이해가 매우 부족한 부분임. 소석고 용해실험과 해석을 통한 

상사성 분석으로 질량전달계수 도출을 시도해 보고자 함. 

3. FACRAN 모델 개발 

가. 서  론

  탄소강 배관의 FAC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되며, 이러한 요인에 의

한 실제적 또는 실험적 결과를 정리하여 결과에 적합한 모델을 만드는 방

법이 empirical modelling 방법이며, FAC가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mechanism을 바탕으로 적합한 모델을 만드는 mechanistic modelling 방법

이 있다. 또한 이 두 가지를 혼합한 mixed modelling 방법이 있다. 

Mechanistic modelling 방법으로 만들어진 model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현

장의 실제 data나 FAC 조건을 모사한 실험 결과와의 비교가 필요할 것이

다. 

  각 modelling 방법에서 포함시킬 parameter를 무엇으로 할 지를 결정하

는 것이 가장 초기단계이면서 전체 modelling 업무 범위를 결정하는 일이

다. 일반적으로 FAC에 향을 미치는 parameter는 철산화물이 철이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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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아나오는 dissolution rate에 향을 주는 parameter와 녹아나온 철이

온을 유체유동에 의해 제거되는 과정인 mass transfer rate에 향을 주

는 parameter로 나눌 수 있다. Dissolution rate에 향을 주는 

parameter로는 운전온도, 수화학조건인 pH와 유체내 [Fe
2+
]이온 농도, 용

존산소농도, 그리고 산화피막에 향을 줄 수 있는 material content 등

이 있다. Mass transfer rate에 향을 주는 parameter는 유속, 유량, 

steam quality 등의 유체역학적 조건과 배관 크기, geometry 등 유동 조

건 등이다.

  이번에 중수로 feeder 배관의 FAC 감육예측을 위한 모델 개발에서는 상

기 parameter 들에 대한 현장 data를 이용한 empirical model을 개발코자 

한다. 

나. Empirical Model 개발 방법

 (1) 모델 개발 절차

  모델 개발 절차는 어떠한 modelling 방법을 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여기서는 empirical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므로 다음과 같은 data 설정, 

수집, 분석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Pietralik J., 2000).

 

   (가) 모델에 포함시킬 parameter를 결정 

  여기에서는 다음과 같은 parameter로 한계지었다.

     - Dissolution rate 관련 parameter

        : 온도, 유량, steam quality, 유속, pH

     - Mass transfer rate 관련 parameter

        : bend angle, hub-첫번째 bend 거리, 첫 번째 -두 번째bend, 

         직경, bend의 뒤틀림 각도 (두번째 bend에 한함)

     - 기타 : 운전시간

   (나) Bending후 초기두께 수집 및 분석 (첫번째 및 두 번째 b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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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육 평가는 초기상태와 감육후 상태를 비교, 분석하는 것이므로 초기

두께를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다) 운전중 (ISI) 두께 data 확보 및 분석

  측정 data 확보도 중요하지만, 측정방법, 측정 위치 및 절차에 대한 자

료도 중요하다. 측정 data는 두가지 방법, full grid와 partial grid의 

data를 사용하 다. 

   (라) 확보된 data로부터 FAC rate 계산

  초기두께값, ISI 두께값 및 운전시간 data를 이용해 FAC rate를 계산한

다. 이 과정을 통해 data를 검증도 가능하다.

   (마) FAC rate에 향을 주는 parameter들 간의 향 파악

  각 parameter들 사이에는 서로 향을 주는 것들이 있다. 이러한 

parameter들을 모두 독립된 parameter로 고려하여 model을 만든다면 너무

나 많은 노력이 소요된다. 서로 의존적인 parameter는 서로의 의존 관계

를 파악하므로써 model의 변수를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다. 

   (바) DB를 구축한 parameter 이외의 parameter 효과 적용

  Empirical model 개발이지만 database 이외의 다른 자료로부터 활용할 

것이 있다면 modelling에 사용하여야 한다. 여기서는 실험실에서 나온 pH 

관련 결과를 사용하 다.

 

   (사) Data를 분석하여 적절한 model 개발

  적절한 통계적 방법과 통계 software를 이용하고, 모델의 정확도를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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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 위해 너무나 벗어나는 data는 삭제하는 방법으로 최적의 equation을 

찾아내어 모델을 찾아낸다.

   (아) 개발된 모델의 검증

  모델 개발 절차에 대한 품질관리 측면에서의 검증 및 개발된 모델의 성

능을 점검하는 것이다. 모델의 결과가 기존의 여러 문헌에서 보여주는 결

과와 같은 지 여부도 점검하고, 모델의 적용범위와 신뢰도도 점검한다.

 (2) FAC parameter 및 그의 향

  FAC의 주요 parameter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Chexal B.,1998).

    - Dissolution rate에 향을 주는 parameter

      : 온도, pH, pH 조절물질, 용존산소, pipe alloy content 등

    - Mass transfer rate에 향을 주는 parameter

      : flow path geometry, 온도, 유량, steam quality, void 

fraction, 유속 등

 이 parameter 들에 대한 향을 보다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가) 온도

  온도는 FAC에 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온도의 변화는 local 

조건에서의 pH 변화, 산화환원 반응율, magnetite의 용해율 등에 향을 

줌으로써 dissolution rate 변화에 향을 주며, water의 물리적 조건 변

화에 향을 줌으로써 mass transfer rate에 향을 준다.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온도변화에 의한 향은 약 130℃∼180℃에서 최고점을 보이

는 종 모양의 분포를 보인다(Heitmann H.G. 1982, Bignold G.J. 1981, 

Sanchez-Caldera L.E. 1984). 또한 pH 제어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수용액

의 pH가 온도증가에 따라 감소하게 되어 부식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기

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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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pH

  부식속도는 금속표면에서의 수용성 이온의 용해 정도에 달려 있기에 금

속이온의 용해도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인 pH에 크게 의존한다. 고온에

서의 pH는 중수로 1차측의 pH를 조절하는데 사용하는 LiOH의 농도로부터 

계산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pH가 증가하게 되면 OH
- 
이온이 증가하여 

Fe
2+
 이온과 OH

-
 이온이 Fe(OH)2로 변하여 부식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반응

이 진행된다. pH가 8.0에서 9.0으로 증가하면 FAC rate가 약 4배 정도 감

소되고, pH가 9.0에서 9.5로 증가하면 약 1 order로 감소한다(Bignold 

G.J., 1982). 하지만 pH가 9.6이상에서는 pH가 증가하면 magnetite의 용

해도 변화로 오히려 FAC rate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다) 용존산소 농도

  물속의 용존산소는 산화반응에 향을 준다. 산소가 존재하면 전기화학

전위를 보다 (+) 방향으로 변화시키며 hematite와 같은 산화물 형성을 증

가시킨다. 또한 기존의 산화물인 magnetite를 hematite로 변화시키기도 

한다. 그런데 hematite는 magnetite보다 물에서의 용해도가 적기 때문에 

탄소강의 부식율이 magnetite 산화물이 있는 경우보다 줄어드는 효과를 

보인다. 한 연구결과(Bouchacourt M., 1982)에 의하면 용존산소 농도가 1 

ppb에서 200ppb로 증가하면 탄소강에서의 FAC 발생이 1/100로 줄어든다고 

한다.

   (라) Alloy content

  FAC rate는 Cr, Mo, Cu 함량에 큰 향을 받으며, 이중에서 Cr 농도에 

가장 큰 향을 받는다. Ducreux의 연구결과 (Ducreux J., 1982)에 의하

면, 0.5w/o 이상의 Cr 농도에서는 FAC는 거의 무시할 정도 다. 이는 아

주 작은 Cr 함량으로도 산화피막층의 안정성이 매우 증가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원소 함량 효과를 보여주는 관계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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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C rate/FAC ratemax = (83 [Cr%]0.89 [Cu%]0.25 [Mo%]0.20)-1  (2.3.2.1)

여기서 [Cr%], [Cu%] 및 [Mo%]는 각 원소의 중량비(weight percent)를 나

타낸다.

   (마) Flow path의 geometry

  FAC는 직관부(straight pipe)에서는 발생확률이 적다. 물론 유체의 전

반적인 속도가 증가하면 직관부에서도 FAC가 발생하기도 한다. FAC는 산

화층/유체 접촉부에서의 유동류 (turbulence flow) 발생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유동류가 발생하는 부분에서는 직관부든 곡관부든 FAC가 발생하게 

된다. 배관의 기하학적 형태에 의해 유동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FAC가 

더욱 심하게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유동의 크기(turbulence level)는 해

당 배관의 설계나 인접한 배관, 특히 upsteam에 있는 배관 형태에 향을 

받는다. Outlet feeder의 첫 번째 bend에 대해서는 hub 연결 부위에서부

터의 거리가 큰 향을 준다. 이 거리가 가까울수록 유동이 커질 것이다. 

CANDU feeder의 hub에서부터 첫 번째 bend 까지의 거리는 5“와 6.625”로 

두 가지이다. 두 번째 bend는 첫 번째 bend에 의해서 형성된 유동이 안정

화되기 전에 만나는 bend이기에 유동이 더 커진다. 이에는 첫 번째 bend

와 두 번째 bend 간의 거리가 요인이다.

  각 배관의 형태에 따른 효과는 차이가 있어 모든 FAC 예측 모델들은 이

를 실험 및 경험적인 결과를 이용해 구한 geometry factor를 고려하고 있

다. 표 2.1.1은 여러 가지 배관 형태에 따른 geometry factor를 나타내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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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 Pipe Component에 대한 Geometry Factors(Chexal B.,1998)

Component
Keller H.

(1971)

Chexal B.

(1988)

Remy F.N.

(1991)

Woolsey I.S.

(1988)

Kastner W.

(1988)

Straight Pipe 1.0 1.0 1.0 1.0 1.0

90°Elbow 5.75∼13 3.7 2.1 1.7 6.0∼11

Pipe Entry 4.0 2.5 3.58∼6.24

Expander 2.8∼3.0 3.6

Tee with Flow 
Separation

18.75 4.0∼5.0 5.7

   (바) 유속과 turbulence 

  열수력학적 parameter 중에서도 유속과 turbulence는 FAC에 큰 향을 

준다. 이 두가지는 어느 정도 연관성은 있으나, 유속은 측정 가능하지만 

turbulence는 측정할 수 없다는 차이가 있다. Turbulence는 유속에도 

향을 받지만, 이외에도 배관의 geometry, upsteam의 배관 존재여부, 표면 

거칠기, two-phase flow 존재여부 및 유체의 성질에도 향을 받는다. 유

속과 turbulence는 유체부에 있는 철이온의 제거율(mass transfer rate)

에 향을 준다. 

  유속과 FAC rate의 관계는 아직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으며, 

turbulence 정도나 mass transfer coefficient에 따라 변화한다고 알려져 

있다. 한 연구결과(Chexal B.,1998)에 의하면 낮은 mass transfer 

coefficient에서는 이 관계가 선형적이며, 높은 mass transfer 

coefficient에서는 지수가 1 ∼ 3 정도의 지수함수 관계를 보인다.

   (사) Steam quality와 void fraction

  Steam quality가 증가하면 이와 함께 void fraction이 증가한다. 유체 

내에 steam이 있으면 액체부와 기체부의 속도 차이에 의해 유체 내부의 

turbulence가 증가하게 된다. 즉 steam quality나 void fraction이 증가

하면 turbulence가 증가하여 FAC rate가 증가하는 결과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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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Feeder FAC 감육모델 개발 상세 내용

 (1) Feeder 설계 및 운전 data 

   (가) Feeder Geometry

  CANDU 6형 원자력발전소에는 380개의 channel이 있으며, 1개 channel은 

inlet 및 outlet의 2개 feeder가 있다. Outlet feeder는 2“와 2.5”의 2개 

종류가 있으며, 2“ feeder는 60개, 2.5” feeder는 320개이다. Feeder는 

hub와 용접되어 있고, 이 hub는 metal seal joint를 통해 fuel channel의 

end fitting에 연결되어 있다. Feeder의 geometry는 직경, 첫 번째 bend

와 두 번째 bend의 각도, hub에서 첫 번째 bend 까지의 거리, 첫 번째 

bend에서 두 번째 bend 까지의 거리, 그리고 첫 번째 bend와 두 번째 

bend의 뒤틀림 각도 등에 의해 분류되어 진다. 

   (나) 열수력학 parameter

  FAC 분석을 위해서는 유체 관련 data 및 운전에 따른 유체 특성의 변화

에 대한 data가 반드시 필요하다. 각 feeder의 유량은 설계 조건에서도 

서로 다르며, 한 feeder channel에서도 핵연료 교체 및 운전시간에 따라 

변화한다. 일반적으로 유량은 약 10 ∼ 30kg/sec 정도이며, 일부 channel

은 two-phase flow가 형성된 것도 있다. Two-phase 정도를 나타내는 

steam quality나 void fraction도 feeder 위치와 운전시간에 따라 달라진

다. 이렇게 향을 미치는 요인은 feeder의 위치, 상업운전이후 운전시

간, 발전소 운전이력 및 해당 채널 및 인근 채널의 핵연료교체 이후 운전

시간 등 일반적인 aging effect이다. 

   (다) Feeder material

  Feeder 배관은 탄소강인 A106 Gr.B로 만들어져 있으며, ASME의 기준으

로는 0.4% 미만의 Cr 농도, 0.4% 미만의 Cu 농도, 0.15% 미만의 Mo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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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월성 원전에 설치되어 있는 feeder 

배관은 이 최고치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월성 1호기의 Cr 농도는 0.0

2∼0.03% 수준이며, 월성 2호기는 0.02∼0.06%, 월성 3, 4호기는 0.02∼

0.08% 수준이다. Ducreux의 연구(Ducreux J., 1982) 결과에 의하면, 0.

1∼0.2% 정도의 Cr 농도에서는 FAC가 급격히 줄어들며, 0.5% 이상의 Cr 

농도에서는 FAC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 Water chemistry

  중수로 열수송 계통에는 pH가 약 10정도인 냉각수가 흐르고 있으며, pH

는 LiOH로 조절하고 있다. 일반적인 권고 pH 운전범위는 10.2 ∼ 10.8이

다. 상업운전 이후 1996년까지의 평균 운전 pH를 보면, 월성 1호기가 

10.54, Gentilly 2호기가 10.62, Point Lepreau가 10.66이다(Hnatiuk P., 

1998). 하지만 높은 pH에서는 FAC 발생이 증가한다는 연구결과(Cheluget 

E.L.,1997)에 따라 1996년에 COG에서 pH 운전범위를 10.2∼10.4로 변경토

록 권고하 으며, 월성 원전도 변경된 pH 범위에서 운전중이다. 그리고 

두 개의 loop 간의 pH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Cheluget 

E.L.,1997).

 (2) Feeder 두께 데이타 수집

  Thinning rate를 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bend에 대한 초기두께 (PSI 

data), 운전중 두께 (ISI data) 및 운전시간에 대한 자료가 있어야 한다.

   (가) Initial Wall Thickness (PSI, Pre-Service Inspection)

  Feeder bend에 대한 초기두께 측정은 주로 full grid로 되어 있지 않

다. 대부분 1980년대에 운전에 들어간 발전소로, 이 당시에는 thinning 

문제가 있지 않았기에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리하여 이번 모델 개발

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초기두께 분포를 구하 다.     

      ① Point Lepreau 원전에 있는 spare bend를 full grid 측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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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께 분포를 구하 다. Bend type 별로 1개씩, 12개 bend에 대한 full 

grid 측정을 하 으며, 1개 full grid 측정에서는 10∼20개의 축방향 

grid와 12개 원주방향 grid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측정방법은 Point 

Lepreau와 Genilly-2의 full grid 측정시에 동일하게 사용되었다.

      ② 월성 1호기 초기두께값중 최소값을 사용하 다. 하지만 이 data

는 측정값은 있으나 측정위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bending시 최소두

께가 extrados에 존재한다는 문헌에 따라 extrados의 두께값으로 간주하

여 사용하 다.

      ③ Feeder 배관에 대한 제작규격서(XX-33126-TS-010, TS-XX-33128-1, 

TS-XX-33126-7, XX-33128-TS-002)와 bending 시 배관의 두께 변화에 대한 

문헌(Gillander J.,1984)을 이용하 다.

  Pipe를 bending 하게 되면 extrados는 얇아지고 intrados를 두꺼워진

다. (cold bending 경우임) 얇아지는 정도와 두께분포는 bending 방법 및 

각도에 따라 달라진다. Bending 각도가 크면 그만큼 두께가 얇아지는 결

과를 보 다. Bending 후 최소두께가, 2.5“ feeder에 대해서 30°bending

에서는 직관의 91.2%, 43°bending에서는 90.0%, 70°bending에서는 89.5 

%를 보 다. 2” 배관에 대해서는 bending 각도에 거의 무관하며, 대체적

으로 직관의 90.5% 정도의 두께를 보 다. 

  월성 1호기 초기두께 값은 단지 1개 값만 있고 측정 위치에 대한 정보

가 없기 때문에 동일한 직경과 동일한 type의 두께 평균값을 사용하 다. 

Extrados 이외 위치에서의 두께 분포는 Point Lepreau spare bend의 full 

grid 측정값을 활용하 다. 두 번째 bend의 초기두께값은 Point Lepreau

와 Gentilly 2호기의 측정 data를 활용하 다.

   (나) 운전중 두께 측정 data

  두께 측정방법은 모두 초음파측정법(UT)를 사용하 다. Point Lepreau

는 1995, 1996, 1997, 1998, 1999년 측정 data가 있다. 첫 번째 1995년에

는 diamond 형태의 grid를 사용하 으며, 이 data의 신뢰성에 의문이 있

어 모델 개발에는 사용하지 않았다. 이후의 Point Lepreau에서의 측정은 

full grid 방법을 사용하 다. Full grid 방법에서는 fiberg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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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late를 사용하여 약 200개 정도의 point에 대해 측정할 수 있다. 

  Gentilly 2호기에는 diamond grid를 채택하고 있으며, Tomoscan이나 불

리는 14개 probe를 가진 자동화된 기기를 사용하고 있다.

  월성 1호기는 diamond type의 측정 grid를 사용하고 있으며 extrados와 

이를 둘러싼 4개 point, 그리고 extrados 양쪽 line 상에 1개씩, 총 7개

의 측정 point를 가지고 있다. 초기두께 측정값이 최소두께값으로 1개 

data는 있으나, 위치에 대한 자료가 없어 모델개발에 사용하기에는 부족

하 다.

   (다) FAC rate에 대한 현장 data

  FAC rate를 구하는데 Point Lepreau, Gentilly-2와 월성 1호기 측정 

data를 사용하 다. Point Lepreau에는 첫 번째 bend에 대해 249개 측정 

data를, 두 번째 bend에 대해서는 23개 측정 data가 있으며, Gentilly-2

에는 첫 번째 bend에 대해 350개, 두 번째 bend에 대해 175개 측정 data

가 있고, 월성 1호기에는 첫 번째 bend에 대해서만 104개 측정 data가 있

다. 이 중에서 전체적인 경향에서 너무나 벗어나는 data는 제외시켰는데, 

첫 번째 bend에 대해서는 19개, 두 번째 bend에 대해서는 4개가 제외되었

다. 평가 결과 첫 번째 bend의 평균 thinning rate는 0.0876mm/yr이고, 

두 번째 bend는 0.0690mm/yr 인 것으로 나타났다. 

 (3) 실험 연구결과 활용

  발전소에서 운전되는 pH는 운전기간동안 아주 작은 폭으로 변화한다.   

  Point Lepreau와 Gentilly-2의 평균 운전 pH는 10.6이고 월성 1호기는 

10.5 다(Hnatiuk P., 1998). 그리하여 pH에 의한 thinning 효과는 실험

실적인 연구결과를 활용하 다. Feeder pipe의 운전조건을 모사한 상태에

서 충돌유체 (impingement flow) 실험을 수행하 다(Burrill K.A. 1988, 

Lu Y.C., 1998). 실험 조건은 310℃ 경수, pH는 9.17∼10.46 (apparent 

pH(pHa)로는 9.63.∼10.92), 1 ppb 이하의 용존산소농도, 6cm
3/kg의 용존

수소, 0.02% Cr 농도를 가진 탄소강, 1.2m/sec의 유속이었다. 이러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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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조건에서 pH에 의한 FAC rate 변화의 경험적인 결과가 다음 식과 같다.

           F(pH) = e
0.4159*(pH-10.6) 

               (2.3.3.1)

  이 식은 pHa가 10.0에서 10.8 범위에서 적용된다. 이 결과에 의하면, 

pHa가 증가하면 FAC rate가 증가하게 된다.

라. FAC Rate Analysis Model 개발

 (1) 모델의 parameter 결정

  앞의 FAC parameter 들중 향이 적을 것으로 평가된 것은 제외하고 세

분화할 수 있는 parameter는 세분화하여 아래와 같은 형태로 모델을 결정

하 다.

 FAC rate = C‧f1(bend angle)‧f2(diameter)‧f3(distance)‧f4(mass flow   

          rate)‧f5(velocity)‧f6(pH)‧f7(temperature)‧f8(steam quality)  

          ‧f9(time)‧f10(twist angle)                        (2.3.4.1)

 여기서 f1(bend angle)은 bending angle에 의한 geometry factor, 

f2(dia.)는 feeder 내경에 의한 geometry factor, f3(distance)는 bend의 

upstream에서 부터의 거리에 의한 factor로 첫 번째 bend에 대해서는 hub

에서 bend까지 거리를, 두 번째 bend에 대해서는 첫 번째와 두 번째 bend 

간의 거리를 나타낸다. f4(mass flow rate)는 feeder의 평균 유량 

factor, f5(velocity)는 평균 유속, f6(pH)는 pH 효과 factor, 

f7(temperature)는 온도 factor, f8(steam quality)은 평균 steam quality 

factor, f9(time)은 time factor, 그리고 f10(twist angle)은 두 개 bend 

간의 비틀림 효과 factor로 두 번째 bend에만 해당된다.

 이 식에서 mass flow rate와 flow velocity를 동시에 사용하 다. Flow 

velocity는 mass flow rate의 함수이나, 이 두가지 factor를 동시에 고려

하는 것이 보다 좋은 연관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기(Wallace 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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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에 이렇게 사용하고자 한다. Alloy content는 포함시키지 않기로 하

다. 이는 각 feeder material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없고, 그 함유량의 

차가 대체적으로 적어 제외하 다.

 (2) Data Regression Analysis

  현장 data의 통계적 분석에는 SYSTAT 프로그램을 사용하 다. 이 통계

처리에는 Data가 가진 오차는 random 분포를 따른다는 것과 database 구

축상에는 구조적인 오차가 없다는 것, regression 에서는 data 분포가 

normal 분포나 Gaussian 분포를 갖는다는 가정이 전제된다. 각 parameter 

들간의 연관성을 보기 위해서 Pearson correlation matrix를 작성하여 서

로의 연관성이 높은 parameter와 연관 정도를 확인하 다. 이번 모델 개

발에서는 non-linear regression method를 사용하 다. Linear 

regression method가 fitting을 위해 어느 함수든 사용 가능한 장점은 있

으나 프로그램 상에서 항상 선형관계를 최적화하기 때문에 non-linear 관

계에 대해서는 신뢰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기 때문이다.

 (3) 최종 개발 모델

  Non-linear regression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개발한, 첫 번째 및 두 번

째 bend의 extrados에서의 최대 thinning rate 예측식은 다음과 같다.

  Thinning rate = Coeff ‧ (Bend Angle)
a 
‧ (Diameter)

b 
‧ (Velocity)

c 
‧  

         (Flow rate)
d
‧(e + f‧Quality + g‧Quality

2
)‧exp(h/Temperature)  

         ‧ (Time)
i‧(Distance)j ‧ (Twist Angle)k ‧ fpH        (2.3.4.2)

  여기서의 a ∼ k 까지의 값은 첫 번째 bend와 두 번째 bend에 대해서 

각각 다른 값을 가지며, twist angle은 두 번째 bend에만 적용되는 

parameter이므로 첫 번째 bend에 대해서는 k 값은 0이다. 

  그림 2.1.2와 2.1.3은 이 모델을 이용한 첫 번째 bend와 두 번째 bend

에 대한 예측 FAC rate와 실제 측정한 FAC rate를 비교한 것이다. 이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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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 상당히 정확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각 parameter와 FAC 

rate를 비교하 는데, flow velocity에 대해 상당히 연관성이 높으며, 

flow velocity와 mass flow rate를 함께 고려할 때의 연관성이 각각에 대

한 연관성보다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림 2.1.2. 첫 번째 bend의 예측 

및 실측 FAC rate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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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 두 번째 bend의 예측 

및 실측 FAC rate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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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델 결과의 표준편차는 첫 번째 bend에 대해서 0.125mm/yr이고, 두 

번째 bend에 대해서는 0.095mm/yr 다. 99% 신뢰도에서 이 오차는 첫 번

째 bend에 대해 ±0.032 mm/yr, ±36%이고, 두 번째 bend에 대해서는 ±

0.025mm/yr, ±36% 다. 

마. 결 론

  전력연구원에서는 중수로 Feeder 배관의 FAC에 의한 감육현상을 예측하

고 이를 이용해 feeder 배관의 향후 관리방안을 수립하고자 캐나다 AECL

과 함께 감육 예측 모델을 개발하 다. 이에 따라 FAC 해석 모델을 개발

하는 기술 현황을 파악하고, 이러한 기술 토대에서 이번 FAC 모델링 기술

현황 보고를 수행하게 되었다. 이번에 개발하려는 FAC 예측 모델은 실제

적인 발전소 운  data와 feeder 두께 측정 data를 활용하여 feeder 첫 

번째와 두 번째 bend에서의 최대 thinning rate를 예측하는 것으로 정하

다. 

  FAC에 향을 미치는 parameter는 다양하다. 여러 가지 parameter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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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feeder 직경, bend angle, hub에서 첫 번째 bend까지의 거리, 첫 번째 

bend와 두 번째 bend의 뒤틀림과 같은 Geometry 데이타와 flow rate, 유

량, steam quality, 온도와 같은 열역학적 데이타, 운전시간 및 pH와 같

은 운전조건 그리고 실측된 feeder의 두께 데이터 등을 고려하 다. 

  그 결과, 99%의 신뢰도에서 ±36%의 오차를 가지는 feeder 배관의 감육

예측 모델이 개발되었다. 따라서, 이 모델은 향후 월성 원전 feeder 배관

의 감육율 해석 및 수명평가를 실시하여 feeder 배관 관리방안 수립에 활

용할 것이고, 현장의 feeder 배관 관리 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이는데 기여

할 것이다.

제 2 절  핵연료채널 검사기술

1. 압력관 검사기술 현황

  캐나다는 CANDU 원자로의 종주국으로 이와 관련된 검사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중수로 압력관 검사는 초음파 검사기술을 주축으로 와전류 검사기

술. inclinometer 등으로 다양한 기술이 적용되는 분야이다. OPG(Ontario 

Power Generation)의 Nuclear Service(NDE) 팀에 의해 CIGAR (Channel 

Inspection and Gauging Apparatus for Reactors) 장비와 기술이 개발되

었고 현장검사도 직접 수행하 다. 월성 1호기 가동중검사 시 OPG 팀이 

수행하여 압력관 안전성을 확인하 다. 가동전 검사시에는 반자동 수준의 

와전류 탐상을 중심으로 AECL (Atomic Energy Canada Ltd.)이 수행하

고, 그후 가동중검사에는 OPG (Ontario Power Generation)에서 압력관 건

전성 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며 91년에 “Fitness for Service Guideline 

for Zirconium Alloy Pressure Tubes in Operating CANDU Reactors"를 발

행하 고 96년 12월에 Rev. 1을 발행하여 압력관 건전성 평가를 수행하

다. 최근 캐나다에서는 OPG가 해외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OPG 소유인 

CIGAR 장비를 해외 사업에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해외사업을 

맡고 있는 AECL이 자체적으로 새로운 압력관 검사 장비 AFCIS (Advanced 

Fuel Channel Inspection System)을 개발하여 1999년 가을에 루마니아 

Cernavoda 원전 압력관 검사에 시험 운전한 바 있으며 2000년에는 아르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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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나 Embalse 원전 검사에 사용하 고 월성 원전의 사업주인 한수원은 

2000년에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2001년 10월에 월성 1호기, 2002년 1월에 

월성 2호기에서 검사를 수행하 다.

  핵연료채널 검사에 대한 해외 동향으로 인도에서는 소형 PHWR (220MWe)

가 6기 있으며 Bhabha 원자력연구소를 중심으로 연구개발되어 현재 사용

중에 있으며 BARCIS (BARC Channel Inspection System)이라 명명하 다. 

검사내용을 보면 초음파 벽두께 측정, 와전류 garter spring 위치표정, 

와전류 결함탐지 이다. 본 검사시 압력관이 wet 상태에서 검사할 수 있도

록 특수 sealing plug를 개발하여 사용함으로 거의 캐나다 기술수준으로 

독자적으로 달성하 다. 이외에도 압력관의 dry 상태에서 육안검사할 수

있는 장비(DRYVIS)도 개발하여 압력관과 칼란드리아 튜브 검사에 사용하

고 있음. 리투아니아에서는 RBMK type 원자로에 대한 안전성과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Kaunas 대학의 Ultrasound 연구센타를 중심으로 연구개

발을 한 결과 지르코늄 튜브의 직경과 두께를 정 하게 측정할 수 있는 

장비(ZTM-2)와 기술을 확보하 다. 검사기술 뿐아니라 신호수집 컴퓨터시

스템도 직접 제작하여 명실공히 기술자립을 이룬 상태이다. 그러나 검사

내용이 부족하여 앞으로 추가적인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해야할 필요성

이 있다. 독일은 보유하고 있는 기술력과 자본력으로 어떤 형태의 원자로

든 필요한 검사장비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최근에 리투아니아에 

있는 RBMK type 원자로에 대한 검사장비 개발을 유럽은행으로부터 의뢰 

받아 검토 중에 있다. 특히 MAN 회사는 TIGER (Tube Inspection and 

Gauging Equipment for Reactors)라는 이름의 CANDU 원자로 채널 검사장

비를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기능을 살펴보면 캐나다의 CIGAR와 비

슷하나 아직 현장에 적용된 경험이 없는 것이 단점인 것으로 사료된다. 

  국내 현황은 캐나다 기술에 의존하여 월성 1호기에 대해 1990년, 92년, 

94년 3회에 걸쳐 장비를 임대하여 가동중 검사를 수행하 고, 이후 한수

원 자금으로 장비를 구입하여 2001년 10월에 월성 1호기, 2002년 초에 월

성 2호기에서 검사를 수행하 다. 압력관 검사기술수준은 한수원을 중심

으로 캐나다로부터 기술을 전수받은 상태이고 국내에서 독자적인 연구개

발은 본 과제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캐나다가 개발하여 중수로 핵연료 채널 검사에 사용하는 CIG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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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nel Inspection and Gauging Apparatus for Reactor) 장비는 전통적

인 초음파 및 와전류 검사법을 적용하는 데 특히 검사 속도가 느리기 때

문에 1회 가동중검사 기간 (약 30일) 동안에도 약 10개 정도의 압력관 만

을 검사하고 있는 형편이고 특히 현재 가동중인 월성 1호기에 대한 CIGAR

검사를 종합한 결과, 결함이 검출되어 3개의 압력관을 교체한 바 있으며 

압력관과 calandria 관이 접촉되어 있을 확률이 검사대상 압력관의 50 - 

70% 정도로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 경우 압력관

/calandria관 접촉에 따른 hydride blister 발생 및 DHC crack으로의 진

전 가능성이 있으므로 압력관/calandria관 접촉을 분리하기 위하여 SLAR 

(Space Location And Repsitioning) 장비를 사용하여 garter spring 위치

를 이동시키고 있으나 현재 sampling에 의한 일부 압력관에 대한 CIGAR 

검사 및 SLAR 작업에 의한 garter spring 이동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전체 압력관의 건전성을 검사하기 위한 비파괴검사 기술이 필요한 실정이

다. 

2. RFECT (원거리장 와전류탐상 기술)

  가. RFEC 기술 개요

  원거리장 와전류탐상 (remote field eddy current inspection) 이란 

전기 전도성 관 형태의 시험제품의 내면에 탐촉자를 삽입시켜서 검사하

는 와전류탐상법의 일종으로써 원래 1951년 MacLean 이 특허를 출원한 

이래로 40여 년 동안 별로 주목받지 못하다가 최근에 들어서야 강자성체 

관의 비파괴검사방법으로 각광을 받기 시작하고 있다. 이 방법은 원거리

장 와전류 효과로 인하여 관 내면에 탐촉자를 장착하 더라도 관 두께 

전체 부위를 검사할 수 있다. 또한 일반 와전류탐상법을 사용할 경우 기

본적으로 비자성체 재료에 대해서만 검사가 가능하며 특별히 강자성체 

재료 또는 국부적으로 자성을 재료를 검사할 경우 자기포화 탐촉자만이 

자성 재료를 검사할 수 있는 데 반해 원거리장 와전류탐상법은 대상 재

료가 자성체나 비자성체를 가리지 않으며, 강자성 튜브형 시험체의 외면 

결함에 대한 비파괴검사가 가능하므로 보다 유연하게 탐촉자를 설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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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한편 원거리장 와전류탐상법은 강자성 재료에 

대해 원주방향 결함과 축 방향 결함 모두 대략 비슷한 감도 (감도 차이

가 대략 2배 이내임)로 검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식에 의한 관 두께

의 얇아짐 현상, pitting 은 물론 균열까지도 검사 대상에 포함된다. 그

러나 이 방법을 비자성 재료에 대해 적용할 경우, 전통적인 와전류탐상

법에 비해 그 감도 또는 정 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자성체 

재료로 구성된 관, 즉 대부분 탄소강 관을 탐상하는데 매우 유리하다 

(Fisher. J. L., 1989).

  탄소강 재료로 만들어진 강자성체 관의 결함 탐지를 위해서는 전통적

으로 자기포화 와전류탐상법, 누설 자속탐상법, 원거리장 와전류탐상법

의 3 가지 전자기 비파괴검사 방법을 적용하는 데 이 방법들을 모두 적

용하여 비교 실험한 결과 (Krzywosz. K.,1993)

- 3 가지 방법 모두 두꺼운 탄소강 관의 체적 손상을 검사하는데 

신뢰도가 높다.

- 3 가지 방법 모두 결함 탐지능이 크기 측정 능력보다 우수하다.

- 특히 원거리장 와전류탐상법이 전반적으로 다른 두 방법보다 우

수하다.

- 일반적으로 지지판 (support plate)의 존재는 비보수적인 결함 

평가 경향이 있으며 이것은 지지판의 존재로 결함을 과소 평가

하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 코일의 충진율 (fill factor)은 누설 자속법에서 가장 크게 

향을 받으며 원거리장 와전류탐상법에서는 가장 적게 향 받는

다.

- 누설 자속법에서는 Hall 센서가 유도 코일보다 효과적으로 결함

을 탐지하고 크기 평가도 가능하다.

- 관통형 작은 결함은 진폭 기준 평가 방법을 적용하더라도 크기

를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어렵다.

고 결론지었다.

  원거리장 와전류탐상법의 장․단점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원거리장 와전류탐상법의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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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검사 대상 관을 자기 포화시키기 위한 구자석이 필요치  

않다.

      (나) 약한 자화 상태에서 내면결함 및 외면결함에 대해 동일한  

검출감도로 검사할 수 있다. 따라서 결함 깊이에 따른 변화

가 없다.

      (다) Pit, crack, 일반적인 박층화 등의 결함을 비교적  간단하게 

탐촉자가 관 내면을 한번 주사함으로써 탐지할 수 있다. 즉 

pit 결함을 탐지하고 원인을 알아내고 크기를 재는 데 위상

각과 진폭의 변화로써 정확히 측정이 가능하며 corrosion 또

는 erosion 에 의한 관 벽의 얇아짐도 정확히 측정할 수 있

다. 

      (라) 종래의 와전류탐상법에서 중요한 인자의 하나인 fill- 

factor 또는 lift-off 효과에 대한 여유도가 크며, dirts, 

scale 등에 별로 향 받지 않으며 접촉매질이 필요치 않다.

      (마) 얇은 관이나 두꺼운 관이나 상관없이 적용 가능하다. 즉 관

두께와 위상 지연간에 선형적인 관계를 이용하여 와전류의 

through- transmission mode로 예측할 수 있다.

    (2) 원거리장 와전류탐상법의 단점

 

      (가) 저주파를 사용하므로 검사 속도에 제한이 있다.

      (나) 수신되는 신호가 미약하므로 반드시 신호처리가 따라야 한

다.

      (다) 나타난 지시가 관 내면의 두께 변화인지 외면의 변화인지 알 

수 없다.

      (라) 관 외면의 기하학적인 구조물에 향을 받는다.

  나. 역사적 배경 (Shindo. Y. 1990, Schmidt. T. R., 1989)

  1951년 미국에서 W. R. McLean이 원거리장 와전류탐상법에 대한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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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번호: McLean 2573799)를 출원하 으나 그 당시에는 그다지 주목받

지 못하 다. 1957년도에 미국의 Shell Development사에서 Schmidt가 석

유 시추관 (oil-well casing pipe, 외경 178-203 mm, 관 두께 9.5∼12.5 

mm, 鋼管)의 외면 부식 현상을 검사하기 위하여 원거리장 와전류탐상법

을 적용하는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당시에 배관 외면의 부식 상태를 

탐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으며 초음파탐상이 가장 유력한 방법이었으

나 접촉매질 적용의 문제점과 검사 환경이 좋지 않음으로 인하여 실제 

적용하기가 어려웠다. 

  이후 1960 년대에 들어서면서 파이프라인 검사에 적용하는 것이 시도

되었다 (Schmidt. T. R.,1963). 당시에는 far field 효과라고 말하기도 

하 으나 초음파탐상에서 사용되는 유사 용어와 혼동하지 않도록 의도적

으로 remote field 효과라고 부르게 되었다. 당시에 사용된 장비 시스템

을 그림 2.2.1에 보 다. 비슷한 시기에 Shell 사에서는 열교환기의 소

구경 자성 재료 배관을 검사하는 장비를 개발하여 “Ferrog" 라고 명명하

다. 이 장비는 솔레노이드 탐지 코일에서의 신호 진폭을 이용하여 관 

두께를 측정하고자 목적하 으나 상용화되지는 않았다. 이 당시에는 실

험적으로 알려진 원거리장 와전류 효과에 대한 이론이 정립되지 않았다. 

이후 1970년대까지 특별한 연구의 진전은 없었는데 이것은 원거리장 와

전류 효과가 실제로 존재함이 알려져서 몇몇 산업체에서 이용되기는 하

으나 이론적인 근거가 희박하여 학계에서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1978년부터 원거리장 와전류 효과가 체계적인 실험, 연구 결과가 이루

어지기 시작하 으며 최근에 저잡음 증폭기술, 신호처리 기술 및 소형 

다중 검출 코일 등을 이용하여 본격적으로 발전되었다. 소구경 탐지코일

을 사용하여 강자성체 배관의 내면 및 외면에서의 자장분포를 측정한 뒤 

이 결과에 따른 기본 가정이 작성되었으며 발진코일과 내면 탐지코일 사

이에 두 가지 기본적인 에너지 결합 모델이 제안되었다. 두 모델은 각각 

발진 코일과 수신 코일간의 거리가 가까운 경우와 먼 경우에 적용되는 

데 그 첫 번째 모델인 직접 결합 이론은 관 내면에서 단순 변압기 원리

와 같은 것으로써 거리에 따라 전자기장이 급격하게 감쇠하는 데 적어도 

관직경의 1.8배 거리까지 적용될 수 있다는 이론이다. 두 번째 이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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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 결합 이론으로써 발진 코일 근방에 내면에서 외면 쪽으로 급격하게 

확산하는 원주 방향의 강한 와전류 때문에 나타나는 전자기장 효과인 데 

빠르게 외면을 퍼져 나가면서 원주 방향 와전류가 유도되는 데 이 와전

류가 다시 내면으로 재확산하여 수신코일에 감지되는 현상을 설명하며 

관 직경의 1.8배 이상의 거리에서 적용되는 이론이며 원거리장 와전류탐

상의 기본 이론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따라 실험도 병행되

었으며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검사장비를 제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림 2.2.1 Pipeline 검사장비 개략도

  1984년에 원거리장 와전류 현상에 대한 이론적 해석이 처음으로 수행된 

이래  1986년에는 비교적 간단한 유한 요소 해석 모델이 개발되었으며 

1986년 이후 미국의 Colorado 주립대학, Southwest Research 

Institute(SwRI), TIMKEN사, 캐나다의 Queens 대학, Cyberscope사 등에

서 다수의 기초 연구 논문이 발표되었다. 미국 가스협회의 지원으로 미

국, Colorado주, Fort Collins에 있는 Colorado 주립대학에서 유한요소

법을 이용한 원거리장 와전류 현상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이차원 

축 대칭 구조에 대해 mesh를 작성하여 관 벽 내부에서의 전자기장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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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그려냈으며 여기서 직접장 (근거리장) 역과 원거리장 역 사이에

서의 “포텐샬 계곡 (potential vally)”이 존재함이 밝혀졌다. 이러한 연

구 결과에서 종래의 가설들이 실제로 확인되었으며 검사체 관의 직경, 

두께, 주파수, 코일 간격 등에 대한 정량적인 해석 결과를 얻을 수 있었

다.

  1986년 캐나다, Queens 대학(Kingston, Ontario, Canada) 의 Applied 

Magnetics 그룹에서는 비자성 재료인 지르코늄 관에 대해 원거리장 와전

류 기법을 적용하 다. 여기에 덧붙여 와전류 차단 효과에 대한 연구도 

수행되었는데 내면에 차단막을 설치할 경우에는 별 향이 없었으나 외

면에 차단막을 설치할 경우에는 상당한 차이가 발생함을 관찰함으로써 

원거리장 와전류는 관 외면을 타고 전달된다는 현상을 확인하 다.

  미국 Southwest Research Institute(San Antonio, Texas, 1986년)에서

는 소구경 가스분산 시스템 및 보일러 관을 검사하는 탐촉자를 개발하

다. 초기에는 이차원 축 대칭 구조에 대한 적분 방정식을 기초로 하여 

해석적인 해를 구하 으며 그 결과를 유한요소법 결과와 연계하여 보다 

정확한 해를 구하고자 하 다.

  캐나다의 Cyberscope사 (Edmonton, Alberta, Canada, 1986 년)에서는 

Shell사의 지원으로 원거리장 와전류 현상에 대한 대규모 실험을 통해 8 

채널, segmented detector를 장착한 소구경 철관을 검사 장비를 상용화

하 다. Timkins사에서도 원거리장 역에 원주방향의 groove가 내면 및 

외면에 있을 경우를 모사하여 유한요소법 해석을 수행하 는데 원거리장 

역에서는 외면 groove 나 내면 groove 모두에 대해 비슷한 탐지감도로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 1985년부터 大阪 가스, 東京 가스, 東邦 가스 등에서 도

시 가스용  매설관 (외경 50.8mm, 관두께 3.8mm 의 탄소 강관)을 검사하

기 위한 실용 시스템이 개발된 바 있으며 日本 大學에서는 유한요소법 

해석을 통하여 도시 가스관에 원거리장 와전류 효과에 대해 기초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또한 도시 가스관을 검사하는 데 특수 이동 로봇을 개

발하여 가스를 차단하지 않고 공급 상태에서 탐촉자와 케이블을 배관 내

면에 삽입하여 검사하는 장비를 개발하여 성공적으로 적용되었다 

(Kukuta. T.,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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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는 원거리장 와전류탐상법을 실용화하는 연구를 수행하는 데 캐나

다의 Russell Technologies 사에 판매하는 Ferroscope 라는 장비가 개발

된 바 있고 미국의 Zetec, Testex 등에서 다중주파수 원거리장 와전류탐

상 기술을 적용한 장비가 시판되고 있으며 캐나다의 CANDU 원자력 발전

소 압력관 검사를 위한 장비가 개발된 바 있다. 그밖에 캐나다의 Queens 

대학에서는 大口徑管(약 36 인치) 및 평판의 원거리장 와전류 기술에 대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Schmidt. T. R., 4963).

  2000년 12월에는 강자성 열교환기 검사를 위한 원거리장 와전류 탐상 

규격이 ASTM E-2096-00으로 발간되어 표준화 단계에 들어섰다 (ASTM 

e-2096-00).

  한편 대구경 파이프에서 발생하는 응력부식 균열 (Stress Corrosion 

Cracking) 결함을 원거리장 와전류탐상법으로 탐지하기 위한 가능성을 연

구한 결과 원주 방향 notch 나 체적 손실 결함보다 축 방향 결함에 대해 

민감도가 낮았으나 crack은 다른 결함들과 비교할 수 있었다 

(Nestleroth. J. B.,1993).

  다. 원거리장 와전류 효과에 대한 이론

  관 모양 구조에서 축 방향으로 감은 와전류 발진 코일은 원주 방향의 

와전류를 생성시킨다. 여기서 생성된 와전류 도는 전자기 표피 효과에 

의해 관 두께 방향으로의 거리에 따라 급격히 감소한다. 보통 일반적인 

와전류탐상 시에 대략 표준 침투 깊이가 관 두께의 0.6∼1.0 배 정도가 

되도록 주파수를 설정하는 데 표준 침투깊이가 관 두께보다 클 경우 와

전류 도가 관의 외벽에도 상당량 존재한다. 관 모양 구조에서는 이렇게 

생성된 유도 와전류가 관 내부에 발진 코일에 의한 일차 자장과 급격히 

상쇄되나 위치에 따라서는 관 외면에 유도된 와전류에 의한 자장을 완전

히 제거하지는 못한다. 따라서 두 종류의 자속이 관 내부에 생성될 수 

있는 데 그림 2.2.2에 보인 바와 같이 그 첫 번째는 코일 자체에 의한 

자속이며 두 번째는 관벽의 와전류에 의해 생성된 자속이다. 관의 내면

에 발진 코일 근처에서는 물론 첫 번째 원인에 의한 자속이 대부분이나 

발진 코일로부터 거리를 증가시킴에 따라 관벽 와전류에 의한 자속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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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수신 코일은 이러한 두 번째 원인에 의한 즉 원

거리장 역에서의 자속을 감지하여 전류를 생성하게 된다. 수신 코일에 

감지된 전압과 위상각은 관 두께, 검사 대상 재료의 자기투자율, 전기전

도도, 그리고 관벽에 존재하는 결함에 따라 변화하는데 그림 2.2.3에 전

형적인 자장의 방향에 대한 그림을 보 다 (Fisher. J. L., 1989).

그림 2.2.2 송신 코일와 직접장에 대한 원격장 위치의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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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3. 모든 역에서 로그 간격으로 표시한 순간 전자기장 분

포곡선

    (1) 원거리장 역

 

  원거리장 효과는 두 가지 뚜렷한 효과로 대별되는 데 그 첫 번째 효과

는 송신코일의 direct coupling 효과를 차단하는 shielding 효과이며 이

것은 마치 전자파를 원통형 도파관 내에서 cut-off 주파수 훨씬 아래에

서 작동하는 상태와 같다. 이론적으로 데시벨로 표현되는 감쇠 현상은 

거리에 선형적으로 비례함을 예측할 수 있다. 두 번째 효과는 송신 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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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처에서의 관벽으로 유도되는 원주 방향의 와전류로써 이들의 일부는 

관 외면으로 흘러가서 확산된다. 원거리장 역에서 거리에 따른 와전류

의 감쇠는 상당히 완만한 기울기를 가지며 외면에서의 신호 강도가 내면

에 비해 약 10배 정도 강하다. 또한 외면 신호는 direct coupling 과 

remote field coupling 의 변곡이 존재하지 않는다 (Schmidt. T. R., 

1984). 수신되는 신호는 관벽을 통과한 신호로써 비교적 신호가 미약하

므로 신호 증폭이 필요하다. 거리의 함수로 보아 관직경의 약 1.8배 거

리에서 위상각의 반전이 일어나며 이 위치가 direct-remote coupling 경

계점이 된다. 한편 원거리장 역에서의 위상각 지연은 일반적인 와전류 

현상과 같으며 관 두께에 비례하므로 이를 보통 이용한다.

  관 내벽에 유도된 원주 방향의 와전류 에너지는 거리에 대해 급격히 

감쇠하는 데 신호 진폭은 관직경의 0∼1.8배 거리 사이에서는 로그 함수

적으로 감쇠한다 (Fisher. J. L., 1989). 두 번째 효과는 원거리장으로 

표현되는 원주방향 와전류 현상인 데 이는 관벽과 코일 사이에 변압기 

원리와 유사한 작용으로 인하여 원주 방향 와전류가 발생하고 관 외벽으

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감쇠와 위상 지연이 발생한다. 이 경우 거리에 따

른 감쇠 정도는 직접장보다 상당히 완만하게 감쇄한다. 원거리장을 관 

내면과 관 외면에 대해 비교해 보면 외면이 약 10배 정도 강하며 관직경

의 약 1.8배 거리에서 신호 강도가 최소화되는 것은 직접장과 원거리장

이 거의 비슷하나 그 위상은 정반대이므로 서로 상쇄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때 직접장과 원거리장이 교차하여 위상각의 반전이 발생한다.

    (2) 탐촉자 이동

  원거리장 와전류 탐촉자는 하나의 발진 코일과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수신 코일로 구성된다. 최근에 보고된 응용 사례를 보면 발진 코일은 축 

방향에 대해 감은 형태 즉 코일 전류 방향이 관의 원주 방향과 같은 구

조를 가지며, 수신 코일들은 코일 축이 관의 축 방향에 평행하도록 하거

나 또는 특수한 국부적 결함을 위하여 코일 축이 관의 축 방향에 수직하

도록 구성하기도 한다. Schmidt(Schmidt. T. R., 1984)는 축 방향에 평

행한 여러 개의 관 내부 포용형 코일을 사용함으로써 국부적인 결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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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감도를 향상시킬 수 있음을 발견하 다. 이러한 원거리장 와전류탐

상 시스템을 그림 2.2.4에 보 다.   

그림 2.2.4 Exciter coil과 multiple sector receiver coils를 지닌 

RFEC 배치도.

  이러한 발진-수신 분리형 코일의 사용은 전통적인 와전류탐상법에서의 

임피던스 측정법과는 다르며 원거리장 와전류 탐촉자가 작동하기 위해서

는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한다.

      (가) 발진 코일과 수신 코일은 축 방향으로 비교적 멀리, 즉 대략 

관 직경의 2배 이상 거리를 두고 위치해야한다.

      (나) 수신 신호가 매우 약하므로 잡음 또는 다른 방해 신호를 최

대한 억제하면서 신호를 증폭해야 한다. 신호 강도를 최대화

하기 위하여 발진, 수신 코일 모두 수백 번 정도의 권선 수

가 필요하다.

      (다) 정확한 주파수를 사용해야 한다. 검사주파수는 일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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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침투 깊이가 관 두께의 1 - 3 배 정도가 되는 주파수를 

사용한다.

  이러한 조건들이 만족될 때 수신 신호의 발진 코일에 대한 위상각 차

이는 발진-수신간의 거리와 관 두께의 합과 직접 비례한다. 또한 국부적

인 관 두께의 변화는 위상각과 진압을 변화시키며 이를 이용하여 예컨대 

균열, 부식에 의한 박층화, 또는 pitting을 감지할 수 있다.

제 3 절  핵연료채널 진동감시 기술

  캐나다의 Ontario Hydro사에서는(OPG) 1992년에서 1996년 사이에 

Pickering-B, Darlington,  Bruce-B 발전소에 대한 ICFD 신호분석을 수행

하 다. 이를 통하여 ICFD 센서튜브, 핵연료채널의 진동상태 및 LZC 

level의 불안정성에 대한 감시기법을 개발하여, 발전소의 운전 중 

troubleshooting 및 진단 tool로서 중요하게 활용하고 있음. 특히 

Pickering-B 발전소의 경우에는 운전중에 ICFD 잡음신호분석을 수행하여 

overhaul 기간중 핵연료채널의 점검 역을 미리 예측함으로써 정비기간을 

단축시켜 정비/보수료를 수백만불 절감한 사례가 있었다. 

  1990년대 중반이후 캐나다의 AECL에서는 칼란드리아 튜브 및 압력관 사

이의 garter spring의 결함에 의한 sagging 현상을 유한요소기법을 이용

하여 해석적으로 분석하 으며, 이를 ICFD 신호분석 기법에 적용할 수 있

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놓고 있다.

  독일에서는 하노버공대의 IKPH 연구소에서 1993년에 아르헨티나 임발세 

발전소에 대한 ICFD 신호분석을 수행하여, 핵연료채널 및 센서계통의 건

전성 감시기법을 개발하 으며 동구권의 중수로형 발전소에 대한 ICFD 신

호분석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오고 있다.

  국내에서는 1993년 이후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가압경수로형 원자로에 

대한 중성자 잡음신호 분석기법을 개발하여 기업과 더불어 원자로내부구

조물 구조건전성 감시계통에 대한 실용화 단계에 와 있다. 그리고 1999년 

독일(IKPH 연구소)과의 국제공동연구를 통하여 CANDU ICFD 신호분석 기법

을 전수 받은 바 있다. 그러나 국내의 CANDU 발전소에 대한 ICFD 신호분

석 사례는 전무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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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제 1 절  중수로 피더관 감육예측 모형 개발 

1. 피더관 감육 수명평가 및 최적관리 방안

  가. 개  요

  FAC (Flow Accelerated Corrosion)은 고온의 환원성 유체가 고속으로 

흐를 때 탄소강 배관이 통상적인 부식반응속도보다 훨씬 큰 속도로 부식

되는 현상으로, 원전 2차계통 탄소강 배관에서 가장 중요한 손상원인이

다. 부식에 의한 두께 감육 (wall thinning) 때문에 탄소강배관 두께가 

임계값이하로 감소하여 파열 또는 누설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많

은 배관 손상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철저한 관리프

로그램이 필요하다. 국내에서는 EPRI에서 개발한 CHECWORKS 전산코드를 

이용하여 2차계통 탄소강 배관 관리 프로그램을 전 호기를 대상으로 정착

시켜가고 있는 단계이다. 

  PWR 원전에서는 1차계통 냉각재가 접촉하는 모든 재질을 스텐레스강 또

는 기타 내부식 재료를 사용하는 반면 CANDU 원전에서는 피더배관을 탄소

강으로 제작한다. 기존의 FAC 이론에 따르면 CANDU 피더배관은 온도와 pH

가 2차계통 배관에 비해서 매우 높기 때문에 심각한 감육이 발생하지 않

을 것으로 예상하 다. 따라서 별다른 ISI 요건도 없이 CANDU 피더배관 

감육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았었다. 그러나 최근에 피더배관이 심각

한 정도로 감육됨을 감지하 고, 월성 1호기는 1996년부터 피더배관 두께 

검사를 시작하 다. 

  피더배관의 FAC 감육에 대해서는 아직도 이론적인 규명이 미흡한 실정

이다. 캐나다 AECL에서는 기존의 FAC 이론을 활용하되 CANDU 냉각재 환경

에서 온도와 pH에 따른 magnetite(Fe3O4) 용해도 변화 특성을 분석함으로

서 용해도 모델을 제안하 다(Burril K.A.,1998). 용해도 모델로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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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피더배관 감육은 원자로 출구 피더배관에 국한된다.

   - pH를 낮출 경우 감육을 줄일 수 있다. 

  아울러 피더배관 재질의 Cr 농도를 0.2%이상으로 높여줌으로서 FAC 감

육을 억제할 수 있음도 확인하 고, 중국의 진산 원전 건설에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원자로가 380개 채널로 구성되어 있어 채널별 감육속도 분포를 

예상하던가, 또는 재질 및 운전 변수로부터 정확한 감육속도를 예측하던

가 하는 수준까지는 이론과 모델이 개발되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취약

채널 선정과 잔여수명평가는 경험적인 자료를 주로 활용해야 한다. 피더

배관 두께검사는 고 방사선 지역에서 작업이므로 검사 범위에 제한을 받

는다. 따라서 매주기 철저한 검사를 수행함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그

러므로 현장의 감육현황을 파악하고 잔여수명을 평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검사데이터와 경험적인 모델 또는 사례를 종합적

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월성 1,2,3,4호기 현장의 피더배관 감육 관리프로그램, 즉, 

최적 검사프로그램 수립과 취약채널에 대한 잔여수명 평가 및 교체를 포

함한 조치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행하 다. 원전의 피더배관 감

육 데이터를 이용하여 감육속도를 예측할 수 있는 경험적 모델을 개발하

고 피더배관 DB를 구축하고 분석함으로써 잔여수명을 평가하 고 최적

의 관리방안을 제시하 다.

  나. 피더배관 DB 구축

    (1) DB 개요

  피더배관의 FAC 감육에 향을 미치는 인자는 다음과 같다. 

   - 설계 측면 : 채널별 피더배관의 기하학적인 형상

   - 제작 측면 : 채널별 배관재료의 Cr 농도, 초기두께 (원자로 출구 피

더배관은 공칭크기(nominal diameter)가 2 inch와 2.5 inch 두 종류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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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실제 두께는 다소 편차를 나타낸다. 따라서 감육정도를 파악하기 위

해서는 초기 두께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수질 측면 : pH (용존산소 농도 및 산화환원상태도 FAC에 향을 미

치는 주요 변수이나 CANDU 원전 냉각재는 수소환원상태로 운전하므로 모

두 일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고려하지 않음)

   - 운전조건 측면 : 채널별 온도, 유량(Kg/sec) 및 유속(m/sec), 건도 

(steam quality) 및 기공률(void fraction)

   - 가동 연수 : 감육이 진행하면서 배관 표면 거칠기가 증가하면서 감

육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

  아울러, 피더배관의 감육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의 검사 데이터가 필

요하다. 따라서 피더배관의 감육을 파악하기 위한 데이터와 감육에 향

을 미칠 수 있는 모든 변수를 표 3.1.1.1과 같이 DB로 구축코자 하 다. 

    (2) 운전 데이터

  월성 1,2,3,4호기의 주기별 운전 시간, feeder 출구 측 평균 냉각수 온

도와 평균 pHa를 표 3.1.1.2에 나타내었다. 월성1호기 운전시간은 최근 

데이터만 수록하 으며, 냉각재 온도 및 pH 데이터도 가동초기 값은 모두 

확보할 수 없어서 서 1주기는 ‘84년 1월의 1개 데이터만, 2주기는 ’85년 

표 3.1.1.1. 피더배관 DB

운전 데이터

 - 주기별 운전시간 (EFPY) 

 - 냉각수 온도

 - 수화학 데이터 (pHa)

설계 및 제작 데이터

 - 타입별 기하학적인 형상

 - 채널별 기하학적인 형상 타입 분포 

 - 채널별 초기 두께

 - 채널별 재질의 Cr 농도

채널별 운전조건

(NUCIRC 코드 계산치)

 - 유량 (Kg/sec) 및 유속 (m/sec)

 - steam quality 및 void fraction

 - 온도 (RTD 측정치)

검사 데이터  - 주기별, 채널별 두께검사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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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2. 월성 원전의 주기별 평균 pH 및 평균 냉각재 온도 

Cycle  Oper. Period EFPY Avg.pH Avg.Temp 비  고 

월성 

1호기

1 83.4 ∼ 84.3 - 10.55 302.7 84.1 데이터

2 84.5 ∼ 86.5 - 10.55 306.2 85.1 & 86 Each month

3 86.7 ∼ 87.3 - 10.61 306.5 Each month 데이터

4 87.4 ∼ 88.2 - 10.48 306.8 

5 88.4 ∼ 89.2 - 10.72 307.0 

6 89.3 ∼ 90.4 - 10.56 306.1 

7 90.5 ∼ 91.6 - 10.59 306.5 

8 91.7 ∼ 92.9 - 10.57 306.7 

9 92.11 ∼ 94.1 - 10.49 306.9 

10 94.3 ∼ 95.5 - 10.58 307.8 

11 95.7 ∼ 96.10 11.58 10.46 308.2 

12 96.12 ∼ 98.1 12.63 10.43 308.2 

13 98.3 ∼ 99.2 13.54 10.32 307.7 

14 99.5 ∼ 00.3 14.45 10.28 307.5 

15 00.6 ∼ 01.9 15.68 10.29 307.7 

월성 

2호기

1 97.7 ∼ 98.4 0.88 10.49 307.1 Each month 데이터

2 98.6 ∼ 99.4 1.72 10.32 307.5 

3 99.6 ∼ 00.9 2.95 10.31 307.2 

4 00.11 ∼ 01.9 3.35 10.27 307.6

월성 

3호기

1 98.7 ∼ 99.9 1.33 10.29 305.9 Each month 데이터

2 99.11 ∼ 01.6 2.63 10.31 305.8 

월성 

4호기
1 99.4 ∼ 01.6 1.41 10.30 305.8 Each month 데이터

1월과 ‘86년의 매월 데이터를 평균하여 구하 으며, 3주기 이후는 매월의 

평균값을 사용하 다. 그림 3.1.1.1과 3.1.1.2는 월성 1호기 수질의 pH와 

평균 냉각수온도를 그림으로 나타내었다. 1998년부터 감육속도를 낮추고

자 저 pH 운전을 착수하면서 그 이전보다 pHa 값이 약 0.2 정도 낮아졌음

을 확인할 수 있다. 평균 냉각수온도는 aging 때문에 가동연수가 늘면서 

다소 증가하는 거동을 보인다. 1주기보다 2주기 평균 냉각수온도가 약 

2℃ 높고 2주기 이후 완만한 상승세를 나타내어 15주기에는 2주기보다 약 

2℃ 상승하 음을 알 수 있다. 1주기와 2주기 온도차이가 2℃씩 다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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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1. 월성1호기 각 운전

        주기별 pH 변화

그림 3.1.1.2. 월성1호기 운전주기별 

평균 온도 변화

유는 불확실하나, 현재로서는 1주기 온도측정에 오차가 반 된 것이 아닌

가 하고 추정한다. 2주기 이후 완만한 온도상승추세는 통상적인 CANDU 원

전 aging 현상과 일치한다.

   (3) 설계 및 제작 데이터

     (가) 채널별 기하학적인 형상

  표 3.1.1.3은 채널별 피더배관 기하학적인 형상을 타입별로 분류한 것

이다. 직경, 1차와 2차 굽힘 각도, hub와 1차 굽힘, 1차 굽힘과 2차 굽힘 

사이 거리와 굽힘면의 비틀림 각도 등 채널별 유동특성에 향을 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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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모든 변수를 나타내었다. 380개 채널을 모두 20개의 타입으로 분류

할 수 있다. 

  타입 6과 12는 2번째 bend가 첫 번째 bend에서부터 직경의 약 10배 이

상 떨어져 있기에 upstream에 의한 유동이 FAC에 미치는 향이 직경의 

10배 이상이 되면 정상수준에 도달한다는 연구결과 및 지침(Chexal B., 

1999)에 따라 두 번째 bend까지의 거리와 무관하게 bend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 다. 그림 3.1.1.3은 채널별 기하학적인 형상 타입을 나타내고 있

다. 

표 3.1.1.3. 2nd bend를 고려한 feeder type 분류

Bend
Type

No. of 
Feeders

Dia.
(in)

1st Bend
Angle
(degree)

2nd bend
Angle
(degree)

Hub에서
1st Bend
까지 거리
(in)

1st bend와
2nd bend
간의 거리
(in)

Bend간의
뒤틀림
각도
(degree)

Inner 
Dia.
(in)

1 2 2.5 32.717 32.717 0.65 1.5 180

2.323

2 8 2.5 42.833 30.150 1.89 1.5 128.8

3 12 2.5 42.833 30.150 1.89 1.5 12.8.8

4A 20 2.5 73.133 70.000 0.6 0.98 146.38

4B 18 2.5 73.133 70.000 0.6 1.51 146.38

4C 16 2.5 73.133 70.000 0.6 5.76 146.38

5A 12 2.5 73.133 70.000 0.6 0.98 146.38

5B 16 2.5 73.133 70.000 0.6 1.51 146.38

5C 22 2.5 73.133 70.000 0.6 5.76 146.38

6 194 2.5 73.133 * 0.6 * *

7 20 2 32.717 32.717 0.93 1.94 180

1.939

8 8 2 42.833 30.150 2.24 2.0 128.8

9 6 2 42.833 30.150 2.24 2.0 12.8.8

10A 4 2 73.133 70.000 1.2 2.06 146.38

10B 4 2 73.133 70.000 1.2 2.59 146.38

10C 2 2 73.133 70.000 1.2 6.84 146.38

11A 2 2 73.133 70.000 1.2 2.06 146.38

11B 2 2 73.133 70.000 1.2 2.59 146.38

11C 4 2 73.133 70.000 1.2 6.84 146.38

12 8 2 73.133 * 1.2 * *

Total 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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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3. 피더배관 채널별 기하학적인 형상 타입

CANDU 6 Outlet Feeder Bend Types
The numbers assigned to the channels mean the bend type, see AECL Dwg 33126-9020-1-DD-D Rev.1

C/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A 7 7 7 7 7 7

B 8 9 8 3 2 4A 4A 2 3 8 9 8

C 10A 11C 4A 5A 4A 5A 4A 4A 5A 4A 5A 4A 11C 10A

D 7 10B 5B 4B 5B 4B 5B 5C 5C 5B 4B 5B 4B 5B 10B 7

E 7 9 5C 4C 5C 4C 5C 4C 5C 5C 4C 5C 4C 5C 4C 5C 9 7

F 9 4A 6 6 6 6 6 6 3 3 6 6 6 6 6 6 4A 9

G 10B 4A 4B 6 6 6 6 6 6 6 6 6 6 6 6 6 6 4B 4A 10B

H 11C 6 5C 6 6 6 6 6 6 4B 4B 6 6 6 6 6 6 5C 6 11C

J 12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12

K 12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12

L 7 2 5A 5B 4C 6 6 6 6 6 6 6 6 6 6 6 6 4C 5B 5A 2 7

M 7 3 4A 4B 5C 6 6 6 6 6 6 6 6 6 6 6 6 5C 4B 4A 3 7

N 7 2 5A 5B 4C 6 6 6 6 6 6 6 6 6 6 6 6 4C 5B 5A 2 7

O 7 3 4A 4B 5C 6 6 6 6 6 6 6 6 6 6 6 6 5C 4B 4A 3 7

P 1 3 4A 4B 5C 6 6 6 6 6 6 6 6 6 6 5C 4B 4A 3 1

Q 7 2 5A 5B 4C 6 6 6 6 6 6 6 6 6 6 4C 5B 5A 2 7

R 3 4A 4B 5C 6 6 6 6 6 6 6 6 6 6 5C 4B 4A 3

S 8 5A 5B 4C 6 6 6 6 6 6 6 6 6 6 4C 5B 5A 8

T 10A 4B 5C 6 6 6 6 6 6 6 6 6 6 5C 4B 10A

U 11B 10C 6 6 6 6 6 6 6 6 6 6 10C 11B

V 8 11A 5B 4C 6 6 6 6 4C 5B 11A 8

W 12 12 6 6 12 12

Reference

 2" Feeders, Rest is 2.5"  

Bend Type 6 Feeder (2.5")Note that the shown feeders are located on both faces of the reactor 

Symmetry Plane

    (나) 채널별 재질 Cr 농도

  채널별 피더배관 재질의 Cr 농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 자료실의 

CMTR을 분석하 다. 월성 1,2,3,4호기 채널별 Cr 함량을 표 3.1.1.4에 요

약하 다. 전체 데이터는 부록 1에 제시하 다. 

  월성 1호기는 모든 채널이 Cr 농도 0.02∼0.03% 이하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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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Cr 농도에 의한 FAC 저감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수준이므로 향후 제

반 분석에서 Cr 농도 향을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반면 2,3,4호기는 일

부채널이 Cr 농도가 0.08%까지 높음을 알 수 있는 바, 이들 채널의 FAC 

감육속도가 Cr 농도를 고려하지 않았을 경우보다 현저히 낮을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표 3.1.1.4. 월성 원전 피더배관 Cr 함량

Cr 농도
Data 수 비 고

AVG MAX MIN

월성1호기 0.02 0.03 0.02 380
 Heat No.에 

근거한 

데이타

월성2호기 0.04 0.07 0.02 266

월성3호기 0.03 0.08 0.02 377

월성4호기 0.03 0.07 0.02 380
   

     (다) 초기두께 

      ① 초기두께 평균치 설정

  원전 2차계통 탄소강 배관의 FAC 감육속도는 최고 2∼3mm/EFPY에 이르

는 반면 CANDU 피더배관 감육속도는 ∼0.1mm/EFPY 내외로서 매우 낮은 값

이다. 2차계통 배관은 최대 수십 inch까지 대형배관이 많으며 2∼3inch 

이하의 소형배관은 파손이 되어도 피해가 작으므로 주로 대형 배관을 위

주로 관리한다. 반면 피더배관은 2와 2.5inch 배관으로서 공칭 두께가 

5.54, 7.01mm이다. ASME 코드에 따른 임계허용두께는 각각 2.61, 3.16mm

이므로 감육허용두께가 수mm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더배관 감육은 연간 

0.1mm 정도로 느리면서도 설계수명이내에 교체가 필요할 수 있다는 우려

가 제기되는 것이다. 

  즉, 낮은 감육속도와 작은 두께여유 때문에 피더배관 감육을 평가할 때 

초기두께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실제로는 가동원전 피더배관의 초기두

께 데이터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문제가 있다. 월성 2,3,4호기는 건설기간 

중에 피더배관 감육이 현안으로 부각되어 PSI를 별도로 수행한 반면 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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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기는 초기두께 데이터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월성 2,3,4호기의 1차 

곡관부에 대해서는 전부는 아니지만 상당량의 채널별 초기두께 데이터가 

있으나 월성 1호기는 52개 채널에 대한 초기두께 데이터 밖에 없다. 

  1,2,3,4호기 모두 2차 곡관부에 대해서는 초기두께 데이터가 전혀 확보

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입수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검토하여 

초기두께를 추정하여 설정하는 최선의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 다. 

  표 3.1.1.5는 월성 1호기와 2,3,4호기 피더배관 PSI 데이터로부터 초기

두께를 추정한 결과를 요약하여 보이고 있다. 우선 1차 곡관부에 대해서

만 고려한 것이며 전체 피더배관을 굽힘 각도를 기준으로 6개 타입으로 

분류하 다. 기하학적인 상세 변수를 모두 고려하지 않더라도 굽힘 각도

가 가장 중요한 변수일 것임을 가정한 것이다. 월성 2,3,4호기는 초기두

께를 분석한 결과 호기별로 초기두께가 서로 뚜렷한 차이가 없음을 확인

하 다. 따라서 별도로 분류하지 않고 함께 묶어서 분석하 다. 월성 1호

기는 2,3,4호기보다 초기두께가 현저히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1.1.5에 나타낸 2,3,4호기 초기두께를 보면 굽힘 각도가 클수록 

평균치가 작아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모두 1,091개의 데이터를 분류하여 분석한 값이므로 통계적인 타당성이 

표 3.1.1.5. 월성 1호기 Feeder 초기두께 결정 방안

데이터
Type

2.5" 2" Total #

of

Feeders

Type 1 Type 2 Type 3 Type 4 Type 5 Type 6

Bend Angle 73.13 42.83 32.72 73.13 42.83 32.72

W-2,3,4

PSI

데이터

No. of Pipes 641 4 3 388 15 40 1,091

Avg. Thick. 6.63 6.79 7.15 5.39 5.39 5.50

Max. Thick. 7.30 7.13 7.91 5.87 6.00 6.23

Min. Thick. 6.10 6.50 6.70 4.88 5.00 4.88

W-1

PSI

데이터

No. of Pipes 44 1 0 4 2 1 52

Avg. Thick. 6.13 6.40 * 5.06 5.07 4.90*

Max. Thick. 6.56 - - 5.23 5.10 -

Min. Thick. 5.73 - - 4.87 5.03 -

Ratio of Th. 0.925 0.943 * 0.939 0.941 0.891*

*)월성1호기에 대한 Type 3 PSI데이터는 없고, Type 6는 1개 데이터가   

 있으나 일반적 경향에서 너무 벗어나 월성1호기 PSI 데이터와 월성     

 2,3,4호기 PSI 데이터의 두께비율인 94%값을 사용함(Type 3: 6.72mm,   

 Type 6 : 5.17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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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값이다.  타입 1을 보면 2.5 inch  피더배관의 초기두께가 굽힘각도

가 73°일 때 평균치는 6.63, 최대 7.30, 최저 6.10이다.

  동일한 굽힘 각도인데도 초기두께가 최대 1.2mm가 차이나는 것이다. 이

는 년간 0.1mm 감육속도를 가정하면 12년 동안 감육 누적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초기두께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없이 가동중검사 데이터만 가지고 

감육속도를 평가할 경우 매우 큰 오차를 유발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월성 1호기 초기두께는 제한된 데이터만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 확보

한 초기두께 평균, 최대, 최저치를 표 3.1.1.5에 제시하 다. 그나마 타

입 2와 6은 단 하나의 데이터밖에 없으며 타입 3은 아예 데이터가 없다. 

타입 1,2,4,5는 제한된 데이터로부터 구한 값을 평균으로 설정하 고 타

입 3과 6은 2,3,4호기 데이터로부터 유추하 다. 즉, 2,3,4호기 평균값에 

0.94를 곱하여 이를 평균 초기두께로 설정하 다. 

  월성 1호기 초기두께 데이터는 2,3,4호기와 같이 확실한 PSI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서 보관중인 오래된 문서에서 52개 채널

에 대해서 단일 값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인용한 것이다. 따라서 그 신

뢰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아래 현장의 CMTR(Certified Material 

Test Report), 제작 후 QA 자료와 해외 자료 등을 분석함으로서 표 

3.1.1.5에 설정한 초기두께가 타당한가를 검증코자 한 결과를 표 3.1.1.6

에 나타내었다. 

  월성 2,3,4호기 피더배관 CMTR의 굽힘 전 두께와 굽힘 후 최저두께(QA 

표 3.1.1.6. 월성1호기 초기두께 설정치 타당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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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를 비교하면 타입별로 0.880∼0.910의 값을 보인다. 이는 캐나다

의 Point Lepreau와 Gentilly-2 원전에서 보고한 값과 일치한다. 월성 1

호기 피더배관 굽힘 전 두께에 타입별로 0.880∼0.910 값을 곱하면 굽힘 

후 최저두께에 대한 평균치를 유추할 수가 있다. (월성 1호기 굽힘 후 QA 

데이터는 미 확보) 이렇게 구한 타입별 평균 최저두께와 표 3.1.1.5에서 

구한 최저두께를 표 3.1.1.6에 함께 나타내었다. 1호기와 2,3,4호기 모두 

CMTR/QA 데이터로부터 추정한 초기두께가 PSI 데이터로부터 추정한 초기

두께보다 다소 낮은 값을 보이면서 최대차이가 0.39mm로서 비교적 정확하

게 일치한다. 따라서 표 3.1.1.5에 나타낸 초기 두께 추정치가 근사치로

서 타당함을 확인할 수 있다. 

  향후 원전별 감육속도를 평가할 때 채널별 초기두께는 측정데이터가 있

는 경우에는 측정치를, 측정데이터가 없는 경우에는 평균치를 적용하

다. 평균치는 PSI data로부터 추정한 표 3.1.1.5의 값을 사용하 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현장에서 측정한 PSI 데이터보다는 QA 데이터가 정확한 최저두께를 

반 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현장의 ISI가 PSI와 유사한 상황에서 

검사함을 감안하고,

   - PSI 값이 QA 데이터보다 다소 높으나 크게 벗어나지를 않으며,

   - 초기 두께를 다소 높게 가정함이 감육속도를 평가할 때 보수적인 방

안인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② 초기두께 분포

  직관을 굽히면 소성변형이 발생하여 extrados는 얇게 intrados는 두껍

게 두께 변화가 발생한다. 따라서 피더배관의 초기두께는 위치별로 서로 

다른 두께를 나타낼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두께 검사를 

extrados 부위에 집중하고 있으나 캐나다의 PL 원전에서 전체를 검사

(full grid)한 사례를 보면 최저두께는 예외 없이 extrados에서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동일한 배관에서 FAC 감육속도는 위치별로 다소 편차를 

보이는 분포를 가지며 어느 곳이 가장 감육속도가 높은지를 예측하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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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하다. 따라서 가동 중 두께검사에서 최저두께가 extrados에 집중되

는 이유는 감육속도가 가장 높기 때문이라기 보다는 초기 두께가 가장 얇

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감육속도가 느린 반면 초기두께는 위치별로 큰 편차를 보이기 때문에 

어느 시점까지는 최저두께가 extrados에 집중하다가 충분히 긴 시간이 흐

른 후에는 초기 두께는 다소 두껍더라도 감육속도가 가장 큰 곳이 최저두

께를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곡관부를 중심으로 

초기두께 분포를 파악할 필요가 있는 바, 두산중공업에서 실제 피더배관 

제작공정과 똑같이 archive 피더배관을 제작하여 두께분포를 정  측정하

다. 기하학적인 형상별로 하나씩 archive 피더 배관을 제작하여 두께분

포를 측정한 결과를 부록 2에 나타내었다. 

   (4) 채널별 운전변수 데이터

  380개 채널별로 독립적인 출력과 유로가 형성되므로 온도, 유속 및 유

량, 건도 및 기공률이 서로 다르다. 이들은 모두 감육에 향을 줄 수 있

는 변수이기 때문에 채널별 운전변수를 DB에 반 하 다. 시간에 따른 채

널별 연소도 변화와 HTS(Heat Transport System)계통의 aging 현상으로 

인하여 이들 변수가 서서히 변화하는 특성이 있다. 그러나 채널별 운전조

건에 대한 체계적인 감시를 최근에야 시작하 으므로 아직 누적된 DB를 

확보하지는 못하 다. 

  현행 채널별 운전조건 감시방안은 노심의 출력 분포, 채널별 RTD 온도

측정치, 원자로 입구와 출구 헤더사이의 압력차이 데이터를 이용하여 

NUCIRC 전산코드로 계산하는 것이다. 매 주기 헤더사이의 압력차이를 정

측정하고 이를 근거로 월별 운전조건 데이터를 계산한다. 그러나 아직 

초기단계이라 완벽한 운전조건 데이터를 얻을 수는 없었고 월성 1호기의 

경우 2000년 6월 27일 계산치를 이용하 다. 채널별 운전조건이 급격하게 

변화하지는 않으므로 완벽하지는 않으나 심각한 오차를 유발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향후에는 매주기 월별 계산치를 누적하여 주기평균을 

구하고 이를 계속 누적하여 가동기간 누적 평균치를 구하는 체계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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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예정으로 ‘02년 초반부터 이를 DB에 반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채널별 운전조건 데이터는 부록 1에 제시하 다. 

   (5) 두께검사 데이터

  그림 3.1.1.4는 월성1호기와 월성2,3,4호기의 두께검사 위치(grid 

pattern)를 보이고 있다. 월성1호기의 두께검사위치는 그림 3.1.1.4.(b)

의 extrados ②지점을 중심으로 하여 7개 부위를 측정하 고, 월성2,3,4

호기는 그림 3.1.1.4.(c)의  extrados ⑤지점을 중심으로 하여 9개 부위

를 측정하 다. 측정부위의 grid 간격은 15mm로 일정하게 하 다. 

  각 호기별 주기별 두께검사 데이터는 부록 1에 정리하 다.

(a) 피더배관 모형

 

(b) 월성 1호기

 

(c) 월성 2,3,4 호기

그림 3.1.1.4. 피더배관 모형과 두께검사 위치(grid pattern)

                   [(b)의 ②와 (c)의 ⑤는 피더배관의 extrados]

 다. 월성 원전 감육현황 분석 및 수명평가

   (1) 원전별 주요 현안

  월성 1호기는 이미 15 EFPY 이상 가동한 반면 2,3,4호기는 신규 원전이

다. 따라서 피더배관 감육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주안점이 서로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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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1호기는 이미 상당한 감육이 진행하여 임계 허용치에 근접하고 있는 

실정인 바, 향후 압력관을 교체할 때 피더배관도 함께 교체할 예정이다. 

따라서 관리의 주안점은 압력관을 교체할 때까지 피더배관의 건전성을 확

보코자 함이다. 즉, 적절한 검사프로그램으로 건전성을 확인하고 불가피

한 경우에는 일부 채널만이라도 교체가 필요할 것이다. 일부 취약한 채널

에 대해서는 비활성 핵연료(dummy fuel)를 장치함으로서 온도를 낮춰 감

육을 억제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반면, 월성 2,3,4호기는 신규원전으로서 아직 감육정도가 미미하다. 

AECL이 추정한 바에 따르면 현행 UT 검사기술의 검사오차(random error)

가 최소한 ±0.125mm이상은 될 것으로 예상(카이텍-NDT-500-20,1999)하는 

바, 수 주기 이내 가동한 피더배관의 감육 검사데이터로부터 감육속도를 

평가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 누적 감육보다 검사오차가 더 클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피더배관 두께가 임계허용치에 접근하는 것은 최소한 

10여 주기 후에 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월성 2,3,4호기 피더배관 관리의 

주안점은 감육현황 및 잔여수명 평가가 아니라 합리적인 중장기 관리방안

을 수립하는 것이다. 

   (2) 해외 원전 사례 검토

  월성 1호기 감육현황 분석에 앞서 해외 유사 원전의 감육현황을 검토하

고자 한다. 해외 유사원전의 감육에 대한 상세한 DB를 모두 구할 수는 없

으나 방문, 회의 등을 통해서 입수된 자료를 근거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가) 운전 조건 비교

  표 3.1.1.7은 국내외 4개의 CANDU-6 원전의 운전조건을 요약하여 비교

하 다(Pietralik J.M., 2000). 2000년11월 AECL이 당시까지 운전한 평균

값을 작성한 자료이다. Embulse 원전은 pHa를 매우 낮은 상태로 운전하

으며, 따라서 피더배관 감육도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월성 1호

기와 PL, G2원전은 동일한 수질관리 지침을 적용한 사례인 바, 피더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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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육에 향을 미치는 주요변수를 비교해 볼 수 있다. 

  pHa는 평균적으로 월성1호기가 다소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운전수명 

누적 평균치가 0.1보다 조금 크게 차이가 난다. 냉각재의 pHa가 피더배관

의 감육에 미치는 향에 대한 AECL의 시험 결과를 다음 식 (3.1.1.1)로 

제안된 바가 있다. 

f pH =  exp [0.4159* (pHa-10.6)]         (3.1.1.1)

 식 (3.1.1.1)에 대입하면 pHa가 10.5인 경우에 10.6인 경우보다 감육속

도가 4%만큼 낮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즉, pHa에 의한 향만으로 월

성 1호기는 PL 또는 G2 원전보다 4% 이상 감육속도가 느렸음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유동특성을 비교해보면 월성1호기는 평균적인 건도가 PL, G2원전에 비

해서 현저히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많은 채널이 물과 증기 혼합유

체가 아닌 물 단일 유체상태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유속에 반 된다. 건

도가 낮을수록 선형유속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감육속도와 QV(Q;질량유

속, V;선형유속)가 비례관계가 성립한다고 가정하여 월성1, PL, G2 원전

에서 그 평균값을 비교해보면 각각 268.6, 270.5, 319.9이다. 즉, 월성 1

호기는 PL에 비해서 약 84% 수준의 감육속도를 보일 것이며, G2보다는 비

슷하거나 다소 낮은 수준의 감육속도를 유지하 을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 

표 3.1.1.7. CANDU-6 원전 피더배관 운전수명 평균 운전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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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감육속도 비교

  표 3.1.1.8은 CANDU-6 4개 호기의 감육속도를 AECL이 비교 평가한 것이

다(Pietralik J.M., 2000). 원전별 2.5 inch와 2 inch 피더배관의 평균과 

최대 감육속도를 나타내고 있다. 감육속도는 채널별 최저두께 검사결과에

서 초기두께를 뺀 값을 EFPY로 나누어서 구한 값이다. 그런데 초기두께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없는 한 감육속도는 정확한 값으로 보기 어렵다. 

즉, 채널별 초기두께를 정확하게 정의하지 못하는 한 표 3.1.1.8의 값은 

추정치일 뿐이다. 특히 최대 감육속도는 신뢰성 있는 값으로 볼 수 없다. 

단, 전체 채널에 대한 평균 감육속도는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초기두께를 평균적인 값으로 가정하 을 때, 채널별 감

육속도는 오차가 크더라도 전체 평균치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

다. 

표 3.1.1.8. CANDU 6 plant 의 Feeder Wall Thinning Rate 비교 

(단위 : mm/yr)

Plant Name

(EFPY)

Wolsung 1

(14.45)

Point 

Lepreau

(14.05)

Gentilly-2

(12.58)

Embalse

(12.25)

2.5 in., max TR 0.140 0.127 0.131 0.127

2.5 in., avg TR 0.093 0.110 0.094 0.08

2.0 in., max TR 0.118 0.114 0.114 0.063

2.0 in., avg TR 0.073 0.096 0.079 0.027

  월성 1호기 평균감육속도는 PL보다는 현저히 낮고 G2보다는 비슷하거나 

다소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이는 표 3.1.1.7에서 채널별 운전변수를 

비교한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다) 해외 원전 수명평가 사례

  PL과 G2 원전에서 피더배관 잔여수명평가를 수행하여 단기적으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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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필요한 채널을 정리한 결과를 표 3.1.1.9에 보이고 있다(Perrin W. 

1997, 이경수 2000).  두 원전 모두 2inch 배관의 2차 곡관부가 취약한 

특성을 나타내었다. PL 원전은 2008년까지 2 inch 26개, 2.5 inch 16개 

채널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고 G2원전은 2inch 배관 4개에 대한 조치가 필

요하다. 그러나 이는 1999년도에 보수적으로 잔여수명을 예측한 결과로서 

목록에 포함된 채널을 전부 교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표 3.1.1.9. 해외 원전의 취약 피더배관 선정 현황

  정확히 정의하자면, 보수적인 평가를 수행한 결과 2008년도 이전까지 

연도별 O/H 시점까지 잔여수명을 확보할 수 있음을 보수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채널이다. G2 원전이 PL 원전보다는 감육 잔여수명이 다소 길 것으

로 예상하 다. 이는 채널별 유동운전변수와 pHa 변수를 비교한 표 

3.1.1.7과 감육속도를 비교한 표 3.1.1.8과 일치한다. 연장선상에서 월성 

1호기는 G2 원전보다도 다소 잔여수명이 길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 

  G2 원전에서 취약한 채널은 C05, C17, D06, D18 4개인데 이들 모두가 

PL 원전의 취약채널에 반 되어 있다. 그러나 PL 원전에서 가장 취약한 

것으로 평가된 H02, E04 채널이 G2 원전 평가에는 반 되어 있지 않다. 

동일한 CANDU-6 원전에서 채널별 취약채널이 서로 일치하는 것은 당연하

나 원전별로 채널별 운전변수와 초기두께 분포가 다소 편차를 보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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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월성 1호기의 취약채널을 평가할 때 PL과 G2 원전 결과를 참조

할 수는 있으나 현장검사에 근거한 자체적인 평가가 필수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라) QV 모델 비교

  그림 3.1.1.5는 QV 모델로 현장의 감육을 평가한 결과이다. 이는 채널

별 최저 두께 측정치가 scaled EFPY와 직선적으로 비례한다는 경험적인 

법칙에 근거한다. 

그림 3.1.1.5. 월성1호기와 Point Lepreau의 QV model 관계 비교

scaled EFPY =  
(QV)

   (QV) max
*EFPY          (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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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채널별 질량유속, V; 채널별 선형유속

            ․(QV)max ; 전체 채널에서 QV 곱이 가장 높은 채널의 값 

                        (2 inch와 2.5 inch를 분리하여 적용)

  PL 원전 데이터와 월성 1호기 데이터를 비교하 다. 2000년 12월 현재 

입수가능한 데이터를 근거로 작성하 다. 2.5“에 대해서는 기울기는 거의 

비슷하나 데이터 분포가 월성 것이 훨씬 분산되어 있으며, 2”에 대해서는 

분포정도는 거의 비슷하나 기울기가 월성 것이 좀 적은 편이다. 이 기울

기는 scaled EFPY 대비 평균적인 감육속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전체적인 

경향을 알 수 있다. 월성 1호기는 PL 원전에 비해서 감육속도가 현저하게 

낮을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그런데 2.5 inch 피더배관에서는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반면 

2 inch 피더배관에서는 월성 1호기가 현저히 낮은 기울기를 보이고 있다. 

   (3) 월성 1호기 피더배관 잔여수명 평가

     (가) 잔여수명 평가 방법 선정

  피더배관 채널별 잔여수명을 구하기 위하여 QV 모델을 기반으로 통계학

적인 방법을 적용하고자 한다. 이 방법은 PL 원전에서 사용한 방법과 일

치한다(Perrin W.,1997). 원전 2차계통 탄소강 배관의 FAC 감육에 대한 

잔여수명을 구하기 위하여 CHECWORKS 전산코드는 현장의 검사데이터로부

터 배관별 감육속도를 계산하여 잔여수명을 평가하는 방법을 적용하고 있

으나 이를 피더배관에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다. 2차계통 배관은 감육속도

가 최대 1mm/year 이상에 이르는 만큼 UT 검사오차에 비해서 감육속도가 

매우 높다. 

  반면 피더배관 감육은 ∼0.1mm/year로 매우 낮은 감육속도를 나타내는 

바, UT 측정오차가 감육속도에 큰 오차를 유발할 수 있다. 월성 1호기에

서는 96년부터 두께 검사를 수행하 고 ‘01년(15.68 EFPY)까지 1차 곡관

부에 대한 검사를 100% 완료하 다. 96년부터 ’01년까지 검사데이터를 서

로 비교하여 감육 속도를 구하기에는 감육 속도 대비 측정 오차가 너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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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다. 

  따라서 초기두께와 검사 두께 차이로부터 감육속도를 구할 수밖에 없는

데 초기두께의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 표 3.1.1.5에서 보듯이 데이터 개

수가 많은 월성 2,3,4호기에서 동일한 굽힘 각도에 대해서도 채널별 초기

두께가 최대 1.35mm까지 차이가 난다. 월성 1호기는 대부분 채널에서 초

기 두께 측정데이터가 없으므로 평균치를 적용해야 하는데 초기두께의 불

확실성이 너무 크므로 감육속도를 정확하게 평가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표 3.1.1.10은 14주기 O/H 두께검사 결과로부터 감육속도를 구한 후 잔

여수명을 예측하여 잔여수명이 짧은 순서로 10개 채널을 제시한 것이다.

표 3.1.1.10. 월성1호기 측정 최소잔여수명 10개 채널(14주기 검사결과)

Channel  Size Bend Tinit (PSI)  Tcrit  Min. T Wear Rate Remain Life

No.  [inch] Type [mm]  [mm]  [mm] (mm/yr) (EFPY)

M22-A 2 6 5.17 2.61        3.47 0.118 7.31

N16-C 2.5 1 6.13 3.16        4.25 0.130 8.38

D18-A 2 4 5.06 2.61        3.54 0.105 8.84

J15-A 2.5 1 6.13 3.16        4.29 0.127 8.87

R11-A 2.5 1 6.13 3.16        4.30 0.127 9.00

G09-A 2.5 1 6.13 3.16        4.31 0.126 9.13

G15-A 2.5 1 6.13 3.16        4.31 0.126 9.13

H16-A 2.5 1 6.13 3.16        4.32 0.125 9.26

K06-A 2.5 1 6.13 3.16        4.33 0.125 9.39

N17-A 2.5 1 6.13 3.16        4.33 0.125 9.39

 

 감육속도는 다음 식 (3.1.1.3)과 같이 설정하 다. 

           FAC Rate =  
Tini - T min

EFPY
            (3.1.1.3)

  10개 채널 모두 초기두께는 평균치를 적용한 경우다. 즉, 굽힘 각도별

로 초기두께를 동일하게 설정한 셈이므로 결국은 측정 최소두께가 감육속

도와 잔여수명을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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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육속도를 정확히 구할 수 있다면 식 (3.1.1.3)에 의한 감육속도 계산

이 타당할 것이나 피더배관의 경우에는 초기두께에 대한 불확실성이 너무 

큰 것이다. 

  예를 들어서 초기 두께가 평균치보다 0.5mm만큼 크다고 가정하면 감육 

속도는 0.035mm/EFPY가 증가해야 한다. 실제로 같은 굽힘 각도에서도 초

기두께가 최대 1.35mm까지 차이가 날수 있음을 표 3.1.1.5에서 확인한 바

가 있다. 게다가 잔여수명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초기두께와 측정두께의 

불확실성을 보수적으로 고려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잔여 수명을 과도하

게 보수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

  반면, QV 모델에 근거한 통계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 감육속도를 별도로 고려하지 않고 채널별 Tmin 측정치와 QV값만을 

반 함으로서 초기 두께의 불확실성에 따른 오차를 배제할 수 있다.

   - QV model에 따른 Tmin과 scaled EFPY의 회귀선에 대한 통계적인 타

당성이 검증된다면 통계적인 기법을 이용하여 합리적인 보수성을 반 한 

잔여수명 평가가 가능하다. 

     (나) 수명 평가 

  현장 검사 데이터로부터 QV model regression을 다음과 같이 도출한다.

   - y = ax + b 관계식 도출

    ․y ; minimum thichness

    ․x ; scaled EFPY = (QV)/(QV)max X EFPY

    ․a ; 기울기 (scaled EFPY 기준 평균 감육속도)

    ․b ; 상수

  통계적인 분석기법을 활용(Scheaffer R.L., 1990)하여 다음과 같이 주

요 변수를 도출한다.

   - a ; 기울기 (현장 검사데이터 평균치)

   - σ ; 표준편차 ( σ 2 =
∑
n

i=1
{y i-(a x i+ b) }

2

(n-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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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 ; number of data points

  채널별 잔여수명 평가를 다음과 같이 수행한다.

그림 3.1.1.6. QV 모델을 활용한 잔여수명 평가 개념도

(1) simple prediction
(2) conservatism for thickness uncertainty(97.5% bound)
(3) conservatism for slope uncertainty(97.5% bound)

measured
data

Tcrit

conservative prediction of remaining life
(3)

(2)
(1)

y = ax + b
    (scaled time regression)

m
in

im
um

 th
ic

kn
es

s

scaled EFPY {(QV)/(QV)max X EFPY}

   - scaled EFPY 기준 감육 속도를 a로 가정하여 잔여수명 평가 

    (그림 3.1.1.6의 line (1))

   - 보수성 반  (1) ; Tmin 절대값의 오차 반

    ․ Tmin 오차범위 설정 : 1.96 X σ (97.5% low bound prediction)

      (그림 3.1.1.6의 line (2))

   - 보수성 반  (2) ; scaled EFPY 기준 감육속도의 오차 반

    ․σa ; 기울기 a 값의 표준편차

σ a =  
σ
SSxx

 ,   SS xx =  ∑
n

i= 0
x 2i -

( ∑
n

i= 0
x i)

2

n

    ․ap = a - 1.96×σa (97.5% low bound limit)

   - scaled time 대비 평균 감육속도 a 대신 ap 적용

     (그림 3.1.1.6의 line (3))

  Line (3)과 Tcrit가 만나는 scaled time을 보수적인 예측수명으로 설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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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2.5 inch 피더배관 scaled EFPY 대비 Tmin

  Scaled EFPY 대비 Tmin regression 관계를 그림 3.1.1.7에 나타내었다. 

그림 3.1.1.7. QV Regression, 2.5inch feeder

0 2 4 6 8 10 12 14 1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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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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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7
2.5 inch feeder

Tcrit
regression of mixed data 2000, 2001
 y = -0.09471x + 5.811
 n = 383
σ = 0.2204 

 Tmin96
 Tmin98
 Tmin99
 Tmin00
 Tmin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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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m

scaled EFPY ((QV)/(QV)max X EFPY)

 2000년과 2001년 데이터만을 반 하여 통계적인 주요 변수 값을 도출하

다. 1996년도 데이터는 검사 grid pattern이 다소 느슨하 으며 그 결

과 두께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1998년과 1999년 

검사 데이터는 추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개수도 많지 

않으므로 통계적인 변수 도출에는 활용하지 않았다. 

     - a = -0.09471

     - n = 383

     - σ = 0.22037

     - SSxx = 2789.917

     - σa = 0.00417

     - ap = -0.09471 - 1.96×0.00417 = -0.1029

     (라) 2 inch 피더배관 scaled EFPY 대비 T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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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aled EFPY 대비 Tmin regression 관계를 그림 3.1.1.8에 나타내었다.  

2000년과 2001년 데이터만 반 하여 통계적인 주요 변수값을 도출하 다. 

그림 3.1.1.8. QV Regression, 2 inch fee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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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ression of mixed data 2000, 2001
 y = -0.06944x + 4.753
 n = 75
σ = 0.19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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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led EFPY

     - a = -0.06944

     - n = 75

     - σ = 0.19748

     - SSxx = 477.523

     - σa = 0.00904

     - ap = -0.06944 - 1.96×0.00904 = -0.08716

     (마) 잔여수명 평가 결과

  월성 1호기 14와 15차 O/H 검사에서 1차 곡관부에 대한 검사를 100% 완

료하 다. 이를 근거로 채널별 잔여수명을 평가한 결과를 표 3.1.1.11에 

제시하 다. 수명이 짧은 순서로 일부 채널만을 나타내고 전체 채널에 대

한 결과는 부록 3에 제시하 다. 

  채널 번호, 배관 크기, 초기두께, ‘00년과 ’01년 측정한 최소두께를 제

시한 후 수명평가결과를 method 1로서 제시하 다. ‘00년과 ’01년에 중복

하여 두께를 측정한 63개 채널은 두 개의 데이터를 모두 활용하여 잔여수



- 63 -

명을 평가하고 그중 짧은 것을 선택하 다. 단지 참조하기 위한 데이터로

서 method 2와 3을 제시하 는데, method 2는 FACRAN 모델로 계산한 채널

별 감육속도를, method 3은 표 3.1.1.10과 동일하게 검사 최저두께를 근

거로 감육속도를 계산한 후 수명을 평가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Method 3

으로 구한 수명보다 method 1 수명이 일관되게 짧게 나타나는 바, 이는 

method 1에 보수성을 반 하 기 때문이다.

 
그림 3.1.1.9. End of life vs. FACRAN wear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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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1.1.9는 method 1 수명과 FACRAN 감육속도 예측치를 비교하여 

제시한다. FACRAN 모델 예측 감육속도가 짧은 채널이 역시 method 1 수명

도 짧은 것으로 뚜렷한 경향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즉, method 1 수명

은 FACRAN 모델 예측에 의한 감육속도와 검사 데이터에 의한 감육속도와 

일치하는 경향을 나타내면서도 적절한 보수성을 반 한 것으로 볼 수 있

다. 

  표 3.1.1.7에 따르면 가장 취약한 채널도 15주기(15.68 EFPY) 이후 

5.93 EFPY 이상 잔여수명을 확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보수

성을 반 한 평가 결과로서 15주기 이후 5.93 EFPY 만에 두께가 임계허용

치에 도달한다고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보수적으로 평가하여도 5.93 EFPY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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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11. 월성1호기 피더배관 잔여수명 예측 

Method #1 Method #2

FACRAN rate

1st bend Tmin(00) Tmin(01)

M22-A 2.0 5.17 3.47 3.55 5.43 0.054 0.1177 0.1033 7.93

D18-A 2.0 5.06 3.54 3.50 5.77 0.077 0.1052 0.0995 8.95

L18-C 2.5 6.17 4.41 4.24 6.30 0.084 0.1218 0.1231 8.77

M17-C 2.5 5.80 4.25 4.26 6.40 0.090 0.1073 0.0982 11.03

N16-C 2.5 6.13 4.25 4.26 6.40 0.091 0.1301 0.1193 9.09

K08-A 2.5 6.13 4.39 4.28 6.69 0.091 0.1204 0.1180 9.49

J15-A 2.5 6.13 4.29 4.30 6.79 0.087 0.1274 0.1167 9.63

L16-C 2.5 6.00 4.33 4.30 6.88 0.095 0.1156 0.1084 10.51

N07-A 2.5 6.20 4.49 4.30 6.88 0.089 0.1184 0.1212 9.41

N15-A 2.5 6.27 4.52 4.30 6.88 0.096 0.1211 0.1256 9.07

R11-A 2.5 6.13 4.30 6.88 0.093 0.1267 9.77

G09-A 2.5 6.13 4.31 4.33 6.98 0.087 0.1260 0.1148 9.91

G15-A 2.5 6.13 4.31 4.48 6.98 0.093 0.1260 0.1052 9.91

E08-C 2.5 6.13 4.32 7.08 0.080 0.1154 10.05

E12-C 2.5 6.13 4.32 7.08 0.077 0.1154 10.05

H15-C 2.5 6.13 4.32 7.08 0.082 0.1154 10.05

H16-A 2.5 6.13 4.32 4.42 7.08 0.078 0.1253 0.1091 10.05

K06-A 2.5 6.13 4.33 4.32 7.08 0.081 0.1246 0.1154 10.05

K14-A 2.5 6.13 4.35 4.32 7.08 0.095 0.1232 0.1154 10.05

N06-C 2.5 6.13 4.32 7.08 0.090 0.1154 10.05

F06-A 2.5 6.13 4.37 4.33 7.17 0.075 0.1218 0.1148 10.19

F08-A 2.5 6.13 4.34 4.33 7.17 0.090 0.1239 0.1148 10.19

H09-C 2.5 6.13 4.33 7.17 0.102 0.1148 10.19

N17-A 2.5 6.13 4.33 4.39 7.17 0.084 0.1246 0.1110 10.19

T12-C 2.5 6.13 4.33 7.17 0.084 0.1148 10.19

Q13-C 2.5 5.90 4.34 4.36 7.27 0.084 0.1080 0.0982 11.86

G11-A 2.5 6.13 4.35 4.38 7.37 0.094 0.1232 0.1116 10.48

H10-A 2.5 6.13 4.35 4.46 7.37 0.099 0.1232 0.1065 10.48

M13-C 2.5 5.93 4.35 4.43 7.37 0.086 0.1094 0.0957 11.81

C17-A 2.0 5.06 3.64 3.70 7.38 0.071 0.0983 0.0867 11.37

H07-C 2.5 6.13 4.36 7.47 0.096 0.1129 10.63

K15-C 2.5 6.13 4.42 4.36 7.47 0.089 0.1184 0.1129 10.63

L13-A 2.5 6.13 4.36 4.45 7.47 0.092 0.1225 0.1071 10.63

F15-C 2.5 6.13 4.37 7.56 0.090 0.1122 10.78

G13-A 2.5 6.13 4.37 4.42 7.56 0.081 0.1218 0.1091 10.78

P07-A 2.5 6.13 4.37 7.56 0.094 0.1218 10.78

S09-C 2.5 6.13 4.37 7.56 0.078 0.1122 10.78

inspection wear rate

Method #3

Remaining Life
(EFPY) 00$01T

Remaining Life
(EFPY) 00$01T

Channel
ID

Size
[inch]

Tinit
(PSI)
[mm]

00.  Min. T
[mm]

01.  Min. T
[mm]

  이상으로 1차 곡관부에 대한 수명평가를 완료하 다. 그러나 2차 곡관

부에 대한 검사를 아직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향후 검사 프로그램은 2차 

곡관부에 대한 검사를 잔여수명을 평가할 수 있도록 반 해야 할 것이다. 

(최적 관리방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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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월성 2,3,4호기 피더배관 수명 평가

  월성 2호기는 1999년과 2000년에 걸쳐 42개의 동일한 채널에 대해 검사

를 실시하 고, 월성 3,4호기는 2000년에 각각 77개와 79개를 측정하 다

[부록1 참조]. 월성2,3,4호기의 검사데이타에 의한 감육속도를 표 

3.1.1.12에 나타냈는데, 월성 3호기의 경우 평균감육속도가 0.036mm/yr, 

월성4호기의 경우 최대감육속도가 0.470mm/yr로 비슷한 시기에 건설된 원

전임에도 감육속도편차가 매우 크다. 이러한 결과는 검사해야 할 채널에 

비해 검사한 데이타 수가 적고 3EFPY정도로 가동년수가 짧기 때문에 비롯

된 것으로써 전체적인 감육 평가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표 3.1.1.12. 월성 2,3,4호기 감육속도

월성2호기 월성3호기 월성4호기

AVG 0.110 0.036 0.143

MAX 0.190 0.127 0.470

 따라서, 가동년수가 짧은 월성 2,3,4호기는 감육에 대한 잔여수명평가보

다 합리적인 중장기 관리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현안으로 생각되며, 월성 

1호기와 동일한 CANDU-6 원전으로서 기본적인 설계개념이 동일하므로 중

장기 관리방안을 도출하기에 앞서 월성 1호기와 비교하여 수명을 예상해 

보고자 한다.

  월성 2,3,4호기는 1호기보다 피더배관 수명이 다소 길 것으로 예상한

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 표 3.1.1.4에 나타낸 값을 기준으로 보면 피더배관 타입별로 월성 1

호기보다 2,3,4호기가 평균 최저두께가 0.28∼0.35mm 만큼 두껍다. 연간 

약 0.1mm정도 감육이 진행한다고 보면 약 3EFPY만큼 수명이 길 것임을 예

상할 수 있다.

   - pH 저감에 의한 감육 완화효과를 얻기 위하여 1998년부터 저 pH 운

전을 착수하 다. 1호기는 13주기부터, 2호기는 2주기, 3,4호기는 1주기

부터 저 pH 운전을 착수하 다. 14주기 말 현재(14.45 EFPY)까지 1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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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명 평균 pHa는 약 10.5인 반면 1998년 이후에는 pHa 값을 약 10.3으로 

유지하고 있다. 식3.1.1.1로 계산하면, pHa가 10.3이면 감육속도가 10.5

인 경우의 92%이다. 따라서 저 pH 운전을 일찍 시작한 것에 의한 수명 증

가효과는 14.45×8%= 1.16 EFPY 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 1호기는 채널별 재질의 Cr농도가 모두 0.02∼0.03%로 매우 낮은 반

면, 2,3,4호기는 0.02∼0.08%의 넓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1호기

에서는 Cr 농도에 따른 FAC 감육 저감효과를 전혀 기대할 수 없으나 

2,3,4호기 일부 채널에서는 Cr 농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상 3가지 효과를 감안할 때 2,3,4호기는 1호기보다 피더배관 수명이 

최소한 4∼5 EFPY 이상 길 것으로 가정함에 전혀 무리가 없음을 알 수 있

다. 

 라.  최적 검사 및 정비 방안

   (1)  월성 1호기 검사 방안

  월성1호기는 이미 상당한 감육이 진행하여 압력관 교체시점까지 건전성

을 확보할 수 있는가가 주요 현안이다. 이를 요약하면,

     - 피더배관 교체를 압력관교체와 함께 수행한다고 가정하고, 그때까

지 피더배관의 임계 허용두께를 초과하는 감육이 진행하지 않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검사 프로그램이 필요함. 

     - 일부 채널에서 임계허용두께를 초과하는 감육이 진행할 것으로 예

상되는 경우에는 교체를 포함하여 적절한 조치방안과 시점을 사전에 선정

할 수 있어야 함.

  1호기 피더배관 1차 곡관부에 대해서는 이미 100% 검사와 수명평가를 

완료하 다. 그 결과 최소한 5.93 EFPY 이상 잔여수명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따라서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으로 계속 피더배관 두께

를 검사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 년간 감육이 약 0.1mm 정도인데 

동일한 채널에 대해서 동일한 검사방법으로 계속 감육을 확인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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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검사 프로그램은 현행 검사 프로그램이 확인하지 못하 던 

불확실성을 확인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삼아야한다. 현행 검사 프로그램이 

확인하지 못한 불확실성은 다음 두 가지이다.

  첫째, 아직 2차 곡관부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지 않은 점이다. 해외 사

례에 따르면 가장 취약한 부위에 대한 검사가 생략되어 있는 것이다. 따

라서 다음 주기 검사는 2차 곡관부에 대한 두께 검사를 확실히 수행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차기 O/H에서는 2차 곡관부에서 과도한 감육이 발견될 

수도 있을 것을 예상하여 일부 채널에 대한 피더배관 교체준비를 완료하

고 O/H 공정에도 이를 반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현행 검사프로그램이 1차 곡관부에서도 extrados 부근만을 검사

하고 있는 바, 최저두께가 extrados를 벗어난 곳에서 나올 수 있는 가능

성에 대비하여야 한다. 

     (가) 2차 곡관부 검사

  2차 곡관부는 기하학적으로 1차 곡관부보다 접근이 어려우므로 검사가 

매우 어렵다. 수동 검사는 거의 불가능한 채널이 많으며 자동 검사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등 검사가 매우 부담스럽다. 따

라서 검사수량을 최소화하면서도 감육을 진단할 수 있도록 취약채널을 선

정하고자 한다. 즉, 총 52개의 2inch 2차 곡관부를 모두 검사하기보다는 

취약채널을 선정함으로서 검사부담을 줄이고자 한다. 취약채널 선정 절차

는 다음과 같다.

      ① 2 inch 피더배관

       ㉮ FACRAN 모델 해석

  FACRAN 모델을 이용하여 총 52개 채널 중 30개 취약채널을 선정하 다.  

 이 모델은 경험적 모델로서 정량적인 신뢰성에 제한은 있으나 그림 1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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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보듯이 전체적인 경향은 파악이 가능하다. 즉, 좁은 범위에서는 

FACRAN 예측치와 실측치의 순서가 다를 수 있으나 넓은 범위에서 보면 

FACRAN 예측치가 낮은 채널은 실측치도 낮은 경향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1.1.10은 월성 1호기 감육속도를 FACRAN 예측치와 비교한 결과

를 보이고 있다. 

(a) 2.5 inch

0

0.02

0.04

0.06

0.08

0 .1

0.12

0 0 .02 0.04 0.06 0.08 0.1 0 .12

Comparison of Thinning Rates for 1st and 2nd Bend
of 2.5" Feeders by Estim ation  of E mpirica l M odel

Type  1
Type  2
Type  3
T ype  4A
T ype  4B
T ype 4C
T ype  5A
T ype  5B
T ype 5C

Predicted Thinn ing Rate of First Bend (mm/yr)

* T ype 6 has no 2nd bend.

(b) 2 i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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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10. 1차와 2차 곡관부 감육속도 비교(FACRAN 계산치)

  전체적으로 FACRAN 예측치와 검사결과로 도출한 감육속도사이에 뚜렷한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총 52개 채널 중에서 FACRAN 예측치

가 높은 30개를 선정한다면 감육속도가 높을 것으로 우려되는 2 inch 2차 

곡관부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 취약채널 선정 타당성 평가

  과연 FACRAN으로 선정한 30개 채널이 취약채널을 모두 반 할 수 있는

가를 다음과 같이 재차 확인하고자 하 다. 

     - 2 inch 피더배관에서 QV/(QV)max가 0.8 이상 높은 채널 15개를 선

정한 결과 모두 FACRAN 선정 30개 채널에 포함됨을 확인하 음.

     - 1차 곡관부를 검사한 결과 최저두께가 가장 얇은 순서로 12개 채

널(3.9mm이하)을 선정한 결과 모두 FACRAN에서 선정된 30개 채널에 포함



- 69 -

됨을 확인하 음.

     - 해외 원전의 평가사례와 비교 검토한 결과 PL 원전에서 2005년 이

내에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11개 채널 모두, 그리고 G2 원전에서 

2008년까지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 던 4개 채널이 모두 FACRAN 선

정 30개 취약채널에 포함됨을 확인하 음. 

       ㉰ 1차 곡관부 검사결과 반

  앞서 수행한 검토결과로부터 FACRAN 선정 30개 채널이 취약채널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그런데 30개보다 검사개수를 다소 줄

이기 위하여 1차 곡관부의 검사결과를 반 하고자 한다. 즉, 1차 곡관부

의 두께가 충분히 두꺼울 경우  2차 곡관부에 대한 검사를 생략하고자 함

이다. 이는 1차 곡관부와 2차 곡관부의 감육이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

을 것임을 가정하는 것으로 1차 곡관부에 비해서 2차 곡관부가 유독 두께

가 얇을 것으로 볼 수 있는 근거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의로 14차와 

15차 O/H 검사결과에서 1차 곡관부 두께가 4.0mm이상인 채널은 2차 곡관

부 검사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한다. 

  표 3.1.1.13은 FACRAN 선정 30개 채널 목록이다. 14차와 15차 두께검사 

결과 1차 곡관부 최저두께가 4.0mm인 채널 12개를 차기 O/H 검사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한다. 30개 목록에 반 되지 않은 22개 채널 중에서 14차와 

15차 O/H 1차 곡관부 두께검사 결과가 4.0mm이하인 채널이 4개(G21, 

L22,Q21,V7)인데, 이를 검사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이상과 같은 절차를 통해서 총 22개 채널을 차기 O/H 2차 곡관부 검사

대상으로 선정한다. 

B08, B15, B16, C05, C06, C17, D05, D18, E04, E19, F03, 

G21, H02, H21, L01, L22, M01, M22, Q21, U17, V07, V16

      ② 2.5 inch 피더배관

  2.5“ feeder의 두 번째 bend에 대해서는 아직 Point Leporeau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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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tilly 등의 해외 원전에서 교체를 고려할 만큼의 심각한 손상 사례가 

없었다. FACRAN 모델 예측치도 2차 곡관부가 1차 곡관부보다 감육이 낮은 

경향을 나타내는 것과 일치하는 것이다. 아울러 L18 채널을 제외하고는 

2.5 inch 배관의 1차 곡관부에서 측정 최소두께가 가장 얇은 순서로 33개 

채널이 모두 기하학적인 형상이 2차 곡관부를 고려할 필요가 없는 타입 6

이다. 따라서 2.5 inch 피더배관 2차 곡관부에 대해서는 단지 확인을 위

한 최소한의 점검만으로 충분할 것으로 판단한다. 표 3.1.1.14는 FACRAN 

모델로 2차 곡관부가 취약할 것으로 예상하는 30개 채널을 나타낸다. 이 

중에서 1차 곡관부 수명이 25 EFPY보다 낮은 다섯 개채널을 차기 O/H 두

께검사에 반 할 것을 권고한다.

E09, E12, L18, N04, O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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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13. 2 inch 2차 곡관부 검사 대상 (FACRAN 선정 30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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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14. 2.5 inch 2차 곡관부 검사대상 (FACRAN 선정 30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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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검사 패턴 확장

      ① 감육속도 분포 특성

  현행 검사프로그램은 그림 3.1.1.4와 같이 extrados 부근만을 검사한

다. 따라서 extrados를 벗어난 부위에서 최소두께가 나타날 수도 있지 않

을까 하는 우려를 제기할 수 있다. PL과 G2 원전에서는 일부 채널에 대한 

검사를 partial grid가 아닌 full grid 개념을 적용하여 검사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extrados를 제외한 다른 곳에서 최소두께가 발견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W. Perrin,1997). 이는 감육속도가 extrados에

서 제일 높기 때문이 아니라 초기두께가 가장 얇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특정 피더배관에서 어느 곳이 가장 감육이 높을 것인지 예측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 2차계통 탄소강배관의 FAC 감육에 대한 경험에 따르면 최고 

감육속도가 나타나는 위치가 뚜렷한 경향을 나타내지 않고 불규칙하게 분

포하는 경향을 보인다. 

  2차계통 탄소강배관과는 달리 중수로 피더배관에서는 full grid 검사 

데이터가 그리 많지 않다. 2차계통 탄소강 배관에서는 FAC 감육을 감시하

기 위하여 full grid 검사가 일반화되어 있으며 수 주기 간격의 반복검사

로부터 grid point별 감육속도를 측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더배관에서는 

수 주기 간격의 검사데이터로부터 감육속도를 구하기가 불가능할 뿐만이 

아니라 초기두께 데이터도 매우 제한적이므로 grid point 별 감육속도를 

정확히 구하기란 불가능하다. 아울러 피더배관 두께검사는 고 방사선 구

역의 작업이므로 어려움이 있으며 따라서 extrados가 아닌 굽힘 옆면 또

는 intrados 부위 검사에 측정오차가 크게 반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

다. 

  그림 3.1.1.11과 3.1.1.12는 PL 원전의 제한된 데이터로부터 최대 감육

속도가 나타나는 위치를 보이고 있다(이경수, 2000). 2차계통 배관과 마

찬가지로 최대 감육속도 위치가 너르게 분포됨을 알 수 있다. 그림 

3.1.1.13과 3.1.1.14는 extrados 지점의 감육속도 대비 full grid 최대감

육속도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Extrados의 감육속도보다 높은 감육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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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타날 수 있음을 나타낸다. 한가지 특기할 점은 extrados의 감육속도

가 클수록 extrados 감육속도 대비 full grid 최대감육속도 비율이 작아

지는 경향이다. 즉, extrados의 감육속도가 클수록 감육속도 분포가 균일

해지는 듯한 경향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림 3.1.1.11. 2.0 inch 피더배관  

       최대 감육속도 위치 분포    

  그림 3.1.1.12. 2.5 inch 피더배관

       최대 감육속도 위치 분포   

 
그림 3.1.1.13. Extrados 대비 Full  

      grid 최대감육 속도(2 in.) 

 
그림 3.1.1.14. Extrados 대비 Full  

  grid 최대감육속도(2.5in.)

  이상에서 고찰한 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피더배관 곡관부에서 최대 감육속도가 발생하는 지점은 예측이 불가

능하며 불규칙한 분포를 나타낸다.

   - Extrados의 초기두께가 가장 얇기 때문에 가동중검사 최소두께는 일

관되게 extrados 부위에서 나타난다. 그러나 가동 연수가 증가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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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rados를 벗어난 부위에서 최소두께가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Full grid 검사결과로부터 도출한 point 별 감육속도 데이터는 매우 

큰 오차 가능성을 가진다. 따라서 정량적인 감육속도 평가보다는 현행 검

사프로그램에서 일부 취약채널에 대한 검사 grid pattern을 확대하여 보

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검사패턴 확장 방안

  기존의 검사프로그램에서 잔여수명기준으로 가장 취약한 일부 채널에 

대한 검사패턴을 확장함으로서 두께분포의 불확실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

다. 부록 2에 나타낸 초기두께 분포를 보면 intrados와 extrados는 최대 

3mm까지 초기두께가 다르다. 따라서 bend 전체를 포함하는 full grid 검

사는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현행 검사프로그램의 grid pattern을 

다소 확장하는 방안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권고

안을 제시한다.

     - 수명평가에서 가장 취약한 10개 채널에 대한 검사패턴 확장 검사

를 수행한다. 

     - Intrados까지 포함하는 검사패턴 확장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되

는 바, 현행 검사패턴을 다소 확장하여 bend의 절반 정도를 포함하는 검

사패턴을 권고한다. 단, 구체적인 검사패턴은 검사방법과 장치의 제한을 

감안하여 현장에서 설정하도록 한다. 

   (2) 월성 2,3,4호기 검사 방안

  월성 2,3,4호기 피더배관은 신규 원전이므로 단기적인 수명평가는 의미

가 없고 중장기적으로 합리적인 검사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현안이다. 

2,3,4호기 검사프로그램을 수립함에 있어서 다음 두 가지 사실을 고려해

야 한다.

     - 첫째, 월성 2,3,4호기는 1호기에 비해서 최소한 4∼5 EFPY 만큼 

피더배관 수명이 길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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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ECL이 추정한 UT 두께검사의 random 오차는 최소한 ±0.125mm인 

바, 실제로는 이보다 큰 검사오차를 예상한다. 감육속도가 ∼0.1mm/EFPY

이하임을 감안할 때 가동연수가 수 EFPY이내 일 경우 UT 두께 검사에 의

한 감육속도 평가는 전혀 무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2,3,4호기 검사데이터로부터 평가한 감육속도가 0.4mm/EFPY 이

상으로 높은 사례가 있어 감육 데이터로서 의미가 전혀 없다. 아울러 대

부분 채널에 대한 PSI 두께검사를 이미 수행하 기 때문에 기초데이터로

서도 의미를 부여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월성 2,3,4호기 피더배관 두께 검사는 다음과 같이 수행할 것을 

권고한다.

     - 검사주기를 현행보다 대폭 확장한다. 즉, 5 EFPY 이후 첫째 O/H와 

10 EFPY 이후 첫째 O/H에 피더배관 두께 검사를 수행한다.

     - 검사 방법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하되 검사 채널은 FACRAN 예측 

감육속도를 기준으로 20개를 선정하여 검사한다. 

     - 10 EFPY 이후 첫 번째 O/H 두께검사 결과를 반 하여 후속 검사 

프로그램을 수립한다. 

    (3) 월성 1호기 대체 정비 방안

  월성 1,2,3,4호기 피더배관에 대해 현재 유효한 검사 및 정비요건은 

“CAN/CSA- N285.4 -94”이고 최소 두께요건은 ASME Sec.Ⅲ NB-3642.1이다. 

그러나 ASME Sec.Ⅲ 요건이 지나치게 보수적인 관계로 이를 대체 적용하

기 위한 노력이 진행중인 바 그 현황을 조사하 다(이경수, 2001).

   (가) 안전등급 1,2,3 탄소강 배관 및 저합금강이 유체가속부식 또는 

침부식에 의해 감육되어 ASME Sec.Ⅲ에서 요구하는 두께 이하가 되었을 

경우, 배관을 교체하지 않고 해석을 통해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대체 

요건은 현재 Code Case N-597이다. Code Case N-597에서는 배관의 예상두

께가 공칭두께의 30%까지는 해석에 의한 평가에 의해 안전성이 입증될 경

우 계속사용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다. 다만, Code Case N-597에 안전등



- 77 -

급 2,3배관에 대한 해석방법 및 기준이 서술되어 있으나 안전 1등급 배관

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안전 1등급 배관에 대

해서 사업자가 공칭두께의 30%까지 계속 사용을 원할 경우는 사업자가 나

름대로의 방법으로 안전성을 입증하여야 하나 이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

다고 할 수 있다. 

  사업자가 N-597 적용을 신청할 경우 NRC에서는 해당 발전소의 두께측정

방법, 감육율 결정방법 등을 검토하여  적용여부를 심사하는데 2000.10월 

미국의 Hope Creek 발전소와 Salem 1,2호기 발전소가 탄소강 및 저합금강 

배관에 대해 Code Case N-597을 대체요건으로 적용하는 것을 NRC로부터 

승인받은 바 있다.

  (나) Code Case-N561, N-562은 감육이 발생한 안전 2,3등급 배관에 대

한 용접보수 외의 대체 정비방법을 기술하고 있으나 안전 1등급 배관에 

대해서는 대체 정비방법이 기술되어 있지 않다.

  결론적으로 피더배관은 안전 1등급 배관으로서 현재로서는 ASME Sec.Ⅲ

를 대체할 만한 해석방법이나 정비방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으

므로 피더배관의 두께가 ASME Sec.Ⅲ NB-3642.1에서 요구하는 최소두께 

이하가 되었을 경우는 현행 “CAN/CSA-N285.4 -94”에 따라 교체를 수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 결 론

   (1) 월성 1호기 피더배관 

    (가) 14, 15차 O/H에서 1차 곡관부 두께검사를 100% 수행하 다. 잔

여수명을 보수적으로 평가한 결과 가장 취약한 채널도 15차 O/H 이후 

5.93 EFPY 잔여수명을 확보하고있음을 확인하 다. 

    (나) 따라서 현행 검사프로그램을 더 이상 매주기 반복할 필요는 없

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다음과 같은 후속 검사프로그램을 권고한다. 

      ① 차기 O/H에서 2 inch 2차 곡관부를 필수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다음과 같이 총 52개 채널 중에서 22개 채널을 검사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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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08, B15, B16, C05, C06, C17, D05, D18, E04, E19, F03, 

G21, H02, H21, L01, L22, M01, M22, Q21, U17, V07, V16

      ② 차기 O/H에서 2.5 inch 2차 곡관부는 다음과 같이 5개 채널을 

검사할 것을 권고한다.

E09, E12, L18, N04, O05

      ③ 차기 O/H에서 본 보고서의 평가결과 잔여수명이 짧은 순서로 10

개 채널을 선정하여 검사패턴 확장 검사를 수행할 것을 권고한다. 검사패

턴 확장 방안은 bend의 extrados를 포함하는 절반정도를 원칙으로 하되 

검사방법과 장치의 특성과 한계를 고려하여 설정하도록 한다. 

      ④ 보고서에서 평가한 수명이 짧은 순서로 4EFPY가 지난 후 첫번째 

O/H에서 현행과 같은 두께검사 실시를 권고한다.

   (2) 월성 2,3,4호기 피더배관

     (가) 신규 원전인 2,3,4호기에서는 현행 검사프로그램 대신 다음과 

같은 검사프로그램을 권고한다.

      ① 매주기 검사하는 대신 검사주기를 확장하여 검사시점을 5 EFPY 

이후 첫 번째 O/H와 10 EFPY 이후 첫 번째 O/H로 정한다.

      ② 검사 수량은 20개 채널로 제한한다. 검사위치 선정은 380개 채

널에 대한 FACRAN 예측 감육속도를 기준으로 균등하게 선정한다.

      ③ 검사패턴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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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식피막 특성 규명 시험 및 물질 전달계수 도출 시험

 가. 부식피막 특성 분석 시험

   (1) 개  요

  FAC에 의한 파괴는 재료표면에 존재하는 부식피막의 파괴에 기인하므로 

피막의 안정성이 FAC에 의한 배관감육 방지에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부식피막이 파괴되는 과정은 전기화학적인 부식반응의 진행과 

관련이 있으며, 이 과정은 금속표면에서의 전기화학적 산화, 유체의 이동 

및 확산의 복잡한 단계를 가진다. FAC의 경우 침식(erosion)과의 차이점은 

부식피막이 기계적으로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피막이 용해되거나 피막생

성이 억제(Robinson J.O. 1999, Weed R.H. 1995)되어 재료의 부식에 대한 

저항성이 낮아지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FAC는 부식피막의 특성뿐만 아니

라 유체의 질량전달에 의해서도 크게 향을 받는다. 즉 부식피막의 용해

는 유체 내의 철의 용해도와 유체의 이동속도에 의하며, 철이 유체의 용

해도에 포화되지 않을 경우와 유체의 이동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부식은 

급속히 진행되어진다. 따라서 FAC는 침식에 비하여 낮은 유속에서 발생하

며 부식피막을 제거하는 많은 여러 환경인자들과 접한 관련이 있다

(K.A.Burrill,1995). 

  본 연구에서는 부식피막의 안정성에 향을 주는 인자들 중 50℃ 순수

(pure water)에서 용존산소의 농도와 pH가 탄소강의 부식속도와 부식피막

의 관계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탄소강이 de-oxygenated 물에 노출되었을 때 다음과 같은 반응이 발생

할 수 있다. 

 Fe+ 2H2O → Fe
2++2OH- +H2 ↔ Fe(OH)2 +H2        (3.1.2.1)

  이 반응은 반응생성물인 Fe(OH)2가 Schikorr 반응에 의해 magnetite 

(Fe3O4)로 전환된다.

3Fe(OH)2 →Fe3O4 + 2H2O + H2            (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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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탄소강 배관표면에 magnetite가 형성되면 배관의 부식속도는 급격

히 감소하지만 magnetite는 낮은 용존산소농도(20ppb이하)의 중성 혹은 

약 알칼리의 유체에서 약간의 용해도를 가지므로 이와같은 경우 magnetite

는 유체속으로 용해될 수 있다(Robinson J.O. 1999, Patulski S.A. 1999).  

그림 3.1.2.1. 산화막 형성의 개략도(iron-based feedwater 

          surfaces under de-oxygenated condition.)

  그림 3.1.2.1은 금속 표면에 형성된 magnetite 부식피막의 개략도를 나

타낸다. FAC 부식속도에 미치는 용존산소의 향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탄소강의 경우 50∼280℃ 온도범위에서 용존산소의 농도가 1ppb에서 

200ppb 로 증가될 경우 magnetite의 감소가 나타나면서, FAC의 부식속도

는 감소하 다. 이는 산소농도 증가에 따라 식 (3.1.2.2)의 반응보다 식 

(3.1.2.3)의 반응이 행하여져 magnetite의 표면에 안정된 hematite가 형

성되기 때문이다(Heitmann H.G. 1974, Zumiya M. 1983, Gill G.M.1982, 

Woolsey I.S.1986, Cragnolino G.1986).

 2Fe(OH)2 + 1/2 O2 → Fe2O3 + 2H2O              (3.1.2.3)

 용존 산소 존재시 hematite의 형성은 부식피막/유체 계면 그리고 피막내 

기공에서 발생하며, 용존산소는 존재하는 magnetite를 hematite로 변환시

키는 역할을 한다. FAC 속도의 감소는 magnetite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

은  hematite의 용해도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1.2.2는 용

존산소가 존재하는 경우에 금속과 유체사이에 존재하는 부식피막의 개략

도를 나타낸다. 그림 3.1.2.1에서 보여지는 다공성의 magnetite의 부식피

막에 비하여 더욱 치 한 피막구조를 가짐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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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2. 산화막 형성의 개략도(iron-based feedwater surfaces 

                  during operation with oxidizing feedwater.)

   (2) 시험 방법

     (가) 시편 및 시험조건 

  본 연구에서는 원자력 발전소 운전온도인 310 ℃ 고온에서의 실험에 앞

서 feeder 배관재질인 A-106 carbon steel을 이용하여 50℃에서 pH와 용

존산소에 따른 부식피막 특성을 전기화학적 기법을 이용하여 실험한 후 

결과를 분석함으로서 FAC의 기초 자료로 삼고자 한다. 시험시편은 피더관 

배관으로 사용중인 A-106 Carbon Steel을 이용하 으며 시험용액은  LiOH 

수용액(pH: 10.5, 11.0, 12.1)을 사용하 고 시험 환경은 용존산소농도를 

10ppb이하와 4.5ppm으로 용존산소량 조절하여 시험하 다. 모든 전극전위

(electrode potential)는 포화 카로멜 기준전극(saturated calomel 

reference electrode: sce)을 사용하여 측정하 으며 보조전극(counter 

electrode)으로는 백금을 이용하 다.

     (나) 동전위 분극 시험 (potentiodynamic polarization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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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식 전위로부터 양극으로 인가전위를 증가시켜 금속 표면에서 발생하

는 전기화학적인 반응을 전류 도를 측정하여 동전위 분극 시험을 실시하

다. 동전위 분극 시험의 주사 속도(scan rate)는 0.1mV/sec로 컴퓨터 

소프트웨어(CMS 105)로 제어되는 Gamry Model CMS105B potentiostat을 사

용하여 전위를 인가하 다. 동전위 분극 시험으로 전위구간에 따른 탄소

강의 분극거동을 조사하고 pH와 용존산소에 따른 부식전류 도와 부식전

위, 임계전류 도(critical current density), 부동태 전류 도의 상대적 

비교를 통하여 내식성을 평가하 다.

    (다) a.c impedance 시험 (a.c.impedance test)

  작은 진폭의 교류전위 signal을 주파수를 변화시키면서 탄소강시편 표

면에 인가하여 그에 대한 전극의 반응을 전기화학적 임피던스 

spectoscopy에 의하여 분석하 다. a.c.impedance 측정은 소프트웨어

(Gamry CMS300)로 제어되는 lock-in amplifier를 potentiostat와 연결하

여 실시하 는데 부식전위가 안정화 될 때까지 유지한 다음 부식전위에서 

진폭은 10mV, 주파수는 10
4Hz에서 10-2Hz까지의 범위를 주어 측정을 실시

하 다. a.c impedance 시험으로 분극저항(Rp)을 통하여 부식전류 도를 

계산하여 pH와 용존산소에 따라서 탄소강의 내식성을 평가하 다.

     (라) 캐퍼시턴스 측정 (capacitance measurements)

  부식 피막의 캐퍼시턴스 측정은 a.c.impedance를 통하여 인가전위에 대

한 부식피막 캐퍼시턴스의 제곱에 역수로 나타내는 Mott-Schottky plot을 

이용하 다. 동전위 분극 시험의 결과로부터 피막형성전위를 0.2Vsce와 

0.5Vsce로 결정하고 시편을 -1.0Vsce에서 10분간 음극 환원시켜 산화막을 

제거 한 후, 부동태 피막의 형성을 위하여 탄소강 시편을 피막의 피막형

성전위에서 2시간동안 인가하 다.   

  Mott-Schottky plot을 위한 캐퍼시턴스 측정은 a,c.impedance 시험과 

같이 소프트웨어(Gamry CMS300)로 제어되는 lock-in amplifier를 po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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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ostat(Gamry model 105B)와 연결하여 진폭을 10mV로 하고 1580Hz의 주

파수로 피막형성전위로부터 50mV씩 음극방향으로 낮추어가며 시험하 다. 

캐퍼시턴스 측정을 하기 위해서 1580Hz로 주파수를 충분히 높이는 것은 

측정되는 캐퍼시턴스 값에서 Helmholtz layer의 기여도를 최소로 하여 부

동태 피막/용액 계면에서의 측정되어지는 캐퍼시턴스 값이 부동태 피막내

의 space charge region의 캐퍼시턴스 값으로 나타나도록 하기 위함이다.  

  측정된 캐패시턴스를 1/C
2
 vs. E(applied potential) plot으로 나타내

어 탄소강의 반도체적 특성과 donor 또는 acceptor의 농도를 구하 다.

     (마) 마멸전극시험 (abrading electrode test)

  마멸전극시험은 마멸전극 셀에 시편을 장착하고 마멸 Tip으로 시편의 

표면에 형성되어 있는 부동태 피막을 실시간으로 완전히 제거시킨 후 동

전위 분극시험 결과에서 나타난 부동태 역의 낮은 전위(-0.2Vsce), 높은 

전위(0.5Vsce)를 인가하여 마멸 Tip을 순간적으로 시편에서 분리시킨 후의 

나타나는 전류 도의 변화를 시간(1 point/0.05sec)에 따라 측정하는 방

법이다. 피막파괴 후 재부동태 특성의 평가는 용액의 pH, 용존산소의 농

도 그리고 재부동태 시의 인가전위를 변수로 하여 비교하 으며 개발된 

마멸전극 장치의 개략도는 그림 3.1.2.3에 나타내었다. 

그림 3.1.2.3. 마멸 전극 시험장치 개략도 



- 84 -

   (3) 시험 결과

     (가) 동전위 분극 시험(Potentiodynamic polarization test)

  그림 3.1.2.4(a)는 A-106 탄소강 시편을 pH 12.1의 LiOH 수용액에서 용

존산소량을 변화시킴에 따라 변화하는 동전위 분극 곡선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pH 12.1의 수용액의 경우 용존산소량을 4.5ppm에서 10ppb까지 감

소 시킬 경우 부식전위는 감소하 으나, 부식전류 도(icorr), 부동태전류

도(ipass)및 과부동태전위(Etrans)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림 3.1. 

2.4(b)는 pH 11의 LiOH 수용액에서 역시 용존산소량을 4.5ppm에서 10pp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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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4. 동전위 ns극 곡선(For A-106 carbon steels with varying 

            oxygen concentration in LiOH solution); a) pH 12.1 ; 

              (b) pH 11 ; (c) pH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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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변화시키면서 시험한 동전위 분극 곡선이다. pH 11의 수용액에서도 

pH 12.1의 수용액과 마찬가지로 용존산소량이 낮아지면서 부식전위는 감

소하 으나, 부식전류 도(icorr), 부동태전류 도(ipass) 및 과부동태전위

(Etrans)는 별다른 변화를 나타내지 않았다. 그림 3.1.2.4(c)는 pH 10.5의 

LiOH 수용액에서 용존산소량을 변화시키며 동전위 분극 시험을 실시한 결

과인데, pH 10.5의 수용액의 경우에는 pH 12.1, pH 11의 수용액에서의 경

우와 마찬가지로 용존산소량이 낮아지면서 부식전위는 감소하 으나 

-0.2Vsce의 인가전위에서 전류가 급격히 증가하여 부동태전위구간의 현저

한 감소가 관찰되었다. 그러나 pH 12.1, pH 11의 수용액에서의 경우와 마

찬가지로 부식전위의 변화 이외에 부식전류 도(icorr), 부동태전류 도

(ipass) 및 과부동태전위(Etrans)는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나) a.c.impedance 시험

  그림 3.1.2.5(a)는 pH 12.1, pH 11, pH 10.5의 수용액 세 가지 조건에

서 용존산소량이 4.5ppm(open to air)인 경우에 부식전위에서 a.c. 

impedance 측정 결과를 Nyquist plot을 이용하여 나타낸 것이다. 시편의 

분극저항(Rp)은 Nyquist plot 상에서 나타나는 시험결과를 반원으로 

curve fitting 한 후 real impedance축과 반원이 만나는 점의 값으로 측

정하 다. 분극저항(Rp)값을 측정한 후 식 (3.1.2.4)의 Stern-Greary 

equation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부식전류 도(icorr) 값을 구하 다.

i corr =  
β a× β c

2.303( β a+ β c)
×
1
R p

β c=0.12 ,β a=0.12       (3.1.2.4)

  그림 3.1.2.5.(a),(b) 모두에서 알 수 있듯이 부식전위에서의 분극저항 

값 Rp 는 pH 10.5에서 pH 12.1로 증가함에 따라 Rp값은 감소하여 부식전류

도가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a.c.impedance 시험결과에 따르면 pH 12.1 

의 경우가 pH 10.5 일 경우보다 부식속도가 더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그림 3.1.2.5.(b)는 용존산소량이 10ppb 이하인(deaeration) 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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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5. Nyquist 선도내의 impedance spectra(obtained from 

    A-106carbon steels with varying  pH values)  (a) 4.5ppm  

             (b) less than 10ppb 

pH 12.1, pH 11, pH 10.5의 조건에서 부식전위에서 a.c. impedance 시험 

결과를 Nyquist plot 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3.1.2.5.(a)와 마찬가지

로 pH가 pH 10.5에서 pH 12.1로 증가 할 경우에 분극저항 값이 감소하여 

부식전류 도가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그림 3.1.2.5.(a)와 그림 

3.1.2.5.(b)를 비교하면 같은 pH에서 용존산소량이 많은 경우인 그림 

3.1.2.5.(a)가 더 큰 분극저항 값을 나타내어 용존산소의 증가가 부식피

막을 더욱 견고하게 하여 부식전류를 감소시킴을 알 수 있었다. 

     (다) Mott-schottky 시험

  부동태 피막의 전자적 특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피막의 캐퍼시턴스를 측

정하 다. pH 12.1의 LiOH 수용액에 용존산소량을 4.5ppm과 10ppb 이하의 

두가지 경우로 조절한 후 0.2Vsce 와 0.5Vsce의 인가전위를 가하여 각각의 

경우의 부동태 피막을 성장시킨 후 형성된 부동태 피막에 1580Hz의 교류

전위를 50mV씩 음극 방향으로 낮추어 가며 시험한 결과를 1/C2 vs. Vsce 

의 관계로 나타낸 그래프이다(그림 3.1.2.6). Mott-schottky plot이 양의 

기울기를 갖는 다는 것은 피막이 n-형 반도체임을 의미하므로, 다음의 식

(3.1.2.5)를 적용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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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
2
sc

=
2

εε oeND
(U-UFB-

kT
e
)  : n형 반도체의 경우    (3.1.2.5)

  여기서 ε는 부식 피막의 유전상수(Simoes et.al21에 따르면 ε= 15.6임)

이고 εo는 진공에서의 유전율(8.854×10
-14
 F cm

-1
), e는 전자의 전하량, ND 

는 도너(donor)의 농도, UFB는 플랫밴드전위, k는 볼츠만 상수, T는 절대

온도이다. 

  위 식 (3.1.2.5) 1/Csc
2
 vs. Vsce plots의 기울기를 이용하여 부동태 피

막내의 도너 농도를 결정할 수 있다.

  그림 3.1.2.6.(a)에서 알 수 있듯이 용존산소량이 증가할수록 기울기가 

증가하여 도너의 농도는 감소하 으며, 도너 농도가 감소한다는 것은 부

동태 피막의 결함이 감소함으로 시편의 내식성이 증가한다고 생각할 수 있

다. 그림 3.1.2.6.(b)는 0.5Vsce의 전위를 인가하여 피막을 성장시킨 후에 

-1.2VSCE까지 음극 방향으로 전위를 낮추어가면서 캐퍼시턴스를 측정하여 

Mott-Schottky plot으로 나타낸 것이다. 0.5Vsce의 전위를 가했을 경우에

도 역시 0.2V의 인가전위를 가했을 경우와 마찬가지로 용존산소량이 많을 

경우 도너의 농도를 감소시켜 내식성이 증가하 다. 

  그림 3.1.2.7은 인가전위와 용존산소량에 따른 도너농도의 변화를 나타

낸 그래프이다. 그림 3.1.2.7에서 알 수 있듯이 용존산소량이 증가할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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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6. Mott-Schottky plots for the passive film formed on     

     A-106 carbon steel with  dissolved oxygen (a) 0.5V, (b) 0.2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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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너의 농도는 감소하여 내식성이 증가하 고, 인가전위를 0.2Vsce에서 

0.5Vsce로 증가시켰을 경우 도너의 농도가 낮아져 내식성이 더욱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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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1.2.7. Potential과 용존산소량에 따른 도너 농도의 Diagram

     (라) 마멸 전극 시험

  마멸전극시험은 탄소강 표면에 부동태 피막을 마멸 Tip으로 파괴 후 용

액에 노출 시켜 피막이 다시 복원되는 재부동태 속도를 시간에 따라 측정

한 시험이다. 재부동태 형성시 시간에 따른 전류 도의 변화는 다음과 같

은 경험식을 만족시킨다.

i= kt- n                       (3.1.2.6)

log i= log k-n log t                 (3.1.2.7)

i :피막파괴 후 경과된 시간에서의 전류 도

-n : 감소 기울기,  k : 상수 

  이 관계식에서 감소 기울기 n값이 1에 수렴될수록 부식 환경에서 기저

를 보호하는 기능이 강하고 견고한 재부동태 피막이 형성되며, 감소기울

기 n이 0.5의 값에 접근하면 피막 형성이 확산에 의해 일어나며, n이 0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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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8. 전류 도 대 시간곡선 (a) dissolved oxygen

         concentration, (b) pH and (c) applied potential

값에 수렴하거나 n값이 음의 값을 갖게 되면 균일부식 또는 공식이 각각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림 3.1.2.8.(a)는 인가전위 -0.2Vsce, pH 12.1에서 용존산소량의 변화

에 따른 A-106 탄소강의 재부동태 거동을 나타낸 결과이다. 50℃에서 용

액 용존산소량이 400ppb에서 4.5ppm 으로 증가함에 따라 감쇠기울기 n 값

이 1로 접근하여 부동태 피막의 재부동태 특성이 향상되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그림 3.1.2.8.(b)는 인가전위 0.5Vsce , 용존산소량 400ppb에서 pH

의 변화에 따른 재부동태 거동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pH 11의 조건에서는 

부동태 피막이 복원되다가 1.7E-3 A/cm
2
의 비교적 높은 전류 도를 나타

내어 균일 부식의 가능성을 보 으나, pH 12.1의 경우는 지속적으로 재부

동태가 발생하여 보다 견고한 부동태 피막의 형성이 예상된다. 그림 

3.1.2.8.(c)는 pH 12.1, 용존산소량을 400ppb로 고정시킨 후 인가전위를 

변화시킨 경우의 재부동태 거동을 나타낸 곡선이다. 인가전위가 -0.2Vs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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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0.5Vsce로 증가함에 따라 n값이 1로 접근하여 피막 파괴 후 탄소강 

표면 위에 다시 견고한 피막이 형성된 것을 보여준다.

   (4) 결 론 

  50℃에서 A-106탄소강 시편을 LiOH 수용액 속에서 용존산소농도와 용액

의 pH를 변화시키면서 다음의 결론을 얻었다. 

     (가) 동전위 분극시험 결과 pH 12.1과 pH 11의 LiOH 수용액에서의 

동전위 분극 곡선은 안정한 부동태 구간을 갖는 반면에 pH 10.5 LiOH 수

용액에서는 -0.2Vsce의 전위에서 전류 도가 급격히 증가하여 부동태 전위

구간이 현저하게 감소하 다.

     (나) a.c. impedance 시험 결과 같은 pH에서 용존산소량이 많은 경

우일 때 더 큰 분극저항 값을 갖는데 이는 용존산소의 증가가 부식피막을 

더욱 견고하게 하기 때문이다. 한편 같은 용존산소 농도에서 pH가 10.5에

서 12.1로 증가할 경우에는 분극저항이 감소하 다.

     (다) Mott-schottky 시험에서는 용존산소량의 증가가 도너의 농도를 

감소시켜 내식성을 향상시켰다. 또한 인가전위를 0.2Vsce에서 0.5Vsce 로 

증가함에 따라 도너의 농도는 감소하여 내식성이 증가되었다.

     (라) 마멸 전극 시험에서는 용존산소량이 400ppb에서 4.5ppm으로 증

가함에 따라 감쇠기울기가 1로 접근하여 견고한 부동태 피막의 특성을 나

타내었다. 또한 pH 11에서 pH12.1로 증가하 을 때 그리고 인가전위를 

-0.2V에서 0.5V로 증가시켰을 때 탄소강 표면위 부동태 피막의 재부동태 

속도가 증가하 다.

 나. 물질전달계수 도출 시험

   (1) 개 요

  금속부식피막과 bulk water간의 물질전달은 유체의 유속, 유동장의 기

하학적 구조와 같은 수력학적 요소, 그리고 온도 및 pH와 같은 수화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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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에 의해 이루어진다. 물질전달량은 수화학적인 철이온 포텐샬과 물질

전달계수의 곱으로 표현된다. 피더관 내부의 유동장을 포함한 대부분의 

유동장에서는 수화학적 포텐샬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물질전달량은 물

질전달계수만의 함수로 가정할 수 있고, 이 량은 수력학적 인자만의 함수

로 표현되어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화학적인 환경을 배재한 순수

한 수력학적 환경에서 실제 피더관 형상내의 유동장을 우선 분석하 다

(Heitmann H.G. 1974, Zumiya M.1983).

  CANDU 원자로의 피더관 내부의 유동장을 분석하기 위해 실험장치를 설

계 제작하 다. 제작된 실험장치로 실제 피더관의 유동장을 가시화하 으

며 해석결과와 비교하여 코드의 검증과 함께 FAC 현상의 분석시 필요한 

인자들을 유도하 다. 

  문헌조사를 토대로 FAC현상을 지배하는 인자는 물질전달계수이다. 물질

전달계수는 수력학적 인자에 강하게 의존하며, 이는 차원해석으로부터 증

명된다. 본 연구는 발전소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실제 피더관의 

CFX4.3을 이용한 유동해석, VisFAC(VISualized FAc Apparatus with 

Circulation) 장치를 통한 유동장 가시화, 벽면 전단응력 가시화, 차압측

정을 통한 전단응력 도출 실험을 수행하 다. 측정된 데이터들은 실제 발

전소 데이터와 비교하 다. 비교된 결과들로부터 실제 배관에서의 FAC 취

약지점을 예측하기 위한 변수들 및 방법을 제시하 다. 

  실험은 3가지로 구분되어 수행하 다. 우선 피더관내의 평균 유동장을 

분석하기 위해 유선 가시화 실험을 하 으며, 벽면에서의 전단응력 분포

를 평가하기 위해 한계 유선 실험이 행해졌고 이를 정량화하기 위해 배관

내 차압 측정으로부터 전단응력을 환산 도출하는 일련의 실험들이 이루어

졌다.

  실험 및 해석결과 그리고 상사성 분석자료들은 발전소 데이터 베이스와 

비교 분석하 다. 이들 결과들은 최대 FAC 지점을 예상하는 방법론 및 자

료로서 사용되었다. 

   (2) 상사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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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에 있어서 상사성을 적용해야 하는 이유는 실제와 다른 이상화되고 

제한된 상황에서 실험이 수행되고, 그 결과를 실제 상황의 모사를 위해 

이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험의 타당성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상사성

에 대한 보장이 필수적이며, 실험의 결과는 물리적 논증을 통해 해석되어

야만 의미가 있다. 

  물리적 논증은 물리적인 1차 원리에 의거하여 현상을 해석하는 것이며, 

이 해석은 계통의 변수가 아닌 특성인자와 관련된다. 그러므로 차원해석

을 수행하 을 경우 실험에 있어서 관찰해야 할 특성인자들을 중요도 별

로 산출 할 수 있으며, 실험 시 고려해야 할 인자들을 선택할 수 있다.

  차원해석 방법은 제기된 문제에 나타나는 물리량의 차원을 다루는 방법

론이다.

  일반화되지 않은 식 즉 무차원되지 않은 지배방정식의 해는 단순히 해

석한 환경에 국한된 물리적 정보만 제공하며, 또한 알려지지 않은 현상일 

경우 그 해의 의미를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러나 무차원화 과정을 

통해 얻어진 해는 전반적인 현상을 보여주며, 무차원화된 인자가 어떻게 

지배방정식에 향을 주는 가를 명시한다(Heitmann H.G.  1974, Zumiya 

M. 1983, Gill G.M. 1982, Woolsey I.S. 1986, Cragnolino G. 1986). 

     (가) 차원해석

   

  문헌조사로부터 취합된 결과를 이용하여 물질전달계수에 향을 주는 

인자들을 식 (3.1.2.8)로 요약할 수 있다.

  h mass =  ƒ R,δ,ｄ,ε,Ｕ,τw,μ,ρ,D,u
'         (3.1.2.8)

여기서 R은 회전반경, δ: Pipe 길이,d :pipe 지름, ε: 난류의 소산율, U 

:유체의 평균속도, τ :벽면의 shear stress, μ :점성계수, ρ: 도, u　

:velocity fluctuation, D :diffusion coefficient 이다. 이들 각 인자들

을 Bukingham의 π 이론을 이용하여 무차원화 하면 식3.1.2.9와 같은 무

차원수의 조합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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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 (3.1.2.8)과 식 (3.1.2.9)를 비교하여 보면, 10개의 인자가 7개의 무

차원수 집합으로 표현됨을 알 수 있다. 즉 FAC 상황에서 질량전달을 평가

를 위해서는 식 (3.1.2.9)와 같은 무차원수 집합을 평가하여야만 그 현상

을 평가할 수 있다. 

      

     (나) 피더관내의 물질전달계수 상관식

  이들 상사율로부터 물질전달계수를 지배하는 인자는 Re수와 Sc수임을 

알 수 있고, 이로부터 아래식과 같이 물질전달계수에 대한 상관식을 유도

할 수 있다. 식 (3.1.2.9)에서 좌측의 무차원수는 Shrowood 수(Sh)로 알

려진 무차원화된 물질전달계수이다. 두 번째항과 다섯 번째항을 곱하면 

새로운 무차원수인 Dean 수(K)를 정의할 수 있으며 식 (3.1.2.10)과 같

다.

 K =  Re( aR )
1/2

          (3.1.2.10)

  이는 곡률 반경에 따른 Re 수의 향을 보정해주는 무차원 수이다. 이 

값에 따라 관 내부의 최고 유속지점의 위치가 이동하게 된다. 이러한 최

고점의 이동은 벽면 전단응력의 분포에 향을 주기 때문에 이 값을 모사

하는 것이 중요하다. 난류량을 나타내는 무차원수인 소산율비와 난류강도

는 평균유동장의 유동에 비해 그 크기가 매우 작기 때문에 무시하 다. 

그러나 이들 값들은 해석시 계산 결과에 향을 미치는 인자이다. 벽면 

전단응력을 무차원한 수인 Cf는 Re수의 함수이다. 따라서 Re 수에 이 값

이 묵시적으로 표현되어 있으므로 이 역시 생략한다. 남은 무차원수를 

power 형태로 표현하면 식 (3.1.2.11)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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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 a Re
b
(ε /d)

c
 Sc

d                (3.1.2.11)

   (3) 유동장 해석 

  유동장 분석을 위해 CFX4.3 범용전산 코드를 이용하여 실험장치에서의 

유동장을 해석하여, 실험에서 얻어진 실험결과와 비교분석하 다. CFX4.3 

코드는 실험장치의 실제 유동장을 잘 모사하 으며, 이를 확장하여 월성 

원자로의 피더관을 기하학적으로 일치시켜 피더관에서 발생하는 유동장을 

해석하 다. 해석된 유동장은 발전소 데이터와 비교분석하 다. 

  유체유동을 분석하기 위해 300여개의 피더관을 52군으로 묶고 이를 다

시 4군으로 분류하여 계산을 수행하 다. 본 절에서는 유동장의 결과와 

함께 곡관 유동에 관한 문헌 조사결과를 수록하 다. 이러한 분류기준은 

표 3.1.2.1에서 나타나 있다.

     (가) 물질전달과 유동장 

       ① 지배 방정식 및 구성 방정식

   

  유동장 해석을 위한 기본 보존식은 연속방정식과 운동량방정식이며 식 

식 (3.1.2.12)와  식 (3.1.2.13)에서 제시되어 있다(Bignold G.J.,1982). 

∂ρ
∂t
 + ∇⋅(ρU) =  0    (3.1.2.12)

∂ρU
∂t
+∇⋅(ρU×U)=B+∇⋅σ 

   σ =  (- pδ+(ζ- 23 μ)∇⋅Uδ+μ(∇U+(∇U)
T))    (3.1.2.13)

  벽면에서의 유동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경계층 해석을 하여야 하며, 

이러한 경계층 해석을 위해서는 난류 모델링 역시 경계층 내부에서의 난

류 모델링이 요구된다. 벽면 근처에서의 유동을 분석해야 하는 이유는 부

식 피막의 농도 구배가 급격할수록 더 큰 FAC를 발생시키며 이러한 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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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막의 농도구배는 유체 유동의 벽면 속도분포에 비례하기 때문이다. 따

라서 FAC가 발생하는 지점 및 배관감육으로 인한 위험부위를 예측 시 벽

면 속도분포는 중요한 인자가 된다. 이러한 속도분포를 예측하기 위해 적

절한 난류 모델링이 필요하다.

  벽면에서의 난류를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 Low Reynolds k- ε 모델을 

이용하여 난류를 모델링하 다. k는 식 (3.1.2.14)와 같이 표현된다.

∂
∂x [U k- 1J (μ+

μ t
σ k )

∂
∂x
Bm] =  J(G-ρε)    ( 3.1.2.14)

  여기서 B는 체적력항이고 J는 좌표변환시 요구되는 Jacobian matrix, G

는 source 항이다. ε 식은  식 (3.1.2.15)처럼 표현된다.

∂
∂x [U ε- 1J (μ+

μ t
σ ε )

∂
∂x
Bm] =  J(C ε 1 εk G-C ε 2ρ ε

2

k )    (3.1.2.15)

  source항은 식 (3.1.2.16)처럼 표현된다.

G=
μ t

J
2 [ 2( ∂u∂x b j)

2

+ (
∂u 1
∂x
b 2+

∂u 2
∂x
b 1)

2

+

(
∂u 1
∂x
b 3+

∂u 3
∂x
b 1)

2

+ (
∂u 2
∂x
b 3+

∂u 3
∂x
b 2)

2

]
      (3.1.2.16)

  각 상수들은 식 (3.1.2.17)의 구성방정식으로부터 정해진다.

C μ =  0.09 , C ε 1 =  1.44 , C ε 2 =  1.92 , σ k =  1.0, σ ε =  1.3    

(3.1.2.17)

이들 두 방정식으로부터 계산된 k(eddy의 운동에너지)와 ε(eddy의 특성

길이)으로부터 μ t가 모델링된다.



- 96 -

μ t =  c μ
k
2

ε
                   (3.1.2.18)

  모델링된 μ t와 Sc t = 1.7(실험값)로부터 식 (3.1.2.18)을 이용하면 난

류가 있는 경우의 물질전달계수를 모사할 수 있다. 또한 식 (3.1.2.19)에 

적용하면 난류가 있는 경우의 벽면에서의 전단응력도 계산된다.

τ t =  μ t
∂u
∂n
           (3.1.2.19)

  척도 평가에서 요구되는 소산율과 난류의 특성길이는  식 (3.1.2.20)과 

식 (2.1.2.21)처럼 평가된다.

TL =  0.3
k
ε
                  (3.1.2.20)

LL =  u'TL                   (3.1.2.21)

       ② 경계 조건

  위에서 얻어진 보존 방정식 및 여러 구성 관계식을 이용하여 유동장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경계 조건이 부여되어야 한다. 본 계산에서는 

적용된 여러 모델의 적용성 및 코드의 해석 능력 평가를 위하여 수행된 

실험 조건과 적절한 가정을 이용하여 경계조건을 부여하 다.

  유로 입구의 속도와 난류 에너지(k) 및 소산율(ε)이 주어져야 한다. 

유로입구의 속도는 발전소 데이터를 이용하 으며, 난류 에너지 및 소산

율은 각각 아래의 식에 의해 계산되어 해석시 경계조건으로 부여되었다.

   k =  1.5( IU in)
2         (3.1.2.22)

   ε =  k 1.5

0.3Dh
  (3.1.2.23)

  식 (3.1.2.23)의 입구 난류 강도는 0.05로 가정하 다. 유로 출구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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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압으로 가정하 다. 벽면에서의 동적 경계조건으로는 층류아층과 난류 

외층의 개념을 이용한 벽 법칙을 적용하 다.

       ③ 물질전달 모델링

  지역적인 부식률(local corrosion rate)은 철이온의 생성 및 이동량에 

의해 지배된다. 철이온의 생성률은 수화학적 방정식인 식 (3.1.2.24)에 

의해 계산된다. 

Rp =  2K(Cb - Cw)   (3.1.2.24)

  여기서 K는 생성 상수, C b는 유체에서의 철이온 농도, Cw는 부식피막

에서의 철이온 농도이다. 

     (나) 피더관 계산 결과

  CFX 코드를 이용하여 실험장치 설계를 위한 기본 계산을 수행하 다. 

그림 3.1.2.9와 같은 형상에 대해 표 3.1.2.1의 계산 case에 관하여 계산

을 수행하 다.

  CASE 1에 관한 계산 결과는 그림 3.1.2.10부터 3.1.2.12까지 제시되어 

있다. 그림 3.1.2.10은 유선에 관한 결과로서 나타난 유선들은 유선 상호

간의 경계를 가로지르지 않는다. 이는 유동박리가 발생하지 않음을 의미

한다. 이들 세 결과로부터 swirl flow가 나타나지 않으며, 곡관 부위 역

시 유동박리가 거의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CASE 2에 관한 계산 결과는 그림 3.1.2.13부터 3.1.2.15에 나타나 있

다. 유선에 관한 계산결과에서 보여지는 특징은 유선의 중첩이 나타나며 

상호간의 경로를 가로지르는 유동이 나타난다. 또한 곡관부위에서 swirl 

flow가 보여지는데 이는 case1과 달리 twisted angle이 존재하기 때문이

다. swirl flow와 유선의 중첩에 의한 유동 박리의 가능성은 국부적인 물

질전달계수의 증가를 가져온다. 이러한 지점은 다른 지점보다 큰 F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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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te로 인해 배관 감육이 더 많이 발생하리라 예상된다.

  Case 3은 가장 복잡한 형상을 가지는 피더관으로서 본 연구의 관심의 

대상이다. 해석에서 나타나 듯이 많은 수력학적 현상이 case 3에서 나타

난다. 그림 3.1.2.16은 case 3의 유선을 보여주고 있다. 유선의 겹침과 

함께 꼬여있는 형태의 유선들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유선들은 swirl flow

가 형성되는 것을 말해준다. 그림 3.1.2.17은 impact veolcity가 최대인 

점들을 보여준다. 이들 지점은 그림 3.1.2.18의 난류 소산율이 최대인 점

과 유사하다. 이 지점들은 침식 뿐만이 아니라 물질전달율도 최대가 될 

수 있다. 즉 FAC가 최대가 되는 곳이다. 두 번째 곡관부위에서 난류 에너

지가 최대인 점이 나타나며 그림 3.1.2.19에서 이를 보여준다.

표 3.1.2.1. 계산 형상에 관한 자료표

CASE Φ Ω Θ D

Case 1 32.71 32.71 0 2.0"

Case 2 42.83 30.15 32 2.0"

Case 3 70.00 73.13 32 2.0"

   

그림 3.1.2.9. 계산을 위한 피더관 형상

φ
θ

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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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10. case1에 관한 유선

     

그림 3.1.2.11. case1에 관한  

      speed

   그림 3.1.2.12. case 1에 관한 

     압력 분포

  

그림 3.1.2.13. case2에 관한 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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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14. case 2의 

압력분포

 그림 3.1.2.15. case2에 관한 

압력장

   

그림 3.1.2.16. case 3의 유선

그림 3.1.2.17. case 3의 

impact velocity가 최대인점

         그림 3.1.2.18. case 3에서 

소산율이 최대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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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19. case 3에서 

난류에너지가 최대인점

             
그림 3.1.2.20. case 3에서 

압력이 가장 낮은 지점

 
그림 3.1.2.21. case 3에 관한  

       압력분포

       
그림 3.1.2.22. case 3에 관한 

압력 분포

  

   (4) 실험 연구

  본 연구에서 3가지 실험이 피더관내의 유동장 분석과 FAC평가를 위해 

수행되었다. 실제 피더관내 유동에 관한 유동은 전무하기 때문에 실제 피

더관을 금형으로 제작하여 아크릴 사출방법을 이용하여 실제와 같은 기하

학적 모형을 갖도록 제작하여 실험하 다. 수행된 3가지 실험은 아래와 

같다.

    - 유선 가시화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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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계 유선 실험(벽면 전단응력 가시화)

    - 피더관 차압 데이터 측정 실험(Chilton-Colburn 상사성 이용)

  이들 세 실험으로부터 얻어진 결과들은 수합하여 해석되어 및 발전소 

데이터 베이스와 비교 분석하여 피더배관내의 유동의 이해와 FAC가 최대

로 일어나는 지점을 예측하기 위해 이용되었다.

     (가) 유선 가시화 실험

       ① 목 적

  유선은 유동장 내의 모든 점에서 어떤 주어진 순간에 유동방향에 접선

이 되도록 유동장에 그려진 선을 말한다. 유선들은 그 유동장 내의 모든 

점에서의 속도 벡터에 접선이기 때문에 유선을 가로 지르는 유동은 없다

(Abdusalam M.,1992).

  피더관내의 유동장은 복잡한 형상에 의해 그 유동 형태를 단정짓기 어

렵다. 따라서, 계산에 의한 결과만으로 실제 피더관내의 유동장이 무엇이

라고 규정짓기 어렵다. 본 실험은 이러한 실제 발전소내의 피더관을 모사

하여 실험과 계산 결과의 오차가 무엇인지 판별하여, 실제 발전소 조건으

로 계산한 해석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본 실험의 목적이다.

       ② 실험 장치

  실험 장치는 그림 3.1.2.33과 34처럼 구성하 다. 시험 체적부로 유입

되는 유동을 균일하게 해주기 위해 시험 체적부의 유입구에 honeycomb을 

설치하 다. 설치된 honeycomb으로부터 20cm 하류쪽에 염료를 사출하는 

장치를 장착하 다. 실험은 3가지의 기하학적 구조에 대하여 수행하 다. 

유량 측정은 Burkert사의 터빈 유량계를 사용하 으며, 오차는 ± 0.1% 

오차를 가진다. 

      ③ 실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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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은 다음의 가정하에 수행하 다. 

    - 벽면에서 멀리 떨어진 시간 평균된 유동의 형태는 속도에 상관없이  

일치한다. 

    - 염료 분사 노즐이 유동장에 미치는 향은 무시한다.

    - 유체로 분사된 염료의 비중은 무시한다.

  실험은 우선 물 탱크에 물을 주입하고, 펌프로 이를 순환시킨다.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약 20여분) 장치내의 유동이 안정화되면 시험체적

부 상류에 위치한 염료 분출기에서 염료를 자유낙하의 힘으로 분출시킨

다. 분출된 염료는 유입되는 유동과 함께 시험체적부로 유입되어 유동장

의 유선을 가시화 시킨다.

       ④ 실험 결과

  실험에 사용된 피더관 형상은 계산에 사용된 기하학적 구조와 일치한

다. 3가지 형상의 특징을 살펴보면, 2가지 형상은 twisted angle이 있고, 

나머지 하나는 twisted angle(case1)이 없다. 이러한 angle의 유무는 평

균유동장에 회전성분을 주어 swirl flow를 형성하게 한다. swirl이 발생

하면, swirl이 없는 유동보다 벽면과 평균 유동장간의 혼합(mixing)이 활

발하게 이루어져 벽면에서 평균 유동장으로의 물질전달율을 증가 시킨다

(EPRI,1998). 

  Swirl은 혼합율을 증가시키므로, 입자(particle) 또는 기포(bubble)에 

의한 벽면의 침식현상은 완화시킨다. 침식은 벽면을 기포나 입자가 가격

하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러한 가격 시 초기 벽면을 때리는 

속도인 impact velocity에 의해 이 크기가 결정된다. 이때 혼합이 잘되는 

유동의 경우는 균일하게 흩어져 관벽면을 가격하므로 잘 혼합되지 않아 

국부적으로 높은 분포를 가지는 입자 유동에 비해 침식되는 량이 현저하

게 줄어든다(EPRI,1998). 그러나 물질전달율 관점에서는 똑같은 물질전달 

계수를 가질 때, 더 큰 농도구배를 가지게 되므로, 물질전달량이 더 많아

지게 된다. 따라서 똑같은 유동장에서 swirl이 있을 경우, 더 많은 량의 

철이온이 평균 유동장 쪽으로 이동하므로 swirl이 없는 경우보다 배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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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이 더 많이 일어난다. 

  배관내에서의 유동장은 그림 3.1.2.35에서 38까지 평균 유동장의 유선

을 보여준다. 그림 3.1.2.35에서 3.1.2.36은 case 3에 관한 유선을 보여

주는데, 이들 각각에서 swirl flow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그림 

3.1.2.37의 case 2 역시 swirl flow가 형성되는데 이는 case 3보다 약하

게 발생한다. case 1은 swirl flow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들로부터, 

swirl flow는 twisted angle이 있는 곡관부에서 발생하며, 이러한 결과는 

그림 3.1.2.35∼36과 그림 3.1.2.38을 비교함으로써 알 수 있다. 그림 

3.1.2.39과 40은 해석결과와의 비교를 보여주며, 해석에서는 이러한 

swirl이 실험에서 관측된 값보다 작게 모사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1.2.23. 실험장치 전체 사진과 시험체적부 사진.

그림 3.1.2.24. 염료 사출부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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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25. CASE 3에 관한 유선

그림 3.1.2.26. CASE 3에 관한 유선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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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27. CASE 2에 관한 유선

그림 3.1.2.28. CASE 1에 관한 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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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29. CASE 1에 관하여  

     CFX4.3으로 모사된 결과

     그림 3.1.2.30. 실험 결과와 해석

     결과의 비교

     (나) 한계 유선 실험(벽면 전단응력 분포 실험)

  지금까지 벽면 전단응력을 측정하기 위한 많은 시도들이 있어 왔으나 

여전히 정확한 값을 측정하지 못하고 있다. preston tube를 사용하는 방

법이 벽면 전단응력 측정에서는 가장 정확한 방법론으로 알려져 있다. 그

러나 이는 평면이나 곡률이 작은 경우에만 한정되어 사용되어진다. 간접

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으로 차압을 측정하여 면적 평균된 벽면 전단응력을 

도출하는 방법이 있다.

  벽면 전단응력분포를 안다는 것은 벽 근처의 유동특성을 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식 (3.1.2.25)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벽 근처의 유동을 특성화 

하는 특성 속도가 벽면 전단응력에 의해 결정되어 지기 때문이다.

u
*
 =  

τw
ρ
               (3.1.2.25)

  본 연구에서는 벽면 전단응력 분포를 정성적으로 그리고 정량적으로 분

석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하려 한다. 이는 조선공학에서 주로 

사용되는 방법으로 선박 외부에 특수하게 배합된 도료를 사용하여 벽면에

서의 전단응력 분포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잘 증명되어 사용되는 방법이나 

내부 유동에 관하여는 아직 시험된 바 없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사용되

는 것 같은 특수한 형상을 가지는 배관에 관하여는 PIV(Particle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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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ualization)등과 같은 광학기구나, preston 튜브와 같은 계측기기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한계 유선 방법을 응용하여 본 연구에 적용하여 실

험 하 다.

       ① 실험 이론 및 방법

  한계 유선(limited streamline)이란 벽면에 채색된 도료가 유동에 의해 

어떤 선을 그리게 되는데 이를 한계 유선이라 한다. 그림 3.1.2.41은 이

러한 한계 유선의 전형적인 예를 보여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

는 한계 유선 방법은 정성적인 벽면 정보만 제공하나 E.ATtraghji 

(AECL,2000)가 제시한 방법은 정량적인 정보도 동시에 제공한다. 

  그림 3.1.2.42와 같은 제어체적에서 운동방정식을 세우면 식 (3.1.2.26)

과 같다.

F =  τw⋅A(= πa
2
) =  

d(mu)
dt

      (3.1.2.26)

  이 식을 streak의 길이 s 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면,

τwπa
2 =  (2πρa 3/3)u⋅

du
ds

+ u 2⋅
d(2πρa

3
/3)

ds
       (3.1.2.27)

  식 (3.1.2.27)을 얻을 수 있다. 여기서 중력은 무시하 다. 위 미분 방

정식을 풀면 아래와 같은 미분 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 있다.

τw =  
4Rρs

3t 2
        (3.1.2.28) 

  여기서 R은 초기 oil dot의 반지름, ρ는 oil dot의 도, s는 streak

의 길이, 그리고 t는 실험 시간이다.

  식 (3.1.2.28)은 벽면 전단응력은 길이 s에 비례하므로 가장 큰 전단응

력이 나타나는 부위는 가장 긴 s를 가지는 지점이다. 사용된 oil은 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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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 칼라, thinner, 리세린을 조합하여 만들었다. Oil 조합비율은 실험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유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최적 조합비

그림 3.1.2.31. 조선공학에서 사용된 한계 유선의 예

      

그림 3.1.2.32. Oil Dot method의 제어체적

  

로부터 얻어진 oil을 이용하여 시험체적부 내부에 본 실험실에서 제작한 

brush를 이용하여 내부에 점을 찍고 유동장을 발생시켜 정상화(steady 

state)에 도달했을 때 내부의 streak 길이를 측정하고 streak의 방향을 

관측하 다. 

       ② 실험 결과

  case 2에 관한 실험 결과는 그림 3.1.2.43과 44이다. 사진에서 잘 나타

나지 않지만 하얀 dot와 유동에 의해 생성된 streak을 볼 수 있다. 각 

streak의 길이와 초기 dot의 반지름을 측정하고 이들을 식 (3.1.2.28)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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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하면 각 지점의 전단응력과 전단응력의 분포를 알 수 있다. 이들의 

각 위치에 대한 자료는 표 3.1.2.2에 제시하 다. 

그림 3.1.2.33. Oil Dot method에 의한 

            벽면 전단응력 분포        

그림 3.1.2.34. Oil Dot method에 의한 case 2에 관한 

     벽면 전단응력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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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2.  표면 전단응력의 결과(CASE 2)

R adius D e ns ity Wo rk ing  T im e Stre ak  L e ng th W all She ar s tre s s

W a ll she ar stre ss c a lc ula ting  c ha rt

  이러한 한계유선들의 분포를 그림 3.1.2.45에서 47의 그림들이 보여준

다. 이들 분포에서 음의 값이 발생하는 지점이 두군데 또는 한군데가 있

다. 음의 값은 그곳의 유동장이 거꾸로 흘러감을 의미한다. 즉 주 유동을 

거스르는 유동이 형성되었음을 말해준다. 그림 3.1.2.48에서 보여주는 것

처럼 피더관은 두 개의 elbow가 붙어있는 S 자형의 pipe 부분이 한군데 

이상 있다. 초기 유선을 따라 들어온 유체 입자는 a 지점에서 갑자기 면

적이 넓어짐을 느낄 것이다. 대칭적으로 d 지점이 같은 형상을 가진다. 

이러한 형상을 concave(오목형)라고 부르며, 이 지점에서 유체 입자는 마

치 diffuser(확관부)를 지나는 것처럼 압력은 점점 증가하고 속도는 점점 

작아지게 되며 어느 순간 벽면의 전단응력이 0(PI 지점)이 되고 거꾸로 

유동이 형성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을 계략적으로 그림 3.1.2.49에서 보

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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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은 현상을 계측하거나 그 지점을 찾는 문제는 매우 어려운 작업

으로 실제 CFD를 이용하여 피더관과 같은 3차원적으로 휘어져 있는 곡관

부에서의 유동 박리점을 계산하는 작업은 parallel computing을 이용하여

야 풀수 있는 어려운 계산이다. 또한 유동장을 가시화하기 위하여 벽면 

가까이에서의 PIV를 이용하는 방법 역시 일반적인 PIV와는 달리 매우 큰 

용량의 메모리를 가지는 후처리기를 필요로한다. 

  한계 유선 방법을 이용하면 아래와 같은 가시화 결과에서 보여지는 것

처럼 쉽게 이 지점을 찾을 수 있으며, 그림 3.1.2.48에서 처럼 a 지점과 

d 지점에서 유동이 역방향으로 흘 다. 그림 3.1.2.45에서처럼 이러한 두 

지점에서 음의 벽면 전단응력이 나온다. 이 지점의 벽면의 마찰력은 다른 

지점보다 감소됨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 반대 부위는 속도 결손 부위를 

제외한 만큼의 유량이 더 많이 흘러야 하므로 그 반대 부위는 상대적으로 

더 큰 속도로 흐르게 되어 더 큰 벽면 전단응력을 갖게 된다. 따라서 그

림 3.1.2.45에서 처럼 갑자기 벽면 전단응력이 유동 박리점 이후 지역에

서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위의 향은 곡관부의 elbow 각이 클수록 압력구배의 차이가 커지므로 

case 2와 3에서는 유동박리에 의한 국부적인 벽면 전단응력이 증가하

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순간적인 유동 형태에 따라 즉 갑자기 기포율

이 증가하거나 유체의 온도가 증가하여 점성이 낮아지거나 하는 것등에 

의해 변하게 된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case 2와 3 와 같은 형상에서는 언

제든지 유동박리가 발생할 수 있는 잠재성이 있다.

그림 3.1.2.35. Case 3에 대한 전단응력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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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36. case 2에 관한 전단응력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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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37. Case1에 관한 전단응력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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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38. 피더관에서의 형상과 유동 형태와의 관계도

그림 3.1.2.39. 유동 박리(separation)과 와류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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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피더관 차압데이터 측정 실험(상사성 이용)

  피더관과 같은 복잡한 형상에서의 국부적인 전단응력 측정은 매우 어렵

다. 따라서 차압을 측정하여 이를 환산하여 면적평균된 차압을 측정하려 

한다. 측정된 차압은 Chilton-Colburn 상사성(이하 C-C 상사성)을 이용하

여 물질전달계수를 표현하려 한다. 또한 이 값은 실제 발전소에서 얻어진 

fiiting 식과 비교하여 실제 피더관에서의 차압이 어떻게 FAC에 향을 

주는지를 평가하려 한다.

       ① 실험 이론 및 실험 방법

  벽면에서의 전단응력과 차압의 관계는 그림 3.1.2.50의 제어체적에 관

하여 계산하면 식 (3.1.2.29)처렴 표현된다. 

-τw⋅π⋅L⋅D =  -(P +△P)⋅π⋅
D
2

4
+P⋅π⋅

D
2

4
     (3.1.2.29)

  이 식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τw =  △P⋅
D
4L
    (3.1.2.30)

  어떤 길이 L의 양단에 발생하는 압력강하는 그 길이 구간까지 표면적을 

평균한 벽면 전단응력과 같게 된다. 이렇게 측정된 차압 관계식은 유속과 

벽면 전단응력간의 무차원수인 skin friction factor Cf 로 표현되어진

다. 벽면 유동장에서의 차압은 Rosemount 사의 차압계를 이용하여 측정하

으며 차압계의 계측기 오차는 0 ∼ 1000 Pa 범위에서 0.5 %를 갖는다. 

  Poulson은 최근 논문에서 벽면 전단응력 및 난류량과 FAC와의 관계는 

알려져 있는 것 만큼 민감한 인자가 아니다라고 그림 3.1.2.51처럼 제시

하 다. 그러나 난류와 전단응력(shear stress)곡선을 두 개를 합치면  

질량 전달량과 유사한 곡선을 얻을 수 있으며 질량 전달량 자체가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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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력학적 현상이 합쳐져서 이루어지는 현상임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그림 3.1.2.52과 같은 모델링을 세워보자. 만약 Sc 수가 1인 경우 이들 

두 유동의 형상 및 지배 방정식은 일치한다. 이러한 경우 1:1 analogy(상

사성) 이 성립하며, Sc 수가 1이 아닌 경우에 까지 확장한 관계식이 C-C 

상관식이며 식 (3.1.2.31)처럼 표현된다. 

Cf
2
 = ShSc

2/3
 ,   0.6 <  Sc <  3000          (3.1.2.31)

       ② 실험 결과 및 발전소 데이터 분석

  월성 원자력 발전소의 FACRAN 상관식을 참고로 그림 3.1.2.53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식 (3.1.2.31)로부터 Sh 수의 정의를 이용하면 식 (3.1. 

2.32)와 같은 관계식을 얻게 되며 여기서 이 물질전달 계수를 FAC Rate와 

비례한다고 가정하 다. 

FAC rate ∼ hmass ∼ K⋅DH⋅
τwall

1/2ρU 2∞
     (3.1.2.32)

  월성 발전소의 경우 first bend와 second bend의 속도비를 각각 1.194

와 0.364를 쓰고 있다. 이를 실험과 비교하면 second bend값이 실험값보

다 작게 예측함을 알수 있다. 특히 sencond bend는 CFX 계산결과에서 

first bend와 유사하게 나온 것을 고려한다면, 실제 발전소의 상관식이 

속도부분을 너무 낮게 분석한 것으로 고려된다. 많은 다른 인자들이 복합

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속도만의 함수로 이를 정확히 평가할 수 없으

나 속도장에 의해 질량전달량 및 유동장이 형성됨을 감안한다면 이는 가

장 크게 FAC rate에 향을 주는 인자이므로 이에 관한 상관식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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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40. 벽면 전단응력과 차압간의 

제어체적

그림 3.1.21.41. FAC와 열수력인자와의 

          관계(직관유동)



- 118 -

그림 3.1.2.42. Chilton-Colburn Analogy의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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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43. 발전소 데이터와 실험의 결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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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중수로 피더관의 FAC에 향을 미치는 인자들은 차원해석과 상사성으로

부터 7개의 인자가 유도되었다. 이들 인자들 중 벽면 전단응력과 Pe 수가 

물질전달계수에 가장 향을 많이 준다. CFX 4.3전산 코드를 이용한 유동

장해석 결과들은 가시화 및 한계 유선 실험 결과와 일치 하 으며, 이들 

결과들을 종합해볼 때 피더관내에서 FAC rate가 가장 큰 지점을 예측하기 

위한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제시한다.

  - 소산율이 최대인점, 이 지점은 침식이 최대인점과 일치한다. 

  - 상대적 압력강하가 최대인 점, 난류 운동에너지가 최대인점과 일치하

여 나타난다. 

 실험 및 해석 결과 에서 제시된 것처럼 이런 두 역이 겹치는 곳 즉 유

동박리와 대칭이 되는 반대부위가 최대 질량전달이 일어날 것이고 벽면 

전단응력이 최대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지점에서 피더관 감육이 다른 지

점보다 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발전소 데이터와의 비교 분석결과 second bend에 관한 상관식 자료의 속

도에 관한 누승이 다소 실험보다 낮게 평가하 으며, 이를 좀더 높은 누

승 즉 first bend와 같은 누승을 사용하는 것이 FAC rate의 평가시 유용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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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관재 FAC 용해 및 침적현상 규명

  

 가. 개 요

  최근 전기화학기술의 발전으로 많은 연구자들이 부식속도 및 표면반응

을 이해하는 주요 수단으로 전기화학적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제안하 으

며 금속-수용액 계면 반응의 특성을 반 하여 여러 가지 측정법이 발전되

어 왔다. 공통적으로 이들 측정법은 전극 표면의 산화에 의한 전자이동이 

부식된 금속의 mole 당량과 일치한다는 Faraday의 법칙에 근간을 두고 있

으며 비교적 짧은 시간을 요하며 높은 정확도 실시간 부식현상의 감시로 

각광받는 방법이다. 반면, 현존 전기화학적 방법은 전극 표면에 인위적인 

요동(perturbation)을 가하여 이에 대한 응답 신호를 추출하여 분석하는 

것이므로 이는 거칠기를 비롯한 재료 표면의 성질의 변화와 전극-수용액 

반응을 왜곡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게다가 각종 전기화학적 방

법은 곡선 및 직선근사를 요하므로 각종 반응에 대한 현상학적 이해 없이

는 그 분석이 용이하지 못한 점도 있다(Lorenz.W.J., 1981).

  또한 고온, 고압환경에서의 부식현상에 대한 연구는 초기에는 측정장비

와 신뢰성 있는 전극 개발의 미비로 실제 고온 수화학 환경에 노출된 시

편의 무게 변화 및 산화막 두께의 변화와 성분 분석 등이 주를 두어왔다. 

최근에는 potentiostat을 비롯한 측정기기 및 전극기술의 발전으로 고온

환경에서의 산화 및 환원 반응을 in situ로 측정하는 방법이 많이 연구되

고 있다. 이러한 전기화학 연구는 원자력발전소에서 중요한 열화기구로 

규정된 환경유기 균열에 큰 향을 미칠 수 있는 부식전위의 측정과 분

석, 그리고 이에 큰 향을 미치는 용존산소와 용존수소에 대한 부식전위

의 변화를 감시하는 데 주를 두어왔다(Turnbull.A.1992, Andresen P. 

L.1990).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고온 실험의 예비단계로 상온과 중간 

온도 환경에서 보다 높은 pH인 모사된 CANDU 수화학 환경 하에서 발전소 

배관재의 부식거동을 최근에 보다 간편한 FAC 실험장치로 인식된 

Rotating Cylinder Electrode를 이용하여 관찰하고 이러한 FAC 과정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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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는 피막생성 반응과 물질이동 현상의 속도론을 전기화학적 측면에서 

분석하는 방법론을 정립하는데 있으며 둘째로 고온에서 실험가능한 

Rotating Cylinder Electrode를 제작하고 고온, 고압 수화학 균형장치를 

제작하여 고온, 고압 전기화학 연구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있다. 

 나. 실험장치 제작 및 실험 

   (1) 배관재의 용해 및 침적현상에 대한 전기화학적 분석

  모사된 CANDU 수화학 조건하에서의 정적인 환경에서의 부식거동을 관찰

하기 위해 EG & G 362 model potentiostat과 3전극 시스템을 이용하여 분

극실험을 수행하 다. 수화학 환경은 증류수에 1 M LiOH를 단계별로 적정

하는 방법으로 pH 9.84, 10.4, 10.6, 11.06, 11.83으로 실험하 다. 중성

용액은 1000 ㎖의 증류수에 원활한 전기전도도를 달성하기 위해 0.1 M의 

붕산과 0.1 M LiOH를 19 ㎖ : 1 ㎖로 적정하여 pH 6.96을 만들었다. 기준

전극(reference electrode)은 포화 카로멜 전극을 사용하 고 대전극

(auxiliary electrode)은 탄소막대를 사용하 으며 주사속도(scan rate)

는 초당 0.5 mV이었다. 실험 전 2내지 3시간 동안 N2기체를 불어넣어 용

존 산소를 제거한 상태에서 실험하 고 실험 전 30분간 -1,000 mV의 전위

를 인가하여 시편 표면의 산화막을 제거한 상태에서 동적 분극 실험을 수

행하 다. 일전극 (working electrode)은 원전 주 증기 배관재로 사용 중

인 SA106 Gr.C강이며 CANDU 발전소의 자관의 재질인 SA106 Gr.B강과 유사

한 화학조성과 미세구조를 갖는다. 각 배관재의 화학 조성은 표 3.1.3.1

과 같다. 

  시편은 1 ㎠의 넓이로 epoxy mounting 후 1 ㎛까지 연마하여 시편에 존

재했을 흠을 제거하 고 아세톤으로 탈지한 후 증류수로 세척하 다. 

 

표 3.1.3.1. 배관재의 화학조성

Element C Mn P S Si Ni Cr Mo V Al Cu Co Fe

SA106 Gr.C 0.19 1.22 0.0090.007 0.27 0.11 0.05 0.03 0.0040.0290.013 - bal.

SA106 Gr.B 0.19 0.56 0.0190.011 0.25 0.01 0.03 0.02 - - 0.01 0.003 b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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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도에 따른 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hot plate와 물중탕을 이용하여 

75℃까지 변화시켜 실험하 다. 구한 분극곡선을 바탕으로 특정 수화학 

조건에서의 보호피막 형성기구를 자세히 관찰하기 위해 몇몇 선택된 전위

에서 Autolab PGSTAT 30을 이용하여 전기화학적 임피던스를 측정하 다.  

  임피던스는 1MHz에서부터 100μHz까지 순차적으로 주파수를 낮추면서 

실험하 으며 각각의 교류진폭은 약 0.2mV로서 인가전압과 응답전류간에 

선형성(linearity)을 유도하 다. 실험장비 및 조건은 앞 절의 분극곡선 

측정법과 동일하 다.

  유속에 대한 부식속도의 민감성을 평가하기 위해 Rotating Cylinder 

Electrode (이하 RCE)를 제작하 다. 그림 3.1.3.1에 RCE의 개략도를 실

었다. 기준전극과 대전극은 각각 포화 카로멜 전극 및 탄소막대를 사용하

으며 수용액간 전위강하(IR drop)를 줄이기 위해 기준전극을 cell에 비

그림 3.1.3.1. RCE의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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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2. 시편 채취

스듬히 삽입하여 고정시켜 시편간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 다. 일전극의 

면적은 4.71 ㎠이고 그림 3.1.3.2와 같이 냉각수가 흐르는 방향과 동일한 

방향성으로 채취하 으며 회전하는 시편의 모서리에 존재할 유속의 왜곡

현상인 edge effect를 없애기 위해 전극 상하로 일전극 두께의 10배 크기

만큼 테플론으로 접착하 다. motor는 VEXTA FBL-220A를 사용하 고 

digital tachometer와 controller를 이용하여 회전속도를 제어하 다. 온

도와 회전속도에 따른 배관재의 부식거동을 연구하기 위해 RCE cell의 하

단부에 heating element를 부착하여 80℃까지 온도를 조절하게 하 다. 

표 3.1.3.2에 실험조건을 실었다. 

표 3.1.3.2. 실험조건

variable condition

pH 6.98, 9.8, 10.4, 11.8

oxygen oxygen saturated, oxygen depleted

rotation speed 

(rpm)
0, 1000, 2000, 3000

  

   (2) 고온 RCE 구성 및 예비실험

  그림 3.1.3.3에 연구실에 보유하고 있는 고온 RCE 계통을 실었다. 과제 

수행에 필요한 autoclave는 과제 시작 시에 도입하 다. 스테인레스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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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3. 고온 RCE 계통

재질로 제작하 으며 용적은 3.7ℓ이고 최대 설계온도와 설계압력은 각각 

350℃와 2300psia이다. 고온 고압의 실험 특성상 고온, 고압 경계에서 계

통 인자의 변화없이 안정하게 회전시킬 수 있는 장비가 무엇보다 중요하

다. 본 과제에서는 자기장을 이용하여 고온, 고압경계를 침투하지 않고 

시편을 회전시킬 수 있는 magnetic motor를 채용하 다. 본 autoclave는 

static으로 수용액을 단지 고온고압 상태로 가둘 수만 있고 철 이온 농도

조절과 pH 조절과 같은 수화학 균형장치는 아직 부착되지 않은 상태이며 

질소가스를 이용하여 산소포화(8ppm)과 산소 제거(약 10ppb 이하) 상태로 

실험할 수 있는 상태로 용존산소의 임의조절이 불가하다. autoclave의 도

입 후 고압 경계의 mechanical seal에 대한 누설 test를 겸한 예비실험을 

수행하 다. 250℃, pH 7인 순수 상태에서 산소포화인 경우와 산소를 제

거한 경우에 대하여 각각 보름간 2000rpm에서 회전시킨 상태에서 실험하

다. 보름간의 leak test동안 autoclave 외부로의 누설은 없었다.

 다. 연구 결과

   (1) 배관재의 용해 및 침적현상에 대한 전기화학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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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pH에 대한 배관재의 부식특성

  그림 3.1.3.4와 5는 탈기된 분위기에서 유속이 없는 상태의 pH에 따른 

배관재의 부식실험의 결과이다. 중성상태에서는 전위가 증가할수록 용해

반응이 진행되다가 pH 9.84에서 10.4까지는 불완전하게 피막이 형성되었

다. pH가 증가할수록 보호피막의 형성이 용이하 으며 형성된 보호피막도 

그 구조가 매우 안정함이 평균 피막 투과 전류 도를 통하여 관찰되었다. 

그림 3.1.3.6은 pH에 따른 정상상태 (open circuit potential)에서의 전

기화학적 임피던스 값이다 고주파와 중간 주파수 역에서 각각 pseudo- 

capacitance와 inductance 거동을 보이다가 pH 6.98은 0.19Hz 이하, pH 

10.6은 1.38Hz 이하부터 전극표면에서의 전자이동에 근간을 둔 활성화 반

응이 나타남을 관찰하 다.

  그림 3.1.3.7은 pH에 따른 Tafel 외삽법과 선형분극법을 이용한 배관재

의 부식전류 도의 변화를 나타낸 그림이다. 여기서 Tafel 외삽법과 선형

분극법 공히 같은 경향성을 보이고 있음이 확인되었고 local minima인 pH 

10.4 이상부터는 정상상태의 부식전류값이 높아짐을 관찰하 다. 이는 수

산화 이온의 양이 증가할수록 철 표면에 교환되는 산화전류와 환원전류의 

절대값이 커지기 때문에 부식전류의 값이 커지는 alkaline corrosion의 

경향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pH가 증가할수록 각 반응에 

참여하는 radical의 농도가 증가함으로써 그에 수반하는 부식전류가 증가

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Bellanger G.1994). 

  배관재의 산화 반응을 구성하는 인자를 알아보기 위하여 pH 10.6 과 

11.06,11.83 에서 배관재의 순환전위차법 (cyclic voltammetry) 시험을 

수행하 다. 그림 3.1.3.8은 pH 11.83에서의 순환전위차법 시험결과이다. 

alkaline solution에서 산화-환원반응으로 인하여 해당 전위에 특정 반응

을 대표하는 전류 peak가 형성된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산화-환원 전류 

peak는 I, II, III, IV, V의 다섯 가지이며 각각의 지배 반응은 다음과 

같다(Zhang H.1994, Macdonald D.D. 1978).

peak I, IV : Fe+2OH- ↔ Fe(OH)2+2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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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4.pH에 따른 배관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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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k II : 3Fe(OH)2+2OH
-
 → Fe 3O 4+4H2O+2e

-

peak II' : Fe 3O 4+H2O+2e
-
 → 3FeO+2OH

-

  Fe 3O 4+4H2O+2e
- → 3Fe(OH) 2+2OH

- 

   (peak II'는 검출되지 않음)

peak III, V : Lim
→
Fe(OH)2+OH

-
 ↔ δ-FeOOH+H2O+e

-

 그림 3.1.3.9는 pH에 대한 배관재의 순환전위차법 시험 결과이다. 낮은 

pH에서는 peak III과 V가 두드러지게 관찰된 반면 pH 11.83부터 비로소 

magnetite 형성을 의미하는 peak II가 관찰되었다. 이는 낮은 pH에서 보

호 피막이 수화된 철 화합물의 비정질 중합체로 구성되고 높은 pH부터 피

막형성의 주요 기구가 magnetite의 형성 및 환원에 의한 decomposition임

을 의미한다.

     (나) 온도에 따른 배관재의 용해 및 침적현상

  그림 3.1.3.10과 11은 온도에 따른 배관재의 동전위 분극곡선의 결과이

다. 온도의 증가에 따라 cathodic half-cell current의 증가가 관찰된다. 

  그림 3.1.3.12는 온도와 pH에 따른 배관재의 전기 화학적 부식 전위의

 그래프이다. 온도의 증가에 따라 부식 전위가 약한 상승을 보이고 있는

데 이는 배관 표면이 alkaline corrosion에 의해 산화물이 덮이면서 이러

그림 3.1.3.10. pH 10. 6에서 

온도에 따른 동전위 분극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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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11. pH 11.83에서 

온도에 따른 동전위 분극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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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12. 온도와 pH에 따른   

        배관재의 부식전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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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13. 온도와 pH에 따른 

선형분극저항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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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산화물은 열역학적으로 부식전위가 높기 때문에 그 결과 전체 부식전

위의 상승을 초래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서 pH에 관계 없이 온도에 

따라 비슷한 상승거동을 보이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dE/dT가 pH에 관계없

이 일정하다는 실험 결과는 pH가 증가할수록 수산화 이온의 양도 증가하

고 화학 평형을 맞추기 위해 cathodic 반응을 주관하는 반응에 참여하는 

water molecule의 양도 같이 늘면서 이것이 보정을 이루어 결국 부식 전

위를 같게 맞추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3.1.3.13은 온도에 따른 선형분극 

저항의 변화를 보인 것이다. 여기서 온도의 증가는 반응에 참여하는 

radical activity의 증가를 초래하여 결국 이것이 부식전류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다) 회전속도에 대한 부식거동의 향

  그림 3.1.3.14는 pH 6.96에서 회전속도에 따른 분극곡선이다. 회전속도

가 증가할 수록 부식전위의 증가와 함께 양극 전위에서 용해전류의 증가

가 어느 정도 관찰되고 있다.

  그림 3.1.3.15는 용존 산소가 포화된 상태와 탈기된 상태에서의 유속에 

따른 전기화학적 부식전위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회전속도가 증가할수

록 산소가 포화된 상태와 탈기된 상태 모두 부식전위가 증가하고 있으며 

산소가 포화된 상태가 탈기된 상태보다 부식전위가 높게 형성됨을 관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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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금속의 산화 반응이 일정한 상태에서 산소가 있는 경우와 탈

기된 경우의 환원 반응이 물의 환원반응에서 산소의 환원반응으로 변환되

기 때문에 전체 부식전위가 상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용존 산소가 포

화된 상태와 탈기된 상태에서 각각 회전속도에 따라 부식전위가 상승하는 

현상이 관찰되었는데 이는 회전속도가 증가할수록 산화제(oxidizing 

agent)의 전극 표면으로의 확산이 원활해져 부식전위가 높게 형성되는 것

으로 보인다. 그러나 회전속도에 따른 두 조건의 부식전위 상승률은 그리 

높지 않았는데 이는 실험에 사용된 두 조건이 반응에 참여하는 두 산화제

의 농도가 제한된 상태이기 때문에 회전속도에 따른 부식전위의 증가 기

여분이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산소포화인 경우 유속의 

증가는 전극 표면으로의 확산에 의한 산소의 이동을 조장시켜 그 결과 부

그림 3.1.3.14. pH 6.98 일 때의 

유속에 따른 분극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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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15. pH, 산소, 회전

  속도에 따른 부식전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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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16. 용존산소에 따른 

배관재의 Nyquist p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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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17. pH 10.6 1000rpm에서  

   온도에 따른 동전위 분극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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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전위의 상승을 가져온다. 본 연구의 결과 산소 포화인 수화학 조건과 

산소를 제거한 조건 공히 유속에 따른 부식전위의 증가가 같은 비율로 일

어났으며 이는 산소가 제거된 조건에서의 음극반응이 물의 dissociation

에 의한 활성화 반응이 지배하나 활성화 후 형성된 수소의 계면이나 수용

액으로의 확산반응이 전체 반응속도에 개입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교류 전기화학실험에서도 나타나는데 그림 3.1.3.16에서

와 같이 용존산소의 함량에 따라 산소포화인 경우 활성화 역 외에 저주

파에서 확산 의존 반응이 나타남을 관찰하 다. 이는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cathodic 반응이 산소의 이동에 의한 반응이 지배함을 의미한다. 이

러한 경향은 산소가 제거됨에 따라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는데 동일한 주

파수 역에서 활성화 loop의 크기가 커지게 될 뿐 아니라 확산에 의한 

plateau의 신호가 부분적으로 관찰되는 것을 반 한다. 그림 3.1.3.17은 

pH 10.6 회전상태에서 온도에 따른 배관재의 동전위 분극곡선 결과이다. 

정지상태와 마찬가지로 cathodic half-cell current 및 부식전류 도, 평

균 피막 투과 전류 도의 증가현상이 관찰되고 있다.

     (라) FAC 현상의 전기화학적 분석

  그림 3.1.3.18은 유속에 따른 부식전류 도의 변화 그래프이다. pH 

6.96에서는 회전속도에 따라 어느 정도 부식 속도가 증가하는 반면, pH 

9.8 이상에서는 부식전류가 어느 정도 포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는 

alkaline 환경에서 유속이 증가하여도 전체 부식전류의 상승을 저지하는 

율속단계가 존재함을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CO 2 를 포함한 2% NaCl 분위

기에서 탄소강과 13% Cr 합금강에 대하여 선형분극법을 이용하여 부식속

도를 구한 Denpo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그는 부동태 피막이 형성되지 

않는 탄소강에서는 회전속도의 증가에 따라 부식속도가 크게 증가하는 한

편 부동태 피막이 발달한 13% Cr 강에서는 초기에는 부식속도가 증가하다

가 어느 이상의 회전속도 (1000rpm)이상에서는 부식속도가 포화현상을 일

으키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Denpo K.,1993). 

  전극 표면에서 일어나는 부식 속도를 결정짓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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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18. pH와 회전속도에 

따른 부식전류 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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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19. 회전속도에 따른 

  부식 및 한계전류 도의 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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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위해 전위를 cathodic branch로 내려서 나타나는 한계전류 도 

(limiting current density)의 유속에 대한 변화를 관찰하 다. 그림 

3.1.3.19는 pH와 유속에 대한 한계전류 도와 부식전류 도의 비교 그래

프이다. 여기서 유속이 증가할수록 한계전류 도는 포화 없이 정으로 증

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cathodic branch에서의 지배 반응이 activation에 

의한 반응보다 확산에 의한 산화제의 이동이 우세하다고 생각하면 부식전

위 근처에서 상온 alkaline 용액에서의 전체 FAC 현상은 확산에 의한 반

응보다는 철이 철 이온으로 산화하는 반응이나 철 표면에서 철이 수화현

상(Hydrolysis reaction)에 의해 전자를 잃고 철 이온이 보호피막을 형성

하게 되는 activation에 의한 반응이 전체 반응속도를 지배함을 알 수 있

다. 여기서 전체 반응이 물질전달 과정 단독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 속

도에 0.401의 지수로 비례하는 반면 산화와 물질전달 반응의 직렬 회로로 

표 3.1.3.3. pH에 따른 전기화학적 임피던스 인자

o.c.p. 6.98 10.6

fmax 0.13998 0.00133

Rp 5.7400×10
3

5.0320×10
4

Cdl 1.9808×10
-4

2.3781×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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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반응이 구성되는 경우 속도에 0.112의 지수로 비례하며 이는 철이온

의 산화반응이 전체 FAC과정을 지연시키는 구실을 담당함을 알 수 있다. 

표 3.1.3.3은 pH에 대한 피막관련 인자이다. 여기서 이중층 축전량 

(double-layer capacitance)는 pH의 증가에 따라 큰 폭으로 증가하 으며 

capacitance의 증가는 activation barrier를 상승시키는 결과를 가져와서 

전극 표면의 철 이온의 농도를 한정시켜 그 결과 속도장에 대한 부식속도

의 민감도를 한정시키는 구실로 작용하는 것을 방증한다.

 

   (2) 고온 RCE 제작 및 예비실험

     (가) 고온 RCE 제작

  RCE는 원통 전극을 일정한 속도로 회전시켜서 회전에 의하여 유도되는 

유동에 의한 금속재료의 부식 거동을 측정하는 장치로 초기에는 전해 정

련과 수용액 상 용존 ion제거의 용도로 이용되다 최근 FAC현상을 관찰하

는 간편한 방법으로 응용되고 있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 필요한 RCE 전

극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 고온, 고압 환경에서도 회전전극의 면적을 유지하고 절연하는 요건

    - 회전 시편에서 신호의 누설없이 부식신호를 추출하는 요건

  그림 3.1.3.20은 개발된 고온 RCE의 구조도이다. 전기화학 실험은 부식

현상의 기구를 규명하는 실험으로써 이의 실험을 위해서는 전하교환에 큰 

향을 주는 부식시편의 노출면적이 실험기간동안 일정해야 한다. 또한 

계측장치의 노이즈의 주요 원인인 부식시편 외의 다른 부분에서의 불필요

한 부식현상을 억제하여야 한다. 개발된 고온, 고압 RCE는 고온에서도 비

교적 안정한 비금속 중합 수지인 PTFE , VITON, KALREZ의 재질 선정과 고

온, 고압에서 발생할 폴리머의 변형을 방지할 disk와 나사 체결방식을 통

하여 고온, 고압의 극한 환경에서도 시험할 부식시편의 면적이 일정하도

록 하며 신호 추출부위를 종래의 회전봉과 수직한 방향이 아닌 회전봉과 

같은 방향에 설치하여 고속 회전시 발생할 마찰에 의한 신호교란을 최소

화하 다. 또한 접점부위에서 외부로 연결하는 도선에는 PTFE 처리 및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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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20. 고온 RCE의 구조

       

수축 테플론으로 피복하여 도선과 autoclave간의 접지로 인한 부식신호의 

교란을 방지하 다.

     (나) 고온 기준 전극의 성능 평가

  본 연구에서 사용된 기준전극과 대전극은 각각 일본의 Toshin에서 제작

된 Ag/AgCl 전극과 백금 전극이다. 일반적으로 기준전극이 갖춰야 할 조

건으로 수화학 조건에 관계없이 안정할 것과 자체의 분극성이 거의 없어

야 할 것과 기준 전극의 평형 반응이 열역학적으로 해석 가능해야 할 것

이 있다. 전극의 안정성을 시험하기 위해 대기 중 노출된 상온 증류수에

서 상용 포화 카로멜 전극과 백금전극, 고온 Ag/AgCl 전극을 비교하는 실

험을 수행하 다. 그림 3.1.3.21은 각 전극간의 상대적 전위차이를 측정

한 그래프이다. 각 전극에 대한 백금의 전위가 시간이 갈수록 낮아지는 

것은 백금 표면에서 일어나는 반응인 산소의 평형 반응이 초기에는 산소

의 분압이 높아 전위값이 높은 위치를 차지하다가 곧 용존산소가 줄어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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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21. 시간에 따른 

기준전극간의 전위 profile

0 2000 4000 6000 8000 10000 12000 14000 16000

50

100

150

200

250

300

5.5

6.0

6.5

7.0

7.5

pH

po
te

nt
ia

l (
m

V)

time(min)

 AgCl vs. SCE
 Pt

Pt/SCEPt/AgCl

 pH

그림 3.1.3.22. Ag/AgCl 전극의 

가역성 시험을 위한 미소분극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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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금 표면에서 교환되는 산소양과 수용액-대기 중 교환되는 산소의 양이 

같아져서 시간에 따라 낮은 전위값으로 천이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10일간의 비교시험동안 상용 포화 카로멜 전극에 대한 고온 Ag/AgCl 전극

의 값은 약간의 차이를 보 지만 시간에 따라 일정함을 확인하 고 기준

전극의 요건을 만족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극이 갖춰야 할 열역학적 가역성을 실험하기 위해 평형전위 부근에서 

전극의 미소분극시험을 수행하 다. 분극전위 범위는 ±40mV이고 주사속

도는 초당 0.2mV 다. 그림 3.1.3.22는 각 cycle에 대한 기준전극의 미소

분극시험의 결과이다. 약간의 deviation을 보 지만 어느정도 가역성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 고온 RCE 예비실험

  그림 3.1.3.23, 24는 탈기한 중성용액에서의 회전 속도에 대한 배관재

의 동전위 분극곡선의 결과이다. 각 온도 역에서 회전속도에 따라 

cathodic half-cell current의 증가는 관찰된 반면 anodic half-cell 

current는 회전속도에 대하여 더 이상의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림 

3.1.3.25, 26은 탈기한 상태의 상온 pH 10.6에서 각 온도의 변화에 따른 

회전속도에 대한 배관재의 동전위 분극곡선의 결과이다. 각 결과 공히 미

소한 noise를 내포하고 있으나 전체 경향에 비해 무시할 만한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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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23. 150℃, pH 7에서 

회전에 따른 동전위 분극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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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24. 250℃, pH 7에서 

회전에 대한 동전위 분극곡선

1E-7 1E-6 1E-5 1E-4

-1.5

-1.0

-0.5

0.0

0.5

1.0

po
te

nt
ia

l (
V/

SH
E)

current density (A/cm2)

 0rpm
 1000rpm
 2000rpm

그림 3.1.3.25. 탈기한 pH 10.6 150℃,  

    회전에 대한 동전위 분극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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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26. 탈기한 pH 10.6 

270℃, 회전에 대한 분극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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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온도에서 anodic overpotential 역에 산화피막으로 추정되는 

anodic current의 정체현상이 관찰되었다. 중성용액의 경우와 같이 각 온

도에 따라 cathodic branch는 회전속도에 변화를 보이고 있는 반면 

anodic branch의 변화는 감지하기 어려웠다. 이는 2차년도에 사용된 계통

이 순환계통이 아닌 autoclave에 폐된  계통이므로 계통내 철이온의 양

이 금세 포화상태에 이르러 더이상 회전속도에 대한 산화막의 민감도를 보

이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270℃에서 높은 anodic overpoten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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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서 산화 용해전류의 정체 현상이 관찰되었다. 이것이 확산 포화에 

의한 농도분극에 따른 한계 전류 도인지 계통 내 철 이온의 한계에 의한 

정체현상인지에 대해서는 향후 고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3.1.3.27은 온도와 pH, 회전속도에 대한 배관재의 부식전위의 변

화이다. 200℃ 이하의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는 pH에 관계없이 회전속도에 

대하여 부식전위가 변화하지 않던 것이 230℃ 이상부터 회전속도에 대하

여 부식전위의 상승이 관찰되었다. 일반적으로 회전속도가 증가할수록 산

화제(oxidizing agent)의 전극 표면으로의 확산이 원활해져 부식전위가 

높게 형성된다. 그러나 용존산소가 포화되거나 완전한 탈기상태의 경우에

는 농도 차에 의한 이동이 제약을 받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는 부식전

위는 회전속도에 더 이상 향을 받지 않게 된다. 실제로 비등경수로 환

경에서 RCE를 이용한 부식전위 측정 실험 결과(Kim Y. J., 1992)에 의하

면 용존 산소가 매우 낮은 경우 (2ppb 이하)와 포화상태인 경우 (1000ppb 

이상) 각각 회전속도에 따른 부식전위의 상승률이 낮았으며 중간 농도인 

30에서 100ppb인 용존 산소 농도에서 회전속도에 따른 부식전위의 상승률

이 높았다. 이는 중간 정도 산화제 농도인 30 ∼ 100ppb의 용존 산소 환

경에서 유속에 따른 확산반응이 민감함을 보인다. 일반적으로 산소포화인 

경우 유속의 증가는 전극 표면으로의 확산에 의한 산소의 이동을 조장시

켜 그 결과 부식전위의 상승을 가져온다. 현재 본 연구에서는 용존산소의 

측정 및 제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계통내의 용존산소를 알아내기 위해 

도출한 부식전위의 값을 문헌의 용존산소-부식전위 도표에 비교하 다.

  그 결과 계통 내 추정 용존산소량은 약 100ppb 정도의 값을 보 으며 

용존산소-부식전위 도표의 sigmoidal curve의 상단 역에 해당한다. 이

는 온도가 낮을 때는 sigmoidal curve의 upper shelf 부분과 만나지만 점

차 온도가 올라가면서 부식전위가 하강하면서 점차 안정한 상태에서 과도

상태로 천이하게 된다. 이에 일정 온도에서 보이지 않던 부식전위의 민감

도가 특정 온도 이상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3.1.3.29

에 이를 부연하는 그래프를 실었다.

  그림 3.1.3.28은 Tafel 외삽법으로 구한 pH와 온도, 회전속도에 대한 

배관재의 부식전류 도의 변화 graph이다. 각 경우 공히 회전속도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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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27. Reynolds number에

 대한 부식전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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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28. Reynolds No.에     

   대한 부식전류 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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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29. 일정한 용존산소하에서 

온도에 따른 부식전위의 천이

부식전류가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무게감소 실험과 달리 pH 10.6

인 경우가 중성용액인 경우보다 높은 부식전류값을 보 는데 이는 실험에 

사용된 중성용액이 상온 실험과 달리 전기 전도도 상승을 위한 어떠한 용

제도 첨가하지 않음으로써 염기성 용제를 첨가한 pH 10.6보다 낮은 부식

전류값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서 pH 7의 200℃와 pH 10.6의 15

0℃구간에서는 다른 역과 달리 부식전류 도가 회전속도에 높은 민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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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이는 것을 관찰하 다.

  그림 3.1.3.30은 정지상태에서 온도에 대한 배관재의 동전위 분극곡선 

결과를 종합한 것이다. 여기서 200℃를 제외하고는 평균 산화막 투과 전

류 도가 비슷한 크기를 보이고 있다. 이는 각 온도 구간에 걸쳐 동일한 

부식 노출면적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시험도중에 수용액의 틈

으로의 침투에 의하여 부식면적의 조절이 안되는 경우에는 시간에 따라 

부식전류 도는 점점 증가하게 되어 재현성이 사라지게 된다. 본 결과는 

시험도중에도 일관된 전극 노출 면적을 유지할 수 있다는 데서 개발된 전

극의 안정성을 검증할 수 있었다. 그림 3.1.3.31은 온도에 따른 각 금속-

수용액 부식계 부식전위를 도시한 결과이다. 경우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온도에 따라 부식전위는 감소한다. 이는 금속의 산화 반응이 일정

그림 3.1.3.30. 정지, 탈기한 pH 10.6, 

온도에 따른 동전위 분극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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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31. 온도에 따른 구조 

재료의 부식전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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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상황에서 환원반응을 담당하는 수소의 환원반응과 산소의 환원반응이 

온도에 따라 감소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Charles E. A., 1994). 각각의 

환원반응 및 Nernst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초기에 개발된 전극과 보완된 

RCE의 부식전위의 결과를 각각 도시한 결과 각 경우 공히 온도에 따라 감

소하는 경향을 보여서 기준전극의 응답성의 성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초기에 개발된 전극의 부식전위가 더 높게 형성되었는데 이는 초

기의 설계가 회전봉이 계통 내부에 노출된 형태이기 때문에 전극과 절연

하더라도 고온, 고압에서 물과 수증기가 평형을 이루다가 autoclave 상단

은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로 인하여 autoclave 상단의 회전봉에 수용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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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축하여 그 결과 추가 galvanic 부식을 야기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얻

은 부식전위의 값도 실제로 스테인리스강의 부식전위와 비슷한 값을 보

으며 이 결과가 실제 부식반응이 순수한 탄소강으로 인한 반응 외에 스테

인리스강이 섞인 반응이 검출된 것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보완된 전극으

로 실험하여 얻은 결과를 보면 문헌에서 보이고 있는 저합금강의 부식전

위의 결과와 비슷한 거동을 보이고 있어 당초 목표로 했던 외부와의 절연

문제를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 

   (3) 수화학 균형장치 제작

  그림 3.1.3.32는 제작된 고온, 고압 수화학 균형장치의 구조이다. 상온

에서 충분히 순환시킨 수용액을 고압 펌프를 사용하여 고압 경계로 이동 

후 전단부의 가열기와 autoclave를 통과하여 열교환기를 거친 후 back 

pressure regulator를 지나 이온 교환 수지를 거쳐 다시 상온 상압 경계

로 회수하는 폐쇄형 순환계통을 가지며 그림에서 보다시피 높은 제작비가 

드는 고온, 고압, 고유속의 역을 최소화하여 보다 높은 효율을 달성하

게 했다. 그림 3.1.3.33은 완성된 고온, 고압 수화학 균형장치의 모습이

다. 용존산소와 용존수소는 각각 DO meter와 DH meter를 통하여 ppb 단위

로 계측하고 운전 중 계통 내 용존 기체 양의 운전 설정 기준치를 조절하

기 위하여 gas  mass controller를 이용하여 각각의 기체 분압을 조절하

여 상온 계통에 주입하는 방법을 채택하 다. 수화학 감시를 위하여 고압

그림 3.1.3.32. 고온 고압 loop 구조

  

그림 3.1.3.33. 고온 고압 lo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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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전단부위 용액의 pH와 DO, DH, 전단부와 후단부위의 용액의 전기 전도

도를 계측하여 이를 실시간 저장할 수 있게 하 다. 고압 펌프는 

diaphgram type로 3000psia의 고압 수용액을 시간당 3리터의 속도로 주입

한다. 

  이상과 같은 실증장치의 제작 및 실험결과는 중수로의 운전조건과 유사

한 고온고압의 조건에서 실험할 경우에도 신뢰성있는 데이터를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하 고, 이 장치를 이용하여 여러 가지 실험을 실시할 것이

다. 즉, pH와 회전속도에 따른 배관재와 수화학 환경과의 부식경향을 알

아보기 위해 운전변수의 변화(pH, 온도, 용존산소 및 수소량의 변화)에 

미치는 부식인자 변화를 관찰할 것이다. 아울러 배관재 표면의 magnetite

의 온도와 pH에 대한 용해도 도표를 바탕으로 실증 loop 내의 철 이온농

도를 추정하고 실제로 loop의 inlet과 outlet에서의 철 이온농도를 분석

하여 비교한다. 그리고 구한 인자를 바탕으로 운전변수에 대한 배관재의 

물질전달 계수를 도출할 계획이다. 

  또한, FAC에 향을 미치는 산화 자철광 보호피막의 성질을 관찰하기 

위해 교류 임피던스 방법을 이용하여 산화막의 구조 및 구성 인자를 실험

적으로 연구하고, 아울러 SEM과 XPS등을 이용하여 산화피막의 두께 및 표

면성분을 분석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하여 국내에 아직은 취약한 고온, 고압 계통

의 운전 경험 및 고온 전기화학 실험의 know-how를 얻을 수 있다는데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도출한 배관재의 여러 부식인자는 미비한 국내 

고온부식 database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또한 개발된 고온 RCE를 

이용하여 고온, 고압환경에서의 물질전달 거동 연구와 전해질 내 이온의 

이동 연구, 실증 loop보다 자유로운 운전 여유도에서의 배관재의 FAC 실

험 수행 등 활용 여부에 따라 다방면에 걸쳐 다양한 연구를 수행 할 것으

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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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핵연료채널 원거리장 와전류(RFEC) 결함탐지기술

1. RFEC Probe 최적설계인자 도출

 

  가. 체적적분법을 이용한 설계인자 분석

  VIC-3D 코드는 와전류 Probe와 결함과의 반응을 체적-적분법으로 계

산하는 프로그램으로 간단한 형상을 지닌 NDE 문제 뿐 아니라 보다 복

잡한 형상에 대하여도 경계적분법을 추가로 도입하여 와전류 신호를 예

측하고 해석할 수 있게 해 준다.(Murphy & Sabbagh, 1996)

  본 보고서에서는 압력관의 Garter Spring에 대한 와전류 신호에 대한 

모델링 작업을 다음 절차에 의해 수행하 다. 우선 검사 대상 형상 모

델은 그림 3.2.1에서 나타내었고 매질의 제원과 특성값은 표. 3.2.1과 

같다. 또한 와전류 코일 탐상부는 설계된 코일 치수와 위치 및 turn 수

를 입력하 고 가터 스프링에 대한 모델은 직경이 5.5 mm인 환봉으로 

가정하 다. 이와 같은 입력자료를 사용하여 코일 표면에서의 상호작용

을 계산한 결과, 거리에 대한 임피던스 변화를 주파수를 변수로 하여 

그림 3.2.2에서 나타내었고, 송수신간 코일 간격을 변수로 하여 임피던

스 변화를 그림 3.2.3로 나타내었다. 본 실험에 필요한 적정 주파수는 

코일간격이 135mm 일 때 1kHz가 가장 감도가 크게 나타났고 실제 실험 

결과인 그림 3.2.4에서도 같은 양상으로 나타났다. 송수신 코일 간격은 

가까울수록 감도는 크게 나타나지만 115mm 이상의 충분한 거리에서 송

수신 코일의 신호가 뚜렷이 나타남을 확인하 다.(Jung, et al, 2002)



- 142 -

그림 3.2.1 Garter Spring 모델링 형상

표 3.2.1 모델링 입력 자료

항 목 해석값 비고(근거자료)

pressure

tube

재질 Zr-2.5%Nb

도전률 1.78×106 S/m

투자율 1.0

OD 112.4mm

ID 104mm

두께 4.2 mm

Garter 

Spring

재질 Zr-2.5%Nb-0.5%Cu AECL-8767

OD 5.59mm

Wire Size 1.6/1.0(Depth/Width) Coil pitch : 1.3 mm

Girdle Wire 0.9mm Dia. welded

도전률 1.43×106Ω-1m-1 대략값

투자율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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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 서로 다른 주파수에서 탐촉자의 축방향 이

동에 따른 임피던스 변화 (코일간 간격 135 

mm 시)

-200 -150 -100 -50 0 50 100 150 200
0.0000

0.0001

0.0002

0.0003

0.0004

0.0005

0.0006

0.0007

0.0008

|Z
|, 

O
hm

s

Cylindrical Z, mm

  500Hz
  800Hz
  1000Hz
  3000Hz
  5000Hz
  7000Hz
  10000Hz

그림 3.2.3, 그림 3.2.2의 임피던스 평면에서의 신호

             형태

-0.0008 -0.0007 -0.0006 -0.0005 -0.0004 -0.0003 -0.0002 -0.0001 0.0000 0.0001
-0.0005

-0.0004

-0.0003

-0.0002

-0.0001

0.0000

0.0001

0.0002

0.0003

0.0004

X,
 O

hm
s

R, Ohms

  500Hz
  800Hz
  1000Hz
  3000Hz
  5000Hz
  7000Hz
  10000Hz



- 144 -

그림 3.2.4 서로 다른 코일간격에서 탐촉자의 축

방향 이동시의 임피던스 변화( 주파

수 5 KHz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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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범용 유한요소법 코드를 사용한 전자기장 해석 수행

  Ansoft사의 전자기장 해석프로그램인 Maxwell을 사용하여 해석하

다. 그림 3.2.5는 2D 해석 모델로 제원 및 특성값은 표 3.2.2과 같다

(Ansoft, 1999).

그림 3.2.5 2차원 해석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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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2 해석사양

항 목 해석값

pressure

tube

재질 Zr-2.5%Nb

도전률 1.89×10 6Ω- 1m-1

투자율 1.0

OD 114mm

ID 104mm

calandria

tube

재질 Zircaloy-2

도전률 1.43×10 6Ω- 1m-1

투자율 1.0

OD 133mm

ID 130mm

external Al-block

OD 350mm

ID 135mm

도전률 3.82×10
7
Ω
- 1
m
-1

투자율 1.0

internal Al-ring

OD 128mm

ID 116mm

도전률 3.82×10 7Ω- 1m-1

투자율 1.0

Source
전류값 50A

주파수 1~10kHz

  그림 3.2.6은 압력관, 칼란드리아관 해석변수들을 이용하여 얻은 결

과로 여자전류를  1kHz와 10kHz로 입력한 결과로 potential vally를 확

인할 수 있다. 주파수가 낮아지면 potential vally의 각도가 둔화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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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 주파수에 따른 등전위선

  그림 3.2.7는 2차원 해석결과 얻은 자기벡터 포텐셜의 equiphase 선

들로 phase knot를 확인할 수 있다. 주파수가 낮아지면 위상매듭의 각

도도 둔화됨을 알 수 있다. 그림 3.2.8 해석모델에 3개의 해석선을 다

음과 같이 설정하여 각 해석선에서의 자속 도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① 압력관 내부로 2mm 이동지역

     ② 압력관과 칼란드리아관 사이의 갭 중앙지역

     ③ 칼란드리아관 외부 2mm 이동지역

   그림 3.2.8는 미리 설정한 3가지 해석 역에서의 자속 도분포로 

exciter가 있는 PT 내부보다 CT 외부가 와전류에 의한 자속 도가 10배 

정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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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7  주파수에 따른 등위상선

그림 3.2.8 radial logarithmic MFD pro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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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2.9은 2D-parametric 해석모델로 중간에 gap을 주어 gap 거

리를 단계별로 주면서 전자기장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코일을 움직이는 

대신에 구조물(압력관, 칼란드리아관, Al-ring, Al-block)을 Z축방향으

로 이동시키면서 주파수에 따른 detector의 임피던스와 power loss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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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하 다. 

그림 3.2.9 2D parametric model

  그림 3.2.10는 코일을 고정시키고 구조물들을 이동시키면서 detector

에 감지되는 임피던스변화를 계산한 것으로 주파수가 높아짐에 따라 임

피던스변화가 커짐을 알 수 있다. 그림 3.2.11는 impedance값의 phase 

lag를 계산한 것으로 주파수가 증가함에 따라 phase값도 커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저주파수 대역에서 구조물에 따른 변화가 현저함을 알 수 

있다. 그림 3.2.12은 detector에서 감지되는 주파수별 power loss를 계

산한 것이다. 주파수가 증가함에 따라 power loss도 증가함을 알 수 있

다.(Huh, et al,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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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0 radial impedance profile

그림 3.2.11 radial phase lag profile

그림 3.2.12 radial power-loss pro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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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FEC Probe 시작품 설계/제작 

  가. 시작품 제작 

  시작품은 검사 대상과 연구소에서 설계한 내용을 근거로 1차년도에 

국외업체인 캐나다 RD-Tech에 제작을 의뢰하여 그림 3.2.13과 같이 제

작하 고 이것을 이용하여 Garter Spring 위치탐지 실험을 수행하 다.  

  본 탐촉자는 10V, 1.2A의 출력을 낼 수 있는 Drive 코일과 이로 인해 

발생된 기전력을 수신하는 코일을 4 개 설치하여 4 종류의 신호를 탐지

토록 하 다. Bobbin형 코일 2개는 절대형과 비교형 신호를 얻는데 사

용되었고, Sector 코일은 원주형 결함탐지에 유용하고 Surface 코일은 

표면 결함탐지에 사용되었다. 또한 기존 ECT 기술과의 탐지능 비교를 

위해 Bobbin형 코일 2개가 추가로 설치되어 하나의 탐촉자로 다기능 실

험을 수행토록 하 다.

그림 3.2.13 제작된 RFEC 탐촉자 

   국외 제작된 탐촉자를 사용한 경험을 활용하여 개선 사항을 도출하

고 다시 설계하여 국내기술로 제작토록 하 다. 개선사항으로는 다음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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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신코일과 압력관의 간격 조정(Lift off 효과 감소)

    (2) 수신 코일 갯수 조정 (Bobbin 형과 Sector 코일 분리)

    (3) 탐촉자 중심부에 중공 형성(무게 감소 및 케이블 통로로 활용)

    (4) Centering 장치를 플라스틱 Brush에서 Roller로 교체

개선된 탐촉자 도면을 Fig.3.2.14에 나타내었다.

그림 3.2.14 개선된 RFECT Probe Drawing

  나. 시작품 RFEC Probe를 이용한 garter spring 와전류신호 수집 

      및 분석

  기존 ECT 기술로서 garter spring의 위치 측정 시 발생한 문제점으로

는  첫째, 캐나다의 Point Lepreau 발전소에서 1991년 검사할 때 신호

에서 잡음이 크게 발생되므로 50% 정도만 정확한 위치측정이 가능하

으나 신호처리 기법을 동원하여 95% 정도까지 탐지능을 향상시킨 적이 

있다.(Dolbey, et al, 1993) 둘째, 인도의 발전소에는 garter spring의 

tilt 각도와 방향성에 따라 신호감지가 힘들다고 보고하 고 대안으로 

탐촉자를 특수하게 제작하여 문제점을 해결하 다고 보고하

다.(Bhole, et al, 1993) 

   본 논문에서는 실험실 내의 Mock-up 핵연료채널에서의 ga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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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ring 신호 탐지능과 신호 형태에 대해 VIC-3D 체적적분법을 이용하여 

strip chart 신호와 임피던스 평면에서의 해석을 통하여 최적검사주파

수와 송신코일과 수신 코일의 간격을 평가하 고, RFECT 장치와 제작된 

프로브에 의한 실험을 통한 garter spring의 tilt 향도 조사함으로 

RFECT 기술의 유효성을 확인코자 하 다. 

  본 연구에 사용된 와전류 검사장치는 R/D Tech사의 TC 5700 모델로서 

그림 3.2.15와 같이 구성하 다. 탐촉자는 보빈형 ECT와 보빈형 RFECT 

코일로 이루어져 있으며 외경은 90mm인 다기능 프로브를 제작하 다. 

Garter spring은 중력에 의해 수직으로 처진 상태인 tilt되지 않은 경

우와 압력관과 칼란드리아관 사이에 삽입되어 tilt되는 경우를 고려하

여 ECT 신호와 RFECT 신호를 수집하 다. 

그림 3.2.15 RFECT 검사장치 구성도

Computer

ECT RFECT

TC 5700

Data Storage

Laser Printer

Pressure Tube

Controller

Support Plate

(Zr-2.5%Nb)

Motor Garter Spring

  이때 tilt 각도와 방향성은 그림 3.2.16과 같이 정의하 으며 변수로 

tilt 각도는 0°, 10°, 20°이며 tilt 방향성은 0시, 3시, 6시 방향으

로 정하 다. Tilt 방법은 가터 스프링에 면 테이프를 부착함으로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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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

그림 3.2.16 Tilt 각도와 방향성 정의

Tilt angle

Tilt orientation

Entry end

Tilt orientation

Garter spring

Garter spring

 

    (1) 기존 차동형 ECT 실험 결과

  제작된  탐촉자로부터 가터 스프링을 탐지하기 위하여 주파수는 5kHz

와 10kHz를 사용하 으며 tilt 되지 않은 garter spring에 대한 신호는 

그림 3.2.17에 나타난 대로 탐지가 양호함을 알 수 있다.(Lee, et al, 

2001) 그러나 tilt된 가터 스프링에 대한 신호는 검출이 힘드는데 그림 

3.2.22는 20°로 tilt된 garter spring에 대한 신호를 보여주고 있다.

  Tilt 안된 가터 스프링의 신호는 확연하게 검출됨을 확인할 수 있고, 

tilt 정도가 10°이상부터 신호감도가 저하되어 20°정도에서는 결함신

호라 판단하기 어려운 신호임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므로 가터 스프링

의 tilt 정도는 차동형 ECT 신호에 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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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7 Tilt 각도(0°)에 따른 ECT 신호들

그림 3.2.18 Tilt 각도(20°)에 따른 ECT 신호들

    (2) RFECT 실험 결과 및 토의 

  RFECT의 사용 주파수는 ECT 신호와 비교하기 위하여 5kHz로서 절대형

과 차동형 신호에 대해 strip chart 신호를 확인하 고, Voltage Plane 

Polar Plot(VPPP) 평면에서도 절대형과 차동형 신호를 관찰하 다.  

  Garter spring의 tilt 각도에 따라 각각 실험을 수행하 고 그 대표

적인 신호로서 ECT에서 감지되지 않은 20°tilt된 신호를 그림 3.2.19, 

3.2.20에 나타내었다. 또한 tilt 방향성에 따른 실험도 수행하 으며 

그림 3.2.21, 3.2.22에서 확인할 수 있다.

  RFECT 신호 특성은 송신 코일이  garter spring을 지날 때 임피던스

가 변하여 신호가 발생하고 수신 코일이 garter spring을 지날 때에도 

신호가 발생하여 쌍을 이루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tilt 각도

나 방향성에 관계없이 거의 비슷한 감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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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ECT 원리상 송신코일로부터 전달되는 전자기 원거리장이 수신코일에

서 검출되는데 이 신호는 송신코일과 수신코일 사이의 전자기장 방해물

의 단면적에 비례하므로 tilt 정도에 따른 단면적 변화는 상대적으로 

적으므로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RFECT 신호가 차

동형 ECT 신호에 비해 tilt된 가터 스프링에 대한 탐지능이 우수함을 

확인하 다.

 그림 3.2.19 Tilt 각도(0°)에 따른 RFECT 신호

그림 3.2.20 Tilt 각도(20°)에 따른 RFECT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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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1 Tilt 방향성(3시 방향)에 따른 RFECT 신호

그림 3.2.22 Tilt 방향성(6시 방향)에 따른 RFECT 신호

    (3) CANDU형 핵연료채널 압력관에 대한 원거리장 와전류신호을 파

악하기 위하여 체적적분법에 의한 신호 시뮤레이션과 Mock-up 실험을 

수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가) 신호 모의실험 결과, 실제 RFECT 신호와 비슷한 형태를 얻

을 수 있었으며 장비 Calibration 시 유용하게 활용되었

다. 송신 여자전류의 주파수가 1 kHz이고 송수신 코일 간

격이 135 mm 일 때 최적의 신호를 얻었다.

      (나) Garter Spring이 tilt되어 있는 경우, 차동형 보빈 ECT 신

호는 상당한 향을 받아 감지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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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는 RFECT 신호는 거의 동일한 신호크기를 나타내므로 

tilt된 Garter Spring 탐지에 유용함을 확인하 다.

  다. 제작 RFEC Probe를 이용한 gap 측정 와전류신호 수집 및 

      분석

  기존 ECT 기술로서 핵연료채널 gap 측정에 관한 기술 동향은 첫째, 

캐나다의 AECL Chalk River 연구소를 중심으로 송수신 탐촉자를 이용하

여 개발하 고, 이때 정확한 간격 측정을 위해서는 압력관 두께에 대한 

향을 보상하기 위하여 와전류 도에 대한 수식을 개발하여 보상토록 

하 다 (Schmidt et al, 1988). 둘째, 인도의 BARC 연구소를 중심으로 

gap의 측정을 위해 탐촉자를 split coil 형태로 설계함으로 보정곡선을 

제시함으로 성공적으로 간격측정을 수행하 음을 보고하 다(Bhole, et 

al, 1996). 

   본 보고서에서는 실험실 내의 Mock-up 핵연료채널에서의 gap 측정 

가능성과 VIC-3D 체적적분법을 이용하여 gap 변화에 대한 와전류 신호 

진폭의 선형성을 보여주는 최적 검사주파수와 송신코일과 수신 코일의 

간격을 평가하 고, RFECT 장치와 제작된 프로브에 의한 실험을 통한 

gap 크기에 따른 향도 조사함으로 RFECT 기술의 유효성을 확인코자 

하 다.

    (1) Gap 진폭 Simulation

  VIC-3D 코드는 와전류 탐촉자와 결함과의 반응을 체적-적분법으로 계

산하는 프로그램으로 간단한 형상을 지닌 NDE 문제 뿐 아니라 보다 복

잡한 형상에 대하여도 경계-적분법을 추가로 도입하여 와전류 신호를 

예측하고 해석할 수 있게 해 준다. 뿐만 아니라 Inverse 문제로는 두께 

측정이나 전도도 측정, 결함 재구성 등에 활용되고 있고(Murphy et al, 

1996), 이중관 간격 측정은 두께측정과 마찬가지로 Inverse 문제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압력관과 칼란드리아관의 Gap에 대한 임피던스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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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모델링 작업을 다음 절차에 의해 수행하 다. 우선 검사 대상 

형상 모델은 압력관과 칼란드리아관이 평면으로 구성된 것으로 매질의 

제원과 특성값은 표 3.2.3과 같다. 또한 와전류 코일 탐상부는 그림 

3.2.23과 같이 제작된 코일 치수와 위치 및 turn 수를 입력하 고 gap

에 대한 모델은 칼란드리아관의 위치로서 설정하 다. 이와 같은 입력

자료를 사용하여 코일 표면에서의 상호작용을 계산한 결과, Gap 간격에 

대한 임피던스 변화를 주파수를 변수로 하여 그림 3.2.24에서 나타내었

고, 송수신간 코일 간격을 변수로 하여 임피던스 변화를 그림 3.2.25로 

나타내었다. 본 실험에 필요한 적정 주파수는 코일간격이 100 mm 이고 

적용 주파수가 200 Hz 일때 감도면에는 최상이 아니지만 선형성 측면에

서 좋게 나타남으로 원거리장에서의 이중관의 간격측정에 유용함을 확

인하 다.

표 3.2.3 제원 및 특성값

항 목 해석값

pressure

tube

재  질 Zr-2.5%Nb

도전률 1.78×10
6
Ω
-1
m
-1

투자율 1.0

두  께 4.2mm

calandria tube

재  질 Zircalloy-2

도전률 1.43×106Ω-1m-1

투자율 1.0

두  께 1.52mm

그림 3.2.23 와전류 탐촉자의 코일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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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4 코일 주파수에 따른 Gap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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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5. 코일 간격에 따른 Gap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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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실험 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와전류 검사장치는 R/D Tech사의 TC 5700모델로서 

실험에 사용하 다. 탐촉자는 보빈형과 평면형을 조합한 RFECT 코일로 

이루어져 있으며 외경은 90mm인 프로브를 제작하 다. Gap은 중력에 의

해 수직으로 처진 상태인 수평으로 유지되는 경우와 칼란드리아관이 압

력관과 경사를 이루고 있어서 접촉되는 경우를 고려하여 RFECT 신호를 

수집하 다. 

  원거리장 신호 특성을 갖는 코일간격이 압력관의 경우 대략 직경의 1

배 이상인 것으로 보고되었고(Atherton & Sullivan, 1986) 선형성이 나

타난 100 mm로 코일간격을 설정하여 실험하 다.

    (3) 월성 원전에서의 평면형 송수신 ECT 실험 결과 및 토의

   AECL은 Gap을 탐지하기 위하여 2 종류의 센서를 사용하 으며 간격

의 범위에 따라 적용이 다르며 적용 주파수는 큰 간격 측정에는 4 kHz

와 작은 간격 측정에는 8 kHz를 사용하 다. 

   월성 1호기에서 검출된 Gap 측정 와전류 신호를 그림 3.2.30에서 보

여 주고 있다. 이 신호로부터 직접적으로 간극 측정을 할 수 없고 초음

파 두께측정 결과로서 보정하므로 보다 정확한 간격을 얻을 수 있는 형

편이다. 그러므로 간격 측정결과를 보수기간 중에 얻을 수 없고 이에 

대한 조치를 바로 취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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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6 Gap 측정시 AECL 송수신형 ECT 신호 형태

             (a) calibration  (b) inspection

(a)

(b)

    (4) Mock-up에서의 Gap 측정 실험 결과 및 토의 

  Gap 측정 송신 코일은 에너지 발생이 강력한 보빈형을 사용하 고, 

수신 코일은 탐지능이 우수한 표면형을 사용하 다. 사용 주파수는 체

적적분법에 의한 시뮬레이션 결과 선형성이 나타나는 200 Hz를 사용하

여 strip chart 신호를 확인하 고, Voltage Plane Polar Plot(VPPP) 

평면에서도 절대형 신호를 관찰하 다.  

  Gap의 간격을 경사지게 한 경우와 평행하게 유지한 경우에 따라 각각 

실험을 수행하 고 그 대표적인 신호로서 그림 3.2.27과 3.2.28에 나타

내었다. 평행 Gap 간격에 따른 Normalized 임피던스 변화를 그림 

3.2.29에 표시하 고 상당한 선형성을 보여주고 있다. 

  RFECT 신호 특성은 탐상시 와전류 탐촉자의 표면형 소형 수신 코일이 

특정 부위의 gap을 지날 때 임피던스가 변하여 신호가 발생하고 보빈형 

송신 코일이 gap을 지날 때에는 별다른 신호변화가 없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것은 송신코일의 길이방향 폭이 수신코일 보다 더 넓어서 완만

한 변화를 나타내기 때문이다.(ASNT, 1986) 또한 Gap 변화에 따라 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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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감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은 RFECT 원리상 송신코일로부터 전

달되는 전자기 원거리장이 수신코일에서 검출되는데 이 신호는 송신코

일과 수신코일 사이의 전자기장 방해물의 임피던스에 비례하므로 Gap 

변화가 상대적으로 임피던스  변화를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

므로 RFECT 신호가 평면형 송수신 ECT 신호에 비해 Gap 변화에 대한 검

출에 편리하게 적용할 가능성을 확인하 다(정현규, 2002).

그림 3.2.27 경사진 Gap 측정시 ECT 신호 형태

그림 3.2.28 평행 Gap에서의 ECT 신호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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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9 Gap 변화에 따른 임피던스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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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Gap 측정 요약

  CANDU형 핵연료채널 압력관과 칼란드리아관에 대한 간격을 원거리장 

와전류검사로서 측정하기 위하여 체적적분법에 의한 임피던스 시뮤레이

션과 Mock-up 실험을 수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가) 간격 측정 모의실험 결과, 실제 간격에 비례하는 선형성 관

계를 얻을 수 있었으며 실험의 최적 조건을 제시함으로 송

신 여자전류의 주파수가 200 Hz이고 송수신 코일 간격이 

100 mm 일 때 최적의 신호를 얻었다.

      (나) Gap 변화에 대한 선형성을 유지하고 있는 와전류 임피던스

를 사용하여 장비 Calibration 시와  검사 현장에서 실시

간으로 Gap 측정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다.

3. 핵연료 채널 Calibration tube 설계 및 제작

  핵연료 채널은 내부의 압력관과 외부의 칼란드리아관으로 구성된 이

중관(Coaxial Tubes) 형태이다. 재료 특성과 칫수는 와전류 신호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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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에 사용한 것과 동일하다. 압력관(Zr-2.5Nb)은 캐나다 Nutech사에서 

구입하 고 칼란드리아관(Zircaloy-2)은 캐나다 Zircatec 사에서 구입

하여 설치하 다.(그림 3.2.30 참조) 이중관 사이의 Gap에는 월성 현장

에서 대여한 Garter Spring 2개(1개는 월성 1호기용 Loose type, 다른 

1개는 월성 2,3,4호기 용 Tight type)를 삽입하여 Garter Spring 탐지

능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 다. 이때 와전류 기본 감도 측정을 위한 φ

3mm Hole도 가공하 다. 참고로 월성 현장의 한전에서 구입하여 사용하

고 있는 AFCIS 장비용 보정용 튜브를 그림 3.2.31에 나타내었다.

그림 3.2.30  핵연료채널 검사용 Calibration Tube

그림 3.2.31 Calibration Tube for AFCIS GS de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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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RFEC용 Pre-Amplifier 설계/제작

  가.RFECT Amplifier 기능 조사 및 설계

  캐나다 RD-Tech사의 TC-5700 장비를 이용하여 발진 주파수 5 KHz와 

전압 10V 조건에서의 코일에 생성된 신호를 조사하 다. 이때 수신된 

코일신호는 mV order의 미세 신호 으며 오실로스코프에서 측정하기 위

하여 60 dB 증폭기능을 가진 Test 증폭기를 사용하 다. 압력관 외부의 

탄소강 봉을 탐지하기 위하여 압력관에 삽입된 Probe로서 탐상하여 수

신한 신호는 그림 3.2.32와 같다.

 

그림 3.2.32 RFECT raw signal (60 dB 적용)

  아래 그림 3.2.33의 System Block-Diagram과 같이, 입력된 RFECT 신

호를 전치 증폭기 (Pre-Amplifier)의 차동 입력단으로 받아서, 이를 

60dB(1000배)의 증폭으로 처리한 후,  Demodulator 입력단으로 출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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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Demodulator에서는, 입력된 신호에 실려있는 1Khz에서 10Khz사이의 

Carrier 신호성분을 제거한 후 이를 AC-Coupling 처리하여 다음의 주 

증폭기의 입력단으로 출력한다. 주 증폭기(Main-Amplifier)에서는, 입

력된 신호를 0dB, 20dB, 40dB, 60dB의 4종류로 증폭, 처리하여 출력하

는 증폭 System이다. 구체적인 사양은 다음과 같다.

그림 3.2.33 Pre Amplifier 설계 개념도

    (1) 입력부

       - Input Range ; ±10V(10Khz 이하)

       - 채널 수     ; 1Set 2개 채널 입력

       - Differential-Input ; Offset-Voltage = ± 300㎶ 

                             (Typical @ 25℃)

       - Input Connector  ; BNC입력

       - Input-Impedence ; 10GΩ 이상

    (2) 출력부 

       - Output Range ; ±10V( 50hz 이하)

       - 채널 수      ; 1 Set 2개 채널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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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ingle-Ended Output

       - Output Connector  ; BNC출력

       - Output-Impedence ; 1Ω 이하

    (3) 증폭부 :

       - Pre-Amplifier   ; 60dB(고정 배율)

       - Main-Amplifier  ; 외부 선택 Switch에 의한

                           4종의 배율선택(0dB, 20dB, 40dB, 60dB)

    (4) Power Input

       - ±15VDC 

  나.Pre-Amplifier 제작 및 신호 특성

  원거리장 와전류 검사는 일반 와전류 검사와 마찬가지로 시험편에서 

유도된 와전류에 의해서 발생된 magnetic flux를 탐지하기 위한 프로브

나 여러 형태의 코일을 사용한다. 검사된 재료에서 와전류를 탐지하고 

유도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각각의 적용분야에 알맞게 설계된 코일을 

사용하는 것이다. 적절한 시험 주파수를 가진 sine파 발생기는 일정하

게 코일에 전류를 공급하며 코일 임피던스는 와전류 장비에 의해서 탐

지된다. 와전류 프로브는 최소한 two winding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첫 

번째 winding은 시편에 와전류를 유도하는데 사용되고, 두 번째 

winding (pick-up)은 와전류의 전류 도 변화량에 기인한 하는 flux 변

화를 감지하는 데 이용된다. 프로브는 pick-up coil의 출력 값으로 

modulated sine voltage를 전달한다. 최신 와전류 장비는 코일과 프로

브 모두 입력 단에서 사용할 수 있다.

  코일은 장비 입력 단에서 impedance bridge 회로의 사용을 요구한다. 

Input impedance bridge는 코일 임피던스를 sine 전압으로 전환시키고 

또한 coil balancing을 이룬다. 일반적으로 프로브는 입력 단에서 

impedance bridge를 요구하지 않으나 balancing을 위한 수단을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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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 절에서 설계한 전치증폭기는 그림 3.2.34와 같이 신호를 처리하여 

자료수집 컴퓨터에 입력시킨다. 구체적인 단계로는 입력 회로에서의 

amplitude-phase signal은 그림 3.2.35와 같이 단순 증폭되고, phase- 

sensitive detector에서 신호로부터 carrier 주파수(f0)를 제거함으로 

demodulated 신호를 그림 3.2.36과 같이 얻는다. 또한 최종적으로 다시 

증폭하여 그림 3.2.37과 같은 신호를 컴퓨터의 아나로그-디지탈 변환으

로 입력한다. 그리고 제작된 전치증폭기 사진은 그림 3.2.38에 나타내

었다.

  Detector는 임피던스 평면에서 point로 정의되는 신호의 quadrature 

성분와 in-phase 성분으로 구분한다. 최신 장비는 복소수 평면에서 

demodulated된 신호를 나타내기 위한 스크린이 제공되어 진다.

  원격장 와전류 탐상에서는 탐지코일에서 유기 되는 기전력 크기 신

호, 그리고 여자기에 가해진 저주파 교류 신호와 탐지코일에서 유기 되

는 기전력 신호 사이의 위상차 신호가 각각 발생한다. 두 신호가 변하

는 정도에 따라 결함 검출 및 배관 주변의 이상상태 변화 정도를 평가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기준신호에 대한 대상신호의 위상과 크기를 얻

기 위해서는 Stanford Research Systems의 SR830 DSP lock-in 

amplifier를 사용하여 직접 신호를 처리할 수 있고 또한 앞에서 언급한 

전치증폭기를 사용함으로서 압력관에 대한 결함 검출 성능을 비교분석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성하 다.

그림 3.2.34 전치증폭기에서의 신호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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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 830이나 개발된 전치증폭기로부터 PC로 전송된 데이터는 별도의 

처리과정을 거쳐 결함을 판별하게 된다. PC로 전송된 원시데이터는 크

기가 작은 잡음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Gaussian smoothing을 이용하여 

잡음을 제거하 다. 압력관의 두께는 핵연료 다발의 위치에 달라지게 

되는데 이러한 두께의 변화는 장범위 잡음으로 작용하므로 이동구간평

균 등 적절한 신호처리를 통하여 장범위 잡음은 제거할 예정이고, 결함

부위 신호를 Voltage Plane 극좌표 법으로 처리하여 결함 크기에 대한 

정량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그림 3.2.35 수신코일 신호를 단순 증폭한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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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6 Demodulated Sig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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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7 Demodulated signal를 재 증폭한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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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8 제작된 전치증폭기 사진 

5. 자료 수집 알고리즘 개발 및 시스템 제어 사양결정

  가. RFECT 검사용 MMI 설계 

  RFECT 신호는 일반 와전류 데이터와 마찬가지로 전열관 내부에 내삽

형 probe를 이동시키면서 수집된다. probe에 감긴 코일에 sin파 교류 

전류를 입력하면 전열관 내부의 재료적 특성, 구조, 상태에 따른 와전

류 파형이 유도되며, 이들 신호의 값은 수평과 수직 출력 전압으로 

strip chart 형식으로 ECT 장비 모니터에 나타난다. 이 때, 전열관 내

부에 결함이 있으면 와전류 파형은 급격하게 변하게 되어 임피던스 평

면에서 8자를 이루면서 전열관의 결함을 모니터에 나타내게 된다. 데이

터 수집은 서로 다른 4개의 주파수를 이용하여 차등법과 절대법의 두 

가지 방식으로 가능하여 결과적으로 하나의 샘플 점에서 8개 채널의 데

이터를 조사하게되는 다중 주파수 방식을 일반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또한 8개의 채널은 각각 특정한 결함이나 잡음에 민감한  특성을 지니

고 있다.

  PC에 의해 수집되어 신호는 그림 3.2.39과 같이 주화면을 나타낸다. 

이 프로그램의 개발 환경은 Window 2000 operating system에서 Delphi 

language로 개발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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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9 RFECT 수집신호용 컴퓨터 화면 

  나. Voltage Plane 극좌표 신호 정량 분석법

    (1) Voltage Plane 극좌표 구성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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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0  frequency 변화에 따른 작동점 이동

그림 3.2.41 RFEC 작동 주파수에서의 Monitor 

display window 

배관의 두께를 일정하게 두고 주파수를 변화시켜가면서 원격장 와전

류의 진폭 신호와 위상차 신호를 voltage plane에 표시하면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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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0과 같은 나선형 궤적을 얻을 수 있다. 여기서 동작 주파수를 특

정 주파수로 고정한 다음, 배관의 두께 변화와 물성 값 등의 변화가 없

는 상태에서 획득된 신호는 그림 3.2.41의 사각형으로 도시된 부분과 

같이 voltage plane의 특정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이 점을 무결함부 

작용점 (full wall operation point)이라 한다. 배관 벽체의 두께나 비

투자율 및 전기전도도 등의 물성값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무결함부 작

용점이 그림 3.2.40의 주파수 변화에 따른 작용점(operation point) 이

동 궤적을 따라 움직일 것이다. 배관에 부분적인 두께 감육이 있을 경

우에는 그림 3.2.41와 같이 작용점이 무결함부 작용점으로 돌아오는 경

로에 따라 다양한 결함 신호(signature)를 나타내게 된다. 이러한 결함

신호의 모양을 관찰함으로써 결함의 원주방향 범위와 깊이를 파악할 수 

있다.

 

그림 3.2.42 Pipe에서의 이상적 결함 

형상

ϕ
  

배관에서 부분적인 두께 감소가 있을 때 배관과 동축으로 위치한 탐

지기가 얻게 되는 신호는, 배관 각 부분을 통과하면서 침투 깊이에 의

한 효과만큼 변한 신호들의 평균으로 Maclean은 이해하 다. 이는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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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과 같이 표현된다.

ER=
E 0
N ∑

N

n=0
cos(-

Dn
δ
) exp (-

Dn
δ
)            (3.2.1)

  N은 다른 두께를 갖는 역의 개수, Dn은 n 번째 부분의 두께이고 δ

는 침투 깊이이다. 이와 같이 모델링 하 으나 실험을 통해 얻을 수 있

는 값은 감소된 두께와 원주방향의 범위 등 2개의 변수이다. 즉, 그림 

3.2.41에서 보는 것과 같은 결함이 되고 이를 위의 식에 적용하면 식

(3.2.2)과 같은 결과를 얻는다.

ER=E 0(1-q) cos (-
D 1
δ
) exp (-

D 1
δ
)+E 0q cos (-

D 2
δ
) exp (-

D 2
δ
)   

(3.2.2)

극좌표에 식(3.2.2)를 도시하면 그림 3.2.43와 같이 된다. 식 (3.2.2)

의 Dn/δ 성분들은 모두 그림 3.2.40과 3.2.41의 축을 기준으로 한 것

이다. 원점으로부터 작용점을 향하는 벡터를 x축이 되도록 회전이동을 

한 후 각 성분으로 표현하면 식(3.2.3)과 같이 표시된다.

ER=E 0(1-q)+E 0q cos (-φ)exp (-φ)             (3.2.3)

  φ는 감소된 두께를 통과할 경우의 위상과 손상이 없는 관벽을 통과

할 때의 위상의 차이다. 하지만, 그림 3.2.43에서 보는 RFEC 신호의 

voltage plane 표현으로는 φ를 직접 구할 수 없다. 그림 3.2.43에서 

두 개의 삼각형 중에서 우측의 삼각형을 살펴보면 φ를 사이 각으로 하

는 두 변의 비가 1:e
φ
로서 φ가 결정되면 이에 따라 유일하게 결정됨

을 알 수 있고, 이는 삼각형의 모양이 결정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θ도 

φ에 의해 유일하게 결정된다. 즉 θ와 결함의 두께와는 서로 일대일의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두께 및 φ가 결정되면 결함의 원주

방향의 범위 q를 그림 3.2.43로부터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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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voltage plane상에서 원점과 작용점을 잇는 선분을 x 축이 

되도록 회전 이동하여 결함 신호를 도시함으로서 결함의 깊이와 결함의 

원주방향 정도를 결정할 수 있다. 즉, voltage plane 상의 결함신호가 

x 축과 이루는 각도에 의해서 결함 신호의 깊이를 알 수 있고, 결함신

호의 무결함 작용점에서 거리를 통해서 원주 방향의 범위를 알 수 있

다.

        

그림 3.2.43 Voltage plane에서의 RFEC signature 

ϕ
θα

ϕ

 RFEC 신호로서 voltage plane 극좌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회전 

이동한 좌표계의 (1,0)에 무결함 작용점이 위치하도록 식(3.2.4)와 식

(3.2.5)를 사용하여 정규화 한다.

Normalized in-phase compon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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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E)=
Elocal

E full-wall
cos (φ local-φ full-wall)            (3.2.4)

Normalized quadrature component :

lm(E)=
Elocal

E full-wall
sin (φ local-φ full-wall)     (3.2.5)

  E와 φ는 RFEC 탐지기로부터 얻는 신호의 크기와 위상 값이다. local

이라는 첨자는 임의 지점에서 값을 의미하고 full wall은 손상이 없는 

위치, 즉 무결함 부위의 값을 의미한다. 

만일 무결함부 두께가 균일하고 오차가 적은 배관을 대상으로 하는 

계측의 경우에는 E와 φ의 full wall 값을 계측 전에 알 수 있으나, 그

렇지 않은 배관들의 경우에는 E와 φ의 full wall 값을 다른 방법으로 

얻어야 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 적합한 방법이 이동구간 평균법으로서, 

일정 역의 평균값을 E와 φ의 full wall 값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계

측이 배관 축 방향으로 진행되어 감에 따라 데이터 창도 전진하여 계측

되는 역 주변의 평균값을 항상 갖고 있으므로 배관 국부 손상에 대해

서도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두께 손상 역이 탐지기와 여자기의 거

리보다(inter-coil distance) 큰 배관 감육의 경우에는 데이터 창의 크

기를 결정하는데 주의해야 한다.

    (2) Voltage Plane 극좌표를 이용한 신호 분석 예제

  

  TC-5700 RFECT 장비를 활용하여 실험실에서 4 채널 시작품 Probe를 

이용한 Garter Spring 와전류 신호를 수집하 다. 아래 표는 채널 별로 

코일에 감지된 Raw 신호를 X와 Y 값으로 보여 주고 있고 마지막 칸은 

프로브 위치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정하지 않은 신호 상태를 보여 준다. 

X와 Y값을 취하여 Voltage 평면에 plot한 것을 그림 3.2.44에 나타내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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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_ABS1-x R_ABS1-y R_ABS2-x R_ABS2-y R_SURF-x R_SURF-y R_SECT-x R_SECT-y MV_POS_X

0.142 0.01 0.2 0.365 -0.038 0.075 -0.276 0.501 0

0.142 0.01 0.2 0.365 -0.038 0.075 -0.276 0.501 3.34E-4

0.142 0.01 0.2 0.365 -0.038 0.075 -0.277 0.501 6.69E-4

0.142 0.01 0.2 0.365 -0.038 0.075 -0.277 0.501 0.001

0.142 0.01 0.2 0.366 -0.038 0.075 -0.277 0.501 0.00134

0.142 0.01 0.2 0.366 -0.038 0.075 -0.277 0.501 0.00167

0.142 0.01 0.2 0.366 -0.038 0.075 -0.277 0.501 0.00201

0.142 0.01 0.201 0.366 -0.038 0.075 -0.277 0.502 0.00234

0.142 0.011 0.201 0.367 -0.038 0.076 -0.277 0.502 0.00268

0.143 0.011 0.201 0.367 -0.038 0.076 -0.277 0.502 0.00301

0.143 0.011 0.201 0.367 -0.038 0.076 -0.278 0.502 0.00334

0.143 0.011 0.201 0.367 -0.038 0.076 -0.278 0.502 0.00368

0.143 0.011 0.201 0.367 -0.038 0.076 -0.278 0.503 0.00401

0.143 0.011 0.201 0.367 -0.038 0.076 -0.278 0.503 0.00435

0.143 0.011 0.201 0.368 -0.038 0.076 -0.278 0.503 0.00468

0.143 0.011 0.201 0.368 -0.038 0.076 -0.278 0.503 0.00502

0.143 0.011 0.201 0.368 -0.039 0.076 -0.279 0.504 0.00535

0.143 0.011 0.201 0.369 -0.039 0.076 -0.279 0.504 0.00569

0.143 0.011 0.201 0.369 -0.039 0.076 -0.279 0.504 0.00602

0.143 0.011 0.201 0.369 -0.039 0.076 -0.279 0.504 0.00636

0.143 0.011 0.201 0.369 -0.039 0.077 -0.279 0.504 0.00669

0.143 0.011 0.201 0.37 -0.039 0.077 -0.279 0.505 0.00702

0.143 0.012 0.201 0.37 -0.039 0.077 -0.28 0.505 0.00736

0.143 0.012 0.201 0.37 -0.039 0.077 -0.28 0.505 0.00769

0.143 0.012 0.201 0.371 -0.039 0.077 -0.28 0.505 0.00803

0.143 0.012 0.201 0.371 -0.039 0.077 -0.28 0.506 0.00836

0.143 0.012 0.202 0.371 -0.04 0.077 -0.28 0.506 0.0087

0.143 0.012 0.202 0.371 -0.04 0.077 -0.28 0.506 0.00903

0.144 0.012 0.202 0.372 -0.04 0.077 -0.28 0.506 0.0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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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4 VPPP평면에서의 garter spring signal(5 KHz 시) 

0.20 0.25 0.30 0.35 0.40 0.45

-0.2

0.0

0.2

0.4

0.6

0.8

N
or

m
al

iz
ed

 Q
ua

dr
at

ur
e 

C
om

po
ne

nt

Normalized In-phase Component

    ABS2

  다. RFECT Probe 이송장치 설계 및 제작

    (1) Probe 이송장치

  본 장치는 중수로 압력관의 이상상태를 검사하기 위한 프로브 탐상 

장치로서 프로브를 압력관 안으로 삽입하여 코일 형태에 따라 직선운동

만 하거나 2축 운동(직선운동, 회전운동)을 제공함으로 탐촉자의 인출

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탐촉자의 위치정보도 정확하게 확인하도록 

Display가 부착되어 있는 장치로서 그림 3.2.45에서와 같이 설계하여 

제작하 다. 장치의 부문별 주요구성은 다음과 같다.

      (가) Frame and Plate 부분

      (나) Feeding Roller 부분

      (다) 상하 이동 Roller 부분

      (라) Motor 구동 Control 부분

    각 부품별 사양은 우선 구동원은 DC 모타이고 두 개의 Roller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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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모타에 동시에 구동될 수 있도록 Roller 간을 Timing belt로 연결

하며 위치 이송은 디지털 표시기가 보면서 동작할 수 있도록 Push 

Button을 사용한다. 이때 프로브를 삽입 시에는 반대편 tension roller

에 의하여 감아주고, 프로브 인출은 Roller에 의해 구동되고 필요한 이

동 속도를 조절 할 수 있는 speed control motor와 이동거리를 확인할 

수 있는 encoder를 설치하 다. Roller 부품은 STS 304 강을 이용하여 

선반 가공 후 표면은 폴리우레탄 코팅 처리하여 프로브 이송시 미끌림

을 방지하고 케이블의 손상을 방지토록 하 다. 이동측 tension roller

는 lever를 사용하여 상하로 이동하며 가압시 일정한 압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스프링에 의한 완충 부품을 설치한다. 압력관 고정 Jig는 아세

탈 종류의 비자성체 재료를 사용하여 부착함으로 Jig에 의한 전자기 간

섭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 다.  

그림 3.2.45 RFECT Probe 이송장치 설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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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Probe 이송장치 제어(System control) 

  제어기는 그림 3.2.4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송속도, 축방향 거리, 

원주방향 각도를 제어할 수 있는 스위치와 표시기로 구성되어 있다. 사

용된 센서로는 이송속도 측정에 RF3-SN 디지털 Tacometer, 위치 및 각

도 측정에는 Rotary Encoder ENB series를 적용하 다. 본 제품은 광전

식 인크리멘탈 로터리 엔코더로 회전축의 회전량을 펄스수로 변환하여 

출력하는 것으로 각도, 위치제어에 용이한 센서로 본 장치에는 압력관 

회전각도 및 프로브 위치제어용에 각각 이용되었다.

용도 Series 명 1회전 당 펄스 수 출력상 출력형태

압력관 회전각도용 ENB 360 A, B, Z상 Totem pole 출력

프로브 위치제어용 ENB 600 A, B, Z상 Totem pole 출력

＊표기 예) ENB-360-3-1 : ENB series, 1회전 당 펄스 수는 360p/r, 출

력  상은 A, B, Z인 3상, 출력형태는 totem pole 출력을 나타낸다.

그림 3.2.46 RFECT Probe 이송장치 제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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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압력관의 블리스터 발생 및 성장 예측 모델 개발

  가. 개요

  중수로 압력관은 CANDU형 원전의 핵심 기기로 지르코늄 합금

(Zirconium alloy)으로 제작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지르코늄 합금은 수

소확산계수가 크기 때문에 압력관의 기계적 거동을 파악하고 건전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수소확산 거동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

하다. 수소 확산은 수소 농도 구배, 온도 구배, 그리고 응력 구배 등으

로 인해 발생한다. CANDU 압력관의 경우, 만약 고온의 압력관와 외부의 

칼란드리아관 사이에 접촉이 발생할 경우 온도 구배가 형성되어 저온부

로 수소가 확산되어 이로 인해 블리스터(blister)가 발생하게 된다.

  중수로 압력관에 대한 건전성 평가를 위해 예리한 결함(sharp flaw), 

둔한 노치(blunt notch) 등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활발하게 수행되어 

왔으나 온도 구배에 따른 블리스터의 발생 및 성장 예측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으로 이에 의한 파손 예측을 위해 매 검사주기마다 재료내 

수소농도 분석 및 팽창량 측정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

법은 많은 경제적 비용이 소요되므로 압력관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예측 및 평가 체계를 확립해야한다. 

캐나다를 비롯한 선진 외국의 경우는 Pickering 원전 사고 이후 온도 

구배에 의한 블리스터 발생 및 성장 예측을 위해 실험적, 수치해석적 

연구를 활발히 수행하여 왔다(Byrne, 1985; Shoukri, 1987; Jovanovic, 

1988; Domizzi, 1996; Varias, 2000). 그러나 대부분 자체 개발 코드를 

이용하여 평가를 수행하므로 기존의 결과를 활용하기가 매우 어렵다. 

국내의 경우도 최근 블리스터의 발생 및 성장 예측을 위한 실험적 연구

(Cheong, 2001)를 수행하고 있으나 이를 수치해석적으로 예측하기 위한 

연구는 거의 수행된 바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한요소해석을 기반으로 온도 구배에 의한 블

리스터의 발생 및 성장 예측 기법을 확립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내

외에서 기 수행된 실험 결과를 기반으로 온도 해석과 수소 확산 해석을 

수행하여 블리스터 발생 및 성장량을 예측하 으며, 또한 다양한 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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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 농도와 시간을 가정하여 블리스터 성장량을 예측하 다. 

  나. 지르코늄 합금의 블리스터 발생 및 성장 해석

    (1) 해석대상

  그림 3.2.47은 블리스터 생성 모사를 위해 사용된 실험 장치를 나타

낸 것이다(Domizzi, 1996). 실험 장치는 Zr-2.5Nb으로 제작된 실제 압

력관에서 직접 제작한 압력관 시편(sample)과 시편과의 접촉을 통해 저

온부를 생성하기 위한 알루미늄 봉(cold finger)으로 구성되어 있다. 

압력관에서 제작한 시편의 초기 수소농도는 300ppm이며, 초기 온도는 

390℃이다. 압력관 시편은 415℃로 유지되는 알루미늄 블록(block) 위

에 위치하며 온도 구배는 알루미늄 봉과 압력관 시편의 접촉에 의해 발

생한다. 이때 접촉 표면의 온도가 약 200℃가 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알루미늄 봉의 직경은 2.5mm이며 상부에 흐르는 약 20℃로 유지되는 물

에 의해 냉각되고 있다.

그림 3.2.47 (a) 압력관 시편의 기하학적 형상 (b) 블리스터 발생 평가

를 위한 실험 장치 (Domizzi, 1996).

    (2) 유한요소 온도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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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해석모델 및 방법

  압력관의 블리스터 생성 및 성장 해석을 위해 먼저 압력관 시편과 알

루미늄 봉과의 접촉에 의한 온도 변화를 예측하 다. 그림 3.2.48는 유

한요소해석을 위해 작성된 압력관과 알루미늄 봉의 유한요소모델을 나

타낸 것이다. 해석대상의 크기도 유한요소모델에 함께 나타내었다. 해

석을 위해 범용 유한요소해석 프로그램인 ABAQUS(1998) 프로그램을 사

용하 으며, 해석 대상의 대칭성을 고려하여 2차원 축대칭 요소(2- 

dimensional axisymmetric element)를 사용하 다. 유한요소모델 구성

을 위해 전체 11,620개의 요소가 사용되었다. 유한요소 온도 해석시 알

루미늄 봉의 상부는 20℃의 물에 의해 일정하게 냉각되고 있다고 가정

하 으며, 측면은 상온 공기와 대류 열전달이 일어나고 있다고 가정하

다. 압력관 시편의 경우는 하부에서는 415℃로 유지되는 알루미늄 블

록과 열전달이 발생한다고 가정하 으며, 측면 및 상부는 상온 공기와 

대류 열전달이 발생한다고 가정하여 해석을 수행하 다. 표 3.2.4에 온

도 해석시 사용된 열전달 상수를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특히 알루미늄 

봉과 압력관 시편 접촉부의 대류 열전달 계수는 실험 결과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 다(Domizzi, 1996).

h cont(r)= h
max
cont ( 1- r

0.69mm )   if  r≤0.69mm        (3.2.6)

  압력관 시편과 알루미늄 봉의 접촉 유지 시간은 600,000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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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8 유한요소 온도해석 및 해석을 

위한 2차원 유한요소모델

17mm

3.9mm

7.2mm

1.25mm

17mm

3.9mm

7.2mm

1.25mm

표 3.2.4 유한요소 온도해석을 위한 열전달 상수 (Domizzi, 1996)

Thermal conductivity of Zr-2.5Nb kZr-Nb 0.0215W/(mm℃)

Thermal conductivity of Al kAl 0.2W/(mm℃)

Heat transfer coefficient between sample 

and cold finger (maximum)
h
max
cont

1.7852W/(mm2℃)

Heat transfer coefficient between sample 

and aluminum block
hblock 9.81×10

-4W/(mm2℃)

Heat transfer coefficient between sample 

and surrounding air
hair 2.1×10

-5W/(mm2℃)

      (나) 해석결과

  표 3.2.5는 실험에서 측정한 600,000초 후의 압력관의 온도분포를 유

한요소해석으로 구한 결과와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해석 결과 압력

관 시편의 온도 분포는 실험에서 측정한 값과 잘 일치하 다. 또한 수

소 확산을 발생시키는 저온부와 고온부의 온도 차이 (ΔT)는 약 180℃ 

정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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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5 유한요소해석으로 구한 시편 온도와 실험 결과와의 비교

Radial location (mm) 12 12 5 11

Vertical location (mm) -3.4 -0.4 0 0

Measured temperature (℃) 392 390 >352 392

FE results(℃) 388.15 385.95 368.55 384.95

    (3) 유한요소 수소 확산 해석 

      (가) 해석모델 및 방법

  앞에서 구한 온도 분포를 이용하여 온도 구배에 의한 수소 확산 해석

을 수행하 다. 온도해석의 경우와 동일하게 수소 확산 해석도 ABAQU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행하 다. 해석시 고려된 수소 확산 지배 방정

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C
∂t
+div(ν αJ α+ν δJ δ)= 0                   (3.2.7)

여기서, J α와 J δ는 각각 α상과 δ상에서의 수소 플럭스(hydrogen flux)

를 의미하고, ν는 체적 분량을 의미한다.

  또한 α상에서의 수소 플럭스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J α=-D α(∇C α+
Q
*
αC α

RT
2 ∇T)                 (3.2.8)

여기서, 각각의 상수는 표 3.2.6에 정리하여 나타내었으며, D는 확산 

계수로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Domizzi, 1996).

D=Doexp (-Q/RT)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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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6 유한요소 수소확산 해석을 위한 재료상수 (Domizzi, 

1996)

Gas constant R 8.314 J/Kmol

Frequency factor Do 0.41 mm2/s

Activation energy for 

diffusion
Q 38,400 J/mol

Heat of transport Q* 20,930 J/mol

  실제 압력관의 수소 확산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α상과 δ상의 이

상에서 발생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해석의 편이성을 고려하여 α상만의 

단일상으로 고려하여 해석을 수행하 다. 수소 확산 시간은 100,000초, 

200,000초, 300,000초, 400,000초, 500,000초, 그리고 600,000초로 나

누어 확산 시간에 따른 수소 농도의 변화를 예측하 다. 또한 앞서 언

급한 바와 같이 초기 수소 농도는 실험 조건과 동일하게 300ppm으로 가

정하 으며, 수소 농도가 16,000ppm이 되면 블리스터가 발생한다고 가

정하 다. 

    (나) 해석결과

  그림 3.2.49는 유한요소해석으로 예측된 블리스터의 직경(diameter)

과 깊이(depth)를 실험 결과와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 나타낸 

바와 같이 유한요소해석으로 예측한 블리스터의 직경과 깊이는 실험에

서 구한 결과와 약 57%-10% 정도까지 차이를 나타냈다. 이는 유한요소

해석을 이용한 수소 확산 해석시 본 연구에서는 단일상에서만 확산이 

발생한다고 가정하 기 때문에 이로 인한 오차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되

며, 또한 실험시 발생할 수 있는 측정오차 등으로 인해서도 오차가 발

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향후 수소확산 해석시 이상에서 

발생하는 수소 확산 해석 기법 등을 추가하면 본 연구에서 사용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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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용하여 수소 확산으로 인한 블리스터의 발생과 성장량을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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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9 유한요소 수소확산 해석 및 실험으로 구한 블리스터의 직경

과 깊이

  또한 수소 확산 해석시 초기 수소 농도를 33ppm, 45ppm, 그리고 

75ppm의 3가지로 변화시켜 해석을 수행하 다. 해석 결과 초기 수소 농

도가 증가할수록 블리스터의 깊이는 깊어졌으며 따라서 향후 본 연구의 

방법 및 결과를 실제 압력관의 형상에 대해 확대 적용하면 압력관의 접

촉 조건에서 블리스터의 발생이 예상되는 임계 초기 수소량 등을 예측

하기 위해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7. 압력관의 처짐 예측을 위한 기구학적 모델 개발

  전술한 바와 같이 CANDU 압력관은 연료로 사용되는 핵연료 다발을 지

지하기 위해 원자로 내에 수평으로 설치되며, 칼란드리아관(calandria 

tube)에 의해 둘러싸여 있다. 만약 CANDU 압력관과 칼란드리아관 사이

에 접촉이 발생할 경우에는 블리스터 등이 형성될 수 있으며 이는 압력

관의 균열 및 파손 발생 등을 야기하여 압력관의 건전성에 심각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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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압력관과 칼란드리아관은 일정 간격을 유

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압력관과 칼란드리아관 사이에는 가터 스프

링(garter spring)이 설치된다. 그러나 운전 중 소성과 고온으로 인한 

크리프로 인해 압력관의 처짐(deflection)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또한 가터 스프링의 위치 변화로 인해서도 처짐 현상이 발생할 수 있

다. 그러므로 가동 중 압력관의 처짐 상태를 측정하는 것은 CANDU형 원

자력발전소의 안전 운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며, 가동중검사시 압력관과 

칼란드리아관의 유격 및 가터 스프링의 위치 변화 등을 측정하고 있다

(CSA, 1994). 그러나 이러한 가동 중 검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압력관의 

처짐량을 예측할 수 있는 공학적 모델은 제시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압력관의 처짐 현상을 굽힘 모멘트가 작용하는 

실린더의 비선형 소성 및 크리프 문제로 단순화하여 소성 및 크리프로 

인한 압력관의 처짐량을 예측할 수 있는 새로운 공학적 계산식을 제시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3차원 유한요소해석을 이용한 굽힘 모멘트가 

작용하는 압력관의 처짐 해석을 수행하 다. 또한 제시된 계산식을 참

조응력 개념(Penny and Marriot, 1995)을 기반으로 재정리하여 최적참

조하중(optimized reference load) 개념 기반의 새로운 압력관의 소성 

및 크리프 처짐 계산식을 제시하 다. 최적참조하중 개념 기반의 압력

관 처짐량 계산식은 응력-변형률 데이터나 크리프 변형 데이터에 대한 

이상화를 수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로 인한 오차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해석대상에 대한 탄성해와 최적참조하중만 정의되면 

쉽게 소성 및 크리프 처짐량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사용이 편리하다는 

장점도 있다. 

  가. 압력관의 소성 및 크리프 처짐량 예측을 위한 공학적 계산식

  그림 3.2.50은 소성 및 크리프 처짐량 계산식의 유도를 위한 굽힘 모

멘트(M)가 작용하는 실린더의 기하학적 형상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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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0에서 δ는 압력관의 처짐량을 의미한다. 또한 Ri, Ro, Rm은 각각 

내반경(inner radius), 외반경(outer radious), 평균반경(mean radius)

을 의미하며, L과 t는 각각 실린더의 길이와 두께이다.

그림 3.2.50 굽힘 모멘트가 작용하는 실린

더의 기하학적 형상

t Ro

Rm
Ri

M

CL

δ
L

Symm.

t Ro

Rm
Ri

M

CL

δ
L

Symm.

  굽힘 모멘트가 작용하는 경우 압력관 처짐량의 탄성 성분( δ e)은 다

음과 같이 표현된다(Crandall, 1978).

δ
e
=
ML

2

2EI
                      (3.2.10)

여기서, 상첨자 e는 탄성 성분을 의미하며 E는 탄성 계수(Young's 

modulus)이다. 또한 I는  관성 모멘트(moment of inertia)로 다음과 같

이 표현된다.

I=
π
4 (R

4
o-R

4
i )                     (3.2.11)

  또한 굽힘 모멘트가 작용하는 경우, 압력관의 재료를 Ramberg- 

Osgood(R-O) 관계식을 따르는 탄소성 재료로 가정하면 응력-변형률 곡

선을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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ε
ε o
=
σ
σ o
+α( σσ o )

n

                   (3.2.12)

여기서, σ o는 항복 강도(yield strength)이며, α와 n은 각각 R-O 상

수와 가공경화지수이다. 또한 ε o는 기준변형률로 일반적으로 항복 강

도에서 정의되는 변형률이다. 

  차원 해석(dimensional analysis)을 수행하면 굽힘 모멘트가 작용하

는 실린더의 최대 처짐량의 소성 성분을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δ
p
=αε oLh( MMo )

n

                    (3.2.13)

여기서, L은 특성 길이(characteristic length)로 압력관의 길이를 의

미한다. 또한 h는 소성 향함수(plastic influence function)이다. M은 

작용 모멘트이며 Mo는 균열이 존재하지 않는 압력관의 소성한계모멘트

(plastic limit moment)로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Miller, 1988).

Mo= 4R
2
mtσ o                       (3.2.14)

  식 (3.2.13)의 소성 향함수 h는 압력관의 형상(Rm/t), 그리고 가공

경화지수의 함수로 유한요소해석 결과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구한다. 

먼저 처짐량의 소성 성분은 유한요소해석으로 구한 전체 처짐량에서 탄

성 성분을 제외하여 다음과 같이 구한다.

δ
p
FE=δFE-

ML
2

2EI
                       (3.2.15)

여기서, δFE는 유한요소해석으로 구한 전체 처짐량을 의미하며, δ
p
FE
는 

유한요소해석으로 구한 처짐량의 소성 성분을 의미한다.

  또한 탄성인 경우를 식 (3.2.13)의 소성 성분 계산식과 동일한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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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δ e=
ML

2

2EI
=ε oLh(n=1)( MMo )               (3.2.16)

여기서, h(n=1)은 탄성인 경우(n=1)의 h를 의미한다. 

  식 (3.2.16)의 탄성 성분식으로 식 (3.2.13)의 소성 성분 계산식을 

무차원화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δ
p

δ
e =α

h(n)
h(n=1) (

M
Mo )

n-1

                  (3.2.17)

  위 식에 임의의 기준 모멘트인 Mref를 도입하여 재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δ
p

δ e
=α{ h(n)

h(n=1) (
Mref
M o )

n-1

}( MMref )
n-1

           (3.2.18)

여기서, h(n)/h(n=1)과 Mref/Mo은 무차원 상수이므로 위 식은 다음과 같

이 표현할 수 있다.

δ
p

δ
e =αH( MMref )

n-1

                  (3.2.19)

여기서, 무차원 함수인 H는 가공경화지수에 의존하는 함수이다. 최적참

조하중 개념 기반의 처짐량 계산식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H의 가공경

화지수 의존성을 줄일 수 있도록 기준 모멘트를 정의하는 것이다. 

  만약 기준 모멘트에 의해 H의 가공경화지수 의존성이 최소화되어 H≈

1이 성립된다면 위 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δ p

δ
e =α( MMref )

n-1

                    (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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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료가 Ramberg-Osgood 관계식을 따르면 소성 변형률(plastic 

strain)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ε p=α
σ
E (

σ
σ o )

n-1

                    (3.2.21)

  식 (3.2.21)의 관계를 이용하여 식 (3.2.20)을 정리하면, 최종 처짐

량 계산식은 다음과 같이 참조응력과 참조변형률의 항으로 나타낼 수 

있다.

δ
p

δ
e ≈

Eε ref
σ ref

  ;  σ ref=
M
Mref

σ o                (3.2.22)

여기서, σ ref는 참조응력이며, ε ref는 실제 응력-변형률 곡선의 σ ref에서 

정의되는 참조변형률이다.

  식 (3.2.20)에서 H≈1이 성립되게 하는 하중이 최적참조하중(MoR)으

로 앞에서 구한 소성 향함수 h를 이용하여 다음의 관계로부터 구한다.

Mref=MoR= { h(n)
h(n=1) }

1/( 1- n)

Mo                (3.2.23)

따라서 전체 압력관의 처짐량은 다음과 같이 구한다.

δ= δ e+δ p=δ e( 1+ δ
p

δ e )= δ
e( 1+

Eε ref
σ ref )              (3.2.24)

  또한 소성과 크리프와의 유사성(analogy)을 이용하여 처짐량 계산식

의 변형률 성분을 변형률 속도(creep strain rate) 성분으로 치환하면 

크리프로 인한 처짐율을 계산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δ
c

δ
e =

E ε
c

ref

σ ref
  ;  σ ref=

M
Mref

σ o                (3.2.25)



- 194 -

여기서, ε c는 실제 크리프 변형률 데이터에서 σ ref로부터 결정된 크리

프 변형률 속도이다.

  따라서 식 (3.2.25)을 시간에 대해 적분하면 크리프로 인한 처짐량을 

구할 수 있으며 크리프를 고려한 압력관의 전체 처짐량은 다음과 같이 

구한다.

δ= δ
e
+δ

c                         (3.2.26)

나. 공학적 계산식 제시를 위한 유한요소해석

  (1) 해석모델 및 방법

  전술한 처짐량 계산식의 소성 향함수(h)를 구하기 위해서 굽힘 모멘

트가 작용하는 압력관에 대한 3차원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 다. 유한

요소해석에 사용된 압력관의 Rm/t값은 10과 15이다. 표 3.2.7에 해석 

조건을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성 향함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재료의 응력-변형률 관계를 Ramberg-Osgood 관계로 이

상화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α를 1, σ y는 165MPa로 고

정하 으며, 가공경화지수(n)를 1, 3, 5, 그리고 10의 네가지로 변화시

켰다. 또한 압력관 길이 변화의 향을 평가하기 위해 압력관의 길이도 

10Ro와 5Ro의 두가지로 변화시켜 전체 16가지에 대한 3차원 유한요소해

석을 수행하 다. 

  그림 3.2.51은 해석에 사용된 대표적인 압력관의 3차원 유한요소해석 

모델을 나타낸 것이다. 전체 모델의 대칭성을 고려하여 전체의 1/4만을 

모델링하 으며, 사용된 요소는 20절점 등계수 사각주요소(20 nodes 

isoparametric brick reduced integration element)로 전체 640개가 사

용되었다. 유한요소해석은 변형소성이론(deformation plasticity)을 기

반으로 수행하 으며 소규모변형이론(small strain theory)을 적용하

다. 굽힘 모멘트는 MPC(multi point constraint)를 이용하여 작용시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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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한요소해석시에는 범용 유한요소해석 프로그램인 ABAQUS 프로그

램을 사용하 다.

표 3.2.7 처짐량 예측식 제시를 위한 유한요소해석 조건

Loading Condition Rm/t n

Bending Moment
10 1, 3, 5, 10

15 1, 3, 5, 10

그림 3.2.51 처짐량 예측식 제시를 위한 실린

더의 3차원 유한요소모델

  (2) 해석결과

  표. 3.2.8는 유한요소해석으로 구한 탄성 처짐량을 식 (3.2.10)의 탄

성 성분 계산식으로 구한 결과와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유한요소해

석으로 구한 결과는 탄성 성분 계산식으로 구한 결과와 최대 1.7%의 오

차내에서 잘 일치하여 해석에 사용된 모델과 해석 방법의 타당성이 잘 

입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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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8 유한요소해석과 이론식으로 구한 탄성 처짐량의 비교

Rm/t L
Theoretical

(mm)

ABAQUS

(mm)

Difference

(%)

10
10Ro 10.07 10.04 0.3

5Ro 2.52 2.48 1.6

15
10Ro 9.46 9.43 0.3

5Ro 2.37 2.33 1.7

  표 3.2.9는 탄소성 유한요소해석을 이용하여 식 (3.2.13)과 식 (3.2. 

15)로 구한 소성 향함수를 정리하여 나타낸 것이다. 표 3.2.9에 나타

낸 바와 같이 소성 향함수의 가공경화지수 의존성은 매우 작았으며, 

그림 3.2.52에 가공경화지수에 따른 h(n)/h(n=1)의 변화를 나타내었다. 

그림 3.2.52에 나타낸 바와 같이 식 (3.2.14)에 정의된 소성한계 모멘

트를 사용할 경우 H≈1이 성립되어 소성 향함수의 가공경화지수 의존

성이 최소화되었다. 따라서 압력관 처짐량을 예측하기 위한 식 (3.2. 

23)의 최적 참조모멘트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Mref=MoR=4R
2
mtσ o                    (3.2.27)

표 3.2.9 탄소성 유한요소해석으로 결정된 실린더의 소성 향함수

Rm/t L h(n=1) h(n=3) h(n=5) h(n=10)

10
10Ro 6.633 6.943 6.953 6.939

5Ro 3.265 3.363 3.373 3.367

15
10Ro 6.536 6.836 6.852 6.866

5Ro 3.214 3.310 3.325 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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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2. 가공경화지수(n)에 따른 h(n)/h(n=1)의 변화 (a) Rm/t=10 

and (b) Rm/t=15.

다. 3차원 유한요소해석을 이용한 수치해석적 검증

  (1) 해석모델 및 방법  

  본 연구에서 새롭게 제시한 소성 및 크리프에 의한 압력관 처짐량 계

산식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실제 압력관의 형상을 이용하여 3차

원 탄소성 및 탄성-크리프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 다.

  탄소성 처짐 해석에 사용된 압력관의 외반경(Ro)은 56.2mm이며 두께

는 4.2mm이다. 또한 압력관의 길이(L)는 3200mm이다. 탄소성 해석을 위

해 사용된 재료는 SA312 TP316 스테인리스강(288℃)이며, 항복강도와 

탄성계수는 각각 165.5MPa, 190GPa이다. 

  크리프 처짐량 계산식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압력관의 형상은 탄

소성 해석의 경우와 동일하며, 다양한 크리프 변형률 법칙에 대한 탄성

-크리프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 다. 해석에 사용된 크리프 법칙은 멱

급수 법칙(power-law creep law), 1차-2차 크리프 법칙(primary- 

secondary creep law), 그리고 2차-3차 크리프 법칙(second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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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tiary creep law)이다. 

  하중 조건은 초기에 소성한계 하중의 40%에 해당하는 기계적 하중(굽

힘 모멘트)을 가해 탄성 해석을 수행하고, 이후 하중을 일정하게 유지

시키면서 시간 의존적 크리프 해석을 수행하 다. 

  (2) 해석결과

  그림 3.2.53는 3차원 탄소성 유한요소해석으로 구한 압력관의 처짐량

을 본 연구에서 새롭게 제시한 공학적 계산식(식 (3.2.24))으로 구한 

결과와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처짐량은 탄성 처짐량으로 무차원화하

여 나타냈으며, 굽힘 모멘트는 최적참조모멘트로 무차원화하여 나타내

었다. 그림에 나타낸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새롭게 제시한 공학적 계

산식으로 구한 처짐량은 3차원 유한요소해석 결과와 잘 일치하 다.

  그림 3.2.54는 3차원 탄성-크리프 유한요소해석으로 구한 결과를 본 

연구에서 제시한 공학적 크리프 처짐량 계산식으로 구한 결과와 비교하

여 나타낸 것이다. 탄소성 해석의 경우와 동일하게 처짐량은 탄성 처짐

량 (δ e)으로 무차원화하여 나타내었으며, 시간은 재분배 시간인 t red로 

무차원화하여 나타내었다. 일반적으로 재분배 시간은 탄성 변형률과 크

리프 변형률이 같아지는 시간으로 정의된다. 그림에 나타낸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새롭게 제시한 크리프 처짐량 계산식으로 구한 결과는 크

리프 법칙에 관계없이 3차원 유한요소해석 결과와 잘 일치하여 타당성

이 입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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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3 소성 처짐량 예측식으로 구

한 결과와 유한요소해석 결과와의 비교

0.0 0.5 1.0 1.5 2.0
0

10

20

30

40
 FE results
 Prediction

δ/
δe

M/Mo

  본 연구에서는 가터 스프링의 위치가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하 으나 

가동 중 검사시 가터 스프링의 위치 변화와 압력관과 칼란드리아관 사

이의 간격 등이 측정되면 이로 인한 모멘트 성분과 압력관 자중에 의한 

모멘트 성분 등을 쉽게 구할 수 있으므로 제시된 계산식을 적용하여 추

가적인 모멘트로 인한 CANDU 압력관의 소성 및 크리프 처짐량을 계산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된 처짐량 계산식은 향후 CANDU 압력

관의 건전성 평가를 위해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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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4 크리프 처짐량 예측식으로 구한 결과와 유한요소해석 결과

와의 비교: (a) 멱급수 크리프 법칙, (b) 1차-2차 크리프 

법칙(c) 2차-3차 크리프 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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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ICFD 신호를 이용한 핵연료채널 계통의 건전성 감시기술 

개발

1.  ICFD 신호를 이용한 핵연료 채널 센서 계통의 건전성 감시

  ICFD 센서중 Vanadium 센서(그림 3.3.1)는 Platinium 센서(그림 3.3.2)

에 비하여 그 응답감도가 느리므로 센서의 종류에 따라 그 주파수응답의 

형태가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이 결과를 이용하면 센서계통의 건

전성을 쉽게 판단할 수가 있다. 즉, 센서계통이 건전할 경우에는 센서의 

종류에 따라 특정한 잡음 주파수 peak가 나타나므로 baseline 스펙트럼과 

비교하여 그 특성 및 변화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센서가 건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주파수 특성이 일반 노이즈의 경우와 같이 random한 

특성을 보이게 된다. 즉 그림 3.3.3 및 그림 3.3.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센서의 종류(Vanadium 및 Platinium)에 따라 그 양상은 다르나 결함이 있

는 센서의 출력 스펙트럼은 주파수 역에 관계없이 flat한 형상을 나타내

지만, 결함이 없는 센서 계통의 경우에는 주파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스펙

트럼의 크기가 decay 되면서 핵연료채널의 구조진동에 의한 잡음의 향

으로 몇 개의 봉우리 점을 갖는다. Vanadium 센서의 경우에는 Platinium 

센서보다 감지속도가 느리므로 진동잡음에 의한 저주파 봉우리가 상대적

으로 완만하게 나타난다.

그림 3.3.1 Vanadium 센서 단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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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 Platinium 센서 단면부

그림 3.3.3 Vanadium 센서의 건전성 평가

그림 3.3.4 Platinium 센서의 건전성 평가 

  그림 3.3.5는 국내 중수로와 동일한 타입의 발전소에서 채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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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nadium 타입 VFD(Vertical Flux Detector)의 스펙트럼 분포(NAPSD: 

Normalized Auto Power Spectral Density)및 상하 센서사이의 상관관계

(Coherence 및 Phase functions) 결과이다(J. Fiedler et al, 1996; O. 

Glockler et al, 1994, 1996). 특정 주파수에서 상관관계가 높은 봉우리

를 보이고 있으며 스펙트럼(NAPSD)의 형태가 그림 3.3.3의 건전한 상태의 

스펙트럼과 동일한 경향을 보이므로 이 센서 계통은 건전한 것으로 판단

된다. 또한 Platinium 타입의 VFD 센서 계통에 대한 건전성 평가의 결과

가 그림 3.3.6에 나와 있다. 마찬가지로 각각의 센서에 대한 NAPSD의 형

태가 그림 3.3.4의 건전한 상태의 것과 유사하고 상호간의 상관관계가 높

은 봉우리들을 보이므로 이 계통 역시 건전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3.5  Vanadium VFD의 주파수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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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6  Platinium VFD의 주파수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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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핵연료 채널 및 센서튜브의 진동주파수 특성 분석

  주파수 역 분석은 FFT(Fast Fourier Transform) 기법을 이용하여 신

호의 NAPSD(Normalized Auto Power Spectral Density), CPSD(Cross 

Power Spectral Density), FRF(Frequency Response Function), 

Coherence 함수 등을 계산하여 주파수 성분별로 신호자체 및 신호들 상

호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정상상태 시간 역 신호성분 x( t)는 FFT 기법을 적용함으로써 주파수

역 신호로 바꾸어 줄 수 있다. 즉, 신호 x( t)를 FFT 처리하면 순간스펙트

럼 X( f)를 다음과 같이 구할 수가 있다:

              

X( f)= F[x( t)]

= ⌠
⌡

∞

-∞
x(t)e

- j2 πft
dt

= ∑
N- 1

k=0
x(t k)e

- j2 πnk/N ,n= 0,1,2,.......,N-1

    

(3.3.1)

여기서, 순간 스펙트럼 X( f)는 복소수로서 각 주파수 성분의 진폭 및 

phase 정보를 가지고 있다.

APSD는 순간 스펙트럼 크기(magnitude)의 제곱을 전체 주파수 대역

(bandwidth)로 나누어 준 기대값으로서 

              Gxx(f)=E[X( f)X
*(f)]                           (3.3.2)

로 표현되며, Auto-correlation 함수를 Fourier transform 한 결과와 일

치한다. 실수값을 가지므로 phase 정보는 알수 없으며 상대적인 peak치

를 나타내는 주파수를 살펴봄으로써 신호자체에 내재된 주기성분을 찾을 

수 있다. 여기서 NAPSD는 APSD를 신호 x(t)의 시간평균값(DC 성분)의 제

곱으로 나누어 준 값이다.

  CPSD는 두 신호간의 순간 스펙트럼을 곱하여 전체 주파수 대역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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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어 준 기대값으로서

              Gxy(f)=E[X( f)Y
*
(f)]                           (3.3.3)

로 표현되며, Cross-correlation 함수를 Fourier transform 한 결과와 

일치한다. 복소수 값을 가지므로 물리적으로는 두 신호 사이의 주파수 

상관관계 및 phase 정보를 알 수 있다. 따라서 두 신호간의 시간지연이

나 wave 사이의 전파속도 지연 및 신호의 source로부터의 측정지점까지

의 도달경로 등을 파악하는데 유용하다. 

      

  Coherence 함수의 정의는 

              γ 2(f)=
Gxy(f)․G

*
xy( f)

Gxx(f)․Gyy (f)
                          (3.3.4)

이다. 이것은 0에서 1 사이의 실수값을 가지며 시스템의 input과 output 

사이의 상관관계 또는 선형관계의 정도를 주파수의 함수로 표시한 것으

로서 output power에 대한 input power의 기여도를 나타낸다. 두 신호사

이의 선형성이 완벽하거나 출력신호가 전부 입력신호에 기인하는 경우

(즉 noise가 없는 경우)에는 1의 값을 가지며, 반대의 경우에는 그 정도

에 따라 0과 1 사이의 값을 갖게 된다. 따라서 Coherence 함수는 신호측

정 및 분석시 신호대잡음비(Signal/Noise ratio)의 판단 및 측정 시스템

의 선형성 검토, 신호측정 계통의 잡음상태 판단 등에 매우 중요하게 사

용되고 있다. 

  핵연료 채널 및 센서튜브의 고유진동 모우드는, 그 주변에 설치되어 있

는 ICFD 센서들의 신호를 동시에 측정하여, 주파수 역에서 

NAPSD(Normalized Auto Power Spectral Density), Coherence 함수, Phase 

함수 등을 동시에 관찰함으로써 구할 수가 있다(O. Glockler et al, 

1994, 1996; A.D. Lane et al,1978). 그림 3.3.7은 칼란드리아의 한 단면

부를 나타낸다. 여기서 아라비아 숫자 및 알파벹이 교차하는 사각형은 핵

연료 채널의 단면이며, VFD는 수직방향의 ICFD센서 번호를 가리킨다. 그



- 207 -

림 3.3.8은 수직방향 센서튜브 및 핵연료 채널의 설치조건 및 그에 따른 

진동 모우드 형상을 개략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수직센서튜브 4 번의 제 

1차 진동 모우드 주파수는 그림 3.3.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일한 센서

튜브(4 번)의 위아래에 설치된 ICFD 신호의 NAPSD에 peak가 존재하면서, 

그 상관도(Coherence)가 높으며, phase 가 0 도인 주파수가 된다. 그리고 

NAPSD에 peak가 존재하면서, 그 상관도가 높고, phase가 180도가 되면 제 

2차 진동모우드가 된다. 그리고 그림 3.3.10에서 보는 것처럼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 수직센서 튜브 상호간의 Coherence가 높으면서, NAPSD가 

peak를 나타내고, phase 관계가 0 도 또는 180 도인 주파수 범위는 핵연

료 채널의 제 1차 또는 제 2 차 진동모우드 주파수로 판명된다. 따라서 

위의 판단기준을 적용하여 다른 핵연료 채널 및 센서 튜브의 고유진동 모

우드를 차레로분석하 다(그림 3.3.11∼그림 3.3.22). 그 결과, 센서튜브

의 길이에 따라서 제 1차 진동모우드 주파수는 약 2.5 Hz∼3.8 Hz, 제 2

차 진동모우드 주파수는 약 6∼8 Hz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핵연료 

채널의 경우 역시 그 길에 따라 제 1차 고유진동 모우드 주파수는 약 5∼

6 Hz, 제 2 차 고유진동 모우드 주파수는 약 13∼16 Hz 인 것으로 나타났

다. 

그림 3.3.7 칼란드리아 내부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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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8 센서튜브 및 핵연료 채널의 진동모우드

그림 3.3.9 수직센서튜브 4 번의 주파수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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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0 수직센서튜브 4 번 및 18 번의 주파수 분석 결과

그림 3.3.11 수직센서튜브 18 번의 주파수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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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2 수직센서튜브 3 번 및 26 번의 주파수 분석 결과(1)

그림 3.3.13 수직센서튜브 3 번 및 26 번의 주파수 분석 결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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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4 수직센서튜브 3 번의 주파수 분석 결과

그림 3.3.15 수직센서튜브 26 번의 주파수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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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6 수직센서튜브 6 번 및 20 번의 주파수 분석 결과(1)

그림 3.3.17 수직센서튜브 6 번 및 20 번의 주파수 분석 결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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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8 수직센서튜브 6 번의 주파수 분석 결과

그림 3.3.19 수직센서튜브 20 번의 주파수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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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0 수직센서튜브 2 번 및 25 번의 주파수 분석 결과(1)

그림 3.3.21 수직센서튜브 6 번 및 20 번의 주파수 분석 결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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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2 수직센서튜브 2 번의 주파수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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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핵연료 채널의 구조해석 모델링 및 결함증상 해석

  가. 구조해석 모델링

  핵연료 채널은 그림 3.3.23에서 보여주듯이, Tube Spacer(Garter 

Spring), Calandria Tube, Pressure tube, Fuel Bundle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핵연료채널의 동특성 해석 및 동적 결함 증상 모사를 위하여 그림 

3.3.24와 같이 단순화 모델링 하 다. 위 모델은 핵연료 채널 중 

Pressure tube와 Calandria tube의 경계조건, Tube Spacer의 위치 그리고 

핵연료 번들 구성에 중점을 두고 모델링하 다.

그림 3.3.23 핵연료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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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4 핵연료 채널의 단순화 모델 단면

  나. 유한요소 모델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핵연료 번들이 위치한 부분은 중공축의 형상을 

하고 있다. 그림 3.3.24에서 보여주듯이 핵연료 번들이 위치한 Pressure 

tube와 Calandria tube 사이는 매우 협소하며 4개의 Tube Spacer로서 공

간을 확보하고 있다. 단순히 두 가지 튜브의 응력과 변형률등 정적 구조

해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2차원으로 모델링하여도 충분하나, Tube 

Spacer를 포함한 핵연료 채널의 동특성을 상세하게 해석하기 위하여 3차

원으로 모델링하 다.

  유한요소 모델은 취급하려는 대상을 수치해석에 적합하도록 적절한 요

소로 분할, 구성하고 절점과 요소들을 정의한다. 여기서 생성되는 절점과 

요소의 개수 및 형태는 해석결과에 많은 향을 미치기 때문에, 해석목적

에 따라 적정한 수의 절점 및 요소 생성은 물론, 적절한 형상의 요소 선

정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모델은 중수로 핵연료 채널의 Pressure tube와 Calandria 

tube 그리고 Tube Spacer(TS)로 구성되어 있다. Pressure tube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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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andria tube는 ANSYS의 shell63요소와 CosmosM의 shell4요소를 사용하

고, Tube Spacer는 spring요소를 사용하 다. 그리고 12.55개의 핵연료

와 그 사이에 존재하는 유체는 핵연료가 위치하고 있는 Pressure tube에 

집중질량(Lumped mass)으로 부가하 다. Tube Spacer(TS)는 Pressure 

tube와 Calandria tube 사이에 spring요소를 사용하여, 원주 방향으로 15

도씩 24개로 생성시켰고, 경계조건 부여는 Calandria 와 Pressure tube에 

coupling시켰다. 실제 Tube Spacer(TS)는 Pressure tube에 채워져 있고 

Calandria tube와 비접촉 상태이다. 그러나 해석적 모델로 실제와 유사하

게 구현하기 위해서 두 tube 사이에 연성된 형태로 모델링하 다. 보다 

정확한Tube Spacer(TS)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무한개의 spring 요

소를 사용해야하나, 해석수행시간이 길어지므로 스프링 요소의 개수를 4

의 배수로 늘려가며 해석한 결과, 값의 변화가 24개의 요소에서 거의 변

화가 없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24개의 요소를 사용하 다(그림 

3.3.25). 핵연료 채널 모델에 사용된 총 요소 수는 22,903개이며 유한요

소 모델은 그림 3.3.26에서 나타내었다.

그림 3.3.25 Calandria 및 Pressure tube 모델 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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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6 핵연료 채널의 유한요소 모델

TS의 강성은 Pressure tube의 자중과 tube내에 존재하는 핵연료 그리고 

유체 하중을 고려하여 최대처짐 값에 따라 결정하 다.

  다. 경계 조건

  Calandria tube의 경계조건은 Calandria side tube sheet를 기점으로 

단순지지로 하 고, Pressure tube의 경우 End shield lattice tube와 

Shield plug 두 지점에서 단순지지 하 다. 그림 3.3.27는 핵연료 채널 

해석 모델과 Tube Spacer의 존재 유무, Pressure tube의 경계조건 변화에 

따른 주요 해석 단계에 대한 경계조건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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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7 경계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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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동특성 해석

  핵연료 채널의 단순화 시킨 모델을 통해 Tube Spacer의 손상 및 이동에 

따른 진동특성과 Pressure tube의 경계조건 변화에 따라 핵연료채널의 진

동특성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자유진동해석을 수행하 다. 자

유진동해석 방법은 유한요소법을 이용하 고 해석 프로그램은 범용구조해

석 프로그램인 「ANSYS」(Swanson Analysis Systems, Inc., 1992)와 

「COSMOSM」(Structural Research & Analysis Corp, 2001)을 사용하 다.

  핵연료 채널 모델의 재질은 SUS304이며 사용된 물성치는 다음과 같다.

- 탄성계수 (Young's Modulus) E = 1.95 × 1011 Pa

- 프아송의 비(Poission's ratio) υ = 0.3

-  도 ρ = 7.9 × 104 N/m3

  핵연료 채널 단순화 모델의 자유진동해석은 4절점 shell요소를 사용하

다. ANSYS의 shell63과 CosmosM의 shell4번 모두 탄성 shell 요소로서 

핵연료 채널의 동특성 해석에 적합하므로 사용하 다.

그림 3.3.28 Calandria 및 Pressure tube 상세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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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3.28에서 보여주듯이 핵연료 채널의 TS는 주름 스프링으로써 고

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Pressure tube에 채워져 있는 형태로서 원자로

의 운전 중에 발생하는 고열로 인해 축방향으로 이동하거나 손상으로 그 

기능을 상실할 수 있다. 또한 길이가 길고 두께가 얇은 shell 구조물인 

Calandria tube의 변형으로 인해 Pressure tube와 접하게 되어 핵연료가 

위치하고 있는 Pressure tube에 손상을 가하게 되고, 발생하는 요동에 의

해 Pressure tube의 중간 지지의 손상이 초래될 수 있다. 이러한 shell 

구조물 내부에 대한 동특성 해석을 통해 핵연료 채널의 동적 거동에 따른 

고유진동수와 진동 모우드의 변화 양상에 따라 결함을 예측할 수 있다. 

    (1) 결함모델

  본 연구에서 고려된 결함모델은 다음과 같다:

  ◦ TS가 모두 건전하게 존재할 경우

  ◦ TS가 모두 존재하지 않을 경우

  ◦ TS 1,2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 TS 1,3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 TS 1,4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 TS 1,2,3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 TS 1,2,4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 Pressure tube의 안쪽 경계조건 중 왼쪽 경계조건이 기능을 상실했

을 경우

  ◦ Pressure tube의 안쪽 경계조건 두 개가 모두 기능을 상실했을 경우

  ◦ Pressure tube의 바깥쪽 경계조건 중 왼쪽 경계조건이 기능을 상실

했을 경우

  ◦ Pressure tube의 바깥쪽 경계조건 두 개가 모두 기능을 상실했을 경

우

  위에서 제시한 11가지 경우에 대한 해석을 ANSYS에서는 Reduced Method

을 사용하 고 CosmosM에서는 Subspace Iteration Method을 사용하여 수

행하 고, Tube Spacer은 Pressure tube 표면에 동일하게 일정간격으로 

배치되어 있고, 2개의 Tube 경계조건은 대칭이기 때문에 상기 제시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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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경우에 대한 해석만 수행하여도 전반적인 핵연료 채널의 동적 거동

을 살펴 볼 수 있다. 각각의 경우에 대한 해석 결과를 비교하여 표3.3.

1∼표3.3.2에 정리하 고, 그림 3.3.29 ∼그림 3.3.35에 결과를 나타내었

으며, 대표적인 모우드 형상은 그림 3.3.36에서 그림 3.3.41에 걸쳐 나타

내었다. 여기서는 핵연료 채널의 진동 모우드 중 주 관심 역이 되는 

1,2,3차 모우드에 대해서 나타내었다. 

  TS 존재 유무에 따른 해석에서는 Pressure tube 지지조건 변화는 배제

하여 수행하 고, Pressure tube 지지조건별 해석은 TS는 건전한 상태로 

가정하고 해석을 수행하 다.

표 3.3.1 ANSYS 해석결과

Mode

No.

With 

TS all

Case without TS
Case without 

Pressure tube BC

TS 

all
TS1,2 TS1,3 TS1,4

TS

1.2.3

TS

1,2,4

Inner

BC_L

Inner

BC_all

Outer

BC_L

Outer

BC_all

1
st

6.11 5.22 6.02 6.04 6.00 5.64 6.02 4.62 3.77 5.18 4.41

2
nd

16.96 15.03 15.01 16.14 15.80 15.08 14.95 10.65 8.26 12.63 11.03

3rd 31.37 30.12 30.75 30.67 29.66 29.44 29.82 20.98 13.76 19.41 1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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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2 CosmosM 해석결과

Mode

No.

With 

TS all

Case without TS
Case without 

Pressure tube BC

TS 

all
TS1,2 TS1,3 TS1,4

TS

1,2,3

TS

1,2,4

Inner

BC_L

Inner

BC_all

Outer

BC_L

Outer

BC_all

1st 6.19 5.35 6.10 6.12 6.07 5.72 6.03 4.71 3.83 5.21 4.74

2nd 17.51 15.42 14.35 16.57 16.25 15.42 15.02 10.82 8.36 12.85 11.41

3rd 32.25 30.85 31.5 31.34 31.45 30.87 29.65 21.16 13.68 19.96 15.29

그림 3.3.29 TS가 모두 존재 & 모두 존재하지 않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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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0 TS 1,2가 없는 경우

그림 3.3.31 TS 1,2,3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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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2 Pressure tube 안쪽 경계조건 중 왼쪽 경계조건이 기능을 

                상실했을 경우

그림 3.3.33 Pressure tube 안쪽 경계조건이 모두 상실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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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4 Pressure tube의 바깥쪽 경계조건 중 왼쪽 경계조건이 기능을 

              상실했을 경우

 

그림 3.3.35 Pressure tube의 바깥쪽 경계조건 두 개가 모두 기능을 

                 상실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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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6 TS가 모두 건전하게 존재할 경우에 대한 모우드 형상 

그림 3.3.37 TS 1,2,3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모우드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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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8 Pressure tube의 안쪽 경계조건 중 왼쪽 경계조건이 손상되어 

             기능을 상실했을 경우에 대한 모우드 형상

그림 3.3.39 Pressure tube의 안쪽 경계조건 두 개가 모두 손상되어 

                기능을 상실했을 경우에 대한 모우드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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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0 Pressure tube의 바깥쪽 경계조건 중 왼쪽 경계조건이 

          손상되어 기능을 상실했을 경우에 대한 모우드 형상

그림 3.3.41 Pressure tube의 바깥쪽 경계조건 두 개가 모두 손상되어 

               기능을 상실했을 경우에 대한 모우드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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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TS 강성 50% 감소

  상기 해석에서는 단지 TS가 원래 존재하는 위치에서 제거한 후에 진동 

모우드 해석을 수행했으나 본 단계에서는 TS의 강성이 50% 감소, 즉 손상

된 것으로 가정하여 해석을 수행하 다. TS는 고정되어 있는 구조물이 아

니라 Pressure tube 축방향으로 이동이 가능하다. 그리고 크리프나 기타 

환경적인 요인으로 강성이 감소될 수 있다. 이러한 상태를 고려하여 핵연

료 채널의 동특성 해석을 수행하 다. 해석결과 비교는 표 3.3.3과 그림 

3.3.42 ∼ 그림 3.3.45에서 나타내었다. TS 손상 해석시 앞 절에서 수행

한 해석과 동일한 조건을 가지고 단지 TS의 강성만  50% 감소시켜 해석하

다.

표 3.3.3 TS의 강성이 50% 감소 했을 경우

Mode

No.

With 

TS all

Case without TS
Case without 

Pressure tube BC

TS1,2 TS1,3 TS1,4
TS

1,2,3

TS

1,2,4

Inner

BC_L

Inner

BC_all

Outer

BC_L

Outer

BC_all

1st 6.05 5.90 5.93 6.03 5.52 5.87 4.33 3.51 5.05 4.28

2nd 16.20 15.06 15.67 15.45 15.17 15.02 10.03 7.15 12.18 10.45

3rd 31.37 30.45 30.43 29.81 29.88 29.97 20.50 13.40 18.97 1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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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2 TS 모두 존재 - TS강성 50% 감소한 경우

그림 3.3.43 TS 1,3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TS강성 50% 감소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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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4 Pressure tube의 안쪽 경계조건 중 왼쪽 경계조건이 

                   기능을 상실한 상태에서 TS 강성 50% 감소한 경우

그림 3.3.45 Pressure tube의 바깥쪽 경계조건 모두 기능을 상실한 

                  상태에서 TS 강성 50% 감소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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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무차원 주파수 분석

  상기 수행한 핵연료 채널의 동특성 해석 결과를 통해 TS가 건전하게 존

재하는 경우와 TS 일부 또는 전체 손상이 있는 경우, Pressure tube의 지

지조건 손상에 대한 비율로 무차원 주파수 분석을 수행하 다. 해석 결과 

값은 표 3.3.4에 제시하 고, 무차원 고유주파수 변화율을 다항 회귀 곡

선(Polynomial regression)방법을 사용하여 curve-fitting한 후 그림 

3.3.46∼그림 3.3.49에서 나타내었다.

표 3.3.4 핵연료 채널의 고유주파수 무차원 주파수 분석

Mode

No.

With 

TS all

Case without TS
Case without 

Pressure tube BC

TS 

all
TS1,2 TS1,3 TS1,4

TS 

1,2,3

TS

1,2,4

Inner

BC_L

Inner

BC_all

Outer

BC-L

Outer

BC_all

1st 1 0.86 0.99 0.99 0.98 0.92 0.98 0.76 0.62 0.85 0.72

2nd 1 0.88 0.82 0.95 0.93 0.89 0.88 0.62 0.48 0.74 0.65

3rd 1 0.96 0.98 0.94 0.98 0.94 0.95 0.66 0.42 0.62 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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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6 TS가 모두 손상된 경우에 대한 무차원 주파수 분석

1 2 3
0.84

0.86

0.88

0.90

0.92

0.94

0.96

0.98

1.00

Mode No.

그림 3.3.47 Pressure tube의 안쪽 경계조건이 모두 기능을 

               상실한 경우에 대한 무차원 주파수 분석

1 2 3

0.40

0.45

0.50

0.55

0.60

0.65

0.70

Mod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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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8 Pressure tube의 바깥-왼쪽 경계조건이 기능을 

              상실한 경우에 대한 무차원 주파수 분석

1 2 3
0.55

0.60

0.65

0.70

0.75

0.80

0.85

0.90

Mode No.

그림 3.3.49 Pressure tube의 바깥쪽 경계조건이 모두 기능을   

              상실한 경우에 대한 무차원 주파수 분석

1 2 3
0.40

0.45

0.50

0.55

0.60

0.65

0.70

0.75

Mod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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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해석 결과  

 

  핵연료 채널의 결함조건에 대한 동특성 해석결과, TS 존재 유무와 

Pressure tube 지지조건 변화에 따라서 모우드 형상 및 고유진동수가 변

화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 TS 존재 유무에 따른 고유주파수 변화가 건전한 핵연료 채널에 비해 

    최대 24%정도 감소

  - Pressure tube의 지지조건 변화시 건전한 핵연료 채널의 고유진동수 

    보다 약 28% 감소

  크리프나 환경적 요인 그리고 열변형으로 인해 TS의 강성이 감소할 경

우 핵연료 채널의 고유주파수 변화는 강성이 50% 감소한 것에 비하여 거

의 변화가 없었다. 따라서 핵연료 채널의 TS는 강성이 변하여도 Spacer로

서의 기능만 상실하지 않는 조건에서 핵연료 채널의 동적 거동에 크게 

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핵연료 채널은 TS와 경계조건

의 기능이 상실할 경우에만 동특성이 변한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또한 TS나 Pressure tube의 일부 또는 전체가 기능이 상실한 경우에 대한 

주파수 값을 건전한 경우의 주파수 값으로 나누어 해석한 무차원 주파수 

분석을 통하여 핵연료 채널 고유진동 모우드의 변화 양상을 알 수 있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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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핵연료채널의 상사모델 설계

가. 차원해석과 상사율(Dimensional Analysis and Similarity)

(1) 차원해석(Dimensional Analysis)

  차원해석(Dimensional Analysis)은 물리량을 질량, 길이, 시간과 같은 기

본인자들로 나타내어 물리적인 현상을 나타내는 방정식 양변의 차원이 동일하

므로 이 방정식의 해를 차원에 의해서 분석하는 방법이다.

  차원에 의한 물리적 현상을 해석하는 방법은 결국 차원동차의 원리(The 

Principle of Dimensional Homogeneity)에 의한 것이다. 완전한 물리적인 

방정식에서 각 항들은 모두 물리적으로 동일한 크기를 갖게 된다. 그러므로 모

든 인자들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을 때 비로소 방정식은 완전하게 성립하게 된

다.

여기서 차원적으로 완전히 성립하고, 실험적으로 만족하는 n개의 물리량(q1, 

q2, ․․․․qn)이 존재한다고 하면,

f(q1, q2, ․․․․qn) = 0                   (3.3.5)

이 식은 차원적으로 등식이 성립하므로 각 항을 무차원하여 나타낼수 있다.

다음은 유체역학에서 사용되는 무차원수의 종류를 나열한 것이다.

(가) 힘과 관련한 무차원식

  뉴턴의 운동의 제 2 법칙(Newton's Second Low of Motion)인 F = ma은 다

음과 같은 압력항, 점성력, 중력, 표면장력, 탄성력, 항력, 양력항의 합과 등

식을 성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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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P+FV+FG+FT+FE+FD+FL=ma                (3.3.6)

  여기에서 각 항을 ma항으로 양변을 나누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FP
ma
+
FV
ma
+
FG
ma
+
FT
ma
+
FE
ma
+
FD
ma
+
FL
ma

=1                (3.3.7)

 

  여기서 각 항들은 다음과 같다.

|ma|= |Fx|=mv
dv
ds
=
d
ds
(
mv

2

2
)∼
ρL

2
V
2

2
:

|FP|=PA ∼ PL
2
 : 

|FV|=μ(
du
dy
)A ∼ μVL : 

|FG|=mg ∼ ρgL
3
 : 

|FT|=σl ∼ σL : 

|FE|=KA ∼ KL
2
 : 

|FD|=CD
ρV 2

2
A : 

|FL|=CL
ρV

2

2
A : 

     (나) 힘과 관련한 무차원수

  힘과 관련한 무차원수는 다음과 같이 Reynolds 수, Froude 수, Cauchy 수, 

Mach 수, Weber 수  Euler 수, 항력계수, 양력계수, 압력계수등이 있다.

Re= |
FI
FV |=

ρL 2V 2

μVL
=
ρVL
μ
=
VL
ν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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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 |
FI
FV |=

ρL
2
V
2

ρgL 3
=
V
2

gL
                    (3.3.9)

Ca= |
FI
FE |=

ρL
2
V
2

KL
2 =

V
2

K /ρ
    (= V

2

C
2 )           (3.3.10)

M=
V
C
= |

F I
FE |

1/2

                      (3.3.11)

We= |
F I
FT |=

ρV 2L 2

σL
=
ρLV 2

σ
                 (3.3.12)

Eu= |
FP
F I |=

PL
2

ρL 2V 2
=

P

ρV 2
                  (3.3.13)

CD=
FD/A

ρV
2
/2
                         (3.3.14)

CL=
FL/A

ρV
2
/2
                         (3.3.15)

CP=
P

ρV
2
/2
                         (3.3.16)

(2) Buckingham 의 ∏(PI) 정리

  차원해석에서 주어진 물리적인 변수들의 관계를 나타내는 방정식에서 독립변

수(Independent Parameter)가 3개 이하인 경우에는 간단하게 해석 할 수가 

있으나, 4개 이상인 경우에는 변수들을 몇 개의 군(Group)으로 나누어 해석하

여야 한다.

  임의의 물리적 현상에 대한 지배방정식이 n 개의 물리량의 변수(Parameter)

를 갖고 있고 물리량들의 기본차원이 r 개인 경우에 최소한 n-r 개의 무차원 수

가 존재하며 이때 각 무차원 수는 r 개의 반복 변수를 사용하여 아래와 같이 표

현할 수 있다.

즉, 지배 방정식이 다음과 같다면

f (x 1,  x 2,․․․․․․,x n )  =   0 : 지배 방정식          (3.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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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식은 다음과 같이 무차원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

F (∏1, ∏2,․․․․․,∏ n- r )  =   0 : 무차원  방정식      (3.3.18)

여기에서,

∏1 =  ( x 1  )
a1
 ․  ( x 2 )

b1
   ․․․․․ (  x r )

r1
  ․x r+ 1

∏ 2 =  ( x 1  )
a2 ․  ( x 2 )

b2   ․․․․․ (  x r )
r2  ․x r+ 2

․

․

․

∏ n- r =  ( x 1  )
an- r
 ․  (  x 2 )

b n- r
   ․․․․․ ( x r )

r n- r
  ․x n

이때 반복변수들은 반드시 전체적으로 r 개의 기본차원들을 모두 포함해야 

하며 기본차원은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다:

  - Geometry를 대표하는 차원 : Length

  - 운동학적(Kinematic) 조건을 대표하는 차원 : Velocity, Frequency

  - 질량 또는 힘을 대표하는 차원 : Mass, Force

  그리고 종속변수(Dependent Parameter)는 원칙적으로 반복변수로 사용

하지 않는다.

(3) 상사율(Similarity)

  상사율(Similarity)은 임의 모델에 대해서 각 인자들에 대한 어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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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을 정하고 각 측정값들을 동류인자의 기준값으로 나누어 그 비로 나타냄

으로써 무차원화하여 어느 조건에서나 동일한 무차원의 값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구조물의 제작에 있어서 실물을 제작하기 전에 실물(Proto Type)과 기하

학적으로 완전히 상사되게 모형(Model)을 만드는데 각 해당 부분들의 비가 

일정한 모형을 제작하 을 때, 이는 서로 기하학적 상사(Geometrical 

Similarty)관계에 있다고 하며, 역학적인 제반 문제가 상호 상사성을 가지

고 있을 때, 역학적 또는 물리적인 상사(Mechanical or Physical 

Similarity)라고 한다.

  원형(Proto Type)을 제작하여 실험을 수행할 때 제작비용이나 제작 시

간, 거대한 실험장치에 대해 실험수행이 매우 어려울 경우에는 상사율을 적

용한 모형(Model)을 제작하여 실험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원형에 적용할 수

가 있다. 이때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음의 3가지 경우의 조건을 만족

해야 한다.

(가) Geometric Similarity

  원형과 모형은 먼저 기하학적인 상사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 l x )m
(l x) p

  =   
( l y )m
(l y) p

  =   Const.

  위 조건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
l y
l x )m  =   (

l y
l x ) p

  즉, 기하학적인 무차원 수가 동일해야한다.

(나) Kinematic Simila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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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형과 모형은 운동학적인 상사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Vx )m
(Vx) p

  =   
(Vy )m
(Vy) p

  =   Const.

  위조건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
Vy
Vx )m  =   (

Vy
Vx ) p

  즉, 운동학적인 무차원 수가 동일해야한다.

(다) Dynamic Similarity

  원형과 모형은 힘 관련 상사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F =  ma     ( F=FP+FV+FG+․․․ )

(
FP
ma )m+(

FV
ma )m+(

FG
ma )m+․․․=1            (3.3.19)

(
FP
ma ) p+(

FV
ma ) p+(

FG
ma ) p+․․․=1             (3.3.20)

  즉, 힘 관련 무차원 수가 동일해야한다.

나. 구조물의 Scale Down 모델에 대한 적용

(1) Euler Beam 구조물의 Scale Down 모델에 대한 적용

Euler Beam 구조물의 고유진동수와 관련하여 무차원화하면 다음과 같다.

∂ 2y

∂t
2   +  

EI
M

∂ 4y

∂x
4   =   0                   (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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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i=
λ i
2

2πℓ
2  ( EIm )

1/2

  , i = 1, 2, 3, ․․․          (3.3.22)

  여기에서, λ i : B.C. 종속 값이다. f i와 관련하여 무차원 정리를 하면,

F( f, E, I, ℓ, m, Cℓ )  =   0

  여기에서, n = 6 , r=3 (n-r =3)이므로 각 항들의 차원은 다음과 같다.

f= [T- 1 ]

E= [MLT
- 2
]= [ML

-1
T
- 2
]

I= [L
4
]

ℓ= [L]

m= [ML-1 ]

Cℓ=[LT
- 1
] 

  여기서, 무차원 함수는 다음과 같다.

∏1=
fℓ
Cℓ
 : Kinematic Similarity                (3.3.23)

∏2=
Eℓ

2

m Cℓ
2
 : Dynamic Similarity              (3.3.24)

∏3=
I

ℓ
4
 : Geometry Similarity                 (3.3.25)

  따라서 

G ( Iℓ 4  ,  
fℓ
Cℓ

 ,  
Eℓ

2

m Cℓ
2 )  =   0

  또한 위 식은 다음과 같이 쓸수 있다.

f ℓ
Cℓ

  =   g'( Iℓ 4  ,  
Eℓ

2

m Cℓ
2 )

f =  
Cℓ
ℓ
g'( Iℓ 4  ,  

Eℓ
2

m Cℓ
2 )   ∼  1ℓ  : 동일 무차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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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hear Beam 구조물의 Scale Down 모델에 대한 적용

  Shear Beam 구조물의 고유진동수와 관련하여 무차원화하면 다음과 같다:

∂
2
y

∂t 2
  +  

EI
m

∂
4
y

∂x 4
  -  

EI
KAG

∂
4
y

∂x 2∂t 2
  =   0        (3.3.26)

1

f i
2   =   

1

f f i
2 +

1

f s i
2

  여기에서

f si=
λ i
2πℓ ( KGρ )

1/2

 , i=1, 2, 3, ․․․           (3.3.27)

f fi=
λ i
2

2πℓ
2 ( EIm )

1/2

 , i=1, 2, 3, ․․․           (3.3.28)

f i 와 관련하여  무차원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F ( f, E, G, I, ℓ, ρ, A, K, Cℓ)  =   0

여기에서 n=9이고 r=3 이므로 n-r=6 이다.

f =  [T
- 1
]                ℓ =  [L]

E =  [ML
- 1
T
- 2
]        ρ =  [ML

- 3
]

G =  [ML- 1T- 2]           A =  [L 2 ]

I =  [L
- 4
]             Cℓ =  [LT

-1
]

  다시 ∏ 정리를 하면,

Π1 =  K                               (3.3.29)

Π2 =  (ρ)
a2
(ℓ)

b2
(Cℓ )

c2
f

= (ML
-3
)
a2
(L)

b2
(LT

- 1
)
c2
T
-1

= M
a2
L
(- 3a2+ b2+ c2)

T
- c2-1

                   (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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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서, a2 =  0  ,   b2 =  0  ,   c2 =  -1

  따라서,

Π2 =  ℓC
-1
ℓ f =  

fℓ
Cℓ

  같은 방법으로 Π 3 를 구하면

Π 3 =  ρ
-1
C
- 2
ℓ E =   

E

ρC
2
ℓ

                           (3.3.31)

Π4 =  
I

ℓ 4
 ,  Π5 =  

A

ℓ 2
                          (3.3.32)

  각 항을 정리하면

G (K ,  
A

ℓ
2  ,  

I

ℓ
4  ,  

fℓ
Cℓ

 ,  
E

ρC
2
ℓ )  =   0           (3.3.33)

f =  
Cℓ
ℓ
g(K ,  

A

ℓ
2  ,  

I

ℓ
4  ,  

E

ρC
2
ℓ )  ∼  

1
ℓ
         (3.3.34)

(3) Long Tube의 Beam Mode 고유진동수 모델링

그림 3.3.50 중공 원통형의 외팔보 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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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51 사각 단면 외팔보 구조물

(가) Geometric Similarity

I 1

ℓ
4
1

  =   
I 2

ℓ
4
2

bh
3
  ≒  100

(나) Dynamic Similarity

E 1ℓ
2
1

m 1C
2
ℓ1

  =   
E 2ℓ

2
2

m 2C
2
ℓ2

ℓ 2
1

A 1
  =   

ℓ 2
2

A 2

bh  =   10 이므로 b=0.004, h= 0.013

(다) Kinematic Similarity

f 1ℓ 1

Cℓ1
  =   

f 2ℓ 2

Cℓ2

f 2 =  
ℓ 1

ℓ 2
f 1  ≒  115.45 (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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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서 f1 = 34.61 (Hz) 로 First Mode 값이다.

(라) 결과 비교

차원해석 및 상사율을 적용하여 원형과 모형의 고유진동수를 구하여 비교하

다.

  표 3.3.5 원통형 외팔보에 대한 상사율 및 차원해석을 적용한 결과

Mode f1 (Hz)
f2 (Hz)

rectangular required

1st mode

2nd mode

3rd mode

34.61

216.89

607.29

115.36

722.97

2024.30

115.45

723.50

2025.82

(4) 원통 Shell의 Beam Mode 고유진동수 모델링

 

그림 3.3.52 중공 원통형의 외팔보 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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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53 중실 사각 단면 구조물    그림 3.3.54 중공 사각 단면 구조물

(가) 중실 사각단면을 갖는 외팔보의 경우

① Geometric Similarity

  K2 = 0.8497 ≠ K1 이고

I 1

ℓ 4
1

  =   
I 2

ℓ 4
2

    ,     
A 1

ℓ 2
1

  =   
A 2

ℓ 2
2

  에서 b와 h는 다음과 같다.

 b ≒ 0.0084 (m) , h ≒ 0.1085 (m)

② Dynamic Similarity

E 1

ρ 1C
2
ℓ1

  =   
E 2

ρ 2C
2
ℓ2

  재질이 같으므로 위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

③ Kinematic Simila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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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1ℓ 1

Cℓ1
  =   

f 2ℓ 2

Cℓ2

f 2 =  
ℓ 1

ℓ 2
f 1  ≒  564.64 (Hz) 

  여기에서 f1 = 185.13 (Hz) 로 First Mode 값이다.

(나) 중공 사각단면을 갖는 외팔보의 경우

① Geometric similarity

          K2 = 0.4355  ∼ K1

I 1

ℓ 4
1

  =   
I 2

ℓ 4
2

  ,  
A 1

ℓ 2
1

  =   
A 2

ℓ 2
2

  에서 a와 t는 다음과 같다.

  a = 0.08 (m), t = 0.0028 (m) 이다.

② Dynamic Similarity

재질이 같으므로 모든 조건을 만족한다.

③ Kinematic Similarity

f 2 =  
ℓ 1

ℓ 2
 f 1  ≒  564.64  (Hz)

여기에서 f1 = 185.13 (Hz) 로 First Mode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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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결과 비교

  차원해석 및 상사율을 적용하여 원형과 모형의 고유진동수를 구하여 비교하

다.

   표 3.3.6 원통형 쉘 외팔보에 대한 상사율 및 차원해석을 적용한 결과

Mode f1 (Hz)

f2 (Hz)

rectangular
thin-walled

square model
required

1st mode

2nd mode

3rd mode

185.13

771.03

1417.38

609.28

2756.22

5285.03

555.84

2206.36

3974.80

564.64

2351.64

4323.00

(5) 결과 분석

  Euler Beam으로 가정할 수 있는 구조물의 Modeling시에는 단면형상과는 무

관하게 모델이 원형과 경계조건이 일치하고 동일재질이면 고유진동수가 Length 

Scale에 역 비례한다.

  Euler Beam으로 가정할 수 없는 구조물의 Modeling시에는 단면형상까지 일

치하여야만 고유진동수가 Length Scale에 역비례하게 된다. 그러나 단면형상

이 정확하게 같지 않더라도 단면계수가 비슷하고 저차모드의 경우에는 고유진

동수가 근사적으로 Length Scale에 역 비례함을 알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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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수로 핵연료채널의 모의 실험장치에 대한 적용

  앞에서와 같이 유체역학 측면에서 적용하는 차원해석과 상사율을 구조물의 

고유 진동수 해석에 적용해 본 결과, 저차 모드와 단면형상이 유사할 경우 원형

과 모델의 고유 진동수가 근사적으로 Length Scale에 역 비례함을 알 수 있었

다.

  따라서 중수로 핵연료채널의 모의 실험장치를 설계 제작하여 실험할 경우 차

원해석과 상사율을 적용하고, 축소된 모형의 고유 진동수를 구하여 Mock-up의 

고유 진동수를 결정하여도 실제 고유 진동수 값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본다. 

그림 3.3.55는 핵연료채널의 모의 실험장치 Mock-up의 3D 모델이다.

그림 3.3.55 중수로 핵연료채널 3차원 Mock-up

  다음은 중수로 핵연료채널의 모의 실험장치에 대해 차원해석과 상사율을 적

용하면 다음과 같다.

(1) Geometry Similarity

K2 = K1 이고

I 1

ℓ
4
1

  =   
I 2

ℓ
4
2

    ,     
A 1

ℓ
2
1

  =   
A 2

ℓ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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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서 첨자 1은 Mock-up을 뜻하고, 첨자 2는 축소된 모형을 뜻한다. 또한 

모형의 기하학적인 형태는 Mock-up과 모두 동일하도록 한다.  

(2) Dynamic Similarity

E 1

ρ 1C
2
ℓ1

  =   
E 2

ρ 2C
2
ℓ2

 이므로

 

Cℓ1
Cℓ2

  =   
ρ 2E 1
ρ 1E 2

(3) Kinematic Similarity

f 1ℓ 1

Cℓ1
  =   

f 2ℓ 2

Cℓ2

f 2 =  
ℓ 1Cℓ2
ℓ 2Cℓ1

f 1 

  여기에서 f1 값은 축소된 모형의 실험값이다.

  모의 실험장치의 축소 모형 제작 시 동일한 재질을 사용할 경우 기하학적 상

사율 만을 적용하므로 결국 위 식은 다음과 같다.

f 2 =  
ℓ 1

ℓ 2
f 1

  그림 3.3.56은 Mock-up의 제원을 대상으로 동일한 재질을 사용하여 1 : 4의 

기하학적인 상사를 적용한 축소 모형의 제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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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56 중수로 핵연료채널의 축소모형 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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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비정상상태 신호분석 기법 연구 

  ICFD 신호분석을 이용한 핵연료채널의 동특성 검증, 그리고 동적결함 

발생 탐지를 위한 신호분석 기법을 연구하 다. 구조물의 동적거동에 결

함이 발생할 시점에 있어서의 특성변화는 비 정상상태(non-stationary)에 

적합한 신호분석기법이 개발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비정상상태 

신호분석기법들에 대한 자료조사를 수행하 으며, 이들 기법중 중수로 핵

연료채널의 동적결함 탐지 및 결함증상 DB 구축에 적합한 기법으로 판단

되는 시간-주파수 분석기법에 대하여 연구하 다. 

  시간-주파수 분석기법으로는 STFT(Short Time Fourier Transform), 

Wavelet Transform, Wigner-Ville Distribution 기법등이 있으며, STFT 

및 Wavelet Transform 기법의 경우 계산시간은 빠르지만 주파수의 분해능

에 한계가 있으며, Wigner-Ville Distribution의 경우에는 분해능은 높일 

수 있으나 계산시간이 길어지며 간섭에너지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음을 

파악하 다. 이 3 가지 기법들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한다:

먼저, STFT의 수학적인 표현은 다음과 같다. 

ñ
∞

∞−

τπ− ττ−τ= desthftS fj2* )()(),(
                      (3.3.35)

따라서 S(t,f)는 시간과 주파수 축에 대한 2차원 배열이 되며 창문의 사

이즈에 따라서 시간분해능 (Time Resolution)이 결정된다. 시간의 분해능

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창문의 사이즈를 축소하면 된다. 이 경우 불확실

성의 원리에 의해서 이 창문 속에 있는 데이터에 대한 퓨리에변환을 취한 

값들의 주파수 분해능이 나쁘게 된다. 

  그림 3.3.57은 4 개의 충격파에 2 개의 순수 sine 신호가 추가된 신호 

s(t)에 대한 STFT 결과이다. 이때 사용된 창문의 사이즈에 따라 여러 가

지 다른 표현을 볼 수 가 있다. 그림 3.3.57(a)는 신호 시간 분해능이 나

쁘지만 주파수분해능은 우수하여 주파수의 구별을 명확히 이해 할 수 있

다. 그러나 충격파가 발생하는 시작점을 정확히 찾을 수가 없다. 반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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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의 분해능을 증가하기 위해서 창문의 사이즈를 줄이면 그림 

3.3.57(d)처럼 시간의 분해능은 증가하지만 주파수 분해능이 나빠진다. 

STFT 방법은 시간-주파수 분해능의 조정이 한번 결정되면 변경 할 수가 

없다.  

  웨이브렛 변환은 일반적인 충격파 신호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잘 표현

하기위해 사용되는 방법으로 창문의 사이즈를 조정하여 고주파에서는 시

간 분해능을 증가시키고, 저주파에서는 주파수 분해능을 증가시킨다. 일

반적으로 원자력 발전설비처럼 복잡한 기계류의 결함은 회전체의 회전성

분과 결함성분으로 섞여 있으므로 회전 주파수를 나타내는 저주파 성분과 

결함을 나타내는 충격파 성분을 동시에 잘 표현 할 수 있어야한다. 웨이

브렛 변환에 대한 수학적인 표현은 다음의 식과 같다.

dteetsdt
a
bt

tsbaCWT
bt

a
f

j
a
bt

ññ
−ö

÷
õ

æ
ç
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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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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æ
ç
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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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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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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πσ

ψ
  (3.3.36)

여기서 함수 Ψ(t)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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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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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ψ                     (3.3.37)

  함수 Ψ(t)의 envelop은 STFT에서의 h(t)에 해당하며 Ψ(t)의 파형은 

지수함수와 sine함수를 곱한 것으로 나타나 웨이브렛을 형성한다. 일반적

으로 Ψ(t)를 Mother Wavelet이라 한다. 이 Mother wavelet은 Scaling 

Factor a와 Shift Factor b에 의해서 조정된다. 이때 a는 주파수와 역으

로 관계가 있으며 b는 시간축의 이동에 관계한다. 그림 3.3.57에 소개된 

신호에 대한 웨이브렛 변환은 그림 3.3.58과 같이 표현된다. 이 그림에서 

충격파가 발생하는 시간은 주파수 분해능이 우수함으로 정확히 탐지된다. 

또한 2개의 sine파형에 대해서도 저주파에서는 발생 주파수를 정확히 탐

지된다 이것은 저주파에서 주파수 분해능이 우수하고 고주파에서는 시간 

분해능이 우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주파에 있는 sine파형에 대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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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수 분해능은 감소하여 주파수의 정확한 탐지가 어렵다. 웨이브렛의 이

러한 결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스파이크 웨이브렛이 개발되었다. 이 스파

이크 웨이브렛은 향후 원자력 발전소 결함 진단에 사용될 수 있다.  그림 

3.3.59는 연속 웨이브렛 변환(continuous wavelet transform) 과 스파이

크 웨이브렛 변환에 대한 시간 주파수 분해능을 도식적으로 비교한 것으

로 스파이크 웨이브렛이 저주파 및 고주파에서 모두 분해능이 우수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우수한 분해능을 실제 기어박스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적용한 예제를 그림 3.3.60과 그림 3.3.61에서 보 다. 

  앞에서 논의된 퓨리에변환은 무한대 시간의 창문을 이용하며, STFT 그

리고 웨이브렛 변환은  주어진 짧은 구간의 창문을 이용하 다. 여기에 

사용된 신호는 원래 신호 s(t)를 이용한다. 그러나 백색 잡음 속에 충격

파 신호 가 묻혀 있다면 퓨리에 변환을 통하여 이 충격파 신호에 포함된 

주파수 성분을 명확히 찾아내기는 어렵다. 이 경우에 주로 사용되는 방법

으로 자기상관함수(auto correlation)의 퓨리에 변환이다. 신호 s(t)의 

자기상관함수의 퓨리에 변환을 주파수 스펙트라 (frequency spectra)라 

불린다. 유사하게 비 정상상태의 충격파 신호가 백색 잡음 속에 숨겨져 

있다면, 이 신호 s(t)에 대한 순간자기 상관 함수 (instantaneous auto 

correlation)의 퓨리에 변환을 이용한다면, 비  정상상태의 충격파 신호

도 보다 명확히 찾을 수 있다. 이것을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다음 식과 같

다.  

ττ−τ+= τπ−
∞

∞−
ñ detstsftW fj2* )

2
()

2
(),(

                (3.3.38)

이 관계식을 위그너분포(Wigner distribution)라 부른다. 이 방법을 전자

신호처리학회에  빌(Vill) 이 소개함으로서 위그너-빌 분포의 함수가 널

리 사용하게 되었다. 여기에 사용되는  창문은 일반 퓨리에 변환과 같이 

무한대 시간이다. 그러나 실제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그너 분포를 구하

려면 무한대의 창문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STFT처럼 짧은 구간의 창문을 

이용한다. 이러한 창문 h(t)을 이용한 위그너 분포를 가상 위그너분포 

(pseudo Wigner distribution)이라 불린다. 따라서 가상 위그너 분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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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W t f s t s t h h e dpw
T

T
j f

W

w

( , ) ( ) ( ) ( ) ( )* *= + − −
−

−ñ
τ τ τ τ τπ τ

2 2 2 2
2

     (3.3.39)

여기서 Tw 가 창문의 사이즈이다. 이 경우에 시간 분해능은 창문의 이동

이, STFT 혹은 웨이브렛 변환처럼 창문 사이즈 혹은 시간이동 factor b 

만큼 이동하지 않고,  연속적으로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이루어지므로  

시간 분해능이 완벽하다. 그러나 주파수분해능은 창문의 사이즈에 따라서 

향을 받는다. 그림 3.3.62는 이것에 대한 설명으로 창문의 사이즈를 그

림 3.3.62(a)로부터 그림 3.3.62(d)까지 점차 증가시키면서 주파수 분해

능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방법의 경우 창문의 크기만 증가하면 

시간-주파수 분해능이 동시에 증가함으로 비 정상상태의 신호를 보다 정

확히 표현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의 문제는 신호 s(t)에 대한 변환이 

아니고 s(t)의 곱으로 나타나는 자기상관 함수의 변환을 이용함으로, 만

약 신호 s(t) 가 두 개의 신호 (예제: 두 개 이상의 sine 신호 혹은 두 

개 이상의 충격파) 항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간섭항(cross)이 나타난다. 

이러한 갑섭항은 원래 신호에 대한 혼선을 불러일으킨다. 이러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간섭항을 제기하기 위한 Kernel이 필요하다. Kernel은 

신호의 형태에 따라서 다양한 형상을 가진다. 따라서 Kernel을 이용한 위

그너 분포를 Cohen이 처음 발견하 으므로 일반적으로 Cohen 분류의 이중

선형변환 (Bilinear Time Frequency Transform) 이라 불린다. 이것의 수

학적인 표현은 다음과 같다.

S t f s u s u e d dudc
j t f u( , ) ( , ) ( ) ( )* ( )= + −

−∞

∞

−∞

∞
− + −

−∞

∞

ñññ Φ ξ τ τ τ ξ τπ ξ τ ξ

2 2
2

  (3.3.40) 

여기서 Φ(ξ,τ)를 Kernel 함수라 불린다. 결론적으로 위그너 분포를 이

용한 비정상상태의 신호를 성공적으로 완성하려면 이 Kernel함수의 바른 

선택과 새로운 Kernel 함수의 설계에 달려있다. 이 kernel 함수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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Φ( , ) /ξ τ ξ τ σ= −e
2 2

                       (3.3.41)

  Kernel이 곱해진 함수를 Weighted Ambiguity 함수라 불리면 이것을 다

시 이중 퓨리에 변환을 하면 Weighted 위그너 분포가 된다. 그림 3.3.63

은 그림 3.3.57(d) 에 있는 신호에 대한 weighted 위그너 분포를 나타낸

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좋은 시간 및 주파수 분해능을 가지며 간섭항도 

사라진  시간-주파수 분석 결과를 볼 수 있다.   

  

 

(a) (b)

(c) (d)

그림 3.3.57 인공신호에 대한 창문 사이즈 변경에 대한 STFT 결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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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58  인공신호에 대한 Wavelet 해석

   

그림3.3.59 일반 Wavelet Transform과 Spike Wavelet Transform의

           분해능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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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3.60 인공신호에 대한 Wavelet 해석

     그림 3.3.61 기계결함신호(예)에 대한 Spike Wavelet Trans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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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그림 3.3.62 인공신호에 대한 창문사이즈 변경에 대한 위그너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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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63 인공신호에 개한 Weighted 위그너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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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및 대외 기여도

제 1 절  피더관 감육 관리기술

1. 목표 달성도

세부연구

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적

가중치

(%)

연구목표 

달성도 

(%)

비고

 피더관 DB

 구축

․피더관 감육 현장

  DB 구축

․월성 1호기 잔여

  수명 평가

․월성 1,2,3,4 최적

  관리방안 작성

30 100

․“월성 1,2,3,4호기

  피더관 감육 관리 

  방안"작성(현장/KINS

  협의) 

․향후 피더관 관리를  

  위한 지침.

 피더관

 관리전용  

 전산코드  

 설계

․전산코드 설계완료 30 100

․피더관 감육 관리

  방안을 전산코드로

  작성

․2단계 1차년도에 코딩

  완료,현장 적용 예정

 피 더 관    

 감육 반응

 기구 모델

 개발

․기술현황 분석 10 50 ․문헌자료 분석 단계

 피더관 

 유동 특성

 분석

․CFX4.2코드 유동

  해석

․유동시험장치 제작

  및 시험 착수

15 100

․유동장 해석 수행

․시험장치 제작 완료

  및 시험 착수

 감육검증  

 Loop 시험

 장치 제작

․고온고압 회전전극

  /수질모사 loop

  시험 장치 제작

15 100

․고난도 시험장치 

  개발 완료 (300℃ 

  고온고압 회전전극 

  부식시험)

총   계 100 95 목표 달성

ㅇ COG Feeder Integrity Program 미 가입이 연구수행에 미친 향과 앞

으로의 계획으로는 1단계과제에서 COG Feeder Integrity Program의 세부

과제인 “Feeder Wall Thinning Industry Integration Program을 가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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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2001년 당해년도 분담금 CAN$ 40,000을 예산에 반 하 으나 가입절차

를 밟는 단계에서 COG Steering Committee가 2001년도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의 연구에 대한 분담금을 포함하여 총 CAN$ 140,000을 요구하여 가입

을 포기하 다. 

   COG Feeder Integrity Program은 크게 분류하여 Feeder Wall Thinning

과 Feeder Cracking 두 가지 분야로 구분하며 "Feeder Wall Thinning 

Industry Integration Program"은 Feeder Wall Thinning 분야에서 하나의 

세부과제임. 주된 내용은 전 세계 CANDU 원전의 Feeder Wall Thinning 

database를 구축하고 감육 현황을 평가하는 것이다. 본 과제 1단계에서는 

월성 원전 Feeder Wall Thinning을 평가하기 위한 참조자료로서 해외 원

전의 Feeder Wall Thinning database와 감육현황 평가기법을 입수하기 위

하여 "Feeder Wall Thinning Industry Integration Program"에 가입하고

자 하 던 것이다. COG 가입이 무산되어 전력연구원 이경수 과장이 캐나

다의 Point Lepreau와 Gentilly-2 원전을 방문하여 두 원전의 database를 

입수하여 본 과제에서 활용하 고, 감육현황 평가기법은 자체적으로 개발

하여 활용하 다. 

   Feeder Wall Thinning과 Feeder Cracking은 CANDU 원전 고유의 문제로

서 COG와 AECL을 통하지 않고서는 기술현황을 전혀 파악할 수가 없는 실

정인 바, 기술정보 입수를 위한 채널이 필요하나 COG에 가입하려면 이전

연도 분담금까지 포함하여 세부과제별로 CAN$ 100,000 이상을 요구하여 

Feeder Wall Thinning의 “Industry Integration Program"과 Feeder 

Cracking 분야의  검사기술 개발 및 Feeder Cracking 원인 규명 등 몇몇 

세부 과제에 참여하려면 과도한 예산이 소요될 뿐만이 아니라 비용      

대비 효과 측면에서도 적절치 못한 것으로 판단함. 따라서 COG에 가입하

는 대신 AECL과 기술자문용역을 체결하여 캐나다의 Feeder 손상 현황, 규

제 현안 및 관련 기술개발 현황을 파악하고자 2단계 1차년도에 기술도입

비 CAN$ 80,000을 반 하 다.  

2. 대외기여도

  피더관 감육 현장 DB 구축, 월성 1호기 잔여수명 평가, 월성 1,2,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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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피더관 감육 최적관리방안을 작성하여 다음과 같은 기술간행물을 현장

에 송부하 다. 

       “전력연구원 기술간행물 TM.99NJ10.P2001.594," 월성 1,2,3,4호기  

        피더배관 감육관리 방안“ (2001년12월)”

상기 기술간행물은 현장의 담당자(월성 1,2발 기계부 검사과)와 일차 협

의를 하고, 다시 KINS에서 설명회를 개최하여 규제기관의 동의를 구한 후 

간행물을 발간하여 현장에 송부하 다. 이는 월성 3,4호기 운 허가 미결

사항으로서 ‘공급자관 감육현상 감시 및 안전대책’ 후속조치의 결과물로 

규제기관에 제출하고 향후 월성 원전 피더관 관리의 기준지침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본 과제에서 수행한 DB 구축, 잔여수명 평가, 최적관리방안 수립 등 일

련의 과정을 표준절차로 전산코드로 구현하고자 한다. 즉, 채널별 운전조

건 및 검사 DB update, 취약채널선정 및 잔여수명평가 업무를 현장에서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피더관 관리 전용 전산코드를 개발코자 설계안을 

작성하 다. 후속과제에서 coding, 검증, 사용자교육 등 절차를 거친 후 

2003년 초반부터 현장에서 활용할 계획이다.

  탄소강 배관의 FAC 감육은 피더관뿐만이 아니라 2차계통 배관, 증기발

생기 내부구조물 등 원전 주요기기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주요 손상반

응기구이다. 그러나 국내에서 FAC에 대한 연구기반이 매우 취약한 실정인 

바, 본 연구과제가 국내 FAC 관련 연구의 구심점 역할을 한다. 300℃ 고

온고압 3,000rpm 회전전극을 개발함으로서 향후 유사연구분야에 활용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제 2 절 RFEC 검사기술

1. 목표 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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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연구

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적 성과물

달성도 

(%)

핵연료채널 

결함탐지 

및 

진단기술개

발

․RFEC 자료와 기술분석

․RFEC Probe 설계요건 검

토

․RFEC 기술을 이용한 핵연

료채널 결함탐지 최적 설

계인자 도출

․RFEC 용 특수 전치증폭기 

설계/제작

․Data Acquisition/ 

System Control 알고리즘 

개발

․핵연료채널 처짐 향 평

가

․RFEC 기술현황분석

․RFEC Probe 시제품 

제작

․핵연료채널 검사 보

정 Mock-up 제작

․RFEC 용 특수 

Pre-Amplifier 제작

․처짐 모델 개발

100

2. 대외기여도

  핵연료채널 RFEC 검사용 탐촉자 제작기술을 확보하여 결함탐지에 대한 

최적 조건을 제시하 고, 원전의 강자성체 강관과 기존의 와전류 기술로 

적용하기 곤란한 부품에 확대 적용할 수 있다. 또한 핵연료채널 주변의 

외부 부착물 탐지와 간격 측정 기술을 실험실 단계에서 가능성을 확인하

으므로 기타 다른 안전성 관련 기기 검사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월성 원전에의 현장적용은 검사에 필요한 준비작업과 연관되어 있어 한수

원 관계자와의 계속적인 협조 하에 연구결과를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개

발된 RFEC 기술은 대구경 배관을 많이 사용하는 석유/가스산업과 수자원 

산업에도 적용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 3 절 ICFD 진동감시기술

1. 목표 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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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연구

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적 성과물

달성도 

(%)

ICFD에 

의한 

핵연료채널 

건전성 

감시기술개

발

․핵연료채널 계측계통의 

특성 및 건전성 평가

․핵연료채널 계통의 진동

특성 Map 작성

․ICFD 신호에 의한 핵연료

채널의 결함판정 기준개

발

․수직센서 계측계통의 

정상 고유주파수 범

위 결정

․핵연료채널의 정상 

고유진동수 범위 결

정

․핵연료채널의 동특성 

해석 수행

․핵연료채널의 결함모

사 및 결함판정 기준

설정

․Garter Spring의 동

특성 변화에 따른 결

함증상 해석완료

100

2. 대외기여도

  ICFD 신호분석 기술의 최종목표는 ICFD 잡음신호를 이용한 가동중 핵연

료 채널계통(핵연료 채널 및 센서튜브)의 건전성 감시기술 개발이다. 제 

1차년도에서는 ICFD 잡음신호를 분석하여 핵연료 채널 계통의 고유진동 

주파수 특성을 파악하여 그 감시대상 주파수의 범위를 선정하 다. 그 결

과 선정된 주파수의 범위가 국내외 전문가의 검토를 통하여 적합한 것으

로 판정되었다. 그리고 제 2차년도에서는 핵연료 채널계통의 결함 해석을 

통한 결함판정기준을 개발하여 데이터베이스화 하 다. 그 결과는 차후 

수행되어질 결함증상 심층해석 및 결함모사 시험을 통하여 더욱 개선되어 

앞으로 개발되어질 진동감시시스템에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 기술은 

국내에서는 처음 시도된 기술로서 앞으로 국내의 중수로형 원자로에 대해 

직접적으로 적용가능하며, 기계분야 뿐만 아니라 안전해석 및 계측기기분

야에도 확대적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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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계획

  본 연구과제 결과는 중수로 원전의 안전현안 해결을 전제로 개발된 것

으로 연구결과를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부문을 분야별로 다음과 같이 기술함으로 원전 안전성에 

기여토록 할 계획이다. 

  피더관 감육관리 기술은 중수로를 운 하는 한수원에서 바로 활용이 가

능하다. 단, 다음의 추가 연구 즉 전산코드 coding과 검증 (현장활용까지 

1년 소요 예상) 그리고 기반 연구에 관한 것으로 고온고압회전전극 시험

장치를 활용한 부식특성 규명, 피더관 유동특성과 FAC 감육 상관관계 규

명을 위한 추가연구가 필요하다. 지난 2년 동안 시험장치를 제작하고 전

산코드 해석모델을 수립하는 등 투자가 선행되었으므로 소기의 성과를 거

두기 위해서 향후 2년간 추가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핵연료채널에 대한 RFECT 검사기술과 탐촉자 개발은 실험실에서의 압력

관 Mock-up에서 수행되어 현장적용 가능성을 확인하 고, 발전소 현장에 

적용하기 전에 월성 원전에 보유 중인 AFCIS 장비의 Inspection Head 이

송기계장치에 부착해야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현재 본 과제는 1단계로 종료되나 관련된 후속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향후 핵연료채널 안전성 검사에 활용할 계획이다.

  ICFD 잡음신호 분석기술은 새로운 센서를 추가하지 않고서도 중수로 원

자로의 핵연료 채널계통에 대한 동적결함 탐지뿐만 아니라 prompt 

neutron fraction, 각종 센서류들의 time response 및 핵연료채널내부의 

boiling 탐지 등 많은 분야로의 확대적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응용분야에 대한 연구를 계속할 예정이며, 특히 이 분야에 대

한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있는 선진국 기관들과의 국제협력을 통하

여 그 경험들을 국내 현장에 접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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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Feeder Pipe 

1.

  1) 

 Feeder Pipe  20  Type  Feeder Pipe

.

  2) 

: PANAMETRICS 

: 36DLPLUS 

  3) 

 Feeder  1st Bend  2nd Bend ,

 30mm .

  4) 

 12 ,  15mm 

Grid  Data

.

               

 * :  12 , : 15mm

A1  A2 A3 A4 - - 

B1 B2 B3 B4 - - 
C1 C2 C3 C4 - - 

 D1 D2 D3 D4 - - 
 E1 E2 E3 E4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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