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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제 목
증기발생기재료

II.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원자력발전소에서 일차측과 2차측이 압력경계를 이루는 핵심 설비가 증기발생기
로서 압력경계는 두께가 약 1.2mm 정도 되는 전열관을 사이에 두고 이루어지고 있
다. 현재 대부분의 가동원전 증기발생기 전열관 재료로써 내식성이 우수한 Ni기 합
금인 Inconel 600이 사용되고 있으나, 원전 가동조건인 고온, 고압에서 장시간 사용
됨에 따라 각종 국부부식에 의한 파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부식손상으로
가동원전의 잦은 불시 가동정지로 가동률 저하 및 보수공기 증가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방사능 오염에 의한 원전의 안전성을 위협받게 된다.
따라서 원전의 안전성 확보와 가동률 향상을 위하여 전열관 부식손상에 대한 원인
규명과 대처기술 개발, 손상관리 및 수명향상기술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가동원전 증기발생기 archive 전열관을 확보하고, 그
재료를 이용하여 각종 축방향 응력부식균열(IGA/IGSCC, PWSCC, PbSCC) 손상특성
평가기술을 개발하고, 개발된 기술을 이용하여 축방향 응력부식균열 손상원인 규명/
원전 안전가동/손상관리/수명향상을 위한 손상특성 평가자료를 생산하여 database를
구축한다.

또한 전열관의 수명향상을 위한 재료개량, 응력부식균열 부식손상 억제

및 손상 전열관 재생관련 기반기술 개발과 국산시제 전열관 재료에 대한 각종 물성
평가(기계적 특성, 응력부식균열 특성 등) 및 전열관 제조공정기술을 개발한다.

III.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
1. 국내 가동원전 증기발생기 archive 전열관 재료의 건전성 평가기술 개발/평가
자료 생산 및 datasheet 작성
가. 가동원전 증기발생기 archive 전열관 재료 확보
나. Archive 전열관 재료의 SCC 특성평가

(1) 미세조직 관찰 및 분석
(2) PWSCC 특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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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ODSCC 특성평가
(4) PbSCC 특성평가
(5) Pitting 특성평가
다. 가동원전 전열관 인출검사
라. Repassivation 장치 설계/제작, 운용, 자료생산
마. Archive 전열관 재료의 leak 거동특성 평가
바. Datasheet 작성

2. 전열관 수명향상 및 손상억제를 위한 전열관 재료개량/개선 및 억제기반기술
개발
가. Serrated grain boundary에 의한 재료개량 기반기술 개발
나. Thermomechanical 기술을 이용한 재료개량 기반기술 개발
다. 합금원소 첨가에 의한 재료개량 기반기술 개발
라. Laser surface modification에 의한 재료개량 기반기술 개발
마. 전착기술에 의한 손상방지 기반기술 개발
바. 2차측 응력부식균열 억제 기반기술 개발

3. 전열관 제조공정기술 개발
가. 시제 전열관의 미세조직 특성 및 조절/개량
나. 시제 전열관의 기계적 특성평가

(1) 인장특성
(2) Creep 특성
다. 시제 전열관의 응력부식균열 특성평가

(1) PWSCC
(2) ODSCC
(3) PbSCC

IV. 연구개발 결과
1. 국내 가동원전 증기발생기 archive 전열관 재료의 건전성 평가기술 개발/평가
자료 생산 및 datasheet 작성
가. 가동원전 증기발생기 archive 전열관 재료 확보
국내 가동원전 증기발생기 archive 전열관 재료는 울진 3, 4호기의

Inconel(Alloy) 600 HTMA (high temperature mill annealed), 영광 3/4호기 Inconel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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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MA, 영광 5/6호기 Inconel 600 HTMA 및 고리 1호기 교체 증기발생기 전열관 재
료인 Inconel 690 TT(thermal treated), 그리고 울진 1호기에서 인출한 Inconel 600 TT
를 확보하였음.
나. Archive 전열관 재료의 SCC 특성평가
확보한 국내 가동원전 증기발생기 archive 전열관 재료의 미세조직을 OM

(optical microscope), SEM(scanning electron microscope) 및 TEM(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으로 관찰하였음.

Alloy 600 HTMA 재료는 모두 입계탄화물 석출이 잘

발달된 유사한 미세조직을 보였으나, 울진 4호기의 경우는 다른 재료에 비하여 결
정입계가 약간 톱니형태를 보였음.

울진 1호기 전열관 재료인 Alloy 600 TT는 다

른 재료에 비하여 탄소량이 높고 미세조직도 TT를 했는지 MA만 했는지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입계내부에 많은 크롬탄화물이 석출되어 있었음.

SCC 특성평가는 균열생성 및 성장특성을 분리하여 평가하였음. 각 archive
전열관 재료의 각종 SCC 특성은 Alloy 600 TT인 울진 1호기 재료가 SCC에 가장
민감하였으며, HTMA 재료 중에서는 울진 4호기 재료가 우수한 SCC 저항성을 보였
음.

이것은 울진 4호기 재료의 미세조직이 약간 톱니형태의 결정입계를 가지는 것

에 기인되는 것으로 판단됨.

한편 HTMA 처리한 것보다 TT 처리한 Alloy 600 재

료가 더 높은 SCC저항성을 보였음. 고리 1호기의 Alloy 690 TT 재료는 PWSCC,

ODSCC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고

농도의

Pb를

함유한

40%

NaOH에서

TGSCC(transgranular stress corrosion cracking)/IGSCC를 보였음.
다. 가동원전 전열관 인출검사
인출 전열관의 미세조직은 입내에 불균질하게 탄화물이 석출되어 있으며,
결정립의 크기도 다른 발전소 전열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전열관의 결정립보다 작
았다.

그리고 탄소함량이 0.035 wt%로 높아 960-1000℃에서 수행한 열처리의 온도

나 시간이 불충분하여 탄소고용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아 PWSCC 저항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판명되었음.

또한 균열의 길이와 상관없이 균열깊이가 모두 전열관

두께의 80% 이상인 것으로 관찰되어 ECT의 깊이 측정에는 신뢰성이 매우 부족하
였음.
라. Repassivation 장치 설계/제작, 운용, 자료생산
고온(약 288℃).고압에서 전열관 재료 재부동태(repassivation) 특성평가 장
치를 설계하여 제작한 것은 국내, 외에서 본 연구가 최초의 것으로 원전 가동 모사
조건 하에서 전열관 재료의 저항성을 간단하고 쉽게 짧은 시간에 측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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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의 원리는 가동 모사조건 하에서 재료의 표면에 scratch를 가하여 노출된 표면
의 재부동태 전류감소를 시간에 따라 측정한 후 주어진 시간에 흐른 총 전하량을
계산함.
마. Archive 전열관 재료의 leak 거동특성 평가
상온과 282℃에서 누설 및 파열시험을 수행하였는데, 완전히 관 두께를
관통한 결함을 가진 관도 발전소의 가동압력인 1560 psi에서 누설을 보이지 않고

2500-3000 psi 부근에서 최초의 누설을 보임.

또한 실측한 누설 량으로부터 이론적

으로 계산한 균열길이는 관내부의 길이와 비슷하였으며, 관내, 외부의 균열길이가
크게 다른 경우에는 실측한 누설량을 기초로 균열길이를 계산하는 것이 어려움. 관
외부에서 시작된 균열은 내부에서 시작된 균열보다 낮은 누설량을 보임.
바. Datasheet 작성
본 연구에서 생산된 모든 자료를 excel file로 datasheet를 작성하였으며, 그
중 국산 시제 전열관 재료의 기계적 특성평가 자료는 database를 구축하여 입력하였
음.

2. 전열관 수명향상 및 손상억제를 위한 전열관 재료개량/개선 및 억제기반기술
개발
가. Serrated grain boundary에 의한 재료개량 기반기술 개발

Serrated 열처리기술을 개발하여 결정입계의 형상을 톱니형태로 바꿈으로
결정입계에 M23C6와 M7C3 탄화물이 동시에 존재하였음. 이들 탄화물의 형태는 각기
달라 M23C6의 경우 globular한 형태로 발달한 반면 M7C3는 plate 형태로 성장하였음.

Serrated 전열관 재료의 SCC 특성은 HTMA 재료보다 우수하였으나 TT 재료보다는
민감한 결과를 보였음.
나. Thermomechanical(가공열처리) 기술을 이용한 재료개량 기반기술 개발
결정립 크기가 100-150㎛인 재료에서는 CSLB 최대분율을 50% 정도까지
향상시킬 수 있었음.

가공열처리를 반복할 경우 입계부식 저항성이 증가하였으나

파단시간, 변위 및 최대하중이 감소하고 평균 균열성장속도가 증가하는 거동을 보
였음.

본 실험은 결정입계에 탄화물이 석출하지 않는 조건에서 수행한 것으로 앞

으로 결정입계에 탄화물이 석출할 경우 가공열처리에 의한 SCC 특성변화를 연구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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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함금원소 첨가에 의한 재료개량 기반기술 개발

Ce 및 Zn이 함유된 Alloy 600 조성을 가진 합금을 진공 고주파 유도로를
이용하여 용해하여 제조한 후 1290℃에서 90분간 열처리하여 크롬탄화물이 결정입
계에 석출하지 않도록 한 후 미세조직을 관찰하였음.

이 재료에 대한 1, 2차측 응

력부식균열 특성 평가는 2단계에서 수행할 예정임.
라. Laser surface modification에 의한 재료개량 기반기술 개발
레이져 빔으로 Alloy 600 표면을 용융한 경우 결정입계에 석출된 모든 크
롬탄화물인 용해되고, 따라서 Cr 고갈지역도 소멸되었음.

열영향 부위에서 크롬탄

화물이 억제된 것은 가열 후 급속냉각으로 탄화물이 석출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임.

레이저 표면용융된 재료의 입계부식 특성과 pitting 특성이 모재보다 향상

되었다.
마. 전착기술에 의한 손상방지 기반기술 개발
설파민산니켈 용액에서 Ni-P 및 Ni-Fe-P 조성을 가진 나노 결정입도를 가
진 전착층을 형성하였으며, 최적 전착조건을 도출하였음.

RPP 첨가제를 0.5 ㎖ 첨

가한 용액에서는 Ni-P의 표면기공이 억제되고 표면광택이 증가하였으며 결정립 미
세화가 경도, 항복강도 및 최대 인장강도를 증가시켰음.

Ni-Fe-P의 경우 Fe 함량이

2.2 wt%일 때 최고 경도를 보이며, 첨가제에 의하여 조밀결정 전류밀도 범위 확대,
표면거칠기 감소, 결정립의 균질화 및 미세화가 관찰되었음.

두 전착층에서

Ni-Fe-P가 최대 경도를 보이는 온도가 Ni-P보다 약 100℃ 정도 증가하였고, 경도도
증가하였음.
바. 2차측 응력부식균열 억제 기반기술 개발

10% NaOH 용액에서 균열전파속도는 6.35㎛/h이었고, TiO2(Rutile), TiO2
(anatase), TiB2, CeB6 및 LaB6의 첨가 시 각각 6.60㎛, 5.50㎛, 3.60㎛, 2.16㎛, 1.75㎛,
0.64㎛로 균열성장이 억제되었음.

10% NaOH 용액에 PbO를 첨가한 용액에서는 다

른 기존 억제제를 첨가할 경우 균열이 생성되었으나, 새로 개발된 CeB6 및 LaB6를
첨가할 경우 균열이 발생하지 않고 재료표면에 일반부식이 발생하였음. 본 연구에
서 개발된 억제제의 성능이 기존 것보다 5배 이상 향상되었음을 보임.

3. 전열관 제조공정기술 개발
가. 시제 전열관의 미세조직 특성 및 조절/개량

Alloy 690의 탄소용해 온도 및 결정립 성장거동은 고용탄소에 크게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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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으며, 탄소함량이 0.02 wt%, 0.03 wt%인 Alloy 690LC 및 Alloy 690HC의 용해
온도는 각각 1054-1057℃와 1105-1108℃로 측정되었음.
5

결정립계면 이동을 위한 활

5

성화 에너지는 1.65x10 J/mol.K와 1.27x10 J/mol.K로 나타났음.
고리 1호기의 교체 증기발생기 전열관인 Alloy 690 TT와 동일한 미세조직
을 얻기 위해서는 Alloy 690HC의 경우 최종 MA 조건을 1130℃에서 최소 20분, 그
리고 TT 조건을 720℃에서 약 10시간 열처리하여야 함.
나. 시제 전열관의 기계적 특성평가
직선 형태의 결정입계에 크롬탄화물이 없는 용체화 처리된 시편의 경우
결정립 크기가 감소함에 따라 항복강도 및 인장강도는 증가하였음.

TT처리한 시편

의 경우 용체화 처리한 시편보다 낮은 값을 가지며, serrated 처리된 시편에서는

serration 정도가 적을 경우 기계적 특성이 약간 향상되나 serration 정도가 커지면 기
계적 특성이 약간 감소함.

Alloy 690에서 MA 온도가 낮으면 결정립 크기가 감소하여 인장강도가 증
가하면 creep 저항성도 감소함을 보임.

Serrated 시편의 경우 creep 저항성이 약간

증가하는데, 이것은 결정립의 미끄럼이 결정입계의 serration으로 더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됨.

한편 350-475℃와 350-600MPa에서 응력지수, n값이 5로 나타났으

며, 활성화에너지는 약 265kJ/mol로 나타났음.
다. 시제 전열관의 응력부식균열 특성평가
시제 전열관의 Caustic SCC 저항성은 상용 전열관과 비교하여 비슷하게
나타났음. 특히 Alloy 690 시제 전열관의 경우 SCC가 가장 민감한 30% NaOH 용액
에서 3000 시간 침지하여도 균열 발생하지 않았음.

PbSCC도 caustic SCC와 마찬가

지로 상용 전열관과 비교하여 시제 전열관이 유사하거나 우수하게 나타났음.

V.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1단계에서는 국내 가동원전 증기발생기 archive 전열관 재료에 대한 응력부식균
열 특성평가 자료체계 기반구축과 전열관 재료 개량/개선 및 응력부식균열 억제 기
반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중장기적인 증기발생기 전열관 재료기술 개발에 대한 기반
을 확보하였으며, 국내에서 생산한 시제 전열관의 제조공정 최적화 및 각종 물성평
가 특성자료를 생산하였음. 이러한 기반기술은 2단계에서 실용화 기술 개발을 위한
공정 최적화에 활용될 것임.

vi

1. 국내 가동원전 증기발생기 archive 전열관 재료의 건전성 평가기술 개발/평가
자료 생산 및 datasheet 작성.
가. 국내 가동원전 증기발생기 전열관 손상규명/손상관리/수명평가(예측) 및
수명향상기술 개발에 활용
나. 국내 가동원전 안전가동 조건기준(guide line) 설정에 활용
다. 증기발생기 설계개선 및 재료설계 사양결정에 주요 자료로 활용
라. Repassivation 장치를 활용한 응력부식균열이 민감한 환경조건 설정.

2. 전열관 수명향상 및 손상억제를 위한 전열관 재료개량/개선 및 억제기반기술
개발
가. 장수명화 전열관 재료 및 미래형 원전 전열관 재료기술 개발 기반자료로
활용
나. 증기발생기 2차측 응력부식균열 억제기술 개발에 의한 증기발생기의 수
명관리, 원전 가동률 향상, 수명향상에 활용
다. 가동원전 증기발생기 손상 전열관 재활용 기술 개발로 증기발생기 열효
율 향상 및 건전성 향상에 활용.
라. 전열관 재료기술 자립 고도화 및 국제화로 한국표준형 원전 수출 활성화
에 활용.

3. 전열관 제조공정기술 개발
가. 원전 증기발생기 전열관 재료 국산화.
나. 실질적인 원전 기술 자립화
다. 미래 전열관 재료 제조 공정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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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U M M A R Y
I. Project Title
Steam Generator Materials

II. Objectives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Steam generator is a key facility in a pressurized water nuclear power plant (NPP),
which is equipped with tubes of about 1.2mm in wall thickness that play a roll as
pressure boundaries between primary and secondary systems.

Most nuclear power plants

in operation are using Inconel 600 material as steam generator tubing, which is Ni-base
alloy being known to have high resistance to various corrosion.

However, the long

time use of the material under nuclear power plant operating conditions induced various
localized corrosion damage, such as pitting, IGA/IGSCC, wastage, denting, fretting in
the tube material.

Such damages can lower the operating efficiency of the NPPs and

expand the period of repair, which results in tremendous economical loss as well as
reducing the safety of the plants.

Therefore, in order to keep the plants safe and

increase their operating efficiency, the mechanisms of such damages occurring on steam
generator tubing should be clarified and thus remedial measures for them should be
developed. In addition, damage management and lifetime extension technologies should
be developed.
In this study, axial stress corrosion cracking(SCC) test techniques were developed
and SCC property data of the archive steam generator tubing materials having been
used in NPPs operating in Korea were produced. The data obtained in this study were
data-based, which will be used to clarify the damage mechanisms, to operate the plants
safely, and to increase the lifetime of the tubing. In addition, the basic technologies for
the improvement of the SCC property of the tubing materials, new SCC inhibition,
damaged tube repair, and manufacturing processes of the tubing were developed.

III.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1. Development of Integrity Assessment Techniques for the Archive Tubing Materials

ix

Used in NPPs Operating in Korea, Production of Their SCC Property Data, and
Preparation of Datasheet
A. Securing of Steam Generator Archive Tubing Materials
B. Assessment of SCC Properties of the Archive Tubing Materials
(1) Observation and Analysis of the Microstructure
(2) Assessment of PWSCC Properties
(3) Assessment of ODSCC Properties
(4) Assessment of PbSCC Properties
(5) Assessment of Pitting Properties
C. Destructive Examination of Tubes pulled out from an Operating NPP
D.

Design,

Manufacture,

and

Operation

of

Repassivation

Apparatus,

and

Data Production Using It.
E. Assessment of Leak Behavior of Archive Tubing Materials
F. Preparation of Datasheet
2. Basic Technology Development for the Improvement of SCC Properties of
Tubing Materials and SCC Inhibition in Order to Enhance their Lifetime and
Inhibit SCC damages
A. Tubing Material Property Improvement Using Serration Heat
Treatment
B. Tubing Material Property Improvement Using Thermomechanical
Technique
C. Tubing Material Property Improvement by Adding Minor Alloying
Elements
D. Tubing Material Property Improvement Using Laser Surface
Modification
E. Prevention of SCC Damages Using Electroplating
F. Inhibition of Secondary Stress Corrosion Cracking
3. Development of Tubing Manufacturing Technology
A. Property Observation, Control, and Improvement of Microstructure of the
Korean Made Prototype Tubing Materials
B. Mechanical Properties of the Korean Made Prototype Tubing Materials
(1) Tensile Properties

x

(2) Creep Properties
C. Stress Corrosion Cracking Properties of the Korean Made Prototype Tubing
Materials
(1) PWSCC
(2) ODSCC
(3) PbSCC

IV. Results of the Project
1. Development of Integrity Assessment Techniques for the Archive Tubing Materials
Bing Used in NPPs Operating in Korea, Production of Their SCC Property Data,
and Preparation of Datasheet.
A. Securing of Steam Generator Archive Tubing Materials
Secured tubes of steam generators being used in Korean operating NPPs were
Inconel(Alloy) 600 HTMA for Ulchin unit 3, 4, Inconel 600 HTMA for Yungkwang 3/4
and 5/6, Inconel 690 TT for Kori unit 1 replaced steam generator, and Inconel 600 TT
pulled from Ulchin unit 1
B. Assessment of SCC Properties of the Archive Tubing Materials
Microstructures of the secured tubes of steam generators being used in
Korean operating NPPs were observed and analyzed using OM, SEM/EDX) and
TEM/WDX. All tubing materials of Alloy 600 HTMA showed similar Cr-carbide size
and distributions precipitated along grain boundaries except the tubing of Ulchin unit 4
which have somewhat serrated grain boundaries. Alloy 600 TT having been pulled from
Ulchin unit 1 have higher carbon content than other tubes and Cr-carbide precipitated in
grains, from which it was difficult to distinguish whether it had been thermally treated
or mill annealed only.
With the tubing materials, SCC initiation and propagation tests were done.
The test results showed that Alloy 600 TT from Ulchin unit was most susceptible to
SCC, while Alloy 600 HTMA for Ulchin unit 4 was highest resistant to SCC, which is
attributed to the microstructure having serrated grain boundaries.

In the mean time,

Alloy 600 TT showed higher resistant to SCC that Alloy 600 HTMA.

Steam generator

tubing Alloy 690 TT for Kori unit 1 did not showed PWSCC and ODSCC, while it
showed TGSCC/IGSCC in 40% NaOH solution containing 5000ppm PbO.

xi

C. Destructive Examination of Tubes pulled out from an Operating NPP
Microstructure of tubes pulled out from Ulchin unit 1 showed small grain
size

compared

to

normal

Alloy

600

TT

and

many

Cr-carbide

precipitated

inhomogeneously in grains instead in grain boundaries. And also, the carbon content in
the tube material was higher(0.035 wt%) than usual commercial Alloy 600(<0.02 wt%).
All these facts represent that the mill annealing temperature (960-1000℃) and/or
time(about 10 min.) for the tube material were not high enough to dissolve the
preexisting Cr-carbides, which resulted in high susceptibility to primary water stress
corrosion cracking.

One interesting observation was that the depth of the cracks having

been formed in the pulled tubes was more than 80% of the tube wall thickness
regardless of the crack length, possibly duet o the shot peening having been done in
1994.
D.

Design,

Manufacture,

and

Operation

of

Repassivation

Apparatus,

and

Data Production Using It
An apparatus for repassivation tests in high temperature(about 288℃) and
pressure was designed and manufactured, which is the first time in the world. With this
apparatus, the susceptibility of Inconel tubing materials to SCC can be evaluated in a
short time under the simulated operating conditions of NPPs.
E. Assessment of Leak Behavior of Archive Tubing Materials
The tubes having through wall cracks showed no leakage at 1560 psi, the
plant operating pressure, during leak/pressure tests done at room temperature or 282℃.
First leak was observed at 2500-3000 psi.

The calculated crack length from the results

of the leak/pressure tests was nearly equal to the measured length of the cracks.
However, when the crack lengths measured on inner and outer surface of the tube were
quit different, it was difficult to calculate the leak rate.

The tube having cracks

initiated from outer surface showed less leak rate that the calculated one.
F. Preparation of Datasheet
All data produced on this study were arranged in Excel files. Tensile test
results of them were input to make database. Other data will be databased in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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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asic Technology Development for the Improvement of SCC Properties of
Tubing Materials and SCC Inhibition in Order to Enhance their Lifetime and
Inhibit SCC damages
A. Tubing Material Property Improvement Using Serration Heat Treatment
A new heat treatment method was developed to make grain boundaries
Serrated. On serrated grain boundaries, two Cr-carbides, M23C6 and M7C3, were
precipitated.

The types of the two carbides are different each other, such that M23C6 is

globular, while M7C3 plate.

Serrated Alloy 600 HTMA shoed higher resistant to SCC

than Alloy 600 HTMA, but Thermally treated Alloy 600 HTMA was observed to have
the highest resistance to SCC.
B. Tubing Material Property Improvement Using Thermomechanical Technique
The maximum increase of CSLB ratio was obtained in specimens having a
grain size of 100-150㎛.

Repeated thermomechanical treatment(TMT) could increase

resistance to grain boundary corrosion but decrease the time to failure, elongation and
maximum load.

All experiments in this study were done with the specimens having no

Cr-carbide precipitated along grain boundaries. In 2nd phase of this study, specimens
having Cr-carbide precipitated along grain boundary will be used to see the effect of
the Cr-carbide along grain boundary on susceptibility to SCC by TMT.
C. Tubing Material Property Improvement by Adding Minor Alloying Elements
Alloy 600 ingot containing Ce and Zn as minor alloying elements was made
using vacuum high frequency induction furnace followed by heat treatment at 1290℃
for 90min.
boundary.

Under this heat treatment condition, no Cr- carbide is precipitated in grain
Its microstructure was observed using OM.

PWSCC and ODSCC properties

of these alloys will be evaluated during 2nd phase of this study.
D. Tubing Material Property Improvement Using Laser Surface Modification
Laser beam surface melting dissolved all Cr-carbide precipitated in grain
boundaries of Alloy 600, resulting in removing Cr-depleted region along grain
boundaries. Cr carbide precipitation along grain boundaries in HAZ was attributed to
raid cooling which did not allow enough time for Cr-carbide to be

precipitated.

The

laser surface melted Alloy 600 showed high resistance to IGA and pitting compared to
untreated Alloy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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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Prevention of SCC Damages Using Electroplating
Electroplated layers of Ni-P and Ni-Fe-P having nano-grains were obtained
from nickel sulfamate bath.

Ni-P electroplating in solution containing an RPP of 0.5

㎖ restricted the formation of surface pores, improved surface brightness and decreased

grain size resulting in increase in yield stress and ultimate tensile stress.

For Ni-Fe-P

layer, maximum hardness was obtained when Fe content was 2.2 wt%.

RPP addition

into the solution for Ni-Fe-P expanded the range of current density where dense grain
can be formed, decreased surface roughness, and increased homogeneity and fineness in
microstructure. Of the two electroplated layers, Ni-Fe-P layer showed the maximum
hardness about 100℃ higher than Ni-P layer and higher hardness than Ni-P at the
temperature where the maximum hardness is obtained.
F. Inhibition of Secondary Stress Corrosion Cracking
The ODSCC velocity of Alloy 600 in 10% NaOH at 310℃ was measured to
be 6.35㎛/h, while in solutions containing TiO2(Rutile), TiO2 (anatase), TiB2, CeB6 및
LaB6, the crack velocities of Alloy 600 were 6.60㎛, 5.50㎛, 3.60㎛, 2.16㎛, 1.75㎛,
0.64㎛, respectively. However, in 10% NaOH solution having 5,000 ppm PbO, addition
of CeB6 or LaB6 did not induced stress corrosion cracking in Alloy 600, insead general
corrosion occurred.

According to the test results, the SCC inhibitors developed in this

study showed 5 times higher in effectiveness compared to the existing TiO2 inhibitor.
3. Development of Tubing Manufacturing Technology
A. Property Observation, Control, and Improvement of Microstructure of the
Korean Made Prototype Tubing Materials
Carbon dissolution temperature of Alloy 690 and grain growth behavior were
observed to dominantly depend on the carbon content in the alloy.

Carbon dissolution

temperatures of Alloy 690LC and 690HC having carbon contents of 0.02 wt% and 0.03
wt% were

1054-1057℃ and 1105-1108℃, respectively. The activation energies for

grain boundary movement for Alloy 690LC and 690HC were measured to be 1.65x10

5

J/mol.K and 1.27x105 J/mol.K, respectively.
The heat treatment condition for Alloy 690HC was optimized to be 1130℃
for about 20 min for MA and 720℃ for about 10 h for TT in order to get the same
microstructure(grain size and carbide distribution) as Alloy 690 TT of Kori uni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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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Mechanical Properties of the Korean Made Prototype Tubing Materials
Solution treated specimens having straight grain

boundaries having no

Cr-carbide precipitated showed to increase in yield and ultimate tensile strength as the
grain size decreased.

Tensile properties of TT specimens were slightly lower that those

of solution treated ones, while serrated specimen had maximum tensile properties
according to the degree of serration.
As MA temperature of Alloy 690 MA decreased, its creep resistance
decreased due to decreasing in grain size and thus increasing in tensile properties.
Serrated specimen showed increase in creep resistance, which might be attributed to
difficult sliding due to the serrated grain boundaries. In addition, stress exponent, n was
measured to be 5 for Alloy 690 MA of 350-600MPa at 350-475℃, while activation
energy was about 265kJ/mol.
C. Stress Corrosion Cracking Properties of the Korean Made Prototype Tubing
Materials
Caustic SCC property of the Korean made prototype tubing materials was
turned to nearly same as that of commercially available steam generator tubing
materials.
3000.

Specially, Korean made Alloy 690 did not crack in 30% NaOH solution for

Resistance of Korean made tubing materials to PbSCC as caustic SCC was equal

to or better than the commercial tubing materials.

V. Proposal for Application
In the 1 phase of this long term research, basic SCC test data obtained from the
archive steam generator tubing materials having been used in NPPs operating in Korea
were established.

In addition,

the basic technologies for the improvement in the SCC

property of the tubing materials, new SCC inhibition, damaged tube repair, and
manufacturing processes of the tubing were developed. These basic technologies
developed in the 1 phase will be used in developing process optimization during the 2
phase in order to develop application technologies to the field nuclear power plants.
1. Development of Integrity Assessment Techniques for the Archive Tubing Materials
Bing Used in NPPs Operating in Korea, Production of Their SCC Property Data,

xv

and Preparation of Datasheet
A. Application to clarification of damage mechanisms, damage management,
prediction of lifetime and lifetime extension for the operating Korean nuclear
power plants
B. Application to establishment of safe operation guide line for the operating
Korean nuclear power plants
C. Application to improvement of steam generator design and determination of
material specification for design
D. Application to determination of the environment conditions susceptible to SCC
of tubing materials using the repassivation apparatus
2. Basic Technology Development for the Improvement of SCC Properties of
Tubing Materials and SCC Inhibition in Order to Enhance their Lifetime and
Inhibit SCC damages
A. To be used as an basic line data for developing long life tubing materials
and tubing materials for advanced NPPs
B. Application to effective lifetime management, enhancement of operating
efficiency,

and

lifetime

extension

by

development

of

SCC

inhibition

technology
C. Application to the improvement of thermal efficiency and safety of operating
nuclear power plants by developing a new sleeving technology for damaged
tubes
D. Application to activation of KSNP export by enhancing and globalizing SG
tubing materials technology
3. Development of Tubing Manufacturing Technology
A. Establishment of manufacturing technology of steam generator tubing materials
B. Actual self-supporting of nuclear power plant materials technologies
C. Development of manufacturing processes for advanced steam generator tubing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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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가압경수로(PWR, pressurized water reactor)형 원자력발전소의 주요 핵심 설비 중
의 하나인 증기발생기는 핵분열로 발생한 열에 의하여 가열된 1차측 냉각수가 2차
측 냉각수와 전열관을 사이에 두고 압력경계를 이루면서 1차측 냉각수의 열을 2차
측 냉각수로 전달, 가열시켜 발전기 터빈을 구동시키는 증기를 생산하는 장치이다.
증기발생기의 가동온도는 1, 2차측이 각각 320℃, 288℃ 부근이며, 1, 2차측 냉각수
는 용존산소가 5ppb 이하인 순수를 사용하고 있다.

현재 가동 중인 대부분의 원자력발전소 증기발생기 전열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재료는 Ni-기 합금인 Inconel 600(Alloy 600이라고도 함.)로 주요 합금 원소로 Fe가

6-10 wt%, Cr이 14-17 wt%가 함유되어 있으며, 미세조직은 오스테나이트 단상으로
되어 있다.

원래 Inconel 600은 내식성이 강하고 기계적 특상이 우수한 재료이나

원전 가동 조건인 고압, 고온 하에서 장시간 사용됨에 따라 pitting, wastage, denting,

IGA/IGSCC(intergranular attack/intergranular stress corrosion cracking), PWSCC(primary
water stress corrosion cracking) 등의 여러 가지 국부부식이 발생하여 방사능으로 오
염된 1차측 냉각수가 2차측으로 누설되어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 원인이 되기도 한
다. 이러한 국부부식은 원자력발전소 초창기부터 시대가 변함에 따라 주로 발생하
는 국부부식 종류도 Fig. 1.1에 나타낸 것처럼 변하여 왔다.

최근에 국내, 외 원전

증기발생기 전열관에서 주로 발생하는 손상원인은 IGA/IG(OD)SCC 및 PWSCC이다.

1999년 현재 전 세계에 가동되고 있는 거의 모든 원전 증기발생기가 각종 부식
(fretting 포함)에 의한 손상을 경험하고 있다.

국내 가동원전의 증기발생기 전열관

에서도 축방향의 PWSCC, ODSCC, PWSCC 손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가동년도
가 얼마되지 않는 한국표준형 원전 증기발생기에서는 새로운 손상인 관판 상단 원
주방향 PWSCC 및 ODSCC가 발생하기 시작하였으며, 관지지판 및 U-tube bundle에
서의 batwing, 수직 strip과 수평 strip에서 유체유기진동(fluid induced vibration)에 의
한 fretting이 다량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손상에 의하여 증기발생기 전열관에 누설이 발생하면 원자력발전소를
강제로 불시 정지시켜 손상된 전열관을 보수하여야 한다.

증기발생기 전열관 손상

에 의한 원전 불시정지에 의한 가동률 감소 및 보수공기 연장으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원전의 생명인 안전성을 위협받게 되어 국민들의 원전
에 대한 불신과 저항의식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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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증기발생기 전열관 부식파손

으로 세계적으로 많은 원자력발전소에서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여 증기발생기를 교
체하였으며(Table 1.1), 국내에서도 국내 최초의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원자력 1호기
증기발생기를 1998년 교체하였다. 따라서 경제적인 면이나 안전적인 면에서 가동
원전 증기발생기의 건전성 유지 및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Table 1.2는 최근에 교체
혹은 앞으로 교체될 증기발생기 현황을 나타내었다.

원자력발전소 증기발생기의 건전성 유지 및 안전성을 확보하고 원전의 가동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열관에서 발생하고 있는 부식손상 및 파손에 대한 이해

(손상원인 규명)와 예측 및 대처기술을 개발하고, 증기발생기의 설계개선이나 전열
관 재료의 개량기술 개발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개발을 위한 기본 자료를
생산하기 위한 부식특성 평가기술을 개발하고 특성평가 자료를 생산하여 국내 고유

database 구축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국내에서는 최초로 국가 원자력 중장기 사업의 하나로 증기발생기 재료
관련 연구를 97년부터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됨에 따라 장기적
으로 다음과 같은 최종목표를 설정하여 지난 5년 동안 제 1단계 연구를 수행하여왔
다.

- 국내원전 증기발생기 전열관 재료 건전성 평가기술 개발/자료생산 및 database
구축

- 증기발생기 전열관 부식손상 기구규명 및 손상억제기술 개발
- 증기발생기 신뢰성 제고 및 수명향상기술 확립
1단계에서는 국내 가동원전 증기발생기 archive 전열관을 확보하고, 그 재료를
이용하여 각종 축방향 응력부식균열(IGA/IGSCC, PWSCC, PbSCC) 손상특성 평가기
술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기술을 이용하여 축방향 응력부식균열 손상원인 규명/원전
안전가동/손상관리/수명향상을 위한 손상특성 평가자료를 생산하여 database를 구축
을 위한 기반기술을 확보하였다. 그리고 전열관의 수명향상을 위한 재료개량, 응력
부식균열 부식손상 억제 및 손상 전열관 재생관련 기반기술 개발과 국산시제 전열
관 재료에 대한 각종 물성평가(기계적 특성, 응력부식균열 특성 등) 및 전열관 제조
공정기술을 개발하였다.

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구축한 손상 특성평가 기술을 고도화하여 현재 국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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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원전 증기발생기에서 발생하고 있는 신규 부식손상(원주방향 응력부식균열,

fretting)에 대한 특성평가 자료생산하고 자료체계를 보완할 예정이다.

또한 구축된

자료체계를 활용하여 신규 손상에 대한 원인규명 및 대처기술 개발과 1단계에서 개
발한 재료개량, 손상억제, 손상 전열관 재생 기반기술의 실용화(현장 적용)를 위한
각 기술에 대한 각종 공정 개발과 공정 최적화기술을 개발한 다음, 3단계에서 실용
화기술을 개발하는 계획을 가지고 본 과제가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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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Replacement steam generators

SG

Plant

No.

type SG

Rpl.

Tube

model

material

Commerc Complet
-ial

-ion

operation

date

Oper. EFPY
years oper.

Repl.
duration
(days)

Repl.

Repl.

exposure

cost

(man-

(million

rems)

$)

SURRY 2

REPL

3 W-51F

I-600TT May-73

Sep-80

7

3.6

260

2141

94

SURRY 1

REPL

3 W-51F

I-600TT Dec-72

Jul-81

8

4.4

200

1759

94

REPL

3 W-44F

I-600TT Dec-72

Apr-82

10

5.2

217

2152

90

REPL

3 W-44F

I-600TT

Sep-73

May-83

9

5.9

150

1305

90

REPL

2 KWU

I-800

Dec-68

Sep-83

14

11.2

72

690

37

TURKEY

POINT

3
TURKEY

POINT

4
OBRIGHEIM

POINT BEACH 1 REPL

2 W-44F

I-600TT Dec-70

Mar-84

13

9.2

118

575

47

ROBINSON

REPL

3 W-44F

I-600TT Mar-71

Oct-84

13

8.5

130

1207

85

COOK 2

REPL

4 W-54F

I-690TT

Mar-89

10

7

175

561

115

INDIAN POINT 3 REPL

4 W-44F

I-690TT Aug-76

Jun-89

13

6.8

541

120

RINGHALS 2

REPL

3 KWU

I-690TT May-75

Aug-89

14

8.1

72

290

130

DAMPIERRE 1

REPL

3

I-690TT Mar-80

Feb-90

9.9

7.6

70

220

104

PALISADES

REPL

2 CE-67

Dec-71

Mar-91

19

8.3

121

487

100

MILLSTONE 2

REPL

2 BWI

I-690TT Dec-75

Jan-93

17

10.9

192

697

190

NORTH ANNA 1 REPL

3 W-54F

I-690TT

Jun-78

Apr-93

15

9.7

96

240

125

DOEL 3

REPL

3

I-800

Oct-82

Jun-93

11

10

44

196

98

BEZNAU 1

REPL

2

I-690TT Dec-69

Jul-93

24

19.5

44

110

50

BUGEY 5

REPL

3

I-600TT

Aug-93 14.1

10.7

89

150

91

GRAVELINES 1

REPL

3

Feb-94

13.9

10.1

38

145

106

MIHAMA 2

REPL

2 MH7-46F I-690TT

Aug-94

18

11.5

366

146

140

FRAM-51
B

KWU-61
W
FRAM-33
/19
FRAM-51
B
FRAM-47
22

I-600
HTMA

Jul-78

Jul-79

I-690TT Mar-80
Jul-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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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continued

Plant

SG

No.

type SG

Rpl.

Tube

model

material

Commerc Complet
-ial

-ion

operation

date

Oper. EFPY
years oper.

Repl.

Repl.

exposure

cost

(man-

(million

rems)

$)

101

149

230

Repl.
duration
(days)

TAKAHAMA 2

REPL

3 MHI-52F I-690TT Nov-75

Aug-94

19

10.6

GENKAI 1

REPL

2 MHI-52F I-690TT

Oct-75

Nov-94

19

13

SUMMER

REPL

3 W-D75

Jan-84

Dec-94

11

8.3

99

244

105

OHI 1

REPL

4

I-690TT Mar-79

May-95

16

8.8

146

293

290

TIHANGE 1

REPL

3 MHI-52F I-690TT

Sep-75

Jun-95

20

16

38

165

125

MHI-52F
A

I-690TT

NORTH ANNA 2 REPL

3 W-54F

I-690TT Dec-80

Jun-95

15

11.4

69

142

114

RINGHALS 3

3 KWU

I-690TT Apr-81

Aug-95

14

9.7

69

133

136

I-690TT

Jan-81

Aug-95 14.6

10.3

34

91

113

I-800

Dec-84

Oct-95

9

59

236

131

I-690TT

Jan-81

Nov-95 14.8

11.8

39

125

100

ST-LAURENT

REPL

FRAM-47

REPL

3

ASCO 1

REPL

3

DAMPIERRE 3

REPL

3

MIHAMA 1

REPL

2 W-35F

I-690TT Nov-70

Apr-96

25

10.1

420

111

200

GINNA

REPL

2 BWI

I-690TT

Jul-70

Jun-96

25

19.6

70

104

108

DOEL 4

REPL

3

I-690TT

Jul-86

Jul-96

9

8.8

38

62

122

TAKAHAMA 1

REPL

3 MHI-54F I-690TT Nov-74

Aug-96

21

13

164

112

230

GRAVELINES 2

REPL

3

Aug-96

16

13

34

124

100

ASCO 2

REPL

3

ALMARAZ 1

REPL

3

CATAWBA 1

REPL

DES EAUX B1

POINT BEACH 2 REPL

22
KWU-61
W/D
F R A M
4722

FRAM-79
/19
FRAM-47
22
KWU-61

I-690TT Aug-80

13

I-800

Mar-86

Sep-96

10

9

49

158

131

I-800

Dec-81

Oct-96

15

11.3

48

158

154

4 BWI

I-690TT

Jun-85

Oct-96

11

8.2

74

168

153

2 W-D47F

I-690TT

Oct-72

Mar-97

25

19.5

48

176

120

W/D
KWU-61
W/D

EFPY = Effective Full Years of Operation

- 5 -

Table 1.2. Planned steam generator replacements

Plant

No. of SG

Net Capa.

Replacement

(MWe)

Supplier

Tube Material

Projected year
of replacement

GRAVELINES 4

3

910

FRA

I-690TT

2000

INDIAN POINT 2

4

864

W

I-600TT

2000

KEWAUNEE

2

540

W

I-690TT

2000

ANO 2

2

858

W

I-690TT

2000

SHEARON HARRIS

2

900

W

I-690TT

2001

FARLEY 2

3

829

W

I-690TT

2001

TIHANGE 2

3

942

MHI

I-690TT

2001

TRICASTIN 3

3

915

FRA

I-690TT

2001

CALVERT CLIFFS 1

2

911

BWI

I-690TT

2002

FESSENHEIM 1

3

900

FRA

I-690TT

2002

SOUTH

4

1250

W

I-690TT

2002

CALVERT CLIFFS 2

2

911

BWI

I-690TT

2003

PALO VERDE 2

2

1270

ABB CE

I-690TT

2003

TRICASTIN 4

3

915

FRA

I-690TT

2003

3

880

FRA

I-690TT

2003

OCONEE 1

2

846

BWI

I-690TT

2003

OCONEE 2

2

846

BWI

I-690TT

2004

SEQUOYAH 1

4

1148

HAN

I-690TT

2004

OCONEE 3

2

846

BWI

I-690TT

2005

PRAIRIE ISLAND 1

2

203

FRA

I-690TT

2005

CALLAWAY

4

1240

TEXAS

PROJECT 2

ST-LAURENT

DES

EAUX B2

2005

ABB CE = ABB Combustion Engineering
BWI = B&W International
FRA = Framatome
HAN = Hanjung
MHI = Mitsubishi Heavy Industry
W = Westing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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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Worldwide causes of steam generator tube plug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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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제 1절 국내 가동원전 증기발생기 Archive 전열관 재료의 건전
성 평가기술 개발/평가자료 생산 및 Datasheet 작성
1. Archive 전열관 확보 및 확보 전열관 미세조직 관찰 및 분석
가. Archive 전열관 확보 및 미세조직 분석
원전 증기발생기 전열관재료는 제조변수, 가동환경, 응력조건 등의 복합적인 요인
에 의해 가동중 각종 형태의 부식손상을 나타낸다. 이러한 부식손상은 발전소의 가
동률을 저하시킴은 물론 안전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국내에서도 가동
원전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그리고 가동년수가 증가함에 따라 여러 형태의 손상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의 보수, 유지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국내 원전에
서 발생되는 전열관재료의 문제점들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수립할 수 있
는 국내 자체의 건전성평가 기술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현재 국내 원전에서 사용되
고 있는 실제 증기발생기 전열관재료의 물성 및 응력부식균열 특성을 포함한 여러
부식손상에 관한 자료생산과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겠으며 동시에 각종 상용재료와
의 비교평가를 통한 고유 database의 구축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
한 연구목적으로 국내 가동원전에서 사용되고 있는 증기발생기 전열관의 실제 재료

(archive material)를 확보하였으며, 확보된 archive 전열관의 미세조직, 결정입크기, 탄
화물 분포특성 등을 광학현미경, 주사전자현미경, 투과전자현미경을 이용하여 관찰,
분석하였다.
나. 울진 1호기 인출 전열관 미세조직특성 분석
울진 1 호기의 경우 4 주기부터 전열관의 1차측 응력부식균열 (primary water

stress corrosion cracking, PWSCC) 결함이 검출됨에 따라 전열관의 결함손상을
억제하기 위하여 , 지난 1994년 2월 , 제 4차 계획정비 기간 중에 증기발생기 고
온관측 전체 전열관에 대해 shot peening을 실시하였다 . 그러나 shot peening 후
에도 결함발생 및 성장은 계속되었고 제 8주기 가동 중 1987년 4 월부터 증기발
생기 B와 C에서 누설발생이 시작되었다 . 따라서 제 8차 계획정비 기간 중에 증
기발생기 A 에서 1개 , B에서 4개 , C에서 4 개 , 총 9 개의 관막음을 실시하였다 .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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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9 주기 가동 중인 1997년 12월 중순부터 또 다시 증기발생기 C에서 누설이
일어나기 시작하여 , 1998 년 3월 중순에는 증기발생기 B에서 , 그리고 1998년 6월
초에는 증기발생기 A에서 누설이 발생하였다 .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전열관 누설의 원인을 규명하고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인출된 손상 전열관의 미세조직특성을 분석하였으며, 동일한 손상을 경험한 프랑스
원전 증기발생기 전열관재료의 미세조직특성 분석자료와 비교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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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rchive 전열관 재료의 PWSCC 특성평가
Inconel 합금 600 증기발생기 전열관 재료의 1차측 응력부식균열(Primary Water
Stress Corrosion Cracking ; 이하 PWSCC로 통칭)은 환경(온도, 수화학)과 재료의 강
도(잔류 응력) 및 미세조직(결정립 크기, 탄화물분포) 등에 큰 영향을 받으며 실제
사용재료(archive)의 미세조직 분석과 모사 분위기에서의 실험 등을 통하여 원전 가
동 중 PWSCC의 발생을 예측 평가하려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왔다.
프랑스 EDF에서는 PWSCC 민감도에 따라 미세조직을 Ⅰ, Ⅱ, Ⅲ의 3종류 유형으
로 분류하였는데[1] 각 등급의 대표적인 미세조직은 Fig. 2.1.2.1과 같다. 즉,
Ⅰ : 대부분의 탄화물이 입계에 분포된 미세조직.
Ⅱ : 대부분의 입내탄화물이 가공 중에 변형된 입계를 따라 network 형상으로 분
포된 미세조직.
Ⅲ : 대부분의 탄화물이 입내에 존재하며 유형Ⅱ 보다 훨씬 더 균일하게 분포된
미세조직.

360℃에서 reverse u-bend(RUB) 시편을 사용한 이들의 실험결과를 보면, 유형 Ⅰ
은 1000시간 이상, 유형 Ⅱ는 500∼5000시간 이내에, 그리고 유형 Ⅲ은 1000시간 이
내에 균열이 발생되었는데 이와 같이 미세조직의 분석을 통해서는 PWSCC 민감도
에 대한 정확한 평가는 불가능하고 대략적인 예측만이 가능하였다. 보다 정확한

PWSCC 발생시간의 예측은 원전 가동 및 실험 데이터의 확률론적 분석에 재료지수
(material index)를 도입함으로써 가능해 졌는데[2] 그 정의는 다음과 같다.
시간에 따른 균열생성의 확률을 나타내는 Weibull 분포함수는

β

F( t) =1 - exp [ - ( (t - t o )/(η-t o )) ]

------ 2.1 .2.1

로 정의되는데 여기서

to : the origin of the distribution, hours
η : the characteristic life or scale parameter
β : the shape parameter or the slope of the linear transform
이다. 재료지수 im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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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o = 0.1η

-------------------- 2.1.2.3

i m = 100,000/η

----------------- 2.1.2.2

의 관계로부터

t o = 10,000/i m ------------------ 2.1.2.4
이 된다. 즉, 재료지수 1을 갖는 증기발생기 전열관 재료는 325℃의 원전 1차측
냉각수 또는 실험실적 모사 분위기 하에서 450MPa의 응력이 작용되는 경우 10,000
시간 또는 그 이상에서 균열이 발생되는 재료로 정의된다.
β는 응력의 크기에 의존하는데

β = ( σ - 250)/1 00 ×0.75

( σ :MPa)

-- ------ 2.1 .2.5

로 응력이 커질수록 증가한다.
균열의 생성시간은 온도와 응력의 크기에 의존하는데 이를 고려하면 식 2.1.2.4는

15

i T = 9.49×10 exp(-22,000/T)
t o = 10,000/ i T i σ i m
i σ = 2.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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σ

--------- 2.1.2.7

--------------- 2.1 .2.6
---------------- 2. 1.2.8

의 관계를 갖는다. (T in Kelvin, σ in MPa)
이 기법은 많은 원전에서 시간에 따른 결함 발생율을 예측하는데 사용되었으며
특히 국내 울진 1호기 증기발생기 전열관 확관 천이지역에서의 응력부식 균열 손상
의 경우 사용된 재료의 민감도지수로부터 각 증기발생기별 결함발생속도를 비교적
정확히 예측할 수 있었다.[3]

1차측 응력부식균열 성장속도의 예측과 관련해서는 실제 원전 손상 및 실험 데
이터에 대한 분석으로부터 Scott 모델이 제안되었으며 그 후 온도의 영향을 고려한

modified Scott 모델로 발전되었다.[4] 이 균열성장 모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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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dt = 2.56 exp ( - 33,000/RT)(K I -9)

1.16

----- 2.1. 2.9

의 관계식으로 표현되는데 실제 원전 손상 및 실험 데이터와 비교한 결과 균열
성장속도의 보수적인 예측치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상과 같이 외국에서는 실제 원전 사용재료에 대한 실험 등을 통해 균열생성
및 성장속도를 평가하는 기술 등이 개발 완료되어 적용단계에 있으나 국내에서는
최근에 들어서야 원자력 중장기 연구를 통해 1차측 응력부식균열을 실험할 수 있는
장치가 구축되었으며 실제 원전 사용재료에 대한 건전성 평가 연구를 수행한 경험
이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형 원전에 적용된 사용재료를 입수하여 이들
재료를 이용한 PWSCC 건전성 평가 기술을 개발하였으며 평가자료를 생산하였다.
즉, 원전 1차측 루프시험장치를 이용한 모사 분위기 내에서, ① 정속인장시험을 통
한 원전 호기별 재료의 PWSCC 저항성 평가, ② 사용 전열관의 재료지수 평가를 위
한 균열생성 저항성 평가시험, 그리고 ③ tube compact tension 시편을 이용한 균열
성장속도 측정시험 등을 수행하여 실제 국내 원전 사용재료의 PWSCC 저항성을 평
가하였고, 가동중 결함발생 시기와 균열성장속도를 예측하기 위한 실험자료 등을
생산하였다.

㵬Ḕⱬ䜀
[1] F. Cattant, et al, Proc. 5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Environmental Degradation
of Materials in Nuclear Power Systems-Water Reactors, p.901, La Grange Park,
Illinois, 1991.
[2] R. Boudot, et al, "A Method for the Evaluation of the Nickel Based Alloys
Susceptibility to PWSCC," Proceedings of 1992 EPRI Workshop on PWSCC of
Alloy 600 in PWRs.
[3] P. Scott, "Evaluation of Primary Water Stress Corrosion Cracking of the Steam
Generator Tubes at Ulchin 1," FRAMATOME, 1994.
[4] J.P. Foster, et al, Proc. 7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Environmental Degradation
of Materials in Nuclear Power Systems-Water Reactors, p.25, Brekenridge, CO,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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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I

Type II

Type III

Fig. 2.1.2.1. Classification of mill annealed alloy 600 microstructure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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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rchive전열관재료의 IG(OD)SCC특성평가
1960년대 초 Ni기 합금인 Alloy 600이 증기발생기 전열관 재료로 기존의 후보 재
료였던 스테인레스 강을 대체할 당시에 Alloy 600의 응력부식파괴(stress corrosion

cracking, SCC)저항성에 관해 많은 논란이 있었다. Copson등[1-3]은 원전 1차 및 2차
냉각수 조건에서 Alloy 600이 매우 우수한 내식성을 갖고 있다고 하였으나, Coriou
등[4,5]은

고온의

순수한

물에서도

이

재료에서

응력부식파괴(stress

corrosion

cracking, SCC)가 발생하는 것을 실험실적으로 확인하였다. Alloy 600이 SCC에 의한
손상 가능성이 보고된 이후 Alloy 600의 SCC에 대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Alloy

600이 염기성[6-9] 및 산성분위기[10-12]에서 SCC에 취약함을 알게 되었고, Pb는
SCC를 가속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13,14] 염기성 분위기에서 SCC는 부하전위에
상당히 의존하며, 부하전위가 부식전위(open circuit potential, OCP)보다 100 - 300mV
높은 영역에서 SCC가 급격하게 진행한다.[6,7,15]
발전소에서도 가동연수가 증가함에 따라 전열관 재료의 SCC에 의한 손상으로

sleeving과 plugging등의 보수작업과 심한 경우 증기발생기 교체까지 시행되고 있다.
가동중인 2차측 증기발생기 전열관의 주 손상 원인의 하나가 염기성 분위기에서의

SCC이다. 틈새를 염기성으로 만드는 Na 이온은 냉각수 및 화학약품중의 불순물로
유입되거나 이온교환수지로부터 침출되어 유입되는 경우가 있다.[16] 염기성 분위기
의 SCC를 억제하기 위해 환경적 측면에서 2차 계통 냉각수의 불순물 억제, 환원성
분위기 유지, molar ratio 조절, 부식 억제제의 첨가 등이 복합적으로 혹은 독립적으
로 발전소에 적용되고 있다.[17]
전열관 재료의 SCC 저항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재료적 측면에서 Alloy 600의 열
처리(thermally treated, TT)[6,8]와 더불어 Alloy 600의 대체 재료로 Alloy 690이

발

전소에 사용되기 시작하였다.[18] Alloy 690은 산성 및 중성분위기에서 SCC가 거의
진행되지 않으나[19] 염기성 분위기에서 SCC가 발생하며 Alloy 690 TT의 SCC 저항
성은 Alloy 600 TT와 동등하거나 우수하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20]

Alloy 690과 Alloy 600의 차이는 Cr을 Alloy 690이 약 27-31% 함유하고 Alloy 600이
약 14-17% 함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발전소에 사용중인 재료중 저온 밀 아닐(low temperature mill annealed, HTMA)

Alloy 600은 상당히 SCC에 민감하나 고온 밀 아닐(high temperature mill annealed,
LTMA) Alloy 600은 LTMA에 비해 SCC저항성을 갖고 있다. HTMA Alloy 600은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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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립크기가 크고, 입계석출물이 있으나, LTMA Alloy 600은 결정립크기가 적고 입내
석출물을 갖고 있다. 그래서 HTMA Alloy 600의 SCC저항성이 결정립크기 혹은 입
내석출물 어느 것에 기인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국내에는 16호기의 원전이 가동중이며, 구고리1호기는 LTMA Alloy 600(교체된
전열관은 TT Alloy 690), 고리2,3,4호기와 울진1,2호기는 TT Alloy 600, 영광

1,2,3,4,5,6호기와 울진3,4호기는 HTMA alloy 600, 월성1,2,3,4호기는 Alloy 800을 증
기발생기 전열관 재료로 사용하고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소는 영광3,4,5,6호기와 울진

3,4호기의 증기발생기 전열관을 확보하여 전열관재료의 IGSCC저항성을 평가하여
각 발전소의 증기발생기 전열관의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생산하였으며, HTMA

Alloy600을 추가적으로 TT처리하여 TT Alloy 600의 SCC저항성을 평가하였다.

㵬G ḔG ⱬG 䜀
[1] H. R. Copson and W. E. Berry, Corrosion, Vol. 16, No. 2, p. 79t, 1960.
[2] H. R. Copson and W. E. Berry, Corrosion, Vol. 18, No. 1, p. 21t, 1962.
[3] H. R. Copson and S. W. Dean, Corrosion, Vol. 21, No. 1, p. 1, 1965.
[4] H. Coriou, L. Grall, Y. LeGall and S. Vettier, Stress corrosion cracking of Inconel
in high temperature water, Saclay, North Holland Pub. Co., Amsterdam, The
Netherlands. p. 161, 1959.
[5] H. Coriou, L. Grall, C. Mathieu and M. Pelas, Corrosion, Vol. 22, No. 10, p.280,
1966.
[6] N. Pessall, G. P. Airey and B. P. Lingenfelter, Corrosion, Vol. 35, No. 2, p. 100,
1979.
[7] R. Bandy, R. Roberge and D. van Rooyen, EPRI NP-4458,p. A10-1, 1986.
[8] Ph. Berge, J. R. Donati, B. Prieux, and D. Villard, Corrosion, Vol.33, p. 425, 1977.
[9] G. J. Theus, Corrosion, Vol. 33, p. 2, 1977.
[10] J. F. Newman, EPRI NP-3043, 1983.
[11] W. H. Cullen, M. J. Partridge and F. Hermandez-Arroyo, Proceedings of Six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Environmental Degradation of Materials in Nuclear
Power Systems - Water Reactors, p.197, 1993.
[12] E. Pierson, J. Stubbe, W. H. Cullen, S.M. Kazanjian and P. N. Paine, Proceedings
of Seven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Environmental Degradation of Materials in
Nuclear Power Systems - Water Reactors p. 303,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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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s in Nuclear Power Systems - Water Reactors, p. 179, 1993.
[14] S. S. Hwang, K. M. Kim and U. C. Kim, Eigh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Environmental Degradation of Materials in Nuclear Power Systems - Water Reactors,
p. 200, 1997.
[15] S. Suzuki. T. Kusakabe,H. Yamamoto, K. Aorika and T.Ochi, Fif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Environmental Degradation of Materials in Nuclear Power Systems Water Reactors,

p. 861, 1991.

[16] R. J. Jacko, EPRI NP-6721-SD, 1990.
[17] J. A. Gorman and A. P. L. Turner, Proceedings of meeting, Improving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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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Control of

Corro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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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econdary

Side

of

Steam

Generators, Airlie, VA, October 9-13,1995 ,NACE, Houston, p. 85, 1996.
[18] P. E. Doherty, D. M. Doyle, J. M. Sarver and B. P. Miglin, ibid, p.401.
[19] W. H. Cullen, ibid, p. 273.
[20] F. V. Vaillant, D. Buisine, B. Prieux, J. C. Fournel and A. Gelpi, ibid, p. 321.

4. Archive 전열관 재료의 PbSCC

원자력 발전소의 2차계통에 존재하는 납 성분은 증기발생기 2차측에서의 응력부
식균열을 조장한다는 보고가 있으며[1], 납이 응력부식균열(Stress corrosion cracking,

SCC)을 가속화하는 경향이 있음을 여러 연구자들이 밝히고 있다.[2,3] 국내에서는
1990년에 고리 원자력 2호기에서 Pb성분으로 인한 응력부식균열이 발생되었으며,
그

파괴양상이

기존의

입계응력부식균열(Intergranular

stress

corrosion

cracking,

IGSCC)과는 달리 입내응력부식균열(Transgranular stress corrosion cracking, TGSCC)로
조사되어 새로운 관심을 끌게 되었다.[4] Pb에 의한 균열 가속화 현상에 대해서는
확인되었으나, 그 발생 및 전파기구에 대한 해석은 아직 미진한 상태이다. 응력부식
균열은 부동태 피막의 붕괴 및 그에 이어지는 기지 금속의 용해와 관련이 있기 때
문에 Pb가 부동태 피막의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밝힘으로써 SCC를 조장하는 기구
를 이해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Copson과 Dean[5]은 고온의 물 속에 Pb를 첨가하면 Alloy 600 재료에 새로운 형
태의 SCC가 발생한다는 것을 최초로 보고하였다. Pb의 첨가형태는 금속상태, PbO
등 여러 가지 형태인데, 316℃ 실험에서 아주 짧은 시간에 SCC를 발견하였으며,

Alloy 600 재료에서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IGSCC가 아니라 TGSCC가 발생한다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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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을 발견했다. Pb화합물의 종류에 따라서는 PbO형태로 첨가했을 때가 가장 심한
균열을 나타내었고 그 다음이 Pb분말, PbO와 Pb분말의 혼합상태 등의 순 이었다.
용융상태의 Pb속에서는 균열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는 Pb의 작용이 수용액 속에서
만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후에 Copson등[6]과 Flint등[6]은 Fe-Cr-Ni 합금조성에 따른 Pb의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Cr 함량이 30%이고 Fe 함량이 6∼13%로 되면 PbSCC (Pb induced

Stress

Corrosion

Cracking)가

Alloy

600에

비해

줄어드는

현상을

발견하였다.

Sarver[8]는 합금원소의 함량을 조절하여 Cr + 0.25 Fe>31의 조건이 되면 PbSCC를
억제할 수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또한, 고온 pH 값이 2.0이상에서 PbSCC가 일어
나며 pH값이 높을수록, Pb 첨가량이 많을수록 그 경향은 가속화된다고 발표하였으
며, 입내균열은 pH가 높을 때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Miglin등[8]은 PbO가 첨
가된 수용액 속에서 Alloy 600 재료에 TGSCC가 발생하는 현상을 관찰하였는데, 수
용액 속에 Pb성분이 존재할 때 이러한 균열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Airey[9]는 재료의 미세조직과 시험 분위기에 따른 재료간의 응력부식 저항성을
평가하였다. 그는 MA(mill annealed) 재료나 수소분위기에서 탄소를 제거한(purified)
시편에서는 IGSCC가 일어나는 반면, TT처리(thermally treated, 일반적으로 705℃에서

15시간 정도 열처리함)한 시편에서는 TGSCC가 일어남을 관찰하였다.

Inco Alloy사에서는 1970년대부터 내식성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으로 Alloy 600,
Alloy 690, Alloy 800 재료를 대상으로 하여 여러 가지 Pb화합물에 의해 나타나는
응력부식 균열시험을 하였다. 그 결과 Alloy 690이 Alloy 600에 비해서 응력부식균
열 저항성이 우수하며 TT 재료에서 입내균열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10]

이상에서와 같이 초창기의 연구는 재료별 저항성 평가나 균열발생 양상을 관찰
하는 수준에 머물렀으며 균열 발생원인을 규명하는 단계까지 발전하지는 못하는 한
계를 지녔다.
미국과 프랑스의 발전소 현장에서 Pb로 인한 응력부식균열이 보고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이다. Agrawal과 Paine등[11]은 Alloy 600의 Pb분위기에서의 SCC에 관
한 실험실 연구 및 현장 사례들을 조사하여 발표했는데, 입계균열과 더불어 입내균
열이 혼합되어 발견된 발전소의 증기발생기 전열관 검사결과, 관표면과 균열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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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Pb성분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그들도 Pb가 입내균열에 직,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하였으나 합리적인 작용기구 규명 연구에까지
이르지는 못했다.

한편, 응력부식균열의 개시는 피막의 생성거동과 연관이 있을 것이라는데 착안하
여 Alloy 600, Alloy 690 재료의 피막특성에 미치는 Pb성분의 영향과 재료로부터 용
출되어 나오는 이온의 양을 조사하여 Pb의 영향을 평가하려는 시도가 있었다.[12]
이러한 시도는 균열의 생성을 이해하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되며 몇몇 연구자들의
단편적 결과가 나오고 있는 단계로서 SCC와의 연관성을 찾는 일이 필요한 시점이
다.

열처리 이력의 차이에 따른 재료의 미세조직의 변화가 균열 전파양상을 변화시
키는 현상에 대한 규명연구도 Pb의 작용기구를 이해하는 중요한 작업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매우 낮은 Pb 농도(10-20 mole 의 Pb)에서도 PbSCC가 일어날 수 있다.
- Cr과 Fe의 적절한 함량조절로 PbSCC를 억제할 수 있다.
- Pb가 존재할 경우 입내균열이 발생할 수 있다.
- 열처리한 재료에서 pH가 높을수록 입내균열 가능성이 높다.
- Pb는 부동태 피막의 조성을 변화시킨다.

이상과 같이 Pb분위기에서 Ni-기 합금의 SCC에 관한 연구는 단편적인 현상의
발견 및 그것을 확인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기구규명 연구는 거의 없는 상황이
고 이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도 매우 빈약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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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열관 재료의 Pitting

가. 서론

가압경수로형 원자력발전소 증기발생기 전열관에서 발생하고 있는 부식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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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형태의 하나인 핏팅의 경우 다른 부식손상에 비하여 그 발생이 미미하였으나,

1981년 Alloy 600을 전열관 재료로 사용한 미국의 Indian Point 3와 Millstone 2 발전
소에서 다량의 전열관에 심각한 핏팅이 발생함으로써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1,2]

1993년 현재 핏팅에 의한 전열관 손상으로 관막음을 시행한 곳은 국내의 고리 1호
기 구증기발생기를 포함하여 12개 발전소에 이르고 있다.[3]

원전 증기발생기 전열관의 핏팅에 의한 손상이 문제가 된 1981년 이후 핏팅
에 대한 연구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발전소의 현안으로서 미국의 EPRI (Electric

Power Research Institute)의 주도하에 추진되었으며 주된 연구 목표는 핏팅 발생을
야기하는 가동조건을 찾아내어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발전소에서 핏팅이 일어난 전열관을 인출하여 원인조사를 행하였고, 가동
조건을 모사한 실험을 위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여기에서는 발전소에서 핏팅이 발생한 전열관에 대한 인출 검사결과와 국내
외에서 수행된 주요 인자별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앞으로 보완되어야 할 연구방향
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나. 발전소 핏팅 손상 전열관 인출검사[2,4]

핏팅 발생의 위치는 TTS (top of tubesheet)로부터 수십 cm 이내로서, 이는 슬
러지 pile의 높이와 비슷하고 주로 cold leg쪽의 전열관 다발 중앙부의 저유속 부위
에 해당한다. 핏트 내부는 기지에 비하여 Cr이 농축되어 있고 Ni, Fe는 상대적으로
적은 부식생성물로 채워져 있다. 부식생성물에는 황, 염소, silicate 및 기타 미량원소
가 포함되어 있으며, 금속상의 구리 띠가 존재하거나 분산되어 있는 형태를 보인다.

핏트는 일반적으로 전열관 표면을 undercutting 하고, 핏트 바닥은 일부 입계부
식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핏팅이 발생한 발전소는 많은 경우 덴팅을 겪고 있으며, 슬
러지 중의 구리 함량이 높고, 복수기 누수에 의한 해수 유입 사고를 경험한 가동
이력을 갖고 있다.

다. 주요 인자별 연구 결과

(1) Sludge/tube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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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에서 발생한 핏팅의 대부분은 sludge/tube scale 내에서 관찰되고 있다.

Sludge/surface scale의 역할은 crevice 조건을 형성하고 국부적 비등현상에 의한 공격
성 이온의 농축을 야기시키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crevice 내에서 이온의
4

5

농축은 bulk에서보다 10 ∼10

배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5] Synthetic

sludge를 사용한 시험에서 온도에 따른 상반된 결과가 보고되었다.[6] 즉 288℃에서
의 시험에서는 슬러지 내부에서 심각한 핏팅이 일어난 반면, 77℃ 시험에서는 슬러
지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 보다 심각한 핏팅이 발생하였다.

(2) Chloride, sulfate

핏팅에 의한 부식손상을 경험한 발전소는 복수기의 누설사고로 인하여 증기
발생기 2차측으로 3차계통의 냉각수가 유입된 이력을 갖고 있으며, 실험결과로도
산성의 염화물 분위기에서 심각한 핏팅을 나타내고 있다.[7,8] 따라서 염소이온은
매우 엄격히 조절되어야 할 인자로 판단된다.

Sulfate가 단독으로 첨가될 때는 핏팅 전위가 감소하고 핏팅이 가속된다.[9,10]
그러나 chloride가 존재할 때 sulfate를 첨가하면 핏팅 전위와 재부동태화 전위

(repassivation potential)가 오히려 증가하고 핏트 밀도 (pit density, #/cm2)가 감소하는
-

2-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9,11] 또한 Cl /SO4 의 비율에 따라 핏팅의 발생정도가 다르
다는 보고도 있다.[12] 따라서 sulfate의 역할은 chloride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명확한 결론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3) 산화성 분위기
2차측 냉각수의 용존산소 농도가 높고, 슬러지 중에 구리산화물이 존재하면
강한 산화성 분위기를 형성하여 핏팅을 촉진한다는 일치된 연구결과들이 보고되었
다.[8,13∼18] 증기발생기 2차측 수질의 용존산소 농도는 10 ppb 이하로 매우 낮게
조절하도록 guide line이 설정되어 있으나[19] 복수기 누수에 의하여, 또는 보조급수
사용시나 layup 기간중에 산소가 유입될 수 있다.

또한 계통내의 구리계열 합금에서 부식으로 인해 유입된 구리는 산화물 형태
로 존재하다가 pH가 4.0 이하로 감소될 때 용해되었다가 다른 금속을 용해시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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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원될 수 있다.[7]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용존산소 농도 조절을 철저히 하고
가동중 부식에 의해 생성되어 증기발생기 tubesheet에 축적되는 슬러지를 제거하는
화학세정이 제안되었다. 최근에는 2차 급수계통의 구리계열 합금을 스테인리스강이
나 타이타늄 합금으로 대체함으로써 구리산화물의 생성을 근본적으로 억제하고 있
는 추세이다.

(4) 가동온도
Indian Point 3 발전소의 경우 전열관을 관통하는 핏팅이 가동중에 발생하였으
므로 핏트의 성장은 가동온도 조건에서 일어난다고 추정되었다. 전기화학적 실험결
과로 볼 때 핏팅전위는 온도가 높을수록 급격히 낮아진다.[8,20,21] 이는 정상가동온
도에서 핏팅의 개시가 용이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핏팅에 대한 과전위 (overpotential,
핏팅전위와 부식전위의 차이)는 150℃ 부근에서 가장 작다는 보고도 있다.[13,16] 이
는 곧 중간온도 범위에서 가장 취약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각 온도구간별로 핏팅
생성 및 성장 거동이 다를 것으로 예측되나 상관관계를 제시하여 줄 수 있는 체계
적인 연구자료가 부족하다.

라. 검토 의견
이상의 연구동향을 종합하면, 복수기의 누수시 해수로부터 유입되는 염소 성
분, 구리성분을 포함한 슬러지와 전열관 틈새에서의 산화성 분위기 등이 핏팅을 촉
진시키는 것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핏팅의 개시와 성장에 미치는 온도의 영향에 대
하여 체계적인 연구 결과가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슬러지의 역할도 온도에 따라
달리 보고되고 있다. 또한 연구의 대부분이 Alloy 600에 치우쳐 있으며 시험조건에
서 재료의 피막특성과 결부된 기구적 접근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최근 Alloy 600
은 응력부식균열 문제로 인하여 Alloy 690으로 대체되고 있으나 현장 가동경험의
부족과 연구부족으로 이 합금에 대한 핏팅 특성이 거의 알려지고 있지 않다.

또한 모든 연구가 환경적 인자에 촛점이 맞춰져 있으나 재료 자체에서 핏트
개시 및 성장의 우선적인 역할을 하는 인자를 규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는
특히 전열관 재료의 개발 및 개량에도 매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환경의 변화에 따른 부동태 피막특성과의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Ni기 합금의
핏팅 거동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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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가동원전 전열관 인출검사

가동중인 발전소에서의 전열관 손상원인을 밝히기 위한 방법으로 전열관 표면의
피막이나 그 주위의 슬러지 분석, 재료의 미세조직 특성 및 결함형태에 대한 분석
등의 연구가 국내외에서 수행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한국원자력연구소가 중심이

되어 2002년 현재 6차례에 걸쳐 15개 전열관에 대한 인출 파괴검사를 수행하였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300여 개의 전열관을 인출하여 검사한 사례가 있으며 미국에서
도 많은 관을 파괴검사 하였다.

일반적인 전열관 인출검사 절차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발전소의 정기 가동중
검사시에 비파괴검사를 통해 발견되는 결함관을 증기발생기로부터 인출하여 원자력
연구소의 방사성 물질등을 검사하는 hot cell에서 파괴검사를 수행한다. 결함의 종류
와 크기, 결함관 주위의 부식생성물의 특성을 분석하여 부식발생요인을 찾는다. 또
한 재료의 탄화물의 분포나 입자의 크기 등을 광학현미경이나 주사전자현미경, 투
과전자현미경을 이용하여 분석한다. 가동중검사에서 얻은 비파괴검사자료를 분석하
여 검사주기별 손상추이를 분석하고 파괴검사결과와 비파괴검사결과를 비교하여 비
파괴검사의 신뢰도를 향상시킨다.
표면 분석의 경우, 주사전자현미경(SEM)과 EDX(Energy dispersive X-ray analysis)
는 침적물 표면원소 성분을 검사하는데 사용되는 일반적인 장치이다. EDX에서는
일반적으로 원소번호 11인 Na까지 검출할 수 있으며 그 한계는 대략 0.1wt%정도이
다. XPS(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는 여러 가지 원소의 화학적 결합상태를 파
악하는데 사용되며 검출한계는 0.1 at%정도이다. XRD(X-ray diffraction method)는 부
식생성물의 결정구조를 검사하는데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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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면검사를 위해서는 아크릴재료에 mounting하며 파단면의 경우에는 mouting하지
않고 단면을 관찰하기도 한다. 분석기법은 표면검사에서와 같으며 원소분석시에

x-ray mapping을 하여 국부적인 원소의 분포를 알아내기도 한다.

Bulk material에 대

한 검사는 침적물 전체의 물성을 조사하는 것이며 이것은 위에서 언급한 미세검사
와는

달리

검사재료를

파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Graphite

furnace

atomic

absorption spectroscopy는 많은 원소에 대해서 수 ppb수준의 함량까지도 검출해낼 수
있다. ICP-AES(Inductively coupled plasma atomic emission spectroscopy)는

한 시편에

서 동시에 여러 개의 원소를 분석할 수 있으며 최소검출한계도 더 적다.

황(S)성분

의 총량은 침적물 내에 함유된 모든 S 성분을 SO2형태로 산화시킨 후에 SO2의 함
량을 측정하여 S성분의 총량을 재거나 산에 녹인 후 ICP-AES를 이용하여 검출하는
방법 등이 있다.

탄소의 총함량을 측정하는 방법은 S를 검출하는 방법과 유사한데,

CO2 가스는 시료의 총 C함량과 관련이 있다는 것에 착안하여 시료를 furnace
oxidation 시킨 후에 분석한다. 또한 시료를 막힌 ampule속에 넣고 습식 용해시킨 뒤
에 infrared spectroscopy를 이용하여 CO2양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총 C함량을 재기도
한다.

물리적인 특성 검사에서도 화학적 검사에서와 같은 세 개의 큰 범주로 대별할
수 있다. 우선 표면검사의 경우, 광학현미경이나 주사전자현미경이 이용될 수 있으
며 XRD는 침적물의 결정구조를 파악하는데 이용된다.

7. Repassivation 장치 설계/제작, 운용, 자료생산
증기발생기 전열관 재료로 사용되는 Inconel 합금은 고 내식성 재료로서 응력부
식균열 시험을 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짧은 시간에 응력부식균열 저항성을
평가하는 기법은 시험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는 좋은 방법이다.

단시간에 SCC민

감성을 평가하는 방법으로는 재료에 일정 연신을 주어 피막을 깨고 그 후의 재부동
태 속도를 측정하는 straining electrode기법,

순간적으로 전위를 올려주는(potential

pulse) 기법등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그 방법보다 비교적 실험하기에 용이한 스크
래치 방법에 의한 재부동태 속도를 측정하는 장치를 개발하였다.

일본의 철강연구소의 Yamanaka는 1991년에 straining electrode를 이용한 재부동태
거동 시험을 고온에서 수행한 바 있다.[2]

이 경우는 선재(wire)의 시편을 용액속에

담근 뒤 일정 시간 뒤에 빠른 속도로 인장하여 줌으로써 시편이 순간적으로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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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표면의 부동태 피막이 깨지게 되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1997년에 Angeliu가 두가지 방법으로 시편의 부동태 피막을 깨는 실
험을 행한 바 있다. 그 한 가지는 -1500 mVSHE의 전위를 15분 동안 시련에 가해준
뒤, 시편이 부동태 구역에 들어가는 시험전위까지 순간적으로 전위를 올려주는

(potential pulse) 방법이다. 다른 한가지는
을 순간적으로 가해주는 방식이다.

시험전위에 놓여있는 시편에 3%의 변형

그는 이 두 방식의 실험을 수행하고 장단점을

비교 설명하였다. 비교적 긴 시간의 자료는 potential pulse 방법으로 얻는 것이 좋으
며, 단시간의 자료는 추를 낙하시키는 기법으로 얻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주장하였
다.[3]

국내에서는 상온에서 실험할 수 있는 Repassivation 장치가 개발되어 사용된 바
있다.[1] 그러나 발전소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응력부식균열 균열 현상은 고온 고
압 하에서의 반응이므로 이를 모사한 분위기에서의 실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고
온 고압하에서 작동이 가능한 장치를 만들었다.

㵬Ḕⱬ䜀G
[1] 조은애, 한국과학기술원 석사학위 논문, 1998.
[2] K. Yamanaka, Proceedings; 5th Int'l Symposium on Environmental

Degradation of

Materials in Nuclear Power System-Water Reactors - Aug. 25-29, 1991, Monterey,
California, p773, ANS, La Grange park, USA, 1992.
[3] T.M Angeliu, corrosion vol.53, no.2, p114, 1997.

8. Archive 전열관 재료의 leak 거동 특성 평가
가. 서론
증기발생기(steam generator, S/G)는 원자력발전소의 1,2차 계통의 압력경계를 이
루는 중요한 부품으로서 전열관이 파손되면 방사능 물질이 환경으로 유출될 가능성
이 있게된다.

따라서 관두께 1mm 내외의 S/G 전열관의 건전성은 안전운전의 관점

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모든 전열관은 균열이나 그 외의 결
함이 없어야 하나 한 발전소에서 만도 여러 가지 형태의 결함이 발견되고 있으며
이는 재료와 환경 및 기계 구조적인 면에서 피할 수 없는 사항이기도 하다. 결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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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전세계 발전소의 약 절반이 plugging이나 sleeving의 보수방법으로 관의 결함에
대한 사후 대처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실정이다. S/G 전열관의 누설로 인해 발전소
의 가동이 불시정지 될 경우 전력의 생산 면에서의 어려움 뿐 아니라 짧은 시간에
정비해야 하는 어려움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크다.

Table 2.1.8.1은 1989년부터 1996년까지 있었던 전열관의 누설로 인해 불시 정지
된 사례들을 정리한 것이다.[1]

전열관의 파단은 응력부식균열, 고주기 피로, loose part wear, wastage등의 여러
부식기구에 의해 발생한다.

이 중 최대 누설량을 보인 경우는 1982년에 Ginna-2에

서 일어난 관파열 사고로서 약 760 gallon/minute를 나타내었다. 경우에 따라서는 운
전자가 관 파열사고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늦게 파악한 경우도 있었으며 출력을 낮
추고 냉각수가 증기발생기로 들어가지 않게 하는 조치를 너무 늦게 내린 경우도 있
었다.
이러한 증기발생기 전열관에 관련한 사고는 시기 적절한 검사와 관막음(plugging)
이나 관재생(sleeving)등의 보수를 하면 현저하게 줄일 수 있다. 이를 위해서 대부분
의 증기발생기를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있으며 손상 관을 보수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시기 적절한 검사라는 것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무엇인
가라는 문제와 관이 어느 정도까지 결함을 보일 때까지 다음 주기에 계속 사용 가
능한 관으로 분류할 것이냐 하는 문제이다. 또한 증기발생기 검사기준과 결함허용
기준(fitness-for-service)이 나라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고 심지어는 한 나라에서도 증
기발생기에 따라 다른 기준을 갖고 있는 실정이다.[2]
다양한 비파괴검사장비가 여러 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사

용되고 있는 와전류검사(eddy current bobbin and rotating pancake coil)방법으로는 관
심의 대상이 되는 초기결함의 발견 및 크기측정이 매우 어렵다.
이러한 검출한계로 인해 비파괴방법으로 측정된 결함신호로부터 냉각수 누설 양
을 예측하는 일은 매우 어렵게 되는 것이다. 수년 전부터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실험실적으로 결함을 만들고 이런 관으로부터의 냉각수 누설양 측정실험을 통
해 효과적인 관의 보수방안을 찾고자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3]

나. 증기발생기 전열관 파단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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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는 현재까지 보고된 11차례의 관 파열사고에서의 냉각수 누설속도, 손
상기구, 파열크기 및 위치, 응력유발인자, 그리고 냉각수 누설기간 동안의 발전소
운전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Table 2.1.8.2는 이 사례들을 요약 정리한 것이
다.

(1) Point Beach unit 1
1975년 2월 26일 Point Beach unit 1의 B증기발생기에서 28,200 liter/hour의 냉각
수 누설이 있었다. 관 파열의 요인은 wastage였으며 응력부식균열의 징후도 관찰되
었다. 파열부위의 길이는 38mm이었으며 비교적 균일하게 관 두께가 얇아져 있었으
며

아주

국부적인

관찰되었다.

연성파괴지역이

와전류

검사결과에

의하면

ODSCC(out diameter stress corrosion cracking)의 흔적도 관찰되었다. 파열관의 위치는
고온관측 관다발의 외곽 측이었으며 tubesheet 위 부분의 슬러지 내부였다. 이 관은
파열되기 전에는 검사를 하지 않았다. 사고 후 비파괴 검사결과 관두께의 60%이상
이 깎여 나간 관이 127개로 조사되었다.

1970년도부터 2차 계통수를 인산염처리하여 운전하다가 1974년에 all volatile
treatment(AVT)로 바꾸어 운전하던 곳이었다.

많은 양의 슬러지가 초기의 인산염

운전기간동안에 쌓였으며 AVT로 전환하고 1년 뒤인 1975년에 처음으로 슬러지를
제거(sludge lancing) 했다. Sodium phosphate는 wastage를 일으켰으며 AVT로 바뀐 후
에 sodium hydroxide로 변환되어 관판(tubesheet)지역에 응력부식균열을 일으키는 요
인이 되었다. 슬러지 제거, 추가의 관 검사, 관두께 30%이상인 관에 대한 관막음 등
의 보수작업을 수행하였다.

(2) Surry unit 2
1976년 9월 15일 Surry unit 2의 A증기발생기에서 75,000 liter/hour의 냉각수 누설
이 보고되었다. 관 파열의 원인은 Row 1 column 7의 U-bend 지역에서 발생한

PWSCC이었는데 탄소강으로 된 관지지판에 생긴 부식생성물에 의한 높은 인장응력
이 그 요인이었다. 관지지판의 변형에 의해서 관이 내부로 16.5mm만큼의 위치이동
을 초래했으며 이것이 U-bend지역 관의 과도한 ovalization을 일으켜 관의 정점부위
에 높은 인장응력을 초래한 것이다. 관의 변형 심하고 균열을 가진 관들은 flow slot
의 중심부에 위치하였으며 이러한 균열은 그 당시의 비파괴검사에 의해서는 검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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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은 것이었다.
사고가 발생한 뒤에 Surry 1 및 Surry 2는 물론 그와 유사한 발전소인 Turkey

point 3,4 Indian point 2, San onofre 1증기발생기의 가장 안쪽(innermost) 관들을 관막
음하였다.

그리고 비파괴 검사를 보강하여 수행하게 되었는데 그 내용은 와전류검

사와 go/no-go gauging 검사를 관지지판에 대해서 수행한다는 것이었다. 그 후에 이
발전소의 증기발생기는 교체되었는데 스테인레스강 재료로 된 관지지판과 thermally

treated alloy 600재료로된 전열관을 사용하였다.
(3) Doel Unit 2
1979년 6월 25일 Belgium의 Doel Unit 2, B 증기발생기에서 30,600 liter/hour의 냉
각수 누설이 발생하였다. 전열관 파열의 이유는 제작당시의 과도한 굽힘(ovalization)
으로 야기된 과도한 잔류응력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결과 R1C24관의 U-bend
정상부위에 비교적 긴 축방향 균열이 존재하였다. Row 1은 가장 안쪽의 U-bend 부
위로서 반경이 가장 작은 관이다. 여러 가지 크기의 금속구를 넣어서 측정해본 관
들의 내경은 공칭내경인 19.69mm보다 작은 18.21mm이거나 그보다 작은 것으로 조
사되었다. 이 사고 후 내경이 18.21mm 이하인 관들은 모두 관막음하는 조치를 취하
였다.

(4) Prarie Island Unit 1
1979년 10월 2일 Prarie Island Unit 1의 A 증기발생기에서 76,200 liter/hour의 누
설이 발생하였다. 관 파열의 원인은 loose part에 의한 마모(Wear)였다. 216mm의 강
철 코일 스프링이 손상관 주위에서 발견되었는데 스프링의 한쪽 끝은 관판

(tubesheet)과 flow blocking device사이에 끼어 있었다. 마모의 모습으로부터 유추한
결과에 따르면 이 스프링이 가동중에 앞뒤로 계속해서 움직인 형태였다.
파단이 일어난 관은 R4C1의 고온관측이며 관판
길이가 38 mm인 물고기 입모양(fishmouth)이었다.

바로 위였다. 파단의 모습은

파단을

보인 관과 그 인접부위

의 유사한 wear 신호를 보인 관에 대해서 관막음을 수행하였다. 관 다발이 외곽지
역에서도 sludge lancing 장비에서 떨어진 조각으로 보이는 것들이 발견되어 제거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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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Ginna Unit 1
1982년 1월 25일 Ginna Unit 1의 B 증기발생기에서 174,000 liter/hour의 냉각수
누설이 일어났다. 관 파열의 요인은 loose part에 의한 마모(Wear)였다. 1975년에 있
었던 증기발생기 개조작업 때 여러 가지 크기의 탄소강판등이

관판 상부의 관다발

외부에 떨어졌다. 가장 큰 탄소강 조각은 두께가 12.7mm 폭이 106mm 길이가

160mm나 되는 것이었다. 사고후에 취한 조치는 조각을 제거하는 일과 24의 손상된
관을 제거하는 것이었으며 loose part monitoring 장치를 설치하는 등의 품질관리 절
차는 강화하였다.
이 사고후의 가장 중요한 조치는 USNRC가 Information notice No. 83-24 "Loose

parts in the secondary side of steam generators at pressurized reactors"를 발표한 일이
다. 이 경고문에서 USNRC는 발전소 운영업자로 하여금 그 당시까지 4건의 전열관
파단사고중 2건이 loose part에 의한 것임을 알리고 증기발생기로부터 이물질(loose

part)를 제거하라고 촉구하였다. 또한 Generic letter 85-02 "Staff recommended Actions
Stemming from NRC Integrated Program for Resolution of Unresolved Safety Issues
Regarding Steam Generator Tube Integrity" 에서는 PWR 운전 허가자들로 하여금 육
안검사를 통해 관 외부에 이물질이 없는지 확인하라고 요구하였다. Information

Notice No. 88-06, "Foreign Objects in Steam Generators"에서는 다시 한번 이 문제 관
해 발전소 운영 사업자에게 경고한 바 있다.

(6) Fort Calhoun
1984년 5월 16일 Fort Calhoun의 B 증기발생기에서 25,500 liter/hour의 냉각수 누
설이 있었다. Combustion Engineering recirculating steam generator(RSG)의 U-bend지역
에서 발생한 ODSCC이 그 요인이었다. 파단이 일어난 지역은 고온관 측 수직 지지
대(batwing)안에 있는 scallop bar사이였다. Tube는 외곽으로부터 두 번째 원주방향

row인 Row84, column 29였다.

한국표준형 원전의 기준이 되는 CE형 증기발생기의 anti vibration bar(AVB)배치
의 개략도를 Fig.2.1.8.1에 나타냈다.[2] 두 개의 균열이 발견되었는데 하나는 32mm
의 fishmouth 형태의 파단을 보였으며 다른 하나는 6mm길이의 짧은 균열을 보였다.
파단 관을 인출하여 검사한 결과 관두께 95%를 침투한 IGSCC형태의 균열을 가지
고 있었다. 관 주위의 부식생성물에 대한 분석결과 일부지역에서 염기성을 나타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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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고후에 관으로부터의 누설을 초기에 감지하기 위해서 냉각수 시료를 좀더 빠
르고 정확하게 채취하고 더 자주 채취하는 조치를 취했다. 또한 관 파열응급조치절
차를 정밀 검토하게 되었으며 운 전원들에게 사고에 관련한 재교육을 실시하였다.
복수기의 건전성과 2차계통 수질관리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으며 끝으로
고온관측에 ODSCC를 보인 모든 관을 관막음 하였다.

(7) North Anna Unit 1
1987년 7월 15일 North Anna Unit 1의 C 증기발생기에서 144,600 liter/hour의 냉
각수 누설이 있었다. 이 사고는 고주기 피로와 아래의 몇 가지 요인이 합쳐져서 나
타난 것으로 보고되었다.

- 사고관은 AVB 지지대가 없었다.
- 약간의 denting이 관지지판 위에서 발견되었다.
- 인접관의 AVB가 균일하게 끼워져 있지 않아 파단관 주위로 냉각수의 유속을
매우 높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제작사양에 의하면 적어도 Row 11까지 AVB가

끼워지도록 되어 있었는데 가장 깊은 것이 row 8까지 뿐이었으며 파단관은 row 9이
었다.

- 냉각수의 유속이 빠르고 AVB지지대가 없었던 이유로 인하여 상부 관지지판
위의 관중 U-bend 부분이 크게 변형되었다.

- 덴팅이 관벽에 높은 mean stress를 유발시켰는데 mean stress가 높으면 피로강
도가 낮아지게 된다.

-높은 진폭의 진동과 낮은 피로강도의 재질로 인한 피로파괴이다.
사고후의 조치로는 downcomer flow resistance plates를 설치함으로써 국부적으로
빠른 유속에 힘을 줄이는 작업을 하였다. 민감한 관에 대한 예방 관막음을 하였으
며 누설에 대한 면밀한 관찰을 하는 조치를 하였다.

USNRC에서는 Bulletin 88-02 "Rapidly Propagating Fatigue Cracks in Steam
Generator Tubes"를 발간하였으며 발전소 사업자들로 하여금 최상단 관지지판에
denting의 징후가 있는지 최근의 비파괴검사자료를 검토하라는 요청을 하였다.

- 31 -

(8) McGuire Unit 1

1989년 3월 7일 McGuire Unit 1의 B 증기발생기에서 114,000 liter/hour의 냉각수
누설이 발생하였다. 관 파열의 원인은 ODSCC이었는데 이 균열은 관 외벽에 깊이

0.025 mm이고 폭이 1 mm인 얕은 홈 내부에 여러 개의 원주방향 및 축방향의 균열
개시점이 관찰되는 특징이 있었으며 이 균열의 깊이는 관 두께의 30%이었다.

축방

향의 파단은 길이가 95mm이고 폭이 9.5 mm인 작은 fishmouth opening 형태를 띄고
있었다. 파단위치는 R18C25관의 저온관의 관지지대 상단 710 mm 위치였다.

Westinghouse의 긴급조치기준(Emergency Response Guidelines)에 따라 증기발생기
전열관 파열에 대하여 개발된 절차에 따른 조치가 취해졌다.

그 내용은 전열관이

누설되고 있는 동안에는 safety injection flow path를 수동으로 축맞춤(realighment)하
는 절차를 없애는 것이었다.

(9) Mihama Unit 2

1991년 2월 9일 Mihama Unit 2의 A 증기발생기에서 156,000 liter/hour의 냉각수
가 누설되었다. 관 파열의 원인은 저온관측 R14C45관의 6번째 관지지판 상단에서
발생한 고주기 피로였다. 이관은 관다발의 중앙에 위치하는 것이며 피로에 의해 원
주형 결함이 관둘레 전체(360도)에서 발생한 것이었다. 사고 이전에 관막음된 주위
의 관들도 변형되거나 굽어있었다. 덴팅이나 응력부식균열, IGA등의 기타 결함신호
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슬러지도 많이 쌓이지 않았다.

이사고 이후에 일본에 있는 전 증기발생기에 AVB를 설치하였으며 필요에 따라
서는 교체를 한 부분도 있다. 또한 개선된 증기발생기 전열관 검사를 위한 연구비
가 책정되기도 하였고 불시사고를 대비한 운전이 개발되었다.

(10) Palo Verde Unit 2

1993년 3월 14일 Palo Verde Unit 2의 2 증기발생기에서 156,000 liter/hour의 냉각
수가 누설되는 사고가 있었다. Combustion Engineering system 80 RSG의 free span 지
역의 tube-to-tube crevice가 생기게 된 결과로 인하여 ODSCC가 발생하였다. 파단이
일어난 위치는 8H와 9H 수평 지지대사이의 관 다발중 고온관 측으로서 R117C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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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응력부식균열은 약 250mm의 축방향 균열이며 8H eggcrate 관 지지판의 중앙
상부 약 760mm에서 시작된 것이었다. 대부분의 균열은 IGSCC였으나 일부의 IGA는

10개 이상의 입자를 파고 들어간 것도 있었다. IGSCC의 평균 침투깊이는 70.2%이
었는데 파단균열 100mm 아래에서는 98.2%까지 파고 들어간 것도 있었다.

조사 후

에 내린 결론에 따르면 관파단의 주된 요인은, (1)free span에 형성된 틈새,

(2)caustic-sulfate의 2차계통수질 조건, (3) 파단관의 민감한 미세조직, (4)스크래치로
인한 잔류응력등이었다.

발전소 운영업자인 Arizona Public Service Company는 사고 후 몇 가지의 조치를
취했는데 다음과 같다: Resin이 안전적으로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기 위해 condensate

demineralizer를 수리하였으며, 의심이 되는 관은 모두 관막음 하였고 2차계통수에
보다 엄격한 몰비조절(molar ratio)을 하였으며 resin 감시프로그램을 설치하였고, 증
기발생기로의 철 성분 유입을 줄였고, hydrazine 농도를 높이는 등의 조치를 하였다.

(11) Tihange 3

1996년 7월 23일 Tihange 3호기의 증기발생기에서 40020 l/hour 의 냉각수 누설이
보고되었는데 2차측에 있던 이물질에 의한 마모가 원인이었다. 발전소를 정지한 후
인출하여 검사한 결과 35 mm이 축방향 파열이 확인되었으며 결함의 형상도 마모임
이 확인되었다.

이 사고로 파열된 관을 포함하여 주변의 관을 검사하였고 그 결과

60 여개의 관을 예방관막음 하였다.

다. 각 국에서의 규제기준

전열관의 파열은 시기 적절한 검사를 통해 그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의 전열관 검사기준은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그 기준이
다른 이유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2]

(1) 증기발생기의 구조가 다르고 사용된 전열관 재료가 다르다.
(2) 어떤 나라에서는 보수적인 fitness-for-service(acceptance) 기준을 설정하고 검
사회수를 적게 적용하는가하면 어떤 나라에서는 보다 엄격한 fitness-for-service 기준
을 적용하고 검사도 엄격하게 하기 때문이다.

(3) 검사빈도와 검사의 성능이 여러 결함이 새로 발생됨에 따라 발전하기 때문
에 나라별로 기준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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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기준도 국가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으며[2], 검출되는 어떤 결함도 모두 보수
하여야 한다고 하는 일본의 엄격한 기준과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관두께의

40%까지는 결함성장을 허용하는 여러 나라에서의 적용 기준이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발전소 유형에 따라서 미국이나 프랑스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1) ODSCC에 대한 미국의 대체보수기준

미국에서는 관 지지 판에서의 2차측 IGSCC/IGA에 대한 대체보수기준을 설정하
고 있다. Trojan plant에서 발생한 대규모 IGSCC/IGA에 대처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
로 관막음이나 보수해야 할 관의 수를 줄이기 위해서 새로운 fitness-for-service(보수
기준)를 모색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bobbin coil 자료와 관의 파열압 사이의
관계를 찾는 일부터 시작하였다. 이를 위해서 EPRI에서는 여러 발전소의 인출전열
관으로부터의 자료와 model boiler관으로부터의 자료들을 모았다. 비파괴 검사는 관
인출전에 하였으며 파열시험은 상온에서 수행하고 고온에서의 거동을 평가하기 위
해 기계적 성질 감소를 고려하였다.

또한 다음 가동주기에서의 결함의 성장을 평

가하기 위해 6개 발전소의 자료들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연구결과 USNRC에서 제시한 voltage 보수기준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
다.
대상 증기발생기: Westinghouse type의 3/4, 7/8 inch tube,

alloy 600, drilled hole, axially oriented ODSCC
- Bobbin probe로 2.0 volts이하의 신호를 보이는 7/8 inch 관은 다음 주기까지
그대로 둘 수 있다.

- Bobbin probe로 1.0 volts이하의 신호를 보이는 3/4 inch 관은 다음 주기까지
그대로 둘 수 있다.

- 위의 기준값을 넘더라도 MRPC 검사에서 결함신호로 확인되지 않을 때에는
그대로 둘 수 있다.

- 그 이상의 결함신호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수하여야 한다.

(2) PWSCC에 대한 미국의 대체보수기준

미국의 많은 발전소에서 채택하고 있는 기준 중의 하나는 F* 기준인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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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ll transition의 아래쪽 또는 관판 상단의 일정한 높이 내에 생긴 결함에 대해서는
결함의 크기에 관계없이 보수 없이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F*길이는 관이 빠
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확관부위의 길이인데 일반적으로 38 ~ 51 mm이다. 다시 말
하면 F*기준이라 함은 결함이 관판속에 들어 있어서 관 파단이나 파열이 생길 가능
성이 매우 낮을 때 적용하게 되는 것이다. 아래 식은 허용 가능한 최대균열길이를
나타낸다(Fig. 2.1.8.2 참조).[4]

A = a + aTS - aCG - aNDE
이때 A는 허용 가능한 균열 길이이며, a는 파열실험에서 기준길이이고, aTS는

tubesheet constraint이며, aCG는 다음주기동안의 하용 가능한 결함의 길이,

aNDE는

측정불확실성 정도이다.

(3) 벨기에의 기준
미국의 기준을 견본으로 하여 채택한 관 두께 40% 기준이 너무 보수적이며 적
용에 탄력성이 없다고 여기고 가동중검사에 대한 요구조건을 개정하였다. 그 내용
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검사의 목적: 관에 손상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규정 및 어떤 기구인지에
대한 정의. 결함 성장속도를 평가하고 관막음/보수 기준과 비교할 것. 관막음 또는
슬리빙 관을 결정할 것.

- 검사프로그램에 들어갈 내용을 명시할 것: 검사기법 및 절차, 검사해야 할 관
번호와 위치, 각 손상형태에 따른 관막음 및 슬리빙 기준 설정.

- 일반적인 요구사항: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결함을 효과적으로 검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요구사항. 검사를 위한 최소 시편수(3 %) 및 상세검사를 위해 필요한
시편의 수에 대한 규정.

이러한 벨기에의 기준은 결함의 종류 및 결함의 위치에 따라 다른 기준이라고할
수 있다.

(4) 캐나다의 기준
일반적인 기준은 다음 가동중 검사 때까지 결함이 관두께 40%이상으로 진전하
지 않으면 된다는 것이나 최근에 그 내용을 바뀌어 fitness-for-service기준이 만족될
경우 그 값을 넘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 fitness-for-service 기준은 아래의 사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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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증기발생기 전열관의 파열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밝힐 것.
- 모든 발생 가능한 관 손상으로 인한 냉각수 누설이 있을 경우 예측되는 방
사능 누출과 기준치 사이에 여유가 있을 것.

- 사고가 일어난 후 운전조건이 제어 가능하고 전반적인 결과들이 받아들여질
정도의 적절한 절차일 것.

(5) Czech republic의 기준
전열관의 결함 깊이가 관두께의 80%이상이 되면 관막음한다. 이 기준은 제작사
인 Vitkovice에 의해 설정된 것일 뿐 규제기관에 의해서 승인된 것은 아니다.

(6) 프랑스의 기준
전열관 파열을 방지하기 위해 EdF와 규제기관인 DSIN에 의해 결함의 형태와 위
치에 따른 fitness-for-service기준이 채택되었다. 고온관측의 확관천이 부분의 PWSCC
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매 주기마다 모든 관을 MRPC 방법으로 검사해야 한다.

U-bend 지역의 PWSCC 검출을 위해서는 row 1의 모든 관과 row 2에서 몇 개의 의
심관을 검사해야 한다. 2차측의 관지지판 부위의 ODSCC/IGA를 검출하기 위해서는
고온관측 관지지판을 bobbin coil로 검사해야하며 결함가능성이 큰 발전소에서는

MRPC를 이용하여 검사해야한다. 또한 슬러지가 쌓여 있는 부위의 고온관측 전 관
을 bobbin coil을 이용하여 두 주기에 한번씩 검사해야 한다.

N-16방사능 검출기로 72 l/hr. 이상의 누설이 검출되면 즉시 가동 중지해야 하며
가동 중지해야 할 수동검사(measured manually)된 누설율은 아래와 같다.

- 확관 천이부위가 PWSCC에 민감하지 않은 발전소: 3 l/hr.
- 확관 천이부위가 PWSCC에 민감한 발전소: 5 l/hr. 또는 시간당 증가속도가
1 l/hr.이거나 증기발생기 간의 편차가 3 l/hr.인 경우.

프랑스에서는 각 부위별, 각 결함별로 약간씩 다른 기준을 작용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우선 확관천이 부위에서의 축방향 PWSCC의 길이기준은 균열길이 평가결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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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steam line이 파단되는 동안의 관의 파열에 대한 해석에 기초한 것이다. 임계균
열길이와 파열압 사이의 관계는 실험으로부터 얻어진다. 이 해석결과 900 MWe 발
전소에 대한 최대허용 균열길이는 13 mm이며 이 기준은 1300 MWe급 발전소에 대
해서도 임시로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원주방향의 PWSCC에 대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이유로 인해 반드시 관막음해야
한다. 첫째, 파단전 누설을 보인다는 이론(leak before break)은 원주균열에는 적용되
지 않는데 그 이유는 원주방향의 균열들은 거의 파단에 이르기 전까지도 관통(100

% throughwall)에 이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균열은 관 둘레 방향으로 먼

저 전파해 간다는 것이다. 둘째로, rotating pancake coil을 이용할 경우 두께 50%이
하의 결함은 검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원주방향균열이 발견되면 파

단으로 갈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U-bend 내부열(row)에서의 PWSCC는 모두다 관막음 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이
위치의 관들은 인출검사를 하기가 불가능하며 따라서 균열길이와 비파괴검사 결과
와의 관계를 찾는 일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관지지판에서의 ODSCC에 대해서 관막음 또는 슬리빙 기준은 bobbin coil 전압기
준으로 2 volts 이며 이는 미국에서의 기준에 의하면 17 volts에 해당한다. 미국에서
기준값이 큰 이유는 결함관이 파열되기 전에 관지지판에 의해

지지되고 있다는 가

정에 따른 것이다. 17 volts는 bobbin coil 비파괴검사에서의 진폭(전압)과 관지지판이
있을 때의 파열압사이의 관계식 및 다음 가동주기 동안의 예상되는 균열성장 그리
고 측정오차의 허용치를 고려하여 정해진 값이다.

슬러지 파일 속에서의 ODSCC 및 IGA에 대해서는 bobbin coil 진폭을 기준으로
하는데 축방향균열이 없이 500 mV 이상을 보이거나, 10 mm나 그이상의 축방향 균
열이 있을 때는 200 mV, 그리고 bobbin coil 및 MPRC의 두 방법으로 다 검출되는
결함에 대해서는 관막음이나 슬리빙을 해야한다.

위에 언급하지 않은 다른 결함 즉, 이물질에 의한 wear, AVB에서의 wear, free

span 결함 등에 대해서는 ASME 40 %기준을 적용한다.

(7) 독일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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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가동조건이나 설계기준이 사고시에 관의 파열을 막는다고 하는 기준에 의
해 보수한다.

결함관에 대한 평가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는데 50%이상의 관

두께를 지나간 결함에 대해서는 관막음한다. 이 결과 또한 burst 시험결과 얻어진
것들이다.

(8) 일본의 기준
어떠한 결함도 인정하지 않는 정책이다. 여기서의 결함이란 관두께의 20%를 넘
는 균열, 공식, wall thinning등의 모든 형태를 다 포함한다. 누설의 징후를 보이는
어떠한 발전소도 곧바로 정지하고 누설요인을 찾아야 한다. 20%이하의 깊이인 것으
로 나타나는 결함인 경우에는 지난 주기 검사결과와 비교하여 성장이 없을 때는 아
무런 조치없이 받아들여진다.

(9) 러시아의 기준

일본과 마찬가지로 누설을 허용하지 않는 정책이며 누설의 징후가 나타나면 관
막음한다. 관재생을 한 경우는 없다.

(10) Slovenia의 기준

Slovenia는 전통적인 40% 관두께 결함일 때 보수하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한
발전소에서는 45%깊이의 결함 기준으로 보수한 적이 있는데 이것이 다소 보수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져 아래와 같은 결함유형에 따른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확관부위
의 축방향 균열에 대해서는 P*기준과 균열길이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P*기준은 top

of tubesheet 아래 적어도 38 mm에서 76mm내에 있는 어떤 결함도 허용하며
tubesheet내에 있는 어떤 결함도 허용한다는 것이다. 길이기준은 길이가 6 mm 이하
이면 앞에서 언급한 Belgium의 기준을 적용하며 tubesheet 위 7mm이상의 길이를 갖
는 관 은 45%기준에 맞지 않는다 해도 보수해야 한다. 확관 부위의 원주방향 결함
에 대해서는 모두 보수해야한다. 반경이 작은 U-bend관에서의 결함도 모두 보수해
야 한다. 관지지대 부위에서의 ODSCC에 대해서는 EPRI가 제시한 진폭기준의 방법
을 적용하고 있다. 그 외에 45% 이상의 관두께를 침투한 결함에 대해서는 모두 보
수해야 한다. 또한 재생관에 대해서는 가동중검사 때 모두다 검사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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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스페인의 기준

새로운 기준을 세우기 위해 여러 연구기관들이 공동연구를 수행중에 있으며 기
본적으로는 '사고시의 임계균열 길이가 정상가동 중에는 넘지 않아야 한다.'는 프랑
스의 기준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12) 스웨덴의 기준
스웨덴에서의 규정에 대한 검토는 기존의 40%기준이 아니라 50% 관두께 이상으
로 결함침투가 있을 경우 보수해야한다는 미국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각종 결함의 종류에 따른 보수기준이 개발되고 있다.

(13) 스위스의 기준
관판내에 있는 결함을 그 깊이에 관계없이 관재생 작업을 하여야 하며 50% 이
상으로 관두께를 침투해 들어간 결함에 대해서는 관막음 해야한다.

라. USNRC 주관 연구프로그램

(steam generator tube integrity program)
USNRC에서 1976년에 steam generator confirmatory 연구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이 연구는 증기발생기 전열관에서의 응력부식균열을 예측하는 연구와 가동중 비파
괴검사기술을 향상시키는 연구로 나뉘어 시작되었다. 이 1단계의 연구는 Battelle

Pacific Branch Laboratory가 주관 연구기관으로 하여 수행되었으며 연구결과는
NUREG/CR-0718의 보고서로 발간되었다.[5]

(1) Steam generator tube integrity
가동중에 손상된 전열관에서의 누설속도 및 파열압을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하고,
결함의 위치와 크기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비파괴검사 기술을 확립한다는 두 개의
목표를 설정하였다. 고압의 autoclave를 이용하여 화학조성과 온도, 압력 분위기를
증기발생기와 같이 모사한 분위기에서 수행한 파열시험에서는 가상사고(los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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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ant(LOCA), Main steam line break(MSLB))하에서 예상되는 값 보다 더 높은 압력
에서 파열됨을 알았다. 이 당시에 사용한 single-frequency eddy current 기술로는 기
계 가공한 많은 결함들의 크기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였으나, 그 당시의 관막음기
준이 사고에 대한 여유도 관점에서 보수적임을 보여주었다.

(2) Stress corrosion cracking of PWR steam generator tubing

이 연구는 Inconel 600 재료가 정상 가동조건, 비정상가동조건에서 일으키는 응력
부식균열을 예측하기 위한 자료 및 model를 개발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탄소함
량, 온도, 응력, 냉간가공도, 수화학이 응력부식균열의 개시 및 전파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 연구결과는 Nuclear technology(vol. 55, page 383)에 발표된
바 있다.[6]

(3) Improved Eddy Current Inservice Inspection for steam generator tubing

이 연구에서 multifrequency(3 probes) 기법을 채택함으로서 비파괴 검사성능을 개
선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 기법은 아래의 여러 인자들을 분리하거나 측정하고
제거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 관 지지판에서의 denting을 포함한 관 직경의 변화, probe의 움직임, 관지지판
의 존재유무, 관두께, 원주방향 및 축방향의 위치, 결함의 크기.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1981년 말에 개선된 기법들이 현장검사에 적용되기 시작
하였다.

(4) NRC steam generator tube integrity program

1 단계에서의 연구결과들은 전열관의 건전성 및 검사 신뢰성 평가에 중요한 관
계식을 도출하여 가동중인 원전의 증기발생기 안전 조업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그
당시에는 denting이나 wastage 등의 결함이 주로 발생하였으며 이에 대한 검사기술
의 향상에 주력하였다. 그러나 가동연수가 길어지고 원전 2차계통의 수화학 요인들
이 바뀜에 따라 응력부식균열이 주가 되는 새로운 형태의 결함이 나타나기 시작하
였으며 최근에는 이물질로 인한 fretting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이로 인한 관손상을
효과적으로 발견하고 보수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해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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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USNRC에서는 1997년부터 5년 계획으로 제 2차 국제 증기발생기 전열관

International Steam Generator Tube Integrity

Program,

ISG-TIP-II)을 시작하여 2001년에 마치고 현재는 3단계 연구를 추진중이다.

이 연구

건전성

연구프로그램(2nd

프로그램은 미국의 Argonne National Laboratory(ANL)가 주관이 되고 Westinghouse,

EPRI, Rockwell science Inc. 및 캐나다의 AECL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우
리연구소(KAERI)와 KINS가 참가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기술적 연구과제와 한 개의 과제관리 부
분으로 나뉘어 있었다.

- Assesment on Inspection Reliability
- Research on ISI technology
- Research on Degradation modes and Integrity
- Tube Removals for Steam generators
- Program Management
Assesment on Inspection Reliability 분야의 연구 목적은 현재 사용되고 있거나 앞
으로 사용하게 될 검사기술에 대해 평가하고 신뢰성을 정량화 하는데 있다.

검사

기술의 신뢰성과 정확도는 관막음 기준 및 검사 후 다음주기동안의 결함성장추이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비파괴 검사결과는 발전소에서 손상을 보인 결함
관에 대한 파괴검사결과와 비교하여 신뢰도를 높인다.

이 연구를 위해 모의증기발생기를 ANL에 만들었으며 높이가 3.66m인 이 설비는

7/8 인치 직경의 관이 400개 넣을 수 있는 구멍이 마련되어 있다.

개략적인 모양은

Fig. 2.1.8.3과 같으며 현재 설치된 관이 가지고 있는 인공 및 자연결함의 종류 및
결함의 위치는 아래와 같다.

결함의 종류: Circumferential and Axial ID and ODSCC in roll transition.

Axial ODSCC in TSP.
Axial IDSCC in dents at TSP.
ODSCC in free span.
IGA, Waer/Wastage, Fatigue.
결함의 위치: Top of tubesheet, Free span, tube support plate.

2002년 4월 현재, 이 결함에 대해서 한국에서 KAITEC을 포함하여 미국에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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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에서 round robin 평가를 수행하고 최종보고서를 준비중이다.

이

연구에

관련하여

1995년

미국에서

Committee

on

Nuclear

Regulatory

Activities/Committee on the Safety of Nuclear Installations(CNRA/CSNI) workshop이 열
렸다. 이 회의에서는 최근(2001.5)에 한국의 영광 4호기에서 발견된 것과 같은 원주
방향의 2차측 응력부식균열에 대한 검사기준을 언급하였는데, 벨기에와 카나다의
경우에는 확관천이 구역의 원주균열이나 U-bend지역에서 발견되더라도 일정기간동
안은 운전을 허용하고 있으나 그 외의 나라들에서는 발견되는 즉시 관막음을 한다
는 내용이 회의자료에 나와있다.[8]

Research on ISI technology 연구분야에서는 결함관에 대한 신뢰성 있는 가동중
검사를 위해서 개선된 비파괴 검사 및 신호분석기술을 평가한다. 이 연구를 통해
와전류 probe의 response와 결함의 형태, 누설속도, 파열압 간의 관계가 도출 될 수
있다. 역점을 두고 있는 네 개의 연구내용은 아래와 같다.

- probe 형상, 결함특성, 재료특성에 따른 EC response를 예측하는 기술.
- 효율적인 신호분석 절차개발.
- 복잡한 형태의 결함을 잘 나타낼 수 있는 기법에 대한 연구.
- 개선된 probe design에 대한 평가.
Research on Degradation modes and Integrity 분야에서는 파열 및 누설 시험과 비
파괴 검사 장비 및 검사기술을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자연결함을 실험실적으
로 생산하는 연구를 하고 있다. 발전소에서 인출한 전열관이 가지는 결함이 가장
좋은 시편일 될 수 있겠지만 방사능을 띠고 있는 문제로 인하여 시험실에서 자연결
함에 유사한 결함을 가진 관을 제작하는 일이 중요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상온
의 실험장비는 물론이고 고온 압력용기(autoclave)가 이러한 균열관을 제작하는데 사
용되고 있다.

또한 model boiler도 증기발생기 2차계통을 모사하기 위해서 제작되었는데 그 개
략도는 Fig. 2.1.8.4와 같다.[7] 이 장치를 이용하여 1/2차 계통의 열전달에 의해 2차
계통의 틈새에 화학물질이 농축되어 이로 인한 응력부식균열들의 결함을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는 가혹한 분위기에서의 만들 수 있는 결함과는 다르며 실제
발전소의 결함과 보다 더 가까운 양상을 보일 것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 장비는
이용하여 틈새화학을 연구할 수 있는 성능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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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 및 누설시험장비도 ANL에 제작되어 있다. 이 장치를 이용하여 결함을 가진
관의 파열압, 파열양상, 여러 온도에서의 누설속도등에 대한 자료를 얻을 수 있다.
고압 전열관 시험설비는 가상적인 설계기준 사고(main steam line break, MSLB)시
의 냉각수 누설양을 측정하기 위해서 압력을 최고 7500 psi까지 올리고 최대유속이

45.4 l/min.인 파열-누설측정시험 장치가 ANL에 제작되어 있다.

중대사고(severe accident)시 고온에서 결함관 또는 무결함관의 파열압 또한 관심
의 대상이다.

이런 목적을 위해 고온에서의 누설시험장치를 제작하게 되었는데

이 장치의 개략도는 Fig. 2.1.8.5와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NUREG/CR-6511 vol.4[7]에
자세히 나타나 있다.

㵬Ḕⱬ䜀
[1] Steam generator progress report, EPRI, 1997.
[2] E.MacDonald, NUREG/CR-6365(INEL-95/0383), "Steam Generator Tube Integrity",
1996.
[3] D.R.Diercks. et al., Nuclear engineering and design, 165, p.143, 1996.
[4]

R.W.

Staehle,

Proceedings

of

3rd

NACE

International

Relations

Committe

Symposium, Cambridge, UK, Spet, 23-26, 1991.
[5] J.M.Alzheimer, NUREG/CR-0718, "Steam Generator Tube Integrity Program-Phase I
report", 1979.
[6] Nuclear technology, vol. 55, page 383
[7] S.Majumdar, NUREG/CR-6511, vol4. "Steam Generator Tube Integrity Program",
1999.
[8] NUREG/CP-0154, Proceedings on CNRA/CSNI workshop on Steam Generator Tube
Integrity in Nuclear Power Plants" Argonne, Il. Oct.30-Nov.2, 1995.

9. Database 구축

본 과제에서 생산된 국내 가동원전 증기발생기 archive 전열관 재료에 대한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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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평가자료는 모두 database를 구축하고 있으며, 구축된 자료는 부식손상 원인규
명, 손상관리, 수명예측, 재료설계 사양자료, 수명향상 및 안전가동을 위한 기준, 규
제기준 및 정비기준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각 호기별 전열관 archive 재료를 이용
하여 생산된 자료는 각 발전소별(plant specific) 고유 손상에 대한 가동 가이드라인
설정 등에 필요한 필수적인 자료로 앞으로 2단계에서도 계속 database를 확충 및 보
완하여 나갈 예정이다.

Archive 전열관 재료의 손상특성 평가자료 뿐만 아니라 부식 저항성이 우수한 재
료의 개량/개선 및 부식억제기술, 전열관 재료 제조공정기술 개발과 관련된 자료도
모두 database화하여 언제나 자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
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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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8.1. United states tube leak forced outages(1989-1996)[1]

Leak rate

Year

Plant

Date

1989

Palisades

Jan-89

liter/hr.
23

Zion 2

Feb-89

Kewanee

1990

1991

Outage duration

Probable cause

31 days

IGA/SCC at dented SP

70

17 days

PWSCC row 1

Feb-89

18

11 days

IGA/SCC

North Anna 1

Feb-89

16,805

34 days

Cracked plug

McGuire 1

Apr-89

122,634

65 days

SCC

San Onofre 1

May-89

111

30 days

Leaking plug

Beaver Valley 2

Jun-89

77

18 days

Foreign object

Palisades

Sep-89

68

28 days

IGA/SCC at dented SP

St. Lucie 1

Jan-90

0.5

21 days

Foreign Ogject

TMI 1

Mar-90

227

11 days

Fatigue

Millstone 2

May-90

36 days

Cracked plug

North Anna 2

Aug-90

6

73 days

Cracked plug

Oconee 2

Nov-90

21

10 days

Fatigue

Shearon Harris

Nov-90

8

25 days

Loose part

Main Yankee

Dec-90

227

28 days

PWSCC

San Onofre 1

Apr-91

24

30 days

Leaking sleeve joint

Millstone 2

Apr-91

11

10 days

SCC(U-bend)

Millstone 2

May-91

11

42 days

Circ. Crack(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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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8.1. United states tube leak forced outages(1989-1996)(계속)[1]

Year
1992

1993

1994

Plant

Date

McGuire 1

Nov-92

ANO 2

Leak rate

Outage duration

Probable cause

39

12 days

Freespan crack

Mar-92

57

54 days

Circ. Crack(TS)

Prarie Island 1

Mar-92

23

12 days

Axial crack(RTZ)

Trojan

Nov-92

32

Indefinite

Circ. Crack

Palo verde 2

Mar-93

54,504

105 days

Free span IGSCC

Kewanee

Jun-93

16

7 days

Leaking tubesheet plug

McGuire 1

Aug-93

29

35 days

Sleeve Failure

Braidwood 1

Oct-93

47

18 dyas

Freespan crack

McGuire 1

Jan-94

16

33 days

Leaking sleeve

Oconee 3

Mar-94

23

9 days

Fatigue

Southtexas pjt 1

Mar-94

25

12 days

Leaking plug

Zion 2

Mar-94

227

10 days

TS crevice IGA

Oconee 2

Jul-94

23

10 days

Fatigue

Main Yankee

Jul-94

8

30 days

Cir. crack(PWSCC)

liter/hr.

1995

None

1996

Byron 2

Aug-96

19

ANO 2

Nov-9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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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ose part
30 days

Axial crack(#1Heggcrate)

Table 2.1.8.2. Summary of the leak rate, degradation mechanism, rupture location and stressor information associated with the eleven ruptures[2]
ⵐ㈑㢰

75.2.26
76.9.15
79.6.25
79.10.2
82.1.25
84.5.16
87.7.15
89.3.7
91.2.9
93.3.14
96.7.23

ⵐ㤸㋀⮹

Point Beach-1
W-44
Surry-2
W-51
Doel-2
ACE-44
Prarie Is.-1
W-51
Ginna
W-44
Fort Calhoun
CE
North Anna-1
W-51
McGuire-1
W-D2
Mihama-2
MHI-44
Palo Verde-2
CE-80
Tihange-3
ACE-E

㺐⌸㉘㡜
(GPM)

㋄ㇵὤẠ

䑀㜨䆠ὤ

㢅⥙㠄㢬G ⵃG

䑀㜨㠸㾌

ὤ䇴㢬㣄

2 adjacent ruptured bulges each about 20 고온관 외곽 관지지대

다량의

mm long and wide

약간위

불량

PWSCC

114.3 mm long axial crack

U-bend 정점, R1C7

PWSCC

100 mm long axial crack

U-bend 정점, R1C24

125

Wastage

330
135

불순물퇴적,세관세정

지지판 변형에 의한세관 굽힘
으로 고응역 및 찌그러짐
제작시의 굽힘에 의한 높은
잔류응력

관다발외곽,고온관측

336

Loose part wear

38 mm long axial fishmouth opening

관지지대 76mm상부

관세정 부품 잔류

R4C1

760
112

Loose part wear
and fretting
ODSCC

100 mm long axial fishmouth opening
32

mm

long

axial

crack(fishmouth

opening)

637

High cycle fatigue 360

500

ODSCC

degree circ. crack

고온과측관지지대

baffle plate debris 잔류

127mm상부, R42C55
고온관측 수직지지봉 사이 상부
의 수평부분, R84C29,파단은아
래방향으로

~700

고주기 진동, denting

상부, R9C51

AVB지지불량

240
167

ODSCC
Loose part wear

길고 좁은 groove, 오염물 가

long groove, 9.5 mm wide at the max. 관지지대 711mm상부,

High cycle fatigue 360

능성

R18C25

degree circ. crack

65 mm axial fishmouth opening in a 250
mm long axial crack
35 mm axial cr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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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2차측염기성 분위기

저온관측의 7번지지판

95 mm long axial crack in a 645 mm 저온관측 하부 지지판,
point

수직지지봉 부식에 의한 관변

저온관측 6번 관지지판

고주기 진동,

상부, R14C45
고온관측

지지판8H와

freespan,지역,
R117C144
관판상부, 관다발외측

AVB지지불량
9H사이

틈새생성 , 침적물퇴적 , 염기성
분위기,민감재료

2차측의 이물질에 의한 마모

Fig. 2.1.8.1. CE type anti vibration bar arrangement[2]

Fig. 2.1.8.2. P*-F* regions at intersection of tube and tube sheet[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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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8.3. Schematic diagram of SG mock up tube bundles[2]

Fig. 2.1.8.4. Steam generator multitube corrosion cracking facility[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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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8.5. High pressure leak nad burst test facility[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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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전열관 수명향상 및 손상억제를 위한 전열관 재료개량/
개선 및 억제기술 개발
1. Serrated 결정입계의 형성 및 미세조직 특성
증기발생기 전열관 재료로서 고온 기계적 성질과 내식성이 우수한 Alloy 600이
널리 사용되어 왔다. 이 합금은 Ni-15Cr-9Fe를 주성분으로 하는 오스테나이트계 고
용체 합금으로서 우수한 고온 특성과 내식성을 갖기 때문에 증기발생기 전열관 재
료뿐만 아니라 기타 구조재료로서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그러나 원전 가동 중 재질,
환경, 응력의 복합적 작용으로 입계응력부식균열 및 각종 부식 손상이 발생되는 문
제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Cr의 함량을 약 2배 증가시킨 Ni-30Cr-9Fe 조성
의 Alloy 690 재료의 사용이 일반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Cr함량의 증가는 탄화물
석출시 문제되는 결정입계의 Cr 고갈현상을 현저하게 억제시키게 되므로, Alloy 600
에 비하여 부식손상 저항성이 훨씬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합금성분의 변화로부터 부식저항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외에 결정입계의
거동을 조절하여 재료의 물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다각적으로 진행되어 왔
다. 특히 결정입계를 serrated( 톱니모양 또는 파형입계) 형태로 조절함으로써 고온
내열합금의 creep-fatigue 특성을 향상시키려는 연구개념이 대표적인 경우이다[1, 2].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개념을 적용하여 Alloy 600 재료의 serrated 결정입계 형성과
이에 따른 재료의 기본물성과 부식특성의 향상 여부를 조사하고자 serrated 결정입계
형성조건과 이의 미세조직 특성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를 수행하였다.

참고문헌

1. H. F. Merrick and S. Floreen, Metall. Trans. A, 9A, p.231 (1978)
2. M. Tanaka, H. Iizuka and F. Ashihara, J. Mater. Sci., 23, p.3827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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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정입계특성 조절에 의한 재질개량
Ni-base 합금인 Alloy 600 재료는 적당한 고온 강도와 우수한 내식성을 가지므로
원자력 발전소의 증기발생기 전열관 재료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원전 가동년수
가 증가함에 따라 재료의 미세조직특성, 응력상태 그리고 가동 환경인자들이 복합
적으로 작용하는 조건에서 1, 2차측 응력부식균열을 포함한 다양한 부식손상을 일
으킨다.[1] 이러한 부식손상 기구해석, 원인규명 등에 관한 연구가 다각적으로 많이
진행되어 왔으며[2-5], 최근에는 결정립계특성 조절개념[6]을 도입하여 물성을 향상
시키고자 하는 연구들도 시도되고 있다.[7-9]

결정립계특성 조절이란 재료의 제조공정 변수 중에 가공열처리 등의 방법으로
결정립계 구조를 변화시키므로써 재료의 물리적, 기계적, 화학적 특성 등을 향상시
키는 기술이다. 재료의 결정립계는 높은 에너지 상태의 high angle grain boundary

(HAGB)와 낮은 에너지를 갖는 low angle grain boundary(LAGB), 그리고 HAGB중에
서도 결정립간의 특수한 방위관계로부터 coincidence site lattice(CSL) 조건을 만족하
는 낮은 에너지 상태의 특수한 결정립계(special HAGB)로 구분된다[10]. 1960년대
이후 CSL 입계가 재료물성에 미치는 특수한 효과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어
왔으나[11-13], 결정립계 분석기술의 제한적 요소들로 인하여 큰 발전을 이루지 못
하였다. 그러나 80년대에 결정립계의 회전축과 각도를 단시간 내에 해석할 수 있는

EBSP(electron backscattered diffraction pattern)[14]가 개발되므로써 결정립계특성 해석
분야의 연구가 실질적으로 활성화되었다.

Alloy

600

재료의

물성향상을

위하여

적절한

가공열처리(thermomechanical

treatment, TMT)를 적용하여 CSL 입계분율을 증가시킬 경우 결정립계특성 변화에
의한 부식저항성 향상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5,16] 본 연구에서는
결정립계특성 조절이 Alloy 600 재료의 부식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몇 가지의 가공열처리 조건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CSL 입계의 분포변화를 분석하
고 가공열처리된 재료의 입계부식(intergranular attack, IGA) 및 응력부식균열(stress

corrosion cracking, SCC) 거동을 조사,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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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합금원소 첨가에 의한 합금개량
2차측 냉각수 중에 부식억제제 등을 첨가하여 응력부식균열을 억제하는 방법에
비해 응력부식균열에 대한 저항성이 향상된 재료를 개발하여 전열관 재료로 적용하
는 것은 보다 안전하고 적극적인 방법으로써 최근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iron-base
합금계에서 Ce이나 CeO2를 미량 합금화 하였을 때 이들은 피막중에서 Cr2O3의 핵생
성을 크게 향상시키며, Cr 산화물 형성에 필요한 임계 Cr 농도를 감소시킴으로써
부식저항성을 향상시킨다고 보고되고 있다.[1,2] 이러한 보고는 10% NaOH 수용액에

CeB6를 첨가하였을 때 균열 선단에서의 피막 외층에 Cr 농축이 일어나고 SCC 저항
성이 향상되는 본 연구결과와 매우 유사한 특징을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Ce을 합금원소로서 Alloy 600 합금 중에 미량 첨가하여 응력부식균열에 대한 저항
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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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Laser surface modification
1960년대 초에 T.H. Mainman이 루비레이저를 발견한 이후 현재까지 여러 가지
다양한 레이저가 개발되어 과학, 공학, 의학 등의 폭넓은 범위에서 응용되고 있으며
레이저는 20세기에 가장 큰 과학적 기술적 진보 가운데 하나로 간주되고 있다.

레

이저 재료가공(laser materials processing) 분야는 레이저 응용의 일부에 불과하지만
레이저의 잠재적 능력과 현재까지 개발된 열원(heat sources)들 가운데 가장 큰 에너
지밀도(power density)를 갖고 있어 산업기술에서의 중요성이 점점 증대되고 있다.
레이저 재료가공기술은 1980년대 초부터 북미, EC, 일본을 중심으로 산업에 응용되
고 있으며, 특히 절단, 천공(hole drilling), 등의 재료소거기술(material removal

technologies)이 산업응용에 주종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레이저 용접기술과 표면개질
기술 (surface modification technologies)의 응용도 매년 증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
며 많은 과학자와 공학자들은 레이저의 잠재적 능력과 융통성으로 인해 다음 세기
의 산업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리라 예측하고 있다.

원자력분야에서의 레이저 재료가공기술은 주로 현재 운전중인 원자력발전소의
유지 보수를 위한 신 보수기술 개발, 발전소 부품재료의 성능향상을 위한 표면개질
기술의 개발, 그리고 용접기술의 적용 등의 차원에서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등의
선진국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1-6]

보수차원으로 연구되고 있는 레이

저 재료가공기술로는 레이저 용접 슬리빙기술(laser-welded sleeving technology)과 레
이저 증기발생기 보수기술(laser steam generator repair technology)등이 있다.

일본의

미쓰비시 중공업에서는 증기발생기 전열관의 손상을 보수하기 위해 현재 사용되고
있는 블레이징 슬리빙기술(brazing sleeving technology)보다 응용범위가 넓고 작업효
율이 뛰어난 레이저 용접 슬리빙기술을 연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225 m 길이의
광 화이버(optical fiber)를 통해 고출력 빔을 전송시킬 수 있는 빔 전송시스템과 전
열관 내부에서 용접을 수행하는 용접 프루브(welding probe)를 개발하였다.[2]

그리

고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에서는 증기발생기의 전열관 외벽에 발생한 균열(OD

cracks)을 레이저를 사용하여 용융시킨 후 재응고시켜 OD 균열을 제거하는 레이저
증기발생기 보수기술을 개발하여 미국 Duquesne Light사의 Beaver Valley-1에 시험을
하였다.[3] 또한 원자력 소재의 내부식성, 내마모성 등의 재료성능을 향상시키기 위
하여 레이저 열처리(laser heat treatment), 레이저 표면용융(laser surface melting), 레이
저 표면합금화(laser surface alloying), 레이저 클레딩(laser surface cladding)의 표면개
질기술이 연구되고 있다.[6] 이외에도 방사능에 오염된 부품, 파이프등의 배관재, 그
리고 구조재 등을 제염하기 위해 페인트, 혹은 무기/유기 실런트(sealants)를 오염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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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에 발라주는 기존의 기술 대신 레이저 어블레이션, 레이저 표면용융, 레이저 표
면클레딩 등을 적용하는 제염기술, 레이저 용접, 그리고 레이저를 사용하여 원자력
발전소를 해체하는 기술 등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1,4-6]
본 과제에서는 현재 운전 중인 원자력발전소의 증기발생기 전열관(Alloy 600)에
레이저 표면용융 기술을 적용하여 전열관에 발생되는 응력부식균열(SCC)에 대한 저
항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신 보수기술과 새로 설치될 증기발생기의 재료성능을 향
상시킬 수 있는 표면개질 기술을 개발하여 부식특성평가를 수행하였고, 전열관에
발생된 균열을 열처리용 레이저 빔을 이용하여 보수하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그리
고 이를 위해 레이저 표면개질 연구에 적합한 레이저 열처리시스템을 구매, 제작,
설치하였으며, 관련된 기타 부속장치를 설계 제작하여 그들의 성능평가를 수행하였
다.

또한 레이저 공정 중, 제품의 품질향상과 재현성을 얻기 위하여 실시간에 시편

의 표면온도나 혹은 용융풀의 온도를 측정하여 이들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레이저
출력을 제어하는 레이저 출력제어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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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5. 전착기술에 의한 손상방지

원자력 발전소의 증기발생기 전열관에서 응력부식균열이나 공식과 같은 국부부식에 의해
발생하는 균열이나 핏트는 사고위험성을 증대시키고 잦은 운행중단으로 인해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 또한 이 열화가 더욱 심하게 진행되면 증기발생기 전열관의 교체 등으로 발전소의
지속적인 운행정지를 야기시킨다.

1980 년대 초반까지 증기발생기에 의한 가동율 손실이 4% 까지 되었으나 이후에는 운전경
험이 축적됨에 따라 점차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핵심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아직 확보되
지 않은데 따른 주기적인 정기검사와 전열관의 plugging 등의 수리의 필요성 때문에 1 ∼2% 의
가동율 손실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발전소 수명기간인 30-40 년 동안 증기발생기 전열관을 교체하게될 때 교체비용 뿐만
아니라 교체기간 (3 ∼6 개월)중의 교체전력의 비용까지 고려해야하므로 그 비용은 매우 크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수방법으로서 결함이 존재하는 전열관 내벽에 슬리브를 넣어 양끝을 기계
적으로 확관을 하거나 용접하여, 전열관의 결함부와 반응유체의 접촉을 방지하고 기계적 성질
을 회복시켜 사용하는 방법이 널리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방법은 기계적인 변형응력이
나 고온의 열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높은 잔류응력, 열영향부의 존재, 관의 변형과 미세조직
의 변화를 가져온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잔류응력 완화와 보수부의 잔여수명연장을 위하여 후
열처리를 수행한다. 기계적 확관접합의 또 하나의 문제점은 전열관 내벽과 슬리브 외벽사이에
틈새가 존재하게 되고, 여기서 틈새부식이 발생하여 전열관의 열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1994 년 OHT(Ontario Hydro Technologies)에서는 수천 ppm 이하로 P 의 함량을 제어한
nanocrystalline

Ni

전주도금기술과

전열관

내벽에서

in-situ 로

전주도금이

가능한

electroforming probe 를 개발하였다. 이 방법은 기존의 방법과 비교하여 저온에서 수행되므로
전열관에 열이나 응력의 인가가 전혀 없기 때문에 잔류응력, HAZ(heat affected zone) 존재,
전열관 모재의 미세조직변화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후 열처리가 필요없는 장점이 있다.
뿐만아니라 도금에 의해 형성된 나노 입자들은 강도, 경도와 연성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어
서 기계적인 특성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전기도금 기술을 이용한 전열관 보수는 이
미 유럽이나, 캐나다, 미국 등에 시행되어 적용 혹은 검토 중에 있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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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T 에서는 이 기술을 현장시험하기 위하여 OHT 의 Pickering Nuclear Generater에서
Monel 400 증기발생기 전열관에 시험하였으며, 1995 년에는 Duke Power Oconee Unit 1 에서
Inconel 600 전열관에 시험을 수행하여 성공적으로 전주도금 작업을 하였다.

최근 FTI에서는 Ni도금폐액의 UF/RO 와 농축건조를 이용한 처리기술을 개발하였고, OHT
에서는 개발한 electroforming 기술을 electrosleeve라는 trade mark로서 등록하였다. 그러나 국
내에서는 이러한 전주도금기술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다. 따라서 FTI, OHT 에서 보유하고 있
는 전주도금기술에 대응한 연구와 관련기술의 자체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Inconel 600 전열관에 대한 전주보수기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Nanocrystalline Ni 합금도금기술의 개발과 확보된 도금 기술을 이용하여 전열관 보수에 활용
할 수 있도록 전주도금 장치를 개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기초단계로써 전주장치 개발을 위
하여 전착탐침(electroforming probe)의 시작품을 제작하고자 하였으며, 공압시험기와 정류기를
제작하였다. 이와 함께 Ni-P 및 Ni-Fe-P 합금도금시 도금욕의 조성, 전류밀도, 첨가제, 교반 등
도금 조건의 변화와 도금 후 열처리에 따른 기계적 특성 및 미세구조 특성을 분석하여 도금층
특성에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의 영향에 대해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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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식억제기술
가. 서 론
가압경수로의 증기발생기 전열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Alloy 600은 응력부식균열,
입계부식, 핏팅 등과 같은 부식손상과 피로와 마모에 의한 기계적 손상을 겪고 있
다. 1999년 현재 전열관의 손상으로 인하여 증기발생기가 설계수명을 다하지 못하
고 도중에 교체된 사례는 51개 발전소에 이르고 있으며, 20개 발전소에서 교체를
준비중이다.[1] 이와 같은 전열관의 손상은 전열관에 대한 검사 및 보수와 교체 비
용을 유발하고 가동 안전성과 경제성을 위협하게 된다.
응력부식균열은 전열관의 내면에서 균열이 개시되는 1차측 응력부식균열과 전열
관의 외면에서 균열이 개시되는 2차측 응력부식균열로 세분되는데 전세계적으로 2
차측 응력부식균열의 빈도가 크다. 그 이유는 2차측의 tube sheet나 tube support

plate 위치에는 전열관과의 사이에 crevice가 형성되고 슬러지가 침적하기 때문이다.
이 때 발전소별로 슬러지의 성분과 2차측 수화학에 따라서 crevice 내부에 농축되는
양이온과 음이온의 종류와 농도가 달라지고 pH가 변화하게 된다.

2차측에서 발생하는 응력부식균열은 매우 다양한 가동 환경 인자들에 의하여 영
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차측 수질의 pH에 따라 구분하면 산성, 중성, 염기
성 모두에서 응력부식균열이 발생한다. pH가 10이상의 고염기성 분위기에서는 입계
부식과 응력부식균열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 재료의 전위가 평형전위로부터 수
십 mV이내로 분극될 경우에는 표면 피막이 형성되지 않으며 이 때의 부식형태는
입계부식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활성태-부동태 천이 구역 부근의 전위 이상에서는
응력부식균열이 발생하기 시작한다. NaOH로 대표되는 고염기성 분위기는 Alloy 600
의 응력부식균열에 가장 민감한 조건에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 Alloy 600의 대체 재
료인 Alloy 690은 산성 및 중성 분위기에서 응력부식균열이 거의 발생하지 않으나
고염기성 분위기에서는 응력부식균열이 발생한다.[2] pH 값이 5 이하인 산성의 황화
물 오염 조건은 Alloy 600의 응력부식균열을 유발한다.[3] 중성 부근의 수질에서는
응력부식균열에 대한 전파 속도가 다른 pH 범위에서보다 약 2 order 작으므로 응력
부식균열에 대한 민감도가 가장 낮다.[4] 그러나 정상적인 가동 수질의 pH 범위에
해당하므로 이 구역에서의 응력부식균열에 대한 관심이 점차 커지고 있다. 한편 수
질의 pH에 관계없이 납성분, 황성분, 구리산화물, 철산화물, silica 등은 응력부식균
열을 가속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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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전열관 Alloy 600재료의 부식손상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개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의 방법으로서는 크게 두 가지 관점 즉, 재료의 개선 및
가동 환경의 개선을 들 수 있다. 재료 개선으로서는 입계 예민화의 회피, 입계 크롬
탄화물의 석출, P와 S같은 불순 원소의 저감화, Cr 함량의 증가 등의 방안이 개발되
었다. 현재 신규 증기발생기의 전열관 재료는 Cr 함량이 Alloy 600에 비하여 두 배
높은 Alloy 690으로 대체되어 사용되고 있으므로 응력부식균열에 대한 발생 빈도가
현저히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두 번째 방안인 가동 환경의 개선은 2차측의 경우
슬러지 랜싱 또는 화학세정에 의한 슬러지 제거[5], 붕산 처리, 몰비 조절, 엄격한
수처리 가이드 라인의 적용 등이 있으며, 1차측의 경우 가동 온도 저감 및 아연 주
입 방법[6] 등이 제안되고 있다. 이 방법은 가동중인 증기발생기에 적용하여 손상을
억제함으로써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2차측의 경우 이러한 억제 방안에도 불구하고 응력부식균열이 지속적으
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보다 적극적인 억제 대책으로 2차 급수에 억제제로서 TiO2를
첨가하는 방법이 제안되어 발전소에 적용하는 시험이 진행되었다.[7] 그러나 TiO2의
응력부식균열에 대한 정량적인 억제능이 알려지지 않고 있으며[8], crevice 내부로의
침투가 어려운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9]
본 항에서는 TiO2와 관련된 억제제의 개발에 관하여 조사 분석하고 앞으로 추진
해야할 연구개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나. 외국의 연구개발 동향

(1) 억제제의 개발
서론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2차측에서의 부식손상 비율이 크므로 이에 대한 억
제 대책이 우선적으로 요청되었다. 따라서 미국의 EPRI의 주도로 대규모 억제제 개
발 program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되어 왔다.

- 50% NaOH 환경의 압력용기에서 여러 가지 억제제에 대한 선별 시험 수행
- 10% NaOH 환경에서 몇 가지 후보 억제제에 대한 CERT 시험 수행
- 열전달이 일어나는 NaOH 환경에서 후보 억제제에 대한 모델 보일러 시험
- 몇 가지 후보 억제제에 대하여 가동 원전에 시험적 적용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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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소 적용 가이드 라인 준비 및 발간
- 억제제 사용에 대한 개선된 절차 개발
Alloy 600 재료에 있어서 Ti 화합물에 의한 부식억제제에 관한 연구는 1988년
Lumsden에 의하여 최초로 보고되었다.[10] 실험용액은 10∼50%의 NaOH를 사용하였
고 시험온도는 320∼350℃였으며 시험의 목적은 응력부식균열의 억제가 아니라 입
계부식에 대한 억제시험이었고, 사용한 Ti 화합물의 종류도 Ti(OH)2이었다. 이러한

caustic 용액을 선정한 이유는 아마도 실험실적으로 caustic 용액에서 입계부식과 응
력부식균열이 재현성 있게 관찰되고 있었고, 열역학적 계산을 통하여 2차측 crevice
에서의 caustic 농도가 hot leg에서 최대 50%, cold leg에서 20%가 될 수 있음이 보고
된 바 있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시험 결과에 의하면 Ti(OH)2의 첨가에 의하여 Cr
의 선택적 용해와 입계부식을 방지할 수 있었으며, 이는 nickel titanate film의 형성
에 의한 것으로 결론지어졌다. 시험결과를 Table 2.2.6.1에 요약하였다.

이후 연구의 범위가 응력부식균열에 대한 억제제의 개발로 확대되었으며 적어도

20 가지의 후보 물질에 대한 선별시험이 Lumsden에 의하여 수행되었으며 그 결과
가 1995년에 공식 발표되었다.[8] 시험조건은 다음과 같다.

- Alloy 600 전열관 재료
- C-ring 시편
- 상온 항복응력의 150%
- 50% NaOH
- 320℃, 95% Ar-5% H2 cover gas
- Ecorr, Ecorr + 100 mV, Ecorr + 150 mV, Ecorr + 200 mV
- 시험시간은 2일, 7일
Table 2.2.6.2는 시험조건과 억제제의 종류 및 시험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여기
서 TiLAC은 8% Ti와 13.7% TiO2를 함유한 lactic acid chelate ammonium salt로서 수
용성의 organic titanate에 해당한다. 첨가제가 없을 경우에는 150 mV에서 2일만에
관통균열이 발생하였으나 TiLAC과 비정질 TiO2와 TiB2가 첨가되었을 때는 150 mV
와 200 mV에서 7일 동안 시험하여도 균열이 발생하지 않았다.

C-ring을 이용한 두 번째 시험은 caustic의 농도를 10%로 감소시키고 보다 장시
간 시험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를 Table 2.2.6.3에 요약하였다.[7] 10% NaOH에서 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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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제가 없을 경우에는 150 mV에서 약 0.5 mm, 200 mV에서 관통 균열이 발생하였
으나 TiO2-SiO2 (sol-gel)를 첨가할 경우 모든 전위에서 21일 동안 시험하여도 균열이
관찰되지 않았다. Auger 분석 결과 TiO2의 첨가에 의하여 dealloying 깊이가 크게 감
소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세 번째 시험으로 TYSOR LA Titanate와 비정질 TiO2에
대하여 시험이 수행되었으며 역시 200 mV에서도 응력부식균열을 억제함이 관찰되
었다.

Miglin은 CERT를 이용하여 억제제의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1993년에 발표
하였다.[11] Table 2.2.6.4에 요약한 결과를 보면 boric acid가 caustic SCC를 억제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사용량이 155 g/ℓ일 경우에는 효과가 없으며 310 g/ℓ의 많은 양
이 첨가되어야 억제 효과가 관찰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억제는 caustic에 대한 중성
화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Cerium acetate는 Lumsden의 결과와는 달리 거의
억제 효과가 관찰되지 않았다. TiO2를 첨가한 경우에 가장 큰 억제 효과가 나타났
으며 Lumsden의 결과와는 달리 상용 TiO2에서도 효과적이었다.

(2) Model Boiler Test
프랑스 CEA의 Daret 등에 의하여 모델 보일러 시험이 수행되었다.[9, 12, 13, 14]
시험의 목적은 1∼4 mg/kg의 NaOH 농도의 AVT 수화학 조건에서 몇 가지 후보 억
제제에 대하여 crevice에서의 응력부식 억제능과 침투 특성을 평가하는 것이었다.

boric acid가 가장 우수한 억제능을 나타내었다. SiO2-TiO2는 입자 크기가 크므로 거
의 crevice로 침투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균열을 억제하지 못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nanometer 크기의 TiO2를 첨가하였으며 침투능이 크게 향상되었다. 그러나
기존 균열의 성장을 억제하지 못함이 관찰되었다. 특히 packed crevice 및 기존 결함
에 대한 억제 효과 측면에서 그 효과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현장 적용에 심각한
제한 요소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왜냐하면 이미 억제제를 주입하여야 할 발전
소에는 균열이 개시된 상태에 있을 뿐만 아니라 crevice가 deposit으로 심하게 foul되
어 있기 때문이다. TiO2는 magnetite와 반응하여 ilmenite(FeTiO3)를 형성하고 전열관
표면에 부착되므로 열전달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cerium acetate는 균열의
성장은 억제하였으나 crevice로의 침투가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cerium acetate가 수용성이라는 점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결과로 보인다.
2-

PbO가 1% 첨가된 발전소 슬러지가 존재하고 1 mg/kg의 SO4 의 산성 pH 조건
에서 수행한 결과는 매우 독특한 결과를 나타내었다[15]. Table 2.2.6.5에 나타낸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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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boric acid와 titanium lactate는 균열을 억제하지 못하였으나 cerium acetate는
매우 효과적으로 균열의 개시를 억제하였다. Daret은 위에서 기술한 염기성과 산성
에서의 시험결과를 토대로 titanium 화합물보다는 cerium acetate가 가장 넓은 범위에
서 억제효과를 가지므로 보다 폭 넓은 향후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3) 발전소 적용 경험
1993년 Prairie Island 1에서 Ti-화합물에 대한 최초의 현장 적용이 실시되었다.[7]
처음 5일 동안 TiO2-SiO2를 주입하고 2일간 TiO2를 주입하였으며 Ti-chelate를 17시간
주입하였다. Feed water pump section으로 주입을 하였으며, 급수 중의 Ti 목표량은

0.3∼0.6 ppb였다. Blowdown chemistry에 미치는 sol-gel의 영향은 거의 없었으나
sol-gel로부터 침출되어 나온 염소이온의 농도 증가가 관찰되었다. 또한 시간이 경과
함에 따라 blowdown silica의 농도가 증가하였는데, 이 역시 sol-gel의 분해에 따른
결과였다. Sol-gel 주입을 중단함에 따라 silica 농도는 점차 안정되었다. 첨가제를

TiO2로 변경 주입함에 따른 수화학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Ti-chelate를 주
입하자마자 양이온 전도도와 유기산 농도가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에 주입자체를 중
단하여야만 하였다. sol-gel과 TiO2 첨가시 blowdown Ti 농도는 2∼10 ppb 범위였다.

Ti의 hideout은 85% 이상으로 매우 높았다. steam과 high pressure heater drain에서의
Ti 농도는 0.02 ppb 이하였으며 고압 터빈 downsteam의 바로 아래 moisture separator
drain에서의 평균 농도는 0.1 ppb였다. 거의 대부분의 Ti는 계통중에 입자로 존재하
였다. 즉, 양이온/음이온 교환막에 포집되는 Ti 양은 거의 무시할만한 수준이었다.

Prairie Island 1에서의 결과를 기초로 하여 Point Beach 2에 주입할 억제제로 TiO2
P25가 선정되었다. 목표 농도를 0.6 ppb로 설정하였으며, feed tank에서의 Ti 농도는
160 ppm이고 주입속도는 10ℓ/hr로 하였다. 3 주일간 지속적인 주입이 이뤄졌다. 통
상적으로 감시하는 수화학 인자들에 아무런 영향도 발견되지 않았다. 주입 개시 후
수일 이내에 blowdown 농도가 수 ppb로 증가하였다. Prairie Island에서와 같이 Ti의

hideout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PWR 증기발생기에서 낮은 용해도를 갖는 입자들의
특성상

Ti의

hideout이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lowdown 농도가 수 ppb로 나타난 것으로부터 Ti가 thermal hydraulic process에 의하
여 crevice로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되었다.
국내에서는 고리 1호기 tube sheet 상단에서 2차측 응력부식균열이 발생하고 염
기성 환경으로 추정되었으므로 억제 대책의 하나로서 1995년 정기보수 기간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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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O2를 soaking하였다. 그러나 1998년 증기발생기가 교체됨으로써 그 적용 효과는
정확히 평가되지 못하였다.
다. 결 론

2차측 입계부식/응력부식균열에 대한 억제제를 개발하기 위하여 외국에서는
EPRI를 중심으로 여러 나라가 협력하여 대규모 연구 프로그램을 진행해오고 있다.
그 결과로서 TiO2가 가장 유력한 억제제로 선정되어 발전소에 시험 주입을 한 바
있다. 국내에서는 고리 1호기에 적용한 바 있으나 증기발생기의 교체로 인하여 그
적용 효과가 평가되지 않았다. TiO2는 전열관과 슬러지 사이에 형성되는 crevice로의
침투능이 없으며, 마그네타이트와 반응하여 ilmenite를 형성하면서 전열관 표면에 부
착되고, 기존 결함의 성장을 억제하지 못하며, 염기성 환경에서만 억제 효과가 나타
나는 단점이 발견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단점을 개선할 수 있는 억제제의 개발
에 연구의 목표가 주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CE형 원전에서 입계부식/원
주방향 균열이 2차측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2001년 5월 한국형 원전인
영광 4호기에서도 tube sheet 상단 2차측에서 원주방향 균열이 발생되었으므로 국내
에서도 2차측 입계부식/응력부식균열의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이
에 대한 억제제의 개발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사안으로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의 수립과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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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2.6.1.

Summary of additives and thermal treatment effects in 50% NaOH +
1% Na2CO3 solution following of 120h at 320℃

Additive

Alloy

Surface Films

Depth of IGA

Depth of
Dealloying

None

MA 600

Fe-Cr-Ni Hydroxide

30μm

5.0μm

None

MA 690

Fe-Cr-Ni Hydroxide

60μm

40.0μm

None

MA 800

Fe-Cr-Ni Hydroxide

160μm

80.0μm

None

MA+TT 690

Fe-Cr-Ni Hydroxide

0μm

5.0μm

None

MA+TT 690

Fe-Cr-Ni Hydroxide

0μm

40.0μm

None

MA+TT 800

Fe-Cr-Ni Hydroxide

0μm

80.0μm

H3BO3

MA 600

Nickel borate

0μm

2.5μm

H3BO3

MA 690

Nickel borate

0μm

3.0μm

H3BO3

MA 800

Nickel borate

0μm

4.5μm

Ca(OH)2

MA 600

Fe-Cr-Ni Hydroxide

0μm

3.0μm

Ca(OH)2

MA 690

Fe-Cr-Ni Hydroxide

0μm

4.0μm

Ca(OH)2

MA 800

Fe-Cr-Ni Hydroxide

0μm

>5.0μm

Titanate

MA 600

Nickel titanate

0μm

0.0μm

Titanate

MA 690

Nickel titanate

0μm

1.5μm

Titanate

MA 800

Nickel titanate

0μm

3.0μ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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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2.6.2. Stress corrosion cracking results in 50% caustic solutions. The reference
environment is 50% NaOH + 1% Na2CO3. Exposure times were 2 days
in the reference solution and with the boric acid additives; All others
were 1 week

Environmental/Potential (mV)

0

100

150

200

Reference (50% NaOH) - 2 days

No SCC No SCC

SCC

SCC

Reference + 5% H3BO3 - 2 days

No SCC No SCC

SCC

SCC

Reference + 15% H3BOy - 2 days

No SCC No SCC

SCC

SCC

Reference + 0.1% Ca(OH)2 - 1 wk

No SCC

SCC

SCC

SCC

Reference + 2% Na2ZrO3 - 1 wk

No SCC

SCC

SCC

SCC

Reference + 2% ZnO - 1 wk

No SCC No SCC No SCC

SCC

Reference + 2% Zn(PO4)2 - 1 wk

No SCC No SCC No SCC

SCC

Reference + SAT H2TiO3 - 1 wk

No SCC No SCC No SCC

SCC

Reference + 0.5% SiO2-TiO2 - 1 wk

No SCC No SCC No SCC

SCC

Reference + 1% TiO2 (TiLAC) - 1 wk

No SCC No SCC No SCC No SCC

Reference + 0.8% TiO2 (TiLAC) - 1 wk No SCC No SCC No SCC No SCC
Reference + 0.5% TiO2 (TiLAC) - 1 wk No SCC No SCC No SCC No SCC
Reference + 0.1% TiO2 (TiLAC) - 1 wk No SCC No SCC No SCC

SCC

Reference + 1.0% TiO2 (TiOE) - 1 wk

No SCC No SCC No SCC No SCC

Reference + 1% Anatase - 1 wk

No SCC No SCC No SCC

Reference + 0.5% TiB2 - 1 wk

No SCC No SCC No SCC No SCC

Reference + Amorph TiO2 - 1 wk

No SCC No SCC No SCC No SCC

Reference + Rutile - 1 wk

No SCC No SCC

SCC

SCC

Reference + ZnTiO3 - 1 wk

No SCC No SCC

SCC

SCC

Reference + 2% Ce(Ac)3 - 1 wk

No SCC No SCC No SCC

SCC

Reference + 2% Ce(Cl)3 - 1 wk

No SCC No SCC No SCC

SCC

Reference + 2% Ce(NO3)3 - 1 wk

No SCC No SCC No SCC No S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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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C

Table 2.2.6.3.

Results of stress corrosion cracking tests in 10% and 50% caustic
solutions

Potential, mV
Environment

Period
Ecorr

Ecorr+100

Ecorr+150

Ecorr+200

50% NaOH

2 days No SCC No SCC Thru Wall Thru Wall

10% NaOH

2 days No SCC No SCC

10% NaOH

21 days No SCC No SCC ∼0.5 mm Thru Wall

10% NaOH + Sat. Na2SO4

2 days No SCC No SCC Thru Wall Thru Wall

10% NaOH + 2g/l SiO2-TiO2 21 days No SCC No S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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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SCC

No SCC

No SCC

No SCC

Table 2.2.6.4. Summary of CERT data

* (NO IGSCC)
STRESS (KSI)
TEST

TIME TO FAILURE (HOURS)

ENVIRONMENT

10% NaOH
Base Line
10% NaOH
50 g/ℓ H3BO3
10% NaOH
2 g/ℓ TiO2
(laboratory)
10% NaOH
2 g/ℓ TiO2
(laboratory)
10% NaOH
155g/l H3BO3
10% NaOH
310 g/ℓ H3BO3
10% NaOH
2 g/ℓ TiO2
Commercial
10% NaOH
2 g/ℓ cerium acetate
10% NaOH
2 g/ℓ TiO2
commercial
10% NaOH
0.5% organo-titanate

APPLIED POTENTIALS
0

50

․
116K
135
․
116K
137
․
115K

․
116K
139

143

125

․
117K

141

137

150

175

200

IGSCC IGSCC IGSCC
114K
89K
65K
133
96
40
IGSCC
IGSCC IGSCC IGSCC
104K
69K
65K
65K
125
43
43
39
․
IGSCC IGSCC IGSCC
114K
80K
69K
68K
142

․
117K

․
114K
137
․
120K
144
․
124K

100

86

IGSCC IGSCC IGSCC
114K
89K
69K
141

93

52

IGSCC IGSCC IGSCC IGSCC
96K
86K
87K
95K
102
93
91
103
․
․
․
․
101K
118K
120K
108K
184
139
142
123
․
․
․
․
118K
115K
104K
121K

143

139

137

184

136

․
117K
138
․
115K

․
104K
176
․
111K

138

142

184

Failed

76

․
Grip
Failed

․
114K
143

․
101K
186

․
114K
144

IGSCC
113K
137

IGSCC IGSCC IGSCC
113K
88K
69K
112
127
45.5
․
․
IGSCC
103K
Grip
61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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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42

Table 2.2.6.5. Pollution by ion exchange decomposition products and plant sludgy doped
with 1% PbO. Evaluation of various inhibitor effectiveness to prevent
MA Alloy 600 tubing degradation

Inhibitor

Test Duration

Max. IGSCC

Max. IGSCC Rate

㎛

㎛h

-1

no

189 days

700

0.15

Boric Acid

149 days

400

0.11

Titanium Lactate

211 days

600

0.12

Cerium Acetate

157 days

15 (IG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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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전열관 제조공정기술 개발
1. 시제 전열관의 미세조직 특성 및 조절/개량

증기 발생기는 발전에 필요한 증기의 공급장치중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로 압
력용기, 펌프, 가압기 및 배관 등과 함께 원자로 계통을 구성하고 있다. 이 증기 발
생기의 부품 가운데 전열관은 고온,고압 (175atm, 310℃)의 1차 냉각수와 저온 (22

7℃)의 2차 냉각수가 접하여 열교환이 이루어져 고온,고압 (60atm, 279℃)의 증기를
발생시키는 부분이다. 증기발생기의 전열관은 1차 계통과 2차 계통이 직접 접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열관의 손상은 1차 계통에서 2차 계통으로의 방사능 물질
이 누출되어 원자력발전소의 안정성에 막대한 영향을 초래한다. 현재까지 알려진
전열관 재료의 손상은 1차측 응력부식균열, 2차측 응력부식균열, 입계부식, 핏팅, 덴
팅, 피로등의 결함이 보고되고 있다.[1-3] 따라서, 증기발생기 전열관 재료용 소재는
상온 및 기계적 특성이 우수하고 내식성이 매우 우수하여야 한다.

최초의 전열관 재료용 소재는 기계적 특성과 열적 특성이 우수하고 부식저항성
이 높은 304, 316, 347등의 austenite계 Fe-18Cr-10Ni stainless steel이 사용되었다. 그
-

러나, stainless steel은 Cl 이온이나 산소 분위기 하에서의 응력부식균열에 매우 민감
하여, 1960년대 말 이후에는 부식특성이 더욱 우수한 Ni-16Cr-9Fe 합금인 Alloy 600
이나, austenite계 Fe-20Cr-32Ni 합금인 Incoloy 800이 사용되고 있다. 특히, Alloy 600
은

1967년에

도입된

이후로

Westinghouse

Electric

Corporation

(WEC),

Combustion-Engineering (CE), Badcock & Wilcox등의 회사에서 전열관 소재로 사용되
고 있다. 1970년대 중반부터 공장 어닐링 (MA) 상태의 Alloy 600 합금에서 1차측에
서 응력부식균열 (PWSCC)과 2차측에서 입계부식 (IGA) 및 입계응력부식균열

(IGSCC)등이 발생하여 1970년대 말 이후에는 열처리에 의하여 부식특성을 개선한
Alloy 600TT 합금이 사용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에는 최초에 건설된 고리 1호기에
는 Alloy 600MA가 사용되었고, 이후에 건설된 고리 2-4호기, 영광 1-2호기, 울진 1-2
호기에는 Alloy 600TT가 사용되었으며, 중수로형 원자력발전소인 월성 1호기에는

Incoloy 800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에 Alloy 600TT 전열관에서도 PWSCC,
IGA, IGSCC등이 발생하여 SCC저항성을 높이는 새로운 재료로 Alloy 690의 사용이
검토되었다. Alloy 690은 Fe-32Cr-9Fe의 조성으로 Alloy 600에 비해 Cr 함량을 2배
정도 증가시킨 합금으로 Alloy 600보다 SCC저항성이 우수한 것으로 발표[4-7]되고
있어 차세대 전열관 소재로써 현재 연구가 활발히 진행중이며, 현재 교체되는 증기
발생기는 Alloy 690TT와 Incoloy 800으로만 국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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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는 한국원자력연구소와 창원 특수강(주)이 1993년 7월부터 전열관 제조
용Alloy 600 및 Alloy 690 개발을 위한 체계적인 공동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Alloy 600 및 Alloy 690 전열관 시제품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 시제품들의
기계적 특성 등 기본 품질은 현재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중인 수입품과 거의 대등
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장시간의 응력부식 특성 등 몇 가지에 대한 평가가 아직 완
료되지 않은 상태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MA 처리된 국산시제 Alloy 690MA의 결
정립 크기나 입계 크롬탄화물 분포 등 미세조직 특성이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하기
위해 요구되는 사양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절실한 형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산시제 Alloy 690이 높은 IGSCC 저항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다양한 열처리를 통해 미세조직을 최적화시킬 수 있는 각종 실험을 수행
하였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결정립계 형상을 변화시켜 입계 특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serrated grain boundary 형성 연구도 병행하여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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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제 전열관의 기계적 특성
가. Alloy 600과 Alloy 690의 기계적 특성

Alloy 600 및 Alloy 690 합금은 주 합금원소가 Ni-Cr-Fe인 오스테나이트계 고용체
합금으로 고온에서 안정하고, 성형성, 내부식성 및 고온 기계적 특성이 우수하기 때
문에 화학용기, 열처리장치, 항공기의 엔진 및 구조재료에 사용되며, 특히 우수한
내식성으로 원자력발전소의 증기발생기 전열관 재료로 사용되고 있다. 증기 발생기
는 발전에 필요한 증기의 공급장치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로 압력용기, 펌프,
가압기 및 배관 등과 함께 원자로 계통을 구성하고 있다. 이 증기 발생기의 부품
가운데 전열관은 고온고압 (175atm, 310℃)의 1차 냉각수와 저온 (227℃)의 2차 냉각
수가 접하여 열 교환이 이루어져 고온고압 (60atm, 279℃)의 증기를 발생시키는 부
분이다. 증기발생기의 전열관은 1차 계통과 2차 계통이 직접 접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열관의 손상은 1차 계통에서 2차 계통으로의 방사능 물질이 누출되어 원
자력발전소의 안정성에 막대한 영향을 초래한다. 따라서, 증기발생기 전열관 재료용
소재는 상온 및 고온 기계적 특성이 우수하고 내식성이 매우 우수하여야 한다.
증기발생기 전열관용 Alloy 600 및 690 합금의 기계적 특성은 제조공정상의 변수
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Table 2.3.2.1[1]에 Alloy 600의 최종 생산품에 대한 인장 시
험결과를 나타내었다. Table 2.3.2.1를 보면 Alloy 600의 경우 annealing 처리 후에 연
신율은 35-55 %, 항복강도는 170 - 345 MPa, 인장강도는 550 - 690 MPa의 범위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Alloy 600 및 Alloy 690 합금의 온도에 따른 기계적 특성은

Fig. 2.3.2.1[1]에 나타낸 바와 같이 기계적 특성은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Fig. 2.3.2.1에서 항복강도와 인장강도는 상온에서 500 - 600℃까지 약간 감소하다가
600℃ 이후에는 급격하게 감소하였고, 연신율은 500℃까지 거의 일정하게 유지된후
600℃ 부근에서 감소 한 후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였다. 전열관 재료
의 기계적 특성은 합금 조성, 결정립크기, 냉간가공, annealing 온도 및 시간, TT 처
리 등 여러 변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원하는 기계적 특성을 얻기 위해서는 공
정변수 - 미세조직 - 기계적 특성의 상관관계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나. 동적시효 현상

(1) 항복점 현상 (Yield Point Phenom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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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복점 현상은 Fig. 2.3.2.2와 같이 응력-변형률 곡선에서 탄성변형에 따라 응력이
증가하다가 갑자기 떨어지는 현상을 말하며, 저탄소강, 다결정 Mo, Ti, Al합금, 단결
정 Fe, Cd, Zn, α황동, β황동, Al 등에서 관찰된다. 용질원자가 전위를 고착시켜
응력이 증가하다가 어느 응력 이상에서 용질원자가 풀려날 때 응력이 갑자기 떨어
지는 것으로 설명된다. 저탄소강에서 C와 N을 제거했을 때 항복점 현상이 나타나지
않다가 이 원소가 0.001 %만 첨가되어도 다시 항복점 현상이 나타남을 보고 알 수
있다.
그러나 항복점현상은 LiF 결정, Ge 결정, Cu 휘스커와 같은 전위밀도가 낮은 재
료에서도 발견되기 때문에 보다 일반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재료에 부과되는 변형
속도 ε짱 과 전위 이동과의 사이에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2-1)

ε짱 ∝ bρ v

여기에서 b는 버거스 벡터, ρ는 가동전위밀도, v 는 평균전위속도를 나타낸다. 전
위밀도는 변형에 따라 증가하며 평균전위속도 v 는 응력의 강한 함수이다.

v = (

τ m
)
τn

(2-2)

τn 은 단위 속도에 대응하는 분해 전단응력 (resolved shear stress)이고 m 은 지수
이다. 전위밀도가 작은 재료에서는 bρ ν 가 부과된 변형속도에 부응할 수 있는 유일
한 방법은 v 가 커지는 것이다. (2-2)식에 의하면 그것은 높은 응력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전위가 이동하기 시작하면 전위밀도 ρ가 급속히 증가하여 약간의
가공경화가 일어나지만 v 의 감소로 전위를 이동시키는데 필요한 응력의 감소에 비
하면 가공경화 정도는 작다. 그러므로 항복이 시작되면 항복강하 (yield drop)가 일
어난다.

(2) 변형시효 (Strain Aging)

변형시효는 재료를 냉간 가공시킨 후 비교적 저온에서 가열하거나 오랜 시간을
유지시킬 때 금속의 강도가 증가하고 연성이 감소하는 현상이다. Fig. 2.3.2.3은 저탄
소강의 응력-변형률 곡선을 보여주고 있다. x점까지 소성변형 시킨 후 하중을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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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가 다시 하중을 가하면 항복점이 나타나지 않지만 열처리를 하거나 오랜 시
간을 유지시킨 후 하중을 가하면 다시 항복점 현상이 나타난다. 이것은 탄소나 질
소와

같은

용질원자가

시효

기간중

전위로

확산하여

전위

주위에

분위기

(atmosphere)를 형성하여 전위의 이동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시효에 의해 항복점이
다시 나타나는데 필요한 활성화에너지는 순철에서 탄소가 확산에 필요한 활성화에
너지와 잘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3) 동적변형시효 (Dynamic Strain Aging) 현상
1909년 Le Châtelier는 응력-변형률 곡선에 serration이 발생하는 것을 연강 (mild
steel)에서 최초로 발견하였으며[2], 그 후 Portevin과 Le Châtelier에 의해 Duralumin에
서 관찰되었다.[3] 여러 치환형 또는 침입형 합금계와 금속간 화합물[4,5] 등에서도
변형률 속도와 온도에 따라 응력-변형률곡선에 serration이 발생하는데 이 현상을

Portevin Le Châtelier 효과라고 한다.
이 현상은 항복점 현상과 변형 시효와 같이 용질원자와 전위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한 것이지만 변형 중에 일어난다는 것, 즉 동적인 상호작용이라는 것이 다르다.
따라서 용질원자의 이동도 (mobility)와 전위의 이동도가 유사할 때 나타나며, 용질
원자의 이동도에 영향을 주는 온도와 전위의 이동도에 영향을 주는 변형률속도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된다. 따라서 이 현상을 전위주위로의 용질원자의 확산과 관련
된 열적활성화 과정이라는 점에서 동적변형시효 현상이라고 한다. 이 현상은 온도
가 높을수록, 변형률 속도가 느릴수록 serration이 낮은 변형률에서 시작된다.

(4) Serration의 형태
serration은 합금계마다 다른 형태로 나타나며 복잡한 양상을 띤다. Fig. 2.3.2.4에
서 볼 수 있듯이 동적 변형시효 현상에 의한 serration은 A, B, C 등의 형태로 분류
할

수 있는데. A 형태는 응력-변형률곡선에서 위로 증가된 모양이고, B 형태는 아

래, 위로 주기적으로 변위가 반복된 모양이며, C 형태는 곡선 아래로 떨어지는 모양
이다. 이런 형태가 단독적으로 혹은 복합적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응력-변형률 곡선에서의 serration은 용질원자와 전위의 상호작용으로 일어난다고
설명하였다. serration의 형태 결정은 serration이 시작되는 점에서의 전위의 이동과
관련되어 있다. 유동전위가 serration이 일어나는 임계변형률에서 용질원자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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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착되어 있을 때는 하중이 증가하다가 전위가 풀려날 때 갑자기 하중이 떨어진다.
이 현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날 때 A 형태 또는 A와 B가 결합된 serration형태가 나타
난다. 또한 C 형태의 serration은 유동전위가 변형 시 용질원자와 같이 이동하다가

serration이 일어나는 임계 변형률에서 풀려날 때 나타난다. 따라서 C형태는 항상 용
질원자의 확산속도가 빠른 높은 온도와 전위의 이동속도가 느린 낮은 변형률 속도
에서 나타난다.

(5) 임계변형률의 정의 및 모델

인장시험 시 합금원소의 조성에 따라 각기 다른 온도와 변형률 속도 범위 내에
서 응력-변형률 곡선에 serration이 발생한다. 이러한 serration은 Fig. 2.3.2.5에서 볼
수 있듯이 어떤 변형률 이상에서 시작되며, 이러한 변형률을 임계변형률 (critical

strain)이라 정의한다. 이 현상은 열적 활성화 과정 (thermally activated process)이기
때문에 serration이 시작되는 온도 및 변형률 속도에 따른 임계변형률을 측정하여

serration이 일어나는데 필요한 활성화에너지를 구함으로써 serration이 일어나는 기구
를 해석할 수 있다. 임계 변형률이 나타나는 기구를 해석하기 위하여 여러 연구자
에 의해 그 모델이 제시되었다. 임계 변형률을 용질원자의 이동과 전위 이동과의
상호작용에 의한 것으로 1953년 Cottrell[6]에 의해 최초로 이론적으로 해석되었으며,
그 후 McCormick[7], Van den Beukel[8]등에 의해 재해석이 이루어졌다.

(6) 동적 변형시효 현상이 기계적 성질에 미치는 영향
Fig. 2.3.2.6에서 볼 수 있듯이 온도에 따른 강도의 변화를 살펴 볼 때 serration이
발생하는 온도 구간에서 온도에 따른 강도의 변화가 거의 없거나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을 관찰 할 수 있다. 이것은 항복강도에 비해 최대인장강도에서 더 잘 관찰되
는데 이것은 동적 변형시효가 일어날 때 가공 경화률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Fig. 2.3.2.6에서 볼 수 있듯이 변형률 속도민감도 (strain rate sensitivity)가 음의
값을 갖는 것은 동적 변형시효가 일어나는 강력한 증거이다. Fig. 2.3.2.7에서 온도에
따른 강도 변화의 형태가 a와 같을 때는 동적 변형시효가 지배적일 때 나타나며, c
는 동적회복 (dynamic recovery)과 연화 (softening)가 지배적일 때 나타난다. 변형률
속도가 느릴 때 전위이동을 방해하는 용질원자가 전위주위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
지고 확산에 의해 용질원자의 또 다른 pinning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변형률속도가
빠르게 되면 전위주위에 용질원자가 머무르는 시간이 짧아지고, 다른 pinning이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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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나지 않게 된다. 따라서 변형률속도가 증가할수록 유동 응력은 감소하게 된다.
또한 용질원자의 pinning에 의해 동적회복이 일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유동응력이 증
가하며 가공경화률이 증가한다.
또한 최근에는 S.C. Tjong and S.M. Zhu[9]는 동적변형시효에 의한 용질원자와 전
위의 상호작용이 creep 변형속도를 감소시키고 creep 변형기구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보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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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3.2.1. Nominal range of mechanical properties of Alloy 6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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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2.1. High temperature tensile properties of annealed Inconel alloys. (a) Alloy
600 and (b) Alloy 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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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2.2. Schematic drawing showing the yield point phenomena after elastic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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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2.3. Schematic diagram for strain aging

- 81 -

F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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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2.5. Definition of critical strain for the onset of ser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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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2.6. Schematic diagram of the various manifestations of DSA[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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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2.7. Generalized flow stress vs. deformation temperature curves for an alloy :
in a effects of DSA are dominant, whereas in c dynamic recovery and
softening remain the dominant processes[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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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제 전열관의 응력부식 특성평가
가. PWSCC

전열관의 제조공정과 관련하여 1차측 응력부식 특성에 대한 특별한 요구사항은
없다. 그러나 합금 600의 경우 강도와 미세조직, 특히 탄화물의 분포가 PWSCC 특
성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제작 과정중 최종 열처리조건에 따른 특성변화에 관하여
연구가 많이 수행되었으며 이를 통하여 증기발생기 제작사에 따라 서로 다른 최적
열처리 사양을 적용하고 있다.

국산 시제 합금 600 전열관의 경우는 Combustion Engineering사의 열처리 사양과
동일한 high temperature mill annealing(HTMA)을 적용하였고, 국산 시제 합금 690은

Westinghouse사의 사양을 따른 thermal treatment (TT)를 적용하여 제작되었다.[1] 따
라서 이들 국산 전열관들은 각각 한국형 원전에 사용된 합금 600 HTMA 전열관 재
료와 고리 1호기 교체 증기발생기에 사용된 합금 690TT 전열관 재료와 PWSCC 특
성을 비교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외국에서는 미세조직 및 재질 변화에 따른 PWSCC 특성을 1차측 모사 수질분위
기 내에서 정속 인장 시험과 RUB시편을 이용한 균열생성 저항성 평가시험 등을 통
하여 비교 평가해 오고 있다. 국내에서도 원자력 중장기 연구를 통해 1차측 응력부
식균열을 실험할 수 있는 장치가 구축되어 정속 인장 시험과 RUB시편을 이용한 평
가기술이 개발되었으며 이를 이용한 비교평가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나. ODSCC

국내에서 삼미특수강(후에 창원특수강으로 회사명 변경)과 한국원자력연구소가
주관하여 국산 전열관 시제를 제작하였으며, 제작된 전열관 재료는 Alloy 600과 TT

Alloy 690이었다. Alloy 600전열관은 MA Alloy 600과 pilgered Alloy 600이었다.
Alloy 600전열관의 SCC 저항성은 미세조직에 민감하기 때문에 실험실적으로 열처
리하여 HTMA Alloy 600와 TT Alloy 600을 제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열처리한 시제전열관재료의 IGSCC 저항성을 상용전열관의 SCC
저항성과 비교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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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PbSCC (Pb 분위기에서의 SCC)
원자력 발전소 증기발생기 재료로 쓰이는 Ni-기 합금인 Alloy 600과 690이 Pb 분
위기에서 응력부식균열을 일으킨다는 사실은 30여년 전부터 알려졌지만 가동중인
원자력 발전소에서 문제가 일어난 것은 최근의 일이다. 고온의 물 속에서 불순물의
종류, 응력상태, 재료의 열처리 조건 등에 따라 Alloy 600 재료에서 여러 형태의 응
력부식균열이 일어나고 있는데 원자력 발전소의 증기발생기에서 균열이 발생하는
지역은 냉각수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해 국부비등(local boiling)이 일어나고 불순물이
농축되는 관-관판(tube-tube sheet) 또는 관-관지지대(tube-tube support plate)의 틈새 및
슬러지가 쌓여 있는 곳이다. 불순물은 염기성 용액, 산성 황산염(acidic sulfate), 환원
성 황산염(reduced sulfate) 등이며 주로 입계 응력부식균열이 발생했었다. 그러나 최
근에는 입계균열과 더불어 입내 응력부식균열이 혼합되어 나타나고 있으며, 여러
연구자들은 이러한 균열의 부근에는 Pb가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2]

동일한 재료일 경우에도 재료의 열처리 조건, 미세조직 특성에 따라서 PWSCC,

caustic IGA/SCC 등 응력부식균열의 경향은 크게 다를 수 있다. 또한 동일한 분위기
에서도 SSRT, C-ring, U-bend, 캡슐 시험 등 하중방법과 하중변수에 따라서 서로 다
른 경향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여러 연구결과들이 부분적으로는 서로 일치하지 않
을 수도 있다. Alloy 690TT는 Alloy 600MA 또는 TT에 비해서 월등히 우수한

PWSCC 또는 caustic IGSCC 저항성을 나타낸다. Pb 오염이 Alloy 600 전열관의 SCC
를 유발하는 주요 위협요인으로 파악된 이상 Alloy 690의 Pb-SCC 저항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Alloy 690의 Pb-SCC에 대한 결과들[3-6]을 요약하면 산성 또는 염기성
분위기에서 Alloy 690TT도 Pb 오염에 의해서 응력부식균열이 발생하며 이때 균열전
파 형태는 TGSCC를 나타낸다. 그러나 중성의 수용액에서는 TGSCC가 관찰되지 않
는 것으로 판단된다.

Pb 오염이 부식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Pb
에 의한 Alloy 600과 690의 부동태 형성 및 양극용해 특성의 변화이다. Pb 산화물은
열역학적으로 다음의 반응에 의하여 Cr, Ni, Fe를 산화시킬 수 있다.[7]

PbO + Ni → Pb + NiO (ΔG300℃ = -25.1kJ/mo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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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PbO + 2Cr → 3Pb + Cr2O3 (ΔG300℃ = -497.4kJ/mol) ․․․

(2)

4PbO + 3Fe → 4Pb + Fe3O4 (ΔG300℃ = -275kJ/mol) ․․․․

(3)

D. Costa 등[8]은 상온 0.1M HClO4, 0.05M H2SO4 용액에서 0.01∼0.1M 또는 10
5

-5

∼5×10 M Pb

+2

이온이 오염되었을 때 Ni, Cr, Alloy 600, 690의 전기화학부식 특성

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Ni은 Pb 이온 오염에 의해서 양극용해가 크게
촉진되나 Cr, Alloy 600, Alloy 690에서는 Pb 이온의 오염에 의한 양극용해의 촉진현
상이 관찰되지 않았다. 그들은 XPS(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 분석을 통해 Ni
표면에서는 (Ni-Pb)-음이온 복합체가 형성되어 Ni의 용해가 촉진되나 Cr 표면에서는
이와 같은 반응이 일어나지 않음을 제안하였다. Alloy 600과 690 표면은 산성 또는
중성의 수용액에서 Cr 농도가 증가한 피막이 형성되므로 Ni의 양극용해가 증가하지
않음을 제안하였다. T. Sakai 등[9]은 상온 pH가 3, 4.5, 7인 280℃의 PbCl2 수용액에
노출된 Alloy 600의 표면피막을 AES(Auger Electron Spectroscopy), XP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피막두께가 Pb 오염에 의해서 1/2∼1/3로 크게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
었고, Pb 오염이 없을 경우에도 관찰되는 Cr 증가-Ni 감소 피막형성 경향이 Pb 오
염에 의해서 더욱 뚜렷하게 관찰되었다. 이는 D. Costa 등[8]이 제안한 Pb 오염에
의한 Ni 용해촉진 현상과 일치한다. 또한 T. Sakai등은 Alloy 600에 대한 용해실험을
통해서 실제로 Pb 오염에 의해서 Ni과 Fe의 용해가 촉진됨을 확인하였다. A.M.

Lanch 등[10]은 4% NaOH + 0.002M PbO 용액과 0.75M Na2SO4 + 0.25M FeSO4 +
0.1M PbO 용액에서 생성된 Alloy 600의 표면피막을 분석한 결과 Pb 오염에 의해서
표면피막 두께가 크게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F. Vaillant 등[3]은 350℃ 10% NaOH + 1% PbO 용액에서 Alloy 600의 응력부식
균열을 평가한 결과 Pb 오염에 의해서 IGA가 크게 증가함을 제안하였다. M.L.

Castano 등[5]은 C-ring 시편을 이용하여 PbO에 의해서 오염된 다양한 pH의 용액에
서 Alloy 600과 690의 응력부식균열을 평가한 결과 Alloy 600MA의 경우에는 caustic
분위기에서 Pb 오염이 존재하면 IGA가 크게 증가하여 응력부식균열 보다도 IGA가
더 중요한 손상기구가 됨을 제안하였다. IGA는 IGSCC에 비해서 부동태 피막이 형
성되지 않고 양극용해가 진행하는 경우에 발생한다고 하는 P. Combrade 등[11,12]과

B. Sala 등[13]의 제안을 감안한다면 Pb 오염에 의한 Ni과 Fe의 용해촉진이 Pb 오염
의 영향에 대한 주된 요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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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로서는 Pb 오염에 의한 Alloy 600과 690의 응력부식균열 반응기구를 정확하
게 파악하기는 힘드나 현재까지의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Pb 오염에 의한 Alloy 600
과 690의 용해속도 증가와 부동태 피막 특성의 변화가 주된 원인인 것으로 추정된
다. Pb 오염에 의한 응력부식균열 반응기구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전기화학전위의
영향, pH에 따른 용해거동의 변화 및 부동태 피막 특성의 변화 등에 대한 추가 연
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순수한 용융납 분위기에서 Alloy 600의 응력
부식균열이 관찰되며 액상이 아닌 증기상에서도 응력부식균열이 발생한다는 실험결
과는 용융점이 낮은(343℃) Pb에 의한 직접적인 손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Alloy 600에 비해 부식 저항성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진 Alloy

690도 Pb 분위기에서의 SCC 저항성은 취약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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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제 1절 국내 가동원전 증기발생기 Archive 전열관 재료의 건전
성 평가기술 개발/평가자료 생산 및 Datasheet 작성
1. Archive 전열관 확보 및 확보 전열관 미세조직 관찰 및 분석
가. Archive 전열관

(1) 확보 전열관
본 연구에서 확보한 가동 원전 증기발생기 archive 전열관 재료는 영광 3, 4호기

600 HTMA, 영광 5, 6호기 600 HTMA, 울진 3호기 600 HTMA, 울진 4호기 600
HTMA, 고리 1호기 690 TT 이다. 이들 전열관 재료의 열처리 조건과 주요 화학조
성을 Table 3.1.1.1에 나타내었다.

(2) 미세조직 관찰
- 광학현미경 관찰
각 시편에 대한 통상적인 기계적 연마과정을 거친 뒤, 5% nital 용액을 사용 상온
에서 4.5V DC, 20초간 전해에칭하여 결정립 형상을 관찰하였으며, 인산용액(H3PO4

80㎖ + 증류수 10 ㎖)을 사용, 상온에서 3V DC, 30초의 조건으로 전해에칭하여 탄
화물 분포를 관찰하였다.

- 주사전자현미경 관찰
각 시편에 대한 통상적인 기계적 연마과정을 거친 뒤, 1∼2% bromine-메탄올 용
액(Bromine 1-2㎖ + 메탄올 98∼99㎖)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에칭하였
다. Alloy 600의 경우 시편의 표면 활성화와 세척을 위하여 염산에 30초 동안 담근
후, 메탄올로 세척하고 시편 표면이 대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 후 초음파를 가해
주면서 bromine용액에서 5∼6초 정도 에칭하여야만 양호한 미세조직의 관찰이 가능
하였다. 한편 Alloy 690의 경우 600과 같은 특수한 절차없이 bromine 용액에서 약

1∼2초의 에칭만으로 가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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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과전자현미경 관찰
각 시편을 두께 약 50-70 ㎛까지 연마한 후, Φ3 mm disc를 채취하여, 95%

methanol + 5% perchloric 용액을 사용 -70℃, 20V DC, 30-50 mA 조건에서 jet
thinning 하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최종 시편을 준비하여 JEOL 2000FX 투과전자현미
경을 사용하여 탄화물 분포특성을 조사하였다.

(가) 광학현미경 관찰 결과
Fig. 3.1.1.1은 확보 전열관 각각의 광학현미경 미세조직 관찰 결과이다. 각 그림의
a)는 nital 에칭으로 관찰한 결정입의 형상을 나타낸 것이고, b)는 phosphoric 용액 에
칭으로 관찰한 탄화물의 분포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영광 3-6호기, 울진 3, 4호기의 600 HTMA재료의 경우, 대부분 등축정의 결정으로
발달된 형상과 결정입계를 따라 탄화물들이 석출된 공통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단, 울진 3호기의 경우, 탄화물 석출이 다른 재료에 비해 다소 적게 나타났으며, 영
광 5, 6호기 재료의 결정입크기가 다른 재료에 비해 다소 큰 점을 알 수 있다.

(나) 주사전자현미경 관찰 결과
Fig. 3.1.1.2는 확보 전열관 각각의 주사전자현미경 관찰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대
부분의 600 HTMA 재료에서는 탄화물들이 결정입계에 부분적으로 분포하는 특성을
보이는 반면, 고리 1호기 690 TT의 경우 거의 모든 결정입계를 따라 탄화물들이 고
르게 석출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단, 울진 4호기 600 HTMA의 경우, 탄화물 석출
입계가 일부 파형입계로 발달한 특이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다) 투과전자현미경 관찰 결과
증기발생기 전열관재료인 Alloy 600, 690의 응력부식균열 특성에 미치는 입계탄화
물 분포의 영향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로서, 탄화물이 결정입계에 연속적 또는 준
연속적으로 분포할 때 응력부식균열 저항성이 향상되는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확보 전열관의 결정입계 탄화물 분포를 조사한 TEM 사진과 탄화물의 종류,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내용을 각각 Fig. 3.1.1.3과 Table 3.1.1.2에 나타내었다.

Fig. 3.1.1.3에서 각 재료의 결정입계 탄화물 분포 양상에 많은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다. 600 HTMA 재료의 경우 대부분 결정입계에 탄화물이 불연속적으로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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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690 TT 경우 탄화물들이 결정입계를 따라 준연속 또는
연속적으로 분포하는 특징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들 탄화물은 대부분 M23C6 type의
탄화물이나, 울진 4호기의 경우 M23C6과 M7C3 type이 동시에 나타났다. 또한 울진 4
호기 재료의 경우 다른 재료와 달리 기지조직에 전위가 상당히 발달한 특이한 미세
조직을 나타내었다.
나. 울진 1호기 인출 전열관 미세조직특성 분석

(1) 인출전열관 분류
인출 전열관은 균열의 길이, voltage, 다중성, 근접도 등을 고려하여 균열길이가
긴 것과 짧은 전열관 각각 1개씩과 결함이 없는 전열관 1개로 선정되었다. 이러한
선정과정을 거쳐 인출된 3개 전열관의 관번호는 각각 R13C34, R4C30, R2C39으로서
본 보고서에서는 이들을 각각 인출전열관 A, B, C로 표기한다. 또한 본 보고서에서
는 이들 3개 전열관 A, B, C외에 1994년 5차 정기검사시 증기발생기 C에서 인출되
었던 전열관 R4C33을 확보하여 이의 미세조직과 PWSCC 특성을 분석한 내용을 함
께 다루기로 하며, 보고서 내용에서 이 전열관을 PT-94로 표기한다.

(2) 화학조성 분석
Table 3.1.1.3은 인출전열관 A, B, C, PT-94의 화학성분에 대하여 Framatome에서
제공한 자료와 본 연구과제에서 자체적으로 KAERI내 화학특성시험시설운영팀에 의
뢰하여 분석한 결과를 함께 나타낸 것이다. 분석결과 대부분의 합금성분의 함량에
있어서 약간씩의 차이만을 나타냈으나, 탄소의 경우 인출전열관 C를 제외한 나머지

2개 인출전열관의 분석결과간에 비교적 큰 차이를 보였으며, PT-94의 경우 탄소함
량이 높은 재료임을 알 수 있다.

(3) 광학현미경 미세조직 분석
인출전열관들의 재료적 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미세조직 관찰을 실시하였다. 미
세조직 관찰은 광학현미경과 투과전자현미경을 사용하여 수행되었으며 이를 통하여
이들 전열관들의 탄화물 분포특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였다.

(가) 시편준비 및 조직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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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시편을 hot mounting 한 후, SiC 연마지를 이용하여 #600까지 조연마한 다음
다이아몬드 페이스트(6, 3, 1㎛)를 이용하여 최종 연마하였다. 그리고 동일 부위에
대한 탄화물 관찰과 결정립 형상 관찰을 위하여 연마표면에 미소경도계로 압흔을
표시하였다.
이들 연마시편의 탄화물 분포와 결정립 형상 관찰을 위하여 2 step 에칭을 실시하
였다. 인산용액(H3PO4 80㎖ + 증류수 10 ㎖)을 사용, 상온에서 3V DC, 30초의 조건
으로 전해에칭하여 탄화물 분포를 관찰한 후, 다시 연마하여 5% nital 용액을 사용,
상온에서 4.5V DC, 20초간 전해에칭하여 결정립 형상을 관찰하였다.

증기발생기 전열관재료의 탄화물 분포특성은 일반적으로 종단면의 조직을 관찰하
여 분석한다. 따라서 본 미세조직 관찰결과에서 얻어진 각 전열관의 종단면 미세조
직을 기준으로 하여 탄화물 분포특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미세조직은 400배로 촬영
하였으며, 각 전열관의 평균 결정립 크기는 linear intercept method로 측정하였다.

(나) 미세조직 관찰결과
인출전열관 A, B, C의 미세조직사진을 Fig. 3.1.1.4에 각각 나타내었다. 각 사진에
서 좌측열은 탄화물 분포특성을 보여 주는 것이고, 우측열은 결정립 형상이다.

(다) 탄화물 분포특성
전열관 A, B, C, PT-94 모두 축방향으로 띠모양을 한 탄화물들이 길게 분포된 특
징을 나타내고 있으며 결정립들을 가로지르며 발달된 양상을 보인다. 그리고 전열
관 A와 C에서는 탄화물들이 결정립계를 따라 석출된 양상을 부분적으로 나타냄과
동시에 결정립내에도 탄화물들이 일부 분포된 양상을 보이는 반면, 전열관 B의 경
우 결정립계를 따른 탄화물의 분포특성을 전혀 찾아 볼 수 없어 대부분의 탄화물들
이 결정립내에 미세하게 분포된 것으로 판단되며, PT-94의 경우 대부분의 탄화물들
이 결정입내에 분포하고 극히 일부만이 결정립계에 분포된 양상을 보인다.

Fig. 3.1.1.5는 Alloy 600 TT 재료에서 얻어지는 정상적인 탄화물 분포특성을 보이
는 미세조직 사진으로서, 재료내의 탄소함량에 따른 적절한 온도에서의 MA 열처리
로 탄소를 완전히 고용시킨 후 TT처리를 하면 사진에서와 같이 대부분의 탄화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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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립계를 따라 고르게 분포되는 조직특성을 나타낸다. 이러한 정상적인 탄화물
분포특성과 위의 인출전열관에서 관찰된 결과를 비교하여 볼 때, 인출전열관에서
나타나는 불균일한 탄화물 분포특성이 부적절한 제조공정에 기인함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다음의 투과전자현미경 관찰을 통한 좀 더 정확한 미세
조직 분석후 종합하기로 한다.

(라) 평균 결정립크기
인출전열관 A, B, C, PT-94에 대한 결정립크기 측정결과, 각각 약 12, 9, 10, 15㎛
의 평균 결정립크기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반적으로 증기발생기 전열관재료
의 결정립크기는 재료 spec.상 35-65㎛ 범위에 들어야 하나 인출전열관의 경우 이보
다 훨씬 작은 결정립을 가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 또한 인출전열관의

MA 열처리 온도와 시간조건이 결정립의 충분한 성장에 부적절한 조건이었음을 확
인시켜 주는 것이다. 결정립크기가 매우 작을 경우 응력부식균열 저항성이 저하한
다는 연구결과[1]를 감안할 때, PWSCC 손상이 심한 울진 인출전열관의 재료특성에
이러한 작은 결정립크기의 영향이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4) 투과전자현미경 미세조직 분석
(가) 시편준비
TEM관찰용 시편은 OM관찰용 시편과 동일한 부위에서 길이 20 mm, 폭 7 mm으
로 절단하여 전열관별로 2개씩을 준비하였다. 각 시편을 두께 약 50-70㎛까지 연마
한 후, Φ3 mm disc를 채취하여, 95% methanol + 5% perchloric 용액을 사용 -70℃,

20V DC, 30-50 mA 조건에서 jet thinning 하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최종 시편을 준비
하였으며 JEOL 2000FX 투과전자현미경을 사용하여 탄화물 분포특성을 조사하였다.

(나) 미세조직 관찰결과
인출전열관 A, B, C, PT-94의 TEM 관찰결과를 Fig. 3.1.1.6 - 3.1.1.7에 나타내었다.
탄화물들이 주로 결정립내에 불균일하게 분포되어 있고, 띠모양으로 발달한 석출물
들이 결정립을 가로지르며, 일부 결정립계에만 탄화물들이 석출 분포하는 몇가지

- 95 -

특징적인 양상을 인출전열관 A, B, C에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양상
은 앞서 OM으로 관찰된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한편 0.044％의 높은 탄소함량을
갖는 PT-94 전열관의 경우, 결정립내에 분포하는 탄화물의 양이 다른 3개 전열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관찰되었으며 결정립계상에 탄화물이 거의 분포하지
않는 특징을 나타냈다.
그밖에 TEM 관찰로부터 결정입내에 탄화물들이 매우 불균일하게 국부적으로 분
포하며, 탄화물의 크기 역시 매우 미세한 것과 조대하게 성장한 것들이 혼재하고,

Alloy 600, 690 TT 재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부정합 쌍정계면(incoherent twin
boundary)상의 석출물(M23C6 type)이 전혀 생성되지 않았음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
었다. 탄화물 종류에 대한 분석결과, 결정립내 탄화물들은 대부분 M7C3이고 결정립
계에 발달한 미세한 탄화물들은 M23C6 구조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5) 미세조직 특성 고찰
(가) 울진 인출전열관
인출전열관 A, B, C, PT-94의 탄소함량은 각각 0.035, 0.038, 0.027, 0.044% 이며,
이에 대응되는 각각의 탄소 고용온도는 1012, 1023, 978, 1042℃ 이다.[2] 이들 전열
관의 제조조건 중 MA 열처리온도가 960-1000℃ 범위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인출
전열관 A, B, PT-94의 경우 이들의 탄소 고용온도보다 훨씬 낮은 온도에서의 열처
리와 짧은 시간의 열처리로 인하여 탄소들이 충분히 용해되지 못한 상태로부터 냉
각과정을 거치면서 주로 결정립내에 국부적으로 불균일하게 석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인출전열관 C의 경우, 탄소 고용온도 978℃와 MA 열처리온도를 비교하
면 열처리조건이 비교적 적정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후의 TT 처리로부터 탄
화물이 결정립계상에 고르게 석출 분포하는 정상적인 탄화물 분포특성을 예상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렇게 예상되는 인출전열관 C에서 조차 정상적인 TT 재료의 탄화
물 분포특성이 얻어지지 않았음을 OM과 TEM의 분석결과로부터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들 전열관들은 약 980℃ 이하의 온도에서 MA 열처리(LTMA ; Low

Temperature Mill Annealed) 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부적절한 열처리조건과
함께 제조공정 중 심한 가공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되어 불균일한 탄화물 분포
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심한 냉간가공으로 재료내에 생성 또는 잔
류하게 되는 전위(dislocation), slip band 등의 결함은 탄화물 석출의 우선적 생성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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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로 작용하게 된다. 전열관 제조공정 중 마지막 가공단계인 straightening 공정에서
심한 가공을 받은 후 낮은 온도에서

MA 열처리를 하면 충분히 소멸되지 못한 결

정립내 결함부위에서의 국부적인 석출이 빠르게 진행되어, 결과적으로 인출전열관
들에서와 같은 불균일한 탄화물 분포특성을 나타내게 된다. 또한 낮은 온도와 짧은
시간의 열처리조건에서, 가공에 의해 축방향으로 발달되었던 일종의 band structure
들의 재결정-결정립성장 과정중에 탄화물들이 이들 band상에 우선적으로 석출하여
띠모양의 탄화물 분포특성을 나타내게 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최종열처
리 이전에 형성된 결정립계에 석출되었던 일부 탄화물들이 부적절한 MA 열처리조
건에서의 재결정-결정립성장 과정에서 이전 결정립계상에 그대로 남는 흔적도 나타
난다.

(나) 프랑스 전열관 특성(Alloy 600 TT)
울진 인출전열관 600 TT 재료는 프랑스의 900 MWe급 원자로에 설치된 증기발생
기 전열관재료와 거의 유사한 제조이력을 갖는다. 그리고 국내 원전에서 발생한 것
과 동일한 PWSCC 손상을 많이 경험하였다. 따라서 미세조직학적 특성에 있어서 프
랑스 EDF의 연구결과를 참고하기로 한다[3].
프랑스의 EDF는 PWSCC 손상으로 균열이 발생된 많은 600 TT 전열관을 조사 분
석한 결과, 고탄소농도와 심한 가공조건에서 나타나는 특정한 미세조직학적 영향이
이들 재료의 응력부식균열의 주된 원인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즉, 600 TT 재료의
탄소함량 변화에 따른 균열 개시시간의 변화를 조사한 결과, 탄소농도 0.032％를 임
계점으로 하여 이보다 탄소농도가 높은 조건에서 PWSCC 저항성이 급격히 저하하
는 것을 알았다. 또한 1000℃ 정도의 고온에서 용체화처리 후 straightening 과정에서
심한 가공경화를 받은 재료를 700℃에서 TT처리할 경우, 다량의 결정입내 탄화물
석출이 수반되며, 특히 slip band 등에 국부적으로 석출하게 되므로 TT 처리효과를
얻지 못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와 더불어 MA 상태에서 생성된 초기 탄화물 분포
가 결정입내에 불균일하게 형성되어 있을 경우도 역시 TT 처리에 의한 입계 탄화
물석출이 어렵게 된다는 점을 알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여러 형태의
탄화물 분포특성에 따라 Type I, II 그리고 이를 다시 Class Ia부터 IIc 까지 5등급으
로 나누어 PWSCC 민감성을 분류하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PWSCC 손상을 경험한
프랑스 원전의 600 TT 재료는 대부분 PWSCC 저항성이 가장 약한 등급인 Type II,

Class IIb, c로 분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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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울진 인출전열관의 미세조직특성과 프랑스 EDF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비교적 탄소함량이 높으며 매우 불균일한 탄화물 분포특성을 갖는 울진 인
출전열관 재료는 미세조직 특성상 PWSCC 저항성이 매우 약한 재료인 것으로 결론
지을 수 있다.

(다) 인출전열관 제조과정 분석
증기발생기 전열관은 여러 공정을 거쳐 제조되는데, 이들 공정중 미세조직 및 성
질을 결정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마지막 두 단계의 공정으로 final

annealing과 thermal treatment이다. Annealing 과정에서는 탄화물이 기지에 고용되면서
결정립의 크기는 커지게 된다. Annealing 공정은 일반적으로 annealing 온도에 따라

LTMA (Low Temperature Mill Annealing)과 HTMA (High Temperature Mill Annealing)
으로 나눌 수 있다. HTMA은 고온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많은 양의 탄소를 고용
시킬 수 있고, 결정립도 크게 만들 수 있으나, LTMA은 반대의 효과를 나타낸다. 한
편 annealing 공정후 다음 단계의 열처리인 thermal treatment 과정에서는 solution 내
의 탄소를 이용하여 입계 탄화물을 형성하면서 탄화물 생성시에 생기는 Cr-depletion
영역을 없애는 역할을 한다. 일반적으로 결정립이 크고 많은 수의 입계 탄화물이
연속적으로 존재할 때, PWSCC에 대한 저항성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4,5].
울진 1호기 증기발생기 전열관의 제조사인 프랑스의 Vallourec사의 재료검증시험
서에 따르면, final annealing은 belt furnace에서 수행하였고, 온도는 960 ∼ 1000℃

(furnace 온도 추정)로 설정되어 있으며, 0.47 m/min 이동 속도에서 약 2분 정도
annealing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울진 1호기 증기발생기 전열관 제작에 사용된
alloy 600의 탄소 함유량이 0.01 ∼ 0.05 wt% 범위라는 점과 인출 전열관들의 실제
탄소량을 고려할 때 annealing 온도가 낮아서 LTMA로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상대
적으로 낮은 온도와 belt furnace의 빠른 이동 속도는 결정입이 적절한 크기로 성장
하기에 부족할 수 있다. 한편 이들 전열관들의 thermal treatment는 700 ∼ 730℃의
온도 범위에서 straight tube의 경우에는 12시간, U-bend tube의 경우에는 2시간 열처
리를 하였다. 만일 LTMA이 수행되었다면 annealing시에 기지내에 고용되는 탄소의
양이 적기 때문에 thermal treatment시에 생성될 탄화물의 양이 한정되므로 PWSCC
에 대한 저항성이 약화될 수 있다. 이 사실은 울진 1호기의 인출전열관을 추가적으
로 thermal treatment하였을 때에도 미세조직의 변화가 없었다는 사실로 뒷받침된다.

(6)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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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 1호기에서 PWSCC 손상을 일으켜 인출된 증기발생기 전열관 재료의 미세조
직특성 분석을 수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 인출전열관 Alloy 600재료는 TT 열처리 재료임에도 불구하고, 결정입계상의 탄
화물 분포특성을 나타내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탄화물들이 결정입내에 매우 불
균일하게 분포하는 특성을 보였다.

- 이와 같은 특성은 탄소고용온도 보다 훨씬 낮은 온도에서의 MA 열처리와 심
한 가공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미세조
직 특성을 나타내는 경우 이후의 TT 열처리 효과를 얻을 수 없게 됨을 알았다.

- 인출 전열관 재료의 탄소함량 및 탄화물 분포특성 등의 미세조직 특성을 종합
하여 볼 때, 이 재료가 TT 재료이기는 하나 PWSCC에 대한 저항성이 매우 약
한 재료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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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1.1. Heat treatment and chemical composition of archive tubes
Plant/

Heat

Alloy
Younggwang 3,4/

Treatment

C

Cr

Ni

Fe

MA, >1025℃, 3 min

.025

16.8

72.5

9.1

MA, >1024℃, 2 min

.026

15.57

75.28

8.31

-

.026

15.29

76.11

7.57

.02

29.3

59.4

10.4

600 HTMA
Younggwang 5,6/
Archive
Tube

600 HTMA
Ulchin 3/
600 HTMA
Ulchin 4/
600 HTMA
Kori 1/
690 TT

Chemical Composition (wt％)

MA, >1024℃, 2 min
MA, 1100℃, 2 min
TT, 715-730℃, 10 hr

HTMA : High Temperature Mill Annealing
LTMA : Low Temperature Mill Annealing
TT
: Thermally Tre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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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1.2. Morphology and distribution of carbide precipitate of archive tubes

Material
Carbide
type
Carbide
morpholgy
Carbide
distribution

YGN 3-6

UCN 3

UCN 4

Kori 1

600 HTMA

600 HTMA

600 HTMA

690 TT

M23C6

M23C6

Globular

Globular

Plate/globular

Globular

Discontinuous

Discontinuous

Discontinuous

Semi-continu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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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23C6/M7C3
(mixed)

M23C6

Table 3.1.1.3. Comparison of chemical composition analyzed by KAERI
(wt ％)

and Framatome for pulled tubes
A

B

C

KAERI Fram. KAERI Fram. KAERI

PT-94
Fram.

KAERI

Fram.

Cr

16.3

16.67

16.3

16.08

15.8

15.9

16.1

16.2

Co

0.03

0.015

0.04

0.02

0.04

0.022

0.038

0.023

Ni

72.5

72.61

72.4

73.23

71.8

73.3

74.3

73.1

Mn

0.7

0.81

0.8

0.86

0.8

0.83

0.92

0.95

Fe

8.5

8.99

8.9

9.0

9.1

9.1

8.6

8.7

Al

0.3

0.35

0.2

0.248

0.2

0.25

0.26

0.27

Cu

0.02

0.007

0.03

0.021

0.05

0.045

0.008

0.01

Ti

0.2

0.16

0.5

0.19

0.3

0.22

0.35

0.35

Si

0.2

0.34

0.2

0.3

0.2

0.29

0.21

0.37

C

0.023

0.035

0.051

0.038

0.029

0.027

0.05

0.044

S

0.001

0.005

0.002

0.005

0.001

0.005

0.001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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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YGN 3, 4

YGN 5, 6

UCN 3

UCN 4

Kori 1
Fig. 3.1.1.1. Optical micrographs showing carbide distribution and grain morphology of
archive tub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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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GN 3, 4

YGN 5, 6

UCN3

UCN 4

Kori 1
Fig. 3.1.1.2. SEM micrographs showing carbide distribution of archive tub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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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GN 3, 4

YGN 5, 6

UCN 3

UCN 4

Kori 1
Fig. 3.1.1.3. TEM micrographs showing carbide distribution of archive tub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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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s.

Nital

Tube A

Tube B

Tube C

PT-94
x 400
Fig. 3.1.1.4. Optical micrographs showing carbide distribution and grain
morphology (

: axial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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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s.

Nital

Fig. 3.1.1.5. Normal carbide distribution of Alloy 600 TT tube mat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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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be A

Tube B
Fig. 3.1.1.6. TEM micrographs showing various carbide distribution
for tube A and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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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be C

Tube PT-94
Fig. 3.1.1.7. TEM micrographs showing various carbide distribution
for tube C and PT-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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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rchive 전열관 재료의 PWSCC 특성평가

본 연구에서는 한국 표준형 원전에 적용된 사용재료를 입수하여 이들 재료를 이
용한 PWSCC 건전성 평가 기술을 개발하였으며 평가자료를 생산하였다.

즉, 원전

1차측 루프시험장치를 이용한 모사 분위기 내에서 정속인장시험, 균열생성 저항성
평가시험, 그리고 균열성장속도 측정시험 등을 수행하여 실제 국내 원전 사용재료
의 PWSCC 저항성을 평가하였고, 가동중 결함발생 시기와 균열성장속도를 예측하기
위한 실험자료 등을 생산하였다.

가. 실험방법 및 조건
국내 가동원전 증기발생기에 사용된 전열관 재료의 PWSCC 특성을 평가하기 위
하여 3종류의 실험방법을 사용하였다. 즉, 원전 1차측 루프시험장치를 이용한 모사
분위기 내에서, ① 정속인장시험을 통한 원전 호기별 재료의 PWSCC 저항성 평가,
② 사용 전열관의 재료지수 평가를 위한 균열생성 저항성 평가시험, 그리고 ③ tube

compact tension 시편을 이용한 균열성장속도 측정시험 등을 수행하였다.

Fig. 3.1.2.1과 3.1.2.2는 각각 원전 1차측 모사 Loop에 연결된 정속인장시험장치와
이 실험에 사용된 전열관 시편의 형상을 보여 주고 있다. 인장시험은

그림 3.1.2.2

와 같은 시편 4개를 고정시킬 수 있도록 제작된 특수 grip을 사용하여 동시에 실험
하였으며 pressure balanced pull rod를 사용하여 내압에 의한 하중이 시편에 가해지
지 않도록 하였다. 각 시편의 파단시간은 하중변화로 측정하였으며 파단시편의 선
별은 실험후 시편의 연신율을 측정하여 구분하였다. 인장속도는 0.1㎛/min였으며 이
-8

를 변형율로 환산하면 6.667 x 10 /sec에 해당하는 조건이었다.

시편의 환경은 실험 전체 기간에 걸쳐 360℃/3,000psig의 1차측 냉각수를 모사하
는 용액이 시간당 1리터씩 순환되는 조건으로 유지시켰다. 용액은 2ppm Li +

1,200ppmB이 첨가된 1차측 수화학의 중간수명(mid of life)조건이었으며

수소는 용

액저장탱크의 수소압력을 조절하여 35 또는 50ccSTP/kg-water의 농도로 유지시켰다.
실험중 정속인장시험장치로 들어가는 용액과 배출되는 용액의 산도(pH), 전기전도도
및 용존산소량을 연속적으로 감시하였으며 용존산도농도는 5ppb이하로 유지시켰다.

균열 생성 저항성 시험과 균열 성장속도 측정시험은 Fig. 3.1.2.3과 같이 한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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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온 고압수 순환 loop에 2종류 시험장치를 직렬로 연결하여 동시에 실험하였다.

Fig. 3.1.2.4는 균열생성 저항성 시험에 사용된 RUB시편의 형상을 보여 주고 있는데
archive 전열관을 길이방향으로 절개한 후 bender를 사용하여 내경면이 바깥으로 향
하도록 구부린 후 bolt로 고정시켰다. 이때 시편과 bolt 및 nut가 접촉하는 부분은

zirconia washer를 삽입하여 전기적으로 절연되도록 하였다.

균열 성장속도는 Fig. 3.1.2.5와 같은 tube compact tension 시편을 사용하여 측정
하였다. 이 형상에서 균열길이 및 하중에 따른 응력 확대계수는

K I = 8.1121×P

( - 1.122 ×10 - 4 + 1.247×10 - 2a)

-- 3.1.2.1

(K in MPa√m, P in N, and a in m)

로 주어진다.[1] Fig. 3.1.2.6은 100kg의 하중이 가해 질 때 균열길이에 따른 응력
확대계수 값의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11mm의 균열길이에서 약 500㎛의 균열성장이
일어나는 경우 응력 확대계수가 40MPa√m에서 44MPa√m로 10%정도 증가됨을 보
여주고 있는데 이로부터 일정한 하중의 실험조건에서 500㎛정도의 균열성장이 일어
나도 응력 확대계수의 값이 크게 증가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각 시편은 PWSCC에
의한 균열생성을 촉진시키고 기계적 가공에 의한 가공경화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하
여 기계적 notch로부터 약 1mm 정도 피로 예비균열을 형성시킨 후 실험하였다.

균열생성 시편의 환경은 360℃/3,000psig의 순수가 시간당 1리터씩 순환되는 조건
으로 유지시켰으며 균열성장 시편의 경우는 330℃/3,000psig의 순수가 역시 시간당

1리터씩 순환되는 조건에서 실험하였다. 수소는 순수저장탱크의 수소압력을 조절하
여 43ccSTP/kg-water의 농도로 유지시켰다.

균열 생성 및 성장시험 모두 하나의 고온 고압수 순환 loop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2,000시간 또는 3,000시간의 동일기간으로 실험하였으며 균열 생성 시편의 경우 균
열의 발생이 관찰되지 않은 시편은 재장입 하여 누적 13,000시간까지 실험하였다.
균열성장시험의 경우 응력 확대계수는 20 및 40MPa√m의 두 조건에서 실험하였으
며 특히, 균열성장시편에서 균열생성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측정하기 위하여 한 종
류의 시편에 대해 direct current potential drop(DCPD) technique을 적용하여 실험시간
및 응력 확대계수에 따른 균열성장의 변화추이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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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실험결과 및 고찰

(1) 국내 원전 호기별 증기발생기 전열관의 PWSCC 저항성 평가

영광 3/4, 영광 5/6, 울진 3, 울진 4 등의 한국 표준형 원전 증기발생기와 고리 1

(교체 증기발생기, 합금 690TT) 및 울진 1(인출 전열관, 600TT) archive 전열관 재료
에 대해 정속인장시험을 통하여 PWSCC저항성을 비교하였다.

Fig. 3.1.2.7은 한국 표준형 원전 증기발생기 archive 전열관 재료(합금 600HTMA)
와 고리 1호기 교체 증기발생기 archive 전열관(합금 690TT)의 파단시간과 연신율을
비교한 것이다. 파단시간과 연신율은 영광 5/6과 울진3이 울진 4와 영광 3/4에 비해
작게 나타났으며 고리1이 가장 컸다. 이들 각 시편의 파단면 사진은 Fig. 3.1.2.8과
같은데 합금 600HTMA의 한국 표준형 원전 증기발생기 archive 전열관 재료에서는
부분적인 입계 파면들이 관찰되어 PWSCC가 발생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합금

690TT의 고리 1호기 교체 증기발생기 archive 전열관 재료는 파면전체가 연성파괴
양상을 보여 PWSCC가 발생되지 않았고 이러한 파괴양상의 차이, 즉, PWSCC의 유
무와 정도에 따라 파단시간과 연신율이 다르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각 시편
에서 파단면중 입계 파면이 차지하는 면적의 분율을 측정하여 Fig. 3.1.2.9에 비교하
여 표시하였다. 입계파면의 면적분율은 대략적으로 파단시간 및 연신율과 반비례하
는 관계를 보여 영광 5/6, 울진 3, 영광 3/4, 울진 4의 순으로 감소하여 PWSCC에
민감한 재료일수록 파단시간 및 연신율이 작게 나타났으며 PWSCC가 발생되지 않
은 고리1이 가장 컸다. 파단면에서 시편의 두께방향으로 진전된 입계균열의 최대깊
이는 Fig. 3.1.2.10에 나타낸 바와 같이 영광 5/6, 울진 3, 울진 4. 영광 3/4의 순으로
감소하였으며 시편 두께(1.07mm)의 약 절반까지 입계균열이 성장하였음을 알 수 있
다.

이러한 파단면상의 입계 파단면의 면적분율과 입계균열의 최대 길이로부터 한국
표준형 원전 증기발생기 archive 전열관 재료의 균열성장속도를 평가하였다. 평균
균열성장속도는 다음과 같은 입계 파단면적의 성장속도로부터 균열성장 속도를 평
균, 환산하는 수식을 사용하였으며[2]

Average Crack Growth Rate =

IG Area Fraction×( Specimen Thickness/2)
Time to Failure
--- 3.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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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균열성장속도는

Maximum Crack Growth Rate =

Maximum IG Crack Length
Time to Failure

-- 3.1.2.2

의 수식으로부터 계산하였다. 그 결과를 Fig. 3.1.2.11에 도시하였는데 평균 및 최
대 균열성장속도 모두 영광 5/6과 울진3이 영광 3/4와 울진 4에 비해 더 크게 나타
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울진 1호기의 경우 4주기 가동후(‘93) 다수의 전열관들에서 기계식 확관 천이지
역에 축방향 균열이 발생된 것이 확인된 바 있으며 5주기 가동후에는(’94) 증기발생
기 C에서 2개의 전열관을 인출하여 파괴검사를 수행한 이력이 있다. 본 과제에서는
이때 인출된 전열관중의 하나인 R4C33의 잔여부분(결함발생지역 상부) 약 30㎝를
확보하였으며 제염처리를 거쳐 시편을 제작한 후 동일조건에서 2개 시편에 대해 정
속인장시험을 수행하였다. Fig. 3.1.2.12와 Fig. 3.1.2.13은 각각 이들 시편의 응력-변
형율 곡선과 파단면 사진이며 Fig. 3.1.2.14는 파단시간, 입계 파단면의 면적분율 및
최대균열깊이 등을 울진 3호기 증기발생기 archive 전열관의 실험결과와 비교한 결
과이다. 파단면 사진상에 부분적인 입계 파면지역들이 관찰되어 PWSCC가 발생되었
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파단시간이 울진 3 archive 전열관재료에 비해 약 1/2
이하로 매우 짧아 균열이 매우 빨리 발생되어 작은 연신량에서 파단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입계파면의 면적분율은 울진 3에 비해 약 1/2 정도로 작았지만 파
단면에서 시편의 두께방향으로 진전된 입계균열의 최대깊이는 훨씬 컸다. 정속인장
시험시 최대하중과 평균 및 최대 균열성장속도를 비교한 Fig. 3.1.2.15를 보면 최대
하중과 평균 균열성장속도에서는 별 차이가 없었으나 최대 균열성장속도가 울진 1
이 울진 3에 비해 약 3배

이상 빠르게 나타나 균열생성 및 성장에 대한 민감도가

매우 큰 재료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은 결과로부터 한국 표준형 원전 증기발생기에 사용된 합금 600HTMA
전열관들은 약 4년 가동후 PWSCC에 의한 손상이 발생된 울진 1호기 증기발생기
전열관에 사용된 재료보다는 저항성이 크지만 PWSCC에 의한 손상을 보이며 그 정
도는 미세조직에 대한 의존성 때문에 영광 5/6과 울진 3에 적용된 재료가 영광 3/4
및 울진 4 에 적용된 재료보다 PWSCC 민감도가 더 크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고리 1호기 교체 증기발생기에 적용된 합금 690TT는 PWSCC에 의한 손상이
발생될 가능성이 거의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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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원전 증기발생기 archive 전열관의 PWSCC 거동에 미치는 1차측
냉각수내 수소농도의 영향

정속인장시험시 PWSCC가 발생된 울진 3, 울진 4, 영광 3/4 및 영광 5/6 등의 한
국 표준형 원전 증기발생기 archive 재료에 대해 1차측 냉각수내 수소농도의 변화가

PWSCC 거동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50ccSTP/kg-water의 수소농도조건에
서 정속인장시험을 수행하였으며 이 결과를 35ccSTP/kg-water의 수소농도조건에서
얻은 실험결과와 비교하였다. Fig. 3.1.2.16은 수소농도에 따른 파단시간과 연신율을
비교한 것인데 35cc에서 50ccSTP/kg-water로 커짐에 따라 모든 archive 전열관 시편
의 파단시간과 연신율이 증가하여 PWSCC 민감도가 감소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
다. 이러한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체 파단면중 입계 파단면의 면적분율과 시
편의 두께방향으로 진전된 입계균열의 최대깊이를 측정하여 비교하였으며 그 결과
는 각각 Fig. 3.1.2.17과 Fig. 3.1.2.18과 같다. 모든 archive 전열관 시편에서 수소농도
가 큰 조건에서 입계 파단면의 면적분율이 감소되었음을 볼 수 있으며 입계균열의
최대깊이 또한 시편에 따라 거의 동일하던지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평균 및 최
대 균열성장속도에서도 Fig. 3.1.2.19에서 보여 주듯이 수소농도가 큰 조건에서 균열
성장속도가 동일하던지 감소하는 경향이 뚜렷이 관찰되고 있다.

따라서 이상과 같은 결과로부터 360℃의 2ppmLi + 1200ppmB 1차측 모사 냉각수
중에서 수소농도를 35cc에서 50ccSTP/kg-water로 높히면 합금 600HTMA 전열관 재
료의 PWSCC 민감도가 감소됨을 실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로부터 실제 원
전 가동조건에서도 수소농도의 조절을 통하여 PWSCC를 억제시킬 수 있다는 가능
성이 제시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추가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3) 국내 원전 증기발생기 archive 전열관의 PWSCC 거동에 미치는 미세
조직의 변화의 영향

본 연구내용 (1)항의 연구결과와 같이 한국 표준형 원전 증기발생기 archive 전열
관 재료인 합금 600HTMA는 PWSCC에 의한 손상이 발생될 수 있는 재료로 평가되
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archive 전열관 재료에 대해 후속 열처
리를 통하여 미세조직을 변화시킨 시편을 제작하여 정속인장시험을 통해 PWSCC
저항성의 변화를 조사하였다.

후속 열처리는 결정입계 탄화물의 형성을 극대화시

키기 위한 TT(thermal treatment) 열처리와 파형입계를 형성시키기 위한 serration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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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를 적용하였다[3]. TT 열처리 시편은 울진 3 archive 전열관 재료를 704℃에서

16시간 동안 열처리하여 제작하였으며 serration 열처리 시편은 울진 3 archive 전열
관 재료를 1000℃에서 5분 유지시킨 후 700℃까지 분당 1℃의 일정한 냉각속도로
서냉하여 제작하였다.

그림 3.1.2.20은 이러한 열처리를 통해 제작된 시편들의 미세조직을 보여주고 있
다. TT 열처리 시편의 경우 울진 3 archive 전열관 재료에 비해 결정입계 탄화물의
형성이 증가되어 결정입계를 따라 거의 연속적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serration 열처
리 시편의 경우는 불연속적인 탄화물의 추가형성과 더불어 결정입계의 일부가 파형
으로 굴곡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들 후속 열처리된 시편들의 정속인장시험후
파단시간, 입계 파단면의 면적분율 및 최대균열깊이 등을 울진 3호기 증기발생기

archive 전열관의 실험결과와 비교하여 Fig. 3.1.2.21에 정리하였다. 울진 3 archive 전
열관 재료는 TT 및 serration 열처리로 인하여 파단시간이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는
데 serration보다는 TT 열처리 시편이 더 큰 파단시간의 증가를 보였다. 이에 수반하
여 입계 파단면의 면적분율과 최대균열깊이는 감소되었고 특히 입계 파면의 면적분
율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특징을 보였다. 평균 및 최대 균열성장속도의 변화를 비교
하면 Fig. 3.1.2.22와 같은데, 균열성장속도의 감소가 serration 열처리 재료보다는 TT
열처리 재료에서 훨씬 더 컸으며 평균 균열성장속도의 경우 각각의 값은 열처리되
지 않은 울진 3 archive 전열관 재료의 1/2 및 1/5 정도였다. Serration 열처리에 의해
형성된 파형 입계가 균열성장을 억제한 원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정속인장 시편에서
파단까지 도달하지 않은 균열들에 대해 단면형상을 관찰하였으며 그 결과를 Fig.

3.1.2.23에 나타냈다. Serration 열처리 시편에서 입계의 굴곡이 형성되지 않은 직선
형 입계에서는 작은 균열개구변위(crack opening displacement)로 균열이 성장되는 양
상을 보였으나 입계의 굴곡이 형성된 파형 입계에서는 상대적으로 큰 균열개구변위
에서 균열이 성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특히 굴곡된 입계 형상으로 인해 균열
면 방향과 큰 각도를 이루는 입계면을 만나면서 균열선단이 둔화(blunting)되는 형상
을 볼 수 있다. 따라서 파형 입계를 갖는 serration 열처리 시편의 경우 입계굴곡으
로 인해 균열성장에 더 큰 응력을 필요로 함을 알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은 실험결과로부터 한국 표준형 원전 증기발생기에 사용된 합금 600

HTMA에 후속 TT열처리를 적용하면 PWSCC 저항성이 약 5배 이상 증가됨을 알 수
있었으며 serration 열처리도 PWSCC에 대한 억제효과가 있었으나 그 정도가 TT 열
처리보다는 작게 나타났다. 그 이유는 파형입계에서의 굴곡된 결정입계가 균열의
진전방향을 변화시켜 그 성장을 저지하는 효과보다는 결정입계상에 연속적으로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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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된 탄화물이 더 큰 억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사려되며 따라서 serration 열처리후

TT 열처리를 추가하여 파형입계상에 연속적인 탄화물이 존재하게 되는 경우 TT 열
처리 보다 더 큰 PWSCC 저항성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4) 국내 원전 증기발생기 archive 전열관의 균열생성 특성 평가

국내 원전 증기발생기에 사용된 전열관 재료의 균열생성 시간을 실험적으로 평
가하였다. Table. 3.1.2.1은 균열생성 실험에 사용된 전열관의 종류와 개수 및 각 시
편에 대한 설명을 정리한 것이다. 한국 표준형 원전 증기발생기 합금 600 전열관 4
종과 고리 1호기 교체 증기발생기 합금 690TT 전열관 1종 등 5종의 archive 전열관
외에 후속 열처리 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울진 3 archive 전열관에 TT 열처리,

serration 열처리 그리고 serration 열처리후 TT 열처리를 추가한 시편들을 준비하였
다. 또한 창원 특수강에서 제작된 국산 시제 합금 600HTMA, 690MA와 690TT 등 3
종의 전열관도 외산 archive 전열관들과의 성능비교를 위해 추가하였으며 실험조건
및 결과의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PWSCC 민감도가 비교적 큰 상용 합금 600 전
열관 3종도 함께 실험하였다. 균열생성시험은 약 3년간에 걸쳐 1,000∼3,000시간의
실험 및 검사주기로 현재 13,000시간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를 정리하면 Fig. 3.1.2.24
와 같다. 가장 먼저 균열이 발생된 재료는 상용 합금 600 전열관으로 1,000시간부터
균열의 생성이 관찰되어 3종 전열관 모두 6,000시간 이내에 모든 시편에서 균열이
생성되었으며 따라서 PWSCC 생성을 야기 시키기 위한 본 모사 실험조건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다음으로는 국산 시제 합금 600HTMA가 6,000∼8,000
시간 실험후 균열이 생성되었으며 국산 archive 전열관의 경우 울진 3이 8,000∼

13,000시간에 그리고 영광 3/4, 영광 5/6은 13,000시간에 균열의 발생이 관찰되었으
나 울진 4의 경우는 13,000시간 실험후 2개 시편 모두 균열이 관찰되지 않았다. 즉,
합금 600HTMA 전열관의 균열생성에 대한 저항성은 국산 시제, 울진 3, 영광 3/4
및 영광 5/6, 울진 4의 순으로 커짐을 알 수 있었다. 울진 3에 열처리를 추가하여
제작된 시편은 13,000시간까지 균열이 생성되지 않아 후속 열처리로 인하여 균열생
성이 지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합금 690재질의 국산 시제

(MA와 TT)

및 고리 1호기 교체 증기발생기 전열관(TT)도 본 실험시간 내에서 균열의 발생이
관찰되지 않았다. 그림 3.1.2.25는 13,000시간 실험후 울진 3과 영광 3/4 전열관 시편
에 발생된 균열의 형상의 예를 보여 주고 있다. 균열은 reverse u-bend 시편 표면

apex의 중앙에서 약간 벗어난 지역에 위치하여 길이방향과 비스듬한 각도를 갖는
방향으로 생성되었으며 따라서 주 응력이 시편의 원주방향으로 작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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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실험결과에서 한국 표준형 원전 증기발생기 archive 전열관중 균열의 발생이
울진 3 재료서 가장 빨리 일어났으므로 이로부터 재료지수 평가를 통하여 실제 원
전 가동중 PWSCC에 의한 균열생성시간을 예측하였다. 울진 3 archive 전열관에서
균열은 8,000시간 실험후 관찰되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균열이 관찰되지 않았던

6,000시간을 균열생성시점으로 간주하였다. 사용된 reverse u-bend 시편에 가해진 응
력은 x-ray를 이용한 측정결과 최대 인장응력 정도 크기의 잔류응력이 reverse

u-bend 시편내에 존재한다는 연구보고[4]를 참고하여 650MPa로 가정하였다. 균열생
성기간과 재료지수와의 관계는 식 2.1.2.6로 주어지는데 여기서 식 2.1.2.7의 온도 의
존도와 식 2.1.2.8의 응력 의존도에 각각 본 실험조건인 360℃와 650MPa를 대입하여
계산하면 울진 3 전열관의 재료지수는 0.05로 평가되며 이로부터 325℃에서 450MPa
의 잔류응력이 존재하는 경우(kiss roll 확관 천이부 기준) 균열생성까지는 약

200,000시간(∼23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측된다. Fig. 3.1.2.24의 우측 x-축 선상에
는 각 archive 전열관들의 실험실적 균열생성시간에 대응되는 가동조건에서의 균열
생성 예측시간을 표시하였다. 실제 한국 표준형 원전 증기발생기의 경우 폭발확관
이 적용되었고 이 확관 천이부 내면에 존재하는 잔류응력의 크기는 기계식 확관방
법 보다는 훨씬 작은 잔류응력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기 때문에[5] 실제 한국
표준형 원전 증기발생기 확관 천이부에서의 PWSCC에 의한 결함생성시간은 예측치
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5) 국내 원전 증기발생기 archive 전열관의 균열성장 특성 평가

국내 원전 증기발생기에 사용된 전열관 재료의 균열성장 속도를 실험적으로 평
가하였다. Table. 3.1.2.2는 균열성장 실험에 사용된 전열관의 종류와 각 시편에 대한
설명을 정리한 것이다. 한국 표준형 원전 증기발생기 합금 600 전열관 4종 외에 후
속 열처리 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울진 3 archive 전열관에 TT 열처리와 serration
열처리를 추가한 시편들을 준비하였다. 균열성장시험은 40 및 20MPa√m의 두 조건
에서 시편당 2,000시간 실험한 후 파면분석을 통해 균열성장속도를 평가하였다.

Fig. 3.1.2.26은 울진 3 archive 전열관 시편의 실험후 균열면을 관찰한 사진이다.
균열성장 시편의 양쪽 두께면상에 피로 예균열(fatigue pre-crack)에서부터 PWSCC에
의한 전형적인 입계 균열이 생성되어 전파한 양상을 보이고 있고 입계 균열 선단의
모양은 시편 두께의 양쪽 표면보다는 중심부가 더 긴 볼록한 모양이었다. 따라서

PWSCC에 의한 입계균열의 성장길이는 두께 중심부의 최대균열길이를 측정하여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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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한국 표준형 원전 증기발생기 archive 전열관 재료는 동일한 실험조건에서
원전별 재료에 따라 Fig. 3.1.2.27과 같이 입계균열 길이의 성장량에서 큰 차이를 보
였으며 그 정도는 정속인장시험에서의 차이보다 훨씬 더 크게 나타났다. 즉, 입계균
열의 성장길이가 최저 140㎛(영광 3/4)에서 최고 1040㎛(영광 5/6) 까지 약 7배 정도
의 차이를 보였다. 울진 3 archive 전열관에 TT 및 serration 열처리를 추가하여 제작
한 시편의 경우는 Fig. 3.1.2.28과 같이 TT 열처리 시편의 경우는 열처리 전에 비하
여 약 1/3로 균열성장량이 감소하였으나 serration 열처리 시편의 경우는 균열성장량
에 거의 변화가 없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로부터 결정입계의 형상보다는 입계 탄
화물의 분포 및 양이 균열의 성장을 억제시키는데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
각된다.

비교적 큰 입계균열의 성장량을 보인 울진 3과 영광 5/6 archive 전열관에 대해서
는 20MPa√m의 정하중 조건에서 동일한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Fig.

3.1.2.27과 같은데 각 전열관의 40MPa√m 조건에서의 결과(Fig. 3.1.2.24∼25)에 비해
입계균열의 성장량이 1/2이하로 감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은 결과로부터 측정된 입계 균열의 최대 성장량을 전체 실험시간으로
나누어 균열의 최대 성장속도를 구하였으며 원전 재료별 성장속도의 정량적인 차이
와 응력확대계수의 의존관계를 Fig. 3.1.2.29에 도식적으로 나타냈다. 그림에서 실선
은 modified Scott 모델(식 2.1.2.9)로 계산된 330℃에서의 균열성장 예측선이다. 한국
표준형 원전 archive 전열관의 PWSCC 성장속도는 원전별 재료에 따라 10배 정도의
차이를 보였으며 영광 5/6과 울진 3은 균열성장속도가 상대적으로 큰 반면에 울진

4와 영광 3/4는 작게 나타나 정속인장시험결과와 정성적으로 잘 일치하였다. 응력확
대계수 변화를 포함한 Archive 전열관 재료의 균열성장속도 측정결과는 Scott 모델
의 예측치보다 항상 작게 나타났는데 이로부터 가동중 한국 표준형 원전 증기발생
기 전열관의 균열성장속도를 보수적으로 평가하는데 있어서 이 예측식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실험과 동일한 규격의 시편을 사용하여 보다 큰 응
력확대계수(≥70MPa√m)에서 실험한 일본의 결과[1]도 비교를 위하여 Fig. 3.1.2.30
에 함께 실었는데 최대 균열성장속도 데이터의 일부가 Scott 모델 예측치보다 더 크
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tube compact tension 시편의 경우 30MPa√m 이내의 응력확
대계수값에서만 준-탄성거동을 보여 응력확대계수 계산치가 유효하다는 사실을 고
려할 때 이로 인한 실험의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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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실험에서 측정한 균열성장속도는 실험후 최종 균열길이를 전체 실험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하였기 때문에 균열의 생성에 필요한 잠복기간이 길 경우 큰 오차가 유
발될 수 있다. 따라서 울진 3호기 archive 전열관에 대해 1,000시간 실험한 후 균열
성장속도 측정결과를 2,000시간 실험한 후의 결과와 Fig. 3.1.2.30에 함께 비교하였는
데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본 시편에서 균열생성까지의 잠복기간이 아주 짧
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보다 정밀한 잠복기간의 평가를 위하여 울진 3호기 archive
전열관 시편에 대해 DCPD방법을 적용하여 실시간 균열성장속도의 측정을 시도하였
다. 정전류 공급과 전위측정을 위한 nickel 도선을 Fig. 3.1.2.31과 같이 시편의 표면
에 spot 용접하였으며 6분간격으로 1A의 정방향 및 역방향 전류를 3초씩 가하여 전
압차의 변화를 추적하였다. 균열생성까지의 잠복기간은 하중이 작을수록 크기 때문
에 20MPa√m의 작은 하중조건에서 1,000시간 동안 측정하였으며 그 후 균열성장속
도를 정량적으로 비교하기 위하여 30 및 40MPa√m로 증가시켜 실험하였다. 균열성
장실험 시간에 따른 DCPD의 변화 결과는 Fig. 3.1.2.32와 같다. Potential 측정치는
실험환경이 상온 및 상압에서 고온 및 고압으로 변화함에 따라 증가하였으며, 특히

data의 scattering이 실험조건에서

상온에 비해 약 20배 이상 급격히 커지는 특징을

보였다. 따라서 Fig. 3.1.2.32에는 potential 측정치 20개에 대한 평균값들의 변화를 함
께 도시하였다. 실험 초기에 하중이 가해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potential이 약 5일정
도 기간동안 계속 증가하다가 포화됨을 볼 수 있는데 이는 합금 600이 1차측 환경
내에 노출되는 경우 그 전기저항이 일정기간 동안 증가된다고 보고되었는바[6] 이러
한 현상에 기인된 것으로 사려된다. 그 후 약 7일 동안 potential이 포화되는 것을
확인한 후에 20MPa√m의 정하중을 시편에 가하였는데 하중을 가함과 동시에

potential이 약 3㎶ 증가하였고 그 후 1,000시간의 실험기간동안 비교적 일정한 속도
의 미소한 증가가 계속되었다. 하중을 가함과 동시에 potential이 증가한 것은 접촉
해 있던 시편의 균열면이 하중에 의해 벌어짐으로서 저항이 증가되었기 때문인 것
으로 생각되며 그 후 계속인 potential의 증가는 균열성장에 의한 저항의 증가를 반
영한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본 실험조건에서 입계균열은 하중을 가함과 거의 동시
에 생성되어 전파됨을 알 수 있었으며 본 실험에서 계산된 균열성장속도에 큰 오차
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후 하중을 30 및 40MPa√m로 증가시킴에 따라

potential의 증가속도도 커졌으며 따라서 이들 potential의 증가속도가 균열의 성장속
도와 비례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하중에 따른 potential의 증가속도는 20,

30 및 40MPa√m에서 각각 1,000시간당 9, 16.5, 22.3㎶로 측정되었다. 본 연구에서
수행된 균열성장속도 측정결과에 의하면 울진 3 archive 전열관 시편에서 하중이 20
에서 40MPa√m로 증가되면서 최대균열의 성장속도는 약 3배 증가하였는데 이는

potential의 증가속도 측정치와 비교적 잘 일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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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데이터의 scattering이 거의 없는 상온의 냉각조건에서 측정된 실험전‧후

potential의 증가치는 약 75㎶ 이었고 균열면을 분석한 결과 Fig. 3.1.2.33과 같이 상
당량의 PWSCC에 의한 입계균열이 성장되었음을 알 수 있었으며 파면상에서 각 응
력확대계수값에 대응되는 입계파면 지역의 구분은 불가능하였다.
다. 결론
한국 표준형 원전 증기발생기에 사용된 합금 600HTMA 전열관들은 약 4년 가동
후 PWSCC에 의한 손상이 발생된 울진 1호기 증기발생기 전열관에 사용된 재료
보다는 저항성이 크지만 PWSCC에 의한 손상을 보이며 그 정도는 미세조직에 대
한 의존성 때문에 영광 5/6과 울진 3에 적용된 재료가 영광 3/4 및 울진 4 에 적
용된 재료보다 PWSCC 민감도가 더 크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고리 1
호기 교체 증기발생기에 적용된 합금 690TT는 PWSCC에 의한 손상이 발생될 가
능성이 거의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360℃의 2ppmLi + 1200ppmB 1차측 모사 냉각수중에서 수소농도를 35cc에서
50ccSTP/kg-water로 높이면 합금 600HTMA 전열관 재료의 PWSCC 민감도가 감소
됨을 실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로부터 실제 원전 가동조건에서도 수소농
도의 조절을 통하여 PWSCC를 억제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시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추가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한국 표준형 원전 증기발생기에 사용된 합금 600 HTMA에 후속 TT열처리를 적용
하면 PWSCC 저항성이 약 5배 이상 증가됨을 알 수 있었으며 serration 열처리도

PWSCC에 대한 억제효과가 있었으나 그 정도가 TT 열처리보다는 작게 나타났다.
그 이유는 파형입계에서의 굴곡된 결정입계가 균열의 진전방향을 변화시켜 그 성
장을 저지하는 효과보다는 결정입계상에 연속적으로 석출된 탄화물이 더 큰 억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사려되며 따라서 serration 열처리후 TT 열처리를 추가하여
파형입계상에 연속적인 탄화물이 존재하게 되는 경우 TT 열처리 보다 더 큰

PWSCC 저항성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균열생성시험을 통하여 한국 표준형 원전 archive 전열관중 균열이 가장 빨리 발
생된 울진 3 전열관의 재료지수는 0.05로 평가되었으며 이로부터 325℃에서

450MPa의 잔류응력이 존재하는 경우(kiss roll 확관 천이부 기준) 균열생성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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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00,000시간(∼23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러나 한국 표준형 원전
증기발생기에는 폭발확관이 적용되었고 이 경우 확관 천이부 내면에 존재하는 잔
류응력의 크기는 기계식 확관방법 보다는 훨씬 작은 잔류응력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실제 한국 표준형 원전 증기발생기 확관 천이부에서의

PWSCC에 의한 결함생성시간은 이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응력확대계수 변화를 포함한 Archive 전열관 재료의 PWSCC 성장속도 측정결과,
원전 재료별로 성장속도의 큰 차이를 보였으나 Scott 모델의 예측치보다 항상 작
게 나타났으며 이로부터 가동중 한국 표준형 원전 증기발생기 전열관의 균열성장
속도를 보수적으로 평가하는데 있어서 이 예측식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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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2.1. Reverse u-bend specimens used for crack initiation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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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2.2. Specimens used for crack propagation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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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2.1. Schematic diagram of the constant extension rate tester connected to a
primary water simulation test lo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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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2.2. Dimension of constant extension rate test specimen machined from archve
steam generator 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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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2.3. Schematic diagram of the autoclave for crack initiation test and the crack
propagation tester connected to a primary water simulation test lo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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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2.4. Dimension of reverse u-bend specimen for crack initiation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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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2.5. Dimension of tube compact tension specimen for crack propagation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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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2.6. Changes of stress intensity factor with crack length in tube compact tension
specimen under the constant load of 100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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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2.7. Comparison of the time to failure and the strain at failure of archive steam
generator tube specimens after CERT tests under simulated primary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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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2.8. Fractographs of archive tube specimens after CERT t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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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2.9. Intergranular area fraction of archive tube specimens after CERT t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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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2.10. Maximum IG crack depth of archive tube specimens after CERT t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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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2.11. Calculated IG crack growth rates of archive tube speci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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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2.12. Stress-strain curves of UCN1 SG archive tube speci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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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2.13. Fractographs of UCN1 SG archive tube specimens after CERT t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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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2.14. Comparison of the time to failure, the IG area fraction and the maximum
IG crack depth for UCN1 SG archive tube specimens with those for
UCN3 SG archive tube specimen after CERT t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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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2.15. Comparison of the maximum stress, the average and the maximum IG
crack growth rate for UCN1 SG archive tube specimens with those for
UCN3 SG archive tube specimen after CERT t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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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2.16. Comparison of the time to failure and the strain at failure of archive
steam generator tube specimens after CERT tests under simulated primary
water with different dissolved hydrogen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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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2.17. Comparison of the intergranular area fraction of archive steam generator
tube specimens after CERT tests under simulated primary water with
different dissolved hydrogen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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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2.18. Comparison of the maximum intergranular crack depth of archive steam
generator tube specimens after CERT tests under simulated primary water
with different dissolved hydrogen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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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2.19. Comparison of the average and the maximum crack growth rate of archive
steam generator tube specimens after CERT tests under simulated primary
water with different dissolved hydrogen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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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2.20. Microstructures of UCN3 archive tubes after TT and serration heat
treat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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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2.21. Comparison of the time to failure, the IG area fraction and the maximum
IG crack depth for heat treated UCN3 SG archive tube specimens with
those for as-received UCN3 SG archive tube specimen after CERT t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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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22. Comparison of the average and the maximum IG crack propagation rates
for heat treated UCN3 SG archive tube specimens with those for
as-received UCN3 SG archive tube specimen after CERT t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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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2.23. Cross-sectional view of the crack on strainght and serrated grainbound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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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2.24. Summary on the results of PWSCC initiation test up to 13,000h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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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2.25. Morphology of crack initiated on RUB specimens after 13,000hours
exposure

- 148 -

Fatigue
Pre-crack

PWSCC

Fatigue
crack

Fig. 3.1.2.26. Morphology of crack surfaces of UCN3 archive tube crack propagation
specimen after 2,000 hours under the load of 40MP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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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2.27. Comparison of crack surfaces for UCN4, YG3/4 and YG5/6 archive tube
crack propagation specimens after 2,000 hours under the load of 40MPa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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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2.28. Comparison of crack surfaces for as-received, thermally treated and
serration heat treated UCN3 archive tube crack propagation specimens
after 2,000 hours under the load of 40MP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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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2.29. Comparison of crack surfaces for UCN3 and YG5/6 archive tube crack
propagation specimens after 2,000 hours under the load of 20MP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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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2.30. Primary water stress corrosion crack propagation rate of domestic steam
generator archive tub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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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2.31. Positions of lead wires for DC potential drop measurement

- 154 -

Time, days
880

0

20

40

60

80

120

40MPa¥m Unload

860
840

EPM, micro volts

100

30MPa¥m

820

Cool
Down

Load 20MPa¥m

800
780
Heat Up

760

Average of Reversed DC(1.0A) Potential

740
720

0

50000

100000

150000

200000

Time, min

Fig. 3.1.2.32. Changes of dc potential drop with time for crack propagation test of
UCN3 steam generator archive 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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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2.33. Crack surface of UCN3 archive tube crack propagation specimens after dc
potential drop meas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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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rchive전열관재료의 IGSCC평가
가. 미세조직의 변화

Alloy 600과 Alloy 690의 미세조직은 탄화물의 분포에 따라 입내탄화물을 갖는
LTMA 재료와 입계탄화물을 갖는 HTMA, TT재료로 분류할 수 있다. 입계탄화물의
양상은 열처리에 크게 의존하며, 입계탄화물의 석출에 따라 입계 부근의 Cr 고갈
영역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Archive재료는 불순물의 양이 적고 또한 불순
물이 미치는 영향에 관해 많은 논란이 있어 불순물 편석의 영향은 배제하였다.

(1) 열처리에 따른 입계탄화물의 변화
Alloy 600 전열관의 응력부식균열 저항성은 열처리 조건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
는다. Alloy 600을 열처리함에 따라 입계에 chromium carbide가 생성되면서 입계 주
변에 Cr 고갈영역이 생긴다.[1-3] Bain에 의해 제안되어진 Ni-Cr-Fe 합금의 입계부식
에 의하면 400∼850℃ 온도 범위에서 열처리에 의해 입계에 주로 Cr7C3나 Cr23C6의
탄화물이 형성된다. 이 탄화물의 부근에서는 기지보다 Cr 농도가 낮아져 입계부식
에 민감해진다.[4-5] 현재까지의 대부분의 연구는 입계탄화물이 반연속적으로 분포
할 때 SCC 저항성이 증가된다고 보고하고 있지만 mill anneal 후 후속 열처리 온도
와 시간에 따라 입계탄화물의 길이, 두께 및 입계 coverage 등과 SCC 저항성을 연
계시키는 정량적인 연구는 거의 없었다.
여기에서는 입계탄화물의 분포와 입계에서의 Cr 고갈이 주로 SCC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HTMA Alloy 600의 열처리 온도 및 시간에 따른 입계탄화물 분포에
대해 정량적인 연구를 하였다.

(가) 실험방법
시험에 사용된 재료는 HTMA Alloy 600이며 이 재료들의 화학조성을 Table

3.1.3.1에 나타냈다. Archive HTMA Alloy 600와 이 HTMA Alloy 600 재료를 550℃,
600℃, 715℃ 와 800℃의 온도에서 열처리 시간을 각각 변화시킨 재료를 준비하였
다. 이 재료를 98% Methanol+2% Bromine 용액으로 4초 동안 에칭하여 입계탄화물
분포를 SEM으로 관찰하였다. 입계탄화물 분포를 조사하기 위해 입계탄화물 길이,
두께 및 입계 coverage 등을 image analyzer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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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결과 및 고찰
① as-received 상태의 입계탄화물 분포
실험에 사용된 재료들의 as-received 상태에서 분석한 입계탄화물의 길이, 두께,
입계 coverage의 관계를 Fig. 3.1.3.1에 나타냈다. 입계 coverage는 입계에 석출된 탄
화물 길이의 총합을 입계 길이로 나눈 값으로 정의하였다.

HTMA 600A와 HTMA 600B는 탄화물 길이 및 두께가 비슷하지만 입계
coverage 는 각각 59%, 42%로 Fig. 3.1.3.2에서 보여진 바와 같이 HTMA 600A 재료
에서 입계탄화물이 더 많이 분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HTMA 600A, B, C와 D는
각각 영광34, 영광56, 울진3과 울진4호기의 증기발생기 전열관을 의미한다.

② 열처리 시간과 온도에 따른 입계탄화물 분포
탄화물은 열처리 온도, 시간 및 C의 함량에 따라 입계나 입내에 M23C6나 M7C3
의 형태로 석출하며 D. R. Johns[6] 등에 따르면 as-received 시편에 있어 M23C6은 Cr

70%, Ni 26%, Fe 4%로 이루어졌으며 0.1∼0.2㎛ 정도의 크기를 가지며 등축형으로
입계에 주로 존재하며 M7C3 탄화물은 Cr 96%를 함유하며 1∼1.5㎛ 정도의 크기를
가지며 입계나 입내에 의육방정(pseudo-hexagonal) 형태로 존재한다고 하였다. 열처
리 온도와 시간에 따른 입계탄화물의 분포를 Fig.3.1.3.3에 나타냈다. 이것은 Fig.

3.1.3.4의 탄화물 석출에 대한 TTT 곡선으로 설명할 수 있다. Fig. 3.1.3.4에서 700℃
부근에서 열처리시 초기에는 입계에 연속적인 얇은 탄화물이 석출하고, 시간이 지
남에 따라 조대한 불연속적인 입계탄화물이 석출하며 입내에서도 탄화물이 석출한
다. 용체화처리 후에 합금이 500∼800℃의 온도에 노출되면 입계에 M7C3 형태의 크
롬탄화물이 석출하는데 일반적으로 M은 90%이상의 Cr을 함유한다.

Fig.3.1.3.3의 입계탄화물 분포를 image analyze로 분석한 것을 Fig.3.1.3.5에 나타
냈다. HTMA Alloy 600을 550℃에서 800℃의 온도범위에서 열처리함에 따라 550℃
와 600℃에서는 입계탄화물의 길이의 변화가 거의 없고, 715℃와 800℃에서 열처리
함에 따라 입계탄화물의 길이는 열처리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였다.
입계탄화물의 두께는 550℃와 600℃에서 열처리 한 경우는 열처리 시간이 증가해도
거의 변화가 없었으며, 715℃와 800℃에서 열처리 한 경우 열처리 시간이 약 1시간
까지는 입계탄화물의 두께가 증가했으나 그 이상으로 열처리시간을 증가시켜도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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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탄화물의 두께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입계탄화물의 입계분율은 550℃에서 열처
리한 경우 열처리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계속 증가하였고, 600℃에서 열처리 한 경
우 8시간까지 증가하다가 그 이후는 거의 일정한 값을 보였고, 715℃에서 열처리
한 경우는 열처리 시간이 1시간 일 때 최대값을 보였고, 그 이후는 감소하였으며,

800℃에서 열처리한 경우도 열처리 시간이 1시간 일 때 최대값을 보였다. 이와 같
이 열처리 온도와 열처리 시간에 따라 입계탄화물의 길이, 두께 그리고 입계분율이
변화하는 것은 550℃에서 열처리한 경우 입계탄화물의 성장보다는 입계탄화물의 생
성이 주로 일어나고, 800℃에서 열처리한 경우 입계탄화물의 생성보다는 입계탄화
물의 성장이 주로 진행되는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입계 예민화 측정
(가) 입계 Cr 고갈 측정방법 및 예측이론
스테인레스강은 일반부식에 상당히 큰 내식성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국부적으로
부동태 피막이 파괴되면서 진행하는 공식(pitting), 입계부식, 응력부식등에는 민감하
다. 스테인레스강은 개발 초창기에 이미 특정한 열처리, 예를 들면 소둔 후 서냉이
나 급냉 후 열처리(500∼800℃), 용접 등에 의해 입계부식에 민감해지는 현상이 발
견되었으며, 이것을 스테인레스강의 예민화(sensitization)라고 하였다.
스테인레스강의 예민화를 설명하기 위해 여러 모델이 제안되었으나, 그 중

Strauss[7]와 Bain[8]등이 제안한 입계주변 Cr 고갈이론만이 여러 실험실적 사실들을
설명할 수 있었다. 1970년 이전까지만 해도 Cr 고갈영역을 직접적으로 관찰하기 어
려웠다. 왜냐하면 Cr 고갈폭에 비해 분석전자현미경(analytical electron microscope,

AEM)의 beam 크기가 더 컸기 때문에 관찰자에 따라 Cr 고갈 영역을 관찰했다는
보고와[9,10] 관찰하지 못했다는 보고등[11,12]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1960년대에 기
존의 재료에서 Cr 고갈영역을 관찰하기 어렵게 되자 기존의 재료에 인위적으로 탄
소를 다량 첨가한 후 예민화 처리하여 Cr 고갈영역을 크게 확대시킨 재료에서 Cr
고갈영역을 AEM으로 측정하는 시도까지 되었으며, 결과는 성공적이었다.[13]

스테인레스강의 예민화 기구는 규명되지 않았지만 예민화 정도를 측정하기 위
해 Huey는 1930년 비등 질산시험법을 제안하였고[14], 같은 해 독일에서는 Strauss가
비등 황산동(H2SO4+CuSO4) 시험법을 제안하였다.[7] 비등 황산동법은 50∼60년대를
거쳐 개선되었으며,[15,16] 또한 이 기간에 입계부식을 측정하는 고전적인 다른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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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시험방법들이 제안되었다.[18] 고전적인 방법은 시험 용액에 시편을 침지시험 후
시편 상태를 측정하는 파괴적인 방법이다. 이와 같은 고전적인 입계부식 시험방법
을

획기적으로

바꾼

전기화학적

방법인

전기화학적

분극

재활성화

시험법

(electrochemical potentiodynamic reactivation, EPR)이 Cihal에 의해 제안되었고,[19]
Novak등이 이 시험방법을 개선하였다.[20-23] 고전적인 침지시험방법이 파괴적이라
면 EPR방법은 비파괴적인 방법이다. EPR방법은 부동태영역에서 부식전위쪽으로 역
분극함에 따라 예민화된 재료 입계의 재활성화에 의한 peak이 나타나는데 비해 예
민화되지 않은 재료는 그런 peak이 없다는 것으로부터 예민화 정도를 평가하는 것
이다. 최근에는 이 EPR 방법을 중성자 조사 유기 예민화 재료[24]와 냉연한 후 예
민화 처리한 재료[25-27]의 예민화 평가에 적용 가능성을 연구하고 있다.
한편, 전자 산업의 발달로 인해 예민화 재료의 입계 Cr 고갈영역은 1970년대에
직접 측정이 가능해졌으며 더욱이 고전압 전자현미경(scanning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 STEM)에 의해 아주 정밀한 Cr 고갈 profile까지 측정이 가능하게 되었
다. 그러나 고전압 STEM의 활용에도 불구하고 전극의 beam 크기와 beam 확산 때
문에 크롬탄화물/오스테나이트 계면에서 계면 Cr 농도등은 측정이 불가능하여,[28]

Cr 고갈영역에서 계면까지 측정한 결과를 외삽하거나,[29] 혹은 열역학적 모델에 의
해 계산한 값을 계면농도로 사용한다.[30] 그리고 이런 값들을 경계조건으로 사용하
여 열처리 온도 및 시간에 따른 Cr 고갈 profile등을 계산하는 속도론적 모델이 제안
되었다.[29,31] 이러한 모델은 실측한 Cr 고갈 profile로 검증되어야만 다른 조건에
활용될 수 있으며, 따라서 STEM으로 얻은 측정결과와 모델을 이용하여 계산한 결
과를 관련시키는 연구 등이 진행되어 왔다.

여기에서는 스테인레스강의 예민화 평가를 위해 제안된 침지 입계부식 시험방
법과 EPR방법의 특징에 관해 분석하고, 크롬탄화물 형성에 대한 열역학적 모델과
크롬고갈 영역에 대한 속도론 등의 연구현황에 대해 고찰하였다.

① 입계부식 시험방법
스테인레스강은 소둔 후 서냉, 혹은 소둔 후 급냉한 후 열처리 혹은 용접등에
의해 500∼800℃ 범위의 온도에 놓이게 되면 입계에 크롬탄화물이 석출하고, 동시
에 입계 주변의 Cr 고갈이 진행된다. 이 Cr 고갈 때문에 스테인레스강은 입계부식
에 매우 민감하다는 것이 알려졌으며, 이미 1930년에 Huey[14]는 재료의 예민화 즉
입계 부식 민감도를 측정하는 방법을 정립하였다. 입계부식 측정의 기본 원리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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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와 입계 사이의 조성차이에 의해 각 부분의 부식속도가 다르다는 것을 이용한 것
이다. 즉 입계부식을 측정하는 조건은 기지는 부동태 영역에 있게 하고, 입계는

active영역 혹은 trans passive영역에 있도록 시험 용액 및 온도를 선정하여 시험하는
것이다. 입계부식을 측정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제안되고 표준화되었는데(ASTM

A262[32]) 각각의 입계부식 측정 방법의 특징 즉 입계부식중 일어나는 부식현상이
나 반응현상을 이해하여야만 측정결과를 해석할 수 있다. 예민화를 측정하는 방법
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특정 용액에서 일정시간 침지시험 후 시
편의 무게 감량, 입계부식 깊이, 전기전도도나 재료의 응력등을 측정하는 파괴적인
침지 입계부식 시험방법으로, Cowan[33]등이 이 시험방법에 관하여 요약한 것을

Table 3.1.3.2에 나타냈다. 둘째는 Cihal에 의해 제안되고[19] Novak에 의해 개선된
EPR방법으로[20,21] 0.5M H2SO4 + 0.01M KSCN용역에서 시편을 부동태영역에서 부
식전위로 역 분극시킬 때 재활성 전류(reactivation current)가 예민화가 많이 될수록
증가한다는 것에 착안한 것이다. 이 방법은 고전적인 침지시험과는 대조적인 비파
괴적인 전기화학적 방법이다. 여기서는 주요한 입계부식 시험방법의 특징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 침지 입계부식시험방법
• 비등 HNO3시험법 (Huey 시험)

Huey[14]가 미국에서 1930년에 도입한 방법으로 스테인레스강의 부식전위는 강
의 양극반응과 HNO3의 산화 환원반응 (식(1))에 의해 결정된다.
+
3H + NO3 + 2e ⇄ HNO2 + H2O

(1)

Streicher[16]는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레스강의 부식전위가 1.00∼1.20VSHE에 있
다고 보고하였다. 시험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부식전위가 증가하며, 그 증가 정도는
예민화된 재료일수록 더 크다고 하였다. 부식전위의 증가 원인은 재료에서 Cr(Ⅲ)이
온 상태로 용해되어 나온 Cr이 Cr(Ⅵ)이온으로 산화되기 때문이다. 입계부식시험 중

Cr(Ⅵ)이온이 계속 용액 중에 농축되면 용액의 반응성은 더 커진다. 즉 용액 중에
Cr(Ⅵ)이온이 다량 존재하면 재료의 부식전위는 Nernst 식에 따라서 부동태영역에서
transpassive영역으로 증가되어 부식속도를 증가시킨다(Fig. 3.1.3.6). 이런 경우에 용체
화 처리만하여 입계에 Cr 고갈이 없는 재료에서조차 입계가 부식되고 입계가 떨어
져 나오기까지 한다. 또한 장시간 열처리하여 Cr 고갈영역이 복원되고 입계에 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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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화물이 있는 재료에서는 질산이 입계의 크롬탄화물을 용해시켜 입계를 부식시킬
수도 있다. 그래서 질산의 부피 대 시편 표면적의 비가 20㎖/㎠ 보다 크게 해야 되
며, 용액 중 Cr(Ⅳ)의 농축을 방지하기 위해 시험용액을 주기적(48시간마다)으로 교
환한다. Mo를 함유한 316 스테인레스강(stainless steel, SS)과 Ni기 합금(Hastelloy)는
입계 부근에 Cr 고갈이 되지 않아도 입계부식 속도가 크며, 이것은 Mo를 함유한 σ
상이 용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Mo를 함유한 합금의 예민화를 HNO3 용액에서 평
가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 가공 오스테나이트계 합금과 주조 오스테나이트계 합
금의 일반적인 입계부식 허용한계는 각각 0.46∼0.61㎜/y와 0.76㎜/y이다. 비등 HNO3
시험은 입계부식을 매우 가속시키는 시험방법이기 때문에 원자력 산업, 요소생산시
설 등 실제 질산이 사용되는 분위기의 재료의 예민화를 측정하는데 많이 사용된다.
• 비등 H2SO4 + Fe2(SO4)3 시험 (Streicher test)

Streicher[16]가 제안한 시험방법이다. 이 용액에서 시편의 부식전위는 금속의 양
극 용해 반응과 용액의 산화환원 식 (2)에 의해 결정된다.

Fe++ ⇄ Fe+++ + e

(2)

초기 용액중의 Fe이온은 모두 Fe(Ⅲ)이온으로 존재하지만, 부식이 진행되면서

Fe(Ⅲ)이온은 Fe(Ⅱ)이온으로 환원되어 식 (2)의 평형에 도달한다. 용액의 산화 환원
전위는 0.80∼0.85VSHE이다. 예민화된 재료는 이 용액에서 무게 감량이 매우 크며,
이것은 Cr 고갈 입계가 용해하면서 결정립이 용액중으로 분리되어 나오기 때문이
다. 비등 질산용액에 비해 이 용액에서 예민화된 재료의 결정립 분리 속도는 거의
두 배정도 빠르다.
시험 중 용액에 Fe(Ⅲ)이온이 충분히 많은 경우 시편의 전위는 0.80∼0.85 VSHE
를 유지한다. 그러나, 입계부식등이 진행하면서 Fe(Ⅲ)이온이 Fe(Ⅱ)이온으로 다량
환원되면 부식전위가 감소하고, 그 부식전위는 active 영역에 위치할 수도 있다. 부
식전위가 active영역에 있게 되면 일반 부식속도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며 수소발
생을 동반할 수 있다. Ferric sulfate용액에서 입계부식 시험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부
식전위는 감소하여 active영역으로 가서 부식이 급격하게 일어나는 현상은 HNO3용
액에서 시험시간 증가에 따라 부식전위가 증가하여 transpassive로 가는 현상과는 반
대되는 것이다. Ferric sulfate용액에서는 Cr 고갈영역과 321SS와 347SS의 σ상이 용
해되며 316SS와 317SS의 σ상은 용해되지 않는다. 또한 Inconel과 Hastelloy의 Cr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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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영역 및 σ상을 용해시킨다. 따라서 316SS, 317SS, Inconel과 Hastelloy 등의 예민
화 평가 시 입계 Cr 고갈이 없어도 입계에 σ상이 있으면 입계부식을 일으키기 때
문에 이 방법은 적절하지 않다. Streicher[34]는 소둔 처리된 시편의 무게 감량분에
2

대한 예민화된 시편의 무게 감량의 비(예민화된 시편의 무게 감량(g/dm )/소둔 처리
2

된 시편의 무게감량(g/dm ))가 1.5∼2.0보다 크면 예민화되었다고 간주하였다.
• 비등 H2SO4 + CuSO4 +Cu 시험(Strauss test)

Strauss등[7]이 제안한 방법으로 H2SO4 + CuSO4 용액에 Cu가 없으면 스테인레스
강의 부식전위는 약 0.58VSHE이고 Pt의 Redox 전위는 약 0.77VSHE이다. 여기서 스테
++

인레스강의 부식전위는 스테인레스강의 산화와 Cu 의 환원 반응에 의해 결정된다.
++

반면에 Pt의 redox 전위는 용액중의 불순물의 산화와 Cu 의 환원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용액중의 불순물의 산화속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Pt의 redox 전위가 스테인
레스강의 부식전위보다 더 큰 값을 갖는다. 용액중에 Cu를 첨가하면 스테인레스강
+

과 Pt의 전위는 모두 0.37VSHE로 감소하며, 이것은 용액중의 Cu 의 증가에 기인한
++

+

것이다. 즉 Pt와 스테인레스강의 부식전위가 Cu 의 환원과 Cu 의 산화 전위에 의해
결정된다. 한편 Cu가 스테인레스강 혹은 Pt와 접촉하게 되면 스테인레스강과 Pt의
전위는 0.30VSHE로 Cu의 전위와 동일하게 된다. Herbsleb등[35]은 스테인레스강이 Cu
+

와 접촉해서 부식전위가 감소하는 것을 Cu가 존재함으로 Cu의 산화에 의해 Cu 의
++

+

증가에 기인하는 것이라 하였다. 즉 부식전위는 Cu /Cu 의 비에 의해 결정되는

Nernst 식에 따른다고 하였다. 반면에 Streicher등[16]은 스테인레스강이 Cu와 접촉하
+

게 되면 Cu의 산화에 의해 Cu 의 증가에 의한 부식전위 감소와 더불어 스테인레스
강이 Cu와 이종 금속 접합에 의해 부식전위가 혼합전위론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Cu가 스테인레스강과 접촉함에 따라 스테인레스강의 부식전위는 감
소하여 모재는 부동태 영역에 있지만 크롬고갈 입계는 active영역으로 가며, 부식전
위가 감소할수록 입계부식은 촉진된다.

이 시험방법에서는 크롬탄화물이나 σ상은 용해되지 않고 결정립의 분리는 매
우 적으며 크롬 고갈영역만 용해되기 때문에 예민화된 재료라 할지라도 무게 감량
이 매우 적다. 그래서 침지시험후 시편의 전기저항이나 인장응력, 입계부식깊이등을
측정하여 민감도를 평가하는데 사용한다. Ni기 합금의 경우 모재의 부식전위가

active영역에 있어, 입계부식에 이 방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 Oxalic acid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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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험방법은 10% oxalic acid에서 1A/㎠의 전류를 1.5분간 흘려준 후 시편 표
면을 광학현미경으로 조사하는 양극에칭 방법이다.[16] 이 방법은 비파괴적인 시험
방법으로 신속하게 예민화 가능성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이 시험방법은 Cr 고갈영
역을 용해시키는 것이 아니라 입계에 있는 크롬탄화물을 용해시키는 방법으로, 입
계에 있는 크롬탄화물이 용해되어 입계가 골짜기처럼 움푹 파여 있으면 이 재료는
예민화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즉 입계에 크롬탄화물이 있으면 Cr 고갈 입계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착안한 시험 방법이다. 따라서 이 시험에서 입계가 골
짜기구조이면 다른 시험 방법으로 예민화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예민화가 되지
않은 시편은 용액에 노출된 결정면에 따라 부식속도가 차이가 있어서 계단구조를
보여준다. 또한 골짜기구조와 계단구조의 이중 구조를 보이면 예민화가 안된 것으
로 평가한다. Fig. 3.1.3.7에 계단구조와 골짜기 구조를 나타냈다.[36]
㉯ 전기화학적 입계부식 시험법(EPR방법)
앞에서 언급한 입계부식 시험방법들은 oxalic acid 시험법을 제외하면 시험방법
이 파괴적이고 입계부식 민감도가 정성적이며 오랜 시험기간이 요구되는 단점이 있
다. 기지와 크롬고갈입계를 갖는 재료의 분극곡선은 균일한 조성을 갖는 재료의 분
극곡선과는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예민화된 재료의 분극곡선과 균일한
시편의 분극곡선을 비교하여 예민화 정도를 측정하려는 시도가 오래 전부터 진행되
었다. 즉 예민화된 재료의 부동태 전류밀도(ipass)나 혹은 부동화 임계전류밀도(icrit)값
을 예민화되지 않은 재료의 값과 비교하여 예민화정도를 평가하였다. Osozawa[37]의
분극곡선(Fig. 3.1.3.8)을 보면 예민화될수록 ipass가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며, Clarke등

[38]은 active-passive천이 영역의 anodic nose의 면적을 예민화정도의 인자로 예민화
평가 가능성을 연구하였다. Clerbois등[38]은 분극곡선의 2차 peak를 예민화와 관련
시켰다. 이러한 노력 중에 Cihal등[19]이 제안한 EPR방법을 Novak등,[20] Clarke 등

[38]과 Akashi등[39]이 개선하여 입계부식을 신속하고 비파괴적으로 그리고 정량적
으로 측정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20-23]
이 방법은 30℃의 0.5M H2SO4 + 0.01MKSCN에서 시편을 부동태영역에서 active
영역으로 역분극시키면 예민화된 재료는 재활성화(reactivation)되지만 예민화되지 않
은 재료는 거의 재활성화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용한 것이다. KSCN은 입계 재활
성 촉진재 역할을 하며, KSCN 대신에 CH3CSNH2을 사용하는 것이 시도되고 있
다.[40] EPR방법에는 single loop EPR방법, double loop EPR방법과 reactivation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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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R방법등이 있다.
• Single loop EPR방법
이 방법은 l㎛까지 연마한 시편을 부식전위에서 약 30min유지한 후 200㎷SCE에
서 2분 동안 부동화시킨다. 그 다음 1.67㎷/sec의 분극 속도로 200㎷SCE에서 부식전
위까지 역분극시킨다.(Fig. 3.1.3.9(a)) 역분극이 됨에 따라 Cr 고갈 입계가 reactivation
되면서 전류가 증가한다. 이 전류를 적분하여 식 (3)으로 전하량을 구한다.

Q= ⌠
⌡ idt

(3)

이 전하량(Q)을 시편의 입계면적 식 (4)로 나눈 값을 예민화 지수(sensitization

parameter), Pa로 사용한다.(식(5))
-3
A=As×5.1×10 exp(0.35G)

Pa(C/㎠) = Q/A

(4)
(5)

A는 입계면적이고, As 시편 표면적이며, G는 ASTM 입계크기이다. Pa가 0.1보
다 적으면 예민화되지 않은 것으로, Pa가 0.4보다 크면 예민화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 방법은 약간 예민화된 재료를 민감하게 감지하나 심하게 예민화된 재료에서는
변별력이 별로 크지 않다.
• Double loop EPR 시험
이 시험방법은 100번 grit로 연마한 시편을 부식전위에서 300㎷SCE까지 1.67㎷

/sec로 양극 분극시킨 후 즉시 300㎷SCE에서 부식전위까지 동일한 분극속도로 역분
극시킨다. 양극 분극시켰을 때의 임계 전류(critical current), Ia값으로 역분극 시켰을
때의 재활성 전류(reactivation current), Ir값을 나눈 값(Ir/Ia)을 예민화 지수로 사용한
다.(Fig. 3.1.3.9(b))
• Reactivation ratio EPR방법
이 방법은 double loop EPR방법에서 Ia 값이 예민화 정도와 관계가 없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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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용한 것이다. 시편을 100번 grit로 연마한 후 부식전위(약 -400㎷SCE)에서 약 2
분 유지 후 -230㎷SCE에서 2분 유지한다. -230㎷SCE에서 2분 유지하면 1㎛까지 연마
필요성이 없게 된다. 그 후 200㎷SCE에서 2분 부동화 처리 후 부식전위까지 1.67㎷

/sec로 역 분극시킨다.(Fig. 3.1.3.9(c)) Ir값을 시편 표면적으로 나눈 것을 예민화 지수
로 사용한다.
② Cr 고갈 profile계산

㉮ 크롬탄화물 석출에 대한 열역학 모델

스테인레스강 입계에 크롬탄화물이 석출함에 따라 크롬탄화물은 인접하는 오스
테나이트상(γ상)과 계면에서 국부적 평형상태에 있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실제
로 탄화물에는 크롬 이외의 다른 금속원소가 있으나 탄화물의

금속 성분은 대부분

크롬이다. 그래서 탄화물을 크롬탄화물로 가정할 수 있다. 입계에서 크롬탄화물은
다음과 같은 반응(6)에 의해 생성된다.

Crx + Cy = CrxCy

(6)

반응 (6)에 대한 Gibbs 자유에너지 변화는 식 (7)로 주어진다.
△G = △G O + RTln

[ a CrxCy ]
[ a Cr ] [ a c ]

(7)

o

여기서 △G 는 크롬탄화물 형성 자유에너지이고, aCr과 ac는 크롬탄화물과 접하
는 오스테나이트상의 계면에서 크롬(Cr)과 탄소(C)의 활동도이다.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레스강에서 크롬탄화물은 일반적으로 Cr23C6가 형성되며, 식 (6)의 크롬탄화물
형성자유 에너지는 다음의 식 (8)과 같이 온도에 의존한다.[41]

△G o =- 208,560 - 19.5T( cal)

(8)

탄소의 확산계수는 크롬의 확산계수에 비해 수 order정도 크기 때문에 탄소의
활동도(ac)는 입내와 입계에 걸쳐 균일한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크롬탄화물(CrxCy)
을 순수한 물질로 간주하면, aCrxCy=1이다. 그리고 R은 기체상수, T는 절대온도이다.
크롬탄화물과 오스테나이트상이 계면에서 국부적 평형상태에 있다고 가정하였으므
로, △G=0이다. 크롬탄화물과 평형을 이루는 계면 Cr 농도는 식 (9)의 관계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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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식 (10)으로 주어진다.

(9)

ai=γixi

여기서 γi는 성분 i의 활동도계수이고, xi는 성분 i의 몰비이다.

o

X Cr =

1
△G
exp ( )
RT
[ γ Cr ][ γ C ][ x C ]

(10)

입계부식은 일반적으로 입계에 있는 Cr 고갈영역에서의 Cr 농도 및 Cr 고갈영
역의 폭에 의존한다. 따라서 식 (9)는 입계부식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수이다. 크롬탄
화물/γ상 계면에서 Cr과 C의 농도(CCr, CC) 및 활동도 계수(γCr, γC)와 크롬탄화물
o

의 형성 자유에너지 값, △G 을 알면 식 (10)로 부터 크롬탄화물/γ상 계면에서의
γ상의 계면 Cr 농도를 알 수 있다.
• 탄소 활동도계수 (γc)

Tedmon등[30]은 Wagner[42]의 excess partial molar free energy를 Taylor expansion
한 식 (11)에 따라 탄소 활동도계수를 구했다.

o+

ln γ C = ln γ C

[

xC

∂ ln γ C
∂ ln γ C
∂ ln γ C
+x Ni
+x Cr
+
∂x C
∂x Ni
∂x Cr

] [

2
∂ 2 lnγ C
1 2 ∂ lnγ C
xC
+x
x
…
C Ni
∂x C∂x Ni
2
∂x 2C

]

(11)
식 (11)에서 두 번째 괄호 안에 있는 항은 xixj가 적어서 무시하였다. 그리고 ∂

lnγc/∂lnxi는 2 원계 열역학자료[43,44]를 이용한다. 식 (11)의 확장은 xFe=1인 부근
에서 되었기 때문에 용질 농도가 거의 0인 부근의 극한 경우에 미분한 것이다. 그
런데 500∼800℃사이의 열역학 자료가 없어, 다음 식 (12)의 regular solution을 가정
해서 고온의 값을 500∼800℃로 외삽해서 γc를 구했다.

ln γ c =

Hm
RT

일반적으로

(12)

Hm은

혼합

엔탈피로

온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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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하지

않다.

Fullman[45]

Bruemmer[46]와 Hall등[31]은 Natesan[47]이 실험실적으로 유도한 식 (13)을 이용하여
스테인레스강에서 탄소의 활동도 계수를 구하였다.

5100
300
+ ( 0.525 )%C
T
T
72.4
404
)%Ni + ( 0.248 %Cr)
- ( 0.021 T
T
9.422
2
- ( 0.0102 )%Cr
T

ln γ C = - 1.845+

(13)

여기서 단위는 wt.%이다.
E

Was등[29]은 Kohler[48]의 excess free energy(G )에 대한 2원계 모델(식 (14))을 4
성분계에 적용하여 γc를 구하였다.

G E = ∑( x 1 + x 2 ) 2

x1
x2
x1-x2 1
Ao +
A 12
x 1 +x 2 x 1 +x 2 12
x 1 +x 2

(14)

식 (14)을 4성분계에 적용하여 4성분계의 총 자유 에너지를 구하고 그것을 식

(15)처럼 미분하여 탄소의 활동도 계수(γc)를 구하였다.

∂G E
= RTlnγ i
∂n i

(15)

• 크롬 활동도계수(γCr)

Tedmon등[30]은 Cr의 경우 식 (11)의 두 번째 괄호 안에 있는 항목을 무시할 수
없고, 또한 ∂lnγCr/∂xC의 값을 알 수 없어서, 부식시험 결과로부터 γCr을 구했다.

600℃에서 예민화한 시편을 Strauss용액에서 측정한 입계부식 속도와 입계를 모사한
Fe-xCr-8Ni 시편의 부식속도를 관련시켜 입계에서의 Cr 농도를 예측하고, 그것으로
부터 식 (10)에 의해 크롬 활동도계수(γCr)을 구하였다. 600℃에서 γCr을 계산한 후,
식 (12)에 의해 다른 온도에서의 γCr을 계산하였다.

Fullman등[45]과 Was등[29]은 Kaufman,[49] Hasebe[50]와 Kohler등[48]의 excess
free energy에 대한 열역학 함수와 식 (15)을 이용하여 크롬 활동도계수(γCr)를 구했
다. Was등[29]은 식 (10)으로부터 예측한 계면 Cr 농도와 AEM으로 직접 Cr 농도를
t

측정한 것이 일치하지 않아서 4원계를 2원계 상호작용항에 3원계 상호작용항, G 을
다음과 같이 (식(16)) 첨가하여서 탄소와 크롬의 계면 활동도계수를 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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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t

△G = x C (x N + x Fe )x CrAT
i

여기서 AT는 온도의존 상수이다. 식 (16)에서 탄소 및 크롬의 partial molar free

energy는 식 (15)를 이용하여 구한다.

∂G t
= ( 1 - 2x C )( x Ni + x Fe )x CrAT
∂n C
t

∂G
= ( 1 - 2x Cr )x c (x Ni + x Fe )AT
∂n Cr

(17)
(18)

탄소의 용해도로부터 AT값을 결정하였고, 계면에서 탄소와 크롬의 농도를 계산
하였다. 한편, Stawstrom등[51]은 스테인레스강에서 석출이 일어나지 않는 임계 온도
i

T와 탄소 농도xc 사이의 Rocha[52]의 관계식(식(19))과 Nishizawa[51]의 Fe-Cr-C 계의
열역학 함수를 Fe-Cr-Ni-C 계에 확장하여 식 (20)를 얻었다.
i
lnxc = 1.02 - 7000/T

(19)

2

RTlna c = RTlnx c + 11856 - 4.5T- 4.5T+ 1300x Cr - 2700x Cr
o

(20)

o

모재의 조성이 (xc , xCr …)일 때 입계에서 크롬탄화물/오스테나이트 계면에서 석
o

출 초기에 모재의 탄소 농도는 xc 이며 이때 계면에서 크롬고갈이 생기며, 계면 Cr
i

농도가 입계부식에 영향을 준다. 계면 Cr 농도를 구하기 위해 식 (19)에 의해 xc 를
o

구하고 이 값과 모재의 크롬농도 xCr 를 식 (20)에 넣으면 RTlnac값을 구하게 된다.
o

그렇게 한 다음에 모재 조성의 탄소농도 xc 를 식 (20)에 넣으면 크롬탄화물/오스테
i

o

i

나이트 계면 Cr 농도를 구하게 된다. 초기 계면 농도가 (xc , xCr )일 때, 석출이 진행
o

o

됨에 따라 모재 탄소농도가 xc 에서 xc로 감소하고, 계면 탄소농도도 xc 에서 xc로 감
i

o

소하며 계면 Cr 농도는 XCr 에서 XCr 로 증가한다.

㉯ 크롬고갈영역분포 속도론

크롬탄화물이 입계에 석출함에 따라 석출물 주변의 입계를 따라서 혹은 입계에
수직한 부분에서 크롬의 고갈이 있게 된다. 입계 주변에서 Cr의 분포는 Fick의 제 2
법칙 (식(21))에 따른다. 크롬탄화물/오스테나이트 계면 Cr 농도는 앞에서 언급한 식

(10)에 의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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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NA
dN
=D
2
dt
∂x

(21)

Fick의 제 2 법칙 (식(21))을 입계 Cr 고갈에 적용할때, 식 (21)의 해를 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입계에 반경 r1인 크롬탄화물이 생성되고, 크롬
탄화물/오스테나이트 계면에서 계면Cr 농도, CCr(r1, t)=CI이라고 가정하고 즉 CI이 시
간에 의존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여 식 (15)의 해를 구한 것이다. 그래서 입계에 수직
한 부분에서 시간, 거리에 따른 Cr 농도를 다음 식 (22)으로 유도하였다.[53,54]

2

∂C( r,t)
∂ C( r,t)
2D ∂C( r,t)
+(
=D
)
2
∂t
r
∂r
∂r

(22)

식 (22)의 해는 식 (23)로 주어진다.[54]

ꀎ
︳
︳
︳
C( r,t) = C M + ( C I -C M )︳
︳
︳
︳
︳
︳
︳
︳
ꀚ

- r2/4Dt
ꀏ
e
π
( 1 - erf( r/ 2 Dt)) ︳
︳
2
-r/ Dt
︳
︳
︳
-r
︳
︳
︳
e /4Dt
π
︳
( 1 - erf( r 1 /2 Dt)) ︳
︳
2
r 1/ Dt
ꀛ
2
1

(23)

CM은 시편의 초기 Cr 농도이고 t는 예민화 처리시간이다. Hall등[31]은 AEM으
로 측정한 Cr 분포곡선에서 Cr의 최소값을 식 (23)의 CI으로 하고 식 (23)로부터 계
산한 Cr의 분포는 AEM으로 측정한 Cr 분포곡선과 잘 일치함을 보였다(Fig.

3.1.3.10). 그러나 식 (10)로 계산한 계면 Cr 농도 값은 AEM으로 측정한 최소값보다
더 적었다. 그것은 크롬탄화물/오스테나이트 계면 부근에서 Cr 농도 측정시 beam

broadening에 의해 실제 농도보다 더 높은 Cr이 측정된 것에 기인한다. 그래서 beam
broadening을 고려하여 측정한 Cr 농도 분포곡선을 얻고 계산한 농도분포를 최적 가
우스 함수에 일치시켜 계산한 Cr 농도 분포곡선을 얻으면, 두 Cr 농도 분포곡선은
서로 잘 일치함을 보여준다.[31]

Was등[29]은 Fick의 제 2법칙(식(21))를 입계 수직한 부분에서 Cr 농도 분포를
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가정하였다. 탄소활동도는 입계면과 입내에서 동일하다.
또한 입계에 균일한 크롬탄화물이 생성되고 크롬탄화물/오스테나이트 계면에서 Cr
계면 농도는 계속적으로 식 (10)에 의해 변화한다. 즉 크롬탄화물이 성장함에 따라
재료의 탄소농도는 감소하고 그래서 계면 Cr 농도는 증가한다는 것을 고려하여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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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의 불연속 Cr 확산식을 설정하였다.

i

Vn

i-1

x n -x n
△t

{

i

=- D Cr An

i

i

i

x n - x n-1
x n + 1 -x n
-A n + 1
△r n - 1
△r n

}

(24)

i

여기서 xj : node j와 시간 i에서 Cr의 몰분율
△rj : node j의 폭

Aj : node j의 shell 표면적
Vj : node j의 부피
DCr : Cr 확산 계수
△t : 시간 변화이다.
식 (24)을 다시 정리하면 식 (25)으로 주어진다.

An+1
-DAn △t i
D△t
An
i
(
x
+[1+
+
)]x n
V n△r n - 1 n - 1
V
△r n - 1
△r n
DA n + 1△t i
i-1
x n+1 = x n
V r△r n

(25)

그리고 입계 크기 h는 다음식으로 주어진다.

h = ∑ △r j

(26)

식 (25)에서 N개의 식에 N+2의 미지수가 있다. 식 (25)에서 xo=x1 이고, xN+1은
계면 농도로 식 (10)에 의해 주어진다고 가정하여 식 (25)의 해를 구한다. xN에서

xN+1로 Cr이 확산함에 따라 식 (6)의 반응이 진행되어 Cr23C6가 형성되면 크롬확산량
(J․△t)의

6 만큼 기지의 탄소농도가 감소한다. 그때 크롬탄화물/오스테나이트 계
23

면에서의 Cr 농도는 식 (10)에 의해 주어진다. 이렇게 계산한 계면 Cr 농도를 후속
계산시의 xN+1의 값으로 활용하여 시간에 따른 Cr의 분포곡선을 얻었다.(Fig.

3.1.3.11)

J⋅△t = D Cr

N+1
xN
Cr -x Cr
⋅△t
r N + 1 -r N

(27)

Was등[29]의 Cr 고갈 profile 예측식은 측정 profile과 700℃에서는 잘 일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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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예민화 예측 및 예민화 평가에 고찰

침지 입계부식 시험법으로 예민화 평가시 이때 시험결과로 부터 입계 부식 민
감도를 정량화하기 어렵다. 예민화가 되지 않은 시편을 입계 부식 시험시 동시에
넣어서 기준 시편으로 사용하여 예민화시편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Fig. 3.1.3.12처럼 예민화 되었을 때 시험용액에 따라 최소 계면 Cr 농도에 민감
하게 반응하는 경우와, 크롬고갈영역의 폭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예민화 평가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입계에서 Cr 농도분포곡선이 profile A
과 profile B로 주어졌을 때, 시험용액 A(test A)로 시험하면 profile B가 더 예민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반면에 시험용액 B(test B)로 시험하면 profile A가 더 민감한 것으
로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시험용액에 따라 침지시험시 예민화 재료의 입계분리가
있을 수 있으므로 침지시험 전후의 무게감량으로 예민화 평가시 이것을 고려해야
한다. 즉 예민화 시험방법이 다르면 무게 감량이 동일하여도 예민화정도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입계부식 시험용액의 특성과 재료의 열처리 이력을 검토하여 예민화
측정결과를 평가해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 침지 입계부식 시험용액은 단 기간 내에
예민화를 평가하기 위한 매우 가혹한 분위기들이나 실제 사용환경은 대부분 훨씬
순한 분위기이기 때문에 재료의 사용 환경을 검토 후 요구되는 예민화 정도를 결정
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또한 시험 용액에 따라 용해되는 부분이 다르므로 재료의
조성을 확인후 적절한 시험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크롬탄화물 석출에 대한 열역학적 모델과 Cr 확산의 속도론을 이용하여 석출물
주변의 Cr 농도 profile을 얻을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여러 모델을 적용하여 계산
한 입계면 Cr 농도는 AEM으로 측정한 계면 Cr 농도와 특정 온도 구간에서는 잘
일치하나 여러 온도 구간에서는 잘 일치하지 않는다.[46,55] 이것은 계면 Cr 농도를
계산하기 위해 사용한 열역학함수가 여러 온도 범위에서 적용되지 않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고온에서 측정한 탄소활동도를 외삽해서 저온의 탄소활동도를 계산
하였는데, (식(13)) 이것의 타당성도 검증할 필요가 있다. 저온에서 탄소활동도의 온
도의존성이 적절하다고 가정할 때 γCr을 여러 data base에 근거해서 실험실적으로
측정한 것을 적용하면 보다 정확한 계면 Cr 농도를 계산할 수 있다.

AEM으로 입계면 Cr 농도 측정시 크롬탄화물의 불연속 석출로 계면 Cr 농도가
측정 부분에 따라 다르며 또한 입계마다 입계에너지가 동일하지 않아서 크롬탄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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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석출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많은 입계에서 Cr 농도 측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AEM으로 측정시 많은 부분을 분석해야 하므로 AEM을 이용한 Cr 농도측정이 모든
경우에 예민화 평가의 최선의 방법은 아니다.

(나) archive 전열관 재료와 열처리 전열관재료의 입계주변 Cr 고갈측정

① 실험 방법

HTMA Alloy 600(조성은 Table 1에 나타냈다), HTMA Alloy 600을 약 715℃ 15
시간 열처리한 (thermally treated, TT) Alloy 600과 HTMA Alloy 600을 약 600℃ 24
시간 예민화 처리한(sensitization ,SEN) Alloy 600 시편의 입계예민화를 TEM으로 분
석하여 Cr, Fe, Ni의 입계로부터의 거리와 입계내에서의 입계탄화물로부터의 거리
함수로 평가하였다.

② 결과 및 고찰
입계탄화물 석출로 인한 입계크롬고갈 현상은 탄화물의 조성과 합금의 C와 Cr
함량, 그리고 결정립 크기에 의존한다.[56] 열처리 온도를 낮추거나 C함량을 증가시
키면 입계크롬고갈 깊이는 더 깊어진다. 그리고 열처리 시간을 길게 하면 탄화물과
평형을 이루고 있는 크롬의 양은 기지로부터의 Cr 역확산으로 인해 증가하게 되며
이러한 현상을 크롬의 회복(replenishment)이라고 한다. 열처리 시간이 짧을 경우 입
계크롬고갈 영역의 깊이는 깊고 폭은 좁은 반면 열처리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모상
으로부터 입계로의 Cr의 확산으로 인하여 입계크롬고갈 영역의 깊이는 얕아지고 폭
은 넓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3]

Fig.3.1.3.13에 나타낸 바와 같이 Cr, Fe, Ni의 입계로부터의 거리와 입계내에서의
입계탄화물로부터의 거리 함수로 평가하였다. Fig.3.1.3.14에 입계주변 Cr 고갈에 대
한 도식적 그림을 나타냈다. Fig. 3.1.3.15은 HT 600A∼D재료들의 입계고갈영역을
나타낸다.

Fig.3.1.3.16에 열처리에 따른 입계주변 Cr 고갈을 나타냈다. Table 3.1.3.3에 Cr
고갈영역에서의 최소 Cr 농도와 FWHM(full width at half maximum)을 나타냈다. 입
계탄화물 석출에 따른 주변지역의 Cr 고갈은 HTMA 600이 약간 예민화되었고, 60

0℃에서 24시간 예민화처리한 HTMASEN 600은 HTMA 600보다 두껍게, HTMA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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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은 모상으로부터 입계로의 Cr 역확산에 의해 HTMASEN Alloy 600에 비해 넓게
Cr 고갈영역이 존재하였다.
(3) 전열관 재료의 bulk Cr 농도 및 열처리에 따른 분극거동
증기발생기 전열관 재료로 사용되는 Alloy 600은 장기간 사용됨에 따라 wastage,

denting, fretting, pitting과 SCC(stress corrosion cracking) 등의 손상을 보였다.[57] 이런
손상을 완화하기 위해 복수기의 교체, 수처리 기술과 증기발생기 설계 기술 등의
개선을 통해 pitting, wastage, denting와 fretting에 의한 손상을 감소시켰고, 그래서 근
래의 전열관 재료의 손상은 주로 SCC에 기인한다.[57]

Alloy 600은 산성 및 중성 분위기에서 SCC가 발생하나,[58-60] Alloy 690은 이
들 분위기에서 상당히 큰 SCC 저항성을 보인다.[61] Alloy 600은 Cr이 14∼17%이고

Alloy 690은 Cr이 27∼31%로, Alloy 600과 Alloy 690은 Cr 농도의 차이 외에는 거의
동일하다.

Ni기

합금에서

Cr

농도의

차이에

의해

stacking

fault

energy,[62]

coincidense site lattice boundary 비율[63]과 염기성 분위기에서 분극 거동[64]등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어, 두 합금 사이의 SCC 저항성 차이가 근본적으로 무엇에 기인하
는지 규명하는 것은 매우 난해한 일이다. 한편 Fe-χCr 계 합금[65]과 Fe-χC-Fe 합
금[66]에서 Cr 농도가 증가될수록 임계 전류밀도, 부동태 전류밀도와 Flade potential
이 감소한다. 그리고 고순도 3 원계 Ni-χCr-Fe 합금에서도 0㎷SCE에서 Cr이 증가될
수록 부식속도가 감소하였다.[67] 상용 Alloy 600과 Alloy 690은 고순도 3원계 Ni-χ

Cr-Fe 합금에 비해 미량의 합금원소, 불순물 그리고 개재물을 갖고 있다는 면에서
차이가 있으며, 이런 것들은 분극거동뿐만 아니라 응력부식 저항성에 큰 차이를 줄
수 있다.

Alloy 600을 열처리함에 따라 입계에 chromium carbide가 생성되면서 입계 주변
에 Cr 고갈영역이 생긴다.[68-71] 이런 Cr 고갈에 의한 예민화 정도를 비파괴적이고
신속한 전기화학적 방법으로 황산에 KSCN을 첨가한 용액에서 평가할 수 있
다.[72,73] 즉 황산에 KSCN을 첨가하면 예민화된 Alloy 600에서 입계부식이 진행한
다. 한편 KSCN이 없는 고온의 황산 수용액에서 예민화된 Alloy 600은 예민화되지
않은 Alloy 600에 비해 SCC에 민감하다.[58] 입계부식 기구가 응력부식 기구와 차이
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황산이 있는 용액에서 예민화된 재료의 입계를 따라
부식이 더 빠르게 진행한다는 면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황산 수용액에서
의 SCC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황산 수용액에서 분극거동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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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전열관 재료로 사용되는 상용의 Ni-χCr-Fe 합금과 고순
도 3원계 Ni-χCr-Fe 합금등에서 Cr 농도, 불순물과 열처리등이 분극거동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가) 실험 방법
사용한 재료는 원전 증기발생기 전열관 재료인 Alloy 600, Alloy 690과 Ni-χ

Cr-10Fe 합금, 그리고 chromium carbide(Cr23C6) 등이었으며, 이 재료들의 화학조성을
Table 3.1.3.4에 나타냈다. Ni-χCr-10Fe 합금에서 Cr이 14∼17%인 것이 Alloy 600에
해당하며, Cr이 27∼31인 것이 Alloy 690에 해당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Ni-χ

Cr-10Fe합금은 상용 재료이거나 실험실에서 용해하여 가공한 것이며, 그 중의 한 재
료는 고순도 3원계 Ni-17Cr-9Fe재료로 Ni, Cr과 Fe외의 다른 성분이 거의 없는 것이
었다. Ni-χCr-10Fe 합금에서 열처리 중 생성되는 chromium carbide의 영향을 배제한
상태에서 Ni-χCr-10Fe합금중의 Cr 농도에 따른 분극거동을 알기 위해 Alloy 690은

1150℃에서 30분간, 나머지 재료들은 1100℃에서 30분간 solution anneal(SA) 후 수냉
하여 시편을 만들었으며, 이렇게 열처리하여 만든 것을 SA시편이라 하였다. Alloy

600에서 열처리에 따른 분극거동을 알기 위해 SA처리한 Alloy 600을 600℃에서 24
시간 예민화 처리(sensitization, SEN)와 720℃에서 12시간 열처리(thermal treatment,

TT)를 하였으며 각각을 SEN시편과 TT시편이라 하였다. 열처리한 시편의 chromium
carbide 분포를 인산에칭[64]하여 관찰하였다.
분극시험 시편은 두께가 약 1mm인 관이나 판재로부터 5×10(㎟)크기로 절단하여
만들었다. 이것을 0.3㎛ alumina powder까지 polishing한 것을 alloy 600 wire에 spot

welding한 후 Alloy 600 wire를 절연 및 밀봉하였다. 그래서 분극시험 시편표면만이
시험용액과 접촉하게 하였다. 분극시험 용액은 탈염수에 시약급 H2SO4를 첨가한 1N

H2SO4 수용액이었다. 시험용액중의 산소를 제거하기 위해 고순도 N2 gas를 시험 전
30분부터 계속 주입하였다. 분극시험은 EG&G 273 potentiostat와 saturated calomel
electrode(SCE)와 Pt counter electrode를 사용하여 수행하였다. 이 결과에서 모든 전위
값은 SCE에 대한 상대적인 값이다. 시험 용액을 가열하여 시험온도에 도달하면 시
편을 장입하고 -300㎷SCE 혹은 -800㎷SCE전위에서 30분 동안 시편을 전처리하였다.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전처리는 -300㎷SCE에서 30분간 한 것이다. 전처리 후 동전위
분극(potentiodynamic polarization) 곡선 혹은 주기적 분극(cyclic polarization) 곡선을
얻었으며, 분극속도는 0.1, 1, 10, 100, 1000(㎷/sec)등으로 변화시켰다. 이 논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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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극속도에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분극속도는 1㎷/sec이다. 시험온도는 30, 90℃이었
다. 또한 각각의 전위에서 용해반응을 알기 위해 정전위(potentiostatic test)를 한 후
시편표면을 광학현미경과 SEM으로 관찰하였다.

(나) 결과 및 고찰

① 분극속도 및 전처리의 영향

Alloy 600 SA시편을 -400㎷SCE에서 30분간 전처리한 것을 90℃에서 0.1㎷/sec부
터 1000㎷/sec까지 분극속도를 변화시켰을 때의 분극곡선을 Fig.3.1.3.17에 나타냈다.
양극 분극곡선에서 부식 전위보다 조금 높은 부분에 2개의 큰 anodic peak이 관찰되
었으며, 낮은 전위(아래)쪽에 있는 것을 편의상 1차 anodic peak라고 했고, 높은 전
위 쪽에 있는 것을 2차 anodic peak라 하였다. 그리고 작은 3차 anodic peak가 2차

anodic peak 바로 위에 있었다. 분극속도가 0.1㎷/sec에서 1㎷/sec로 증가될 때는 1차
anodic peak에서 전류밀도는 감소하였으며, 부동태 전류밀도는 거의 변화되지 않았
다. 그러나 분극속도가 1㎷/sec에서 1000㎷/sec로 증가됨에 따라 1차 및 2차 anodic

peak에서의 전류밀도는 감소하였으며, 부동태 전류밀도는 증가하였다. 그리고 분극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anodic peak 전위는 양(noble)의 방향으로 이동하였다. 분극속
도가 증가함에 따라 부동태 전류밀도가 증가한 것은 분극속도가 어느 이상 클 때
부동태 영역에서 안정한 부동태 피막을 형성할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
다. Active region에서 금속이 금속이온으로 용해되고 시편 표면에 부식 생성물이 없
어서 분극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전류밀도는 증가하거나 일정할 것이라고 기대했는
데 반대의 경향을 얻었다. 분극속도가 100㎷/sec와 1000㎷/sec일 때 양극 분극곡선에
서 부식전위와 1차 anodic peak 사이에서 인가전위가 증가해도 전류밀도의 변화가
거의 없는 마치 부동태 영역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 시편 준비중 시편
표면에 생성된 피막에 의해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어서 시편을 더 낮은 -800
㎷SCE에서 30분간 전처리 한 것을 90℃에서 1000㎷/sec의 분극속도로 분극곡선을 얻
었다.(Fig.3.1.3.18) Fig.3.1.3.18에서 -800㎷SCE에서 전처리한 것은 -400㎷SCE에서 전처리
한 것보다 1차 anodic peak의 전류밀도가 약 10배정도 컸고, 부동태 전류밀도는 약

5배정도 컸다. 또한 -800㎷SCE에서 30분 전처리한 것을 1000㎷/sec로 분극한 시편의
1차 anodic peak의 전류밀도는 1㎷/sec로 분극한 시편의 1차 anodic peak의 전류밀도
보다도 조금 더 컸다. 따라서 Fig. 3.1.3.17에서 분극속도가 클수록 active region에서
전류밀도가 작은 것은 시편 표면에 생성된 피막이 -400㎷SCE에서 30분간 전처리할
때 제거되지 않았으나, 그 피막은 -800㎷SCE에서 30분간 전처리하면 환원에 의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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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400㎷SCE에서 30분간 전처리한 시편이라도 분극속도
가 1㎷/sec보다 느리면 active region에서 시편 준비중 생성된 피막이 깨어지든 아니
면 피막 자체의 치밀도가 떨어져 분극거동에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었다.
② Alloy 600의 개재물의 영향

SA 처리한 상용 Alloy 600 합금과 이 상용 Alloy 600과 거의 동일한 Ni, Cr과
Fe의 조성을 갖으면서 다른 합금원소 및 불순물이 거의 없는 고순도 3원계
Ni-17Cr-9Fe 합금의 90℃에서의 분극곡선을 Fig.3.1.3.19에 나타냈다. 상용 Alloy 600
은 약 -260㎷SCE와 -100㎷SCE에서 뚜렷한 1차 및 2차 anodic peak를 보였으나, 고순도

3원계 Ni-17Cr-9Fe 합금은 -260㎷SCE에서만 1차 anodic peak를 보였고 2차 anodic
peak를 보이지 않았다. 상용 Alloy 600 합금에서 -100㎷SCE의 2차 anodic peak는 실험
할 때마다 그 peak에서의 전류밀도에 차이를 보였다. 한편 상용 Alloy 600과 고순도

3원계 Ni-17Cr-9Fe 합금의 분극거동의 차이를 알기 위해 -260, -160, -100, 0, +400(㎷
SCE)에서

정전위 시험(potentiostatic test)을 하였으며, 정전위 시험 시 각각의 전위에

서 시간에 따른 전류변화를 Fig.3.1.3.20에 나타냈다. 1차 anodic peak인 -260㎷SCE에
서 전류는 초기 단계에서 서서히 감소하였고 정상 상태에서의 전류밀도는 약 1×
-3

10 (A/㎠)였다. 그러나 -160㎷SCE와 2차 anodic peak인 -100㎷SCE에서 초기 단계에 전
류밀도는 급속하게 감소되었다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상용 Alloy 600과 고순도

3원계 Ni-17Cr-9Fe 합금을 정전위 시험한 시편을 SEM으로 관찰한 것을 각각
Fig.3.1.3.21와 Fig.3.1.3.22에 나타냈다. 상용 Alloy 600은 1차 peak인 -260㎷SCE에서 정
전위 시험시 시편의 기지 표면에 많은 미세기공과 국부적으로 검게 에칭된 부분을
보였으며,(Fig.3.1.3.21(a)) 검게 에칭된 부분을 2000배로 확대한 것이 Fig.3.1.3.21(b)이
며, 기지 표면의 미세기공을 5000배로 확대한 것이 Fig.3.1.3.21(c)로 그 형상은 마치

pitting이 진행한 것처럼 보였다. 또 용액과 접촉하는 시편 표면의 결정면에 따라 부
식속도의 차이가 있어 결정립 사이의 명암의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160㎷
SCE(Fig.3.1.3.21(d))와

2차 anodic peak인 -100㎷SCE(Fig.3.1.3.21(e))에서 정전위 시험한

시편 표면은 개재물과 그 주변에 국부적으로 심한 부식을 보였다. 상용 Alloy 600은
수 ㎛크기의 다량의 titanium carbonitride(Ti(C,N))과 titanium carbonitride(Ti(C,N))/기지
계면에

미세한

소량의

황화물등의

개재물을

갖고

있다.[74]

Fig.3.1.3.21(d)와

Fig.3.1.3.21(e)에서 개재물의 크기보다 훨씬 넓은 개재물 주변이 부식된 것을 볼 수
있다.

-260㎷SCE에서

정전위

시험한

시편에서

Fig.3.1.3.21(a)의

검은

부분들과

Fig.3.1.3.21(a)를 확대한 Fig.3.1.3.21(b)의 검은 부분(화살표 A로 나타낸 부분)은 개재
물의 반응 생성물이 재료와 반응하였거나 작용한 부분으로, 검게 에칭된 부분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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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부분에 비해 기공 형태의 부식이 거의 없음을 볼 수 있다. 반면에 -160㎷SCE와

-100㎷SCE에서 30분간 정전위 시험한 시편에서는 개재물 주변이 움푹 파여 들어간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개재물의 부식 반응 생성물은 -160㎷SCE∼-100㎷SCE에서 부
식을 상당히 촉진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개재물 주변에 편석할 수 있는 원소는 S,

N, C B, Si등이며, 편석원소는 분위기에 따라 S의 경우 sulfide, sulfur oxide와 sulfate
등으로, N의 경우 ammonium, nitrite, nitrgen oxide, nitrate 등으로, 마찬가지로 C와 B
등도

반응하여 다른 반응 생성물로 될 수 있다.[75] 본 연구에서는 어떤 불순물이

반응하여 어떤 반응 생성물이 생성되어 부동화를 억제했는지를 규명하지는 않았지
만, 개재물보다 훨씬 넓은 개재물 주변이 심하게 부식된 것으로부터 개재물의 반응
생성물이 부동화를 억제한 것을 추측할 수 있었다. 이런 결과는 Fig.3.1.3.20의 정전
위 시험시 -160㎷SCE와 -100㎷SCE에서 초기 단계에 전류가 급속히 감소한 것은 기지
금속 및 개재물의 부동화에 의한 것이고

초기 이후 전류밀도가 증가한 것은 개재

물이 시험용액과 반응하여 생긴 반응생성물이 개재물 주변의 부동태 피막을 파괴했
기 때문이다. 0㎷SCE(Fig.3.1.3.21(f))와 +400㎷SCE에서 정전위 시험한 시편 표면에서는
심한 국부부식이나 일반부식이 관찰되지 않았다.

Fig.3.1.3.19에서 3차 anodic peak는 0∼50㎷SCE부근에 있는데, 0㎷SCE에서 정전위
시험한 시편에서 일반부식 혹은 국부부식을 관찰할 수 없었다. 이런 결과는 양극
분극시험시 기지금속이 3차 peak의 전위에 있을 때, 마치 bulk solution과 pitting 내
부 혹은 응력부식균열 선단 사이에 IR drop 이 있듯이 개재물 안쪽으로 IR drop 이
있어 개재물 내부는 2차 anodic peak 부근의 전위를 갖게 되고 그래서 개재물 안쪽
에서 active dissolution이 진행되는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0㎷SCE에서 정전
위 시험시 일반부식 혹은 국부부식이 관찰되지 않은 것은 이 전위에서 기지금속과
개재물이 부동되어 국부부식이 없고 그래서 개재물 안쪽으로 IR drop 이 생길 여지
가 없기 때문이다. 고순도 3원계 Ni-17Cr-9Fe 합금의 -260㎷SCE에서 정전위 시험한
시편(Fig.3.1.3.22)은 상용 Alloy 600에서 관찰되는 기공이 많은 pitting 형태의 부식을
보이지 않았다. 고순도 3원계 Ni-17Cr-9Fe 합금 역시 -260㎷SCE에서 용액과 접촉하는
시편 표면의 결정면에 따라 부식속도의 차이가 있어 전형적인 step structure를 보인
다. 따라서 상용 Alloy 600과 고순도 3원계 Ni-17Cr-9Fe 합금의 -260㎷SCE에서의 1차

anodic peak는 기지의 용해와 관련된 것이고, 상용 Alloy 600의 -100㎷SCE에서의 2차
anodic peak는 개재물과 그 주변의 용해와 관련된 것이다. 고순도 3원계 Ni-17Cr-9Fe
합금과 상용 Alloy 600의 30℃의 분극곡선을 Fig.3.1.3.23에 나타냈다. 30℃에서 역시

1차 peak와 2차 anodic peak는 90℃에서와 마찬가지로
과 그 주변의 용해와 관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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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기지의 용해 및 개재물

③ Ni기 합금중의 Cr 농도의 영향

Ni기 합금중의 Cr 양에 따른 30℃에서 1㎷/sec의 분극속도로 얻은 분극곡선을
Fig.3.1.3.24에 나타냈다. 30℃의 양극 분극곡선은 1차 및 2차 anodic peak를 보였으며
각각의 peak는 Alloy 600에서처럼 기지의 용해 및 개재물의 용해와 관련된 것이었
다. 1차 anodic peak의 전위는 Cr 농도에 거의 무관하게 약 -210㎷SCE에 있었고, 2차

peak의 전위는 약 80 ㎷SCE에 있었으며 Cr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2차 peak의 전위가
약간 감소하였다.

Cr이 증가함에 따라 1차와 2차 peak에서의 전류밀도 그리고 부동태 전류밀도는
감소하였다. Cr이 증가함에 따라 부동태 전류밀도와 1차 peak에서의 전류밀도가 감
소한 것은 Cr이 부동화를 촉진하고 또한 부동태 피막을 안정화시켰기 때문이다. FeχCr 계 합금에서 Cr 농도가 증가할수록 부동태 피막에서의 Cr 농도가 증가하면 부
동태 전류밀도를 감소시켰는데,[65] Ni기 합금에서도 Cr이 증가함에 따라 부동태 피
막중의 Cr이 많아져서 부동태 피막을 안정화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거의 비슷한 양
의 Ti, Mn과 S를 함유한 Ni기 합금에서 Cr 농도가 클수록 2차 anodic peak가 작았는
데,(Fig.3.1.3.24) 이것은 Cr과 불순물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해 Cr이 불순물의 활동도
를 감소시켜[76] 개재물로의 불순물 편석이 감소되었거나, 혹은 Cr이 많을수록 부동
태 피막이 안정해져서 반응 생성물이 개재물 주변 지역의 부동화를 방해하지 못한
것에 기인한다. 90℃에서 1㎷/sec의 분극속도로 얻은 분극곡선을 Fig.3.1.3.25에 나타
냈다.

90℃에서의 분극곡선은 30℃의 분극곡선과 차이를 보였다. 30℃에서는 사용한
모든 재료에서 부동태영역을 보였는데, 90℃에서는 Cr이 8%와 10%인 재료에서는
부동태 영역을 보이지 않았다. 또한 Cr이 30%인 Alloy 690은 2차 peak를 30℃에서
보이지 않았으나 90℃에서는 보였다. 90℃에서도 Cr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1차

anodic peak에서의 전류밀도와 부동태 전류밀도가 감소하였다. 따라서 Ni기 합금에
서 분극거동은 재료중의 Cr 농도와 시험 용액의 온도에 크게 의존하여 시험온도가
낮을수록 재료중의 Cr 농도가 클수록 부식에 저항성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Cr이 17%인 Alloy 600과 Cr이 12%인 Ni기 합금을 90℃에서 -400㎷SCE에서 1200
㎷SCE까지 분극시킨 것을 역으로(down scan) 1200㎷SCE에서 -400㎷SCE로 분극시켰을
때의 분극곡선의 일부를 Fig.3.1.3.26에 나타냈다. 분극속도가 0.1㎷/sec일때 All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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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은 1차 anodic peak에 대응되는 -260㎷SCE에서의 reactivation peak의 전류밀도는 2
-2
×10 A/㎠이었으며, 이 전류밀도는 up scan했을 때의 1차 anodic peak의 임계 전류밀

도보다도 조금 더 컸다. 이것은 up scan 했을 때 시편 표면에 개재물 용해와 관련된
국부부식과 transpassive region에서의 입계부식에 의해(Fig.3.1.3.27) 시편의 실제 표면
적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분극속도가 1㎷/sec일 때는 reactivation
-3

peak의 전류밀도는 8×10 A/㎠였고, 10㎷/sec일때는 전혀 reactivation peak를 보이지
않았다. 즉 분극속도가 증가할수록 down scan시 reactivation peak에서의 전류밀도는
감소하였다. 한편 Cr이 12%인 Ni기 합금은 분극속도가 1㎷/sec일 때 down scan시
-2

reactivation peak의 전류밀도가 3×10 였으며, 동일한 분극속도로 up scan했을 때의
1차 anodic peak의 임계 전류밀도보다도 조금 더 컸다. 즉 Ni기 합금에서 Cr이 12%
일때 분극속도가 1㎷/sec여도 부동태 피막이 완전히 reactivation 되나, Cr이 17%일때
분극속도가 0.1㎷/sec정도 되어야 부동태 피막이 완전히 reactivation 된다는 것으로,
이와 같은 결과는 Ni기 합금중의 Cr이 많을수록 부동태 피막의 파괴가 어렵다는 것
을 나타낸다.

④ 열처리의 영향
상용 Alloy 600을 SA처리, 예민화 처리(SEN) 및 열처리(TT)한 것과 chromium

carbide(Cr23C6)의 90℃에서의 분극곡선을 Fig.3.1.3.28에 나타냈다. Alloy 600에 있는
chromium carbide는 열처리에 따라 Cr23C6 혹은 Cr7C3이다.[68] 여기서는 Cr23C6의 분
극곡선만 얻었다. 상용 Alloy 600을 -400㎷SCE에서 1200㎷SCE로 up scan시 1차 anodic

peak에서의 임계 전류밀도와 부동태 전류밀도는 SA처리, 예민화 처리(SEN) 및 열처
리(TT)등의 열처리에 관계없이 거의 일정하였다. 스테인레스강의 경우 예민화될수록
임계 전류밀도와 부동태 전류밀도가 증가했는데,[66] Alloy 600은 그런 경향을 보이
지 않았다. 예민화된 재료의 임계 전류밀도가 기지금속의 전류밀도와 입계 주변의

Cr 고갈영역에서의 전류밀도의 합으로 주어진다면, 예민화된 재료의 임계 전류밀도
는 solution annealed된 재료의 임계 전류밀도보다 커야 한다. Cr 고갈된 입계의 Cr
농도를 8%라 가정하면 이 입계는 solution anneal된 Ni-8Cr-10Fe로

볼 수 있고, 이런

재료는 Ni-17Cr-10Fe(Alloy 600)보다 Alloy 600의 passivation 전위에서 더 큰 전류밀
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Fig.3.1.3.25) 실제로 입계에서의 Cr 농도 profile은 예민화
처리 온도와 시간에 의존한다.[64] 예민화된 재료의 임계 전류밀도가 예민화되지 않
은 재료의 임계 전류밀도와 거의 비슷한 것은 시편의 전체 표면적중 예민화된 입계
의 면적비가 적은 것이 여러 원인 중의 하나로 생각된다. 2차 anodic peak에서의 전
류밀도는 열처리에 따른 일관된 경향을 보이지 않고 많은 편차를 보였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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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태 영역인 +400㎷SCE에서 예민화된 시편(SEN)을 정전위 시험(potentiostatic test)
한 시편에서 입계부식은 관찰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Cr 농도가 12%보다 낮은 Ni
기

합금은

90℃의

용액에서

400㎷SCE

인가전위에서

부동화가

되지

않았

다.(Fig.3.1.3.25) 탄소가 0.03%인 Alloy 600이 600℃에서 예민화 처리되면, 입계에서
의 최소 Cr 농도는 약 4%정도이다.[76] 만약 부동태 영역에서 예민화된 재료의 부
식이 Cr 고갈된 입계의 Cr 농도에만 의존한다면 400㎷SCE에서의 정전위 시험시 심
한 입계부식이 관찰되었어야 했다. 따라서 이런 사실들은 예민화에 의해 입계 주변
의 Cr 농도가 기지에 비해 현저히 낮아도 기지에서 용해된 Cr 이온이 Cr 고갈된 입
계 주변의 부동태 피막 형성에 참여하여 부동태 피막을 안정화시킨다는 것을 나타
낸다. Active region에서 chromium carbide의 용해속도는 매우 작아서 anodic peak의
형성에 기여하지 못했다. 상용 Alloy 600을 90℃에서 1㎷/sec로 1200㎷SCE에서 -400㎷
SCE로

down scan시 SA처리한 시편은 2개의 작은 reactivation peak를 보였다. down

scan시 관찰되는 2개의 peak는 up scan시 관찰되는 2개의 anodic peak에 대응되며,
reactivation peak이 anodic peak에 비해 약 10∼30㎷ 음의 방향으로 이동되었다. -130
㎷SCE에서 개재물과 관계되는 reactivation peak에서의 전류밀도는 SEN처리 혹은 TT
처리를 함에 따라 SA처리한 것에 비해 증가하였으며, 이것은 불순물이 개재물 주변
에 편석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개재물과 관련된 reactivation peak의 전
류밀도는 SEN처리 혹은 TT처리에 따른 일관된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 이것은 시편
에 따라 개재물 양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이다. -270㎷SCE의 reactivation peak은 기지
의 부동태 피막의 파괴와 관련되는 것으로, reactivation peak의 전류밀도는 SA처리,

SEN처리와 TT처리의 순서로 증가하였다. SA처리 시편에서는 입계의 Cr 고갈이 없
으나, SEN처리한 시편은 입계 주변에 Cr 고갈이 되어 최소 Cr 농도가 약 4%이고,

Cr 고갈 폭(full with at half maximum)은 약 50nm이며, TT처리한 시편에서 최소 Cr
농도는 약 6-8%로 Cr 고갈 폭은 250nm이다.[77] TT처리한 시편이 SEN처리한 시편
보다 부동태 피막 파괴와 관계되는 reactivation peak에서의 전류밀도가 더 큰 것은
입계에서의 최소 Cr 농도보다는 Cr 고갈폭이 더 큰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 Cr 고
갈된 영역의 passivation은 기지금속으로부터 용해된 Cr 이온의 도움을 받지만, 예민
화된 재료의 reactivation 전류밀도가 예민화되지 않은 재료의 reactivation 전류밀도보
다 더 큰 것으로부터 Cr 고갈된 영역의 부동태 피막이 기지의 부동태 피막보다 덜
안정하다는 것을, 즉 부동태 피막중의 Cr 농도가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사실
은 앞에서 기술한 Ni기 합금 중의 Cr 농도에 따른 reactivation peak에서의 전류밀도
의 결과 즉 재료중의 Cr 농도가 낮을수록 reactivation이 용이해진다는 것과 일치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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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성과 미세조직에 따른 전열관 재료의 SCC 저항성
Ni기 합금인 Alloy 600은 고온 내식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원전 증기발생기 전열
관 재료로 사용되고 있다. Alloy 600이 전열관 재료로 선택된 이후, Copson등[78-80]
은 원전 1차 및 2차 냉각수 조건에서 Alloy 600이 우수한 내식성을 갖고 있다고 하
였으나, Coriou등[81,82]은 고온의 순수한 물에서도 이 재료에서 응력부식파괴(stress

corrosion cracking, SCC)가 발생하는 것을 실험실적으로 확인하였다. Alloy 600이
SCC에 의한 손상 가능성이 보고된 이후 Alloy 600의 SCC에 대해 많은 연구가 진행
되어 Alloy 600이 염기성[83-86] 및 산성분위기[87-89]에서 SCC에 취약함을 알게 되
었고, 용액에 Pb를 첨가하게 되면 SCC가 가속되는 것이 확인되었다.[90,91] 염기성
분위기에서 SCC는 부하전위에 상당히 의존하며, 부하전위가 부식전위(open circuit

potential, OCP)보다 100-300㎷ 높은 영역에서 SCC가 급격하게 진행한다.[83,84,92]
한편 가동중인 발전소에서도 사용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전열관 재료의 SCC에
의한 손상으로 sleeving과 plugging등의 보수작업과 심한 경우 증기발생기 교체까지
시행되고 있다. 증기발생기 2차측에서 전열관의 손상은 대부분 틈새 부위에서 발생
하며, 틈새 내부에 불순물이 농축하여 틈새의 산도(pH)가 산성이나 염기성 분위기로
되면 손상을 가속시킨다. 가동중인 2차측 증기발생기 전열관의 주 손상 원인의 하
나가 염기성 분위기에서의 SCC이다. 틈새를 염기성으로 만드는 Na 이온은 냉각수
및 화학약품중의 불순물로 유입되거나 이온교환수지로부터 침출되어 유입되는 경우
가 있다.[93] 염기성 분위기의 SCC를 억제하기 위해 환경적 측면에서 2차 계통 냉
각수의 불순물 억제, 환원성 분위기 유지, molar ratio 조절, 부식 억제제의 첨가 등
이 복합적으로 혹은 독립적으로 발전소에 적용되고 있다.[94]
전열관 재료의 SCC 저항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재료적 측면에서 Alloy 600의 열
처리(thermally treated, TT)[83,85]와 더불어 Alloy 600의 대체 재료로 Alloy 690이
발전소에 사용되기 시작하였다.[95] Alloy 690은 산성 및 중성분위기에서 SCC가 거
의 진행되지 않으나[96] 염기성 분위기에서 SCC가 발생하며 Alloy 690 TT의 SCC
저항성은 Alloy 600 TT와 동등하거나 우수하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97]

Alloy 690과 Alloy 600의 차이는 Cr을 Alloy 690이 약 27∼31% 함유하고 Alloy 600
이 약 14∼17% 함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Jacko[93]는 Alloy 600과 Alloy 600의
입계를 모사한 재료의 분극곡선을 고온의 염기성 분위기에서 얻었는데, 재료중의

Cr 농도에 따른 일관성 있는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 즉 부동태 전류밀도는 Cr 양이
16%인 Alloy 600에서 제일 적고 Cr이 8%인 재료가 그 다음이며, Cr이 13% 인 재료

- 182 -

는 부동화가 되지 않았다. 현재 Ni기 합금의 미세조직과 부하전위 등에 따른 SCC
저항성에 관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미세조직 및 조성에 따른 분극 거동과

SCC 저항성과의 관계는 잘 정립되어 있지 않다. 한편 예민화된 Alloy 600은 입계
Cr 농도가 약 6∼8%로 입계 주변의 Cr 고갈이 있는데 이 예민화된 재료는 Cr 고갈
이 없는 MA 재료에 비해 염기성 분위기에서 오히려 더 큰 SCC 저항성을 보인
다.[98-100] 따라서 Ni기 합금의 염기성 분위기에서 SCC 저항성을 재료내의 Cr 양의
관점에서 설명하기 곤란하다.
본 연구에서는 증기발생기 전열관 재료의 염기성 분위기 SCC 현상을 이해하고
재료 개선 및 재료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Alloy 600과 Alloy 690의 미세조
직과 Ni기 합금의 Cr양에 따른 분극거동과 SCC 현상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가) 실험 방법
사용한 합금은 Alloy 600, Alloy 690, 그리고 Ni-χCr-10Fe 합금 등이었고 Alloy

600의 as-received 상태는 mill annealed(MA), thermally treated(TT) 혹은 pilgered된 상
태였고, Alloy 690은 TT상태였다. 실험실에서 MA처리를 모사하기 위해 as pilgered

Alloy 600을 1090℃의 노에 장입 후 4분유지 후 공냉하였고, TT처리를 모사하기 위
해 as pilgered Alloy 600을 1090℃의 노에 장입 후 4분 유지 후 수냉한 재료를 72

0℃에서 12시간 추가 열처리하였다. Ni-χCr-10Fe 합금과 일부 Alloy 600, Alloy 690
을 실험실에서 solution anneal(SA)처리하여 carbide의 영향을 배제한 Ni기 합금(Ni-χ

Cr-10Fe)에서 단지 재료중의 Cr 양에 따른 SCC 저항성을 평가하였다. Alloy 600에서
탄소 함량이 0.08%인 것을 제외한 모든 것과 Ni-χCr-10Fe 합금의 SA처리는 1100℃
에서 30 분간하여 carbide를 모두 용해시킨 후 수냉하였고 Alloy 690과 0.08%C를 함
유한 Alloy 600은 1150℃에서 30분간 SA처리 후 수냉하였다. 사용한 재료의 조성을

Table 3.1.3.5에 나타냈다.
열처리에 따른 Alloy 600의 carbide의 분포를 보기 위해 인산 80㎖+증류수 10㎖
인 용액에서 2.5∼3V의 전압을 15∼30sec동안 etching하였으며, 입계를 보기 위해서
메탄올 95㎖+진한 질산 5㎖인 용액에서 2.5∼3V의 전압으로 약 15∼30sec동안 질산

etching하였다. Alloy 690은 메탄올 98㎖+브롬(2㎖)에서 약 5초간 etching하였다.
분극시험은 5×10(㎟)인 시편을 0.3㎛ alumina powder까지 polishing한 것을 Alloy

600 wire에 spot welding 한 후 Alloy 600 wire를 절연 및 밀봉하였다. 이렇게 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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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ax fitting을 이용하여 시편을 autoclave뚜껑에 설치하였다. Reference electrode와
counter electrode로 각각 external Ag/AgCl electrode와 Pt를 사용하였다. 이 실험에서
전위값은 external Ag/AgCl에 대한 상대적인 값이다. 분극 시험용액은 탈염수에 시약
급 NaOH를 첨가한 40% NaOH 수용액이었으며, 시편을 시험용액 속에 잠입 후

autoclave를 가열하여 용액의 온도가 시험온도에 도달하면 OCP(open circuit potential)
보다 300㎷ 낮은 전위에서 30분 동안 시편을 전 처리하였다. 그 후 EG&G 273

potentiostat로 -300㎷ vs OCP부터 1200㎷ vs OCP까지 1㎷/sec의 분극속도로 분극시
켰다. 시험온도는 100℃, 200℃, 280℃, 315℃이었다.
응력부식 시험용액은 315℃의 40% NaOH 수용액이었고, reference electrode와

counter electrode는 분극시험시 사용한 것과 동일한 것이었다. 시험시편은 C-ring 및
reverse U bend(RUB)형태로 만들었으며, bolt loading 방법을 사용하여 시편 외부에
인장응력이 가해지도록 하였다. 응력부식시험은 시편에 +200㎷ vs OCP의 전압을

EG&G 263A potentiostat로 가해준 상태에서 수행하였다. 응력부식시험 후 시편 표면
및 옆면 그리고 파단면을 광학현미경과 SEM으로 관찰하였다.

(나) 결과 및 고찰

① 분극 곡선

SCC 민감도와 분극거동사이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온도에 따른 Alloy 600의
분극거동(Fig.3.1.3.29)과 재료의 조성에 따른 분극거동(Fig.3.1.3.30)을 측정하였다.

100℃에서 분극곡선은 -1000㎷에서 anodic peak 와 -250㎷에서 anodic peak를 보여준
다. 이 분극곡선은 Cragnolino등[101]이 140℃의 25 M NaOH수용액에서 얻은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며 -250㎷의 peak는 Cr의 부동태 피막 파괴(breakdown potential)
와 관계된 것이다. -250㎷에서 부동태 피막으로부터 Cr이 선택적으로 용해됨에 따라

Ni가 농축된 부동태 피막이 형성되어 다시 부동화가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온도가
200℃로 증가함에 따라 부동태 영역에서 Cr breakdown potential보다 더 높은 전위에
서 새로운 peak가 관찰되었다. 280℃에서는 Cr과 관련된 peak의 크기가 뚜렷하게 나
타나지 않았고, Cr breakdown potential보다 높은 영역에서 부동태 전류밀도가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passivation potential과 Cr breakdown potential 사이에 새로운 peak가
나타났으며, 이 peak는 315℃에서도 관찰되었다. 부동태 영역에서 관찰된 여러 peak
중 Cr breakdown potential과 관련된 peak를 제외한 나머지 peak들이 어떤 화학반응
과 관련된 것인지는 알 수 없었다.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임계전류밀도, 부동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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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밀도 및 각각의 peak에서 전류밀도가 증가함을 볼 수 있다. 그리고 passivation

potential에서 peak는 실제로 두 개의 peak로 구성되어 있는데, 온도가 낮을 때는 아
래쪽 peak가 우세하지만 온도가 증가할수록 위쪽 peak가 점점 아래쪽 peak보다 우세
해지는 것을 보여준다. 온도에 따른 분극 곡선으로부터 부동태 피막의 특성이 온도
및 전위에 크게 의존함을 알 수 있다.

315℃에서 SA 처리한 Ni기 합금에서 Cr양에 따른 분극 곡선은 매우 유사한 경
향을 보여준다.(Fig.3.1.3.30) 양극분극곡선은 passivation potential의 peak까지 포함해서

3개의 peak를 보인다. 각각의 peak 전위(㎷)와 peak에서의 전류밀도 그리고 부동태
전류밀도를 Table 3.1.3.6에 나타냈다. 임계전류밀도는 16Cr재료(Alloy 600)에서 1.1×
-1

-1

10 A/㎠이고 10Cr재료(Ni-8Cr-10Fe)와 30Cr재료(alloy 690)은 각각 1.7×10 와 2×
-1
10 A/㎠이었다. 그리고 Alloy 690의 경우 active region이 Alloy 600이나 Ni-10Cr-10Fe

합금보다 더 넓었다. Cr break down potential (OCP+700(㎷))에서의 peak의 전류밀도
및 Cr breakdown potential 보다 높은 영역에서 부동태 전류밀도는 Cr 농도가 클수록
증가하였다. 그리고 passivation potential 부근의 active region에서 역시 서로 인접해
있는 2개의 peak가 Cr 농도에 관계없이 나타냈다. 2차 peak는 합금의 조성에 관계없
이 약 OCP+260(㎷)에 위치했으며 2차 peak에서 전류 밀도는 Cr양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했다. 그러나 1차 peak과 2차 peak사이의 부동태 전류밀도는 Cr=8∼17%에서 3
-3

-3

×10 (A/㎠)으로 거의 일정하였으나 Cr=30%일 때의 부동태 전류밀도는 8×10 (A/
㎠)으로 약 3배의 높은 값을 보였다. 양극분극곡선에서 새로운 peak의 출현은 peak
전후에 부동태피막의 성질이 변화하든지[101] 아니면 석출물, 개재물이나 제 2 상의
용해와 관련된 것이다.[102] 1차 peak와 2차 peak사이의 전위영역(Fig.3.1.3.31)이 10%

NaOH 수용액에서 SCC가 발생하는 영역[83,84,92]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이 영역
에서 생성되는 부동태 피막은 SCC를 잘 발생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② 응력부식파괴

SA처리한 Ni base합금에서 Cr양이 많을수록 SCC 저항성이 증가하였다(Table
3.1.3.7). SCC시험 후 C-ring 시편의 옆면을 Fig.3.1.3.32에 나타냈다. 10% Cr 재료인
경우 through wall 균열을 보여 다른 부분의 균열을 실었다. 크롬양이 20%보다 적은
경우 옆면은 응력을 받은 부분이나 받지 않은 부분은 거의 동일하게 부식되었으며,

Cr양이 많을수록 작은 균열이 있었다. Cr=30%인 경우 응력을 받은 부분에 작은 균
열이 많았고 부식도 응력을 받지 않은 부분에 비해 가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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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 양의 증가에 따른 SCC 저항성의 증가를 크게 세 가지, 즉 ① 전기 화학적
성질(부동태 피막)의 변화 ② stacking fault energy 변화에 따른 slip mode 변화 ③

coincidence site lattice(CSL) boundary 비율의 변화 등의 관점에서 볼 수 있다. 첫째
전기 화학적 관점에서 Cr양에 따른 부동태 피막 성질의 변화를 보았다. Fig.3.1.3.30
에서 Cr 양이 증가함에 따라 분극거동이 변화하며 SCC가 발생하는 영역(OCP +10

0∼OCP +300)에서 Cr양이 증가함에 따라 부동태 전류밀도가 증가하였다. 부동태 전
류밀도가 증가하면 SCC 저항성이 증가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원리는 아니나, Cr양에
따라 부동태 피막이 변화하고 그래서 SCC 저항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
다. 둘째로 Ni에 Cr이 첨가되면 stacking fault energy가 증가하여[103] cross slip이 용
이해진다. 동일한 양의 변형이 된다고 가정할 때 cross slip이 많이 될수록 입계에
응력 집중이 적게되는 반면에 planar slip을 하면 입계에 전위의 pile up에 의해 입계
에 작용하는 응력이 커지게 된다. 그러나 소성변형 양이 증가함에 따라 planar slip
을 하던 재료도 homogeneous slip을 하고 또한 tangled structure를 보인다. 따라서 SC

crack tip에서 소성변형이 매우 많이 된다는 것을 고려하면 Cr 증가에 따른 SCC 저
항성 증가를 stacking fault energy의 변화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셋째로 Cr 양의 증
가에 따라 CSL boundary가 많아져서 SCC 저항성이 증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일반
적인 Alloy 600의 CSL boundary(∑<29)의 비율은 약 37%인데[104] Alloy 690의

CSL boundary(∑<29)의 비율은 약 60-70%로[95] Cr 양이 증가함에 따라 CSL
boundary가 증가한다. 또한 Lin등[104]은 Alloy 600의 CSL boundary의 비율을 특별한
thermomechanical 처리를 하여 37%에서 60-70%로 증가시켜 입계부식 저항성을 증가
시켰고, Crawford등[105]은 고순도 3원계 Ni-Cr-Fe계 합금의 CSL boundary 비율을 증
가시켜 primary water 분위기에서 SCC 저항성을 증가시켰다. 그렇지만 Alloy 600이

Alloy 690과 비슷한 비율(60-70%)의 CSL boundary를 갖는다 해도 Alloy 690이 SCC
에 보다 큰 저항성을 갖는다. 따라서 CSL boundary가 SCC 억제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Ni기 합금에서 Cr양이 증가함에 따라 위의
세 가지 인자의 변화가 얼마만큼 SCC에 기여하는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고용탄소가 SCC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SA 처리한 Alloy 600SA1

(=0.01%C), Alloy 600SA2(=0.04%C) 그리고 Alloy 600SA3(=0.08%C)으로 RUB시편의
SCC민감도를 평가하였다. Alloy 600SA1, Alloy 600SA2 그리고 Alloy 600SA3는 서로
탄소농도의 차이뿐만 아니라 다른 성분의 조성도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탄소의 농
도에 관계없이 SA 처리한 재료는 매우 SCC에 민감하였으며,(Table 3.1.3.7) 이 결과
는 Airey등[100]이 purified anneal 처리하여 탄소농도를 0.006%에서 0.028% 까지 변
화시킨 Alloy 600 재료에서 탄소 농도가 SCC 저항성에 별로 영향을 주지 않은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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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치한다.

Carbide etching시 입계가 거의 연속적으로 decoration된 Alloy 600은 SCC 저항성
이 향상되었다(Table 3.1.3.7). Carbide의 분포를 보기 위해 인산 에칭한 것을

Fig.3.1.3.33에 나타냈다. 인산 에칭이 많이 될수록 carbide의 양이 많다는 것으로부터
Table 3.1.3.7의 Alloy 600의 carbide분포를 정량화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Alloy
600TT1과 Alloy 600TT2는 상용재료로서 많은 입내 carbide를 갖고 있었으며, Alloy
600MA3와 Alloy 600MA4에 비해 상당히 적은 입계 크기를 갖고 있었다. Alloy
600MA5도 Alloy 600TT1 보다 더 입계 carbide decoration이 많이 되었으며 Alloy
600MA5은 Alloy 600TT3 보다 SCC 저항성이 더 컸다. 또한 MA재료 사이에도 입계
carbide가 많은 재료일수록 SCC 저항성이 증가하였다 따라서 SCC 저항성을 가장
증대시키는 금속학적 인자는 입계의 carbide로 볼 수 있다. Airey등[100]은 10%

NaOH 수용액에서 Alloy 600TT 재료가 Alloy 600MA 재료보다 SCC 저항성이 컸는
데 이것은 입계에서의 carbide decoration의 관점에서 평가할 필요가 있다. 즉 TT처리
를 한 재료라 할지라도 mill anneal 온도가 낮으면 입계에 연속적인 carbide

decoration이 안되어 MA처리 재료보다도 SCC에 더 민감할 수 있다. 따라서 TT처리
시 MA온도 및 TT처리온도 및 시간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Yamanaka[106]와 Theus등[107]은 입계에 반연속적인 크롬탄화물이 존재하면
SCC 저항성이 증가되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① 입계 크롬
탄화물의 불용성에 의한 SCC 억제 ② 입계 크롬탄화물에 불순물 흡착에 의한 입계
정화 ③ 입계주변 크롬고갈영역 존재 ④ 입계 크롬탄화물 용해에 의한 내식성 부동
태 피막형성 ⑤ 입계 크롬탄화물이 전위원(dislocation source)으로 작용하여 입계에
서 응력완화 ⑥ 입계 크롬탄화물의 coherency에 의한 입계 강화 ⑦ 입계 크롬탄화물
에 의한 입계 sliding 억제 ⑧ 입계 크롬탄화물의 존재로 인한 입계를 따른 유해원
자의 확산감소 ⑨ 석출에 의한 strain energy감소 등이 작용할 것으로 예측한다. 그
러나 아직까지 크롬탄화물이 어떻게 SCC를 억제하는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
그렇지만 입계주변 크롬고갈영역이 존재하므로 SCC 저항성이 증대될 것으로 판단
되지 않는다. 예민화된 Alloy 600 입계는 Cr 고갈영역을 갖는다. 따라서 예민화된

alloy 600의 입계는 Cr이 10∼15%인 SA처리한 Ni-χCr-10Fe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
다. 이런 재료에서 Cr양이 증가할수록 SCC 저항성이 증가하는 것(Table 3.1.3.7)으로
부터 입계 주변 Cr 고갈이 SCC 저항성을 증가시킨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예민화된 재료의 SCC 저항성 증가는 입계 carbide 존재에 의한 SCC 저항성 증가와

Cr 고갈영역 존재에 의한 SCC 저항성 감소의 상대적인 기여의 관점에서 평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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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또한 입계 크롬탄화물에 의한 입계 sliding 억제가 염기성 분위기의 SCC 저항
성의 향상에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 Super alloy에서 grain boundary sliding에 의한

creep은 serrated grain boundary를 갖는 시편에서 억제된다.[108] 그러나 serrated
boundary를 갖도록 열처리한 Alloy 600 시편의 SCC 저항성은 40% NaOH 수용액에
서 별로 향상되지 않았기[109] 때문에 입계 sliding이 SCC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
되지 않는다. 입계 Cr carbide가 어떤 형태로 SCC 저항성을 증가시키는가에 관한 것
은 불분명하나 탄소가 고용상태로 존재하는 것은 SCC에 별로 영향을 주지 않으나
입계 carbide로 존재하면 SCC 저항성을 상당히 증가시켰다.

(다) Archive재료의 SCC 저항성
시험한 archive 전열관 재료는 모두 HTMA Alloy 600A, B, C 와 D이고 비교목
적으로 TT Alloy 690과 LTMA Alloy 600의 자료를 같이 그렸다.(Fig.3.1.3.34) 재료의
조성을 Table 3.1.3.8에 나타냈다. 기계적 성질을 Table 3.13.9에 나타냈다. 시험 용액
은 10% NaOH이고 온도는 315℃이며, 부식전위보다 200㎷ 높은 전위를 가한 상태
에서 C-ring을 이용하여 시험한 것이다. HTMA Alloy 600A, B, C와 D는 거의 유사
한 SCC 저항성을 보였다. 하지만 그런 중에서도 Alloy 600A는 가장 큰 SCC 민감성
을 보였는데, 이것은 HTMA Alloy 600A가 입계탄화물의 입계분율이 가장 크지만,
입계탄화물의 석출이 불균일하게 진행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Fig.3.1.3.2)
전반적으로 HTMA Alloy 600은 LTMA Alloy 600에 비해 약 10배의 SCC 저항성을
보이고 있다.
한편 0.1M NaHSO4 용액에서 시험한 결과도 HTMA Alloy 600A, B, C와 D의
저항성이 유사한 것을 보인다.

(라) 열처리한 archive재료의 SCC 저항성
Archive 전열관 재료를 추가로 실험실에서 600℃에서 24시간, 715℃에서 15시간
각각 열처리한 후 C-ring시편을 제작하였다. 일부시편은 1100℃에서 30분 solution

anneal한 것과 solution anneal한 후 600℃에서 24시간, 715℃에서 15시간 각각 열처
리한 후 C-ring시편을 제작하였다. 열처리조건 및 시편표식을 Table 3.1.3.10에 나타
냈다. 360℃의 0.1M NaHSO4 용액에서 C-ring시편에 부식전위가 인가된 상태에서 시
험하였다. 또한 315℃의 10% NaOH 용액과 40% NaOH 용액에서 부식전위보다 200
㎷높은 전위를 가해준 상태에서 시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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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M NaHSO4 용액에서의 SCC 균열 단면을 Fig.3.1.3.35에 나타냈다. 600℃에서
24시간 열처리한 시편(SN Alloy 600)이 SCC에 가장 민감하였고, 715℃에서 15시간
열처리한 시편(TT Alloy 600)이 SCC에 가장 저항성을 나타냈다.

10% NaOH와 40% NaOH 용액에서 시험한 시편의 SCC 균열단면을 Fig.3.1.3.36
와 Fig.3.1.3.37에 각각 나타냈고, 1100℃에서 30분 solution anneal한 것과 solution

anneal한 후 600℃에서 24시간, 715℃에서 15시간 각각 열처리한 시편을 SCC 시험
한 것의 SCC 균열 단면을 Fig.3.1.3.38에 나타냈다. 염기성 용액에서는 HT Alloy 600
혹은 SA Alloy 600이 SCC에 가장 민감하였고, TT Alloy 600이 SCC에 가장 큰 저항
성을 보였다. 열처리에 따른 입계탄화물의 분포를 Fig.3.1.3.39에 나타냈다. SN Alloy

600은 입계에 Cr 고갈이 많이 되었는데도(Fig.3.1.3.40) SA Alloy 600이나 HT Alloy
600보다 더 큰 SCC 저항성을 보였다. SCC 속도 및 미세조직분석 결과를 Table
3.1.3.11에 나타냈다.
위와 같이 시험 용액이 산성이냐 염기성이냐에 따라 SCC 저항성의 열처리 의
존성이 차이가 나는 것은 SCC 저항성이 환경에 따라 미세조직 의존도가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산성과 염기성용액에서 입계탄화물이 존재하고 입계 Cr 고갈이 적
으면 SCC 저항성이 가장 컸다. SN Alloy 600은 염기성 용액에서는 입계 Cr 고갈이
있어도 HT Alloy 600이나 SA Alloy 600보다 SCC 저항성이 컸고, 이것은 염기성 용
액에서 입계탄화물의 이로운 역할이 입계 Cr 고갈의 해로운 역할보다 더 우세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SA Alloy 600은 입계탄화물도 없으며 따라서 입계 Cr 고갈도 없
는 시편이다. 반면에 SN Alloy 600은 산성용액에서 HT Alloy 600보다 SCC에 더 민
감하였는데, 이것은 SN Alloy 600에서의 Cr 고갈의 해로운 역할이 입계탄화물 존재
의 유익한 효과보다 더 큰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Fig.3.1.3.41에 40% NaOH 용액에서 시험한 Alloy 600과 Alloy 690의 산화막을
SEM으로 관찰한 것을 나타냈다. Alloy 690은 Alloy 600과는 달리 반짝반짝 빛나는
부분이 존재하였다. Alloy 690은 60일 동안의 시험기간에도 균열이 발생되지 않았
다. Alloy 600은 12내에 균열이 발생하였으며, 균열의 형상을 Fig.3.1.3.42에 나타냈
다. Alloy 600의 균열은 전형적인 IGSCC를 보였다. Alloy 600의 산화막을 AES분석
한 것을 Fig.3.1.3.43에 나타냈다. 표면 산화막은 기존에 보고된 봐와 달리 Fe가 농축
된 것을 볼 수 있고, 이것은 실험 장비의 일부에서 용출된 Fe가 산화피막에 흡착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Fig.3.1.3.44에 Alloy 690의 표면을 SEM으로 관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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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표면피막은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이 있었으며, 이 두 부분을 AES로 분
석하였다.(Fig.3.1.3.45) 밝은 부분에는 Cr이 많이 존재하였고, 어두운 부분은 Fe가 많
이 존재하였다. Alloy 600에서와 마찬가지로 Fe가 많은 이유를 알기 위해 더 많은
분석이 요구된다.

(마) 결정립 크기의 영향
단지 결정립크기의 영향을 보기 위해 탄소 함량이 0.01%인 Alloy 600을 1000℃
에서 2분, 1050℃에서 5분, 그리고 1100℃에서 60분 solution anneal한 후 수냉시켰다.
그래서 이 재료는 입내탄화물이나 입계탄화물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 이 재료로

C-ring 시편을 제작하여 315℃의 40% NaOH 용액에서 부식전위보다 200㎷ 높은 전
위를 가해준 상태에서 SCC 시험하였다.
열처리한 시편의 인장곡선을 Fig.3.1.3.46에 나타냈다. solution anneal 온도가 커
짐에 따라 결정립 크기가 증가하였으며, 항복응력은 감소하였다. 이것은 결정립크기
에 따른 항복응력이 Hall Petch 식에 따라 변화되는 것을 보여준다.

SCC 균열의 단면을 Fig.3.1.3.47에 나타냈다. SCC 저항성은 결정립크기가 작은
1000℃에서 5분 solution anneal한 것이 가장 민감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LTMA Alloy 600이 HTMA Alloy 600보다 더 SCC에 민감한 것이 입내탄화물의 존
재에 기인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결정립 크기의 작음에 기인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바) 응력의 영향
SCC는 인장응력의 함수로 PWSCC는 응력의 4-6승에 비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10,111] 본 연구에서는 산성 및 염기성 용액에서 IGSCC의 응력 의존성을 구
했다. 산성용액에서는 부식전위에서 시험하였고, 염기성 용액에서는 부식전위보다

200㎷ 높은 전위를 가한 상태에서 시험하였다. 360℃의 0.1M NaHSO4 용액에서
IGSCC는 응력의 9.5승에 비례하였고, 10% NaOH 용액에서는 응력의 6.2승에, 40%
NaOH 용액에서는 4.4승에 비례하였다.(Fig.3.1.3.48) 이와 같은 결과는 IGSCC의 응력
의존성이 환경에 크게 의존함을 보이므로, IGSCC의 예측은 분위기별로 수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사) NaOH농도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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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의 10%와 40% NaOH 용액에서 부식전위보다 200㎷ 높은 전위에서 시험하
였다. IGSCC의 NaOH 농도 의존성을 Fig.3.1.3.49에 나타냈다. 여기에서 IGSCC 속도
를 구할 때 IGSCC의 생성과 전파단계를 구별하지 않았으며, 또한 전파단계를 저속
전파단계와 급속 전파단계로 구분하지 않았다. 단지 IGSCC 속도는 최대 균열길이
를 시험시간으로 나눈 값이다. IGSCC는 NaOH 농도의 2.4승에 비례하였다. 이 값은

Vailant등[112]이 MA Alloy 600에서 구한 0.66이나 TT재료에서 구한 1보다는 더 컸
으나 EPRI의 data[113]로부터 계산한 3.6보다는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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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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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3.2. Summary of Chemical Tests Used for the Determination of Susceptibility
to Intergranular Corrosion of Iron Nickel Chromium Alloys[32]

Test name

Usual
solution

Potential range, V
Test procedure

*65wt% HNO3

(standard hydrogen
scale)

Five 48-hr exposures
1. Nitric acid test

Quantitative measure

1. Chromium depleted

Average weight loose

to boiling solution

per unit area of five +0.99

freshed each period

to +1.20 testing periods

+0.99 to +1.20

test(Steicher test)

areas
2. Sigma phase
3. Chromium carbide
1. Chromium depleted

2. Acid ferric
sulfate

Species
selectively attacked

*50wt% H2SO4
+25g/L ferric sulfate

120-hr exposures to
boiling solution

Weight loose per unit area +0.7 to +0.9

areas
2. Sigma phase in
some alloys

1. Appearance of sample
upon bending

*16wt% H2SO4
3. Acid copper
sulfate test

+100g/L CuSO4

72-hr exposures to

2. Electrical resistivity

boiling solution

change

+0.30 to 0.58

Chromium depleted
areas

3. Change in tensile

(+metallic copper)

properties

*100g H2C2O4․
4. Oxalic acid etch
2H2O+990㎖H2O

Anodically etched at
1A/㎤ for 1.5min

1. Geometry of attack on
poilshes surface at 250
or 500

+1.70 to +2.00
or greated

1. Chromium depleted

Comparison of ratio of
5.

*10% HNO3

Nitric-hydrofluoric
acid test

+3% HF

4-hr exposures to
70℃ solution

areas

weight loose of lavoratory
annealed and as +0.14 to

+0.14 to +0.54

+0.54 received samples of

6. Hydrochloric acid
test

* 10% HCl

after bending around

24hr in boiling

mandrel

solution

2. Weight loss per unit
area
1. Weight loss per unit

7. Nitric acid-Cr6+
test

*5NH2SO4
+0.5NK2Cr2O7

Boiling with solution

area

renewed every 2-4 hr

2. Electical resistivity

for up to 100 hr

3. Metallgoraphic exa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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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Not for Sigma
phase
3. Used only for

same material
1. Appearance of sample

Various carbides

Mo-bearing steels
(a) Redox poten-

1. Alloy depleted

tial=+0.32

areas

(b) Corrosion po-

2. Not for Sigma

tential=-0.2±0.1

phase

(a) Redox potential=+1.37

Solute segregation to

(b) Corrosion po-

grain boundaries

tential=304±1.21

Table 3.1.3.3.

Chromium Depletion across a Grain Boundary of HTMA Alloy 600 :
(a); HT 600A, (b) HT; 600B, (c) HT; 600C, (d) HT; 600D

Cr depletion

Alloy

Min. Cr Conc.

FWHM

HT Alloy 600A

10.4

94

HT Alloy 600B

10.14

63

HT Alloy 600C

13.69

78

HT Alloy 600D

12.89

78

- 198 -

Table 3.1.3.4. Chemical Compositions of Materials

materials

C

Ni-8Cr-10Fe(10Cr)

Cr

Ni

Fe

Si

Mn

P

S

8.1

83.3

10.0

0.001

0.3

0.01

<0.001

Ni-10Cr-10Fe(10Cr)

0.02

Ni-15Cr-12Fe(15Cr)

0.003

15.3

72.2

Ni-17Cr-9Fe(17Cr)

0.026

16.8

Ni-17Cr-9Fe(17Cr)(2)

0.0008

16.8

Ni-21Cr-10Fe(21Cr)

0.007

20.8

69.7

10.2

0.02

0.24

0.007

0.001

0.02

29.57

58.9

10.54

0.22

0.32

0.009

0.001

(1)

Ni-30Cr-10Fe(30Cr)
(1)
(2)
(3)

(3)

10.5

79.7

10.1

0.3

0.3

12.1

0.005

0.26

72.3

9.0

0.3

0.8

74.2

9.0

<0.01

<0.001

0.01

0.001

0.008

0.001

Cu

Ti

Al

0.3
0.1

N/A

0.25
0.01

0.3

0.20

<0.001
0.26
0.01

0.26

: commercial Alloy 600
: high purity ternary alloy
: commercial Alloy 690

Table 3.1.3.5. Chemical compositions of Ni base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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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

0.019

materials

C

Cr

Ni

Fe

Si

0.02

10.5

79.7

10.1

0.3

0.3

0.003

15.3

72.2

12.1

0.005

0.007

20.8

69.7

10.2

0.02

29.57

58.9

Alloy 600SA1

0.01

15.4

Alloy 600SA2

0.04

Alloy 600SA3

0.08

Alloy 600MA1

0.01

Alloy 600MA2

0.04

Alloy 600MA3

0.026

Alloy 600MA4

0.026

Ni-10Cr-10Fe
(SA10Cr)
Ni-15Cr-12Fe
(SA15Cr)
Ni-21Cr-10Fe
(SA21Cr)
Ni-30Cr-10Fe
(SA30Cr)

Alloy 600MA5

0.022

Mn

P

S

Cu

Ti

Al

0.1

N/A

<0.01

<0.001

0.26

0.01

0.001

0.25

0.02

0.24

0.007

0.001

0.26

10.54

0.22

0.32

0.009

0.001

75.1

8.0

0.1

0.3

15.98

75.34

8.03

0.2

0.21

0.001

0.12

15.3

75.58

7.65

0.3

0.41

0.001

0.02

15.4

75.1

8.0

15.98

75.34

8.03

0.2

0.21

15.29

76.11

7.59

0.15

0.24

0.006

0.001

0.015

0.32

0.23

16.8

72.3

9.0

0.3

0.8

0.008

0.001

0.01

0.3

0.20

7.22

0.18

0.22

0.003

15.55

0.02

<0.001

0.3

<0.001
0.001

0.001

0.01

0.26

0.019

0.2
0.22
0.3

0.15

0.2
0.12

0.01

0.22

0.18

Alloy 600TT1

0.016

16.49

72.3

9.36

0.32

0.84

0.008

0.003

0.01

0.3

0.2

Alloy 600TT2

0.025

15.07

74.89

9.08

0.15

0.21

0.001

0.001

0.011

0.32

0.21

Alloy 600TT3

0.022

15.55

7.22

0.18

0.22

0.003

0.001

0.01

0.18

Alloy 690TT1

0.020

30.0

59.6

9.26

0.36

0.31

0.01

0.001

Alloy 690TT2

0.020

29.57

58.9

10.54

0.22

0.32

0.009

0.001

Alloy 690TT3

0.018

29.15

8.19

0.16

0.27

0.004

0.001

0.33

0.023

0.01

0.26

0.019

0.01

0.16
2

Table 3.1.3.6. Peak potentials(mV vs open circuit potential) and current densities (A/cm )
of Ni base alloys
alloy 600

alloy 600

alloy 690

(15.3Cr)
140

(16.5Cr)
130

(30Cr)
180

material

Ni-10Cr-10Fe

1st peak(mV)&

150

current density
passive current

1.7×10

-1

1.1×10

-1

1.1×10

-1

2.1×10

2.5×10

-3

3.1×10

-3

3.2×10

-3

8×10

density
2nd peak(mV)&
current density
passive current
density
3rd peak(mV)&
current density
passive current
density

270
3×10

250
-3

1.5×10

-3

580

8×10

260
-3

1.2×10

-3

580

7×10

-3

2×10

3×10

1.5×10

2×10

-3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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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10

-3

250
-3
-3

580

-3

-1

14×10

-3

10×10

-3

700
-3

2.5×10

-3

10×10
7×10

-3

-3

Table 3.1.3.7. Chromium carbide distribution and SCC test results of Ni base alloys
intragranular

intergranular

carbide

carbide

Ni-10Cr-10Fe(SA10Cr)
Ni-15Cr-12Fe(SA15Cr)
Ni-17Cr-9Fe(SA17Cr)
Ni-21Cr-10Fe(SA21Cr)
Ni-30Cr-10Fe(SA30Cr)
Alloy 600SA1

n.d
n.d
n.d
n.d
n.d
n.d

Alloy 600SA2

materials

susceptibility

specimen

n.d
n.d
n.d
n.d
n.d
n.d

X
X
X
O
O
X

C-ring
C-ring
C-ring
C-ring
C-ring
RUB

n.d

n.d

X

RUB

Alloy 600SA3

n.d

n.d

X

RUB

Alloy 600MA1

n.d

n.d

X

C-ring

Alloy 600MA2

h

s

X

C-ring

Alloy 600MA3

n.d

m

X

C-ring

Alloy 600MA4

n.d

m

X

C-ring

Alloy 600MA5

n.d

h

O

C-ring

Alloy 600TT1

s

m

X

C-ring

Alloy 600TT2

m

m

△

C-ring

Alloy 600TT3

h

h

△

C-ring

Alloy 690TT1

O

C-ring

Alloy 690TT2

O

C-ring

Alloy 690TT3

O

C-ring

n.d : not detected
s : slightly precipitated
m : mildly precipitated
h : heavily precipitated
X : through wall crack
△ : large crack
O : not visible at a magnification of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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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3.8.

Alloy designation
tubings

and

chemical

composition

of

steam

Designation

Ni

Cr

Fe

C

S

P

B

N

Si

Cu

HT600A

72.5

16.85

9.00

0.025

0.003

0.008

0.001

0.016

0.31

0.01

0.015 0.28

HT 600B

74.76 15.63

8.62

0.025 <0.001 0.007

0.004

0.01

0.14

0.03

0.21

0.34

HT 600C

76.11 15.29

7.57

0.026

0.001

0.008

0.004

0.004

0.15 0.015

0.23

0.32

HT 600D

75.08 15.38

8.56

0.023

0.001

0.006

0.003

0.01

0.20 <0.01

0.24

0.26

HT600

75.14 15.46

8.42

0.025

0.001

0.008 0.0039 0.0042 0.16 0.011

0.21

0.29

LT 600

74.66 15.21

9.16

0.022

0.001

0.003

0.29

29.57 10.54

0.02

0.001

0.009

0.004

0.017

0.001

0.005 0.0007

TT 690E
HT690

58.9

60.39 29.66

8.90

0.01

0.24

0.017

0.22

0.01

0.019 0.26

0.009

0.14 0.007

Table 3.1.3.9. Mechanical properties of steam generator tubings
Yield strength Tensile strength
(MPa)
(MPa)

Elongation
(%)

ASTM
Grain size

HT600A

275

689

44

5.5

HT600B

244

647

47

5.0

HT600C

258

675

43

6

HT600D

255

661

44

6

HT600

255

669

44

LT600

310

679

44

TT690E

330

730

44

HT 690

293

698

52.2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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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

0.2

G

Alloy

Al

generator

0.35

0.26

Table 3.1.3.10. Heat treatment of Alloy 600 and Alloy 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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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3.11. Cr depletion, intergranular
coverage, and SCC rate

carbide

thickness, width and line

G

SCC rate (x10 -9 m/sec)

Intergranular carbide
Alloy

Cr depletion
(Kg/m 2 /sec)

Length
(µm)

Thickness
(µm)

Line
coverage
(%)

10%
NaOH

40% NaOH

HT600

115*10 - 9

0.28

0.15

28

1.7

5.4

SN600

*

0.41

0.20

89

0.13

3.1

TT600

22*10 -9

0.57

0.29

80

0.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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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1.

Intergranular carbide length, thickness and a fraction of intergranular
carbide in grain boundary.

HTMA 60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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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MA 600B

HTMA 600C

HTMA 600D
Fig. 3.1.3.2. Intergranular carbide distribution in as received HT Alloy 600A, B, C, and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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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3. Variation of intergranular carbide distribution with heat treatment time and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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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4. Schematic of a carbide precipitation(TTT) diagram for Alloy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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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1.3.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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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1.3.5(c)
Fig. 3.1.3.5. Variation of intergranular carbide with heat treatment time and temperature

Fig. 3.1.3.6. Schematic presentation of the range of corrosion potential expected from
various chemical tests for sensitization as compared with the conceptualized
anodic dissolution kinetics of the matrix and grain boundary of sensitized
stainless steel in a hot reducing acid[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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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7. Cross-sectional view of the morphology causing a "step" and "ditch"
structure[36]

Fig. 3.1.3.8. Anodic polarization curves of the type 304 stainless steel in a 2N H2SO4
solution at 90℃ after sensitization at 650℃ for various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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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Fig. 3.1.3.9. Schematics of reactivation polarization curves (a) single loop EPR test method,
(b) double loop EPR test method and (c) reactivation ratio EPR test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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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10. Calculated Cr concentration profiles normal to grain boundaries (dashed
line) from Eq.23 for aging conditions of (a) 650℃ for 50h, (b) 650℃ for
100h, and (c)700℃ for 100h. The calculated curves are superimposed
upon the experimental data, from which the Cr concentration at the grain
boundary for use in the calculation was obtained[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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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11. Measured and calculated interfacial Cr concentration for the model
verification alloy held at 973℃ for 100h. Each data points represents the
average of about four measurements[29]

Fig. 3.1.3.12. Schematics of the Cr concentration profiles across grain bound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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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13. Electron beam trace across a grain bound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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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14. Schematic diagram of Cr depletion around grain boundary showing a
measurement of FWHM(full width at half maximum) and Cr depletion
wid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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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15. Cr Depletion of HT 600 across a Grain Bound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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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16. Grain boundary chromium depletion in HT 600A with heat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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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17. Effect of scan rate on polarization behavior of Alloy 600 at 90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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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18. Effect of pretreatment condition on polarization behavior of Alloy 600 at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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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19. Polarization behavior of Alloy 600 and high purity ternary Ni-17Cr-9Fe at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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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20. Potentiostatic test of Alloy 600 at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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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21. SEM micrographs of commercial Alloy 600 after potentiostatic test: (a),
(b) and (c)at -260㎷sce, (d)at -160㎷sce, (e)at -100㎷sce, (f) at 0㎷s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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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22. SEM micrographs of high purity ternary Ni-17Cr-9Fe after potentiostatic
test at -260㎷sce

- 230 -

1.5

Potential(Vsce)

1.0

0.5
commercial Alloy 600(17Cr)
high purity Ni-17Cr-9Fe

0.0

-0.5
-6
10

-5

-4

10

-3

10

-2

10

-1

10

10

2

Current density(A/cm )

Fig. 3.1.3.23. Polarization behavior of Alloy 600 and high purity ternary Ni-17Cr-9Fe at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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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24. Effect of Cr concentration on polarization behavior of Ni base alloys at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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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25. Effect of Cr concentration on polarization behavior of Ni base alloys

at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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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26. Effect of Cr concentration and scan rate on reactivation of Ni base alloy
during backward scanning at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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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27. SEM micrographs of Alloy 600 after cyclic potentiodynamic polarization
o

test at 90 C
1.5

Potential(mVsce)

1.0
SA Alloy 600
SEN Alloy 600
TT Alloy 600
carbide

0.5

0.0

-0.5

-6

10

-5

10

-4

10

-3

-2

10

10

-1

10

0

10

2

Current density(A/cm )

Fig. 3.1.3.28. Cyclic potentiodynamic polarization behaviour of heat treated Alloy 600
o
and carbide at 90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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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29. Effect of temperature on polarization behaviour of alloy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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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30. Effect of Cr content of solution annealed Ni base alloy on polarization
behaviour at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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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31. Effect of Cr content on peak potentials of Ni base allo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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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32. Optical micrograph of cross sectional area of solution annealed C-ring
specimen after SCC test:(a) stress free region of Ni-10Cr-10Fe, (b) stressed
region of Ni-10Cr-10Fe, (c) stress free region of Ni-17Cr-9Fe, (d) stressed
region of Ni-17Cr-9Fe, (e)stress free region of Ni-30Cr-10Fe, (f) stressed
region of Ni-30Cr-10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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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g)

(h)

Fig. 3.1.3.33. Carbide distribution in Alloy 600 (×500): (a) Alloy 600MA1, (b) Alloy
600MA2, (c) Alloy 600MA3, (d) Alloy 600MA4, (e) Alloy 600MA5, (f)
Alloy 600TT1, (g) Alloy 600TT2, (h) Alloy 600TT3

- 237 -

SCC Rate(m/sec)

1E-8

1E-9

1E-10

HTMA
Alloy 600A

HTMA
LTMA
HTMA
HTMA
Alloy 600B Alloy 600C Alloy 600D Alloy 600

TT
Alloy 690

Fig. 3.1.3.34. SCC Rate of Steam Generator Materials in 10% NaOH at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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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3.1.3.35. Cross sectional area of C-ring specimen of Alloy 600 at an initial stress
of 340 MPa exposed to 0.1 M NaHSO4 34 days; (a) HT Alloy 600, (b)
SN Alloy 600, (c) TT Alloy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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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 pletely
disintegrated

(a)

(b)

(c)
Fig. 3.1.3.36. Cross sectional area of C-ring specimen of Alloy 600 at an initial stress
of 565 MPa exposed to 10 % NaOH for 9 days; (a) HT Alloy 600, (b)
SN Alloy 600, (c) TT Alloy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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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3.1.3.37. Cross sectional area of C-ring specimen of Alloy 600 at an initial stress
of 340 MPa exposed to 40 % NaOH for 2 days; (a) HT Alloy 600, (b)
SN Alloy 600, (c) TT Alloy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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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3.1.3.38. Cross sectional area of C-ring specimen of Alloy 600 at an initial stress
of 340 MPa exposed to 40 % NaOH for 2 days; (a) HT Alloy 600, (b)
SN Alloy 600, (c) TT Alloy 600

- 242 -

(a)

(b)

(c)
Fig. 3.1.3.39 Intergranular carbide distribution in Alloy 600 observed after etching in
bromine solution; (a) HT Alloy 600, (b) SN Alloy 600, (c) TT Alloy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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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40. Cr depletion profile of Alloy 60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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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 Alloy 600

TT Alloy 690

Fig. 3.1.3.41. Oxide film on

HT600 and HT690 exposed to 40wt.% NaOH

- 245 -

(1)

(2)

(3)
Fig. 3.1.3.42. IGSCC of HT 600 exposed to 40wt% NaOH for 2H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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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43. AES analysis of an oxide film on Alloy 600 exposed to 40% Na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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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Fig. 3.1.3.44. SEM micrographs of dark and bright oxide film on

TT 690 at an initial

stress of 375MPa exposed to 40% NaOH solution for 12Hrs

- 248 -

(1)

(2)
Fig. 3.1.3.45. AES analysis for dark(1) and bright (2) oxide film of TT 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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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46. Stress strain curve of SA Alloy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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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a)

(b)

(c)
Fig. 3.1.3.47. Cross sectional area of C-ring specimen after SCC test:(a) solution
annealed at 1000℃ for 5min.,(b) solution annealed at 1050℃ for 5min.,
o
(c) solution annealed at 1100 C for 60min

- 251 -

SCC rate(m/sec)

1E-10

TT 600 in 0.1M N aH S O 4
slope=9.5

1E-11

1E-12
100

1000

S tress(M P a)

Fig.3.1.3.48(a)

SCC rate(m/sec)

1E-9

H T 600 in10% N aO H
slope=6.2

1E-10

100

1000

S tress(M P a)

Fig.3.1.3.4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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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48. Stress dependency of SCC rate in 0.1M NaHSO4 (a), 10% NaOH (b) and
40% NaOH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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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49. NaOH concentration dependency of SCC rate at an initial stress of
o
340MPa and at 315 C and at 200mV above corrosion poten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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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rchive 전열관 재료의 PbSCC
가. 서 론

1996년 현재, 전세계적으로 약 420기의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중이며 건설중이거
나 계획중인 것을 포함하면 약 550기나 된다. 16기의 원자력 발전소가 국내에서 가
동중이며 이 원자력 발전이 총 발전량의 40 %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원자력 발전
은 화석연료와는 달리 대기오염이 없는 발전방법으로서 장점이 있으나 방사능 누출
사고 등의 위험성을 가지는 단점이 있다. 세계 각 국은 발전소를 안전하게 운전하
기 위하여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재료의 건전성 유지는 그 중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특히 증기발생기의 여러 가지 부식은 발전소 가동중지의 원인을 제
공하기도 하며, 그 증기발생기의 교체에는 수천억원이 들어가기도 한다.
가압 경수로형 원자력 발전소 (Pressurized Water Reactor, PWR)의 증기발생기

(Steam Generator, S/G) 전열관 재료로 널리 쓰이고 있는 Ni-기 합금인 Alloy 600 재
료는 그 자체의 고온 강도와 우수한 내식성에도 불구하고, 가동연수가 길어짐에 따
라 응력부식균열(Stress Corrosion Cracking, SCC), 공식(Pitting), 감육 (Wastage or

thinning), 덴팅(denting) 등의 부식문제를 겪고 있다.

그 중에서 응력부식균열이 차

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상태이다.[1] 이러한 응력부식균열중에서 2차측 응력부식
균열은 지금까지는 황산염(sulfate)이나 염기성 분위기에서 주로 일어난 반면, 최근에
는 Pb성분의 오염에 의해 발생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2∼5].

Pb가 Alloy 600의 SCC 저항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된[6] 이후, 증기발생기 2
차측에서 Pb성분이 발견된 발전소만도 전 세계적으로 30기가 넘으며 그중 St.

Lucie-1, Calver Cliffs-1, Farley-2 등에서 오염도가 컸다. 그중 Farley-2의 경우 파손된
전열관 표면에서 Pb가 최고 10,000 ppm이나 검출된 바 있다.[2] 프랑스 경우에도 그
러한 사례가 보고되어 있는데 그 예로써 Bugey-3에서 인출한 tube를 검사한 결과

sludge pile 속의 Pb함량이 2.3%였고 균열내부에도 Pb가 균열 생성과 전파에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7]

한편, 한국원자력연구소는 1990년에 고리 2호기 원

자력발전소의 증기발생기에서 Pb가 중요한 인자로 보이는 균열을 발견한 바 있다.

[8]
세계 각 국은 Pb가 수용액 중에 존재할 때 발생하는 응력부식균열 양상을 규명
하기 위한 연구를 Alloy 690, Alloy 800등을 이용하여 수행하고 있는데, 합금조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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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영향, 재료의 미세조직의 영향, Pb첨가화학제의 영향, Pb의 존재상태(증기, 수
용액, 용융상태)의 영향 등에 관한 여러 연구 결과들을 발표하고 있다.[9∼12]

Sakai등[11]은 Pb이온이 Alloy 600의 피막특성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에 대해 연
구한 바 있고, Costa, Vaillant, Helie등[13∼15]은 증기발생기 전열관으로 쓰이는 여러
가지 재료 (Alloy 600, Alloy 690, Alloy 800)의 응력부식 저항성을 평가했으나 피막
특성 변화와 응력부식균열 과정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수용액 중에 존재하는 Pb 이온이 재료표면 피막특성에 미치는 영향과 미세
조직의 차이에 따른 Pb의 작용기구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도 미흡하다. 합금조성
및 용액의 pH가 다를 때 Pb가 재료표면 피막특성에 미치는 영향 평가연구를 통해
응력부식균열의 개시과정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으며, 미세조직의 차
이에 따른 균열전파 양상의 변화거동을 관찰함으로써 Pb의 작용기구를 밝힐 수 있
을 것이다.
나. 실험방법

(1) 전기화학실험
증기발생기 전열관 재료로 사용되는 실험합금인 관(tube)형태의 Alloy 600과

Alloy 690을 5X10 mm2 크기의 판상으로 가공한 후 0.05 ㎛의 알루미나 분말로 최종
연마 하였다. 이 판상 시편을 직경이 1 mm인 Inconel 600선에 점 용접한 뒤 시편만
용액에 노출되도록 연결선은 열수축 테플론 관으로 싸주었다. Table 3.1.4.1에 실험
합금의 화학 조성을 나타냈다. 또한 alloy 600과 alloy 690의 기본 합금조성인 Ni,

Cr, Fe이 Pb에 의해서 어떤 양극분극거동을 보이는지 살피기 위해 순도가 99.9%인
각 금속판을 시편으로 하여 양극분극시험을 수행하고 표면의 생성물의 성분을 분석
하였다.
증류 후 이온교환수지를 거쳐 18.5 MΩ.cm의 저항값을 갖는 순수를 H2SO4와

NaOH로 pH 값이 각각 4와 10으로 조절하였으며, 고순도 질소(99.99%)로 한 시간동
o

안 탈기하여 산소를 제거한 뒤, 용액의 온도가 90 C가 된 후에 양극분극시험을 하
였다.
시험초기에 OCP-0.2 V에서 5분간 유지시켜 표면피막을 제거한 뒤 OCP-0.2 V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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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OCP+1.6V까지 1 mV/sec의 속도로 주사하였다. Pb에 의한 피막의 특성변화를 살
피기 위해 이러한 양극분극시험으로부터 얻은 부동태 구역의 전위를 4시간 동안 걸
어주어 피막을 형성시켰으며 이렇게 만든 시편을 주사전자현미경(SEM)을 이용하여
표면피막의 형상을 관찰하였고, WDS (Wavelength Dispersive X-ray Spectroscopy,

Microspec WDX-3PC), AES (Auger Electron Spectroscopy, VG Scientific, Microlab
310D)와 XPS (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 VG ESCALAB, 200R)를 이용하여 피
막 성분을 분석하였다. AES 분석에서는 10 KeV의 전자가속전압으로 50x50㎛의 면
O

적에 대해 take off angle 60

로 Ar이온으로 표면을 깍아 들어갔다.

XPS는 Al Kα
o

선(1486.6 eV)을 방출원으로 하여 600 ㎛직경의 넓이에서 take off angle 90 로 하여
분석하였다.

(2) 응력부식균열 시험

시험에 사용한 재료는 Alloy 600HTMA와

Alloy 690TT tube이다(Table 3.1.4.1).

이들 재료를 폭이 12mm가 되게 절단하고 그 중 일부를 중심각 60°가 되게 절단하
여 Fig. 3.1.4.1과 같이 제작하였다. 표면은 #600의 SiC 연마포로 연마해 주었다.
들 시편에 재료별로 표시를 남긴 뒤

이

원하는 응력을 가하고 아세톤과 증류수로 세

척하고 건조시킨 다음, 최대인장 부분이 위쪽으로 향하게 하여 시험용기에 넣었다.
이때 볼트 및 너트로 사용한 재료는 Alloy 600이다.

C-ring을 이용한 응력부식 시험에서는 시편의 외경 정점(apex) 부위에 인장응력이
가해지도록 하였다. 각 재료별로 상온항복 강도의 150%에 해당하는 응력을 ASTM

G38[16]의 규정에 따라 가해 주었다.

Fig. 3.1.4.2에 나타낸 바와 같은 Ni 200 재료로 된 1 갈론의 압력용기를 사용하
여 시험하였다. 시험용액은 18 ㏁.cm의 전도도를 갖는 초순수에 NaOH 농도를 1㏖
로 조절하여 첨가하였으며, Pb 농도를 0, 100, 5,000 ppm으로 조절해 주었고, 시험
전에 80℃까지 온도를 올려 99.99%의 질소가스로 1시간동안 탈기하였다. Table

3.1.4.2는 C-ring을 이용한 응력부식균열 시험조건을 나타내었다.
상대전극(counter electrode)과 기준전극 (reference electrode)은 순수한(99%) Ni금속
을 사용하였고 정전위 장치는 Brinkman사 제품이다. 시험온도는 315℃이며, 응력부
식을 빠르게 일어나게 할 목적으로 각 시편에 부식전위로부터 125 mV높은 전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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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주었고 시험시간은 20일로 하였다. 시험 후 시편을 저속 다이아몬드 날 절단기
로 절단하여 에폭시에 마운팅하고 알루미나(Al2O3)로 연마한 뒤 균열생성 여부 및
전파양상을 광학현미경과 주사전자 현미경으로 관찰하였다. 이때 균열전파속도는
균열길이를 총 시험시간으로 나눈 값으로 계산하였다.

균열생성전파에 미치는 Pb의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균열 근처의 Pb성분 분포
를 WD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다. 결과

(1) 양극분극시험
pH 10인 수용액에서 수행한 Alloy 600과 690의 양극분극시험 결과를 나타낸 Fig.
3.1.4.3에서 보는 바와 같이 Pb를 첨가함에 따라 두 재료 모두 임계전류밀도와 부동
태 전류밀도의 증가를 나타냈으며 부식전위의 변화는 크지 않은 것으로 관찰되었
다. Fig. 3.1.4.4에서 볼 수 있듯이 같은 양의 Pb를 첨가하였을 때 Alloy 600보다는

Alloy 690재료의 임계전류밀도 및 부동태 전류밀도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Feron[17]
등은 PbO는 Alloy 600/690의 기지조성인 Ni, Cr, Fe를 산화시키고 자신은 금속상태
로 환원되는 반응이 열역학적으로 가능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결과는 양
극분극하는 동안에 Pb에 의한 기지 금속의 용해는 물론 시험초기에 표면에 석출했
던 Pb가 양극용해되면서 나타나는 중첩효과라고 생각된다. PbO의 환원반응은 아래
식에서와 같이 Cr에서 그 가능성이 가장 크다.[17]

Ni + PbO

= NiO+Pb

△G : -25kJ/mole ................................... (1)

3Fe + 4PbO = 4Pb+Fe3O4

△G : -275kJ/mole ................................... (2)

2Cr + 3PbO = 3Pb+Cr2O3

△G : -500kJ/mole .................................. (3)

산성용액에서의 거동을 Fig. 3.1.4.5와 Fig. 3.1.4.6에 나타내었다. Alloy 600과

Alloy 690재료 모두 용액에 첨가한 Pb양이 100 ppm일 때 과부동태전위(transpassive
potential)가 감소하며 500 ppm 첨가되었을 때에는 과부동태 전위가 더욱 감소했음은
물론, 큰 임계전류밀도를 나타내며, 부동태 구역에서의 전류밀도도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Blajiev등이 18Cr10NiTi 강에서 실험한 결과에 의하면 양극분극시험 시
첨가한 PbO가 Pb3O4 및 PbO2로 변화하고 그보다 높은 전위에서는 아래 식(4)와 같
은 산소발생으로 이어지는데 이 때 산소발생전위는 PbO 첨가량이 많을수록 낮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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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향을 보였다.[18]

이러한 산소발생이 재료의 부식전위를 상승시켜 SCC 가능

성을 조장한다는 이론이다.
+
2H2O = O2 + 4H + 4e .................................................. (4)

E=1.23 - 0.59 pH ........................................................... (5)
-4
Pb가 500 ppm 첨가되었을 때의 두 재료의 임계전류밀도는 Alloy 600이 3x10

A/cm2 인데 비해 Alloy 690이 7x10-4 A/cm2로서 다소 큰 값을 보이는 특징이 있다.
-4

Pb가 첨가되지 않은 경우 각 재료의 임계전류밀도 값이 각각 1.07x10

2

A/cm 와

1.15x10-4 A/cm2로서 거의 비슷한 값을 보이는 것을 볼 때, Pb의 영향이 Alloy 690에
서 더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또한 Alloy 690의 부동태 구역에서의 전류밀도도
더 불안정하다.
이러한 결과는 Cr함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Alloy 690이 Pb와의 반응이 활발하며
이로 인해 양극분극 시험에서도
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된다.

Alloy 690이 Alloy 600에 비해 더 큰 용해 전류밀
또한 이 결과는 Pb가 존재하는 분위기에서는

Alloy 690이 Alloy 600에 비해 SCC에 더 저항적이지 않을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Alloy 600과 Alloy 690의 기지조성인 Ni과 Cr의 양극분극거동 평가를 통해서 Pb
가 우선적으로 반응하는 금속이 무엇인지 유추해 볼 수 있다. Fig. 3.1.4.7은 pH 4의

90℃ 용액에서의

Pb의 존재 유무에 따른 Ni과 Cr의 양극분극시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Fig. 3.1.4.7-a는 Ni의 양극분극시험 결과인데, Pb가 존재하지 않을 때 부동
태구역을 형성하지 않았으나 Pb 첨가에 따라 임계 전류밀도를 보인 후 낮은 전류밀
도의 부동태 구역을 보이는 거동을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분극시험 초기에 Ni 표
면에 석출한 Pb가 potential이 증가함에 따라 용해되면서 임계전류밀도를 증가시키
고, 그 보다 높은 전위에서는 Ni 산화물 또는 수산화물을 형성하여 부동태를 형성
한 것으로 생각된다. Fig. 3.1.4.7-b는 pH 4에서 Cr의 경우인데,

Pb첨가에 따라 부식

전위가 증가하고 임계전류밀도가 크게 증가하며, Pb가 없는 경우에 비해 매우 큰
부식 전류를 보이고 있다.

pH 10에서 Ni과 Cr의 거동을 살펴보면 Fig. 3.1.4.8-a에서 보는 바와 같이 Ni의
경우, 이 용액에서는 Pb를 첨가하지 않더라도 active-passive 천이를 나타내지만 Pb를
첨가함에 따라 임계전류밀도가 약간 증가하고 더 낮은 전위인 -0.3V에서 부동태영
역이 시작되고 그 폭도 넓어지고 있다. 이는 Ni의 E-pH도에서 유추할 수 있는 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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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17] Ni은 pH 10에서 비교적 안정한 산화물/수산화물을 형성하며 Pb 첨가에 따
라 Ni 고유의 성질과 Pb에 의한 작용이 합쳐져서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Ni의 경
우, 산성이나 알칼리성 분위기에서 Pb가 석출할 수 있으나 그 안정도의 차이는 있
으며 높은 pH에서 부동태 피막을 형성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3.1.4.8-b에서와 같
이 Cr은 pH 10 용액에서도 pH 4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Pb첨가에 따라 부식전위가
증가하고 임계전류밀도가 크게 증가하며, 아주 좁은 부동태구역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Cr표면에서는 Pb 석출이 되더라도 양극용해전위에서 매우 잘 녹으며 부동태
피막생성도 어려움을 의미한다.
첨가한 PbO가 Cr표면에서 가장 잘 석출하여 Pb는 금속상태로 존재하고 이것이
양극분극시험시의 큰 전류밀도를 나타내는 요인이 될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큰 양극용해를 나타내는 전위에서의 E-pH도를 참고하면[19] pH 4인 경우 Cr은 비교
적 안정한 수산화물로 존재하므로 큰 전류밀도는 석출한 Pb의 용해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pH 10에서는 석출했던 Pb의 용해는 물론 Cr이 이온상태로 안정하기 때문
에 나타나는 전류의 효과가 합쳐져서 pH 4보다 큰 전류밀도를 보이는 것으로 생각
된다.

(2) 피막특성평가
(가) 표면형상관찰
양극분극 곡선으로부터 얻어진 부동태 구역의 전위(OCP+ 0.2 V)를 4시간동안 걸
어준 뒤 표면피막생성 모습을 관찰하였다. Fig. 3.1.4.9-(a), (b)는 각각 pH 4, pH 10인
수용액에 Pb를 500 ppm 첨가하고 시험한 후에 Alloy 600 표면에서 얻어진 모습이
다. 500 ppm 조건에서는 침상의 석출물과 그들이 성장한 것으로 생각되는 괴상의
석출물이 드물게 관찰되었다. Fig. 3.1.4.10은 Alloy 690인 경우인데 구형의 석출물이
고르게 분포하였고 그 양은 Alloy 600에 비해 많다.
보면

두 재료를 비교하는 관점에서

Alloy 690표면에 더 많은 석출이 일어나며, 시험 용액의 pH 관점에서는 pH 4

에서 보다 pH 10에서 석출상의 생성이 용이함을 알 수 있다.

(나) WDS 분석
pH가 10인 용액 속에 Pb를 500 ppm 첨가할 경우 Fig. 3.1.4.1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Cr, Fe 성분은 각각 17%, 8%에서 21%, 9%로 증가하고 Ni은 75%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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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러한 경향은 Alloy 600과 690 재료 모두에서
나타났으며 Alloy 690에서의 Ni 함량이 57%에 51%로 감소하여 그 정도가 다소 크
게 관찰되었다.

PbO의 첨가에 의해 나타난 이러한 변화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PbO가 Cr산화
물을 잘 만들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표면의 석출상은 기지조성(Ni, Cr,

Fe)으로 이루어진 산화물/수산화물 및 PbO/금속상태의 Pb등의 혼합인 것으로 생각
된다.

(다) AES 분석
실험합금의 주요 구성성분의 깊이방향으로의 분포를 AES를 이용하여 살펴보았
다.

Fig. 3.1.4.12는 PbO의 첨가에 따른 피막두께의 증가를 나타낸 것이다. 이때 피

막의 두께는 Ar 이온으로 표면을 깍아 들어가다가 산소 peak가 급격히 줄어드는 시
간까지로 정의하였다.

Pb를 첨가하지 않은 경우에 100초 이내에서 기지조성이 검

출되는데 비해 Pb가 첨가되었을 때 약 250초 이상이 되어서야 기지조성이 검출되고
있다. 이는 PbO가 표면에 물리적으로 붙어 있거나 금속상태로 환원된 Pb, 또는 PbO
에서 나온 산소성분이 기지조성인 Ni, Cr, Fe등을 산화시켜서 생긴 피막에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pH 10인 수용액에서 Alloy 600과 Alloy 690에 부동태 전위를 4시간 가해준 후 피
막의 조성을 깊이방향으로 측정한 뒤 합금의 기본조성인 Ni, Cr, Fe의 세 성분을 백
분율로 하여 표시하여 Fig. 3.1.4.13에 나타냈다. Alloy 600과 Alloy 690 모두에서 피
막 외각에서 Cr함량이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위의 그림에서 보듯이 두 재료중

Cr 고갈이 더 심한 재료는 Alloy 600이며 Alloy 690의 경우에는 약간의
상이 관찰되는 특징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Ni 농축현

따라서 Pb는 Ni기지 합금의 피막성

분 중 Cr을 우선적으로 고갈시키는 역할을 하며 그 경향은 Alloy 600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알칼리성 용액에서 Cr 성분의 선택적 고갈은 E-pH도

로부터도 유추할 수 있으며[19], 그러한 경향은 Pb에 의해 가속화되는 것으로 생각
된다.

(라) XPS분석
금속산화물 또는 수산화물의 화학적 결함상태를 살펴보기 위해 XPS 분석을 행

- 260 -

하였다. 피막 전체의 특성을 고찰하고자 take off angle을 90도로 하였다. 분석시편은

WDS 및 AES 분석에 사용한 것과 같은 것이다. Fig. 3.1.4.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Pb성분은 금속상태의 Pb는 물론 첨가제인

PbO로도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3.1.4.15는 Pb 농도가 500 ppm인 경우 생성된 시편표면에서 산소 피크를 분석
2-

-

한 결과인데 여러 가지 산화물 및 수산화물로 존재하였으며, Pb첨가에 따라 O /OH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경향은

Alloy

690인

경우(Fig.

3.1.4.15-b) 더욱 심하게 나타났다. Okamoto는 스테인리스강 표면에 생성되는 피막의
특성을 분석하였는데 산화물은 수산화물에 비해 피막의 보호기능이 낮다고 하였
다.[20] 산소피크의 구성을 보았을 때 Pb첨가에 따라 피막의 불안정성이 증가하며

Alloy 690의 피막이 Alloy 600에 비해 더 불안정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
다.

(3) 응력부식시험 결과
C-ring을 이용한 SCC 시험 결과를 Table 3.1.4.3에 정리하였다. 시험 1은 1 mol
NaOH 용액에서 Pb를 첨가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인데, Alloy 690TT 재료를 제외한
모든 시편에서 균열이 관찰되었으며 그 형태는 대부분 IGSCC이었다.

시험 2는 Pb

를 5000 ppm 첨가했을 때의 결과인데 역시 Alloy 690TT를 제외한 모든 시편에서
응력부식균열이 발생하였으며 시험 1에 비해 Crack 수와 균열전파속도가 휠씬 증가
하였고 IGSCC보다 TGSCC가 휠씬 많이 발생하였다. Pb의 농도만 증가시켜 얻은 결
과로부터 Pb가 염기성분위기에서의 응력부식균열을 조장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Fig. 3.1.4.16은 시험 1에서 Pb를 첨가하지 않았을 때의 시편들의 단면 모습을 나
타낸 것이다. (a)에서 보듯이 Alloy 600HTMA 재료에서 깊이가 얕은 IGSCC가 발생
했음을 알 수 있고, Alloy 690TT 재료에는 균열이 발생하지 않음을 (b)에서 보여주
고 있다.

Pb를 5000 ppm 첨가한 경우, Fig. 3.1.4.17에 나타낸 바와 같이 Alloy 600HTMA는
Pb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깊고 폭이 넓어진 균열이 관찰되었다. 뿐만 아니라 Pb
첨가량이 100 ppm 일 때 보다 TGSCC가 많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Alloy

690TT의 경우에는 여전히 균열이 발생하지 않았다.
Pb 첨가에 따라 균열 전파양상이 다른데 IGSCC과 TGSCC의 특징적인 모습이
Fig. 3.1.4.18에 나타나 있다. (a)는 Alloy 600MA-SA(시험2)재료이며, (b)는 All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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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MA-SER이다. IGSCC의 경우에는 불안정한 산화피막의 파괴에 이어 입계가 공격
을 받게 되며, 이에 따라 금속이 용출되어 나오고 산소가 침입해 들어가서 금속 이
온과 반응하여 생기는 산화물이 균열내부를 채우면서 균열이 전파한다. 한편,

TGSCC의 경우에도 표면피막이 깨진 곳에서 균열이 시작되었으며 입내균열내부를
따라 산화물이 존재하는 모습을 보인다.

Alloy 690TT에 발생하는 균열의 전파모습을 관찰하기 위하여 시편에 인위적으로
notch를 주고 1 mol의 NaOH 용액에 Pb를 10 ppm 첨가한 뒤 시험한 결과가 Fig.
3.1.4.19에 나타나 있다. (a)에서 보듯이 Alloy 600HTMA는 IGSCC가 발생함을 알 수
있고, Alloy 690TT의 경우에는 SCC가 일어나지 않음을 (b)에서 보여주고 있다.

Fig. 3.1.4.20은 위와 동일한 시편을 2.5 mol NaOH 용액에 5000 ppm Pb를 첨가했
을 때의 notch부분을 보여주고 있다. (a)는 Alloy 600HTMA 재료인데 IGSCC가 일어
난 부위에 산화물들이 채워져 있음을 볼 수 있다. Alloy 690TT 재료는 시험 2에서
는 같은 Pb농도지만 균열이 나타나지 않은 반면에 NaOH의 농도를 증가시킴에 따라

(b)와 같이 약간의 IGSCC가 발생했지만 전형적인 TGSCC가 발생함을 알 수 있다.
또한 Alloy 600HTMA와 마찬가지로 균열내부를 따라 산화물이 존재하는 모습을 보
인다.
위에서 살펴본 균열관찰결과를 토대로 하여 균열발생수, 균열길이, 균열전파속도
등에 대한 정량적 해석을 통하여 Alloy 600HTMA, Alloy 690TT, Alloy 600MA-SA,

Alloy 600MA-SER 재료의 균열 저항성을 평가하였으며, 그 결과를 Fig. 3.1.4.21에 나
타내었다. 여기에서 A)는 최대 균열길이를 시험시간인 480시간으로 나눈 값이고, B)
는 평균균열의 전파속도를 나타낸 것이고 C)는 광학현미경 사진에서 균열이 발생한
면을 따라 1500 ㎛내에 균열수를 센 것이다. (a)는 Pb를 첨가하지 않은 경우로서

Alloy 600MA-SA가 최대 균열의 전파 속도, 균열 수, 평균균열의 전파 속도가 모두
크게 나타났으며 Alloy 600MA-SER이 Alloy 600MA-SA보다 SCC 저항성이 더 큰 것
을 알 수 있다. 어느 경우에도 균열을 보이지 않은 Alloy 690이 가장 우수한 SCC
저항성을 보이고 있다.

Pb를 5000 ppm 첨가한 조건에서 얻어진 (c)에서와 같은 결

과로부터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즉, Alloy 600HTMA의 균열발생수(C)
가 앞서의 Pb를 첨가하지 않은 조건 보다 훨씬 많아졌다. 이것은 Pb가 수용액중에
첨가됨에 따라 균열의 개시가 쉬워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Alloy 600HTMA의
평균 균열전파 속도와 최대 균열전파 속도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Pb를 첨가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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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을 때 보다 균열의 폭이 넓어진 것으로 보아 수용액 중에 Pb의 농도가 높을수
록 SCC 저항성이 작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3.1.4.22는 NaOH 용액에 Pb를 5000 ppm 첨가한 Alloy 600HTMA 재료에서
발생한 균열의 진행에 따른 불순물 성분을 WDS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균

열이 시작하는 부위에서 Pb가 검출되었으며 균열 내부에서도 Pb가 검출되었다. 이
는 Pb이온들이 입계에 침투하여 산화물을 형성하고 균열의 성장을 가속화시키는 것
으로 생각된다.
라. 결론

- Pb에 의해 Alloy 600, Alloy 690의 임계 전류밀도가 증가되며 이는 시험초기에
표면에 석출되는 Pb의 양극용해가 지배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 부동태 전위에서 유지시킬 경우 Alloy 600보다 Alloy 690표면에 더욱 많은 석출
상이 생기는데 이는 Pb와의 반응성이 높은 Cr 함량이 많기 때문이다.

- 알칼리성 수용액에서 Pb 첨가에 따라 외각층의 Cr성분이 고갈되는 경향이 촉진
되며 이러한 경향은 Alloy 600에서 더 크다.

- Pb에 의한 SCC저항성 감소효과는 Pb 존재시에 산소발생 과부동태 전위가 감소
하고 용이하게 발생한 산소로 인해 재료의 부식전위 높여 SCC 발생가능성을 높이
고, 피막성분 중 Cr의 함량이 줄어드는 것과 연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 재료의 미세조직에 따라 IGSCC, TGSCC 등의 균열전파 양상이 변한다.
- Pb의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 균열의 성장 속도가 증가하며 균열의 양상도
IGSCC에서 TGSCC로 변화된다.
- SCC 저항성은 Alloy 600HTMA < Alloy 600MA-SA < Alloy 600MA-SER < Alloy
690TT 순으로 큰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Alloy 690TT의 경우, NaOH의 농도가 증가
함에 따라 Crack이 생겼으며 그 형태는 거의 대부분 TGSCC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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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4.1. Chemical composition of the specimens

G

Element

C

Si

Mn

P

S

Cr

Alloy
YG 600HTMA

Kori 690TT

0.026

0.020

0.33

0.22

0.83

0.32

0.007 0.001

0.010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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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1

29.3

Ni

Mo

Co

Ti

Cu

Al

Nb

B

N

Fe

72.4

-

0.010

0.36

0.010

0.16

-

0.0010

0.018

9.01

59.4

0.01

0.001

0.26

0.010

0.014

0.01

0.0004

0.18

10.4

Table 3.1.4.2. Stress corrosion cracking test matrix (C-ring)

t

{G uU

wG SG


{G 

z

G XUG h G ]WWo{thOnP
G YUG h G ]WWo{thO|jP
G ZUG h G ]`W{{OrP

X

W

G [UG h G ]WWthTzh

XG tG uvo
zG aG X\W잛\L

G G G OXXWW℃VZWG P
G \UG h G ]WWthTzly

Y

\WWW

G OXXWW℃VZW→WUZ℃VU

G YUG h G ]`W{{OuP
G XUGh G]WWo{thOuP
G YUG h G ]`W{{OuP

OkP

{UG ZX\℃S
{G aG YWG  

G G G ^\W℃ G ~xP
XUG h G ]WWo{thOuP

G σy{z

XP

wG aG RXY\}
Z

XW

[

\WWW

1)σRTYS : Room Temperature Yield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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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G tG uvo
OkP
YU\G tG uvo
OkP

Table 3.1.4.3. Summary of the C-ring tests.

{G uU

X

Y

t

G G G G {

G G wGU

G G  G G G G 

y
hG  G tUG  G G G G JG G
G G G G ㎛V

G G G ㎛V

YP

V

G G G j

h G]WWo{thOnGZS[P

WUW^W

WUY\X

`UY

pnzjj

h G ]WWo{thO|jTZP

WUW\]

WUX\X

]U\

pnzjj

W

W

W

u

W

h G ]`W{{OrTXP

XtG uvoS

h G ]WWthTzh

zaX\W잛

WUW^^

WUY^[

XWU^

pnzjj

h G ]WWG thTzly

G \LG 

WUWYW

WUWZ\

\U^

pnzjj

h G]WWo{thOnGZS[P

G σy{zXP

WUXYX

WUYZX

YXUZ

pnG RG {nzjj

WUW_]
W
WUXW^
WUW^X

WUYXX
W
WUYWX
WUX[X

X_UY
W
XYUY
XZU]

pnG RG {nzjj
u
pnG RG {nzjj
pnG RG {nzjj

h
h
h
h

{aZX\℃

G ]WWo{thO|jTZP
G ]`W{{OrTXP {aYW
G ]WWthTzh
G a
G ]WWG thTzly
XY\}

\WWW

uG 부분에 pnzjjG 발생

h G]WWo{thOnGZS[P
Z

XW
h G ]`W{{OrTXP

uG 
uG 부분에 pnzjjG 발생

h G]WWo{thOnGZS[P
YU\tG uvo

[

\WWW

h G ]`W{{OrTXP
1) σRTYS : Room Temperature Yield Sterss,

uG 부분에 pnzjjG RG {nzjj
2) Total number of cracks/number of pieces(Within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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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4.1. Stress corrosion cracking test specimen(C-ring)

Fig. 3.1.4.2. Schematic of test facility for high temperature SCC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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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lloy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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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4.3. Effect of lead on the anodic polarization of alloy 600 in pH 10 at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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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4.4. Effect of lead on the anodic polarization of alloy 690 in pH 10 at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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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4.5. Effect of lead on the anodic polarization of alloy 600 in pH 4 at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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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4.6. Effect of lead on the anodic polarization of alloy 690 in pH 4 at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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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4.7. Effect of Pb content on the anodic polarization curves of Pure Ni
and Cr in water of pH 4 at 90℃. (a) Ni, (b) 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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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4.8. Effect of Pb content on the anodic polarization curves of Pure Ni
and Cr in water of pH 10 at 90℃. (a) Ni, (b) 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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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

OP

Fig. 3.1.4.9. Surface morphology of alloy 600 immersed in water containing lead
for 4 hours at passive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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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

OP

Fig. 3.1.4.10. Surface morphology of alloy 690 immersed in water containing
lead for 4 hours at passive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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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4.11. Effect of lead on the film composition of the alloy 600 and 690
in pH 10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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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4.12. Increase of film depth of alloy 600 and alloy 690 by the addition
of lead in pH 10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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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4.13. Depth profile of the alloying elements in film formed on Alloy
600 and 690 in pH 10 solution containing l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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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4.14. Chemical state of lead in the film formed on Alloy 600 and Alloy
690 in pH 10 solution containing l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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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4.15. Chemical state of oxygen in the film formed on Alloy 600 and
Alloy 690 in pH 10 solution containing l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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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4.16. Optical micrographs showing the cross section of (a) Alloy
600HTMA, (b) Alloy 690 TT, (c) Alloy 600MA-SA, (d) Alloy
600MA-SER tested in 1 mol NaOH solution without Pb under
+125 mV vs. Ni for 20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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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4.17. Optical micrographs showing the cross section of (a) Alloy
600HTMA, (b) Alloy 690 TT, (c) Alloy 600MA-SA, (d) Alloy
600MA-SER tested in 1 mol NaOH solution containing 5000 ppm
Pb under +125 mV vs. Ni for 20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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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3.1.4.18. SEM micrographs representing (a) IGSCC in Alloy 600MA-SA, (b)
TGSCC in Alloy 600MA-SER

- 283 -

(a)

(b)

Fig. 3.1.4.19. SEM photomicrographs showing the cross section of (a) notched
Alloy 600HTMA, (b) notched Alloy 690TT in 1 mol NaOH
solution containing 10 ppm Pb under +125mV vs. Ni for 20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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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3.1.4.20. SEM images showing the cross section of (a) notched Alloy
600HTMA, (b) notched Alloy 690TT in 2.5 mol NaOH solution
containing 5000 ppm Pb under +125mV vs. Ni for 20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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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4.21. SCC susceptibility of the alloys in lead contaminated solution at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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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oy 600 HTMA(YG3,4), 1 M NaOH+5000 ppm Pb, 315oC, 20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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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4.22. Element profile along the crack of Alloy 600HTMA in 1 mol
NaOH solution containing 5000 ppm P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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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열관 재료의 Pitting
가. Alloy 600의 핏팅거동과 부동태 피막 특성에 미치는 온도의 영향

(1) 서론
염소 이온을 함유한 수용액 중에서 Alloy 600과 스테인리스강의 핏팅 (pitting

corrosion) 거동은 시험온도에 크게 민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1∼6] 즉 온도가 높
아짐에 따라 핏팅전위는 약 200℃ 부근까지 급격히 감소하며 그 이상의 온도에서는
감소 폭이 완만하거나, 일정하며, 또는 약간 증가하기도 한다. 생성되는 핏트 (pit)의
형상 또한 온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저온 구역에서는 독립적이며 깊은 모양을 나타
내지만 고온에서는 깊이가 얕은 일반부식에 가까운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자들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P.E.

Manning과

D.J.

Duquette[4]는

304L 스테인리스강

피막의

반도체

특성

(semiconductivity)이 온도가 높아질수록 산소 격자 공공이 존재하는 n-type으로 변화
하므로 염소이온의 침투가 용이하다고 하였다. B. Stellwag[5]는 Alloy 800의 경우 고
온에서 결정질 피막의 형성가능성을 제안하였으나 실험적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였
다. R.M. Carranza와 M.G. Alvarez[6]는 Alloy 800에서 온도가 높아질수록 피막의 기
공도 (porosity)가 증가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들의 연구를 종합해 볼 때 유사한 스테인리스강을 대상으로 한 것임에도 일치
된 견해가 없으며 직접적인 실험적 증거가 필요한 면도 있다. 또한 Ni-base인 Alloy

600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하다.
본 연구에서는 Alloy 600의 온도에 따른 핏팅거동과 부동태 피막 특성, 즉 조성
과 구조 변화와의 관련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90∼280℃의 탈
기된 염화물 수용액 중에서 양극분극법을 이용하여 핏팅개시 거동을 평가하였다.
온도에

따른

부동태

피막의

조성과

구조는

각각

XPS

(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e)와 투과전자회절법으로 분석하고 핏팅거동과의 관계를 고찰하였다.
(2) 실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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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에 사용된 시편은 960℃에서 10분간 소둔한 Alloy 600 튜브를 절단하여 사
용하였다. 재료의 화학조성을 Table 3.1.5.1에 나타내었다.
-

모든 시험은 10,000 ppm Cl 수용액 (NaCl)을 사용하였으며, 90∼280℃ 온도범위
에서 수행하였다. 시험전 용존산소 농도는 고순도 질소 가스를 취입함으로써 10

ppb 이하로 조절하였다. 반응용기로는 1ℓ 용량의 Ti autoclave를 이용하였다.
양극분극시험에 사용된 시편은 튜브를 10×10 mm 크기로 절단하여 SiC 연마지

#600으로 연마하였다. 시편의 한쪽 끝에 Alloy 600 lead wire를 점용접하고 이를
PTFE 튜브로 절연하였다.
양극분극곡선은 부식전위로부터 10 mV/min 주사속도의 동전위법을 이용하여 구
하였다. 기준전극으로는 Ag/AgCl/0.1 M KCl 외부기준전극을 상대전극으로는 Pt wire
를 사용하였다. 전위는 표준수소전위로 환산하였다.[7] 시험후 핏트의 형상과 핏트
내부의

부식생성물을

SEM

(scanning

electron

microscope)과

WDS

(wavelength

dispersive x-ray spectroscope)로 분석하였다.
XPS에 의한 부동태 피막분석을 위하여 시편을 평면으로 연마하고 0.05㎛의 알루
미나 분말로 polishing한 다음 각각 90, 280℃의 시험용액 중에서 부식전위로부터 핏
팅전위보다 약 50 mV 낮은 전위까지 10 mV/min의 주사속도로 양극분극시켜 피막
을 형성시켰다. 꺼낸 시편은 초순수에서 세척하고 질소가스로 건조시킨 후 XPS

spectrometer로

장입하였다.

XPS

분석에

사용된

장비는

VG

Scientific

model

ESCALAB 200-R이었다. 에너지원으로 Mg-Kα(1253 eV) X-선을 이용하였으며, 얻어
진 스펙트럼은 C 1s (284.5 eV)의 결합에너지로 보정하였다.

온도에 따른 부동태 피막의 구조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투과전자회절법을 이용
하였다. 이온 밀링에 의하여 TEM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 foil을 준비한 다
음 각각 90℃와 280℃의 시험용액에서 XPS 분석을 위한 피막 형성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부동태 피막을 형성시켰다. 초순수에서 세척한 시편은 그대로 회절패턴을
얻는데 사용되었다. 사용한 투과전자현미경은 JEOL model 2000FX II이며, 가속전압
은 200 kV이었다.

(3) 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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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양극분극거동 및 핏트 형상
-

Fig. 3.1.5.1은 90∼280℃의 탈기된 10,000 ppm Cl 용액 중에서 측정한 양극 분극
곡선을 보여주고 있다. 모든 시험온도에서 핏팅전위와 부동태 구역을 나타내었으며,
온도 증가에 따라 부동태 전위구역이 줄어들고 부동태 전류밀도가 증가하였다. Fig.

3.1.5.2에 보인바와 같이 핏팅전위는 220℃ 까지 급격히 감소하였고 280℃까지는 비
교적 완만한 감소폭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핏팅전위의 온도 의존성은 Alloy 600이나
스테인리스강에서 관찰된 결과들과 잘 일치하였다.[1∼6]
핏트의 형상 또한 온도에 따라 크게 변화하였다. 90℃의 경우, 그 내부에 부식생
성물이 거의 없는 독립적인 핏트의 형상을 보였다 (Fig. 3.1.5.3(a)). 175∼220℃의 경
우, 부식생성물이 핏트 내부에 채워진 독립적인 핏트가 형성된 반면에 (Fig.

3.1.5.3(b)),

280℃에서는 국부적인 핏트 외에도 폭이 넓은 filiform 형태의 핏트가

넓은 지역에 걸쳐서 형성되었다(Fig. 3.1.5.3(c)).
한편 핏트 내부의 부식생성물은 기지에 비하여 Cr이 농축되고 Ni과 Fe이 고갈된
산화물로 존재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모든 시험 온도에서 동일하게 관찰되었으며
대표적으로 280℃에서 형성된 핏트의 부식생성물에 대하여 WDS를 이용한 X-ray

line profile을 Fig. 3.1.5.4에 제시하였다.
(나) 부동태 피막 조성 및 구조 분석
-

탈기된 10,000 ppm Cl 수용액 중에서 각각 90, 280℃에서 동전위 양극분극법에
의하여 형성된 부동태피막에 대한 XPS 분석을 행하였다. 이때의 take-up angle (θ)
은 15와 60도였다. 여기서 θ는 시편과 spectrometer 축 사이의 각도를 의미한다.

Fig.

3.1.5.5는

각각의

온도와

θ에

대하여

Ni과

Cr의

2p3/2

지역에서

Cr(OH)3+Cr2O3에 대한 Ni(OH)2+NiO 피크의 강도 비 (intensity ratio)를 표시한 것이
다. 각각의 온도에서 부동태 피막과 용액의 계면은 Cr(OH)3+Cr2O3이 지배적이며, 보
다 내층에서는 Ni(OH)2+NiO의 분율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90℃에서 280℃로 온도
가 증가하면 Ni(OH)2+NiO의 분율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Fig. 3.1.5.6은 온도와 피막 깊이에 따른 O 1s 스펙트럼을 나타낸 것이다. 90℃에
서 280℃로 온도가 높아질 때 스펙트럼의 봉우리가 낮은 결합에너지 상태로 이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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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있다. 이는 90℃에서는 bound water (H2O, 532.9 eV, 화살표 3)와 수산화물 (OH ,

531.4 eV, 화살표 2)이 주된 구성 성분이나 280℃에서는 이들이 급격히 감소하고 산
2-

화물 (O , 529.9 eV, 화살표 1)의 분율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피막의 깊이에 따른 화학종의 분포를 분석하기 위하여 take-off angle을 각각 15
와 60ૡ로 하여 측정하였다. 280℃에서 형성된 피막에 대한 결과를 Fig. 3.1.5.6에 함
2-

께 나타내었다. Take-off angle이 15에서 60ૡ로 커질 때 O 의 피크강도가 커지고
-

상대적으로 OH 와 H2O의 피크강도는 감소하였다. 이는 수산화물이 먼저 생성되고
탈수 (dehydration)와 탈수소 (deprotonation) 과정에 의해 산화물 형태로 변화하면서
피막의 성장이 이뤄짐을 의미한다.

Fig. 3.1.5.7은 동전위 양극분극법에 의해 형성된 부동태 피막에 대한 투과전자회
절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90℃에서 형성된 피막의 경우 broad halo ring 형태를 명
확히 나타내었다. 따라서 90℃의 피막은 비정질 구조를 갖는다. 반면에 280℃에서
형성된 피막의 경우 뚜렷한 회절 ring들이 나타나는 것으로부터 nano-crystallite의 결
정질 구조임을 알 수 있다.

(4) 고 찰
이상의 결과로부터 Alloy 600의 핏팅개시 저항성에 대한 온도 의존성은 핏트 형
상의 변화, 피막의 조성 및 구조 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핏팅전위는 220℃까지 급격히 감소하다가 280℃에서는 완만한 감소를 보였다.
생성되는 핏트는 220℃까지 국부적인 지역에서 독립적인 형태로 발생하지만 280℃
에서는 국부적인 핏트 외에도 폭이 넓은 형태의 핏트가 넓은 지역에 걸쳐 형성되었
다. 부동태 전류밀도도 온도에 따라 급격한 증가가 관찰되었다. 이것은 저온에서 형
성된 부동태 피막의 경우 고온에서 형성된 것에 비하여 보다 완전하며 피막 붕괴에
대한 저항성이 크다는 것을 암시한다.

XPS 결과에서 온도의 증가에 따른 피막조성의 중요한 변화는 Ni(OH)2+NiO의 급
격한 증가 및 bound water와 금속-OH 결합의 감소이다. 즉, 90℃에서 형성된 피막의
최외각층은 상당량의 bound water를 함유하는 Cr(OH)3+Cr2O3로 존재하며 그 내층에
는 Ni(OH)2+NiO가 검출되었다. 그러나 280℃에서는 bound water가 거의 존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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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으며 Ni(OH)2+NiO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Fig. 3.1.5.8은 각각 99.9, 99.7 %의 순도를 갖는 Cr과 Ni에 대하여 90℃에서 행한
양극분극곡선을 보여주고 있다. Cr은 매우 낮은 전류밀도 값을 갖는 부동태를 보이
고 있으나 Ni은 거의 부동태를 보이지 못하며 Cr에 비하여 1,000 배 이상의 양극분
극전류 밀도 값을 나타내었다. 이는 본 시험용액 중에서 Cr(OH)3+Cr2O3는 매우 보호
적인 피막의 역할을 하는 반면에 Ni(OH)2+NiO는 매우 취약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280℃에서 Ni(OH)2+NiO 분율의 증가는 핏팅개시 저항성이 저하하는 하나의 원인이
된다.
또한 bound water나 금속-OH 결합은 보호적인 특성을 갖는다고 보고되어 왔다.

Okamoto와 Shibata[8]는 스테인리스강에서 크롬수산화물 피막은 피막붕괴에 대한 강
한 완충력을 갖는다고 제안하였는데 이는 피막내에 존재하는 풍부한 bound water가
피막붕괴시 용출되는 금속이온을 포집함으로써 재부동태화가 용이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Ravez와 Kruger[9]는 스테인리스강 피막내의 금속-OH 결합은 금속-O 결
합보다

구조적인

유연성(structural

flexibility)을

갖는다고

하였다.

Moffat과

-

Lantanision[10] 또한 크롬의 부동태 특성에 관한 연구에서 H2O와 OH 를 갖는 피막
은 결합 유연성 (bonding flexibility)이 매우 커서 보호적인 성질을 나타낸다고 제안
하였다.
본 연구의 XPS 결과에서 관찰된 O 1s 스펙트럼의 변화는 이들의 제안과 잘 일
-

치한다. 즉 H2O와 OH 를 갖는 저온 피막은 결합 유연성이 크므로 피막붕괴의 개시
처로 작용하는 결함의 생성이 제한될 것이다. 또한 피막붕괴가 일어나더라도 재부
동태화가 용이하므로 상대적으로 우수한 핏팅저항성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핏팅특성의 온도의존성에 기여하는 인자로서 피막의 조성뿐만이 아니라
그 구조의 변화 또한 중요함을 주목해야 한다. 피막의 투과전자 회절패턴으로부터

90℃에서는 비정질의 피막이 형성되나 280℃에서는 결정질 구조의 피막이 형성됨을
명확히 알 수 있었다. 제안되고 있는 피막 붕괴이론[11]을 고찰할 때 피막을 통한
공격성 음이온이 기지로 침투해 들어가고 용해된 금속 양이온이 용액 중으로 나올
수 있는 결함이 존재해야 한다. 결정질 피막은 결정립계나 전위(dislocation)와 같은
결함을 포함하므로 결정질 피막의 형성은 곧 피막내에 결함 밀도의 증가를 의미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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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비정질의 피막은 결함 밀도가 매우 적기 때문에 피막을 통한 이온의
이동이 억제되므로 부식저항성을 크게 향상시킨다.[8,9,12,13] 열역학적으로 준안정
상인 비정질은 온도, 응력, 전기장의 증가에 의하여 결정질로 변태될 수 있다.[14]
고온일수록 피막의 성장속도가 커지므로 피막 두께가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피막
내부의 응력 또한 증가하게 될 것이다.[11] 이는 본 연구결과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고온에서는 결정질화가 가속됨을 의미하게 된다. 또한 피막내부의 응력이 임계값에
도달하면 피막내부에 전위나 균열을 형성함으로써 이를 해소할 수 있다.[15]
한편 XPS 결과로 볼 때 먼저 생성되는 수산화물은 산화물로 천이한다. 이때 일
어나는 탈수와 탈수소 과정은 고온일수록, 즉 피막의 성장속도가 매우 빠르고 결정
질 피막이 형성되는 조건에서 촉진되므로 추가적으로 결함을 형성하면서 진행될 가
능성이 있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저온에서는 bound water를 함유하는 Cr(OH)3+Cr2O3가 농
축된 비정질 구조로 형성되지만 고온에서는 bound water와 M-OH 결합이 급격히 감
소하며 비보호적인 Ni(OH)2+NiO의 분율이 증가하는 결정질 구조의 산화막이 형성
된다. 따라서 저온에서 형성된 결함이 적은 비정질의 피막에서는 피막의 붕괴가 극
히 제한되므로 핏팅 개시저항성이 크며 국부적인 형태의 핏트가 형성되지만, 결함
밀도가 큰 결정질 피막이 형성되는 고온에서는 핏팅 개시저항성이 감소하고 넓은
지역에서의 피막붕괴에 따른 핏트 발생 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5) 결 론
-

Alloy 600의 핏팅거동을 탈기된 10,000 ppm Cl 용액 중에서 90∼280℃의 온도범
위에서 평가하고 피막의 조성과 구조를 각각 XPS와 투과전자회절법으로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시험온도가 90에서 220℃로 높아질 때 핏팅전위는 급격히 감소하며 그 이상의
온도에서는 감소폭이 작았다. 90℃에서는 부식생성물이 채워지지 않은 국부적인
핏트, 175∼220℃에서는 부식생성물이 채워진 독립적인 형태이나, 280℃에서는
보다 넓은 지역에서 filiform 형태의 핏트가 형성되었다.

2. 90℃에서는 피막중에 bound water 및 금속-OH 결합상태의 크롬농축층이 형성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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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80℃로

높아짐에

따라

피막중에

이들이

크게

감소하고

비보호적인

Ni(OH)2+NiO의 분율이 증가하였다. 또한 90℃에서는 비정질 구조의 피막이 형성
되나 280℃에서는 결정질로 변화하였다.

3. 따라서 조성이 매우 보호적이며 구조적으로 결함이 적은 피막이 형성되는 저온
에서는 핏팅저항성이 우수하며 국부적인 형태의 핏트가 형성된다. 그러나 피막의
조성이 비보호적이며 결함밀도가 매우 큰 피막이 형성되는 고온에서는 핏팅저항
성이 저하하며 넓은 지역에서의 피막붕괴가 발생한다.
나. Alloy 600의 미세구조와 핏팅 개시 특성과의 관계

(1) 서론
가압경수로형 원자력발전소 증기발생기 전열관 재료로 사용되고 있는 Alloy 600
은 가동조건에서 핏팅 (pitting), 입계부식 (intergranular attack), 일차측 응력부식균열,
이차측 응력부식균열, 덴팅 (denting) 등의 여러 가지 부식손상을 겪고 있다.
응력부식균열의 경우 Pb 분위기나[16∼18], 붕산과 염소의 혼합 분위기[19]와 같
은 특수한 환경에서 일어나는 입내균열을 제외하고는 이차측 분위기, 일차측 분위
기에서 입계균열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
이러한 응력부식균열에 대한 저항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대략 700℃에서 10∼

15시간 TT (thermally treated) 처리를 하게 되는데 이때 결정립계에 석출하는 크롬탄
화물이 응력부식균열 저항성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열처리에 의
한 중요한 변화는 다음의 3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20] 즉, 열처리 온도에서의 낮은
탄소용해도에 의한 크롬탄화물의 석출, 크롬탄화물이 석출한 인접 기지의 크롬농도
저하 구역의 형성, 그리고 P[20∼25], B[20,24], S[26] 등 불순물 원소의 입계 편석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미세구조 변화는 입계부식, 응력부식균열 저항성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핏팅의 경우 1981년 Alloy 600을 전열관 재료로 사용한 미국의 Indian Point 3와

Millstone 2에서 다량의 전열관에 심각한 핏팅이 발생함으로써 관심의 대상이 되었
다.[27,28] 이와 관련된 연구들은 핏팅 발생을 야기하는 환경적 인자를 규명하는데
집중되었으며, 복수기 누설에 의한 염소이온의 농축, 2차 급수 중의 용존산소나 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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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지 중의 구리산화물 등의 산화성 분위기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2

9∼33]

한편 재료의 미세구조적인 관점에서의 핏팅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
다.

특히

크롬탄화물

및

이와

관련된

입계의

크롬

농도

저하구역

그리고

Ti-carbonitride와 같은 미세구조적인 인자들이 핏팅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에 대하
여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Alloy 600의 미세구조와 핏팅 개시
특성과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다음의 두 단계로 나누어 수행되었다.
먼저 0.01% C를 함유한 Alloy 600MA와, 이를 715℃에서 12시간 TT 처리한

Alloy 600TT 재료의 입계 및 석출물 조성과 미세조직 특성을 분석하였다. 둘째로
핏팅의 초기 단계에 있어서 이러한 미세구조적인 인자들의 영향을 염화물 환경에서
조사하였다. 본 연구는 주사전자현미경, 투과전자현미경 그리고 AES (Auger electron

spectroscope)를 이용하여 Ti-carbonitride의 분포와 조성 및 그 인접 기지와의 관계,
TT 처리에 의한 크롬탄화물 석출 및 결정립계 조성 등의 변화를 조사한

결과에

관한 것이다. 핏트의 우선 핵생성처에 대한 규명 및 핏팅 개시 단계에서 크롬탄화
물 및 입계의 크롬 농도 저하구역 그리고 Ti-carbonitride의 역할은 다. 항에서 논의
하였다.

(2) 실험 방법
(가) 재료
시험 합금은 Alloy 600MA와 Alloy 600TT 전열관 재료를 이용하였다. Alloy

600MA는 960℃에서 10분간 소둔한 재료이며, 이를 715℃에서 12 시간 열처리한 것
이 Alloy 600TT이다. 이들의 합금 조성은 무게 백분율로 다음과 같다: 0.01 C, 0.1

Si, 0.3 Mn, 15.4 Cr, 0.2 Cu, 8.0 Fe, 0.18 Ti, < 0.001 S, bal. Ni.
(나) SEM과 TEM에 의한 미세조직 분석
미세조직을 관찰하기 위하여 두 가지의 에칭법을 사용하였다. 인산용액 (H3PO4

80 ㎖ + 증류수 10 ㎖) 중에서 2.5 V, 25 sec의 조건으로 전해 에칭한 후 크롬탄화
물의 분포를 SEM (scanning electron microscope)을 이용하여 관찰하였다. 결정립계는

5 % nital 용액 (methanol 95㎖ + 증류수 5 ㎖) 중에서 2.5 V, 25 sec의 조건으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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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에칭하여 관찰하였다.

SEM/WDS (wavelength dispersive X-ray spectroscope)를 이용하여 석출물의 형상
및 조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전열관을 5 mm × 5 mm 크기로 절단하고 외면을 SiC

paper를 이용하여 평면형태로 연마하였다. 최종적으로 0.05 ㎛ 알루미나 분말을 이
용하여 polishing 하였다. Polishing 후 순차적으로 아세톤, 에탄올, 증류수에서 초음
파

세척하고

압축공기로

건조시켰다.

분석에

사용된

SEM은

Akashi

Beam

Technology의 model D130S이며, WDS는 Microspec의 model WDX 3PC를 이용하였다.
TEM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 관찰을 위하여 이온 밀링에 의하여 thin
foil을 제작하고 입계 및 석출물의 형상과 분포를 관찰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투과전
자현미경은 EDS (energy dispersive X-ray spectroscope)가 장치된 JEOL model FX2000
이며 가속전압은 200 kV 였다.

(다) 파면의 표면 분석
파면에서의 표면분석은 AES (Auger electron spectroscope)를 이용하였다. 전열관
을 길이방향으로 절단한 다음 약 15도의 각도로 V-notch를 가공하였다. 파단시 입계
2

파면이 잘 형성되도록 1 N H2SO4 + 200 mg/ℓ NaAsO2 용액 중에서 －30 mA/cm 의
음극 전류를 가하여 4 일 동안 수소를 주입시켰다. 수소 주입장치로부터 꺼낸 시편
은 액체 질소를 통하여 간접냉각된 Auger fracture stage에 장입하고 15 분 동안 냉각
시킨 다음, 장치된 망치를 이용하여 파단하였다. 파단시 진공도는 6×10

-10

torr 이하

였다. 분석에 사용된 장비는 Perkin-Elmer Physical Electronics (PHI) model 670 이었
다.

(3) 결과 및 고찰
(가) SEM에 의한 미세조직 관찰
Fig. 3.1.5.9는 각각 인산 용액과 5 % nital 용액에서 에칭한 다음 SEM으로 관찰
한 Alloy 600MA와 Alloy 600TT의 대표적인 미세조직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인산
용액은 크롬탄화물을 용해시킴으로써 크롬탄화물의 분포를 보여주는 용액이며, 5 %

nital 용액은 결정립계를 우선적으로 드러나게 한다.

Alloy 600MA의 경우 크롬탄화

물이 거의 없는 조직이나 Alloy 600TT의 경우는 결정립계에 크롬탄화물이 매우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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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하여 있음을 알 수 있다.

J.M. Sarver 등[34]이 제시한 Alloy 600의 열처리 온도와 탄소 고용도의 상관관계
에 대한 실험식은 다음과 같다.
℃ = 1449 + 130.3 ln (% Carbon)
시험에 사용된 Alloy 600MA의 탄소함량은 0.01 %이므로 식 (1)에서 탄소는

(1)
84

9℃ 이상에서 기지내에 완전히 고용된다. 따라서 시험에 사용된 Alloy 600MA는
960℃에서 소둔한 재료이므로 존재하는 탄소는 모두 기지내에 고용된 상태로 존재
한다. 그러므로 Fig. 3.1.5.9(a)에서와 같이 탄화물이 관찰되지 않는다. 한편 Alloy

600TT의 경우 715℃에서 탄소 고용량은 약 0.0036 %가 되므로 Fig. 3.1.5.9(c)에서와
같이 과잉의 탄소는 크롬탄화물로 석출된다.

한편 두 합금 모두 조대한 입자들이 결정립 내외부에 불규칙하게 분포하고 있으
며 일부는 튜브의 길이 방향으로 늘어져 있다. 이러한 입자들의 크기는 수백 ㎚에
서 수 ㎛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였다.

Fig. 3.1.5.10(a)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조대한 일부 입자들은 깨져 있으며 깨
진 조각들 사이에 미세한 틈이 형성되어 있었다. 이는 튜브 제조 공정중에 기지와
입자간의 연성차이로 인하여 입자 파괴가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이 입자에 대한

WDS 분석결과를 Fig. 3.1.5.10(b)에 나타내었다. Ti의 높은 피크가 나타나고 N과 C
의 피크가 검출되었다. C는 시편 준비과정의 오염에 의하여 나타날 수 있으나 이
입자에 대한 X-ray line profile에서 C가 기지에 비하여 다소 높게 나타난 바 있다.
이러한 입자들은 형태상 각이 잘 발달된 형태(Fig. 3.1.5.10(c))와 다소 곡선적인 형태

(Fig. 3.1.5.10(a))가 혼재하였다. 대체로 각이 잘 발달된 입자에서는 C가 잘 검출되지
않으나 곡선적인 형태의 입자에서는 C가 다소 검출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는

Type 321 Ti 안정화 스테인리스강에서 관찰되는 Ti 석출물들의 형상과 조성의 관계
와 매우 유사하다.[35] 또한 TiN과 TiC 화합물은 모두 fcc 구조이며 격자상수는 각
각 4.24, 4.33 Å이므로[36] N과 C는 서로 치환이 용이하다. 따라서 이 입자들은 N
함량이 우세한 Ti(N,C) 형태의 Ti-carbonitride 임을 알 수 있다.

Fig. 3.1.5.10(c)에서와 같이 마그네슘 산화물이 종종 Ti-carbonitride의 중간에 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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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음이 관찰되었다. Fig. 3.1.5.10(d)에 보인 바와 같이 WDS 분석결과 높은 마
그네슘과 산소 피크로부터 Fig. 3.1.5.10(c)의 Ti-carbonitride의 가운데 부분은 마그네
슘 산화물임을 알 수 있다. 이 경우 마그네슘 산화물은 Ti-carbonitride의 핵생성처로
작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나) TEM에 의한 미세조직 관찰
Fig. 3.1.5.11은 TEM으로 관찰한 결정립계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Alloy 600MA의
경우 크롬탄화물이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깨끗한 결정립계 형상을 나타내었다.

Alloy 600TT의 경우는 결정립계에 크롬탄화물이 매우 잘 발달하여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형태는 결정립계에 따라 준연속적이거나 불연속적인 형태가 혼
재하는 양상을 나타내었다.

Fig. 3.1.5.12는 Alloy 600TT 재료에서 크롬탄화물이 석출된 결정립계를 가로 질
러 측정한 Ni, Cr, Fe의 농도 분포를 나타낸다. 여기서 점선은 전체 합금중에 존재
하는 각 원소의 농도를 표시한 것이다. 각 원소에 대한 분석농도가 이와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립계에서의 농도분포 양상을 잘 보여주고 있
다. 크롬 농도는 bulk 조성에 비하여 약 3∼4 % 정도 저하되었으며 상대적으로 Ni
의 농도는 증가하였다. Fe의 농도는 그 변화가 작았다.

이와 같은 결정립계에서의 농도 분포는 측정하는 위치에서 크롬탄화물의 간격
및 크기에 크게 좌우된다.[37] 본 실험에서는 두 크롬탄화물의 크기가 비슷하고 간
격이 대략 200 ㎚ 정도인 지역에서 2회 분석하였다. 결정립계의 크롬 농도는 평균

11.9 %였으며 그 농도 분포는 유사하였다. TT 처리한 경우는 예민화 처리한 경우에
비하여 크롬 농도 저하가 적고 크롬농도 저하지역의 폭은 넓어진다.[21] 이는 장시
간 (10∼15시간)의 TT 처리 과정에서 인접기지로부터의 크롬 확산이 충분히 이루어
져 크롬 고갈층의 농도가 회복되기 때문이다. 위의 농도분포는 이러한 현상을 잘
반영하고 있다.

Fig. 3.1.5.13은 Ti-carbonitride의 미세구조 및 관련된 EDS 스펙트럼을 보여주고
있다.

Ti-carbonitride 입자에서는 Fig. 3.1.5.13(b)에 나타낸 바와 같이 높은 Ti 피크

와 함께 N의 피크가 검출되었다. 그러나 분석에 사용된 EDS의 한계로 C는 검출이
불가능하였다. 여기서 Cu는 Cu grid로부터 나온 것이다. 한편 Ti-carbonitride 주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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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에는 수백 ㎚ 크기의 작은 입자들이 붙어 있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입자 A에
대한 EDS 분석결과를 Fig. 3.1.5.13(c)에 나타내었다. 기지 성분이외에 Mg, Ca, S의
강한 피크가 관찰되었다. 입자 A와 B에 대하여 EDS 분석에 의한 정량적인 조성을

Table 3.1.5.2에 제시하였다. S의 농도가 10∼12 at%에 이르고 있다. Ni, Cr, Fe는 대
부분 인접기지로부터, Ti는 Ti-carbonitride로부터 나온 것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실제로 이 입자들의 S 농도는 이보다 훨씬 높을 것이다. Mg과 Ca은 황화물 형성이
매우 용이하며, (Mg+Ca) : S의 원자분율이 대략 50 : 50에 가까운 점을 고려한다면
이 작은 입자들은 대부분 (Mg, Ca)S 형태의 복합 황화물로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
다. 본 시험합금중에 불순물로 존재하는 S의 양이 0.001 wt% 미만으로서 극히 미량
인 사실을 고려할 때 이러한 황화물의 존재는 주목할만한 결과로 생각된다.

(다) AES에 의한 파면 분석
Fig. 3.1.5.14는 수소를 재료중으로 침투시킨 후 Auger 진공 chamber 내에서 파단
한

Alloy 600MA와 Alloy 600TT의 파면을 보여주고 있다. Alloy 600MA의 경우 입

계 파면은 나타나지 않고 모두 입내로 파단이 일어났다. 그러나 Alloy 600TT의 경
우 입내와 입계 파면이 모두 나타났으며, 입계 사이에 간격이 벌어져 있는 양상도
관찰되었다. 이는 MA 처리 상태보다는 TT 처리한 경우가, 즉 균질한 입계보다는
입계에 크롬탄화물이 석출되어 있는 구조를 가질 때 수소에 의한 입계 취화가 용이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입계 구조에 따른 파면 양상의 변화는, 파단 방법상의 차이
에도 불구하고 다른 연구자들의 결과[20,22]와 매우 유사하였다.

Alloy 600TT 파단면상의 입내와 입계면의 조성 차이를 규명하기 위하여 각각 4
개의 부위에서 Auger 분석을 하였다. 여기서 모든 스펙트럼은 점 분석 (point

analysis) 보다는 면적 주사 분석 (area scanning analysis)을 통하여 얻어졌다. 점 분석
보다는 일정 면적 주사 분석이 보다 신뢰성있는 data를 제공하기 때문이다.[21] Fig.

3.1.5.15는 대표적인 Auger spectra를 나타낸다. 입내에서는 주요 합금 원소인 Ni, Cr,
Fe의 피크가 관찰되었으나 (Fig. 3.1.5.15(a)), 입계에서는 120과 179 eV에서 새로운
피크가 관찰되었다 (Fig. 3.1.5.15(b)). 이는 각각 P의 LMM 천이와 B의 KLL 천이에
의해 나타나는 Auger 특성 피크에 해당한다. 본 연구에서 입계 편석 원소로 검출된
원소 P[20∼25]와 B[20,24]는 Alloy 600의 입계에 편석 가능한 원소로 이미 보고된
바 있다. 한편 S는 입계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이는 Fig. 3.1.5.13에서 알 수 있었듯
이 Mg과 Ca이 황화물을 형성함으로써 S가 입계에 편석하는 것을 억제하였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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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생각된다. 이는 또 다음에 기술될 Fig. 3.1.5.16의 Auger spectra 결과에서도 잘
뒷받침되고 있다.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Alloy 600MA에서는 입계 파면을 얻을 수 없었으므로

P와 B의 편석이 TT 처리과정에서 유발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E.L. Hall
등[23]은 MA 상태에서는 검출되지 않던 P가 400∼700℃에서 열처리 할 경우 입계
에 편석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G.P. Airey[20]의 연구에 의하면 TT 처리한 경우보
다는 MA 상태에서 P의 피크가 훨씬 작게 나타난다. 한편 B는 MA와 TT 상태 모두
에서 나타난다. 따라서 P의 편석은 TT 처리에 의하여 일어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Fig. 3.1.5.16은 Alloy 600MA 파단면에 노출된 조대한 입자에 대한 2차 전자상과
이에 대한 여러 지점에서의 Auger spectra를 나타내고 있다. 지역 1에서의 Auger

signal을 Fig. 3.1.5.16(b)에 나타내었다. Ti의 LMM 천이에 의한 381과 416 eV에서의
강한 피크가 관찰되었으며, N의 KLL 천이에 의한 378 eV에서의 피크는 381 eV의

Ti 피크와 중첩된다. 특기할 것은 120과 146 eV에서 나타나는 피크이다. 이는 각각
P와 S의 LMM 천이에 의한 Auger 특성 피크에 해당한다. Fig. 3.1.5.16(c)는 조대한
입자와 기지의 경계인 지역 2에서의 Auger spectrum을 나타낸다. Fig. 3.1.5.16(b)와
비교할 때 Ti의 피크는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기지로부터의 Ni과 Cr의 피크 강도가
커지고 있다. 한편 P와 S의 피크는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Fig. 3.1.5.16(d)는 조대한
입자에서 떨어진 지역 3의 기지에서 얻은 Auger spectrum을 나타낸다. Ti, P, S의 피
크가 사라지고 Ni, Cr의 강한 피크가 나타나고 있다. 한편 이와 유사한 여러 입자들
에 대한 분석결과 S는 대부분 검출되었으나 P는 그렇지 않았다. 또한 조대한 입자
와 기지에서의 탄소 피크를 비교해 보면 그 차이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조대한 입자는 TiC 보다는 TiN에 가까운 Ti-carbonitride이며 기지와의
계면에 S (또는 P도 함께)가 편석된 층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3.1.5.16(e)는 지역 4에서의 Auger spectrum을 나타내고 있다. 위에서 관찰된
피크와는 다른 세 개의 피크가 291, 503, 1174 eV에서 관찰되었다. 이는 각각 Ca의

LMM 천이, O의 KLL 천이, Mg의 KLL 천이에 의한 Auger 특성 피크에 해당한다.
강력한 S와 Mg 피크 및 상대적으로 약한 Ca 피크로부터 이 부위는 Mg과 Ca의 복
합 황화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황화물 입자들의 존재는 TEM 분석 결과와 매우
잘 일치하는 결과이다. 한편 Alloy 600TT에서 Ti-carbonitride 표면에서의 이상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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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미세구조 및 화학적 특성은 Alloy 600MA에서의 경우와 매우 유사하였다.

AES를 이용한 파면 분석에서 Ti-carbonitride와 황화물의 연관성은 P.G. Caceres
등[25]도 보고한 바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황화물 입자 뿐만 아니라 S (또는

P도 함께)가 표면에 편석된 층으로도 존재함이 밝혀졌다. 근본적으로 황화물 입자의
핵생성은 S가 편석된 지역에서 일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TEM으로도 황화물
입자의 존재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Ti-carbonitride의 미세구조는 별도로 수행된 핏팅
시험에서 Ti-carbonitride 주위에서의 핏트 개시 현상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이상과 같은 Ti-carbonitride의 미세구조와 핏팅 개시 거동과의 관계 및 TT 처리에
따른 입계 특성 변화와 핏팅개시 저항성의 변화 거동과의 관련성에 관해서는 ‘다.
핏팅 개시 초기 단계에 있어서 미세구조의 역할‘에서 상세히 기술하였다.

(4) 결 론
1. Alloy 600에는 Ti-carbonitrides가 결정립내외에 관계없이 산재하였다. 일부는 튜브
의 길이 방향으로 배열되는 방향성을 나타내었으며 깨진 입자들 사이에는 미세
한 틈이 형성되어 있었다. 그 조성은 C보다는 N이 대부분인 Ti(N,C) 형태이며 그
크기는 수백 ㎚에서 수 ㎛로 다양하였다.

2. Ti-carbonitride 표면에는 (Mg, Ca)S 형태의 복합 황화물 입자들이 형성되어 있으
며, S (또는 P도 함께)가 편석된 층으로 덮여 있는 구조를 나타내었다. 일부

Ti-carbonitride 내부에는 MgO가 개재되어 있음이 관찰되었다.
3. 715℃에서 12 시간 열처리에 의하여 크롬탄화물이 입계에 석출하였으며, 이로 인
하여 입계 크롬 농도는 bulk 조성에 비하여 약 3∼4 % 감소하였다. 또한 Alloy

600TT의 결정립계에는 P와 B가 편석된 미세 화학적 특성을 나타내었다.
다. 핏팅 개시 초기 단계에 있어서 미세구조의 역할

(1) 서론
Alloy 600은 안정한 오스테나이트 단상 고용체이나 Cr7C3, Cr23C6, TiC, TiN와 같
은 석출물이 존재한다.[25,44,45] 이러한 석출물들은 합금의 용해과정, 소둔 및 열처
리과정에서 개재되거나 인위적으로 형성된다. 또한 입계에 크롬탄화물의 석출에 의
하여 입계를 따라 크롬 농도가 저하하는 지역이 형성된다. 핏팅은 공격적인 환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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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부동태 피막의 국부적인 파괴에 의해 유발되는 현상이나 그 개시처는 재료표면
의 미세구조적으로 불균일한 지점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이러한 석출물들과 크
롬 농도 저하지역은 Alloy 600의 핏팅개시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전열관 재료의 핏팅 개시처와 이러한 미세구조 인자들의 역할을 규명하는 것은
핏팅기구에 대한 이해 뿐만 아니라 재료의 개선을 위한 연구에도 매우 중요한 자료
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핏팅은 그 자체로서 재료 손상에 치명적이지만 응
력부식균열의 개시점으로도 작용하므로[46∼49] 핏트 (pit) 발생처를 규명할 필요성
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염화물 환경에서 Alloy 600의 핏팅개시 초기단계에
있어서 핏팅개시와 미세구조와의 관계를 규명하고, 석출물의 전기화학적 거동으로
부터 그 기구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TT (thermally treated) 처리에 의한 핏팅특
성의 변화도 조사하였다.

(2) 실험 방법
(가) 시험 재료
시험 합금은 Alloy 600MA와 Alloy 600TT 전열관 재료를 이용하였다. Alloy

600MA는 Table 3.1.5.1에 나타낸 화학조성을 갖으며, 960℃에서 10분간 소둔한 재료
이다. 이 합금을 715℃에서 12 시간 열처리한 것이 Alloy 600TT이다.
석출물의 부식거동을 모사하기 위한 TiC, Cr7C3와 Cr23C6는 각각의 분말을

1650℃에서 hot-pressing하여 판상형태의 시편으로 제조하였다. TiC의 순도는 99%,
Cr7C3와 Cr23C6의 순도는 99.9%이며, 밀도는 세 가지 모두 70∼75%였다.
(나) 핏팅개시 시험
Alloy 600MA 전열관을 5 mm × 5 mm 크기로 절단하고 외면을 SiC paper를 이
용하여 평면형태로 연마한 후, 최종적으로 0.05 ㎛ 알루미나 분말을 이용하여

polishing 하였다. Polishing 후 순차적으로 아세톤, 에탄올, 증류수에서 초음파 세척
하고 압축공기로 건조시켰다. 시편의 한쪽 끝에 Alloy 600 wire를 점용접 (spot

welding)하고 PTFE 튜브로 절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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핏팅개시의 초기단계를 연구하기 위한 핏팅개시 시험은 90℃, 10,000 ppm Cl

(0.282 M NaCl) 용액에서 양극분극방법을 이용하였다. 부식전위로부터 10 mV/min의
동전위법으로 양극분극하였으며 핏팅전위 직후에서 시험을 종료하였다.
시험후 핏트 개시 거동을 관찰하기 위하여 SEM/WDS (wavelength dispersive

X-ray spectroscope, Microspec, model WDX-3PC) 분석을 하였다. 그런 다음 5 % nital
용액에서 전해에칭하고 핏트 주위의 미세구조를 관찰하였다.
시험전 용존산소 농도는 고순도 질소 가스를 취입함으로써 10 ppb 이하로 조절
하였다. 반응용기로는 1ℓ 용량의 Ti autoclave를 이용하였으며, 기준전극으로는

Ag/AgCl/0.1 M KCl 외부기준전극을, 상대전극으로는 Pt wire를 사용하였다.
(다) 전기화학 시험
10,000 ppm Cl- 수용액 (NaCl) 중에서 각 합금 및 석출물에 대한 부식전위의 변
화 및 양극분극거동을 측정하였다. 부식전위는 20℃에서 1 시간 동안 측정한 후

90℃로 온도를 높여서 5 시간동안 연속하여 측정하였다.
양극분극곡선은 부식전위로부터 10 mV/min 주사속도의 동전위법으로 구하였다.
시험용액 및 온도, 용존산소 농도, 반응용기, 기준전극 및 상대전극은 핏팅개시 시
험의 경우와 동일하다. 단 각 시편은 SiC paper #600으로 최종 연마하여 사용하였
다. 전위는 표준수소전위로 환산하였다.[50]

(3) 결과 및 고찰
(가) Ti-carbonitride의 역할
실험방법 (나) 항에서 기술한 양극분극법에 의하여 Alloy 600MA 합금에서 핏트
가 개시되고 있는 극히 초기단계의 미세한 핏트들을 형성시킬 수 있었다. 이러한
미세한 핏트들의 개시처는 Ti-carbonitride와 연관이 있음이 관찰되었다.

Fig. 3.1.5.17(a)는 Alloy 600MA의 Ti-carbonitride 주위의 기지에서 우선적인 용해
가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Ti-carbonitride는 Fig. 3.1.5.17(b)에서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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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내에 위치하였다.

Fig. 3.1.5.18(a)는 Alloy 600MA에서 두 개로 깨진 Ti-carbonitride 주위에서의 핏트
개시 양상을 보여준다. 입자들 주위의 기지에서 우선적인 용해가 일어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깨진 입자들 사이는 crevice로 작용하여 기지쪽으로 용해를 가속시키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 Fig. 3.1.5.18(b)는 WDS에 의한 Ti 분포를 나타낸다. Nital

etching 결과 이 Ti-carbonitride들은 결정립계에 위치하고 있었다.
Fig. 3.1.5.19(a)는 Alloy 600MA에서의 또 다른 pit 개시 양상을 보여준다. 200∼
300 ㎚ 크기의 Ti-carbonitride 입자들이 직선적으로 배열한 계면에서 미세한 핏트가
개시되고 있다. 입자 주위의 부식면이 계면을 경계로 결정학적으로 대칭인 점과,

Fig. 3.1.5.19(b)에서 이들의 위치가 결정립계가 아닌 점으로 보아 이 계면은 트윈면
부근일 가능성이 있다.
이온 밀링에 의하여 제작한 thin foil 시편을 침지시험에 사용하였다. 이러한 방
법을 이용한 이유는 본 시험이 핏트 개시의 극히 초기 단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기 때문이다. 즉 기계적인 방법에 의한 시편준비는 재료표면에 불가피하게 scrach를
남기거나 석출물과 기지의 계면에 틈을 생기게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배제하
기 위하여 이온 밀링 방법으로 시편을 준비하였다.

Fig. 3.1.5.20은 Alloy 600MA에 대한 thin foil 시편을 4 주일 동안 부식전위 상태
에서 침지한 후 SEM으로 촬영한 것이다. Ti-carbonitride의 주위에서 우선적인 용해
가 시작되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 이는 앞에서 기술한 양극분극법에 의해 생성
된 핏트 개시 결과와 매우 유사한 것이다. 한편 Figs. 3.1.5.17∼20에서 Ti-carbonitride
자체는 부식이 되지 않고 있다. 이는 Ti-carbonitride의 부식속도는 기지의 부식속도
에 비하여 매우 작음을 의미한다.

Fig. 3.1.5.21는 Alloy 600MA, Alloy 600TT, 그리고 TiC, Cr7C3와 Cr23C6의 부식전
위값의 변화를 측정한 것이다. TiC의 부식전위는 Alloy 600MA, Alloy 600TT의 부식
전위에 비하여 각각 약 300∼450, 380∼440 mV 높았다. 100℃, 0.01 M NaCl 용액에
서 Alloy 600 표면에 코팅된 TiN의 부식전위 역시 Alloy 600에 비하여 약 400 mV
높게 보고된 바 있다.[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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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5.22에 Alloy 600MA, Alloy 600TT 그리고 TiC, Cr7C3와 Cr23C6의 양극 분
극 거동을 나타내었다. Alloy 600MA는 낮은 전류밀도의 부동태를 유지하다가 368

mV에서 핏팅이 발생한 반면, TiC는 Alloy 600MA의 부동태 구역에서 이보다 낮은
전류밀도 값을 나타냈으며 약 900 mV의 높은 전위까지 비교적 안정한 부동태를 보
였다. 이는 Figs. 3.1.5.17∼20에서 기지는 쉽게 용해되나 Ti-carbonitride는 거의 부식
이 되지 않는 결과로부터 예측된 바와 잘 일치한다. 두 합금과 크롬탄화물에 관한
결과는 (나) 항에서 고찰하기로 한다.

Figs. 3.1.5.21∼22의 결과로부터 Alloy 600이 부식전위의 침지상태에 놓일 때 이
미 부동태 상태로 존재하는 Ti-carbonitride는 인접 기지와 갈바닉 전지를 형성하며
음극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양극분극시험에서와 같이 외부에서 가해지는
구동력이 없더라도 Ti-carbonitride와 인접 기지간의 부식속도 및 전위 차이에 의하여
핏트의 개시가 이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상의 양극분극과 침지시험에 의한 핏트의 개시 거동은 Ti-carbonitride와 기지사
이의 계면 특성과 관련지을 수 있다. ‘나. Alloy 600의 미세구조와 핏팅 개시 특성과
의 관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Ti-carbonitride 표면에는 (Mg, Ca)S 입자들이 형성되
어 있거나 불순원소 S (또는 P도 함께)가 계면에 편석된 층을 이루고 있었다. P.G.

Caceres 등[25]도 Ti-nitride와 기지 계면에서 황화물이 형성되어 있음을 보고한 바 있
다. 이 원소들은 다양한 합금계와 부식환경에서 부식속도를 증가시키며 그 화합물
들은 그들 자체의 우선적인 용해에 의하여 핏팅의 개시처로 작용하는 것으로 밝혀
져 있다.[52∼57]
또한 P. Marcus 등[52]은 Ni의 용해는 재료중의 S가 표면에 편석 또는 흡착됨으
로써 가속화된다고 하였으며, J.E. Castle 등[53]은 스테인리스강에 개재된 MnS가 용
해되면서 핏트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S가 그 인접 기지의 표면에 흡착됨을 실험적으
로 증명한 바 있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 관찰된 핏트 개시 거동은 Ti-carbonitride 주위의 미세구조적
특성 분석 결과 및 위 연구자들의 결과를 종합할 때 다음과 같이 해석된다. 먼저

Ti-carbonitride 표면에 형성된 황화물 (Mg, Ca)S 입자들과 S (또는 P도 함께)가 편석
된 층에서의 우선적인 용해가 일어나며 그 결과 Ti-carbonitride와 기지 사이에

crevice가 형성된다. 이때 S는 이들의 용해에 의하여 노출된 기지표면이나, 인접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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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형성되어 있는 부동태 피막에 흡착된다.[52,53] 따라서 (Mg, Ca)S 입자들과 S
가 편석돤 층의 용해가 진행될수록 부동태 피막은 S에 의하여 오염되어 취약해지므
로 염소 이온의 침투가 용이해진다. 결국 인접기지는 부동태 피막의 파괴와 더불어
용해가 가속된다. 이때 Ti-carbonitride는 기지에 비하여 부식속도가 매우 작으며 특
히 개방전위 상태에서는 음극적으로 거동한다. 이러한 핏트 개시 모델을 Fig.

3.1.5.23에 개략적으로 나타내었다.
한편 Alloy 600 재료에서 S가 함유되지 않은 시험조건에서 형성된 핏트의 내부
부식생성물에서 수 %까지의 높은 S가 검출된다고 보고되었으나[32,33,41,42], 그 원
인은 아직까지 이해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Ti-carbonitrides 주위에서의 핏트 개시와
미세구조를 고려할 때 본 시험 결과는 핏트 내부의 부식생성물에서 S가 항상 검출
되는 이유를 명확히 설명해 준다.

(나) 크롬탄화물 및 크롬농도 저하지역의 역할
Fig. 3.1.5.22에서 Alloy 600MA와 Alloy 600TT는 낮은 전류밀도의 부동태를 유지
하다가 각각 368, 286 mV에서 핏팅이 발생하였다. Alloy 600TT는 Alloy 600MA에
비하여 핏팅전위가 약 80 mV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차이가 아주 작지만 부식
전류밀도 값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175와 280℃에서의 시험에서
도 일관되게 얻어졌다.[58] 두 합금간의 차이는 입계에 석출한 크롬탄화물과 이로
인하여 유발되는 결정립계의 크롬농도 저하지역의 유무이다. 이는 크롬탄화물이나
크롬농도 저하지역이 Alloy 600TT의 핏팅전위 저하 및 부식전류밀도 증가에 관여하
고 있음을 암시한다.
한편 두 합금의 부동태 구역에서 크롬탄화물은 이보다 약 100 배 이상 큰 전류
밀도 값을 나타내고 있다. 크롬탄화물의 밀도가 약 70∼75%인 점을 고려한다 하더
라도 매우 큰 값이며 시험후 크롬탄화물 시편표면의 두께감소가 육안으로도 명백히
관찰되었다. 이러한 실험 결과는 두 종류의 크롬탄화물에 대한 반복 실험을 통하여
일관된 경향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크롬탄화물의 큰 부식속도는 Alloy 600TT의 부
식전류밀도 증가를 유발하는 하나의 인자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크
롬탄화물의 크기가 수십 ㎚ 정도로 작으므로 Ti-carbonitride의 경우처럼 안정한 핏트
로 성장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나, Alloy 600의 부동태 전위에서의 매우 빠른 용해는
결과적으로 피막의 불안정성을 야기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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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5.24는 Alloy 600TT에 대한 thin foil 시편을 부식전위 상태에서 3 주일
동안 침지한 다음 TEM으로 관찰한 결과이다. 결정립 내부에는 두꺼운 피막이 형성
되어 있으나 크롬탄화물이 석출된 결정립계를 따라 수백 ㎚ 범위의 폭을 갖는 지역
이 밝게 나타나고 있다. 이 지역은 크롬농도 저하 구역의 일정범위에 해당하며 결
정립 내부에 비하여 부동태 피막의 형성이 어렵고 시편의 두께가 상대적으로 얇아
졌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즉 크롬농도 저하지역에서의 부식속도가 결정립 내부에
비하여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상은 예민화된 Alloy 600이나 스테인리스강의 입계부식기구와 유사하
다. 본 시험에 사용된 Alloy 600TT의 경우 결정립계의 Cr 농도는 기지에 비하여 약

3∼4 % 정도 저하되었고 상대적으로 Ni의 농도가 증가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입
계에는 P와 B가 편석된 특성을 갖는다.[58] B가 염화물 환경에서 입계부식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가는 분명치 않으나, P는 입계부식을 가속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54,55]. 또한 본 시험용액과 동일한 조건에서 순수한 Ni은 순수한 Cr에 비하여
양극용해속도가 약 1,000배 이상 크며 안정한 부동태를 이루지 못하였다.[58] 이는

Fig. 3.1.5.24에서 관찰된 결정립계에서의 빠른 용해거동을 잘 설명해 주는 결과이다.
따라서 양극분극거동에서 나타나는 Alloy 600TT의 핏팅전위 저하 및 약간의 전
류밀도 증가는 결정립계의 크롬농도 저하지역 및 크롬탄화물의 빠른 용해에 기인하
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Alloy 600TT는 Alloy 600MA와 전체 조성은 동일하나 크롬탄화물 및 크롬
농도 저하지역이 존재하는 구조를 갖는다. 크롬농도 저하지역이 전혀 없다고 가정
하면 Alloy 600TT의 부식전위는 혼합전위이론에 따라 Alloy 600MA와 크롬탄화물의
부식전위 사이에 존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오히려 Alloy 600MA의 부식전위보다 약

100 mV 낮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크롬농도 저하지역의 부식전위는 Alloy 600TT
의 부식전위보다 훨씬 active한 값을 가져야만 한다. 이는 크롬농도 저하지역이 차지
하는 분율이 매우 작음에도 불구하고 Alloy 600TT의 부식전위 결정에 크게 관여하
고 있음을 의미한다.

(4)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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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i-carbonitride의 인접 기지가 우선적으로 용해되어 핏트의 개시처로 작용하였다.
이는 Ti-carbonitride/기지 계면에 형성된 황화물 (Mg, Ca)S와 S (또는 P도 함께)
편석층의 용해가속 효과에 의하여 계면에서의 부식속도가 촉진된 결과로 판단된
다.

2. TiC는 본 시험조건에서 자발적으로 부동태 상태로 존재하며 매우 낮은 양극분극
전류밀도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크롬탄화물은 Alloy 600의 부동태 전위구역에서

Alloy 600에 비하여 약 100배 이상의 양극분극 전류밀도 값을 나타내었다.
3. Alloy 600TT는 Alloy 600MA에 비하여 핏팅전위가 저하하고 양극분극 전류밀도가
증가하였다. 이는 결정립계의 크롬탄화물 및 크롬농도 저하지역에서의 매우 빠른
부식속도에 기인한다. 특히 크롬농도 저하지역은 Alloy 600TT의 부식전위를 결정
하는 주요 인자로 작용하였다.

4. 핏트 내부의 부식생성물에서 검출되는 S는 핏트의 개시처로 작용하는 Ticarbonitrides 표면에 형성된 황화물 (Mg, Ca)S 입자와 농축된 S 편석층에서 유래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90∼280℃의 염화물 환경에서 Alloy 600의 핏팅 개시 및 성장 거동

(1) 서론

핏팅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는 주로 전기화학적인 방법에 의한 핏팅전위를 이용
하여 저항성을 평가하여 왔다. 이 방법은 빠른 시간 내에 평가가 가능한 장점은 있
으나, 핏팅 개시에 대한 저항성을 유추할 수 있을 뿐이며, 핏팅의 성장과 관련된 정
보는 제공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핏팅의 개시와 성장단계는 분리되어 연구되어
야 할 대상이며, 성장속도가 실제적인 측면에서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가 Alloy 600이나 800을 대상으로 수행되어 왔다. Alloy 600
은 최종 열처리 상태에 따라서 소둔재 (mill annealed, MA)와 열처리재 (thermally

treated, TT)로 나눌 수 있다. 특히 TT재는 응력부식균열에 대한 저항성을 향상시키
고자 700℃ 부근에서 5∼15 시간 열처리하여 입계에 크롬탄화물을 석출시킨 재료이
다. 최근에는 Alloy 600에서 나타나는 응력부식균열에 대한 저항성을 보다 향상시키
기 위하여 Cr의 함량을 30%로 상향 첨가한 Alloy 690TT 재료를 대체 전열관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나 핏팅과 관련된 자료는 극히 적으므로 체계적인 자료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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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필요하다.
한편 최근에는 2차 계통의 복수기나 열교환기의 구리합금들을 스테인리스강이나
타이타늄으로 대체하고 있으므로 슬러지 중의 구리성분도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따라서 구리농도가 적은 분위기에서의 핏팅 성장에 관한 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예
상된다.
이러한 연구배경을 근거로 하여 Alloy 600MA 재료의 핏팅 개시와 성장 거동에
관한 연구 결과를 기술하고자 한다. 시험온도는 증기발생기의 cold shut-down과 hot

shut-down 경계온도인 90℃, hot shut-down과 hot stand-by 경계온도인 175℃, 그리고
정상 가동온도인 280℃에서 시험하였다. 핏팅저항성은 전기화학적인 방법에 의한
개시 저항성과 침지시험에 의한 성장 저항성을 동시에 평가하고 비교하였다. 얻어
진 결과는 산화피막 특성과 연관지어 고찰하였다.

(2) 실험방법
(가) 시험 재료
시험에 사용된 재료는 Table 3.1.5.1에 나타낸 화학조성을 갖는 Alloy 600 튜브를
절단하여 사용하였다. 튜브의 외경은 22.23 mm이며 두께는 1.27 mm였으며, 960℃에
서 10분간 소둔한 상태의 재료이다.

(나) 양극분극시험
시편은 튜브 형상의 재료를 절단하여 SiC paper #600으로 최종 연마하였다. 시편
의 한쪽 끝에 Alloy 600 lead wire를 점용접하고 이를 PTFE 튜브로 절연하였다.
양극분극곡선은 부식전위로부터 10 mV/min 주사속도의 동전위(potentiodynamic)
-

법을 이용하여 구하였다. 시험용액은 10,000 ppm Cl 수용액 (0.282 M NaCl)을 사용
하였다. 시험은 90∼280℃ 온도 범위에서 수행하였다. 시험전에 고순도 질소 가스를
취입함으로써

용존산소

농도를

10

ppb

이하로

조절하였다.

기준전극으로는

Ag/AgCl/0.1 M KCl 외부기준전극을, 상대전극으로는 Pt wire를 사용하였다. 전위는
표준수소전위로 환산하였다.[50]

반응용기로는 1ℓ 용량의 Ti autoclave를 이용하였

으며 시험용액의 부피는 650 ㎖였다.

- 309 -

(다) 침지시험
핏팅 성장 거동을 평가하기 위하여 튜브를 2 cm 길이로 절단한 다음, 균일한 표
면 거칠기를 갖도록 외면을 SiC paper #400으로 연마하여 침지시험용 시편으로 사
용하였다. 시편과 autoclave와의 접촉에 의한 갈바닉 부식을 배제하기 위하여 PTFE
판 위에 시편을 위치시켰다.
-

-

시험용액은 10,000 ppm Cl 수용액 (0.282 M NaCl) 또는 10,000 ppm Cl 수용액
2+

에 CuCl2를 첨가하여 Cu 의 농도를 500 ppm으로 조절한 용액을 사용하였다. 이 때

CuCl2 첨가에 의한 염소 이온의 양을 고려하여 NaCl의 첨가량을 조절하여 최종 Cl의 농도가 10,000 ppm이 되도록 하였으며, pH는 4이었다. 시험은 90, 175, 280℃ 에
서 수행하였다. 시험전에 고순도 질소 가스를 취입함으로써 용존산소 농도를 10

ppb 이하로 조절한 상태와 용존산소가 포화된 상태의 조건을 이용하여 용존산소 농
도의 영향도 평가하였다.
시편을 장입하고 2 주일이 경과한 후, 1 개의 시편을 꺼내고 새로운 시편과 용
액을 장입하고 1 주일 동안 더 유지하였다. 따라서 각각 1, 2, 3 주일 동안의 시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일부 시험은 연속 2 주일간 침지한 후 시험을 종료
하였다. 시험용액의 부피가 시험결과에 영향을 준다는 보고가 있으므로[39] 이를 고
려하여 시편 표면적 대비 시험용액 부피는 1 : 8로 일정하게 유지하였다. 반응용기
로는 2 ℓ 용량의 Ti autoclave를 사용하였다.
핏트의 깊이는 마이크로메터가 부착된 광학현미경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이때
핏트 내부의 부식생성물은 90∼100℃의 5 % NaOH + 3 % KMnO4 혼합용액에서 유
지한 다음, 90∼100℃의 5 % (NH4)2H6C5O7 + 0.5 % EDTA 혼합용액에서 처리하여
제거하였다[42]. 튜브를 절단한 시편을 사용하였으므로 핏팅은 튜브의 외면, 내면
및 단면 모두에서 일어난다. 본 연구에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시편의 외면에
생성된 핏트만을 대상으로 평가하였다.

(라) 산화피막 특성 분석 시험
금속의 국부부식은 산화피막의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핏팅 거동과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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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피막 특성과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산화피막의 조성과 구조를 분석하였다.
산화피막의 조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XPS (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e)를 이
용하였다. 시편을 평면으로 연마하고 0.05 ㎛의 알루미나 분말로 polishing 한 다음,
-

각각 90, 175, 280℃의 탈기된 10,000 ppm Cl 용액 중에서 24 시간동안 침지하였다.
꺼낸 시편은 초순수에서 세척하고 질소가스로 건조시킨 후 XPS spectrometer로 장입
하였다. XPS 분석에 사용된 장비는 VG Scientific model ESCALAB 200-R이었다. 에
너지원으로 Mg-Kα (1253.6 eV) x-선을 이용하였으며, 얻어진 스펙트럼은 C 1s

(284.6 eV)의 결합에너지로 보정하였다.
산화피막의 구조는 투과전자회절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온 밀링에 의하여

thin foil을 준비한 다음 각각 90, 280℃의 탈기된 10,000 ppm Cl- 용액 중에서 24 시
간동안 침지하여 산화피막을 형성시켰다. 초순수에서 세척한 시편은 그대로 회절
패턴을 얻는데 사용되었다. 사용한 TEM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은 JEOL

model 2000FX II이며, 가속전압은 200 kV이었다.
(3) 실험결과 및 고찰
(가) 핏팅 개시 거동
-

Fig. 3.1.5.1은 90∼280℃의 탈기된 10,000 ppm Cl 수용액 중에서 측정한 양극분
극 곡선을 보여주고 있다. 모든 시험온도에서 핏팅전위와 부동태 구역을 나타내었
다. 시험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핏팅전위가 감소하였으며, 부동태 전위구역이 줄어들
고 부동태 전류밀도가 증가하였다.
각각의 온도에 대하여 얻은 양극분극곡선으로부터 핏팅전위를 정리하면 Fig.

3.1.5.2와 같다. 핏팅전위는 온도가 175∼220℃로 높아짐에 따라 급격히 감소하였고
280℃까지는 비교적 완만한 감소폭을 나타내었다. 이 결과는 핏팅 개시저항성이 9
0℃에서 가장 크고 온도 증가에 따라 급격히 감소하며, 280℃에서 핏팅 발생이 가
장 용이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핏팅전위의 온도의존성은 Alloy 600이나 스테인리스
강에서 관찰된 결과들과 잘 일치하는 거동이다[1∼6]. 이와 같이 핏팅전위가 시험온
도에 크게 의존하는 원인은 부동태 피막의 조성 및 구조의 변화와 매우 밀접한 관
련이 있음을 ‘가. Alloy 600의 핏팅거동과 부동태 피막 특성에 미치는 온도의 영향’
에서 상세히 기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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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10,000 ppm Cl 수용액과, 여기에 500 ppm Cu 를 첨가한 수용액 중에서 각각
90, 175, 280℃에서 최대 3 주일간 침지하여 핏팅 거동을 관찰하였다.
Fig. 3.1.5.25는 각 시험조건에서 2 주일간 침지시험한 결과 핏팅이 발생한 지역
과 발생하지 않은 지역을 표시한 것이다. 세모(△)로 표시한 부분은 시험한 튜브의
외면에는 핏팅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내면과 단면에는 핏팅이 발생한 지역을 나타낸
다.

이 그림으로부터 시험조건이 핏트의 발생 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뚜렷이 알 수

있다. 즉, 시험온도가 280℃로 높아짐에 따라 핏팅 개시가 용이하다. 이는 앞에서
양극분극방법에 의하여 측정된 핏팅전위의 온도에 따른 변화 거동과 잘 일치하는
2+

결과이다. 또한 용존산소가 높을 때, 그리고 Cu 가 존재할 때 핏팅의 개시저항성은
저하하였다. 즉, 산화성 분위기에서 핏팅의 개시가 용이함을 알 수 있다.
2+
Fig. 3.1.5.26은 용존산소가 포화된 10,000 ppm Cl + 500 ppm Cu 용액 중에서

3 주일 동안 시험한 결과 온도에 따른 핏트 밀도 (#/cm2)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핏트 밀도는 90℃에서 매우 작은 값을 보였으나, 온도가 175℃로 높아짐에 따라서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280℃에서는 증가폭이 작았다. 핏트의 밀도는 핏팅의 개시와
연관이 있다. 즉, 핏트의 밀도가 큰 것은 핏팅의 발생이 용이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90℃에서 핏트의 밀도가 극히 적은 것은 핏팅의 개시저항성이 크며, 175℃ 이상에
서 핏트의 밀도가 크게 증가한 것은 핏팅 개시저항성이 크게 저하함을 보여준다.

Fig. 3.1.5.1∼2, 25∼26은 시험방법과 평가방법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시험온도에
따른 핏팅 개시저항성에 관한 일관성 있는 결과를 제시해 준다. 즉, 양극분극에 의
한 핏팅전위, 침지시험에 의한 핏팅발생 여부 및 핏트 밀도의 관점에서 모두 시험
온도가 90℃에서 175℃로 높아짐에 따라서 핏팅 개시저항성이 급격히 감소하며,

280℃에서 가장 낮았다.
(나) 핏팅 성장 거동
-

Fig. 3.1.5.27은 용존산소가 포화된 10,000 ppm Cl + 500 ppm Cu

2+

용액 중에서

3 주일 동안 시험한 재료들의 온도에 따른 핏트 깊이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여
기서 평균깊이는 제일 깊은 10 개의 핏트 깊이를 산술 평균한 값이다. 평균 깊이는

90℃에서 가장 깊었으며, 175℃로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급격히 감소하고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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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가장 얕았다. 핏트의 깊이는 핏팅의 성장속도에 대한 직접적인 척도가 된다.

90℃에서는 핏트의 개시는 매우 어려우나 일단 생성된 핏트의 성장은 매우 빠르게
일어났다. 반면에 280℃에서는 핏트의 생성은 용이하나 성장속도는 저온에 비하여
느림을 알 수 있다. 즉, 핏팅 개시저항성이 가장 큰 온도에서 성장속도가 가장 크
며, 핏팅 개시저항성이 가장 작은 온도에서는 성장속도가 가장 작음을 의미한다. 이
와 같은 거동의 원인은 뒤에서 기술하는 바와 같이 시험온도에 따른 산화피막의 특
성 변화 및 부식생성물의 역할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Fig. 3.1.5.28은 용존산소가 포화된 10,000 ppm Cl + 500 ppm Cu

2+

용액 중에서

3 주일 동안 시험한 후 온도에 따른 핏트의 aspect ratio (depth/width)를 표시한 것이
다. 여기서 aspect ratio란 핏트의 깊이를 핏트 입구의 직경으로 나눈 값이다. 90℃에
서 가장 큰 값을 나타내었으며, 시험온도가 280℃로 높아짐에 따라서 감소하고 있
다. 즉, 고온에서 넓은 형태의 핏트가 형성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저온
에서는 깊이 방향으로의 성장이 용이하게 일어나는 반면에, 고온에서는 깊이 방향
으로의 성장이 제한되고 측면으로의 성장이 촉진됨을 의미한다.
-

Fig. 3.1.5.29는 각각 90, 175, 280℃의 용존산소가 포화된 10,000 ppm Cl + 500
2+

ppm Cu

용액 중에서 시간에 따른 핏트 성장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90℃의 경우

2 주일만에 단지 2 개의 핏트가 형성되기 시작하였으나 3 주일 경과 후에는 급격한
성장속도를 나타내었으며 핏트의 밀도도 증가하였다. 즉, 핏트의 개시는 어려우나
일단 생성된 핏트의 성장은 매우 빠르게 일어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75와 280℃
의 경우에는 1 주일만에 핏트가 발생하였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핏트의 깊이는
완만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핏트의 성장 속도는 생성 초기에 매우 빠르지
만 점차 느려짐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언급해 둘 것은 90℃에서 2 주일 시험한 시
편의 경우 시편의 내면에서는 280 ㎛ 깊이의 핏트가 형성되었음이 관찰되었으며,
단면에서는 약 1.5 mm 깊이의 핏트가 관찰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튜브 내면과 외면
은 응력상태와 표면 거칠기 등의 차이가 있고, 핏트의 성장은 중력방향으로 진행하
기 쉽기 때문[59]에 유발된 현상으로 추정되나 이에 대하여는 보다 체계적인 연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 핏트 형상
양극분극에 의하여 형성된 핏트의 형상 또한 온도에 따라 크게 변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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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의 경우, 그 내부에 부식생성물이 거의 없는 독립적인 핏트의 형상을 보였다.
175℃의 경우, 부식생성물이 핏트 내부에 채워진 독립적인 핏트가 형성된 반면에,
280℃에서는 국부적인 핏트 외에도 폭이 넓은 filiform 형태의 핏트가 넓은 지역에
-

걸쳐서 형성되었다. 한편 10,000 ppm Cl 용액 중에서 침지시험에 의하여 형성된 핏
트의 형상 역시 재료에 관계없이 양극분극에 의하여 형성된 핏트의 형태와 매우 유
사하였다. 양극분극에 의한 핏트 형상에 관한 내용은 ‘가. Alloy 600의 핏팅거동과
부동태 피막 특성에 미치는 온도의 영향’에서 상세히 기술한 바 있으므로, 여기에서
-

는 10,000 ppm Cl + 500 ppm Cu

2+

수용액 중에서 형성된 핏트의 형상에 대하여 기

술하기로 한다.
Fig. 3.1.5.30은 각각 90, 175, 280℃의 용존산소가 포화된 10,000 ppm Cl + 500
2+

ppm Cu

수용액 중에서 형성된 핏트의 형상을 나타낸 것이다. Fig. 3.1.5.30(a)는 9

0℃에서 생성된 핏트를 위에서 관찰한 것으로서 반구형의 모양이며 핏트 내부에는
부식생성물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핏트 내부에서 보이는 일부의 산화물은 재료
를 undercutting 하면서 성장하는 핏트 상부 외표면의 산화물층이 붕괴되어 내려앉은
것으로 보인다. 표면 산화물층과 일부의 부식생성물을 제거한 후의 모습이 Fig.

3.1.5.30(b)에 나와 있다. 핏트의 바닥이 결정학적 방위에 따른 부식 (crystallographic
attack)을 받는 특성을 나타내었다. 175℃에서 형성된 핏트의 단면은 Fig. 3.1.5.30(c)
에 보인 바와 같이 재료를 undercutting하는 형태로서 내부에는 딱딱한 부식생성물로
채워져 있으며, 핏트 상부에는 부식생성물의 덮개가 존재하였다. 부식생성물을 제거
하고 관찰한 형상은 Fig. 3.1.5.30(d)에서와 같이 반구형의 모습이며 핏트의 바닥이
결정학적 방위에 따른 부식 양상을 나타내었다. 한편 280℃에서는 Fig. 3.1.5.30(e)에
보인 바와 같이 표면을 undercutting하는 타원형에 가까운 핏트가 형성되었으며 부식
생성물로 채워져 있다. 그러나 핏트 바닥의 형상은 Fig. 3.1.5.30(f)에서와 같이 입계
와 쌍정계면에서 깊은 IGA의 모습이 관찰되었다. 한편 탈기된 조건에서 형성된 핏
트의 형상도 동일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Fig. 3.1.5.31은 Fig. 3.1.5.30(e)에 보인 핏트 내부의 부식생성물에 대한 WDS 분석
결과이다. 부식생성물은 기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Cr이 농축되어 있으며 Ni과 Fe
이 결핍된 산화물로 존재하였다. 기타 미량 원소로서 Ti과 Cl가 검출되었다. 특히

Ni과 Fe은 핏트의 내부보다는 입구와 덮개 부위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다. Pourbaix
diagram에 의하면[59] 본 시험조건에 가까운 300℃, pH 5 이하에서 Cr-산화물은 Ni산화물이나 Fe-산화물에 비하여 매우 안정하다. 또한 핏트 내부의 pH는 bulk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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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저히 낮을 것이다.[29,60] 따라서 양극반응에 의하여 용해된 Cr 이온은 가수분해
과정을 통하여 Cr-산화물로 핏트 내부에 침적된다. 그러나 Ni, Fe 이온은 그 산화물
의 용해도가 크기 때문에 핏트 밖의 용액 중으로 확산되어 나가며, 상대적으로 pH
가 높은 bulk 용액 중에서 산화물로 일부 석출될 가능성이 있다. Ni과 Fe의 산화물
이 핏트의 내부보다는 입구와 덮개에서 주로 검출되는 것은 이러한 현상을 반영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Ti-carbonitride는 용해되지 않고 부식생성물 중에 그대로
존재하고 있음이 관찰되었다. 이는 핏트 내부에서 Ti이 항상 검출되는 이유를 잘 설
명해 준다.
특히 시험용액에는 S 성분이 존재하지 않으며, 재료 중의 S 함량이 0.001% 미만
임에도 불구하고 S가 종종 검출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연구자들도 보고한
바가 있으나 S의 유래는 명확히 규명된 바 없다[32,33,41,42]. 그러나 본 연구의 ‘나.

Alloy 600의 미세구조와 핏팅 개시 특성과의 관계’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Alloy
600의 미세구조적인 핏팅 개시처는 Ti-carbonitride이며, Ti-carbonitride의 표면에는 S
편석층과 (Mg, Ca)S 형태의 황화물이 존재한다. 다공성의 산화물인 부식생성물의
밀도는 기지에 비하여 극히 작을 것이므로 적은 양의 황화물이라도 용해되어 부식
생성물에 개재되면 S의 검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라) 산화 피막 특성

본 연구에서 얻어진 핏팅 거동에 대한 기구적 접근을 위하여 산화피막의 특성을
-

분석하였다. 10,000 ppm Cl + 500 ppm Cu

2+

수용액에서는 수 시간만에 핏팅이 발생

-

하였으므로 10,000 ppm Cl 수용액 중에서 산화피막을 형성시켰다.
-

Fig. 3.1.5.32는 탈기된 10,000 ppm Cl 용액 중에서 각각 90, 175, 280℃의 온도에
서 24시간 침지하여 생성된 산화 피막으로부터 얻은 XPS 스펙트럼 분석 결과를 나
타낸 것이다. 이때의 take-off angle은 15도였다. 90℃에서는 Cr과 O의 피크만 관찰되
었으나, 280℃에서는 Ni의 피크가 추가로 관찰되었다. 모든 온도에서 Fe의 피크는
나타나지 않았다. Cr 2p3/2 피크는 577.3 eV와 576.4 eV에서 주된 피크를 나타내었는
3+

데 이들은 각각 Cr(OH)3와 Cr2O3의 Cr 로 분석되었다. 90℃에서 Cr은 대부분

Cr(OH)3로 존재하며, 온도가 280℃로 높아짐에 따라 Cr2O3의 분율이 증가함을 보여
2-

주고 있다. O 1s 피크는 O

(529.9 eV), OH- (531.4 eV) 그리고 H2O (532.9 eV)의 세
-

가지 결합상태로 존재하였다. 90℃에서는 OH 와 H2O의 분율이 높으나 280℃로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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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이들의 분율이 급격히 감소하고 O 의 피크가 커지고 있다.
이는 Cr 2p3/2 피크의 변화 거동과 잘 일치하는 결과이다. 한편, 280℃에서만 검출된

Ni 2p3/2 피크는 각각 NiO (854.3 eV), Ni(OH)2 (855.6 eV), NiCl2 (856.8 eV)의 결합상
태로 존재하였다.
이상의 피막조성 분석결과로부터 90℃에서 형성된 산화피막 외층의 조성은 수화
된 Cr(OH)3/Cr2O3인 반면에, 280℃에서 형성된 피막은 니켈화합물이 Cr(OH)3/Cr2O3와
혼재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가. Alloy 600의 핏팅거동과 부동태 피막 특성에
미치는 온도의 영향’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Cr(OH)3/Cr2O3는 본 시험조건에서 매우
안정한 부동태를 형성하는 보호피막의 역할을 하지만, Ni(OH)2/NiO는 부동태 형성
에 기여하지 못하며 매우 비보호적이다. 또한 G. Okamoto 등[8]은 스테인리스강에서
크롬수산화물 피막이 피막 붕괴에 대한 강한 완충력을 갖는 것은 피막중의 H2O가
용해된 금속이온과 반응하여 재부동태화를 촉진하기 때문이라고 제안한 바 있다.
Fig. 3.1.5.33은 thin foil을 각각 90, 280℃의 탈기된 10,000 ppm Cl 용액 중에서

24시간 침지하여 생성된 산화피막에 대한 투과전자 회절시험 결과를 나타낸 것이
다.

90℃에서는 diffuse halo가 명백한 비정질 패턴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280℃에서

는 여러 개의 뚜렷한 회절 ring들이 관찰되었다. 따라서 90℃에서는 비정질의 피막
이 형성되나, 280℃에서는 nanocrystallite 형태의 결정질 구조를 갖는 피막이 형성됨
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제안되고 있는 피막 붕괴이론[14]들에 의하면 공격성 음이온
이 피막에 흡착하거나 피막속으로 침투해 들어가고, 용해된 금속 양이온이 용액 중
으로 나올 수 있는 결함이 존재해야 한다. 결정질 피막은 결정립계나 전위

(dislocation)와 같은 결함을 포함하므로 결정질 피막의 형성은 곧 피막내에 결함 밀
도의 급격한 증가를 의미한다. 상대적으로 비정질의 피막은 결함 밀도가 극히 적기
때문에 피막을 통한 이온의 이동이 억제되므로 부식저항성을 크게 향상시킨
다.[9,11,12] 본 연구에서 얻어진 온도에 따른 핏트의 개시와 성장 거동의 변화는 이
상과 같은 온도에 따른 피막 특성의 차이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즉, 조성적으로 매우 보호적인 Cr(OH)3/Cr2O3가, 구조적으로는 비정질 피막이
형성되는 90℃에서는 핏트의 발생이 극히 제한되므로 핏팅의 개시저항성이 매우 크
다. 따라서 핏트의 밀도가 매우 작게 된다. 또한 발생된 핏트의 인접표면 역시 매우
보호적인 피막으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성장하는 핏트의 음극반응을 안정적으로 담
당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극히 일부의 지역에서 핏트 성장의 양극반응이
집중되는 결과로 인하여 깊은 핏트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280℃에서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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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적인 Ni(OH)2/NiO가 개재된 조성의 피막이 형성될 뿐만 아니라, 피막붕괴에 필
요한 결함의 밀도가 매우 큰 결정질 피막이 형성되므로 핏팅의 개시가 매우 용이하
다. 따라서 핏트의 밀도가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 발생한 핏트의 성장 측면에서는
핏트의 인접표면도 결함 밀도가 크기 때문에 보호적이지 못하며 쉽게 붕괴된다. 따
라서 깊이 방향으로의 집중적인 성장이 어렵게 된다. 또한 조밀한 인접 핏트들이
합체될 확률도 커지게 된다. 이는 280℃에서 생성된 핏트의 aspect ratio가 매우 작아
지는 결과로부터도 잘 뒷받침된다. 결과적으로 핏팅 반응에서 양극면적의 급격한
증가와 음극면적의 감소를 초래하므로 성장속도가 작아진다. 또한 핏트 내부의 부
식생성물은 용해된 금속이온 및 공격성 이온의 이동을 방해하는 장벽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핏트 바닥에서의 부식전류는 감소하게 된다.

(4) 결 론
90∼280℃의 염화물 수용액 중에서 Alloy 600의 핏팅 개시와 성장 거동을 평가
하여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핏팅전위와 핏트 밀도의 관점에서 시험온도가 90℃에서 175℃로 높아짐에 따라
서 핏팅 개시저항성이 급격히 감소하며, 280℃에서 가장 낮았다.

2. 구리 이온과 용존산소가 존재하는 산화성 분위기에서 핏팅의 성장속도는 90℃에
서 가장 크며, 온도가 280℃로 높아짐에 따라서 감소하였다.

3. 90℃에서는 비정질 구조를 갖는 보호적인 Cr(OH)3/Cr2O3 피막이 형성되므로 핏팅
개시저항성이 우수하나, 핏트 인접 피막의 붕괴 저항성이 크며 핏트 밀도가 작고
부식생성물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핏트의 성장 속도는 커진다.

4. 280℃에서는 비보호적인 Ni(OH)2/NiO가 Cr(OH)3/Cr2O3와 혼재된 결정질 피막이
형성되므로 핏팅 개시저항성이 감소한다. 한편 핏트 인접 피막의 붕괴 저항성 감
소, 핏트 밀도의 급격한 증가에 의한 양극면적의 증가, 부식생성물에 의한 이온
이동 억제 효과에 의하여 핏트의 성장 속도는 작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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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5.1.

Chemical composition (wt%) of Alloy 600MA

C

Si

Mn

Cr

Ni

Cu

Fe

S

Ti

0.01

0.1

0.3

15.4

75.1

0.2

8.0

<0.001

0.18

Table 3.1.5.2. Chemical composition (at%) of particle A and B by EDS

S

Mg

Ca

Ti

Cr

Fe

Ni

particle A

12.06

7.61

1.80

5.84

9.73

6.10

56.87

particle B

9.64

8.16

1.11

27.51

10.52

4.35

3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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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5.1. Potentiodynamic anodic polarization curves for Alloy 600MA in deaerated
10,000 ppm Cl solution at temperature range of 90∼ 280℃

0.4

Pitting potential (V SHE )

0.3

0.2

0.1

0.0

-0.1

-0.2
50

100

150

200

250

300

o

Temperature ( C)

Fig. 3.1.5.2. Effect of temperature on the pitting potentials of Alloy 600MA in
deaerated 10,000 ppm Cl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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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5.3. Pit morphologies formed on Alloy 600MA after anodic

polarization in

deaerated 10,000 ppm Cl solution; (a) 90℃, (b) 175℃, (c)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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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5.4. X-ray line profiles by WDS on corrosion product in the pit

formed

on Alloy 600MA after anodic polarization in deaerated 10,000 ppm Cl
solution at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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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5.5. Intensity ratio of Ni 2p3/2 to Cr 2p3/2 in the XPS spec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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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5.6.

O 1s spectra obtained from the films formed on Alloy 600MA after
-

potentiodynamic polarization in deaerated 10,000 ppm Cl solution at 90℃
2-

and 280℃. The arrow numbers correspond to 1. O
(531.4 eV), 3. H2O (532.9 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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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5.7. Bright images and the corresponding transmission electron

patter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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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5.8. Potentiodynamic anodic polarization curves for Cr and Ni in deaerated
-

10,000 ppm Cl solution at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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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 3.1.5.9. SEM micrographs of Alloy 600MA (a,b), Alloy 600TT (c,d) after etching
in phosphoric acid (a,c) and in 5 % nital (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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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5.10. SEM micrographs and WDS spectra of Alloy 600MA; (a) broken
Ti-carbonitride particle, (b) WDS spectra at the broken particle, (c)
Ti-carbonitride with cored MgO, (d) WDS spectra from the cored M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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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3.1.5.11. TEM micrographs showing grain boundary morphologies of
Alloy 600MA and (b) Alloy 600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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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5.12. Composition profile across grain boundary in Alloy 600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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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5.13. TEM micrograph and EDS spectra; (a) Ti-carbonitride and
particles, (b) EDS spectrum from Ti-carbonitride,
spectrum from particle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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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EDS

(a)

(b)

Fig. 3.1.5.14. Fracture appearance of hydrogen charged sample; (a) Alloy 600MA, (b)
Alloy 600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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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5.15. Auger spectra obtained from (a) transgranular fracture surface,
intergranular fracture surface in Alloy 600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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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5.16. Fracture surface in Alloy 600MA and Auger analysis; (a) secondary
electron image of fracture surface, Auger spectrum from (b) region 1, (c)
region 2, (d) region 3, and (e) region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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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3.1.5.17. SEM micrographs of Alloy 600MA; (a) after the pitting test, (b) after
etching in 5% nital solution (Arrows indicate grain boundaries)

(a)
Fig. 3.1.5.18.

(b)

SEM micrographs of Alloy 600MA; (a) after the pitting test, (b) image
map for Ti by W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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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ig. 3.1.5.19.

(b)

SEM micrographs and WDS spectra of Alloy 600MA; (a) after

the

pitting test, (b) after etching in 5% nital solution (Arrows indicate grain
boundaries)

Fig. 3.1.5.20. SEM micrograph showing the matrix dissolution around Ti-carbonitride
after immersion in deaerated 10,000 ppm Cl solution at 90℃ for 4

wee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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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5.21. Open circuit potentials for Alloy 600MA, 600TT, TiC, Cr23C6

and

-

Cr7C3 in deaerated 10,000 ppm Cl as a function of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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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5.22.

Anodic polarization curves for Alloy 600MA, 600TT, TiC, Cr23C6 and
Cr7C3 in deaerated 10,000 ppm Cl at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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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5.23. Schematic model for pit initiation at the interface of

Fig. 3.1.5.24.

Ti-carbonitride

TEM micrograph showing grain boundary morphology after
in deaerated 10,000 ppm Cl at 90℃ for 3 wee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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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5.25.

Pitting susceptibility diagram as a function of solutions

and

temperature after immersion test for 2 wee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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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5.26.

Effect of temperature on pit density after immersion test in
2+
10,000 ppm Cl solution + 500 ppm Cu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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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5.27. Effect of temperature on average depth of 10 deepest pits of Alloy
600MA after immersion test in aerated 10,000 ppm Cl solution + 500

ppm Cu

2+

solution for 3 wee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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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5.28. Effect of temperature on aspect ratio of the pits after
-

in aerated 10,000 ppm Cl solution + 500 ppm
wee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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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5.29.

Variation of average depth of 10 deepest pits in Alloy 600MA
-

exposure time in aerated 10,000 ppm Cl solution + 500
solution at 90∼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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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m Cu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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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5.30. Pit morphologies of Alloy 600MA after immersion test in aerated 10,000
2+
ppm Cl solution + 500 ppm Cu solution; (a, b) 90℃,

(c, d)

175℃, (e, f) 280℃. (b), (d) and (f) show the morphology after
cleaning the corrosion 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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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5.31.

(a)

(b)

(c)

(d)

X-ray dot mapping by WDS in corrosion product of the pit
Fig. 37(e); (a) Cr, (b) Ni, (c) Fe, (d)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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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5.32.

XPS spectra from the films formed on Alloy 600MA after immersion in
deaerated 10,000 ppm chloride solution for 24 hours at (a) 90℃, (b) 17
25℃, (c) 280℃; (O 1s: 1. O , 2. OH ,

3. H2O, Cr 2p3/2: 1. Cr2O3, 2.

Cr(OH)3, Ni 2p3/2: 1. NiO, 2. Ni(OH)2, 3. NiCl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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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5.33.

Bright images and the corresponding transmission electron diffraction
patterns of the films formed on Alloy 600MA after immersion in
deaerated 10,000 ppm Cl solution at 90℃ (a, b), and 280℃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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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G 가동원전 전열관 인출검사 결과
표면 분석의 경우, 주사전자현미경(SEM)과 EDX(Energy dispersive X-ray analysis)
는 침적물 표면원소 성분을 검사하는데 사용되는 일반적인 장치이다. EDX에서는
일반적으로 원소번호 11인 Na까지 검출할 수 있으며 그 한계는 대략 0.1wt%정도이
다. XPS(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는 여러 가지 원소의 화학적 결합상태를 파
악하는데 사용되며 검출한계는 0.1 at%정도이다. XRD(X-ray diffraction method)는 부
식생성물의 결정구조를 검사하는데 사용된다.
단면검사를 위해서는 아크릴재료에 mounting하며 파단면의 경우에는 mouting하지
않고 단면을 관찰하기도 한다. 분석기법은 표면검사에서와 같으며 원소분석시에

x-ray mapping을 하여 국부적인 원소의 분포를 알아내기도 한다.

Bulk material에 대

한 검사는 침적물 전체의 물성을 조사하는 것이며 이것은 위에서 언급한 미세검사
와는

달리

검사재료를

파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Graphite

furnace

atomic

absorption spectroscopy는 많은 원소에 대해서 수 ppb수준의 함량까지도 검출해낼 수
있다. ICP-AES(Inductively coupled plasma atomic emission spectroscopy)는

한 시편에

서 동시에 여러 개의 원소를 분석할 수 있으며 최소검출한계도 더 적다.

황(S)성분

의 총량은 침적물 내에 함유된 모든 S 성분을 SO2형태로 산화시킨 후에 SO2의 함
량을 측정하여 S성분의 총량을 재거나 산에 녹인 후 ICP-AES를 이용하여 검출하는
방법 등이 있다.

탄소의 총함량을 측정하는 방법은 S를 검출하는 방법과 유사한데,

CO2 가스는 시료의 총 C함량과 관련이 있다는 것에 착안하여 시료를 furnace
oxidation 시킨 후에 분석한다. 또한 시료를 막힌 ampule속에 넣고 습식 용해시킨 뒤
에 infrared spectroscopy를 이용하여 CO2양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총 C함량을 재기도
한다.

물리적인 특성 검사에서도 화학적 검사에서와 같은 세 개의 큰 범주로 대별할
수 있다. 우선 표면검사의 경우, 광학현미경이나 주사전자현미경이 이용될 수 있으
며 XRD는 침적물의 결정구조를 파악하는데 이용된다.

이번에 검사대상 발전소는 Framatome 사에서 1994년에 이미 2개의 관을 인출하
여 검사한 경험이 있는 곳이다.

그 당시에 축방향의 PWSCC가 발생하였으며 이의

성장억제를 위해서 shot peening 처리를 하였다. 그러나 이 처리 후에도 결함은 계속
성장하였으며 1997년 4월부터 증기발생기 B와 C에서 누설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9차 계획예방 정비기간인 1998년 12월에 세 개의 증기발생기에서 총 2067개의 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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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가 검출되어 그 중 986개의 전열관을 sleeving 하였으며 결함관 두개와 건전관
한 개를 인출하여 균열의 길이와 깊이를 측정하고 및 ECT검사결과와 비교분석 하
였다.

이 평가연구에서는 재료의 미세조직을 자세히 관찰하였으며 1차측 모사 수

질에서의 응력부식균열 시험을 수행하였고 shot peening의 효과에 대하여 분석하였
다.
이 발전소의 증기발생기 전열관 재료는 응력부식 저항성을 높이기 위해 960

o

C∼1000 oC에서 2분간 annealing하고 700 oC∼730 oC에서 12시간 열처리한 뒤 설치
된 것이다. 그러나 Fig. 3.1.6.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탄화물이 입내에 불균일하게 분
포하였다. 이는 프랑스의 EdF에서 분류한 type II나 type III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PWSCC에 민감한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조직을 나타내는 원인은 열처리 효
o

과를 보이기에는 탄소함량이 많고(0.035%), 탄소를 700 C 열처리전의 annealing, 온
도가 낮아 재료내의 탄소를 충분히 고용시키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균열은 Fig. 3.1.6.2에서 보는 바와 같이 TTS부근에 축 방향으로 2.5mm ~ 6mm
길이로 분포하였으며 두께 관통율은 72%에서 100%까지 였다.

Fig. 3.1.6.3에서 보

는 바와 같이 처음에 균열이 없었던 것으로 검사되었던 관에서도 2.1mm, 84%깊이
의 균열이 발견되었다. 이는 ECT로 검출되지 않은 많은 결함들이 존재함을 암시하
는 결과이다.

인출관에서의 결함길이는 4차 가동중 검사 때 4 mm내외로 최초로

검출되었으며 그 후 7차 검사 때 약 5.5mm까지 성장한 뒤 9차 검사 때까지도 더
이상 길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결함의 깊이 및 입구의 벌어진 정도에 관계되는 진
폭(voltage)값은 4차검사 때의 6volt 부터 9차 검사의 15 volt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Fig. 3.1.6.4가 보여주고 있다. 이는 길이성장은 6 mm 부근에서 포화되
나 깊이는 계속 성장하며 결함입구의 폭도 계속 깊어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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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3.1.6.1. Carbide morphology of the extracted tubes (a) Optical microscope image,
(b) and (c) TEM images of the extracted tubes from a Korean N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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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6.2. Stress corrosion cracks developed on the inside of the tube

Fig. 3.1.6.3. Small cracks detected on the tube evaluated as a sound 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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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6.4. Relationship between crack opening(voltage) and crack length at each I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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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Repassivation 장치 설계/제작, 운용, 자료생산

전기화학적 실험에 사용되는 방법과 마찬가지로 열수축 테플론과 고온 고압에서
견딜 수 있는 metal seal을 제작하였다. 시편을 긋기 위한 tip으로는 인조 다이아몬드
를 사용하였으며, 반응에 참여하는 부분만 남기고 다른 부분은 Teflon으로 coating하
여 절연되도록 하였다.
고온의 물속에서 Ni기 합금의 금속재료의 부동태피막의 성질은 그 재료의 응력
부식균열을 지배하는 중요한 인자가 된다.

Slip-oxidation 기구에 따르면 균열성장은

재료가 응력을 받는 동안 피막의 연속적인 파괴와 재부동태 속도에 의존하게 된다.
따라서 금속의 용해전류 밀도가 크고

재부동태 속도가 느린 계에서는 재료가 SCC

가 민감하게 되며 높은 균열전파속도를 보이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재부동태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파괴되었던 금속피막이 부동태 환경
에 놓이게 됨에 따라 새로운 피막을 형성하면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과정을 말
한다.

재 부동태 속도측정 장치는 시편에 인위적으로 생성시킨 부동태 피막을 날

카로운 도구로 긁은 뒤 다시 부동태화 되는 속도를 측정하는 장치이다. 이러한 재
부동태 속도에 관련된 정보를 분석함으로써 그 재료의 SCC 저항성을 평가할 수 있
게 된다.
상온에서의 실험장치에서는 금속 gasket이나 금속재료로 된 고압 fitting이 사용되
지 않으므로 전기적 절연에 관한 한 문제가 없으나 고온에서의 실험장치는 고려해
야할 사항들이 많다. 고온 기준 전극은 물론 다이아몬드 팁에 긁히게 될 실험시편
이 견고하게 지지되어 있어야 함과 동시에 전기적으로도 절연되어야 하는 것이 대
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Teflon과 산화시킨 Zr 판을 사용

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계한 장치의 최대 가동온도는 300 ℃이며 약 1500 psi의 수
증기압 하에서도 실험이 가능한 장치이다. Fig. 3.1.7.1은 장치의 일부를 보여주고 있
다.

Fig. 3.1.7.2는 pH가 10인 수용액 속에서 alloy 600재료의 재부동태 거동을 보여주
고 있다. 스크래치가 일어난 직후에는 전류가 급격히 증가했다가 약 20초 이후에는
부동태 전류로 감소하는 거동을 보여주고 있다. 재료와 환경에 따라서 피막이 깨진
후 1초 이내에 부동태 전류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으나 본 조건인 경우에는 다소 늦
은 재부동태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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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부동태 거동에 대한 해석을 통하여 재료의 SCC 민감성을 예측하는 일은
앞으로 계속 수행될 예정이다.

㵬Ḕⱬ䜀
[1] 조은애, 한국과학기술원 석사학위 논문, 1998.
[2] T.M Angeliu, corrosion vol.53, no.2, p114,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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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7.1. Feature of the repassivation test fac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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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7.2. Repassivation characteristics of alloy 600 at 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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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8. Archive 전열관 재료의 leak 거동 특성 평가시험 결과
가. 고온 및 상온 누설측정시험
우리 나라에서는 한국원자력연구소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ISG-TIP-II에 1998
년부터 참여하고 있으며 특히 원자력연구소는 2000년에 ANL과 공동연구를 수행하
였다.
그 중에서 국내 원전증기발생기 재료로 사용되고 있는 Alloy 600 HTMA재료에
대한 응력부식균열결함을 관에 생성시키고 누설시험 및 파열시험을 수행하였으며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 이론 식에서의 누설속도와 비교 평가하는 일을 수행하였다.

Table 3.1.8.1은 archive 재료를 이용하여 수행한 누설 및 파열시험조건 및 결과를 요
약한 것이다. 또한 어떤 누설을 나타내는 관에서 측정된 균열길이와 누설속도식에
서 얻어지는 이론적인 길이와 비교한 자료를 Table 3.1.8.2에 실었다.
약

30cm길이의

관형태로

하여

상온의

시편

표면에

1

M의

sodium

tetrathionate(Na2S4O6) 용액을 접촉시키는 방법으로 누설시험을 수행하기 위한 시편을
제작하였다. Fig. 3.1.8.1은 그 중 대표적인 시편의 균열생성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SGH002와 SHG006 시편에서는 각각 2500 psi와 3400 psi에서 최초로 누설이 발
생하였다. 이 초기 누설 압력은 시편에 균열을 생성시킬 때 적용한 3000 psi와 비슷
한 값이다. 2500 psi에서 생성된 물방울은 5분이 경과해도 그 크기가 성장하지 않았
으며 3200 psi에 이르렀을 때 매 3초당 한방울씩의 형태의 누설을 보였다.

4300 psi

에 이르자 0.24 l/min의 일정한 누설속도를 나타냈으며 5000 psi에서는 4.28 l/min의
값을 보였다. 이 시편은 5200 psi에서 파단되었으며 Fig. 3.1.8.2에 그 모습을 나타냈
다.

Fig. 3.1.8.3은 SGH006이 파단 된 후의 모습이다. 5200psi의 파단 압력에서 생성

된 균열은 물고기 입 모양이며 길이는 약 11mm이다.

SGH006시편은 3400 psi에서 spray형태의 누설이 매 4초에 한방울씩의 누설형태
로 바뀌었다.

이 시편은 4000 psi에서 0.27 l/min의 누설속도를 보였고 5000 psi에서

는 3.87 l/min의 속도를 보인 뒤 5700 psi에서 파단을 일으켰다.

관통결함이었던 이

시편은 발전소의 가동압력인 1560 psi에서는 물론 그보다 높은 2500 psi 에서도 누
설을 나타내지 않았다.

따라서 관통결함이라고 해서 반드시 검출 가능한 누설을

보인다고 말하기는 어려우며, 일정량의 누설을 결정하는 지배적인 인자는 균열이
어느 정도 열려있는가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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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 oC에서는 두 개의 시편으로 누설시험을 하였다. 그 하나인 SGH005는 관 벽
두께를 100% 관통한 결함이 생성된 시편임에도 불구하고 2700 psi의 압력이 가해질
때까지도 누설이 발견되지 않았다. 2700 psi의 압력에서 약 5분이 흘렀을 때 건물밖
에 설치되어 있는 muffler에서 증기형태의 누설이 감지되었다.

이 정도의 누설은

0.1 l/min 이하로 낮은 값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이런 증기도 55분 후에는 더 이상
관찰되지 않았다. 관 내부 압력을 시험장치의 최대가동압력인 2760psi까지 올려 10
분을 기다렸으나 더 이상의 누설은 보이지 않았다. 그 후 이 시편을 상온누설시험
장치로 옮겨 시험하였다.
이러한 누설거동은 관 내부에 압력이 걸리는 동안 관 외부의 균열은 열리는 반
면 내부균열은 닫히는 현상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고온 누설시험 후의 ECT
검사결과 균열의 길이가 시험전의 15.2 mm에서 고온 시험후의 12.7mm로 줄어들었
고, EC voltage는 시험전의 30 volts에서 시험 후의 99 volts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ECT 결과는 가압하는 동안의 균열내부가 닫히는 현상이 있었을 가능성을 말해준다
고 할 수 있다.
고온 실험에 사용된 또 하나의 시편인 SGH012역시 관통결함이었으나 이 시편은
관의 내벽에 생성시킨 응력부식균열 결함이었다. 23mm로서 비교적 긴 균열이며 관
o

통결함임에도 불구하고 282 C, 2500 psi 조건에서 누설을 보이지 않았다.
고온 누설시험을 거친 SGH005 시편을 상온시험장치로 옮겨 시험하였다. 고온에
서 아주 미세한 누설의 징후만 보이던 이 시편이 불과 60 psi에서 jet spray를 보였
다.

원자력 발전소 증기발생기의 1,2 차측 가동 압력차인 1560 psi에서 0.23 l/min의

누설을 나타냈으며 3000 psi에서는 0.43 l/min을 보였다.

고온 누설측정시험 후에

시편의 파괴검사를 쉽게 하기 위하여 열처리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균열이 벌어져
낮은 압력에서도 큰 누설율을 보인 것으로 생각된다.

Fig. 3.1.8.4는 고온 시험 및

상온 시험이 수행된 후의 시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상온 실험 후에 균열의

그 길이는 약간 증가했지만, 고온 시험 후 보였던 균열입구의 모습은 상온시험을
거친 후에도 크게 변하지 않았다.
고온 시험에서 누설을 보이지 않았던 SGH012는 상온 시험에서 1200 psi의 압력
에서 water spray를 보였으며 이는 본 시험장치로는 측정할 수 없는 값이었으나 약

0.020 l/min정도의 누설속도로 여겨진다.

압력을 4100 psi로 올렸을 때 6.99 l/min의

일정한 누설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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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H005와 SGH012는 각각 관의 외부와 내부에서 군열을 생성시킨 시편들이었는
o

데 다소 다른 누설거동을 보였다. 즉, SGH005는 2700 psi, 282 C 조건에서 약간의
o

누설징후를 보인 뒤 곧 사라졌으며, SGH012는 2500 psi, 282 C에서 전혀 누설을 보
이지 않았다. ODSCC를 가진 SGH005관은 상온 시험으로 옮겨졌을 때 60 psi에서

spray를 보였으나 IDSCC를 가진 SGH012관은 1200 psi가 되어서야 water spray를 보
였다. 두 시편 모두 관통결함이라는 면에서는 같으나 균열길이가 긴 SGH012가 더
높은 압력에서 최초 누설을 보였다는 것은 내부에서 생성되기 시작한 균열결함이
더 높은 초기누설압을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관 내부로부터 압력이 걸릴
경우 ID에서 시작된 crack면은 닫히는 경향이 있으며 OD에서 시작된 결함을 오히려
열리는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두 시편에서의 누설거동을 요약하면, 같은

길이의 결함이라도 IDSCC가 ODSCC에 비해 높은 초기누설압력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나. 누설율 예측

SGH001, SGH009, SGH010의 세 개 관에 대해 이론적인 누설율과 측정치와의 비
교분석을 행하였다.[1]
네 단계의 다른 압력이 SGH001에 가해졌으며 각각의 압력에서 누설속도를 측정
하였다. 초기 누설은 3620 psi에서 측정되었으며 이는 0.01 l/min이하의 누설속도로
생각된다.

ANL에서 사용중인 leak rate model에 의하면 0.01 l/min의 누설속도를 보

이는 균열길이는 약 0.6 mm이다. 최종누설양인 0.25 l/min의 누설속도를 보이는 균
열길이는 약 2.1 mm이다.

이 시편에서 측정된 균열길이는 관 외부에서 3.85 mm,

관 내부에서 1.55 mm였는데 이론적으로 계산된 2.1mm 길이는 균열의 내부와 외부
길이의 중간 값이다. 이러한 차이는 주 결함은 물론 그 주위의 미세한 균열들도 측
정된 누설값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Fig. 3.1.8.5는 내부균열길이인 1.55

mm와

외부 균열길이인 6.35 mm에 대하여 이론적인 누설양을 압력의 함수로 표시

한 그림이며, 4600 psi에서 측정한 누설값도 표시하였다. 압력이 4600 psi일 경우

1.55 mm 결함에 대해 계산된 누설양은 0.12 l/min인데 측정치인 0.25 l/min에 해당하
는 이론적 결함길이는 2.10 mm로서 내부결함 길이와 비슷한 값이다.

SGH009의 경우에는 최종 누설측정값으로 3500 psi에서 0.023 l/min를 보였다. 이
누설값에 대한 이론적 균열길이는 1.0 mm로서 시험후의 내부 결함길이 보다 다소
길지만 외부 결함길이 보다는 훨씬 짧다.

Fig. 3.1.8.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측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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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길이인 0.41mm에 대한 3500 psi에서의 이론적 누설양은 0.004 l/min이다.

Fig. 3.1.8.7은 SGH010 시편에 대해 ID 균열길이와 OD 균열길이를 이론적인 누
설 속도식에 적용하여 누설량을 압력의 함수로 나타낸 것이다. 측정된 누설속도인

0.16 l/min는 이론적으로는 1.9 mm의 균열에서 나오는 누설량에 해당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 경우도 SGH009와 마찬가지로 측정된 누설 속도가 ID결함길이로부터 계산
된 누설속도와 비교적 잘 일치함을 보여준다.
위 두 경우 모두 관의 내, 외부 균열길이가 크게 다르기 때문에 어느 쪽을 이론
적인 누설 예측식에 사용해야 할 지에 대해서는 신중히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이는 발전소 운전중에 발생하는 균열에 대해서는 그 형상에 따라 누설량의 크게 달
라 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 결 론
o

국내원전에 사용되는 증기발생기 전열관을 이용하여 상온과 282 C에서 누설 및
파열시험을 수행하였다.

완전히 관 두께를 관통한 결함을 가진 관에서도 발전소의

가동압력인 1560 psi에서 누설을 보이지 않았다. 관통결함이라 하더라도 2500 psi에
서 3000 부근에서 최초의 누설을 보였다. 관 외벽에서 생성시킨 균열은 그 길이가
내부의 균열길이에 비해 최대 17배까지 길었다. 이러한 균열 모습의 차이에 따라
냉각수의 누설량이 크게 다름을 알 수 있었다. 실측한 누설 량으로부터 이론적으로
계산한 균열이 길이는 관 내부의 균열길이와 비슷했으며 내, 외부의 균열길이가 크
게 다른 경우에는 실측한 누설 량을 기초로 균열길이를 계산하는 일이 어렵다. 관
외부에서 시작된 균열은 내부에서 시작된 균열보다 낮은 누설량을 보인다.

㵬Ḕⱬ䜀
[1] S.Majumdar, Ken Kasza, J. Franklin, NUREG/CR-6664, ANL-99/23 "Pressure and
leak rate tests and Model for predictiing failure of falwed steam generator tunes",
vol4. "Steam Generator Tube Integrity Program", 2000.
9. Database
1단계에서 생산된 자료는 국내 6개 가동원전 증기발생기 전열관의 미세조직 및
TT 또는 serrated 열처리한 재료의 미세조직 관찰결과와 각종 응력부식균열(PWS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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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GA/ ODSCC, PbSCC) 및 pitting 특성평가 자료와 archive 재료를 TT 및 serrated 열
처리한 후의 손상특성의 변화에 대한 평가자료를 생산하였다.

또한 수소압력, 하

중, 염기성 농도, pH 등의 변화에 따른 각종 응력부식균열 특성을 평가하여

datasheet를 작성하였다.

응력부식균열

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serration

열처리

또는

TMT(thermomechanical treatment) 처리를 하여 재료의 미세조직 분석, 기계적 특성
및 응력부식균열 특성평가 자료를 생산하였으며, 소량의 합금원소(Zn, Ce)를 첨가하
여 제작한 재료의 미세조직 및 성분조성에 대한 자료와 새로 개발된 부식억제재 및
억제기술에 대한 성능평가 자료 등도 생산하여 datasheet로 작성하였다.
국산 시제재료에 대한 기계적 특성(인장 및 creep), 최적 열처리 조건 설정, 각종
부식손상(PWSCC, IGS/ODSCC, PbSCC) 및 pitting 등에 대한 특성을 평가하였으며
생산된 자료를 정리 및 체계화하였다.

예로써 시제 전열관에 대한 열처리 변화에

따른 기계적 특성 자료를 생산하여 database 구축을 위하여 작성한 datasheet를 첨부
하였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생산된 자료들에 대한 database 구축을 위하여 program

(대과제적인 차원에서 구축 중임)이 개발되는 대로 datasheet를 작성하여 database로
구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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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8.1. Summary of the leak and burst test on Korean archive tubes

Tube ID

Leak test

Leak

Leak

First leak,

@2500
psi(5)

Leak
rate 1,

Leak
rate 2,

Burst
pressure

temp.

@1560
psi(4)

Spray
started

psi

psi

l/min

l/min

psi

SGH001

one
Room
No leak for
No leak
drop/6sec
temp.
5 min.
@3620

SGH002

No leak for one drop
Room
No leak
5 min.
@2500
temp.

SGH005

282C

No leak

SGH005
(1)

Room
temp.

Spray
@ 60
psi

SGH005
(2)

Room
temp.

Pressurization at 1000 psi/sec, Leak rate of 44.28 l/min at peak pressure
of 5000 psi.

No leak

-

2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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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0

0.19
0.25
@4600 @4600

-

4110

4.28 at
0.24 at
5000
4300 psi
psi

5200

Leak @2700, but disappeared after 15
min, No more leak @ 2760
0.23 l/min
0.32
0.34
@1560
@2500 @2750
psi

0.43
@3000

Table 3.1.8.1. Summary of the leak and burst test on Korean archive tubes(Continued)

Leak test

Leak

Leak

First leak,

Spray
started

Leak
rate 1,

Leak
rate 2,

Burst
pressure
or final
leak rate

temp.

@1560
psi(4)

@2500
psi(5)

psi

psi

l/min

l/min

psi

Tube ID

3.87 at
SGH006
3400
5000
5700
psi
Room
0.019
0.023
0.023
No leak for one drop
SGH009
3160
No leak
@3000
@3500 @3500 @3500(6)
temp.
5 min.
0.13
0.16
0.16
Room
No leak for one drop
3600(7)
SGH010
No leak
@3300
@4300 @4300 @4300(6)
temp.
5 min.
(1) Room temperature pressure test with same tube used at 282C(without bladder),
(2)Unstable Burst test(with bladder), (3) Not quantified, (4) Normal operating pressure difference
(5) Normal operating primary side pressure in PWR is 2485 psi,
(6) 10 min interval between measurements.
(7) one drop/5sec, one drop/9sec @ 3300 psi, no more drop for 1 min @3500,
Room
temp.

No leak for one drop
No leak
5 min.
@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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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7 @
4000 psi

Table 3.1.8.2. Summary of the pressure test
Type,
Tube ID

Leak

Heat

SGH002

"

Crack length

temp.

Leak
rate(l/min)

Calculated
(mm)

Inside

OD, 95%/5.08mm,
90%/11.43mm

Before
unstable
burst @RT

0.25 @4600

2.1

Main:1.55
2nd: -,
3rd: -

3.85
1.9
0.6

27290

35928

Axial indication

After
unstable
burst @RT

4.28 @5000

4.6

-

10.5

-

-

Before
unstable
burst @282
o
C

Non
measurable

-

-

-

-

-

6.35

-

-

-

-

-

11.4

-

-

7

4387

8261

4.76

21161

39873

Cursory ECT

67.8 hrs.

"

Crack opening
2
area(um )

Final

SCC time proved?
UC4
3000 psi
OD
(600 HTMA
gas
axial,
SGH001 Sensitized
bubble:
for 48 hrs @ 68.8 hrs
Yes!
600C

Crack length
measured(mm)

Leak test

Before pressure:
o
90.63 volts/38 ,
100%/12.7mm
After pressure:
o
30.04 volts/54 ,
90%/15.24mm
After Heat
tinting(Before RT
pressure test):
100%/15.24mm

YG5,6
(600 HTMA
SGH005 Sensitized 68.8 hrs
for 48 hrs @
600C)

"

SGH005
(1)

"

"

"

SGH005
(2)

"

"

"

"

SGH006

"

68.8 hrs.

"

Axial indication

SGH009

"

404 hrs.

"

Axial OD,
80%TW/10.16 mm

SGH010

"

607 hrs.

"

Axial OD,
85%TW/5.08mm

SGH012

"

263hrs

"

Axial ID,
100%TW/23mm

SGH012

"

264hrs

"

Axial ID,
100%TW/24mm

Before
unstable
0.43 @3000
4
burst @RT
After
44.28
unstable
@5000
burst @RT
After
unstable
3.87 @5000
4.3
burst @RT
Before
unstable 0.023 @3500
1
0.41
burst @RT
Before
unstable
0.16 @4300
1.9
1.07
burst @RT
Before
unstable No leak up to 2500 psi for 2.25 hours
burst @HT
Before
First leak @ 1200 psi(atomized
unstable
spray), 0.043lb/min(0.020l/min)
burst @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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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side Calculated Measured

15.4lb/min(6.99l/min) @ 4100
psi

Fig. 3.1.8.1. Typical SCC flaws on the SGH001 developed in 1 M Na2S4O6 at room
temperature for 69 hours

Fig. 3.1.8.2.Crack feature after the burst test of SGH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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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8.3. Crack morphology of SGH006 taken by SEM after the pressure/leak test
at room temperature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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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Fig. 3.1.8.4. Flaws on the SGH005 after (a) High temperature pressure test, (b) Room
temperature pressure test

15
Room temperature leak test
Ulchin 4(SGH001)
Alloy 600 HTMA
followed by sensitization

Leak rate, l/min

10

Calculated leak rate
for 6.35 mm (Outside Dia.)
for 2.1 mm crack length
for 1.55 mm (Inside Dia.)
Measured leak rate : 0.25 l/min

5

0
1000

Fig.

2000
3000
4000
Pressure difference, psi

3.1.8.5. Comparison of the leak rate calculated and measured on the tube SGH001

Leak rate, l/min

10 Calculated leak rate
for 7.0 mm (OD.)
for 1.0 mm
8
for 0.41mm (ID.)

Alloy 600 HTMA
SGH 009

6
4
2
0

Fig.

5000

Measured leak rate : 0.023 l/min
1000

2000

3000

4000

Pressure difference, psi

5000

3.1.8.6. Comparison of the leak rate calculated and measured on the tube SGH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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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alculated leak rate
Alloy 600 HTMA
for 4.76 mm (OD)
SGH010
for 1.9 mm crack length
for 1.07 mm (ID)

Leak rate, l/min

3
2
1

Measured leak rate : 0.16 l/min
0
0

Fig.

1,000

2,000
3,000
4,000
Pressure difference, psi

5,000

3.1.8.7. Comparison of the leak rate calculated and measured on the tube SGH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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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전열관 수명향상 및 손상억제를 위한 전열관 재료개량/
개선 및 억제기술 개발
1. Serrated 결정입계의 형성 및 미세조직 특성
가. Serrated 결정입계 형성 모델

Serrated 결정입계의 형성은 기본적으로 열처리 과정 중 발생하는 i)결정립 성장
시 결정입계의 이동현상과 ii)결정입계 또는 결정입내에 석출하는 석출물의 생성 및
성장의 상호작용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다. Serrated 결정입계 형성의 구동력과 기구에
대한 몇몇 연구들이 있었으나, 현재까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serrated 결정입계 형성에 대한 몇 가지 모델을 살펴보기로 한다.
i) 전체 입계에너지 감소에 의한 형성[1]
석출물의 석출 초기 직선형태의 결정입계에 판상의 석출물이 비스듬히 석출하여
결정입계가 지그재그형으로 발달하게 되는데, 이 경우 파형의 입계를 따르는 것이
전체 입계면적을 줄이게 되므로 이에 따른 전체 입계에너지의 감소가 파형입계 형
성의 구동력으로 설명된다.

ii) 석출물 사이의 결정입계 이동에 의한 형성[2]
용체화-석출온도구간을 서냉할 때, 결정입계에 1차 석출물이 핵생성되면 이들 사
이의 결정입계는 파형의 형태로 이동하게 되고 이러한 이동입계가 결정입내의 미세
한 2차 석출물을 만나 더 이상의 이동이 어려워져 고착되어 결과적으로 파형의 입
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iii) 석출물 이동에 의한 형성[3]
결정입계에 생성된 석출상은 모상과의 계면에서 정합관계를 이루고 결정입계에
접한 쪽은 부정합계면을 형성한다. 따라서 이 때 발생하는 계면에너지의 차이가 균
형을 이룰때 까지 석출물이 입계방향으로 성장하는 구동력을 갖게 되며 이러한 석
출물의 성장과 이동으로 파형입계가 형성되는 것으로 설명된다.

iv) 석출물의 비대칭적 성장에 의한 형성[4]
입계 석출상의 성장시 용질원자의 이동이 체적확산(정합계면) 보다 결정입계(부
정합계면)를 따라 더 빠르게 일어나므로 석출상이 비대칭적으로 성장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석출상의 성장과 결정입계의 이동이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파형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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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형성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나. 실험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한 Alloy 600 초기재료는 1115℃에서 2시간 열처리 후 수냉처리
한 두께 30㎜의 압연판재였으며 Table 3.2.1.1에 이 합금의 화학적 조성을 나타내었
다.[5] 이를 70% 냉간압연한 다음 Fig. 3.2.1.1에 나타낸 열처리 조건 중 1000℃로 부
터 냉각하는 마지막 열처리 단계에서 1℃/min의 냉각속도로 열처리 종료온도를 달
리하여 시편을 준비하였다. 각 조건에서 얻어진 열처리 시편의 결정입계 형상은 주
사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하였으며, 결정입계 형상과 석출물간의 관계 해석을 위하여
투과전자현미경의 관찰과 분석을 수행하였다.
다. 결과 및 고찰

(1) Serrated 결정입계 형성 특성
Fig. 3.2.1.2는 1000℃로 부터 1℃/min의 냉각속도로 서로 다른 최종 열처리온도까
지 냉각하였을 때 각 시편에서 얻어진 결정입계 형성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900℃부터 일부 결정입계에 국한하여 탄화물의 석출이
매우 약하게 나타나고, 800℃부터 serrated 결정입계의 형성이 뚜렷하게 나타나며 대
부분의 결정입계에 탄화물이 모두 석출된 양상을 보인다. 이보다 더 낮은 온도인

700℃까지 냉각할 경우, 석출탄화물의 성장으로 매우 불규칙한 serrated 결정입계로
발달하는 형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석출물의 발달 정도에 따라 결정입계의
형태는 원래의 결정입계 형상으로부터 크게 변형됨을 알 수 있으나, 일부 결정입계
는 직선적인 결정입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양상을 동시에 관찰할 수 있다. 이와 같
이 결정입계 형상이 극단적으로 대비되는 것은, 각 결정입계의 특성과 에너지 상태
가 서로 다른 조건에서 이에 대응되는 석출물의 생성 및 성장특성이 달라지기 때문
이라는 점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위하
여 serrated 결정입계 형성 - 결정입계 특성 - 석출물 특성간의 관계에 대한 기초적
인 해석이 필요하다.

(2) Serrated 결정입계 - 석출물 특성 해석
결정입계에 석출된 탄화물에 대한 투과전자현미경 분석으로부터, serrated 결정입
계에는 M23C6와 M7C3 type의 탄화물이 동시에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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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화물의 형태는 각기 달라 M23C6의 경우 globular 형태로 발달하는 반면 M7C3의 경
우 plate 형태로 성장하는 특성을 나타내었다. 이때 이들 탄화물의 종류와 serrated
결정입계의 형성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globular
형태의 M23C6 탄화물은 결정입계가 파형으로 성장하는데 있어서 크게 영향을 미치
지 못하나, plate 형태의 M7C3 탄화물은 serrated 결정입계와 평행한 방향으로 매우
빠르게 성장하며 뚜렸한 파형입계를 형성하는데 크게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Fig. 3.2.1.3 - 3.2.1.6은 이러한 탄화물 형태와 결정입계특성간의 관계를 투과전자
현미경으로 분석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Fig. 3.2.1.3은 700℃까지 냉각시킨 경우,

serrated 결정입계에 존재하는 M7C3 탄화물과 결정입계특성간의 관계를 해석한 것이
다. 이 경우 두 결정 A와 B는 약 6ૡ의 misorientation angle을 갖는 low angle grain

boundary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관계는 Fig. 3.2.1.4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800℃ 냉각시편으로서 misorientation angle 약 12ૡ의 low angle grain boundary 상에
M7C3 탄화물이 serrated 결정입계를 따라 판상형태로 매우 길게 성장하여 있음을 볼
수 있다. 한편 Fig. 3.2.1.5는 두 결정간의 misorientation angle이 약 57ૡ인 high angle

grain boundary상에 globular 형태의 M23C6 탄화물이 석출된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Fig. 3.2.1.6은 석출물이 존재하지 않는 결정입계를 분석한 결과로서, misorientation
angle이 약 81ૡ로서 결정입계 에너지가 매우 높은 high angle grain boundary임을 알
수 있으나 탄화물 석출이 일어나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보아 special boundary에 해
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하여 볼 때, serrated 결정입계의 형성은 결정입계특성과 석
출탄화물의 종류 및 이의 성장특성간의 복합적인 기구에 의해 결정됨을 알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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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1.1. Chemical composition of Alloy 600(wt%)

element

C

Si

Mn

P

S

Ni

Cr

Fe

Al

Ti

Nb

B

N

content 0.032 0.29 0.23 0.007 <0.001 75.32 15.51 7.90 0.20 0.39 0.02 0.001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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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5¶C
3.5 min
3 min
3 min

1000¶C

Temp. : Temp. of specimen

to 950 ~ 700¶C
CR : 1¶C/min

Fig. 3.2.1.1. Heat treatment for serrated boundary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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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

900℃

850℃

800℃

750℃

700℃

Fig. 3.2.1.2. SEM micrographs showing the formation of serrated grain bound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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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grain A
A

θ ~ 6¶

B

ZA = [011]

M7C3

_
__ 200 _ _
111
111
_
_
111
111
200
A

grain B

∙Serrated at 700℃
∙GB misorientation angle : θ∼6ૡ
∙M7C3 at LAGB

Fig. 3.2.1.3. Relation between grain boundary characteristic and carbide type
for serrated boundary formed at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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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grain A
B

θ ~ 12¶

A
grain B

M7C3

B

∙Serrated at 800℃
∙GB misorientation angle : θ∼12ૡ
∙M7C3 at LAGB

Fig. 3.2.1.4. Relation between grain boundary characteristic and carbide type
for serrated boundary formed at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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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ZA = [112]

A
__
131

__
220
_
111
311

~ 57¶

grain A
220

M23C6

θ

B
B

grain B

A

∙Serrated at 700℃
∙GB misorientation angle : θ∼57ૡ
∙M23C6 at HAGB

Fig. 3.2.1.5. Relation between grain boundary characteristic and carbide type
for serrated boundary formed at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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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in A

B

A
A

θ ~ 81¶
grain B

B

∙Serrated at 800℃
∙GB misorientation angle : θ∼81ૡ
∙No precipitate
∙Special boundary

Fig. 3.2.1.6. No precipitation at special grain boundary for serrated
boundary formed at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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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1. A coincident site boundary with ∑=5 produced by a 36.9°
rotation about a <100> axis in a simple cubic lattice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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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䢫ٻڣڞگڪک

Fig. 3.2.2.2. Geometry of small CT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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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3. Schematic drawing of IGSCC tes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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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sed : surface
Open : inner
TMT ่
S : 70% CR
1050, 20min
C : 30% CR
1030, 20min

Grain size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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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T ้
S : 70% CR
1030, 15min
C : 30% CR
1030, 5min

75

50

S

C1

C2

C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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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4. Variation of average grain size with TMT process for Tes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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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및 대외 기여도
제 1절 목표달성도
1. 국내 가동원전 SG archive tube 재료 확보 및

건전성 평가기술 확보/평가

자료생산 및 datasheet 작성
∙국내 가동원전 archive 전열관 재료 확보

- 고리 1호기 신 S/G 전열관 Alloy 690 TT, 울진 1호기 Alloy 600 TT, 울진 3, 4호
기 및 열광 3/4, 5/6호기 Alloy 600 HTMA(6종)
∙6종의 archive 재료에 대한 미세조직 평가(OM, SEM, TEM) 및 분석(결정립도,
결정립계 Carbide 분포 등)
∙축방향 응력부식균열(PWSCC, ODSCC, PbSCC) 생성 및 성장 특성 평가기술

- 축방향 응력부식균열 생성특성 및 성장속도 평가기술 확보
- 일차측 응력부식균열 가속시험(hump)기술 개발

∙원전 모사 가동조건 하에서 축방향 응력부식균열 평가 기초자료 생산 및 응력
부식균열 특성과 미세조직 특성과의 상관관계 기초 분석

- 축방향 PWSCC, ODSCC, PbSCC 평가특성 기초 자료 생산
- 생산된 자료의 체계화 및 datasheet 작성
- Alloy 600 및 690 재료에 대한 pitting 기구규명
2. 전열관 재료 응력부식균열 민감성 평가를 위한 고온.고압 수용액 환경에
서 재부동태 시험장치 개발
∙Ni autoclave를 이용하여 고온.고압 수용액 환경에서 전열관 재료 재부동태 특
성평가 시험장치 개발

- 응력부식균열 민감성 신속평가 실증시험장치 설계 및 제작(고온.고압 하에서
Repassivation 특성평가 용)(국내외 특허출원 준비 중)
- 전열관 재료의 응력부식균열 민감성 측정시간 단축을 위하여 활용(시험시간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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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 장치의 성능 평가

3. 결정립계 조절에 의한 전열관 재료 응력부식 균열 고 저항성 재료개량/개
선 기초기반기술 구축
∙Serrated 결정립계 생성을 위한 최적 조건 열처리기술 개발

(국내 특허등록 1건, 국외 특허등록 1건)
∙결정립계의 종류에 따라 입계탄화물 형성 변화에 대한 평가.

(최초로 관찰한 사항임) 또한 결정립 큭기에 따라 serration 정도가 다르며, 큰
결정립에서 쉽계 생성됨을 발견함.

- 열처리 조건 변화에 따른 Serrated 결정립계 구조변화 평가
- 상세 미세조직 관찰 및 분석(OM, SEM, TEM)
- 응력부식균열(PWSCC, ODSCC, PbSCC) 특성향상 평가/자료 생산(20% 이상 향
상)
∙열기계적 처리(Thermomechanical treatment, TMT)에 의한 결정립계 무 탄화물
석출된 미세조직에서의 CSL 향상기술 기반구축

- 열처리-가공도 변화에 따른 결정립계 조직변화 관찰/평가
- TMT로 CSLB 60%까지 증가(결정립계 탄화물 석출 없을 경우)
- 미래 원전의 열악한 환경 저항성 재료개발 기반기술로 활용
4. 소량 합금원소 첨가에 의한 응력부식균열특성 향상 합금 개량/개선 방법
도출

∙내응력부식균열 저항성 전열관 재료의 합금원소 첨가에 의한 재료개량 신기술
도입(전기화학적 방법으로 첨가원소 선정)
∙3가지 특정원소 첨가한 합금을 실험실 규모로 설계/제조 미세조직 특성평가 및
응력부식균열 기초특성 평가(국내.외 특허 출원 예정)
∙새로운 전열관 합금개량/개선기술 도입으로 기존 2차측 응력부식균열 억제 성
능보다 5배 이상 성능이 우수한 억제 원전기반기술 개발(국내 특허출원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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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특허출원 1건)

5. PWR 원전 S/G 전열관의 2차측 SCC 억제 원천 기반기술 개발

∙억제제 및 억제 원천기반기술 개발

- 2차측 염기성 분위기 SCC 억제제 2 종류의 화합물 개발
- SCC 기초실험으로 상대적 성능 평가(기존 TiO2에 비하여 5배 이상의 효과 발
견)

- 기초 실험에서 SCC 가속제인 PbO 함유 염기성 용액에서는 균열특성 평가.(균열
발생하지 않음)

6. 국내 가동원전 SG 인출 손상 전열관 재료의 파괴검사기술 개발/자료생산
∙인출 전열관의 손상원인 규명

- 상세 미세조직 관찰 및 분석(OM, SEM, TEM, WDX, EDX)으로 전열관 재료의
SCC 민감성 결정
- 전열관에 발생한 손상의 위치, 크기, 형태, 칫수 등 관찰 및 측정(총 13 결함에
대하여)

- 원전 가동조건 및 누설 경험자료 상세분석(pH, 가동온도, Li 및 B 농도 변화
등)
∙현장 ISI-ECT 자료를 이용한 수명예측 기반기술 개발

- 가동 발전소 손상 전열관의 경향분석 및 ISI-ECT 자료분석
- Weibull 분포를 이용하여 사용 전열관 재료인자를 고려한 수명 예측기술 확립(2
개 발전소 적용)

∙전열관 손상 비파괴검사의 신뢰도 평가 기술 확보

- 각 인출 전열관에 존재하는 각 결함에 대한 ISI-ECT 자료 정밀 분석 및 결함크
기 유추(Bobbin, MRPC 자료)

- 파괴검사에서 측정한 결함형태 및 크기를 ISI-ECT 해석결과와 비교평가(13개 결
함에 대한 자료)

- ECT probe의 pancake coil과 axial coil에 대한 분해능 시험평가
∙인출 전열관과 다른 사용 전열관의 PWSCC 민감성 비교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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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가동원전 S/G 손상방지 및 손상 전열관 재생 기반기술 구축
∙Ni-기 합금 도금 기초기반 시험기술 확보

- Ni-P 나노도금층 형성 실험조건 확보 및 각종 물성평가(P 함량 1 wt% 미만으로
조절)

- Ni-Fe-P 도금층 형성실험조건 확보 및 물성평가(국내특허출원)
(Fe 및 P 함량 최대한으로 감소 조건)
∙전열관 내부 도금을 위한 양극전극 설계/제조 및 성능평가

- 전열관 내부에 도금용액을 순환시키면서 도금할 수 있는 양극 전극의 설계 및
제작

- 제작된 양극전극 성능 평가
∙레이저 표면용융, 표면합금화 및 클래딩 기반기술 개발 (Alloy 600 표면에

Alloy 690 조성표면 획득 및 Alloy 600 잔류응력 최소화)(국내 특허등록 2건,
국외 특허등록 1건, 국내 특허 출원 4건. 연구소 창업벤쳐기업에 무상 기술이
전 2건 )
∙레이저 출력제어 시스템 설계/제작

- 균질한 레이저 표면개질(표면 열처리, 표면용융, 표면합금화, cladding 등)을 위
한 시편온도 측정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레이저 출력 자동 조절 시스템
구성 및 성능평가

- 시스템 작동 프로그램 개발(프로그램 등록)
8. 원전 SG tube 제조공정기술 개발 및 시제품 생산/특성평가
∙전열관 재료 Alloy 600 및 690 재료의 제조공정 개발

- 합금설계로부터 합금용융, 금속가공, 열처리 공정, 기계적 표면연마 등의 공정
개발(창원특수강과 공동연구로 수행)

- 시제품 생산 (Alloy 600 3차 시제, Alloy 690 2차 시제품 생산)
- 열처리에 의한 미세조직 최적화
∙시제품에 대한 각종 특성평가기술 확립/자료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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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처리 변화에 따른 기계적 특성 변화 측정(Alloy 600 및 Alloy 690 HC 및 LC
재료)

- 응력부식균열(PWSCC, ODSCC, PbSCC) 특성평가 및 비교분석
- Serration 열처리로 미세조직 결정입계 변화 평가
9. 국내 가동원전 SG 전열관 재료 자연결함 제조/누설시험기술

∙인공 자연결함 제조기술 개발

- 전열관에 인공적으로 자연결함 제조기술 확보(축방향, 원주방향, 일차측 및 이차
측 결함)
∙ 전열관 재료에 대한 압력변화에 따른 누설시험 기술 확보(USNRC와 국제공동
연구개발)

- 전열관에 대한 제조한 규열에 대한 고온(260℃) 및 상온/누설/압력시험 및 모델
적용 평가(ANL 장비 이용하여 7개 시편)

- 압력에 따른 누설속도 실험장치 설계 완료(2700 Psi까지)

제 2절 달성세부내용
∙국내 가동원전 SG archive tube 재료의 건전성 평가기술 개발/평가자료생산

/datasheet 작성
국내 가동원전의 증기발생기 archive 전열관을 확보하여 각 전열관 별로 축방향
의 PWSCC, ODSCC, PbSCC 특성을 가동환경 모사조건 하에서 평가하는 기술을 확
보하여 각 응력부식균열 특성자료를 생산하였음. PWSCC의 경우 보통 한 특성평가
시험시간이 3-4개월 소요되므로 각 전열관의 상대적 저항성을 평가할 경우에는 가
속시험(hump 시편 이용)방법을 확보하여 시험을 수행하였음. 2차측 응력부식균열도
시험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가속화된 조건(고온, 고응력, 고농도)에서 비교평가시
험을 수행하였음. 또한 균열성장 속도측정 시험법을 개발하여 응력부식균열 속도를

K 값에 따라 구하여 전열관의 수명예측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본 연구에 사
용되는 장비는 고온고압 하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장비가 매우 고가임.

따라서 국

내에서는 KAERI외에는 장비를 가지고 있는 연구기관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자료생산
을 위한 산학연 협력체제 구축이 어려움. 따라서 장비제한과 장시간의 실험시간 소
요로

일년에 확보할 수 있는 실험자료는 몇 개 되지 않으므로 다양한 조건에서 많

은 실험자료를 얻기가 용이하지 않음. 생산된 자료는 database화 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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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sheet로 작성하였으며, 2001년도에 영광 4호기와 울진 3호기 증기발생기 전열관
에서 TTS 원주균열이 발견되었을 때 원인규명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 생산된 자료
를 제공하여 유용하게 활용되었음.
∙고온.고압 수용액에서 재부동태 시험장치 개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원전가동 모사 실증조건 하에서 실험하는 데는 장비의 제
한과 장시간의 실험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각종 전열관 재료를 다양한 조건에서
빠른 방법으로 응력부식균열 민감성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함.

본 연구에

서는 모사 실증조건 하에서 전기화학적인 방법으로 응력부식균열 민감성을 신속하
게 평가할 수 있는 시험장치를 개발하였음. 이 장치는 고온.고압 하에서 작동하여야
하기 때문에 제작이 매우 어려워 미국 GE사의 자문을 받아서 제작하게 되었음.
∙PWR 원전 S/G 전열관의 2차측 SCC 억제 원천 기반기술 개발
증기발생기 기존 전열관 재료의 내부식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재료를 개량/개선
하는 방법은 매우 어려움.

응력부식균열 특성은 전열관 표면에 형성되는 표면산화

피막의 구조적 특성과 피막의 재부동태

(repassivation) 속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본 과제에서는 재료표면의 부동태 피막을 가장 안정화시키는 원소가 무었인
가를 전기화학적으로 찾기로 하였음. 이러한 실험을 하는 중에 부동태 피막을 안정
하게 하는 원소를 선별한 후, 전열관을 선별된 용액에 담근 후 2차측 응력부식균열
시험을 수행해 본 결과 응력부식이 매우 느려짐을 발견하게 되었음.

따라서 선정

된 물질을 2차측 응력부식균열 억제제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실험해
본 결과 기존 억제제인 TiO2보다 5배 이상의 억제효과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 2단
계에서는 이 억제제를 이용한 억제기술 공정개발과 다른 재료에 대한 side effect을
평가할 예정이며, 3단계 종료 시 개발된 기술을 발전소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기술 이전을 할 예정임.
∙국내 가동원전 SG 인출 손상 전열관 재료의 파괴검사기술 개발/자료생산
가동원전에서 인출한 손상 전열관을 KAERI로 운송하여 IMEF 설비를 활용하여
파괴검사로 전열관 손상원인 규명과 ISI-ECT의 신호평가 신뢰도를 검증하였음. 방
사능에 오염된 전열관 재료의 파괴검사는 매우 까다로운 기술로 본 과제에서 개발,
습득한 시험기술을 활용하여 인출 전열관 파괴검사기술을 확보하였음. 본 파괴검사
에서

생산된

모든

결과(손상원인규명

자료,ISI-ECT

신뢰성

검증자료,

상세한

ISI-ECT 자료분석을 통한 손상 전열관 발생/성장 추이, shot peening 효과분석 자료,
수명예측 자료,전열관 재료의 PWSCC 민감성 시험결과, 동일한 프랑스 원전보다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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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더 심한 이유, ECT 신호검침 및 해석에 정밀도 향상을 위한 probe coil 선택
및 가동조건에 대한 권고사항 등)는 현장 발전소에 제공되어 원전의 가동조건을 개
선하고 증기발생기의 유지보수로 계속 사용 또는 교체에 대한 판단 기반 검증자료
활용하였으며, 가동 S/G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보수기준 설정에 활용하고 있
음.
∙원전 SG tube 제조공정기술 개발 및 시제품 생산/특성평가

S/G 전열관 재료는 Ni-기 합금으로 세계에서 생산하고 있는 업체는 스웨덴의
Sandvik, 일본의 스미토모 및 프랑스 Vallourecdm로 원전의 핵심 재료임. 지금까지
서구 원자력 선전국의 원자력 산업 사양화로 원전 핵심 재료 생산업체가 계속 감소
되고 있는 추세임으로 국내에서는 에너지 공급원을 원자력에 많이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핵심 재료는 국가 에너지 확보를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생산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따라서 전열관 재료의 제조공정기술을 개발하여 국내 업체와
공동연구를 통하여 Alloy 600 및 690 전열관 재료의 시제품을 생산하여 각종 물성,
기계적 xrm성 및 부식특성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으며, 최적 열처리 조건등의 공
정을 최적화 하였음.
∙원전 SG Tube 고 SCC 저항성 전열관 재료 개량/개선 기초기반기술 구축
현재 시용되고 있는 전열관 재료보다 응력부식균열에 대한 저항서이 더 우수한
재료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로서 기존 재료에 대한 열처리 공정 개선에 의한 미세조
직 개량, 결정입계의 에너지를 감소시키는 방법 및 소량 합금원소 첨가에 의한 재
료 개량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기반기술을 구축하였음. 즉, Serrated 입계생성 열처
리기술, 열기게적 가공에 의한 CSL 향상기술 및 미소량 원소첨가로 표면피막특성을
변화시켜 SCC 특성을 향상시키는 기술 등으로 앞으로 2단계에서는 특히 Serration
방밥과 소량원소 첨가방법에 의한 개량기술을 Pb 분위기에서 응력부식균열이 발생
하는 Alloy 690 재료에 적용하여 PbSCC의 저항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를 수행
할 예정임.
∙국내 가동원전 SG 전열관 재료 자연결함 제조/누설시험기술 개발
이 기술은 USNRC와의 공동연구를 통하여 개발한 기반기술로 자연결과 유사한
결함을 실험실에서 제조하는 기술을 확보하였으며, 인공 자연결함을 제조한 전열관
을 사용하여 가동 중 발전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원전 가동압력에 따른
누설량을 ANL이 보유한 장치를 이용, 고온 및 상온에서 측정하고, 그 결과를 ANL
이 개발하고 있는 예측모델을 적용하여 그 상관관계를 구하는 기반기술을 확보하였
음.

이 기술은 가동원전 증기발생기의 가동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기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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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국내에서는 개발되어 있지 않음.

앞으로 이 기술을 좀 더 향상시켜 실제 상

황과 예측한 결과가 일치하도록 하는 연구가 필요함.
∙신규 SG 전열관 손상방지/가동원전 손상 전열관 재생 원천 기반기술개발
현재 국내 가동원전 증기발생기의 손상 전열관을 보수/정비하는데 2가지 방법이
사용되고 있는데, 제거 가능한 ABB의 관막음 방법과 관재생 기술인 PLUSS 방법이
그것이다.

이 방법들은 ABB의 기술로 외국업체가 국내 발전소에 적용하고 있으나,

손상 전열관의 효율적인 활용성이나 전열관의 열 효율을 감소시키는 기술로 설치
후 누설이나 손상에 대하여 5년간 보증을 하고 있음. PLUSS 관재생 방법의 여러
가지 단점을 보완하고 증기발생기 제조시 전열관에 적용함으로서 아예 손상을 방지
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표면처리 방법(도금기술)을 통하여 개발하는 연구로 현재
기초 원천기술을 확보한 상태임/

2단계에서는 이 기술에 대한 각 공정을 개발하고

3단계에서는 실용화를 위한 pilot scale의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며, 3단계까지의 연구
가 끝나면 기술을 국내 관련 업체에 기술 이전함으로써 현장 발전소에 적용하도록
할 예정임.
∙레이저 표면용융/합금화 및 cladding 기초기반기술 확보
전열관 재료표면을 레이저빔으로 용융, 합금화 또는 cladding하여 부식 저항성을
향상시키는 기술로 Alloy 600 재료의 표면을 용융(깊이 약 150-200㎛ 정도)시키거나

Alloy 600 표면을 Alloy 690과 동등한 조성을 갖는 합금으로 변화시킴으로써 응력부
식 저항성을 증가시킴.

본 연구에서는 Alloy 600 전열관의 표면을 용융, 표면합금

및 cladding하여 응력부식 저항성이 증가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특히 Alloy 600 전
열관 표면을 합금화 또는 cladding하여 Alloy 690과 동등한 조성으로 변화시키는 경
우 Alloy 600 재료가 Alloy 690과 유사한 일반부식 및 응력부식균열 특성을 보이는
연구결과를 얻었으며 이 연구에서 국내특허 등록 2건, 특허출원 3건, 국외 특허등록

1건 등의 성과를 얻었음. 앞으로 2단계에서는 이 기술을 바탕으로 부식환경에서 사
용되는 부품재료의 내부식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할 예정
임.

이러한 기술은 현재 외국 원전 보수업체인 ABB사에도 증기발생기 손상 전열

관 보수기술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 실용화되지는 못 하고
있음.

제 3절 실적
국내논문게재 : 28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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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논문게재 : 19편
국내논문발표 : 93건
국외논문발표 : 38건
국제워크샾개최 : 1회
국내특허출원 : 5건
국외특허출원 : 2건
국내특허등록 : 4건
국외특허등록 : 1건
국내프로그램 등록 1건
국내기술이전 : 3건
국제공동연구 : 2회
국내공동연구 : 1회
위탁연구 : 9회

∙기술이전
가. 기술명 : 증기발생기 전열관 재료의 손상보수기술 기반구축을 위하 여 개
발 중인 레이저 표면 cladding기술

- 이전업체 : 인스텍(주)(레이저 빔을 이용한 신속한 제품제조 업체)
나. 기술명 : 레이저 가공 재료의 표면온도 측정에 의한 레이저 출력

실시간

제어기술 및 장치개발 기술 이전(인스텍(주))

- 이전업체 : 인스텍(주)(레이저 빔을 이용한 신속한 제품제조 업체)

∙기술지원

1) 기술명 : 인코넬 합금 정밀관 개발
- 주요내용 : 증기발생기 전열관 재료인 Alloy 600 및 690 제조공정기술 개발
(삼미특수강)
- 활용성 : 국내 원전 증기발생기 전열관 국산화/국내 원전 증기발생기 제조
시 사용 및 한국형원전 기술 해외 수출시 국산 전열관으로 제조된 증기발
생기 수출

2) 기술명 : 울진 1호기 증기발생기 전열관 재료 미세조직 관찰/분석 및
PWSCC 특성시험
- 주요내용: 울진 1호기 증기발생기 archive 전열관 재료의 미세조직 특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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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및 일차측 응력 부식균열 특성 평가 자료 제공(한전, 울진 1, 2호기)
- 활용성 : 울진 1, 2호기 증기발생기의 손상원인 규명/건전성 평가 및 수명관
리

3) 기술명 : 울진 1호기 증기발생기에서 인출한 손상 전열관의 파괴검사 기술
/ECT 신뢰성 검증/수명예측
- 주요내용 : 울진 1호기에서 인출한(방사능으로 오염된) 손상 전열관 파괴검
사로 손상부위 관찰/분석/크기측정 및 ECT 신뢰성 검증/증기발생기의 수명
예측 자료제공(한전, 울진 1,2호기)

- 활용성 : 전열관에 발생한 결함관찰 및 분석/Shot peening 효과 검증/ECT 신
뢰성 검증 및 향상, 누설방지 대책 및 예방, 관막음 기준 최적화/손상 전열
관 재료 수명 예측, 증기발생기의 교체/계속 사용 판단 근거 자료로 활용

4) 기술명 : 가동 한국표준형 원전인 영광 3, 4호기 증기발생기 archive 전열관
재료의 응력부식균열 특성 평가시험 및 분석

- 주요내용 : 외국 선행호기의 가동경험에 따라 한국표준형 원전인 영광 3, 4
호기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상결함을 줄이기 위한 출력감발 실시에
대한 전열관의 건전성 판단 근거 자료 제공(한전, 영광 3, 4호기, KEPRI)

- 활용성 : 가동 발전소에서 직접 사용하고 있는 증기발생기 전열관 재료의
응력부식균열 특성평가 자료임으로 현장 원전에 직접 적용하여 전열관의 건
전성 평가/손상 예측 및 관리에 활용

5) 기술명 : 한국표준형 가동원전 증기발생기 전열관 재료로 사용되고 있는
증기발생기 전열관 재료 인 Alloy 600 HTMA의 2차측 응력부식균열 특성
평가

- 주요내용 : 한국표준형 가동원전 영광 4호기 TTS 원주 균열 발생시 원인규
명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archive 전열관 재료의 2차측 응력부식균열 특성
평가 자료 제공(한전, 영광 4 호기, KINS, KEPRI)

- 활용성 : 한국표준형 원전인 영광 4호기의 2차측 원주방향의 응력부식균열
원인규명 근거 자료로 활용

6) 기술명 : 국내 가동원전 증기발생기 전열관 재료의 미세조직 분석 및 미세
조직에 따른 응력부식 균열 특성 비교시험평가 자료 제공(두산중공업(주))

- 활용성 : 증기발생기 재료설계 및 제조사양 결정에 재료선택 판단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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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활용

∙산학연 협동연구 수행실적

- 국제공동연구
․ 연구제목 : Assessment of PWSCC of Alloy 600 and 690
․ 연구기관 : 일본 동북대학교

- 국제공동연구
․ 연구제목 : International Steam Generator Tube Integrity Program 2
․ 연구기관 : US NRC

- 공동연구
․ 연구제목 : 인코넬 합금 정밀관 개발
․ 연구기관 : 삼미특수강(주)

- 위탁과제 1
․ 연구제목 : 국산 시제 증기발생기 전열관 기계적 특성평가
․ 연구기관 : KAIST

- 위탁과제 2
․ 연구제목 : SSRT를 이용한 Alloy 690의 응력부식균열 특성평가
․ 연구기관 : RIST

- 위탁과제 3
․ 연구제목 : 원전 증기발생기 전열관 응력부식균열 억제기술 기반연구
․ 연구기관 : 선문대학교

- 위탁과제 4
․ 연구제목 : 인코넬 재료의 표면피막 특성거동 연구
․ 연구기관 : KAIST

- 위탁과제 5
․ 연구제목 : 국산시제 인코넬 재료의 pitting 특성평가
․ 연구기관 : KIMM

- 위탁연구 6
․ 연구제목 : 증기발생기 전열관용 인코넬 합금의 변형기구 연구
․ 연구기관 : KAIST

- 위탁연구 7
․ 연구제목 : 국산시제 전열관의 PbSCC 특성평가 연구
․ 연구기관 : 선문대학교

- 위탁연구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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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제목 : 합금성분을 변화시킨 Inconel의 전기화학적 부식특성 연구
․ 연구기관 : 한양대학교

- 위탁연구 9
․ 연구제목 : 원전 증기발생기 Inconel 600 전열관 재료표면 Ni-피복기반기술
개발 연구
․ 연구기관 : 인하대학교

제 4절 기여도
•증기발생기 전열관 재료는 내부식성이 매우 우수한 재료이나 가동원전의 부식
환경 속에서 장시간 사용할 경우 여러 가지 국부부식(pitting, 1, 2차측 응력부식균
열, 입계부식, 덴팅, wastage, fretting 등)이 발생한다. 따라서 본 과제는 원전 가동조
건인 고온.고압의 실증모사 조건에서 실험을 수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시험장비가
매우 고가이고 시험시간이 다른 재료연구에 비하여 매우 장시간을 요함.(예를 들면

PWSCC의 경우 한 실험이 보통 4-5개월 소요되며, 2차측의 경우도 좀더 실용적인
자료를 얻기 위한 실험일 경우 3개월 정도 소요됨. 또한 고온.고압의 장치를 다
루기 때문에 아주 숙련된 연구원이 아니면 실험을 수행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
험도중 sealing의 문제로 잦은 leak 발생으로 실험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연구경험이 10년 이상된 연구원들의 노력으로 많은 연구성과를 얻었
으며, RFP 내용에 충실하게 연구를 수행하여 계획된 목표를 달성하였다고 자체평가
를 내릴 수 있음.

•본 과제 연구기간 중 국내 가동원전 증기발생기 전열관에서 문제가 된 부식손
상은 주로 pitting과 축방향의 응력부식균열이었음. 따라서 본 과제의 연구방향도 주
로 pitting과 1, 2차측 축방향응력부식균열에 대한 손상원인규명과 대처방안을 모색
하기 위해 국내 가동원전 증기발생기에서 사용 중인 archive 전열관 재료의 확보와
전열관 특성평가 시험장비 및 시험기술 확보, 그리고 확보된 시험기술을 이용한 자
료생산과 생산된 자료의 체계화가 주로 이루어졌음. 이렇게 생산된 자료는 현장에
제공되어 전열관 부식손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원인규명에 주요 자료로 활용되었으
며, 증기발생기 설계/제조업체인 두산중공업(구 한국중공업)에도 자료를 제공하여
재료설계에 활용되었음. 그리고 본 과제기간 중 미국 USNRC와 증기발생기 전열관
건전성 프로그램(ISG-TIP-2)의 국제공동연구에 참여하여 ANL이 확보하고 있는 국내
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장비를 사용하여 증기발생기 건전성확보에 필요한 자료를 생
산하였으며, 관련기술도 습득하고, 참여기관이 수행한 실험자료들을 확보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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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공동연구 수행을 위하여 KAERI 연구원이 ANL에 1년간 파견되어 PbSCC 시험
을 위한 시험장치를 설계하여 직접 ANL에 제공하였으며, 그 설계를 근거로 제작된
장치를 현재 ANL이 crack evolution 연구에 사용하고 있음. 이는 국내 관련연구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현재에도 관련연구를 KAERI 연구원이 기술지원을 하고
있음.
•본 연구수행 중 계획되어 있지 않던 아주 우수한 연구결과를 얻었음. 즉, 원소
첨가에 의한 전열관 재료 개량/개선을 위한 연구에서 첨가원소를 선정하기 위하여
전혀 새로운 방향인 전기화학적 기법을 사용하여 선정된 화합물이 2차측 응력부식
균열을 억제하는 효과를 얻게 되었음. 개발된 부식 억제제는 기존 억제제인 TiO2
보다 5배 이상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 연구를 2단계에서는
각 공정을 개발하는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며, 이 억제제가 다른 2차측 구성재료에
미치는 영향등을 평가한 후 3단계에서의 pilot scale 연구가 끝나면 곧 과련업체에
기술을 이전하여 현장 발전소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1단계에서 전열관의 부식 손상 방지 또는 손상 전열관의 보수를 위하여 기초
기반 기술로 개발한 레이저 표면개질 기술은 개발도중 많은 특허와 논문을 생산하
였지만 손상 전열관에 적용하는 것보다 2단계의 부식환경 특성평가 및 대처기술 개
발에서 응력부식/침부식 등에 의한 손상이 많이 일어나는 부품재료의 표면개질에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1단계에서 개발된 cladding 기술을

이용한 hardfacing이나 1차측 Co 저감화를 위하여 내마모 특성이 우수한 Co-free 합
금을 현재의 Stellite 부품소재 위에 cladding함으로서 매우 우수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현재 KAERI에서 ARMACOR M 비정질 Co-free 합금을 레이저
로 cladding하는 기술이 개발되어 우수한 내마모 특성을 확인한 상태임.)
•전열관의 부식 손상 방지 또는 손상 전열관 재생기술은 1단계에서 기초기반
기술로 구축한 Ni 또는 Ni-Fe-P 도금기술을 적용하는 것이 현재 국내 발전소에 적
용하고 있는 ABB의 PLUSS 기술보다 훨씬 효과적인 기술로 판단되기 때문에 2단계
에서 이 기술에 대한 공정개발을 수행할 예정임.

제 5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제 1절 일반적 활용계획
- 719 -

∙ 경제적 측면

- 가동 원전의 불시가동 중지를 발생시키는 주 요인은 증기발생기 전열관 부식손
상에 의한 파손으로 본 연구에서 생산/축적/체계화된 자료를 근거로 손상원인을 규
명하고 손상억제기술을 비롯한 손상에 대한 대처기술을 개발활용하면 원전의 가동
율 향상 및 보수공기 단축으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확보할 수 있음.

- 생산된 자료를 기반으로 증기발생기의 설계/제조기술에 대한 재료기술 사양을
선정함으로서 증기발생기의 가동효율과 수명향상으로 한국표준형원전 수출 시 확실
한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또한 원전 수출 후 증기발생기 사후관리를 국내
기술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 이익이 창출될 것임.

- 개발된 부식억제기술을 외국 수출하거나 새로 개발된 보수기술을 외국에 수출
하여 외화획득에 활용될 수 있음.

∙ 사회적 측면

- 증기발생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생산/구축된 자료의 활용으로 원전의 가동
안전성을 향상시켜 국민의 원자력에 대한 정서함양에 활용.

- 원전 증기발생기의 장수명화에 응력부식균열 저항성 향상 기술 활용
- 가동년수의 증가에 따른 원전 증기발생기 전열관의 열화를 방지 또는 완화할
수 있는 대처기술을

원전의 수명증대에 활용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전력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원전에 대한 저항감을 완화시킬 수 있음.

∙기술적 측면

- 국내 가동원전 증기발생기 전열관 응력부식균열 특성평가 자료는 국내가동 증
기발생기의 안전가동을 위한 가동조건 설정과 전열관의 손상예측, 손상관리, 수명예
측, 수명연장 및 증기발생기 설계/제조 시 관련된 재료설계 사양을 결정하는데 주요
자료로 활용될 것임.(한국표준형 원전 증기발생기에서 원주균열이 발견되었을 때 원
인규명 근거자료 및 두산중공업에서의 증기발생기 설계/제작 관련 재료기술 사양
참고자료 등으로 활용되었음.)

- 개발된 전열관 손상 대처기술이나 내저항성 합금 개량.개선 기술을 원자력 산업
뿐만 아니라 유화산업, plant 산업, 환경설비(탈황설비 등)나 기계산업 등에 기술이전
함으로써 원가절간에 의한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산업의 기술력을 향상
시키는데 활용될 수 있음.

- 새로운 원전 시스템의 증기발생기 설계/제작을 위한 재료기술로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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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각 기술별 활용계획
국내에서 현재 가동원이 17기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원전 증기발생기 설
계/제조공정 개선도 중요하지만 현재 가동원전의 증기발생기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
는 손상을 감소시키거나 방지하는 기초적이고 원천기술 개발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가동원전 증기발생기 archive 전열관 재료를 사용하
여 응력부식균열 특성을 고온.고압의 실증모사 가동조건 하에서 평가하여 자료를
생산함으로써 축적되는 자료는 국내 가동 원전 안전가동조건 기준설정에 활용될 수
있어 효과적인 증기발생기 수명관리에 활용할 수 있으며, 또한 증기발생기의 손상
예측 및 수명예측에 활용될 수 있다.
또한 본 과제의 1단계에서 기반(원천)기술로 개발한 2차측 응력부식균열 억제기
술이나 전열관 표면제어를 통한 손상방지 기술, 손상된 전열관을 재생할 수 있는
보수기술 등이 2, 3단계에서 공정기술이 개발되어 실용화될 경우 가동 원전의 증기
발생기의 건전성 및 안전성 향상뿐만 아니라 증기발생기의 효과적인 손상관리로 수
명연장도 가능하게 된다. 1단계에서 개발된 기술별 활용계획을 보면 다음과 같다.
∙국내 가동원전 증기발생기 archive 전열관 재료의 축방향 응력부식균열 특성(성
능) 평가자료는 database로 구축하여 국내 가동원전 증기발생기의 수명관리와 수명
예측 및 가동율 향상에의 활용뿐만 아니라 손상원인 분석기술 기반구축을 위한 주
요 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신규 원전의 증기발생기 재료설계의 base line data로 활
용할 예정임.
∙또한 1단게에서 확보된 평가기술 및 관련시험 장비들은 2단계에서 가동 중인
한국형표준 원전 증기발생기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관판상단의 확관부위에
서 발생하는 원주방향 ODSCC 건전성 평가연구에 활용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두산
중공업과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S/G 설계/제조에 직접 활용 가능한 자료를 생산할
것임.

∙전열관 재료의 축방향 응력부식균열 건전성 평가기술은 또한 가동원전에서 인
출한 손상전열관 재료의 파괴검사 및 손상원인 규명/ISI-ECT 신호해석의 신뢰성 확
인 등을 위하여 활용될 것이며, 특히 고리 1호기 퇴역 증기발생기의 활용연구 및
외국 원전의 손상 전열관 인출 파괴검사 용역 수주에 아주 효과적으로 활용될 것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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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증기발생기의 수명향상을 위하여 재료의 개량/개선 및 제조공정 개선
을 위한 연구를 추진하여 실험실 연구에서 우수한 연구결과(수명 20% 이상 향상)를
가져왔으며, 앞으로 제조 공정 기술이 개발되면 신규 원전 증기발생기의 수명을 크
게 향상시키는데 활용될 것이며, 특히 미소 합금원소 첨가에 의한 재료개량/개선기
술은 차세대 원전 증기발생기 전열관 재료의 개발에 기반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1단계에서 기반기술로 세계 최초로 개발된 세계 2차측 응력부식균열 억제기술
현장 적용을 위한 공정 최적화 기술개발을 거쳐서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며, 손상
전열관의 재활용이나 신규 제조된 증기발생기 전열관의 부식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Ni, Ni-P 또는 Ni-Fe-P 전주도금기술에 의한 증기발생기의 내구성, 건전성 및 수명향
상을 위하여 활용됨으로 인하여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전
주도금을 통하여 손상된 전열관을 보수하는 기술은 기존의 방법과 비교하여 저온에
서 수행되므로 전열관에 열이나 응력의 인가가 전혀 없기 때문에 잔류응력,

HAZ(heat affected zone) 존재, 전열관 모재의 미세조직변화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후 열처리가 필요없는 장점이 있다. 뿐만아니라 도금에 의해 형성되는 나노
입자들은 강도, 경도와 연성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어서 기계적인 특성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많은 장점을 지닌 전주도금에 의한 전열관 보수기술의 확

보는 원자력발전소내 손상된 전열관의 보수 이외에 비교적 간편한 방법으로 나노
결정립 박막을 형성할 수 있어서 나노 결정립 박막 형성기술의 개발과 또한 그와
관련된 기술의 발전에도 적지않은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Laser surface modification 연구를 통해서 얻은 표면개질 기술은 Alloy 600 뿐만
아니라 원자력발전소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다른 니켈기 합금 및 스테인리
스 강의 일반부식과 IGA, IGSCC, 피팅 등의 국부부식 특성을 향상시키는 데 적용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얻은 결과를 토대로 하여 레이저 표면개질된 Alloy

600에 대한 고온,고압 부식실험을 수행하여 실제 원자력발전소 1차측 및 2차측 분
위기에서의 건전성을 평가한 후, 실제 증기발생기 전열관에 레이저 표면개질 기술
을 적용할 수 있는 레이저 처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증기발생기 전열관에 대한 모의
실험을 수행하고, 이 기술을 현재 운전 중인 증기발생기 전열관에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기술은 Alloy 600 뿐 아니라, 스테인리스 강 및 일반
합금에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원자력 산업 뿐 아니라 일반부식 및 국부부식이
문제가 되고 있는 다른 산업분야에도 폭 넓게 적용 가능하며, 이를 통해 경제적인
이득과 이 분야에서의 독자적인 기술확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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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레

이저 빔을 이용한 손상 전열관의 신 보수기술을 개발뿐만 아니라 내응력부식균열
전열관 재료의 개량/개선 기술로써, 그리고 가동 증기발생기 및 신규 증기발생기의
수명연장/손상방지 및 건전성/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활용될 것이다.
∙시제 전열관의 미세조직 특성 및 조절/개량과 관련된 본 실험결과는 향후 국내
업체에서 원자력 발전소 전열관의 양산시 제조공정 설계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
며 국산 전열관 소재의 요구규격을 제시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또한 Alloy

690 뿐 아니라, 다른 니켈기 초합금 및 스테인리스 강에도 본 실험결과는 잘 적용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원자력산업 뿐 아니라, 다른 에너지산업 및 항
공산업 등에서 광범위하게 요구되는 고온 구조용 Ni기 초내열 합금 및 고강도 스테
인리스 강의 국산화 개발에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시제 전열관의 기계적 특성평가에 관한 본 실험을 통해 얻은 Alloy 690의 제조
공정의 변화에 따른 미세조직 및 기계적 특성의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는 향후 증기
발생기 전열관의 제조공정 확립과, 차후 전열관 소재의 국산화 개발 시 국산 전열
관의 제조공정 확립에 필요한 기초 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원자력
발전소 증기발생기 전열관의 열처리기술, 미세조직 제어기술 및 기계적 특성 평가
기술을 확립하는 데 일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험으로부터 얻어진 톡
성 평가 데이터로부터는 국산 전열관 소재의 요구규격을 작성하는 기초자료로 활용
이 가능하다.
∙또한 Alloy 690 합금의 미세조직과 기계적 특성의 상관관계 규명, 변형기구의
해석 등 기초연구를 통하여 원자력산업 뿐 아니라, 에너지산업 및 항공산업 등에서
광법위하게 요구되는 고온 구조용 Ni기 초내열 합금과 스테인리스 강의 기계적 특
성 해석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재료기술 개발은 그 개발과정이 매우 장시간을 요하고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투입된 인력과 비용에 비하여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빈약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1단계에서 개발되고 있는 여러 기반기술들이 2, 3단계에서 각 단계적 최적
화 공정기술이 개발되고 기술이 이전되어

실용화됨으써 그 기대효과는 매우 클 것

으로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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