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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개발목표 및 내용
ㅇ연구목표
GEN-IV 소듐 냉각 액체금속로 증기발생기 신뢰성 향상을 위한 사전연구
ㅇ연구내용
- 이종금속 용접부위 평가 방법론 개발
- 증기발생기 소듐-물 반응 다차원 해석 방법론 개발
2. 연구결과
ㅇ이종금속 용접부위 평가 방법론 개발
- 용접부 고온 잔류응력 완화거동 평가 기술개발
- 이종금속(304SS-316L) 용접 구조물 손상 평가절차 정립
- 이종/동종 용접의 특성 비교평가
- 이종금속 용접 구조물 손상 특성 시험
ㅇ증기발생기 소듐-물 반응 다차원 해석 방법론 개발
- 국외 해석방법론 검토 및 개선방향 도출을 통한 다차원 해석모형 개발 연구방향
설정
- 소듐-물 반응 다차원 반응 경계면 유동 해석 방법론 개발을 통한 전산해석 구축
- 반응경계면 화학반응 모형 개발을 통한 상세 화학반응 모형설정
- 반응 경계면 물질 및 에너지 전달 모형 개발 및 인접 전열관 2차 손상특성 평가
방법론 개발
3.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ㅇ이종금속 용접부 평가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개발한 기술은 향후 제4세대 원자로의
원자로 및 배관계통의 이종용접부 설계․평가에 활용할 계획임. 또한 이종금속용접부
의 평가지침서(초안)은 지속적으로 수정 및 보완하여 향후 고온구조 평가지침서의 일
부분으로 개발하는데 활용할 예정임.
ㅇ소듐-물 반응 현상의 상세 다차원 해석 방법론 개발 방향을 제시하여 향후 보다 효
율적인 연구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국내 기술 수준의 상승에 기여하고, 국
내 독자기술 확보를 통해 향후 제4세대 소듐냉각 액체금속로 개발에서 기술적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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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제 목
제4세대 소듐냉각고속로 증기발생기 신뢰성 향상 사전연구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본 과제 연구항목은 한국에서 제안한 GEN-IV SFR Component Design and
BOP 연구개발 항목(“Reliability improvement of Steam Generator)으로 선정
되었으나 초기 타당성 평가 기간(2006년 말)까지의 짧은 기간 동안 수행하기
위해서 현재 기술수준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연구가 필요함
-기술적 측면
◦고온에서 운전되는 증기발생기 전열관의 주요 손상 원인 중의 하나는 이종
금속 용접으로, 아직 이에 대한 명시적 설계 절차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균일 재료(모재)로 가정하고 강도 감쇠계수의 도입 및 한계치(변형률)를 낮게
설정함으로써 보수성을 확보하는 현행 고온구조 설계평가 지침을 채택하여 고
온 원자로구조물 전체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발전소의 경제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이종용접 구조물에 관한 신뢰성 있는 설계 및 평가절차가 개발되어야
함.
◦고온의 소듐을 냉각재로 사용하는 소듐 냉각 액체금속로는 고압으로 운전
되는 증기발생기 전열관이 파손되면 물/증기의 누출로 소듐과 물의 격렬한
화학적 반응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증기발생기 튜브 건전성을 향상시
키고, 사고 발생시 원자로 계통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증기발생기 내
부에서 소듐-물 반응 현상의 상세한 분석이 필요함.
-경제․산업적 측면
◦고온 원자로구조물 이종금속 부위의 건전성이 확보되어 용접부위 결함 및
손상 사고를 방지함으로써 유지 보수가 줄어들고, 이용률이 향상됨으로써
경제성이 제고됨.
◦고온 구조건전성 관점에서 열 거동이 우수한 재료(12Cr강 등)를 채용하고, 이
종재료 용접(예 : 12Cr-316LN강)을 도입함으로써 배관의 길이 단축은 물론 루
프 수의 감축을 통해 액체금속로의 경제성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을 것
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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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효율 측면에서 기존 경수로에 비해 우수한 장점을 가짐에도 불구하
고, 소듐-물 반응 현상 발생 가능성으로 인해 그 장점을 충분히 살릴 수
없는 현실을 고려하여, 소듐-물 반응 현상 자체에 대한 충분한 대비책 및
대처설비에 대한 설계상의 고려가 요구됨.
◦소듐-물 반응 현상에 대한 상세 분석을 통해 인접 전열관 손상 등의 발생
가능성을 정량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소듐-물 반응 현상 대처를 위한 설계
상의 고려를 최적화하고, 이를 통해 보다 안전한 계통 설계를 수행할 수
있음.
-사회․문화적 측면
◦용접구조물의 평가절차 개발에 따른 건전성 확보는 고온 원자로구조물에서
균열 또는 누설 사고 등의 발생 가능성을 줄이므로 소듐냉각 액체금속로의
대중수용성 개선에도 기여하고, 아직 국제적으로 연구개발 초기 단계에 있
는 고온 이종금속 재료의 설계평가절차 개발에 있어 신뢰성 있는 절차를
국내에서 개발하면 관련 기술을 선도하고, 우리의 원자력기술 위상이 크게
제고될 수 있음.
◦소듐냉각 고속로의 가장 심각한 안전성 저해요인 중 하나인 소듐-물 반응
현상에 대한 충분한 분석과 대처계통 설계를 통해 발전소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적 토대를 마련하여 안전성에 대한 대중 친화성 개선에 기여
함.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본 연구는 2004년도 원자력 국제협력 기반조성사업의 일부로 수행되는 원천기
술 확보 선행연구로서 연구의 최종 목표는 GEN-IV 소듐 냉각 액체금속로 증
기발생기 신뢰성 향상을 위한 이종금속 용접부위 평가 방법론 및 증기발생기
소듐-물 반응 다차원 해석 방법 기반기술을 연구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최종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된 연구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이종금속 용접부위 평가 방법론 개발
◦용접부 고온 잔류응력 완화거동 평가 기술개발
◦이종금속(304SS-316L) 용접 구조물 손상 평가절차 정립
◦이종/동종 용접의 특성 비교평가
◦이종금속 용접 구조물 손상 특성 시험
- 증기발생기 소듐-물 반응 다차원 해석 방법론 개발
◦국외 해석방법론 검토 및 개선방향 도출을 통한 다차원 해석모형 개발 연
구방향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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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듐-물 반응 다차원 반응 경계면 유동 해석 방법론 개발을 통한 전산해
석 구축
◦반응경계면 화학반응 모형 개발을 통한 상세 화학반응 모형설정
◦반응 경계면 물질 및 에너지 전달 모형 개발 및 인접 전열관 2차 손상특성
평가 방법론 개발

Ⅳ. 연구개발결과
당해 연구를 통하여 제4세대 소듐냉각고속로 증기발생기 신뢰성 향상을 위하
여 이종금속 용접부위 평가 방법론 개발과 증기발생기 소듐-물 반응 다차원 해
석 방법론 개발하였으며 연구결과의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다.
- 이종금속 용접부위 평가 방법론 개발
이종금속 용접부 평가 방법론을 개발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고온 잔류응력
완화거동 평가 기술개발, 이종금속 용접 구조물의 손상 평가 및 이종용접 시
편을 이용한 크립-피로 손상 시험 등을 수행하였다. 고온 잔류응력 완화거동
평가 기술개발 부문에서는 전형적인 용접구조물에 대해 일반 잔류응력의 평
가 기반기술을 개발하고, 기존 방법보다 보수성이 적으면서도 적용성이 편리
한 포괄적 잔류응력 분포선도를 개발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T-평판 모델
에 RCC-MR의 크립 물성치를 적용하고, 550°C의 고온에 10,000시간 동안 노
출시킬 경우 초기 첨두 잔류응력은 약 70%가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304-316L 재료를 이용하고, 두 가지 용접법(GTAW,SMAW)을 적용하여
제작한 이종용접 구조시편을 이용하여 크립-피로 손상시험을 수행했다. 프랑
스의 RCC-MR A16 절차를 따라 크립-피로 균열개시 평가를 수행했고, 그
결과를 실제 구조시험에서의 광학현미경 사진과 비교한 결과 A16은 크립-피
로 균열개시 평가에 대해 적절한 보수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증기발생기 소듐-물 반응 다차원 해석 방법론 개발
소듐을 냉각재로 사용하는 소듐냉각 고속로의 증기발생기의 안전성과 관련하
여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로 취급되는 소듐-물 반응 현상에 대한 다차원
분석을 위해 현재 산업계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상용 CFD 코드 들을 대상
으로 그 모형의 특성과 한계 등을 평가하고, 소듐-물 반응 현상으 lah사를 위
해 가장 적합한 코드 및 해석모형의 선정 작업을 수행하였다. FLUENT,
STAR-CD,

CFX 등의 상용 전산해석 코드를 대상으로 각 코드의 장단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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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및 평가 결과를 토대로 SWR시의 화학반응을 동반한 SWR 열유동 현상
분석 용으로 CFX 버전 5.7.1이, 그리고 화학반응 모형으로는 와류소산모형
(EDM)이 각각 선정되었으며, 이를 활용하여 소듐-물 반응 현상에 대한 다차
원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과제를 통해 속도, 온도, 반응시 생성되는 기체의
질량분율 등에 대한 2차원적 분포를 얻을 수 있었으며, 각 상 및 성분들에 대
한 구체적인 상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상세 전산해석 방법론을 예비적으로
확보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함께 본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인접한 미손상
전열관의 손상 평가 방법론을 전열관의 기계적 건전성 확보 등과 연계하여
정량화할 수 있는 방법론을 예비적으로 개발하여 향후 계통 설계에 활용 가
능하도록 하였다.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본 과제의 연구결과는 제4세대 증기발생기 신뢰성 증진을 위한 GEN-IV 본
연구의 출발점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본 연구개발을 통해서 얻은 독창적이고
우수한 연구개발 결과는 향후 제4세대 소듐냉각 고속로 국제 공동연구에서 기
술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발판으로 활용될 수 있음.

-기술적 측면
◦이종금속 용접 부위 평가 방법론은 제4세대 고온 배관계통의 용접구조 설
계 평가 및 산업계 고온 구조물 등의 고온 용접구조 평가에 적극 활용 가능함
◦소듐-물 반응현상 다차원 상세해석 방법론은 계통 설계를 목적으로 개발된 기
존의 설계 코드 입력으로 사용되는 설계기준 전열관 물/증기 누출량의 결정을
위한 인접 전열관 손상전파 평가 방법론 개발에 적극 활용 가능함.
-경제․산업적 측면
◦이종금속 부위의 구조적 건전성 확보를 통해 발전소 설비의 유지보수 비용
최소화 및 용접부위 결함발생 가능성의 최소화를 통해 증기발생기 전열관
교체비용 절감 등을 이룩할 수 있으므로 궁극적으로는 배관 길이 및 루프
수의 감소 등 직접적인 경제성 향상 요인을 도출하여 발전소의 전반적인
경제성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음.
◦소듐-물 반응 현상에 대한 국내 고유 개념의 다차원 전산해석 체제를 확보함
으로서 지금까지 매우 큰 불확실성으로 인해 경제성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던
소듐-물 반응 대처설비에 대한 현실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궁극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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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경제성 향상에 기여할 것임.
-사회․문화적 측면
◦계통 설계에 많이 사용되는 이종금속 용접부위에 대한 설계 및 평가기술을
개선을 통해 발전소 구조물의 기계적 건전성 확보에 기여함으로서 제4게대
원자로 주된 특징 중 하나인 고온 구조물의 특성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여 발전소 안전성의 대중 수용성 개선에 이바지함.
◦소듐냉각 고속로의 가장 심각한 안전성 저해요인 중 하나인 소듐-물 반응
현상에 대한 충분한 분석 방법론 및 이에 대한 대처계통 설계를 통해 발전
소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적 토대를 마련하여 안전성에 대한 대중
친화성 개선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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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Project Title
Development of Fluid and I&C Systems Design Technology for LMR

Ⅱ. Objectives and Necessity of the Study
Since the R&D items in this study were selected from the R&D task of
“Reliability improvement of Steam Generator” of GEN-IV SFR Component
Design and BOP but the R&D duration is too short to accomplish the
objectives by 2005, this study needs to start in.
- Technological aspects
◦One of the major reasons for the steam generator tube operating at high
temperature is dissimilar metal welds. But since there is no explicit
design guideline yet, current design assumes the weld metal is the same
with the base metal. And structural integrity is sought to be assured by
introducing a strength reduction factor for the weld and a lower strain
limits

than

the

base

metal.

In

order

to

improve

the

economic

competitiveness, a reliable design and assessment procedures should be
developed.
◦A sodium-water reaction (SWR) has been considered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issues to be resolved for designing the steam generator and
the related systems of a sodium-cooled fast reactor (SFR). In a steam
generator of a typical SFR system, the sodium and water are separated
by the heat transfer tube wall and it makes a strong pressure boundary
between the shell-side sodium and the tube-side water/steam. For this
reason, if there is a small hole or breach, even with a pin hole, on the
heat transfer tube, a large amount of water/steam inside a tube may
leak into the sodium phase due to an extremely high pressure difference,
and an exothermic sodium-water chemical reaction takes place as a
result. Therefore, in order to ensure the integrity of the whol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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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nents, more detail simulation methodology for a SWR event in a
LMR steam generator is to be developed.
- Economical and industrial aspects
◦By preventing a failure at the part of dissimilar metal weld in high
temperature reactor structure, the economic competitiveness should be
improved

with

less

maintenance

works

and

corresponding

higher

availability.
◦By adopting a material having good thermal behaviour (e.g. 12Cr steel)
and dissimilar metal welds (e.g : 12Cr steel - 316LN SS), a drastic
improvement in terms of economic competitiveness for the liquid metal
reactor through reduction of the number of loops as well as length of
the pipe length is expected.
◦Even though the plant efficiency of a LMR is much higher than that
of

conventional

PWR

systems,

the

relatively

high

cost

for

its

construction and the essential risk for the sodium-water reaction (SWR)
phenomena occurring in a steam generator unit have been considered as
one of the most fatal problems for the wide use of the LMR. For this
reason, detailed analyses and the additional adoptions for equipments or
systems to cope with a SWR event should be considered in the design
stage of LMR system.
◦In order to investigate the additional tube rupture behavior at the
reaction zone in the steam generator, the wastage rate and the eroded
tube thickness of the heat transfer tube adjacent to the initially
postulated single ruptured tube is calculated and the effective method to
evaluate the subsequent tube rupture behavior is also proposed by
considering an allowable stress intensity for the conventional tube
material. By using the developed evaluation method for subsequent tube
rupture behavior, more reliable system design work for LMR steam
generator and related system is expected.
- Social and cultural asp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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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obability of crack and leak of a high temperature structure can
be reduced by ensuring the structural integrity with the development of
an assessment procedure for a welded structure. So it will contribute to
improving the public acceptance. In addition, the technology on the field
of development of the design procedure on high temperature dissimilar
weld metal can be led by us and correspondingly a great improvement
in our position is expected.
◦By using the developed detail simulation methodology for a SWR event,
the technical basement for minimizing the risk of a SWR event and its
consequence is ensured, and it is also expected that the public
acceptance for a sodium fast reactor (SFR) system can also be
enhanced as a result.

Ⅲ. Contents and Scope of the study
- Development of assessment methodology for Dissimilar metal weld
◦Development of assessment technology on high temperature residual
stress relaxation behavior at welded joint.
◦Establishment of damage assessment procedure for a structure with
dissimilar metal (304SS-316L) welds
◦Comparative evaluation on the characteristics of dissimilar / similar
welds
◦Damage characteristics test on a structure with dissimilar metal welds
- Development of multi-dimensional simulation methodology for a SWR
event in a LMR steam generator
◦Investigation of an international R&D trend related to the SWR analysis
and establishment of guidelines to develop a numerical simulation
methodology for a SWR ev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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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of

numerical

simulation

method

by

using

a

multi-

dimensional free surface analysis model with CFD approaches
◦Development of detail chemical reaction rate model during a SWR event
◦Development of mass and energy transfer model through the reaction
boundary & Evaluation of subsequent tube rupture propagation around
the reaction region

Ⅳ. Results of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 Development of assessment methodology for Dissimilar metal weld
In order to develop the assessment methodology for a component with
the dissimilar metal welds, development on relaxation behavior of high
temperature residual stresses, assessment of damage for a structure with
dissimilar metal welds, and creep-fatigue structural damage test using a
specimen with dissimilar metal weld have been carried out in this study.
In evaluation on the relaxation behavior of high temperature residual
stresses, the basic evaluation technology on the general residual stresses
for a typical welded structure has been carried out and a comprehensive
residual stress profile which is more convenient to apply while having
less conservatism has been developed. The relaxation analysis results on
the T-plate model which was used in this study showed that about 70%
of the peak residual stress has been relaxed when it was exposed to
550°C for 10,000 hours and the RCC-MR code creep property was used.
The creep-fatigue structural damage test has been carried out for a
specimen made of 304-316L materials with dissimilar metal welds of the
two welding methods (GTAW, SMAW). Creep-fatigue crack initiation
assessment was carried out using French RCC-MR A16 procedure, and
the

results

were

compared

with

those

of

the

optical

microscope

observation from the actual structural test. The results showed that A16
was reasonably conservative for the assessment of the creep-fatig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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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ack initiation.
- Development of multi-dimensional simulation methodology for a SWR
event in a LMR steam generator
A sodium-water reaction (SWR) has been considered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issues to be resolved for designing the steam generator and the
related systems of a sodium-cooled fast reactor (SFR). Based on the
previous works, a multi-dimensional numerical approach for the SWR
simulation is usually accounted to be possible by using the various
commercial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CFD) codes like STAR-CD,
FLUENT and CFX, and some advanced estimations for the applicability
of the analysis models and the physical limitations for each code have
been made to select the most powerful CFD code to simulate the
chemically reacting flow with various phases and components. As results
of

the

estimations,

thermal-hydraulic

CFX

behavior

version
during

5.7.1
the

is

SWR

selected
event

to

and

simulate
the

eddy

dissipation model (EDM) is also employed as the chemical sodium-water
reaction model. Based on the results covered in this study, it was found that
a

reasonable

methodology

for

the

SWR

analysis

including

detailed

informations for each phase and the components was provided with the
two-dimensional fields of velocity, temperature, mass fraction, etc. In order
to investigate the additional tube rupture behavior at the reaction zone,
the wastage rate and the eroded tube thickness of the heat transfer tube
adjacent to the initially postulated single ruptured tube is calculated by
using the multi-dimensional SWR analysis results, and the effective
method to evaluate the subsequent tube rupture behavior is also proposed
by considering an allowable stress intensity for the conventional tube
material.

Ⅴ. Future Application of the Study
- Technological asp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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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echnology developed in this study on dissimilar metal weld will be
utilized for the design and assessment of the dissimilar metal weld for the
Gen IV reactor and piping system. In addition the assessment procedure on
dissimilar metal weld(Draft) will be utilized as a part in developing a high
temperature assessment procedure with continuous upgrade in the future.
◦The developed multi-dimensional simulation method for a SWR event is
to be used for the development of the evaluation methodology for a
subsequent tube rupture behavior in a steam generator, and it will also
have

contribution

to

determine

a

design

basis

leak

amount

of

water/steam from the SG tubes as a result.
- Economical and social aspect
◦Improvement of economic competitiveness can be achieved by ensuring
the structural integrity of dissimilar metal welded part, and minimization
of the costs of maintenance and tube replacement can also be achieved
through minimizing the risks of the rupture and leak accident through
continuous development of the assessment technology on dissimilar metal
weld. In addition improvement of economy can be worked out by
adopting dissimilar metal weld through reduction of pipe length and
number of loops.
◦Based on the developed inherent multi-dimensional SWR simulation
methodology, it is expected that the unnecessary capital costs to employ
additional equipments or systems to cope with a SWR event can be
minimized, and consequently the economic competitiveness of the SFR
system can also be improved.
- Social and cultural aspects
◦It is intended to contribute to improving the public acceptance and safety
which is one of the major characteristics of Gen IV reactor by minimizing
the possibility of accident for the reactor structure through improving the
design and assessment technology on the parts with dissimilar metal welds.
◦By using the developed SWR simulation methodology, the technical
basement for minimizing the risk of a SWR event and its consequence
is ensured, and it is also expected that the public acceptance for a
sodium fast reactor (SFR) system can also be enhanced as a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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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본 연구는 한국에서 제안한 GEN-IV SFR Component and BOP 연구개발 항
목(“Reliability improvement of Steam Generator”)으로 선정되었으나 초기 타당
성 평가 기간까지의 짧은 기간 동안 소기의 연구성과를 이루기 위해서, 본 연구
에 필요한 기본적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이다.
소듐냉각 고속로는 기존 경수로에서 발생된 사용후 핵연료의 폐기물을 감소시
키고, 증식을 통하여 우라늄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하게 하며, 발전소 효
율 측면에서 기존 경수로에 비해 우수한 장점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냉각재로 사
용되는 소듐의 소듐-물 반응 현상 발생 가능성으로 인해 소듐냉각 고속로의 상
용화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소듐냉각 고속로에서 소듐-물 반응은 일반적으로 증기발생기에서 발생된다.
고압으로 운전되는 증기발생기 전열관이 파손되면 물/증기의 누출로 소듐과 물
의 격렬한 화학적 반응이 발생하여 원자로 전체의 안전성에 위협을 주게 되므로
소듐-물 반응 발생 사고에 대처하고, 소듐-물 반응을 사전에 탐지하기 위한 다
양한 설비가 필요하다.
소듐-물 반응 사고를 사전에 탐지하기 위한 설비는 소듐 냉각재 내부의 산소
이온 농도측정방법, 소듐-물 반응 음향탐지 방법 및 소듐내부의 압력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으나, 현재는 탐지 속도가 매우 느린 이온탐지법이나, 미량 누출시에는
작동되지 않는 압력 측정 방법이 기존 발전소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음향탐지 방
법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소듐-물 반응 음향탐지 방법은 소듐-물 반응의 진행 형태와 계측기기
의 설치 위치에 따라 매우 민감하게 측정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므로 증기발생기
내부의 소듐-물 반응 현상의 거동을 정확하게 이해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증기발생기 내부의 소듐-물 반응 현상 다차원 해석방법론을
개발하는 것이 주요 연구목적 중의 하나다.
또한 증기발생기 전열관 손상 주요 발생원인 중 하나는 이종금속 용접으로, 이
에 대한 명시적 설계 평가절차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현행 고온구조 설계평가 지
침은 균일 재료(모재)로 가정하고 강도 감쇠계수의 도입 및 한계치(변형률)를 낮게
설정함으로써 보수성을 확보하는 절차를 채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원자로 계통 전체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발전소의 경제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이종용접 부위 평가를 위한 적절한 평가절차가 개발되어 적요되어야 고
온구조물 이종금속 부위의 구조건전성이 확보되어 용접부위 결함 및 손상 발생
가능성이 줄어 유지 보수가 줄어들고, 가동성 및 생산성이 향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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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서 아직 국제적으로 개념정립 단계에 있는 고온 이종금
속 재료의 평가절차 개발에서 신뢰성 있는 절차를 우리나라에서 개발하면 우리
의 원자력기술 위상이 크게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필요성을 충족시키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수행된
세부적인 연구 내용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증기발생기 소듐-물 반응 다차원 해석 방법론 개발
∙국외 해석 방법론 검토 및 개선방향 도출을 통한 다차원 해석모형 개발 연구
방향 설정
∙소듐-물 반응 다차원 반응 경계면 유동 해석 방법론 개발을 통한 전산해석
체제 구축
∙반응경계면 화학반응 모형 개발을 통한 상세 화학반응 모형설정
∙반응 경계면 물질 및 에너지 전달 모형 개발 및 인접 전열관 2차 손상특성
평가 방법론 개발
- 이종금속 용접 부위 평가 방법론 개발
∙용접부 고온 잔류응력 완화거동 평가 기술개발
∙이종금속(304SS-316L) 용접 구조물 손상 평가절차 정립
∙이종/동종 용접의 특성 비교평가
∙이종금속 용접 구조물 손상 특성 시험 (고온 크립-피로 결함거동 시험 데이터
생산

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액체금속로는 30여년간의 개발기간과 250 원자로.년의 운전실적이 쌓여진 상용화
직전 상태의 노형으로, 이에 따른 유체계통 설계 기술 역시 해외에서는 기술의
상업적 실용화 직전단계까지의 기술이 개발되었으나,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
는 분야는 제4세대 원자로의 설계특성으로 기존 선진국에서도 이제 시작단계인
연구 분야이다. 구체적인 국내외의 연구 현황은 다음에 기술된 바와 같다.
제 1 절 국외 연구개발 현황
- 국외 연구개발 실적
이종금속 용접부위 건전성 평가 방법론은 고온설계 지침에서 명시적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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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금속 용접부의 설계 절차를 제시하고 있는 설계지침은 아직 없으며, 다만 특정
재료 및 사례에 관한 평가절차로서 영국의 R5 절차가 있다. 영국의 R5 절차는
British Energy 연구그룹이 개발한 고온구조 평가지침으로서, R5는 고온 크립 영
역에서 2․1/4Cr-1Mo과 AISI 316SS으로 접합되는 이종금속 용접에 관한 평가
절차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해당재료에 국한된 단순화된 평가절차이며 평가절
차에 필요한 재료 물성치조차도 대외비로 분류하여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활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영국의 AEA Technology로부터 분리된 민영회사인 Serco Assurance도 R5
절차를 따른 2․1/4Cr-1Mo과 AISI 316SS 이종금속 용접에 대해 크립 및 크립
균열성장에 관한 평가를 수행한 바 있으나 구체적인 결과는 역시 대외비로 분류
하여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일본은 액체금속로(SFR)에 고온 열거동이 우수한 12Cr강의 재료개발 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이를 중간열전달계통(IHTS) 및 증기발생기계통(SGS) 배관에
채택하면 배관길이를 크게 감축시킬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경우 12Cr과
316FR(316LN 해당)의 이종용접부가 발생하는데 일본은 JNC를 중심으로 12Cr강
의 재료개발 연구를 Gen-IV의 국제공동 연구항목으로 개발하여 추진 중에 있으
며, JNC는 KAERI의 12Cr-316LN 이종금속 용접에 관한 Gen-IV 공동연구 제안
에 대해 많은 관심을 밝힌 바 있다.
증기발생기 소듐-물 반응 다차원 해석은 소듐냉각 액체금속로의 설계 및 건
설 경험을 갖고 있는 선진국의 경우, 실험을 통하여 설정된 관계식을 바탕으로
설정된 설계기준에 따라, 증기발생기 전열관 파손시 증기발생기 내부 거동을 단
순 가정하여 계통 전체의 거동을 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최근 일본
JNC에서 소듐-물 반응 경계면을 추적하는 모형과 이상유동 특성 모형을 반영하
는 3차원 해석 방법을 개발하였으나 경계면에서 발생하는 화학적 반응모델을 사
용하지 않고 튜브 파손부위에서 화학적 생성물이 주입된다는 가정을 사용하여
실제 물리적 현상과 다소 상이한 해석을 수행하고 있다.

제 2 절 국내 기술개발 현황
국내 원전에서 사용되는 이종금속 용접부위 건전성 평가 방법은 분지배관 노
즐부의 이종금속 용접부 평가 및 파괴거동 평가가 KOPEC을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으나 이는 크립영역 이하의 온도에서 운전되는 경수로에 관한 것이다. 한국원
자력연구소에서는 2004년도부터 액체금속로 연구개발 과제에서 304-316L 재료로
제작된 용접구조물을 이용한 시험 및 평가연구를 수행 중에 있다.
1997년부터 수행된 원자력 중장기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소듐을 냉각재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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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국내 최초의 액체금속 원자로인 KALIMER가 개발되어 왔으며, 1단계 연구
개발을 통해 소듐-물 반응현상의 초기 현상에 대한 1차원적 해석 방법론이 개발
되었다. KALIMER 증기발생기의 소듐-물 반응 현상 분석은 초기뿐만 아니라 지
속적인 반응 소스항 생성에 의한 장기 해석이 필요한 항목이므로, 원자력 중장기
개발 사업의 2단계 및 3단계 연구 기간을 통해 소듐-물 반응현상 중, 후반기로의
해석 영역 확장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연구 개발 과정을 통해 확보된 전산체제에
대한 1차적인 실험적 검증이 완료된 상태이며 증기발생기 내부 소듐-물 반응 현
상에 대한 다차원 분석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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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 수행내용 및 결과
제 1 절 이종금속 용접 부위 평가 방법론 개발
1. 용접구조물 설계평가기술 현황 분석

가. 개요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과 Cr-Mo 페라이트강 사이의 이종금속 용접은
고온상태의 발전설비에서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증기발생기 계통에서 1차
보일러 튜브와 열교환기와 같이 낮은 온도로 유지되는 부분은 경제적이기 때문
에 대개 페라이트강이 많이 사용된다. 고온으로 운전되는 과열기와 재열기의 후
단부와 같은 부분은 높은 크립 강도와 산화에 대한 저항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으로 제작된다. 따라서 두 부품 사이에는 열 및 기
계적 성질이 상당히 다른 이종금속 용접이 존재하게 된다.

나. 이종용접부의 특성

액체금속로를 포함한 제4세대 원자로의 용접 구조물에서 구조건전성 관점에
서 이종금속 용접부는 가장 취약한 부분의 하나이다. 따라서 이종금속 용접부를
갖는 고온구조무물의 설계 및 평가에서 신뢰성 있는 평가법을 개발하고 적용하
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종용접에서 통상 한 쪽 부위는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리스강이, 다른 한 쪽은
저합금 페라이트강 또는 다른 합금재료가 대상이 되며, 원자로 블록과 증기발생
기 계통에 많이 적용되고 있다. 이런 이종 용접부는 구조물에서 가장 취약한 부
분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설계수명 이전에 파손이 발생할 가능성이 다른 곳 보
다 높다. 이종용접 부분이 구조적 건전성 관점에서 특히 취약해지는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다.

- 열물성치가 상당히 다른 두 물질의 용접에서 열팽창계수의 차이 때문에 용접
금속 경계면에서의 큰 열응력이 발생한다.
- 증기발생기 튜브에서 다른 표면으로부터 산화물 노치가 전파되고, 경계면의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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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산화된다.
- 페라이트강에서 오스테나이트강 용접부로 탄소가 이동하기 때문에 용접부 경
계면에서 가까운 탄소 고갈 지역에서 페라이트강의 크립 손상이 가속화된다.
- 용접부의 용융선으로부터 먼 곳에서 탄화물이 분리되고, 탄화물 입자가 용융선
에 가까운 오스테나이트 입자 경계면을 따라 침투함에 따라 미세 조직의 불
안전성이 발생한다.

위의 문제들을 단순화시키기 위해 용착금속으로 통상 니켈 합금강을 사용한
다. 이 재료는 페라이트 합금과 오스테나이트 합금의 중간 크기의 열팽창 계수를
갖는다. 이와 같이 열물성치가 점진적으로 변함에 따라 과도 및 정상 열하중이
작용할 때 용접부위에서 비교적 작은 열응력이 발생하게 된다. 설계수명에 도달
하기 전에 이종금속 천이 접합부에서 파손이 발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페라이
트강과 오스테나이트강의 용접에 관한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왔다. 그 거동을 살
펴보면 열팽창계수의 차이 때문에 비교적 큰 열응력이 접합부에서 발생한다. 파
손 가능성이 가장 큰 구역은 용접부와 페라이트 강 사이의 접합부분이다. 수많은
원자로 기동과 정지 과도 동안 해당 기기에 가해지는 열 사이클은 접합부의 조
기 파손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반복 응력이 잔류응력 위에 중첩되
고, 외부하중 및 내부 증기압력이 이종용접부의 파손을 발생시킬 가능성도 있다.

접합부의 수명은 열팽창 응력이 단계적으로 변하도록 용접재료 및 방법을 선
정함으로써 반복 열응력의 크기를 감소시키고, 수명도 개선시킬 수 있다. 해결방
법은 오스테나이트강과 페라이트 강 사이의 중간 열팽창 계수를 갖는 재료를 중
간에 삽입하는 것이다. Alloy 800이 중간 삽입금속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
종접합부에 발생하는 반복 열응력의 크기를 상당히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Alloy 800은 고온에서 크립 및 산화에 대한 저항성이 우수하다[1-1].

다. 이종용접부 적용 사례

프랑스의 슈퍼피닉스는 4개의 증기발생기를 가지고 있으며 증기발생기의 중심
부는 SPH강으로 만들어졌다. 이 재료는 오스테나이트계 스텐레스강 AISI type
316L에 해당된다. 이 재료의 장점은 AISI 316L강과 동등한 고온 물성치를 갖고, 낮
은 탄소 함유량으로 인해 내부 결정학적 부식에 저항성이 우수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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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중대 결함은 증기발생기를 용접하는 동안 발생했다. 고온 균열(hot
cracking)이 용접과정에서 발견되었으며 용융된 금속 부근의 모재에서 발생했다.
입자 경계면에서 보론 석출물 때문으로 입자 경계내 균열이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 초기의 자동 wire-flux 용접이 수동용접으로 대치되었다. 이
경우에 용접 에너지는 hot cracking을 방지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낮아진다.

그림 1-1 PFBR 이종용접부

열교환기 튜브는 Alloy 800의 둥근 바를 용접해서 만들었다. 각 튜브의 원래
길이는 22m이고, 증기발생기에서 완성된 열교환기 튜브의 길이는 91.5m이다. 따
라서 헬리컬 코일작업(helical coiling) 이전에 맞대기 용접에 의해 튜브를 용접해
야 한다. 튜브용접을 위해 자동 TIG용접이 채택됐고, 용접부를 접합하기 위해 용
접봉을 2 pass에 걸쳐서 용접한다. 물과 증기가 닿는 부분은 페라이트강과
2.25Cr 1Mo 강으로 만들어졌으며 인코넬이 용접봉으로 사용되었다[1-2].

그림 1-2 Bhaduri 실험 이종용접부

인도의 고속증식 원형로인 PFBR에서는 증기발생기 삼중 천이 접합부의 개발
이 이루어졌다. 모재로서 Mod. 9Cr-1Mo강, 오스테나이트 AISI SS 316LN강과
중간 천이부분에 Alloy 800을 사용한 용접이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용접부에서
는 그림 1-1과 같이 2개의 접합부가 필요하다. 하나는 Mod. 9Cr-1Mo강과 All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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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 사이의 접합부이고, 다른 하나는 316LN강과 Alloy 800사이의 접합부이다. 두
접합부 중 균열발생의 가능성이 큰 곳은 페라이트강과 중간금속 사이의 접합부
이다. 고온구조 용접 접합부에 오스테나이트계 용접재료를 사용하면 페라이트강
으로부터 용착금속으로의 탄소이동이 발생한다. 용접재의 탄소확산 경향을 감소
시키고, 열팽창계수에서 완만한 변화를 주기 위하여 니켈합금인 인코넬 l82/182
를 주로 사용한다. Alloy 800-316LN 접합부에서는 오스테나이트계 철 합금 및
니켈합금의 용접재를 사용할 수 있다. 용접재의 비교에서 인코넬 용접재가 가장
좋은 접합특성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림 1-3 접합부의 위치에 따른 경도값

액체금속로 이종용접부의 개발에 대해서도 다수의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대표
적인 경우가 Bhaduri에 의해서 수행된 것으로서 액체금속로의 증기발생기 루프
의 천이 접합부(transition joint)에 대한 연구이다. 이 연구에서는 Alloy 800을 사
용하여 3개 종류의 금속 접합부를 조사했다. 그림 1-2에서 인코넬 182가
2.25Cr-1Mo강과 Alloy 800 사이의 용접봉으로 사용되었으며Alloy 800과 오스테
나이트 스테인리스강의 연결을 위해 16Cr-8Ni-2Mo을 포함하는 오스테나이트 계
열의 용접봉이 사용되었다. Bhaduri는 인코넬 182와 16-8-2 용접봉의 hot
cracking 민감도 및 Alloy 800과 304 스테인리스강 사이의 맞대기 용접부의 기계
적 물성치에 대해 연구했다. 그리고 Alloy 800과 2.25Cr-1Mo강 사이의 맞대기 용
접부의 기계적 물성치와 미소 조직적인 용접후열처리(Post Weld Heat Treatment)
의 영향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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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용접재 Inconel 182와 16-8-2강의 온도에 따른 항복강도

그림 1-5 용접재 Inconel 182와 16-8-2의 온도에 따른 연성

Alloy 800과 304 스테인리스강 사이의 접합부 분석을 수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용접부와 Alloy 800 경계면 좌우의 경도특성을 살펴보면 그
림 1-3에서보는 바와 같이 인코넬 182의 용접봉을 가진 접합부가 16-8-2 용접봉
의 접합부보다 더 낮은 경도값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4에서 그림
o

1-7까지의 그림은 인코넬 182가 623 K 이상의 온도에서 16-8-2강 용접봉에 비해
o

o

상대적으로 더 높은 항복강도와 인장강도를 가지며 298 K ∼ 693 K 사이에서 더
높은 연성을 갖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1-6 용접재 Inconel 182와 16-8-2의 온도에 따른 인장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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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oy 800과 2.25Cr-1Mo강 사이의 접합부 분석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
다. 그림 1-8에서 용접후열처리(PWHT)는 인코넬 182/페라이트강의 용융 경계면과
o

페라이트강의 열영향부(HAZ)에서 경도의 구배를 감소시킨다. 그림 1-9는 1023 K에
o

서 PWHT의 경우 모재의 경도가 감소하는 반면 973 K의 PWHT의 경우에는 접합부
를 기준으로 완만한 경도 구배를 갖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1-7 용접재 Inconel 182와16-8-2의 온도에 따른 인장강도 인장율

PWHT 과정에서 온도를 증가시키면 항복강도와 인장강도의 감소를 발생시키
며 용접부 연성은 PWHT온도와 시편 시험온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PWHT의
온도 증가는 페라이트강/용접부 경계면에서 석출물의 발생을 증가시킨다.
이런 현상으로 인해 파손된 접합부의 파단면 관찰도를 보면 거친 탄화 석출물의
선이 나타나 있다. 따라서 PWHT의 온도감소는 이러한 형태의 접합에서 기계적
물성치과 재료의 미소 조직적인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바람직하며, 용접부의 파
괴인성에 대해서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1-3].

그림 1-8 용융선 부근의 경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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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열처리 접합부의 위치에 따른 경도값

라. 각국의 고온 용접설계지침 비교분석 및 현안

고온 구조설계를 위해 미국, 프랑스, 일본 및 영국 등은 고온 설계지침을 이
용하여 일반적으로 구조물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인 용접부 설계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여기서는 먼저 각국의 용접관련 설계지침의 특징을 비교하고, 미완성 현안
에 대해 분석했다.
미국의 ASME-NH[1-4]는 이미 1980년대 후반에 개발된 비교적 안정화된 지
침이지만 설계지침이 다루고 있는 재료 물성치가 일부 재료로 국한되어 있어 용
접설계가 소수의 재료에 대해서만 가능하다는 제약이 있다. ASME-NH의 최신
버전인 2004년판을 기준으로 할 때 ASME-NH를 따라 고온설계가 가능한 재료
는 모재에 대해서는 316SS, 304SS, 2 1/4Cr-1Mo, Alloy 800H, Mod.9Cr-1Mo,
용접재료에 대해서는 308SS, 316SS, 16-8-2강, Inconel (Ni Cr Fe-2, Ni Cr-3)강
등이 있다. Mod. 9Cr-1Mo 강을 2004년판에 편입시킨 ASME 코드의 고온 서브
그룹 위원회는 향후 고온 액금로의 재료인 316LN도 포함시키기 위한 노력을 경
주하고 있다. 미국 내에서 액체금속로 개발연구가 중단된 이후 고온 신재료의 개
발 및 재료물성치의 구축을 위한 연구활동은 미진했지만 최근 고온 및 초고온
원자로 노형을 포함하고 있는 제 4세대 원자로 개발을 위한 연구가 활기를 띄면
서 고온 구조 설계 평가를 위한 연구활동[1-5]도 탄력을 받고 있다.
프랑스의 RCC-MR[1-6,1-7] 지침은 고온설계와 관련하여 비교적 상세한 절
차를 제시하고 있다. 설계 재료의 물성치 데이터 모음인 A3[1-8]에는 많은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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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열되어 있지만 세부 각 물성치 항목에서는 필요한 물성치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많아 실제로 설계에 사용할 수 있는 재료는 316LN과 304SS 등의
소수 재료에 국한되어 있다. 그러나 2003년 봄에 출간된 RCC-MR 2002에는 일
부 물성치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지고, 용접설계 절차도 업그레이드된 것으로 알
려지고 있다.
일본의 DDS[1-9] 설계지침은 다년간 용접구조물에 대해 다양한 구조시험 및
해석을 수행하여 개발된 것으로 종전 버전인 BDS[1-10] 대비 비교적 상세한 용
접설계 절차를 제시하고 있다. DDS는 일본의 액체금속로 전용으로 개발된
316FR강 및 Mod.9Cr-1Mo강 등의 최신 재료에 대한 물성치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DDS의 용접설계 지침도 역시 316FR강 및 Mod.9Cr-1Mo강 등의 일부
재료에 대한 절차를 제시하고 있으며 모재와 용접재가 동일한 동종(similar) 용접
에 대해서만 설계절차를 제시하고 있다.
영국은 고온 용접구조물 설계지침으로서 단행본으로 된 설계절차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BS5500[1-11]과 ASME-NH 및 ASME-NB[1-12] 등을 혼용하여 사
용하고 있다. 영국은 고온 설계지침보다는 현재 가동 중인 신형가스냉각로(AGR)
및 액체금속로용의 건전성 평가지침으로서 고온에 대해서는 R5[1-13], 그리고 저
온 구조물에 대해서는 R6[1-14] 절차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British Energy
가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R5의 용접구조물 평가와 관련하여 Volume 6에는
2.25Cr-1Mo 및 316SS강 재료에 국한된 평가절차가 제시되어 있고, Volume 7에
는 Cr Mo V 재료에 국한된 동종 용접에 대한 평가절차가 제시되어 있다. 저온
용접부의 잔류응력 평가절차는 R6의 Section II.7에 제시되어 있으며 영국의 표
준평가절차인 BS7910[1-15]도 결함이 존재하는 용접구조물의 저온 평가절차를
제시하고 있다. British Energy는 용접부의 고온 및 저온 평가절차에서 보수성을
줄이면서도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를 수행 중에 있다.
영국의 고온평가지침인 R5 절차에서 용접부의 결함평가절차는 Vol.4/5에 제시
되어 있다. 이는 동종(similar) 용접에 대해 적용되며 다음의 부등식을 만족하면
용접 잔류응력을 무시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σ max
E

n

 δ i  n +1
< 0 . 1

 R ' (ao ) 

여기서 σmax은 피크 등가 용접 잔류응력이고, δi는 잠복(incubation) 균열 열림변
위(COD), R'(ao)는 균열길이의 함수로서 하중 및 재료에 무관한 초기균열길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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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수이며 R5의 A4.7.7에 제시되어 있다.
만일 잔류응력에 따른 위의 부등식이 만족되지 않을 경우 R5는 용접 잔류응
력이 중요한 것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 경우에는 R5의 2003년판 Appendix A3.4
의 절차를 따라 먼저 초기 참조응력을 결정하고, 이에 따른 초기 크립응력 인자
*

(parameter) Co 와 초기 참조응력의 완화, 재분포(redistribution) 시간, 균열의 초
기성장 이전의 잠복시간, 연속체 손상(continuum damage) 및 균열 성장 길이 a
를 평가하는 절차를 따라 결함해석을 수행한다.
또한 R5의 Voume 7은 용접후 열처리(PWHT)를 가한 CrMoV강 용접 배관에
대해서만 잔류응력 평가절차를 제시하고 있다.
고온 평가절차인 R5와 저온 평가절차인 R6에는 용접구조물 평가절차가 제시
되어 있지만 아직은 제한적인 재료에 대한 절차만 제시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해
서도 물성치 DB인 R66의 입수가 어려워 실질적인 평가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
러나 2003년판 R5 내에는 예제(Worked Example)가 제시되어 있어 향후 R5 절
차를 적용할 때 참고할 수 있다. 저온 용접구조물의 평가를 위한 평가지침으로는
영국의 표준인 BS7910을 활용할 수도 있다. BS7910은 T-평판, T-배관 접합구
조물 등 전형적인 용접구조물에 대해 보수적인 용접 잔류응력 분포를 제시하고
있다. 다만 잔류응력은 특성상 구조물 내에서 힘의 평형 방정식을 만족하지만
BS7910 및 R6가 추천하고 있는 길이(longitudinal) 방향 및 횡(transverse) 방향
잔류응력 분포도는 힘의 평형방정식을 만족하지 않으며 실제 측정치보다 보수적
으로 설정이 되어 있다.

마. 용접구조부 손상 평가기술 개발

고온구조물의 용접부 설계에서는 일반적으로 모재의 물성치를 사용하며 용접
효과를 고려하기 위해 설계허용치를 나타내는 몇 가지의 감소계수(reducing
factors)를 도입하여 설계한다. 용접부 설계평가에서 응력제한치 평가, 크립손상
평가 및 피로손상 평가에 사용되는 용접영향은 다음과 같은 용접인자, Jm, Jr, Jt
와 효율계수(efficiency coefficient) n 등에 의해 용접재료와 공정 및 검사 접근성
을 등을 고려한다. 표 1-1에서 Jm, Jr, Jt는 모재에 대한 용접재료의 강도계수를
나타내며 피로손상 평가시 표 1-1의 f는 피로강도감소계수(Fatigue Stringth
Reduction Factor : FSRF)를 의미한다.
표 1-1에서 모재에 대한 시간 비의존 응력강도가Sm일 때 용접금속, 용접절차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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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접근성에 따라 용접부의 응력강도 한계치는 n Jm Sm으로 모재보다 n Jm만큼
허용치가 줄어들게 되며 시간의존(dependent) 응력강도 허용치도 시간인자 n Jt가
고려된 n Jt St으로 감소하게 된다. 크립손상을 평가할 때 파단응력강도 Sr도 역시
용접금속, 용접절차 및 검사 접근성에 따라 허용치가 n Jr Sr로 감소된다. 그런데
피로손상에 대해서는 용접금속에서의 피로곡선이 모재 재료의 피로곡선 △ε-N에
강도계수 Jf를 나눠준 △ε/ Jf - N 곡선으로 평가한다. 용접형태 및 검사성을 고려
하여 표 1-1에 나타난 바와 같이 f △ε/ Jf - N 피로곡선을 사용한다.

표 1-1. 용접 조건을 고려한 다양한 용접인자들
시간무관 응력강도
시간의존 응력강도
크립손상
피로손상

모재
Sm
St
Sr
피로곡선 △ε- N

용접금속 + 용접공정
J m Sm
Jt St
Jr Sr
△ε/ Jf - N

용접형태 + 검사
n Jm Sm
n J t St
n J r Sr
f △ε/ Jf - N

고온 용접구조물의 설계 및 평가와 관련된 설계코드로는 미국의 ASME-NH, 프
랑스의 RCC-MR, 일본의 DDS 등이 있으며 설계안전여유도가 고려되지 않는 평
가지침으로서는 영국의 R5 지침이 있다.
프랑스의 적용지침에 대해 살펴보면 EFR의 원자로용기 및 내부구조물 재료로
선정된 316L(N)강에 대해서 두 가지 CrNiMo강(19Cr 12Ni 2Mo, 16Cr 8Ni 2Mo)
을 용접재로 한 수동전극 용접법을 적용한 시험이 수행된 바 있다. 이들 위치에
서 용접관련 다음과 같은 계수들을 사용했다.
- Jm = 1
- Jr : 시간 및 온도관련 계수로서 0.8 ≤ Jr ≤ 1
- Jt : 시간 및 온도관련 계수로서 0.82 ≤ Jt ≤ 1
- Jf = 1
여기서 완전 관통된 용접부이고, 체적검사가 가능하면 효율계수 n=1이고, 피로
강도감소계수, f=1이다. 부분 관통된 용접부나 검사의 한계가 있을 경우 n=0.5이
고, f=4이다. 여기서 계수 n과 f는 완전 검사가 불가능한 용접부에 부과하는 벌칙
계수(penalty factor)이다. 따라서 구조물의 중요 부위에서는 일반적으로 벌칙계
수가 적용되는 용접을 하지 않는다.
영국의 용접설계지침은 고온부문은 미국 ASME-NH 코드에, 저온부문은 영국
표준인 BS 5500[1-11]과 ASME-NB에 기초하고 있다. 영국의 지침에 따른 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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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에서도 탄성절차이건 비탄성절차이건 용접부는 모재와 같은 기계적 성질을
갖는다고 가정하고 용접재에 대해서는 설계계수를 고려함으로써 용접을 고려한
다. 용접불연속부의 기하학적 형상은 응력해석에서 고려한다.
ASME-NH에서는 용접부의 연성(ductility)에 대한 우려로 인해 변형률 제한치
는 모재의 50%로 제한하고 있으며 비슷한 개념이 RCC-MR의 비탄성 절차에도
적용되고 있다. 피로손상계수 계산에서 ASME의 피로강도곡선은 소형 무결함
(smooth) 모재강 시편에서 얻은 피로곡선을 이용하여 피로 데이터나 용접 toe에
서의 탄성응력 집중계수로부터 유도할 수 있는 피로강도 감소계수를 활용하여
수명에는 ‘20’을 응력 또는 변형률 범위에는 ‘2’의 안전계수를 고려하여 피로 설
계곡선을 설정하여 이용하고 있다. 반면 BS5500에서는 완전관통 맞대기 용접
flush ground 시편에 대해 단일 피로설계곡선으로부터 유도한 강도곡선을 활용
하며 안전계수는 수명에 대해서는 ‘15’, 응력범위에 대해서는 ‘2.2’를 사용한다. 반
면 BS5500을 따른 크립손상 평가에서는 FSRF가 1이고, 크립손상은 ‘dressed’ 형
상에 대한 상세 해석으로부터 결정한다. 여기서 ‘dressed’는 완전 검사가 가능하
고(n=1,f=1) 설계에서 기하학적 형상이 명시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 고온 잔류응력 완화거동 평가

가. 잔류응력 분포 특성
1) T-평판 및 T-배관의 잔류응력
고온에서의 잔류응력 거동을 평가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먼저 전형적인 용접구
조물인 T-평판과 T-배관(tubular T-joint)에서 잔류응력의 분포 특성을 조사하고, 선
형탄성파괴역학(LEFM)을 이용해 용접부에 결함이 있을 경우 응력강도계수(SIF)의
평가를 통해 기존의 평가지침이 제시하고 있는 잔류응력 분포의 보수성을 정량화했
다. 이어서 기존의 방법보다 광범위한 용접 및 기계적 가공에 의한 잔류응력에 대해
보다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잔류응력 분포선도를 제시했다. 이어서 과하중
(overload)에 의해 잔류응력을 발생시키고, 이의 고온 크립 환경에서의 응력 재분포
거동을 평가했다. 크립 평가에서는 크립 물성치가 다른 경우에 대한 물성치 영향평가
도 수행하였다. 여기서는 전형적 용접구조물인 T-평판과 T-배관 구조물의 잔류응력
분포 특성에 대해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T-평판 용접구조물의 형상은 그림 1-10에
표시된 바와 같다. 용접구조 그림의 방향 정의에서 용접이 진행되는 방향이 종
(longitudinal) 방향으로 정의하고, 용접 진행면에서 이에 수직방향은 횡(transve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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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으로, 용접 진행면에 수직인 방향은 수직(normal) 방향으로 정의한다. 여기서 T평판의 재료는 발전소 및 앞바다(offshore) 구조재료로 사용되고 있는 영국의 재료규
격 B3 EN 10025 Grade S355[1-16]인 탄소강이고, T-배관 재료는 탄소강인 BS 7191
Grade 355 EMZ[1-17]이다.
longitudinal

A

tt=50
= 50
250

transverse

normal
z

A
A

W = 50

x
y

50

500

그림 1-10 T-평판 용접구조물 (단위 mm)

Normalised residual Stress, σ /σy

0.8
Transverse
Longitudunal
Normal

0.6
0.4
0.2
0.0
-0.2
-0.4
0.0

0.2

0.4

0.6

0.8

1.0

Normalised position, y/W

그림 1-11 T-평판의 잔류응력 측정 결과

그림

1-10에서

용접

toe인

A점으로부터

수직인

y축

방향으로

측정선

(measuring line)을 따라 측정한 T-평판의 잔류응력 분포는 다음의 그림 1-11에
서와 같이 세 방향 모두 용접 toe 부분에서 최대 잔류응력이 발생하고, 두께 방
향으로 힘의 평형을 만족하는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Y-18]. 여기서 각 용접구조
물의 횡 방향, 길이 방향 및 수직 방향은 그림 1-10에 정의되어 있다.
페라이트강 및 오스테나이트강으로 만들어진 T-평판에 대해 영국의 평가지침인
R6[1-14] 및 BS7910[1-15]이 제시하는 잔류응력 분포선도는 그림 1-12에서와 같이
주어진다. 여기서 횡축은 두께방향으로 무차원화된 좌표로 ‘0’은 그림 1-10의 상부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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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인 A점을 의미하고, ‘1’은 두께방향으로 T-평판 기준으로 y=50mm(T-배관에서는
25mm)인 하부 표면을 의미하며, 종축은 항복응력으로 무차원화시킨 잔류응력을 의
미한다. 그림 1-11에서 잔류응력 분포를 보면 왼쪽의 측정치는 대략 두께방향으로 평
형(self-equilibrating)을 만족하고 있지만, 그림 1-12의 잔류응력 분포는 모두 인장응
력 영역에 있어 평형식을 만족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평가의 보수성을
위해 평가절차가 많은 측정 데이터의 상계(upper bound) 값에 기초하여 잔류응력분
포를 보수적으로 제시했기 때문이다[1-14].
1.2

R6 (Tube)

normalised
normalised stress,
residualσ stress
/σy

1
0.8

BS7910
(T-plate & Tube)

0.6
0.4
0.2
0

R6 (T-plate)

-0.2
0

0.2

0.4

0.6

0.8

1

normalised position, y / W

그림 1-12 R6와 BS7910의 T-평판, T-배관에 대한 잔류응력 분포도

한편 그림 1-13에 제시된 T-배관의 crown 위치와 saddle 위치에서 측정한
잔류응력 분포는 그림 1-1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종방향, 횡방향 등 모든 방향의
잔류응력 분포 양상이 T-평관과는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1-18]. 또한
중성자 회절법으로 측정한 잔류응력 분포도는 T-배관의 용접 특성상 자체 구속
으로 인해 힘의 평형을 만족하는 형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용접과정에서 외부
또는 자체 구조물의 구속이 가해지면 잔류응력은 구속된 만큼 가중되고, 또한 평
형을 만족하는 형태보다는 그림 1-14에서와 비슷하게 선형 형태의 분포를 갖는
다[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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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 = 275
t = 25

105

transverse

longitudinal

45

C
normal

C

crown
OD = 406
t = 25

longitudinal

S

saddle
normal

S
transverse

530

그림 1-13 T-배관 용접구조물 (단위 mm)

T-배관에 대해 R6와 BS7910이 제시하는 잔류응력 분포도는 그림 1-12에서
와 같이 BS7910은 포물선 함수형태로 제시되었지만, R6는 본 T-배관에 대해서
는 두께방향으로 균일하게 항복응력이 작용하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다.

Normalised residual Stress, σ /σy

1.0
0.8

transverse
longitudinal
normal

0.6
0.4
0.2
0.0
-0.2
-0.4

estimated error

-0.6
-0.8
0.0

0.2

0.4

0.6

0.8

1.0

Normalised position, y/W

(a) Crown 위치

Normalised residual Stress, σ /σy

1.0
transverse
longitudinal
normal

0.8
0.6
0.4
0.2
0.0
-0.2
-0.4
-0.6
-0.8
0.0

0.2

0.4

0.6

0.8

1.0

Normalised position, y/W

(b) Saddle 위치
그림 1-14 T-배관의 잔류응력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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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T-평판과 T-배관의 용접 toe (그림 1-10에서 A점)에서 균열을 여는 하
중인 횡(transverse) 잔류응력을 모으면 그림 1-15와 같이 나타난다. 두께방향을
나타내는 수평축에 대해 평판 및 튜브의 두께 방향으로 단조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튜브의 saddle 위치에서는 중간에 횡방향 잔류응력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튜브에서 crown과 saddle 위치는 그림 1-13에 제시되어 있으며 T-평판
의 S355는 중간 강도(σy=348MPa)의 탄소강이고, SE702는 고강도(σy=700MPa)
탄소강이다. 이들 횡방향 잔류응력 측정데이터를 통계적으로 처리하면 평균치와
표준편차 등을 구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뒤에 더 자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T-평판과 T-배관 그림에서 치수는 사전 연구[1-17∼1-20]에서 다룬 용접 잔류
응력을 측정했던 실제 용접구조물의 치수이다.

Normalised residual Stress, /

y

1.0
0.8

mean + 2 x SD

0.6
0.4

tube (crown)
tube (saddle)
T-plate(SE702)
T-plate (S355)

0.2
0.0

mean

-0.2
-0.4
-0.6

mean

2 x SD

-0.8
0.0

0.2

0.4
0.6
0.8
Normalised position, y/W

1.0

그림 1-15 T-평판 및 T-배관의 횡방향 잔류응력 측정결과

2) 유한요소 해석 모델링

T-평판과 T-배관의 유한요소 해석 모델은 그림 1-16에서와 같다. T-평판은
그림 1-16(a)와 같은 형상의 평면변형률 모델로, T-배관은 그림 1-16(b)와 같은
형상으로 근사화시킨 축대칭 모델로 해석을 수행하였다.

- 19 -

a

W

(a) T-평판

a

CL

W

(b) T-배관
그림 1-16 유한요소 해석모델

그림 1-10에서 두께방향(y축)으로 측정한 횡방향을 포함한 세 방향의 잔류응
력 분포는 T-평판에 대해서는 그림 1-11에서와 같이 표면 부근에서 비교적 큰
잔류응력이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다[1-19,1-20].

T-배관에 대해서는 그림 1-13

의 crown과 saddle 위치에서의 잔류응력양상이 그림 1-14에서와 같이 상당히 다
르게 나타났으며 특히 saddle 위치에서는 배관 두께방향으로 중간 위치에서 잔류
응력이 비교적 크게 나타났다는 것이 특징이다.

3) 잔류응력에 따른 응력강도계수(SIF) 평가

T-평판의 파괴해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용접 toe(그림 1-10의 A점)로부터
가공된

균열비(a/W) 0.3의 균열체 T-평판에서 잔류응력 측정선을 따라 잔류응

력을 부가하고, 응력강도계수(stress intensity factor:SIF)를 계산했다.

그림 1-17 균열비(a/W)가 0.3인 T-평판의 변형도

- 20 -

균열이 존재하는 T-평판의 변형도는 그림 1-17에서와 같다. 선형탄성 파괴역
학(LEFM) 개념에 기초한 해석을 수행한 결과 T-평판에 측정치 잔류응력과 R6
및 BS7910의 잔류응력 분포 하중이 부가될 때 응력강도계수 계산치는 표 1-2에
서와 같이 측정된 잔류응력을 이용한 응력강도계수 계산치가 175.73 MPa√m로
가장 작게 나타났고, BS7910 분포를 적용시켰을 때 SIF값이 가장 크게 나타났
다. 즉 평가절차인 R6 및 BS7910의 잔류응력을 부가시켰을 때가 시험측정치를
입력할 때에 비해 SIF 계산치가 상당히 보수적인 결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횡방향 잔류응력에 따른 응력강도(SIF) 계산 결과
Calculated SIF
(MPa√m)

Crack surface stress
Measured data

175.73

R6

920.33

BS7910

1013.16

그림 1-11의 T-평판과 그림 1-14의 T-배관에 대한 잔류응력이 부가되는 경
우 계산된 응력강도계수는 그림 1-18에서와 같이 T-배관 crown 및 T-평판
S-355강에 대해서 크게 계산되었고, T-평판 SE702강과 T-배관 saddle 위치에서
의 SIF는 비교적 작게 계산되었다.
0.5
T-plate, S355

tube, crown

Normalised SIF, KI /?W

0.4

0.3
linear fit

0.2

T-plate, SE702

tube, saddle

0.1

0.0
0.1

0.2
0.3
0.4
Normalised crack length, a /W

0.5

그림 1-18 T-평관의 응력강도계수(SIF) 계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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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R6 및 BS7910의 잔류응력 분포 제시식

T-평판 및 T-배관에 대해 영국의 평가절차(Assessment procedure)인 R6가
추천하는

T-평판의

두께방향

횡

방향

잔류응력

분포는

상계

이직선

(upper-bound bilinear) 식을 사용한다. 즉 R6는 잔류응력 최대값은 구조물의 용
접 toe에서 모재의 항복강도와 동일하고, toe로부터 ro만큼 떨어진 곳에서 잔류응
력이 영이 되도록 선형으로 감소되는 이직선 형태로 그 분포선도는 T-평판과
T-배관에 대해 그림 1-12에 제시되어 있다. R6는 잔류응력 분포를 소성역의 함
수로써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제로

스트레스선과

만나는

위치

ro는

Leggatt[1-21]이 제안한 소성역의 크기로 다음 식과 같이 표현된다.
 Cηq 

ro = 
 σ yp v 



0 .5

여기서 σyp는 모재의 항복응력이며 η는 공정효율 인자, q는 아아크의 출력(in
J/s), v는 용접 이동속도(in mm/s), C는 열팽창계수와 영률 밀도 및 비열의 함수
로 나타나는 재료상수이다. Ferritic강에서 통상 C=153Nmm/J, η=0.8의 값을 사
용한다[1-14].
반면 BS7910에서는 그림 1-12와 같은 형상의 T-평판 맞대기 용접에서 횡방
향 잔류응력 분포에 대해 다음과 같은 다항식 형태의 잔류응력 분포식을 제시하
고 있다.
σ res = σ yp [0 .97 + 2 .3267 ( y / W ) − 24 .125 ( y / W ) 2
+ 42 .485 ( y / W ) 3 − 21 .087 ( y / W ) 4 ]

여기서 y와 W는 그림 1-10에서 수직방향의 좌표 및 판의 두께이다. 그림 1-12
에서 보면 T-평판에 대해서는 BS7910이, T-배관에 대해서는 R6가 더 보수적인
잔류응력 분포식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T-평판에

대해

선형탄성파괴역학의

파괴변수인

응력강도계수(Stress

Intensity Factor)의 평가결과는 그림 1-19에서와 같다. 그림 1-19에서 x축은 T평판 또는 T-배관의 두께로 무차원화시킨 두께방향 길이이고, 수직방향은 무차
원화시킨 응력강도계수이다. 그림 1-19에서와 같이 T-평판 및 T-배관 구조물에
대한 SIF를 계산한 결과 뒤에서 설명될 마스터곡선은 영국의 평가지침인 R6 및
BS7910에 비해 단순하지만 덜 보수적인 결과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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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malised
normalisedSIF,
SIF,KKI /Iσ/y s√π
W
y √a

2.7

data (S355)

2.3

R6

1.9

BS7910
Master curve

1.5
1.1
0.7
0.3
-0.1
0.1

0.2

0.3

0.4

0.5

normalised crack length, a/W

(a) T-평판
data (crown)
R6
BS7910
Master curve

normalised
SIF, KI /SIF
σy √πa
normalised

1.6

1.2

0.8

0.4

0
0.1

0.2

0.3

0.4

0.5

normalised crack length, a / W

(b) T-배관
그림 1-19 T-평판, T-배관의 각 잔류응력 분포도에 따른 응력강도계수 계산치

다. 포괄적 잔류응력 분포선도 제안

영국의 R6와 BS7910은 각각 상온 용접 구조물의 기하학적 형상에 따라 잔류
응력 분포식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은 잔류응력 측정 결과에 기초하여 데이터세
트를 아우르는 상계 분포선도를 제시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매우 보수적인 결과
를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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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utt
Pipe on plate
Tubular T
Tubular Y
Pipe Butt
Cold Bent tube
Repair (pipe girth)

normalised residual stress

1.2

0.8

0.4

0

-0.4

-0.8
0

0.2

0.4

0.6

0.8

1

normalised position, y / W

normalised
stress,
σ /σy  /  y
normalised
residual
stress

(a) 잔류응력 데이터 (전두께)
T-butt
Pipe on plate
Tubular T
Tubular Y
Pipe Butt
Cold Bent Tube
Repair (pipe girth)
M

Mean + 2SD
1

0.5
0

-0.5

Mean
Mean - 2SD

-1
0

0.1

0.2

0.3

0.4

0.5

normalised position, y / W

(b) 잔류응력 데이터 (두께의 반까지)
그림 1-20 다양한 용접 구조물에 대한 측정 잔류응력 데이터

용접구조물의 파괴평가에서 T-평판에 대해서는 그림 1-10의 용접 toe인 A점
으로부터 수직방향으로 존재하는 균열에 대해 고려하고, T-배관에 대해서는 그
림 1-13에서 crown 위치인 C점에서 수직 아랫방향으로 균열이 존재하는 경우에
대해 고려했다. 본 파괴평가에서는 열림 모드(Mode I)에 대한 파괴만을 고려하므
로 여기서는 횡방향 응력이 중요하게 고려된다.
본 해석에서는 다양한 용접구조물의 잔류응력 측정데이터[1-18,1-20,1-22∼
24]에 기초하여 제시했던 T-평판, T-배관, Y-배관, 배관 맞대기 형상의 용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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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와 냉간 배관굽힘(cold bent tube) 및 보수 용접 등에 대해 측정한 그림 1-20
과 같은 일련의 데이터세트에 대해 통계학적 분석을 수행했다. 그림에서 'Mean'
선은 데이터 세트의 전체 평균 회귀선(regression line)이고, 'Mean+2SD' 선의
SD는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로 데이터의 분산도를 나타낸다. SD가 크다
는 것은 데이터의 분산도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평균 회귀선을 중심으로
'Mean±1SD'는 데이터 표본의 68%를 포함하게 되고, 'Mean±2SD'는 95%,
'Mean±3SD'는 99.7%를 포함하게 된다. 따라서 원전 등과 같이 높은 신뢰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Mean±3SD'와 같은 높은 정규분포를 갖도록 잔류응력 분포
선을 제시하면 된다.
이

때

각

용접구조물의

선형

근사식은

표

1-3에

나타낸

바와

같이

‘Pipe-on-plate'에서 가장 기울기가 크고, 'Pipe Butt'에서 기울기가 역전되어 중간에
서 잔류응력이 크게 분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분산도는 'Pipe-on-plate'가 가
장 크고, ’Cold bent tube'가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 각 용접구조물 잔류응력의 선형 근사식
Case

Linear Regression

Line
T-butt
-1.852x + 0.485
Tubular T
-2.001x+ 0.563
Tubular Y
-2.261x + 0.791
Welds
Pipe Butt
+0.197x - 0.006
Pipe on plate -2.626x + 1.020
Cold bent tube -0.634x + 0.399
All
All
-1.755x + 0.551

Standard
Deviation (SD)
0.361
0.373
0.386
0.235
0.451
0.135
0.260

본 연구에서는 그림 1-20에 제시된 일련의 데이터세트에 기초하여 보다 단순하
면서도 기존의 평가 절차에 비해 덜 보수적인 잔류응력 분포선도를 제시하기 위해
그림 1-21에서와 같이 평균 회귀선을 중심으로 잔류응력의 막응력(회귀선의 상하
이동) 성분과 굽힘응력(회귀선의 경사 변동) 성분 값을 변화시켜가며 최적의 분포
선도를 찾아갔다. 본 데이터 세트와 이의 통계적 처리에 기초하여 여기서는 마스터
곡선(master curve)으로 명명된 분포선도를 제시했다[1-23]. 여기서 마스터곡선은
평균 회귀선의 응력이 압축응력 영역으로 내려가는(σ/σy=0) y/W=0.31 이상은 제로
응력으로 두고, 표면(y/W=0)에서의 응력은 'Mean+2SD' 선의 y축 절편을 연결하는
이직선(bilinear)이다. 이 마스터곡선은 포괄적 잔류응력 분포곡선으로서 용접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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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재료물성치에 의존하지 않는 용접 두께방향으로의 좌표만의 함수이다. 이 마스
터곡선은 그림 1-20의 7가지 해석대상 경우에 대해 파괴평가를 수행한 결과 단순
하면서도 기존 평가지침보다 우수한 거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1-23, 1-24].
이 마스터곡선이 고온 환경에서 과하중에 의해 발생한 잔류응력에 대해서도 적용
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다루었다.
1.2

normalised
σ /σstress
normalisedstress,
residual
y

Mean + 2SD
1
0.8

Master curve
0.6
0.4
0.2

Mean

0
-0.2
0

0.1

0.2

0.3

0.4

0.5

normalised position, y / W

그림 1-21 평균 데이터선 및 마스터 곡선

영국 평가절차를 따른 두께 방향의 잔류응력 분포는 각 용접구조 형상에 대
해 다르며 T-평판에 대해 제시한 분포는 그림 1-12에 제시되어 있다. 본 연구에
서는 여러 형상의 용접구조물 및 보수용접에 따른 잔류응력 데이터세트에 기초
하여 그림 1-21에서와 같은 3가지 분포선(‘Mean+SD','Mean+2SD','Mean+Bend')
에 대해 파괴해석에 통한 사례연구를 수행했다[1-23,1-24].
2.7

normalised SIF, K I /

y √W

2.3
1.9
1.5

normalisednormalised
stress, KI SIF
/ σy √W

data (S355)
R6
BS7910
Mean + SD
Mean + 2SD
Mean + Bend

1.1
0.7
0.3

1.6

data (crown)
R6
BS 7910
Mea n + S D

1.2

Mea n + 2S D
Mea n + Bend

0.8

0.4

0

-0.1
0.1

0.2

0.3
0.4
normalised crack length, a/W

0.5

(a) T-평판

0.1

0.2

0.3

0.4

0.5

normalised crack length, a / W

(b) T-배관

그림 1-22 T-평판, T-배관의 각 잔류응력 분포도에 따른 응력강도계수 계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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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잔류응력 분포선 하중의 경우에 대해 T-평판 및 튜브에 대해 SIF 평가를
수행한 결과는 그림 1-22에 나타난 바와 같이 단순한 이직선 형태의 'Mean+Bend'
분포선도가 가장 우수한 거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MEAN+Bend‘ 분포선
도는 그림 1-20에 제시된 모든 용접구조물은 물론 보수 용접에 의해 발생하는 잔
류응력까지 균열 건전성 관점에서 커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MEAN+Bend‘ 분포선도는 그림 1-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영국의 R6 및

BS7910보다 우수한 거동을 보였다. 그림 1-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MEAN+Bend
‘라는 하나의 이직선은

그림 1-20에서 고려된 모든 용접 구조물의 기하학적 형상

과 해당 재료 및 냉간가공 배관과 보수 용접 등에 의해 발생하는 횡방향 잔류응력
을 커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1-23].

라. 고온 잔류응력 완화거동

잔류응력은 일반적으로 용접에 의한 잔류응력이 전형적인 것이지만 소성 가
공 및 기계가공 등에 의해서도 발생한다. 고온에서 잔류응력의 완화거동을 모사
하기 위해 본 해석에서는 그림 1-23에서와 같이 4점굽힘(4 Point Bend : 4PB)
하중을 주고, 하중을 제거함으로써 잔류응력을 발생시키고, 그 후 고온 완화거동
을 평가했다. 4PB 해석모델링 시 그림 1-23에서 4PB 모델의 상부 두 하중점 사
이에서는 순수 굽힘하중이 작용하도록 하중점 및 지지점을 결정하고, 평면변형률
(PE)인 경우와 평면응력(PS) 상태인 경우에 대해 316H 스테인레스강 재료에 대
한 크립 물성치를 고려해 완화거동을 평가했다[1-25].

P

+

P

-

W

+
-

residual stresses

P

그림 1-23

과하중에 의해 생성된 잔류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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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3

O verload
W eld S res (S E 702)
W eld S res (S 355)

normalised residual stress

0.9

normalised residual stres

4PB - PE
4PB - PS
Cantilever - PS
0.5

Cantilever - PE

weld (S355)
0.1

weld (SE702)

0.9

0.5

0.1

-0.3

-0.3

-0.7

-0.7
0

0.1

0.2

0.3

0.4

0

0.5

0.1

0.2

0.3

0.4

0.5

no rmalise d position, y / W

normalised position, y / W

(a)

(b)

그림 1-24. 과하중 및 용접에 의한 잔류응력 비교

또한 다른 해석 모델링으로 그림 1-23의 하부 그림에서와 같이 T-평판의 우
측 반을 Built-in된 외팔보로 가정하고, 역시 평면변형률 및 평면응력 조건에서
위로 굽힘하중을 가한 후 잔류응력을 발생시키고, 이의 완화거동을 평가했다.
4점 굽힘보와 외팔보에 과하중을 작용시키고, 제하한 후에 부재의 두께방향으
로 남는 잔류응력 분포는 그림 1-24에서와 같이 나타났다. 그림 1-24에서 평면
변형률 상태의 4점 굽힘(4PB-PE)에서 가장 큰 잔류응력이 발생했고, 외팔보 평
면응력(Cantilever-PS)에서 가장 낮은 잔류응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
기서 중요한 것은 과하중에 의한 잔류응력도 용접잔류 응력과 비슷한 형태로 표
면 부근에서 피크가 발생하고, 두께방향으로 감쇠되고 있다는 점이다. 과하중에
의한 잔류응력은 하중을 주는 방식과 하중 크기에 따라 크게 변할 수 있다. 본
해석에서 과하중에 의해 발생한 잔류응력은 그림 1-24(b)에서와 같이 용접잔류
응력과 비슷한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고려한 과하중에 따른 잔류응력은 그림
1-21에 제시된 단순화된 선형분포 선도 안에 커버된다는 데 의미가 있다. 크립거
동은 다음의 Norton의 법칙을 따른다고 가정하며 여기서 크립 상수 A,n은 프랑
스 RCC-MR 물성치와 BE(British Energy)의 물성치로서 다음과 같이 주어질 때
크립 물성치는 그림 1-25와 같이 비교된다. 본 해석에서는 크립 물성치가 고온에
서 잔류응력의 완화거동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분석했다.
.

ε = Aσ n

- RCC-MR : A=5.3e-26, n=8.2
- British Energy : A=7.23e-32, n=1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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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ep rate (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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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

280

300

320

340

360

380

400

True net section stress (MPa)

그림 1-25 크립 물성치 비교

그림 1-26(a)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잔류응력은 고온 크립환경에 노출되면 두께방
향으로 피크응력은 누그러지고, 밸리(valley) 응력은 증가하는 응력재분포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4PB 부재를 550°C의 고온에 노출시킬 때 평면변형률 상태에서 잔
류응력의 완화거동은 먼저 RCC-MR의 크립 물성치를 적용할 때 그림 1-26(a)에서
와 같이 점진적으로 완화되고, 10,000시간 후에는 피크 잔류응력이 약 70%가 완화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BE의 크립 물성치를 적용할 경우 피크 잔류응력은
10,000시간 이후 약 56.4%로 RCC-MR에 비해 비교적 완만하게 이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2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잔류응력의 고온 응력 재분포는 크립 물
성치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을 나타났다. 따라서 장시간 완화거동 평가에서는
실제에 가까운 물성치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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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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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CC-MR 물성치

(B) BE 물성치

그림 1-26 크립 물성치에 따른 완화거동 특성 (4PB, 평면 변형률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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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7 크립 물성치에 따른 완화거동 특성 (4PB, 평면응력 조건)

동일 모델에 대한 평면응력 조건에서 잔류응력의 고온 완화거동은 그림 1-2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림 1-26의 평면변형률 조건의 결과와 비교할 때 피크 응력은 크기
가 다소 둔화된 반면 넓게 분포하며 중간 부분에서의 완화양상도 더욱 편평한(flat)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른 해석 모델링으로 그림 1-23의 하부에서 보는 바와 같이
T-평판의 우측 반을 Built-in된 외팔보(Cantilever)로 가정하고, 역시 평면변형률 및
평면응력 조건에서 위로 굽힘하중을 가한 후 잔류응력을 발생시키고, 이의 완화거동
을 평가했다. 평면응력상태에서의 평가결과는 그림 1-28(a)에서와 같이 비교적 크게
응력재분포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T-배관에 대한 해석결과는 그림
1-28(b)에서와 같이 배관의 표면 부근에서 피크응력이 크게 완화되는 반면 내부에서
의 응력 재분포는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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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T-배관(RCC-MR)

그림 1-28 Y12 잔류응력 완화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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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9 크립 물성치에 따른 완화거동 특성 (4PB, 평면 변형률)

다양한 용접구조물의 잔류응력에 대해 제시된 포괄적 잔류응력 분포선도인
마스터곡선은 그림 1-21에 제시하였으며, 참고문헌[1-23]과 같은 방법으로 각 유
지시간별 과하중에 의한 막응력+굽힘응력(Mean+Bend)의 잔류응력 분포선도를
결정하면 그림 1-29(a)에서와 같이 나타난다. 따라서 포괄적 잔류응력 선도인 마
스터곡선은 과하중에 의한 잔류응력을 커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로
부터 본 과하중에 의한 잔류응력 문제도 간단하게 마스터커브를 이용하여 보수
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그림 1-29(b)의 각 잔류응력 분
포선도에 따른 응력강도계수(SIF) 평가결과를 보면 마스터곡선에 따른 SIF는 각
유지시간에 따른 잔류응력분포의 SIF값을 커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이종금속 용접구조물 손상평가
가. 해석 모델
본 연구에서는 이종금속 용접구조물 크립-피로 손상시험에 사용한 그림 1-30 형
상의 용접구조 시편을 손상 평가대상으로 정했다. 해석 대상 구조물은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부 반은 304 스테인리스강, 하부 반은 316L 스테인리스강이며, 원통의
상부에서는 304-304의 동종용접이 두 가지 용접법으로 이루어졌고, 원통의 하부에서
는 316L-316L 동종용접이 역시 적용되었다. 여기서 두 가지 용접법은 TIG로 알려진
가스텅스텐용접(GTAW)법과 피복아크용접(SMAW)법이다. 또한 상부 원통과 하부
원통의 중간 계면에서는 304-316L의 이종금속 용접을 역시 두 가지 용접법을 적용함
으로써 두 가지 용접방법의 고온 거동을 평가 및 비교하고자 했다. 시편에는 크립-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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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손상을 가속화시키고, 고온 균열거동의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8개의 결함을 인위
적으로 가공하였다.

00
Φ6

500mm

7

304
316L

그림 1-30 크립-피로 구조 시편 형상

나. 작용하중
작용하중으로서 열하중은 그림 1-31에서 보는 보와 같이 70°C에서 600°C까지
가열한 후 (약 8분 소요), 600°C에서 1시간을 유지하고, 다시 70°C까지 냉각시키
는 것이다. 기계적 하중은 그림 1-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60톤의 하중을 시편의
축방향으로 가했으며는 원통구조물 시편에 45.1MPa의 공칭응력을 발생시킨다.
시편은 인장하중이 가해지는 상황에서 유지 열하중을 받게 되며, 매 사이클에서
1시간 인장 유지(tensile hold) 하중을 가한다. 구조시험 기간은 크립-피로 하중
사이클 100회를 완료한 후, 시편을 탈착하고, 8개 결함의 양단 부에 대해 일련의
손상관찰 작업(그라인딩, 폴리싱, 에칭 등)까지 포함하면 약 1개월이 소요된다.

T(C)
600

70

8

68

85

1 cycle (~85min)

그림 1-31. 열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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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2. 기계적 하중

다. A16을 따른 균열개시 평가

구조물 결함부위에서의 손상 평가를 위해 본 해석에서는 프랑스의 고온 설계
지침 RCC-MR의 부록인 A16[1-7] 절차를 따라 용접 결함부에서의 균열개시 평
가를 수행하였다. 결함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ASME-NH[1-4]를 이용해 크립-피
로 손상 평가를 수행한 결과 손상치가 거의 무시할 정도로 나타났는데, 실제 관
찰결과에서도 손상이 나타나지 않아 본 해석에서는 비교적 손상이 크게 발생하
는 인위적으로 가공한 결함의 선단에서의 손상을 평가했다. 여기서는 크립 파단
강도가 낮은 304 재료부분의 결함 3번에서의 거동을 평가했다. 결함 3번이 용접
재와 모재부를 걸치도록 가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재부 및 용착금속부의 결함
선단에서의 손상을 A16 절차를 따라 크립-피로 손상치를 계산했다. A16에 따른
평가에서 크립-피로 손상계산치가

제한치인 이직선에 닿으면 이는 균열 개시를

의미한다.
P=60
(σn=45.1 MPa)

3
1

(a) 기계적 하중 및 경계조건

(b) 축방향 변형률

그림 1-33 FE 해석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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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의 대칭성으로부터 4개의 결함을 모델링하였으며 설계평가 절차를 따르
기 위해 선형탄성 해석을 수행했다. 기존의 평가절차를 따른 크립-피로 손상 평
가를 위해 용접시편은 대칭성을 고려하여 3차원으로 ABAQUS를 이용해 모델링
하였다. 구조시험편에 적용한 기계적 하중 및 경계조건은 그림 1-33(a)에 나타냈
으며, 범용 유한요소 해석코드인 ABAQUS[1-26]의 축방향 변형률 해석결과는
그림 1-33(b)에 나타낸 바와 같이 원통의 가운데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큰 변형
률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균열에 대한 응력강도(K)해인 K-장(K-field)의 해는
균열길이의 약 10% 이내 영역에서 잘 맞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성 길이(d)
0.05mm는 매우 작은 길이로 유한요소 모델링에서 특히 3차원 결함 모델링의 경
우 자유도가 과도하게 증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림 1-34의 적분점(Gauss point)에서의 응력값을 이용해 ‘d'
위치에서의 응력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구했다. A16은 결함부 크립-피로 평가
를 위해 ‘σd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A16은 ASME-NH의 Appendix T(크립-피로
평가절차)가 그렇듯 강제(mandatory) 조항은 아니다. A16은 크립 또는 크립-피로
하중에서 균열의 잠복(incubation)의 평가를 위해 적용되는 방법이다. 형상 불연속
에 대해 결함 성장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적용하는 파괴역학 개념 기반
의 ‘‘σd 방법’에서는 불연속 부위로부터 특성길이(characteristic length) 'd' 만큼
떨어진 위치에서의 응력과 변형률을 이용하여 손상을 평가한다. 오스테나이트강의
경우 특성길이 ‘d'는 50μm로 설정되어 있다. ‘σd 방법에서는 둥근 형태의 노치에
대해 해석적 해를 제공하는 Creager[1-7]의 공식을 이용하는데 여기서 응력평가
를 위한 선단 부근의 좌표는 (ρ/2+r)로 곡률 반경의 반을 고려하여 계산한다.
σyy

y

σd

underestimation
due to meshing

σG⋅P
G.P

d

l

그림 1-34. 결함선단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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ρ

 ρ
K I = σ d 2π  d +  = σ G⋅P 2π  l + 
2
2


σd =

(l + ρ / 2) ⋅ σ
(d + ρ / 2) G⋅P

본 해석모델 선단에서 적분점까지의 거리인 0.615mm를 고려하여 계산하면 ‘d'
위치에서의 응력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l
σ d = 3.51 σ d
d

σd =

A16 절차를 따라 ‘d' 위치에서의 변형률 범위를 구하면

(∆ε )i = ∆ε el + pl + ∆ε fl = 0.004316
크립에 의한 변형률 범위 증가치를 계산하기 위해 물성치에 관한 부록인 A3에서
304SS의 관련 식을 적용하면 크립 변형률 증가량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

ε f = ε f (1 − e −rt ) + ε x (1 − e − st ) + ε m t
= 0.044(%)
A16의 피로평가에서는 RCC-MR의 RB-3200에서와는 달리 변형률 범위에 당초
설계 물청치에 포함된 안전계수(K=1.5)를 제거하고, 이에 대한 피로수명, Nd를
결정할 수 있다.
∆ε i
= 0.00288
K
N d = 6572.9

A16의 크립평가에서는 RCC-MR의 RB-3200에서와는 달리 유지응력(sustained
stress) σk/k에 안전계수로 나누어주었던 k(=0.9)를 나누지 않는다(즉, k=1). 절차
를 따라 평가하면 크립 파단시간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Td = 75.8
그러면 A16을 따른 용접구조 시편에서 피로손상(V)과 크립손상(W)은 다음 식과
같이 계산된다.

V +W =

n
t
+
6573 76

위 식은 RCC-MR의 크립-피로 손상에 관한 허용 이직선에 적용하면 유지시간
이 1시간인 본 크립-피로 구조시험에서 76사이클 정도에서 크립-피로 손상이 발
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RCC-MR의 A16에서는 이 허용 이직선이 균열의 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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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손상 평가결과를 뒤에 언급하는 손상관찰 사진과 비교해보면 구조시험에
서 관찰된 3번 결함의 손상은 약 200사이클 이후에 나타나 A16의 평가절차가 비
교적 보수적인 결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A16 절차를 따른 용접부에 대한 크
립-피로 손상은 모재의 재료 파단응력 Sr이 Jr Sr로 대체되는데 여기서 Jr은 용접
파단특성 계수이다. 또한 피로 손상에 대해 변형률 범위에 용접 피로특성 계수인
Jf를

곱해준다. 본 해석에서 Jr=0.94, Jf=1.25이며 이로부터 결정한 피로 수명은

Nd=2419.5이고, 크립파단 시간은 Td=43.5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용접부에서 크립피로 손상은 다음 식으로 표현된다.
5
Weld_200 cycle

W (Creep damage)

4
Base_200

3

Weld_100

2
Base_100

1

P

Creep-Fatigue Damage Envelope

0
0

1

2

3
4
V(Fatigue damage)

5

그림 1-35. 크립-피로 손상평가결과

V +W =

n
t
+
2420 44

즉 용접부에서 크립-피로 손상에 의한 균열 초기 발생은 대략 44 유지시간(44
사이클) 후에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3번 결함 선단에서의 시험 관찰결
과와 비교할 때 A16 평가절차는 적절한 수준에서 보수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모재와 용접재 부분의 크립-피로 손상식을 따른 평가결과는 그림 1-35에 제
시한 바와 같이 손상은 크립이 주도하며 이직선 선도상에서 P점에 오게 된다.
A16 절차를 따른 평가결과 모재(Base_100) 계산결과는 그림 1-35에서 P점보다
위에 존재하며, 용접부(Weld_100)는 모재에서보다 손상이 약 2배에 가깝게 나타
났다. 또한 200사이클 이후에도 그림 1-35에서와 같이 유사하게 모재(Base_200)
보다 용접재(Weld_200)에서 상대적으로 손상이 크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뒤에서 언급하는 실제 손상 관찰결과는 이와 상반되게 모재에서 더욱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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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관찰되었다.

라. ASME-NH를 따른 크립-피로 손상 평가

그림 1-33(b)는 용접시편에 대한 축방향 변형률 분포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탄
성평가를 수행했을 때 최대 총변형률은 1.24%로 비교적 크게 나타났다. 용접시
편 해석 모델에 존재하는 4개의 결함 중 가장 변형이 큰 3번 결함에서의 변형률
해석 결과는 그림 1-36에서와 같이 계산되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결함 선단 부분에서 각 방향의 응력은 차이가 크지만, 변형률은
3축 방향으로 모두 1% 내외의 비슷한 크기로 크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따라서
두 개의 과도 시점에서 아래의 식을 따른 등가 변형률 범위는 변형률의 차이가
중요하기 때문에 ASME-NH를 따를 경우 등가변형률(equivalent strain)은 매우
작게 평가된다는 점이다.
El : 21828

ε 11= 0.0111,

σ 11= 48.02 (MPa)

ε 22 = 0.0109,

σ 22 = 2.18

ε 33= 0.0116,

σ 33= 203.8

그림 1-36 결함선단 변형률

(

) (

)

(

)

1

2 
3
2
∆ε equiv,i =
∆ε x i − ∆ε y i 2 + ∆ε y i − ∆ε z i 2 + (∆ε z i − ∆ε x i ) 2 + ∆γ 2 xy i + ∆γ 2 yz i + ∆γ 2 zx i 
* 
2
2(1 + ν ) 


결함부에 대한 크립-피로 손상 평가는 기하학적 불연속 부위에 대한 평가절차
를 가지고 있는 지침을 따라야 한다. RCC-MR의 경우 기하학적 불연속부위에
관한 지침으로 명시된 RB 3262.13이 아직 공백상태인 관계로 본 연구에서는
RCC-MR 부록인 A16을 따라 평가를 수행했다. ASME-NH의 경우 당초 지침은
노치 또는 날카로운 결함을 대상으로 개발된 것은 아니지만 본 연구에서는 응력
집중 계수 K를 고려하여 ASME-NH에의 적용성을 검토해보았다.
ASME-NH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대로 노치 선단에서의 삼축방향 변형률이 크지
만 크기가 비슷하기 때문에 유효변형률 범위가 매우 작게 계산되었으며 이로부터
구한 전체 변형률 범위도 다음 식에서와 같이 0.0146%로 매우 작게 계산되었다.

∆ε t = K v ∆ε mod + K∆ε c = 0.00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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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ASME-NH의 절차를 따른 모재 및 용접재에서 피로한도는 무한대로
계산되었다. ASME-NH는 용접 열영향부에 대해서는 피로수명을 모재의 반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크립손상에 대해서는 아래의 그림 1-37에서와 같이 응력 파
단곡선에서 용접강도 감소계수를 의미하는 응력파단계수(stress rupture factor :
1에서 0.8사이)를 이용하여 모재의 파단곡선을 아래로 끌어내려 이 곡선을 용접
부의 크립 파단 물성치로 사용한다.

σ

σ-t

σ-t curve
/R
(용접부)

t
그림 1-37 ASME-NH 용접부의 응력파단선 결정

ASME-NH의 절차를 따라 평가한 크립손상은 약 30만 시간으로 나타났다. 따라
서 ASME-NH를 따른 용접 구조시편 결함부 선단 부위에서의 크립-피로 손상은
다음 식과 같이 표현된다.

V +W ≈

n
t
+ 5
∞ 30

실제 크립-피로 손상이 결함선단 부근에서 실험적으로 관찰된 바 ASME-NH를
따른 위의 평가결과는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완만한 기하학적 불연
속 부위까지를 고려하고 있는 ASME-NH는 날카로운 결함 또는 노치에 대해서
는 선단 부분에서 삼축 변형률에 가까운 비슷한 크기의 큰 변형률이 발생함에
따라 유효변형률 범위가 작아져 결과적으로 크립 및 피로 손상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균열에

가까운

결함부의

평가에

ASME-NH는 부적절하며, RCC-MR의 A16절차를 따르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4. 이종금속 용접구조물 손상특성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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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종금속 용접구조물 손상특성 시험

가. 용접구조물 손상 시험
1) 고온구조 시험장치 및 시편 형상
본 시험연구에서는 그림 1-38과 같이 크게 고온 열하중을 가하기 위한
고주파 유도 가열기와 기계적 하중을 가하기 위한 액츄에이터(인장하중 용량 :
1MN)로 구성되어 있는 크립-피로 시험장치를 이용하였다.

그림 1-38. 고온 용접구조 시험장치 구성도

시험원통

용접구조

(축소지지배럴 )

그림 1-39. 용접구조 시편장착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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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 형상은 그림 1-40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그림 1-40과 같은 형상의 용접 구
조시편을 이용하여 크립-피로 손상 및 균열개시에 관한 시험을 수행하였다.

그림 1-40. 용접구조시편 장착 후 개념도
0

7

500mm

0
Φ6

304
316L

(a) 입체도

270°

90°

0°

7

6

304
SMAW

SMAW

8

2

1
SMAW

GTAW

316L

SMAW

GTAW

GTAW

304
GTAW

5

(b) 유도코일 장착도

3

360°

304
GTAW

4

316L

(c) 전개도
그림 1-41. 용접구조시편 형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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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 구조시편은 1-41에서와 같이 304 및 316L 스테인리스강 평판을 피복아
크용접(SMAW) 및 가스-텅스텐 아크용접(GTAW : 일명 TIG)으로 용접했다. 용
접구조 시편에는 8개의 결함을 그림 1-41에서와 같이 가공했는데 2개의 결함(그
림 1-41에서 2, 6)은 수직결함이고, 나머지 6개의 결함은 수평결함이다. 또한 두
개의 결함(1,5)는 내부 표면으로부터 두께의 반까지 가공된 표면결함이고, 나머지
6개는 관통결함이다. 모든 결함은 높이 0.5mm, 길이 40mm의 사각형 형태로

방

전 가공했다. 구조시험에서 시편에는 그림 1-31 및 1-32와 같은 형태의 열 하중
과 기계적 하중을 작용시켰다.

2) 온도수집 데이터

용접구조시편의 내․외부 표면에 열전대를 부착하여 온도를 측정했는데
그림 1-42은 시편의 외부에서 측정한 온도이력을 보여주고 있다. 시편의 중앙부
위가 600°C의 정상상태에 도달하는 데는 약 8분이 소요되었으며 정상 상태에서
1시간 유지하중을 가하고, 그 후 열 및 기계적 하중을 제거했다. 중앙부위 온도
가 고온에서 70°C까지 떨어지면 1사이클이 종료된 것으로 시험조건을 설정했으
며, 1회의 크립-피로 하중 사이클에는 약 85분이 소요되었다.
1hr

T (C)

700

TC 8 (25c m )

600

TC11 (33c m )

500

TC5 (17c m )

400

TC15 (41c m )

300
TC1 (8c m )

200
100
0
0

2000

4000
6000
time ( sec)

그림 1-42. 온도수집 데이터의 시간이력

용접 구조시편의 변형률 및 변형량은 그림 1-43의 스트레인게이지, 그림
1-44의 Extensometer 및 그림 1-45의 LVDT를 이용해 측정하였다.

3) 변형률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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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3. 스트레인게이지를 이용해 측정한 변형률

그림 1-44. Extensometer를 이용해 측정한 축방향 변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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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5. LVDT를 이용해 측정한 반경방향 변형량

스트레인게이지는 높이 22cm 위치에서 시편의 원주방향 및 축(수직) 방향 변
형률을 측정했고, Extensometer는 21cm 높이에서 수직방향으로, LVDT는 22cm
높이에서 반경방향의 변형량을 측정했다. 측정된 변형량 형태는 그림 1-46에서와
같이 측정 위치는 다르지만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Extensometer의 위치에서의 변형량 측정치와 해석치는 그림 1-46에서와 같이 소
성과 크립을 고려한 ABAQUS 비탄성 해석결과가 측정치에 근사한 것으로 나타
났다.
Extensometer (HI=21cm)
0.014
0.011
strain (%)

Inelastic analysis
0.008

Elastic analysis

0.005
0.002
-0.001
0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time (sec)

그림 1-46. Extensometer 위치 변형량의 측정치 및 해석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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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손상 관찰 결과

용접용기 시편의 주요 결함 부위에 대한 크립-피로 손상은 500사이클까지 수
행했으며, 매 100회 이후마다 시험을 종료한 후 이동식 광학현미경을 이용하여
비파괴적으로 결함선단 부근의 손상을 관찰하였다. 그림 1-41의 전개도에서 결함
위치별로 손상을 관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3번 결함

그림 1-47. 3번 결함의 모재부 손상 관찰결과

용접시편에서 손상이 가장 크게 관찰된 곳은 304SS 재료부분의 3번 결함이
다. 손상 관찰결과는 그림 1-47 및 1-48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크립-피로 사이클
이 100사이클부터 500사이클까지 증가하면서 결함 선단의 손상도 점진적으로 증
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주의를 요하는 것은 3번 결함의 모재부분인 그림 1-47에서의 손상이
용접부인 그림 1-48에서보다 크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는 모재 부분이 통상 용
접부분보다 강하다는 생각에 배치되는 것이다. 그 원인은 우선 모재부분인 304는
용착금속인 316L보다 크립강도가 낮아 모재에서 크립에 의한 손상이 상대적으로
크게 발생했다는 점이다. 316L은 304에 비해 크립강도가 상대적으로 우수한데
크립 파단강도의 차이는 그림 1-4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지시간이 1시간일 경
우 약 강도치가 19%가 높고, 300시간일 경우에는 35%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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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4]. 실제로도 결함선단의 크립손상에 대한 확대 이미지를 보면 손상 모드는
크립이 지배하는 intergranular 손상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시편에 표면가
공 및 냉간가공 등에 따른 파괴인성의 저하도 모재부의 손상을 가중시켰을 가능
성이 있다.

그림 1-48. 3번 결함의 용접부 손상 관찰결과

rupture stress (MPa)

400
350

304SS

300

316L

250
200
150
100
0

200

400

600

800

minimum time to rupture (hr)

그림 1-49. 크립 물성치

◦ 수직 결함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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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시편에서 수직결함은 그림 1-50에서와 같이 304-316L의 용접계면으로부터 수
직 하부로 가공된 2번과 6번 결함이다. 그림 1-5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용접법으
로써 GTAW를 적용한 6번 결함과 SMAW를 적용한 2번 결함에서 200사이클 이
후의 손상 사진은 SMAW로 용접한 결함에서 손상이 다소 크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GTAW

SMAW

#6

#2

그림 1-50. 수직 결함 (#2, #6)

6번 결함에 국한시켜 모재 부분과 용접재 부분의 손상 변화과정은 그림 1-51에
나타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재와 용접재 부분에서 손상이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즉 316L 용접봉을 사용한 용접재 부분과 316L 모재 부분의
크립-피로 손상은 하중 사이클이 진행되어 가면서 손상량이 크게 다르지 않고
비슷한 정도로 손상이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51. 6번 결함의 손상 관찰결과 (200th cycle)

304-316L 상하 용접계면 부근에서 고온 크립-피로 하중을 받을 때 304 및 316L
재료의 조직은 그림 1-52에서와 같이 용접부 부분은 조직이 조잡(coarse)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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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부분의 입자가 316L보다 더 거칠어 고온 강도가 더 약할 것이라는 것을 조직
이미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304SS

Weld line

316L

그림 1-52. 304-용접부-316L 접합부의 조직

◦ 표면 결함 (1, 5)
그림 1-41에서 구조시험 원통의 내부에 미관통 결함으로 가공한 1,5번의 결함
에 대한 손상 관찰 결과에서는 먼저 1번과 5번 결함의 용접재 부분에서의 300
사이클 이후 손상 관찰결과는 그림 1-53에서와 같이 양쪽 모두 거의 손상이 발
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5
GTAW

#1
SMAW

그림 1-53. 내부 표면결함 손상 사진

1번 결함은 SMAW, 5번 결함은 GTAW로 용접한 것이고, 두께방향으로 반까
지 결함을 가공한 것들이지만 가시적 손상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크립-피로
하중 사이클이 100회에서 500회까지 진행될 때 1번 결함의 좌단 용접부에서의
손상 이미지는 그림 1-54에 나타난 바와 같이 두드러진 손상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재와 용접재에 걸쳐있는 5번 결함에서는 그림 1-55에서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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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좌우 양단에서 모두 손상이 거의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도
316L 모재 부분에 비해 용접부의 조직이 조잡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00

200

400

300

500

그림 1-54. 1번 결함부의 크립-피로 손상 관찰 결과

5

L

R
316L

TIG

그림 1-55. 5번 수평결함의 손상 관찰결과 (100th cycle 후)

나. 이종/동종 용접의 특성 비교 평가

그림 1-56. 이종용접부 8번 결함의 우단 손상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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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위에서 다룬 것은 304-304, 또는 316L-316L로 용접된 동종 용접에
관한 관찰결과이다. 304-316L이 만나는 원통 중앙부의 이종용접부의 손상 양상
을 관찰하기 위해 8번 결함의 양단에서 손상 이미지를 비교했다. 그림 1-56 및
1-57에서와 같이 500사이클의 크립-피로 하중을 겪는 동안 316L 용착금속을 사
용한 용접부 결함의 양단에서는 결함 3번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손상이 발생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용접부위의 전체적인 크립-피로 손상 양상은 동종 용접 부위의 손상 양
상과 크게 다르지 않게 나타났다. 그 이유는 이종용접의 대상이 모두 오스테나이
트강인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오스테나이트강-페라이트강 형태로
열 및 기계적 물성치가 상당히 다른 재료의 이종용접이 이루어질 경우 용접부의
손상 양상이 동종 용접에서의 손상과 상당히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판단된다. 또
한 이종용접부에서 SMAW와 GTAW의 용접법의 거동은 그림 1-56과 1-57을
비교해보면 SMAW에서가 상대적으로 손상이 약간 더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구조시험 연구에 적용한 두 가지 용접법에서는 피복아크 용접법
(SMAW)이 GTAW에 비해 크립-피로 하중에 대해 손상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림 1-57. 이종용접부 8번 결함의 좌단 손상 이미지

한편 상하 원통의 계면에 존재하는 4번 결함도 8번 결함과 같은 높이에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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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는데 이의 관찰결과는 그림 1-58에서와 같이 손상이 중앙 하부에서 점진적
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사이클 기준에서 4번 결함의 좌단(GTAW)
과 8번 결함 우단(SMAW)의 손상 이미지를 비교해보면 그림 1-59에서와 같이
거의 비슷한 손상 정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58. 4번 수평결함의 손상 관찰결과

원통의 상하부 경계선 용접부에 위치하고 있는 4번과 8번의 계면 결함을 비
교 관찰한 결과 GTAW와 SMAW 용접부에서 손상의 크기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59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 단계에서는 두 용접방법이
고온에서 비슷한 거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304
TIG

4

SMAW

8
316L
#8

#4

그림 1-59. 4번 및 8번 결함의 손상 관찰결과 (200th cycle 후)

다. 시험결과와 평가결과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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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구조시험 결과와 A16을 따른 손상평가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평가절차의
보수성을 정량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본 구조시험은 단 하나의 시편으로 실시된
시험이고, 구조 평가에서 사용한 A3의 물성치도 실제 시험에 사용한 재료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일단 프랑스의 A16이 제시하는 크립-피
로 균열개시 선도가 실제 시험에서 측정한 결과와 정량적으로 비교를 한다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림 1-60에서 비교를 해보면 실제 손상 관찰결과는 모재부분에서 더 크게
나타났지만 A16은 용접재에서의 손상을 크게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시험에서는 용접부에서 크립-피로 손상이 모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한
원인은 용접재(316L)의 강도가 모재인 304보다 강도가 낮아 고온 크립 손상에
대한 저항성이 더 큰 것이 주요 원인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5
Weld_200 cycle

W (Creep damage)

4
Base_200

3

Weld_100

2
Base_100

1
Creep-Fatigue Damage Envelope

0
0

1

2

3
4
V(Fatigue damage)

5

그림 1-60. 이종용접부 3번 결함부의 크립-피로 손상 평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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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1. A16을 이용한 3번 결함부의 크립-피로 손상 평가 결과

500 사이클까지 하중이 진행될 때 결함의 진전은 그림 1-61에서와 같이 모재에
서의 진전량이 용접재에서의 진전량에 비해 약 2배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5. 이종 용접부 평가지침 (초안)

가. 개요
현 고온 설계코드들은 고온 크립-피로 조건에서 명시적으로 이종 용접의 존재
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 더구나 이종용접의 상세해석은 어려우며 평가결과의 정확성
은 재료물성치 DB 및 운전조건의 파악여부에 의해 제한을 받는다. 본 평가지침(초
안)은 실험실 시험 및 운전경험에 기초한 단순화된 평가절차를 제시하고 있다.

본 절차는 영국의 R5[1-13]에 기초하고 있는 것으로, 고온 크립 환경에서 기
계적, 열적 하중을 받으며 맞대기 용접이 되어 있는 배관 또는 튜브형상에 대한
평가절차를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제시하는 절차는 광범위한 재료에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현 단계에서는 적절한 재료 데이터가 있는 소수의 재료 조합에
국한되어 있다. 모재 대상 재료는 첫째 2 1/4Cr-1Mo과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리스
강, 용접재료는 오스테나이트강 또는 니켈강 등이고, 둘째 9Cr강과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리스강의 모재와 인코넬 용접재료를 커버하고 있다.

여기서 이종금속 용접은 페라이트강과 오스테나이트강 등과 같이 물리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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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적 또는 크립 물성치가 상당히 다른 재료 간의 용접을 의미한다. 이종용접을
ASME-NH의 상세절차 를 적용해보았지만 적용상의 어려움이 있었고, 해석방법
에 따라 해의 거동이 민감했다.
R5의 이종용접 평가절차는 크립 영역에 있는 튜브 또는 배관의 맞대기 용접
(butt weld)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많은 다른 재료에도 응용이 가능하지만 대
상재료는 기본적으로 2 1/4Cr-1Mo과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리스강, 용접재료는 오
스테나이트 또는 니켈계열의 강과 9Cr강과 오스테나이트강에 인코넬 용접금속의
조합에 대해 다루고 있다. 미국에서도 비슷한 평가절차로서 PODIS (Prediction
Of Damage In Service) 개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서 대상은 2
1/4Cr-1Mo, AISI 316SS의 튜브이며, 용가재는 미국 발전소에서 통상 사용하는
인코넬 또는 Type 316이다.

나. 하중정의

튜브 또는 배관에 작용하는 하중조합에서는 다음 하중을 고려한다.
-

압력

- 자중
- 전체 배관의 열팽창, 온도 변화에따른 다른 시스템하중
- 접합부의 열팽창 계수의 차이
- 두께방향 온도 변화
이들 하중에서 압력 및 자중은 일차응력을 야기하고, 나머지는 일반적으로 크
립에 의해 완화되는 거동을 보이지만 일부 경우에는 심각한 탄성추종을 동반하
기도 한다. 탄성추종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정보가 있는 경우 응력완화는
허용되지만 일차응력으로 분류한다. 시스템 하중으로는 행어(hanger)를 포함한
지지 구조물의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열충격 하중은 본 절차에서는 명시적으로
커버하지 않는다.

다. 평가절차

용접부 특정 영역에서 각각의 물성치를 구하는 것은 어렵지만 평가절차에서
사용하는 물성치는 완전한 용접부에서 실험을 통해서 결정한 것에 기초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이는 모든 크립파단 및 피로데이터는 cross weld 형상 시편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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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한 것이다. 평균 직경위치에서 탄성적으로 계산된 응력은 일반적으로 평가계
산에 활용된다. 평가절차에서 세 가지 손상에 관한 각 손상은 다음과 같다.

A + B + C = 1

여기서,
A: 일차응력 조건에서의 크립
B : 시간 비의존 피로 손상
C : 이차응력의 완화에 따른 크립 손상
이고, 각 항에 대한 세부 평가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정상상태에서 크립 수명비율, A
크립수명 비율 항인 A는 Robinson의 시간비율법칙(time fraction rule)을
이용한 다음 식을 따라 계산한다.
ti

A=∑

t f (σ rup ,i , Ti )

i

여기서 시간 ti는 하중조건 i에서의 시간이고, t f (σ rup ,i , Ti ) 는 cross weld 시편에
대해응력파단함수로 정의된 대표적 파단응력 σ rup,i 및 온도 T에 대해 정의된 온
도이다. 등온하중에서의 대표적 파단응력은 중간 두께 탄성응력으로부터 계산한
다. [1-13, 부록 A2]

2) 시간 비의존 피로 수명비율, B
시간 비의존 피로수명 비율은 Miner의 법칙을 이용하여 다음 식으로부터
계산하며, Nj는 등가 변형률 범위 ∆ε j 의 발생횟수, N f (∆ε j ) 는 동 변형률 범위에
서 파단에 도달하는 사이클 수이다.
B=∑
i

Nj
N f ( ∆ε j )

변형률 범위의 함수로써 결정되는 파단횟수는 cross weld 시편의 피로 한계
(endurance)로부터 결정되거나 모재의 피로한도 곡선에 피로강도감소계수(FSRF)
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모든 경우에 있어 열 및 일차하중에 기안한 반복 변형률
은 구조물에 동일하게 손상을 야기한다고 간주한다. (이것은 부록 A3[1-8]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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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됨)

3) 과도조건에서의 크립 수명 비율, C
운전기간 동안 다른 온도에서 크립손상이 연이어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과도 크립손상이 발생하는 경우 수명비율은 다음의 변형률 비율 식으로부
터 결정한다.
C = ∑ Nk
k

εk
ε fk

여기서 Nk는 하중 사이클 타입 k의 발생횟수이고, ε k 는 크립 dwell 온도 이동
(shift)에따른 누적 과도 크립 변형률, ε fk 는 하중조건 k 하에서 균열개시가 발생
하는 미소 구조 영역 내에서의 크립 연성으로 일반적으로 응력상태, 변형률 속도
(rate) 및 온도의 함수이다. 크립 변형률 및 연성치는 부록 A4[1-13]에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4) 손상이론
접합부의 손상은 위의 각 손상 비율의 합이 ‘1’이 될 때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A + B + C = 1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각 비율을 결정할 때 하계 물성치(lower bound properties)를
사용함으로써 보수적인 결과를 얻는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상의 절차에서는
최소 치수, 최대 온도 및 하한 물성치를 사용함으로써 기기의 보수적 평가결과를
얻게 되며 보수성의 검토를 위해서는 보다 실제에 가까운 물성치 및 조건을 적용
한 민감도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평가결과는 운전온도 및 용접선에 수직인 축방
향 응력의 크기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5) 손상절차 상태
가) 수명 비율항 A
크립 파단강도는 일부 재료에만 국한된다.
- 2 1/4Cr 1Mo : Type316 모재 조합
- 9Cr 1Mo : Type316 모재 조합

다른 재료에까지 본 절차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cross weld 데이터베이스가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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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 한다. 용접부에 대해 2 1/4Cr 1Mo 모재가 높은 응력 상태에 있을 때 크
립 파단 데이터는 평균선에 1.25를 곱하여 얻는다.

나) 수명 비율항 B
이종금속 용접에서는 이종 재료간의 열팽창계수가 다르기 때문에 피로 수명
비율의 계산시 특히 열응력의 취급에서 주의를 요한다. 이종금속 용접의 평가에
서 특히 어려운 점은 cross weld 피로 한계곡선 데이터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
이다. 용착재를 인코넬 또는 type 316을 이용할 경우 일바적으로 cross weld 시
편에서 피로 한계데이터는 2 1/4Cr 1Mo의 경우 이 재료의 분산 밴드에서 하계
(lower bound) 데이터 영역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이종금속 용접
(DMW) 평가에서 모재의 피로 데이터에 피로강도감소계수(FSRC)를 적절히 고
려하면 DMW 부분의 피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 수명 비율항 C
Dwell 온도의 이동효과는 크립 수명 비율항 C로 나타나는데 이는 현재 이해
도가 가장 떨어지는 부분이다. 현재 절차에서 이 수명비율은 dwell 온도의 변화
에 따른 어떤 열응력도 고온 dwell 시간 동안 완전하게 완화된다는 보수적인 가
정에 기초하여 계산한다. 여기서 C항이 상대적으로 커지면 해석적, 실험적 및 실
증 작업이 요구된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실증결과는 절차에 심각한 비보수성은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라) 용접 잔류응력 평가
잔류응력은 외력을 제거한 후에도 구조물에 그대로 남아 있는 응력을 의미한다.
잔류응력의 대표적인 것은 용접 잔류응력이며, 소성가공, 기계가공, 과하중 등에 의해
서도 발생한다. 고온 및 상온 구조물에서 잔류응력은 구조건전성에 일반적으로 부정
적 영향을 미치지만 표면 잔류응력은 피로강도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기도 하다. 상온
구조물의 잔류응력 평가절차는 비교적 잘 정비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고온 구조물의
잔류응력 평가절차는 아직 개발 초기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영국의 평가지침인 R6와 BS7910의 잔류응력 평가절차는 전형적 용접구조물에 대
한 잔류응력 평가식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R6 절차
가 추천하는 T-평판의 두께방향 횡(transverse)방향 잔류응력 분포는 Upper b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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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선(bilinear) 식을 사용한다. 즉 R6는 잔류응력 최대값은 구조물의 용접 toe에서
모재의 항복강도와 동일하고, toe로부터 ro만큼 떨어진 곳에서 잔류응력이 영이 되도
록 선형으로 감소한 후 그 영 값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유지되는 그림 1-60에서
와 같은 형태의 이직선 식을 제시하고 있다. R6는 이와 같이 소성역의 계산에 의한
잔류응력 분포를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서 ro는 Leggatt[1-21]이 제안한 소성역의 크
기로 다음 식과 같이 표현된다.

 C ηq 

ro = 
 σ yp v 



0.5

1.2

R6 (Tube)
normalised stress,
residualσ stress
normalised
/σy

1
0.8

BS7910
(T-plate & Tube)

0.6
0.4
0.2
0

R6 (T-plate)

-0.2
0

0.2

0.4

0.6

0.8

1

normalised position, y / W

그림 1-60 Residual stress distributions for T-plate and tubular t-joint

여기서 σyp는 모재의 항복응력이고, n는 공정효율 인자, q는 아아크의 출력(in
J/s), v는 용접 이동속도(in mm/s), C는 열팽창계수와 영률 밀도 및 비열의 함수
로 나타나는 재료상수이다. Ferritic강에서 통상 C=153Nmm/J, η=0.8의 값을 사용
한다. 반면 영국의 BS7910에서는 그림 1-60과 같은 형상의 T-평판 butt 용접에
서 횡방향 잔류응력 분포에 대해 다음과 같은 다항식 형태의 잔류응력 분포식을
추천하고 있다.

σ res = σ yp [0.97 + 2.3267( y / W ) − 24.125( y / W ) 2
+ 42.485( y / W )3 − 21.087( y / W ) 4 ]

여기서 y와 W는 그림 1-10에 나타나 있으며, 두께 방향으로 윗 식을 따른 잔류
응력 분포는 그림 1-60에 도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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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증기발생기 소듐-물 반응 다차원 해석 방법론 개발

본 연구에서는 국내 고유의 소듐냉각 원자로 개념인 KALIMER를 대상으로 하여
소듐-물 반응현상 발생시의 증기발생기 전열관 손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화학 반응영역의 이동 및 결함 전열관 주변의 온도분포 등을 다차원적으로
분석하여 인접 전열관의 손상 정도를 정량적으로 분석하므로써 소듐-물 반응 현상과
관련된 설계 기준사고의 설정을 위한 방법론을 개발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물리적 및 화학적으로 매우 복잡한 소듐과 물의 반응 현상을 다차원적으로 모사하기
위한 해석모형 및 전산해석 방법론을 개발하여 기존의 1차원적 해석 방법론과 상호
보완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므로서 신뢰성이 향상된 소듐-물 반응현상 특성 분석이
가능하도록 함에 주 목적을 두고 있다.

1. 액체금속로 소듐-물 반응 사고
가. 소듐-물 반응 현상 개요
소듐을 냉각재로 사용하는 한국형 액체금속로인 KALIMER[2-2] 증기발생계통은
경수로와 유사한 물/증기 사이클을 사용하며, 1차 및 중간열전달계통 (IHTS,
intermediate heat transport system)의 전열 매질로 고온 소듐을 사용한다. 대략적인
KALIMER 중간열전달계통 및 증기발생계통의 구성은 그림 2-1과 같다.
SGACS

Inside
Containment

Outside
Containment

Flare Tip
Backpressure
R/D

E
M
P
SG

Separator

Cold Legs (2)

IHTS
Loop-2

Hot Legs (2)

Rx. Head

Isolation
Valves (2)

Rx. Baffle

Na Hot Pool

I
H
X

E
M
P
Rx.
Core

Rupture
Disk
T-Junctions
(Details:below)

Cold/Hot
Legs
Isolation
Valves (4)

Na Dump
Tank (SDT)

Cold/Hot
Legs
(merging)

IHTS Loop-1

그림 2-1. KALIMER 중간계통 및 증기발생기 구성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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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소듐은 물이나 공기 등과는 매우 활발한 반응성을 가지며 폭발성이 있는
수소기체 등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소듐냉각 원자로 설계에서는 증기발생기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듐-물 반응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설계상의 고려가
필수적이다. 증기발생기 전열관 누설이 발생하면 그림 2-2와 같이 고온/고압의
전열관측 물/증기가 증기발생기 shell 측의 소듐과 급격한 반응을 일으키며, 그 결과로
계통 내에 반응 에너지의 유입과 압력파 전파현상이 발생하고 계속되는 물/증기 누출로
인한 지속적인 화학반응에 의해 계통의 압력이 급격하게 증가한다.

그림 2-2. 액체금속로 소듐-물 반응현상 개요

이와 같은 소듐-물 반응 현상의 지속적 발생은 부식성이 강한 반응물의 생성을
초래하고, 이들 반응 생성물이 중간열전달계통 배관을 통하여 압력경계를 이루는
기기나 부품에 유입되어 그 본연의 기능에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처설비가 필요하다. 소듐-물 반응 압력방출(완화) 계통 (SWRPRS)은
이와 같은 소듐-물 반응사고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궁극적으로 소듐-물 반응사고를
종결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는 계통이므로 액체금속로의 안전성 확보 및 대처 설비의
최적 설계를 통한 경제성 확보 차원에서 소듐-물 반응현상의 적절한 평가 및
평가결과를 활용한 소듐-물 반응사고 대처설비에 대한 설계 개념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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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듐-물 반응은 반응 요인인 물/증기의 소듐상으로의 유입률에 따라 계통에 미치는
영향이 각각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편의상 다음의 표 2-1과 같이
물 누출율에 따라 사고유형을 분류하고 있다[2-3].

표. 2-1 전열관 물/증기 누출율에 따른 SWR 사고유형 분류
- Leak rate < 0.05g/sec
Micro leak

- 재질의 부식특성
- Self-wastage 현상
- 0.05g/sec < Leak rate < 10g/sec

Small leak

- single target-wastage
- target material의 손상규모
- Wastage 방정식

Intermediate leak

- 10g/sec < Leak rate < 1~2 kg/sec
- multiple target-wastage
- 1~2 kg/sec < Leak rate
- 대규모 누출로 인한 압력 및 열유동 현상 해석

Large leak

- 증기발생기 안전성 평가
- Pressure increase
. 초기 Spike 압력 평가
. 중/후반기 계통 거동 평가

(for the MONJU steam generator) , Leak rate = f(type, capacity, other condition)

증기발생기 전열관(tube)의 pinhole 또는 미세한 crack이 발생할 경우의 소규모 물
누출 사고시에는 물이 누출되는 전열관(tube) 자체의 부식이나 침식 등의 경미한
현상과 함께 self-wastage와 plugging 현상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면서 사고 진행
속도가 매우 느리므로 계통 내부의 압력 상승은 천천히 진행되고 압력 상승 폭 또한
매우 작다고 보고되어 있다[2-3].

반면에 증기발생기 내부의 전열관(tube)중 하나가 양단 파단되는 경우에는 많은 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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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증기가 소듐측으로 누출되므로 소듐과 물의 반응에 의해 발생하는 수소의 양이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 또한, 소듐 상으로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물/증기에 의한 격렬한
반응으로 인해 반응부위 주변에서는 고온의 열하중과 고압의 압력하중을 동시에 받게
되며 생성된 수소는 소듐상을 밀어내면서 증기발생기 내부의 압력을 급격히 증가시키게
된다. 반응으로 인해 생성되는 기체 생성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소는 초기에 구형의
단일 기포를 형성하여 성장하다가 안정성을 잃으면 수소와의 균질 2상 흐름을 형성하고,
물의 누출이 더 증가하면 기체상의 수소, 액상의 소듐, 그리고 이 두가지 상이 공존하는
비균질 2상 유동을 형성한다.

이러한 대규모 물/증기 누출 사고시의 계통 압력과도(system pressure transient)
현상은 증기발생기의 형태와 크기에 의해 지배적인 영향을 받으며 대부분의 경우
누출이 시작된 후 수 msec 경에 initial pressure spike라고 불리는 초기 첨두압력
(peak pressure)이 나타난다. 초기 첨두압력은 증기발생기 내부의 소듐 유로 구조와
중간 열전달계통 배관 형태에 따른 음향파의 전달 특성에 의해 결정되며, 대부분의
경우 전열관측의 압력보다는 낮은 경향을 나타낸다[2-3]. 초기 첨두압력 이후 비교적
낮은 규모의 2차 압력상승이 있으며 이후에는 압력파가 서서히 감소하므로 이 때의
압력을 준정상상태 압력(quasi-steady state pressure)이라 지칭한다[2-4].

소듐-물 반응 초기에는 순간적인 반응에 의한 압력 증가로 wave propagation
효과가 지배적으로 나타나고 누출 부위를 중심으로 반응이 한정되지만, 반응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면 반응 영역이 확대되어 증기발생기 shell 측의 많은 구조물이 열적,
화학적으로 그 영향을 받게 된다. 2차 압력상승은 증기발생기 및 압력방출 계통의
inertia constraint 특성에 의해 결정되며 rPxhd 파열판(Rupture Disk) 개방 이후의
준정상상태 압력은 소듐과 수소기체의 유동저항요소 등에 의해 결정된다. 이러한
준정상상태(quasi-steady state)의 장기거동에서는 반응 생성물 배출계통으로 연결된
배관에서의 유동 속도가 급격히 증가하므로 배관에서의 유속이 설계제한 인자로
사용되기도 한다[2-5].

나. 소듐-물 반응 특성 분석 기존 연구
1) 소듐-물 반응사고 해석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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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기발생기 전열관에서의 대규모 물/증기 누출에 의한 SG 및 IHTS의 계통과도
현상을 분석하기 위하여 여러 국가의 연구기관에서 액체금속로 증기발생기의 안전성
해석을 위한 전산해석 코드를 개발해 왔으며 test 실험장치를 제작하여 수행한 실험
결과와 비교함으로써 코드의 신뢰성 및 정확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소듐-물 반응 분석을 위한 전산해석 코드는 주로 소듐냉각 원자로의 계통 설계
목적으로 소듐-물 반응에 대한 물리적 이해를 토대로 다양한 가정과 적절한 분석
모형을 적용한 1차원 해석모형을 사용하여 개발되었으며, 이들 코드를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외국의 소듐-물 반응현상 해석코드로는 Prototype Fast Breeder Reactor
(PFBR)를 대상으로 인도에서 개발된 SWEPT 코드[2-6][2-7], 일본의 PNC에서
개발한 SWACS 코드[2-8]. 미국의 Argonne National Laboratory(ANL)에서 개발한
SWAAM, SWAAM-II 및 SWAAM-LT 코드 등을 꼽을 수 있으며, 특히 SWAAMLT 코드는 초기 압력전파 단계 이후의 장기거동 평가를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25]. 이 밖에도, GE에서 개발한 HISTAM 및 TRANSWRAP Code 등이 있으며,
HISTAM 코드는 증기발생기 Loop에서의 장기간에 걸친 계통과도 현상 분석을
목적으로 초기의 급격한 계통과도 해석용인 TRANSWRAP 코드를 변형하여 개발한
것으로 각각 반응 현상에 따른 적절한 해석 용도를 가지고 개발되었다[2-9].

이밖에도 소듐냉각 고속로 기술 선진국 중의 하나인 프랑스는 Super Phenix
(SPX)와 EFR (European Fast Reactor) 등에서의 풍부한 소듐냉각로 설계 및 운전
경험을 토대로 많은 실험과 분석 업무를 수행한 바 있으며, 증기발생기 내부의 소듐-물
반응 사고에 대해서도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프랑스는 소듐-물 반응시의 계통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 초기 압력전파 단계와 그 이후의 질량 및 에너지 전달단계의
장기거동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수행한다. 프랑스에서 SPX와 EFR을 대상으로 개발한
SWR 해석 코드로는 wastage 해석과 관련한 PROPANA, 반응 초기 첨두압력을
계산하는 PLEXUS, 전열관측 해석을 위한 GVNOV, 구조적 건전성 해석과 관련된
MECTUB 등이 있으며, SPX에 대한 코드로는 METCAR, DEBIDO, REACNOV 등이
있다[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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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KALMER 소듐-물 반응 현상 분석을 위해 개발된 코드로는 SPIKE
코드와 SELPSTA 코드가 있다. 중간열전달 계통 및 증기발생기에서 발생하는 소듐물 반응사고시의 압력파 전달을 분석하는 도구인 SPIKE 코드는 계통을 적절한
부분체(branch)로 나누고 각각의 부분체들을 연결체(junction)로 연결하여 전체적인
계통을 구성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으며 각 부분체는 다시 작은 노드(node)로
차분화하여 계산을 수행한다. SPIKE 코드는 시간 및 거리에 대한 특성화 방법을 통해
편미분 방정식을 상비분 방정식화 하여 계산하며, fully explicit 기법을 사용하고 전체
계산 영역에서 수치적 안정성을 위하여 시간간격과 공간차분을 조정하면서 계산을
수행한다[2-11]. SPIKE 코드에 대한 검증 계산은 일본 PNC의 SWR 축소모형
실험결과[2-12]와 SPIKE의 계산 결과와의 비교[2-11]를 통해 수행되었으며,
비교계산 결과 SPIKE 코드는 축소 실험결과를 비교적 타당하게 예측하고 있음이
확인된 바 있다.

SPIKE와

함께

소듐-물

반응사고

장기거동

해석용으로

개발된 SELPSTA

(Sodium-water reaction Event Later Phase System Transient Analyzer) 코드[213]는 복잡한 소듐-물 반응 현상을 단순화하기 위하여 증기발생기 shell 측 소듐
유동을 비압축성, 1차원 비정상 점성유동으로 가정하고, 증기발생기 상부에 위치한
cover gas와 소듐-배출 탱크의 비활성 기체는 이상기체(ideal gas)로 가정하는
지배방정식을 적용하였다.

또한,

소듐-물 반응사고 장기거동 특성을 반영하여

파열판(Rupture disk) 개방 이후의 소듐 배출현상 및 물/증기 측과 shell측 소듐이
격리되어 반응이 종료되는 사고 종료시점 계산 기능을 포함하도록 개발되었다[2-13].

특히, SELPSTA 코드는 해외 여러 기관에서 개발된 코드에 비해 SWR 현상에 대한
상세한 분석 능력은 다소 떨어지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 다양한 경계 조건을 적용하여
빠른 시간 내에 그 특성을 분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수한 장점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즉, 계통 설계 단계에서는 설계 변경에 빠르게 대처하여 그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SELPSTA 코드의 이와 같은 특징이 매우 효과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또한, SWR 현상에 대한 분석에서 다수의 초기가정을 사용하므로
해석결과에 불확실성이 클 소지가 있으나, SPIKE 코드와 상호 보완적으로 사용되므로
해석상의 물리적 타당성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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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상에서 기술한 코드들은 소듐-물 반응현상 전 기간을 모두 해석할 수 있는
전산코드들로서 계통의 압력과도 현상에 대한 1차원적 분석을 그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각각의 코드에서 사용하고 있는 해석모형 및 그 기능상의 특징을 표 2-2 및
표 2-3에 간략히 정리하였다.

표 2-2. EFR과 SPX의 SWR 해석코드 기능 비교
대상

Code
PROPANA

기능 및 특성
전열관 손상관련 분석
- self wastage, vicinity of reaction zone)

PLEXUS

water leak rate, pressure analysis

EFR
GVNOV

SPX

secondary loop

blowdown (tube-side 분석)

MECTUB

structural integrity 분석

METCAR

acoustic response만을 해석, 1-D 코드

DEBIDO

leak flowrate 및 guillotine break 분석
(장기거동 해석 관련)

REACNOV

mass transfer 해석 코드
(장기거동 해석 관련)
Super-NOHA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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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소듐-물 반응사고 해석코드의 기능 비교

SWEPT

SWACS

SWAAM-LT

TRANSWRAP

HISTAM

SPIKE

SELPSTA

INDIA

일본(PNC)

미국(ANL)

미국(GE)

미국(GE)

한국(KAERI)

한국(KAERI)

초기 압력 Spike

○

○

X

○

X

○

X

Relief System

○

○

○

X

○

X

○

Water injection
(leak) Model

○

○

○

○

X

○

○

Bubble Dynamics

○

○

X

○

X

○

X

개발국(기관)

o 초기 :
1-D, 1-P,
압축성

Sodium
o 후기
1-D, 2-P,
비압축성

Flow
Model

Gas

후반기 해석기능

o Ideal Gas
Model
o Adiabatic
Expansion
o 압축성

○

o 초기 :
1-D, 1-P
압축성
Fluid hammer
o 후기 :
비압축성
1-D, 2-P
(with slip)
o Ideal Gas
Model
o Isothermal
Expansion
o 압축성

○

o 후기 :
1-D, 1-P
비압축성
o 반응경계면
추적
o Ideal Gas
Model
o 1-D, 1-P,
o Adiabatic
o 압축성 :
국부적용

o 1-D, 1-P,
압축성 유동
o wave
propagation

o 압축성
o 1-Phase
o Adiabatic
Expansion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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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1-D, 1-P,
o 비압축성

o 1-D, 1-P,
o water
hammer
o wave
propagation

o 1-D, 1-P,
o 비압축성

o 압축성
o 1&2-Phase
o Adiabatic
Expansion

o Branch &
Junction
Approach
O 별도의
기체공간
고려 없음

o Ideal Gas
Model
o Isothermal
Expansion
o 압축성

○

X

○

2) 소듐-물 반응 기존 해석 방법론 평가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소듐냉각 원자로 계통의 소듐-물 반응현상을 분석하기 위한
해석 방법론 및 전산코드는 대부분 설계 및 단순한 계통 과도해석을 목적으로 개발된
1차원 해석코드로서 대부분이 단상 및 다상, 다성분 1차원 과도유동 해석모형, 소듐-물
반응사고 압력방출계통 해석모형, 그리고 화학반응 모형 및 수소 생성모형 등의 비교적
단순화된 해석모형을 채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해석모형 중에서 소듐-물
반응사고 발생시의 계통의 과도유발 요인으로 가장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는 해석모형이
화학반응 모형과 반응에 의해 발생하는 수소생성 모형이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소듐물 반응 현상의 다차원 분석을 위한 상세 반응모형 개발을 위하여 기존 연구를 통해
수행되어온 다양한 소듐-물 반응현상의 해석모형 중에서 계통 과도 유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화학반응 및 수소생성모형을 간략히 소개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가) 화학반응 및 수소생성 모형 고찰
소듐과 물의 화학반응은 매우 복잡한 물리적 및 화학적 현상으로 다양한 반응의
형태로 나타나며, 반응 생성물 역시 기체, 액체 및 고체의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이들 반응생성물 중 기체생성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소는 소듐-물 반응사고 발생시
계통 열유체적 거동에 가장 지배적인 영향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므로, 소듐-물 반응
해석시에는 복잡한 물리적/화학적 현상으로부터 반응에 의해 생성되는 수소의 양 및
그때의 반응 에너지를 계산하기 위한 적절한 화학반응 및 수소생성 모형의 설정이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소듐과 물의 화학반응에 의해 생성되는 반응에너지 및 수소의
양을 정확히 계산하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대부분의 1차원적 소듐-물 반응사고
해석코드에서는 전열관의 물/증기 누출량을 기준으로 물/증기에서 수소기체로의
전환비(conversion ratio)를 사용하여 수소의 양을 계산하고, 그 때의 수소 생성
온도를 실험적으로 결정하여 일정한 온도(SPIKE 및 SELPSTA 경우에는 1300K)로
주는 개념이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이러한 전환비는 소듐-물 화학반응의 반응계수
계산을 통해 설정된다[2-3].

SPIKE 및 SELPSTA 코드의 화학반응 및 수소생성 모형과 관련된 화학반응
계수로는 물에서 수소기체로의 몰단위 전환비(steam to hydrogen molar conversion
ratio) 및 질량변환계수(mass conversion factor) 등이 있으며, 특히 반응에 의해
생성되는 수소기체의 질량 계산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질량변환계수는 다양한 소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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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화학 반응식에 근거하여 계산되는 반응빈도상수 (reaction frequency constant)에
의해 결정된다.

증기발생기 전열관측 물/증기의 누출에 의해 발생하는 소듐과 물의 반응현상은
다양한 화학반응 형태를 나타낸다. 이들 화학반응 중에서 가장 주된 반응은 식 (21)의 형태로 나타나며, 식 (2-1)의 화학반응 이후에도 식 (2-2)와 식 (2-3)의
형태로 지속적인 화학반응이 일어난다[2-3].

1
H2
2

Na + H 2 O → NaOH +
Na +

(2-1)

1
H 2 → NaH
2

(2-2)

Na + NaOH → Na 2 O +

1
H2
2

(2-3)

이들 화학반응 중, 반응에 참여하는 여분의 소듐이 충분히 존재하고 소듐의 온도가
320oC 이상으로 유지되는 경우에는 식 (2-1)과 식 (2-3)의 화학반응을 합성하여, 식
(2-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2-6].

2 Na + H 2 O → Na 2 O + H 2

(2-4)

실제로 증기발생기 내부에서의 소듐-물 반응은 물리적/화학적으로 매우 복잡한
현상이며, 반응부위 및 반응과정에서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게 되므로
위의 다양한 화학반응 중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날지는 정확히 예측할 수 없으나,
다양한 연구를 통해 주로 식 (2-1) 및 식 (2-4)와 같은 2가지 형태의 화학반응이
경쟁적으로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으므로[2-3][2-6], 소듐-물 반응사고 해석은 주로
식 (2-5)와 같은 형태의 반응에 대해 이루어지고 있다.

2 Na + H 2 O → Na 2 O
Na + H 2 O → NaOH

+ H2
+ 1 2H 2

β
1− β

(1 + β ) Na + H 2 O → β Na 2 O + (1 − β ) NaOH

(0 ≤ β ≤ 1)

+ 1 2 (1 + β ) H 2

(2-5a)
(2-5b)

여기서, β 는 반응빈도상수(reaction frequency constant)로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갖는다. 즉, 식 (2-5a)의 두가지 반응을 통해 생성되는 수소의 양이 서로 다르므로 이
두가지 반응에 대하여 수소 생성량을 적절히 계산하기 위하여 반응빈도상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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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하였다. 식 (2-5a)의 두가지 반응을 반응빈도상수,

β 를 이용하여 단일

반응식으로 나타내면 식 (2-5b)와 같이 표현되며, 이 반응식에서 알 수 있듯이 물 1
mole을 기준으로 반응에 참여하는 각각의 반응물과 생성물을 mole 단위로 비교하여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
⎪
⎨
⎪
⎪⎩

H2
Na 2 O
NaOH
Na

:
:
:
:

1 2 ⋅ (1 + β )

β

(2-6)

(1 − β )
(1 + β )

여기서, NaOH , Na 2 O , Na 등의 고체 및 액체 생성물은 H 2 와 같은 기체 생성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반응시의 계통 열수력 거동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계통 압력거동에 주된 영향을 미치는 수소기체의 생성량에 대한 화학양론적
반응상수(stoichiometric

reaction

constant),

α

를

이용하면

식

(2-6)의

반응빈도상수 ( β )는 식 (2-7)과 같이 계산된다.

β = 2α − 1

(2-7)

여기서, α 는 소듐과 물의 화학반응시 생성되는 수소의 양을 계산하기 위한 일종의
mole 단위 전환상수(molar conversion factor)로 현재까지 실험을 통해 발표된
해외논문[2-3][2-6][2-7]을 참조하면 물 1mole당 0.7mole의 수소가 생성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므로, 반응빈도상수(reaction frequency constant), β 는 식 (27)에 의해 0.4가 된다.

소듐-물 반응시 생성되는 수소기체의 질량은 전열관의 물/증기 누출유량을 토대로
계산되며, 물/증기에서 수소기체로의 질량변환계수는 앞서 계산된 반응빈도상수를
이용하여 계산된다. 즉, 식 (2-6)의 관계를 이용하여 반응에 참여하는 각 반응원소와
생성원소의 양을 질량기준으로 나타내면, 물에서 수소로의 질량단위 전환계수 (steam
to hydrogen mass conversion factor)는 식 (2-8)과 같이 표현된다. 식에서 M 은 각
반응물과 생성물의 분자량을 의미한다.
식 (2-7)에 의해 계산된 반응빈도상수( β ), 0.4를 식 (2-8)에 대입하면
물/증기에서 수소기체로의 질량변환계수( C mass , H 2 )는 약 0.08이 된다. 즉, 소듐과 물의
화학반응에 참여하는 반응물을 질량 단위로 계산하면, 물 1g은 약 1.79g의 소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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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하여 약 0.08g의 수소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계산된다.

⎧
⎪
⎪
⎪
⎪
⎪
⎨
⎪
⎪
⎪
⎪
⎪⎩

따라서

C mass , Na2O
C mass , NaOH
C mass , Na

반응에

M H2
M H2
1
⋅ (1 + β ) ⋅
=α ⋅
M H 2O
M H 2O
2
M Na2O
M Na2O
= β⋅
= (2α − 1) ⋅
M H 2O
M H 2O
M
M
= (1 − β ) ⋅ NaOH = 2 ⋅ (1 − α ) ⋅ NaOH
M H 2O
M H 2O
M Na
M Na
= (1 + β ) ⋅
= 2α ⋅
M H 2O
M H 2O
=

C mass , H 2

의해

생성되는

수소기체의

질량은

물/증기에서

(2-8)

수소기체로의

질량변환계수( C mass ,H 2 )를 이용하여 식 (2-9)와 같이 계산되며, 질량 변환계수는
물/증기에서 수소기체로의 몰단위 전환비(molar conversion ratio), α 의 함수로

& PRH 와 m& leak 은 각각 반응에 의해 단위 시간당 생성되는
모형화된다. 식에서, m
수소질량과 전열관으로부터 누출되는 물/증기의 누출유량 (leak rate)을 의미한다.

m& PRH = C mass , H 2 ⋅ m& leak = α ⋅

M H2
M H 2O

⋅ m& leak

(2-9)

나) 기존 연구의 화학반응 및 수소생성 모형 평가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기존 연구에서의 화학반응 및 수소생성 모형은 설계목적의
1차원적 해석모형의 비교적 단순한 해석모형의 사용으로 인해 신속하고 반복적인
계산에 의한 해석 결과를 설계에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수한 장점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기존 연구에서의 화학반응 및 수소생성 모형은 반응 에너지의
생성을 일정 온도로 생성되는 수소온도로 가정하여 주변 소듐과의 열전달에 의해서만
고려하는 것에 불과하고, 또한 초기 설계기준 사고로 설정한 양단파단 전열관 개수에
의해 계통 과도특성이 전적으로 결정되므로, 반응영역 주변의 수소 생성온도의 변화
가능성 및 초기 양단파단 전열관 개수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 한 그 해석
결과를 신뢰하기 어려울 수 있다. 특히, 손상 전열관의 개수는 증기발생기의 형상 및
운전 압력, 반응영역의 온도 및 반응영역 팽창, 그리고 급수측 운전 조건 등과도 깊은
관계가 있으며, 발전소 인허가를 취득하기 위한 안전성 분석 기준과도 연계되어 매우
불확실성이 큰 인자 중의 하나이므로 적절한 해석모형 및 분석을 통한 반응 에너지
생성량 및 양단파단 전열관 개수의 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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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증기발생기 내부에서 발생하는 소듐-물 반응 현상은 물리적으로나 화학적으로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띄고 있고 증기발생기 전열관이 매우 촘촘히 배치된 상황에서
전열관 하나에서 결함이 발생하면 그 여파가 인접한 미결함 전열관으로 전파되어
사고의 확대가 필연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듐-물 반응 시작시점부터 반응 영역의 팽창 및 반응 경계면의 이동에 의한 미결함
인접 전열관 손상 여부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다차원 상세 분석 방법론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여 계통 과도의 가장 주된 반응원으로 작용하는 화학
반응에너지와 수소 생성량을 현실화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다음 장에
기술하였다.

2. 소듐-물 반응 다차원 상세해석 방법론 개발
소듐-물 반응 현상의 다차원 상세해석 방법론 개발은 기존의 연구를 통해
1차원적으로 해석했던 현상을 보다 상세히 분석하여 계통 설계에 반영하기 위한
연구로서, 상세 화학반응 모형 개발과 다차원 열유동 해석모형 개발로 구분하여
수행되었다. 먼저, 화학적 반응모형의 개발은 급격한 발열반응에 의해 계통에 생성되는
반응 에너지 양을 정량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반응 현상의 에너지 준위를
계산하고 가장 발생 가능성이 높은 발열반응에 해당하는 발열 에너지를 정량적으로
산출하여 계통 열유동 해석의 입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행되었다. 또한, 열유체적
해석모형은 다양한 상용(commercial) 열유동 해석코드의 solver 기능을 활용하여
개발된 상세 화학반응 모형과 결합하는 방식으로 개발하므로써 소듐-물 반응영역의
확장 및 화학 반응 경계면 이동 등의 신뢰성 높은 분석이 가능하도록 개발되었다.

가. 소듐-물 반응 상세 화학 반응모형 개발
1) 소듐-물 화학 반응률
증기발생기 전열관측 물/증기의 누출에 의해 발생하는 소듐과 물의 반응현상은
다양한 화학반응 형태를 나타낸다. 앞 절에서 이미 기술한 바와 같이, 이들 화학반응
중에서 가장 주된 반응은 다음의 식 (2-10)의 형태로 나타나며, 식 (2-1)의 화학반응
이후에도 식 (2-11), 식 (2-12)와 식 (2-13)의 형태로 지속적인 화학반응이
일어난다[2-15][2-18]. 충분히 높은 고온에서 sodium 증발이 일어날 때, 소듐
분자는 기상에서 물 분자와 반응한다. 그러나 기상반응에 대한 반응기구 (reaction
mechanism)와 반응속도(reaction rate)는 아직까지 확실히 밝혀지지 않고 있으므로
기상반응은 다음과 같이 발생한다고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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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Νa + Η 2Ο → ΝaΟΗ + Η 2
2

(2-10)

2 Νa + Η 2 Ο → Νa2 Ο + Η 2

(2-11)

1
Νa + ΝaΟΗ → Νa 2 Ο + Η 2
2

(2-12)

2 Νa + 2Η 2 Ο → 2 ΝaΟΗ + Η 2

(2-13)

(3-1)식은 H 2 O...Na 단분자 복합체를 방출하여 한 개의 NaOH와 한 개의 수소분자를
생성한다고 가정하였고, (2-13)식은 2개의 H 2 O...Na 복합체를 방출하고 2개의
NaOH와 수소분자를 생성한다. 생성된 수소는 액체 소듐에 흡수되며 반응온도가 683K
이하에서 생성된 NaOH는 잉여의 소듐과 반응하여 (2-11)와 (2-12)의 sodium
oxide나 sodium hydride를 생성한다[2-16][2-17].

Pulham과 Simm 등은 steam과 액체소듐의 반응에 관한 연구에서 에너지 장벽 평가를
통해 NaOH가 주로 생성되며, 상기의 총괄반응 중 (2-11)와 (2-12)에 대한
반응식의 기여도는 온도에 따라 다르나 573K [2-16][2-17] 또한 Okono와
Yamaguchi는 분자궤도법(Molecular Orbit Method)에 의한 열역학적인 해석결과를
이용한 Gibbs free energy 최소화 방법에 근거한 이론적인 단열온도조건에서 소듐-물
반응의

조성을

수치해석적으로

평가하였으며,

NaOH가

소듐-물

반응의

주요

생성물임을 보고하였다[2-1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듐-물 반응 중 식 (2-10)에
표시된 바와 같이 NaOH 생성반응을 주요 반응으로 가정하여 소듐-물 반응에 의한
반응기구와 반응 속도식을 고찰하기 위해 수소 생성량과 반응속도를 구하였다.
소듐-물 반응에 의한 수소의 생성속도를 구하기 위해 A = Na , B = H 2 O , C = NaOH
및 D = H 2 라고 정의하면, 반응식 (2-10)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k
Α+Β⎯
⎯→
C+

1
D
2

(2-14)

여기서, k 는 반응속도 상수이고 반응물의 농도에 비례하며, 온도에만 의존하는
상수이다. 상기 식으로부터 각각의 반응이 기초반응이라고 가정하면, 반응물 B 의
소멸속도는 다음과 같다.

1 dΝ B
= − kC A C B
V dt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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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N B 는 소듐의 반응몰 수 (mole), V 는 반응체적( m 3 ), C A 및 C B 는 각각
소듐과 물의 몰농도( mol / m 3 )이다. 또한, 수소의 생성속도는 물의 소멸속도와
비례하므로 식 (2-16)이 성립한다.

dΝ D
dΝ B
=−f
dt
dt

(2-16)

따라서 식 (2-15)에 식 (2-16)을 도입하면 소듐-물 반응에 의한 수소 생성속도는
식 (2-17)과 같이 정의된다.

1 dΝ D
= f k C A CB
V dt

(2-17)

여기서, N D 는 수소의 생성몰수(mole), f 는 화학양론적으로 결정되는 수소/물의 몰
비(mole ratio)이다.

2) 소듐-물 반응의 열역학적 고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듐-물 화학반응은 열역학적으로 발열반응이다. Takata와
Yamaguchi는 소듐-물 반응시 각 반응 경로에 대한 에너지 준위를 계산하고 이를 그림
2-3과 같이 소듐-물 화학반응의 각 상태별 포텐셜 에너지 준위로 도시하였다[218][2-19]. 그림과 같이, 소듐의 탈수화 (hydration)는 발열반응(H2O...Na 복합체(7 kcal/mol), H2O...Na2(-1 kcal/mole))이지만 다른 반응들은 모두 흡열 반응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hydration 반응만이 소듐-물 반응을 시작하기 위한 triggering을
제공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어떤 반응 path에 단분자 수소가 존재하고 이 단분자
수소로부터 수소 분자의 생성 에너지와 소듐 화합물의 잠열(latent heat)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발열반응으로 정의되며, 이는 과거 기수행 실험 결과를 통해
관찰된 바와 일치한다. 이는 분자궤도법에서 모든 소듐 화합물의 조성이 기체로
존재한다는 가정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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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소듐-물 반응의 에너지 준위

또한 소듐-물 반응 발생시 NaOH 생성과정에 필요한 에너지 장벽은 48 및 58
kcal/mol로 평가되었으며,

sodium oxide 생성에 필요한 에너지 장벽은 각각 78 및

138 kcal/mol로 평가되었다. NaOH...Na 복합체(18 kcal/mol)로부터 소듐 산화물과
수소원자(138 kcal/mol)로의 반응 경로는 그림 2-3에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이러한 반응 경로의 에너지 장벽은 다른 에너지 장벽에 비해 훨씬 높아 SWR
현상에서는 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3) 천이상태 이론을 이용한 화학 반응률 계산 모형
앞서 기술한 소듐-물 반응의 수소생성속도는 반응속도상수 k 에 의해 결정된다.
반응속도상수 k 의 단위는 반응속도식에 의존하고, n차 반응속도식에 대해서 다음
관계를 만족한다.

[k ] = [ 농도 ] 1−n [ 시간 ] −1

(2-18)

2차 반응의 경우 (2-18)식은 k 의 단위는 [m3/mol.s]이 된다. k 는 온도에 크게
의존하므로 Arrhenius’law 형태로 기술된 기체상의 속도상수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k = A exp(−∆Ε ≠ / RT )

(2-19)

여기서, A 는 빈도상수(frequency factor)이고 ∆E ≠ 는 전이상태와 반응물의 활성화
에너지 차(J/mol) 이다. 기초반응에서 속도상수의 온도 의존성은 Arrhenius' law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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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반응속도에 대한 충돌이론(collision theory)이나 천이상태 이론(transition state
theory)의 결과로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2-22].

k = AT m exp(− ∆E ≠ / RT )

(2-20)

식에서 m 은 충돌이론에서는 0.5, 천이상태이론에서는 1.0이 적용되며 반응속도상수에

(

)

미치는 온도효과 측면에서 exp − ∆E ≠ RT 에 비하여 T m 은 무시된다.

본 연구에서는 천이상태이론을 적용하여 반응빈도상수를 계산하였다. 천이상태 이론은
우선 반응물질인 소듐과 의 분자가 결합하여 최고의 에너지를 갖는 불안정한 소듐-물
활성복합체를 생성하고, 계속하여 이것이 자발적으로 분해하여 반응생성물이 된다고
가정하였다. 또한 반응물과 활성복합체는 항상 평형상태에 있고, 소멸 반응속도는 모든
반응 반응물질에 대하여 k BT / h 로 주어진다고 가정하였다. 따라서 소듐-물 반응식
(2-14)는 식 (2-21)의 활성복합체를 거치게 되며, 이 활성복합체의 생성속도 상수는
식 (2-22)과 같이 표현된다.
k
k
C+
Α+Β⎯
⎯→
( ΑΒ) ≠ ⎯
⎯→

1
D
2

(2-21)

활성복합체의 생성속도 상수는 다음과 같다.

k = N Avo

k BT q ≠ AB
⋅
exp(− ∆Ε ≠ / RT )
h q A qB

(2-22)

여기서, N Avo = Avogadro 수( = 6 × 10 23 molecule/mol), k B =Boltzmann constant
( = 1.38 × 10 −23 J/mol.K), h = Planck’s constant( = 6.62 × 10 −34 J.s), q A , q B , q * 는
각각 A 분자, B 분자 및 활성착제 AB ≠ 의 에너지 상태를 나타내는 분배함수, ∆E ≠ (=
55 kcal/mole =231 kJ/mole)는 반응물과 천이상태 생성물 사이의 에너지 차를
나타낸다. 천이상태이론을 적용한 소듐-물 반응에 의한 수소의 생성속도는 식 (217)과 식 (2-22)로부터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k T q ≠ AB
1 dΝ D
= f Ν Avo B
exp(−∆Ε ≠ / RT ) C A C B
V dt
h q A qB

(2-23)

또한, 분자궤도 에너지 준위에서의 입자를 발견할 확률을 계산하는 Schrodinger의
wave function을 이용하여 천이상태에서의 분자 분배함수를 계산하였으며[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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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같은 방법으로 소듐과 물분자에 대하여 분자 동력학적 모사를 통하여 각 분자들에
대한 분배함수를 구하면 다음과 같다.

q ≠ AB
6000 × 10 32
= 1.71 × 10 −32
=
q A q B (6 × 10 32 ) × (600 × 10 32 )

(2-24)

따라서 식 (2-23)에 식 (2-24)와 각종 상수를 대입하여 정리하면, 소듐-물 반응의
수소생성속도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1 dN D
= 2.14 × 10 2 f exp(−27.7 × 103 / T ) C AC B
V dt

dC D
= 2.14 × 10 2 f exp(−27.7 × 103 / T ) C AC B
dt

(2-25)

여기서 계산된 수소생성 속도는 결국 소듐-물 반응시의 화학 반응률과 동일하므로
천이상태 이론을 활용한 소듐-물 반응시의 상세화학 반응 모형으로서 다차원 상세
열유동 해석의 입력으로 사용된다.

4) 와류 소산모형(EDM)을 이용한 화학 반응률 계산 모형
소듐과 물의 반응과 같은 격렬한 화학반응은 각 화학종에 대한 생성 및 소멸을 직접
모사함으로서 유동의 지배방정식과 연계된다. 특히, 천이상태이론을 이용한 반응율은
반응물의 몰농도와 온도조건만 반영되는 반면, 와류소산 모형(Eddy Dissipation
Model ; EDM)은 유동의 정보가 반영되어 화학종간의 반응을 직접 모사한다. 따라서
여러가지 화학종간의 반응 현상은 화학반응에 의한 생성 및 소멸항이 추가된 다성분
유동에 사용되는 것과 동일한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구현된다. 질량분율 Y를 가지는 I
성분에 대한 이송 방정식을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 ρYI ) ∂( ρ u jYI ) ∂ ⎛⎜
∂YI ⎞⎟
+
=
Γ
+S
∂t
∂x j
∂x j ⎜⎜ Ieff ∂x j ⎟⎟ I
⎝

(2-26)

⎠

여기서 생성항 S I 는 I 성분과 관련된 화학반응속도(chemical reaction rate)에
기인하는 항이다. 일반적으로 N C 개의 성분이 관계된 화학반응은 K 기초반응 (Kelementary reaction)의 항으로 표현된다[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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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

∑ ν 'kI I

⇔

I = A, B ,C ...

식에서

NC

∑ ν ''kI I

(2-27)

I = A, B , C ...

ν kI 는 기초반응 k

에서 성분 I 의 화학량론 계수(stoichiometric coefficient)

이다. 성분 I 에 대한 생성/소멸 비율 S I 는 성분 I 가 참여하는 모든 기초반응에 대한
진행율의 총합으로 계산되며, 이 관계에서 Rk 는 반응 k 의 진행에 대한
기초반응율로서 이 값은 와류소산 모형(EDM)이나 Finite rate chemistry model을
사용하여 계산된다.
K

S I = WI ∑ (ν ''kI − ν 'kI ) Rk

(2-28)

k =1

화학반응의 속도가 유동의 이송과정과 비교해서 충분히 빠를 경우, Eddy dissipation
model이 사용된다. 반응물이 분자 단위에서 혼합하고, 이와 동시에 생성물을
형성한다면, 화학반응율은 분자 단위에서 반응물이 혼합되는 시간에 직접적으로
관계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즉, 화학반응의 시간척도는 난류 혼합속도로 표현될 수
있다. 난류에서는 혼합 시간이 eddy 물성치에 지배되고, 반응율은 난류운동에너지와
난류운동에너지의 소멸률로 정의되는 혼합시간에 반비례하여 계산된다[2-24].

τ mixing =

k

ε

,

rate ∝

ε

(2-29)

k

이 개념은 반응물 혼합속도에 비해서 반응율이 빠른 모든 산업적 반응문제에 적용될
수 있다. 기초반응 k의 진행율은 다음 값중 작은 값으로 결정된다. 반응물 제한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며, [I]는 성분 I 의 몰농도이고 I 에는 반응성분만이 포함된다.

⎛ [I ] ⎞
ε
Rk = A min ⎜
⎟
k
⎝ ν 'kI ⎠

(2-30)

이상과 같이 소듐-물 반응시의 화학적 반응률을 결정하는 와류 소산모형 (EDM)은
앞서 기술한 바 있는 천이상태 이론에 의한 상세 화학 반응률 계산 모형과 함께 복잡한
화학 반응에서의 반응물 및 생성물의 거동, 반응 영역에서의 화학반응 에너지 생성량
등을 결정짓는데 유용하게 사용되며, 이들 중 물리적으로 또는 화학적으로 보다 적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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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을 선택하거나 두 가지 모형을 상호 보완적으로 사용하여 소듐-물 반응 다차원
해석을 위한 상세 화학반응 모형으로 적용하게 된다.

나. 소듐-물 반응 열유동 특성 분석 방법론 개발
물리적 및 화학적으로 매우 복잡한 소듐-물 반응 현상의 다차원적 해석은 열유동
해석 분야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상용 코드를 사용하여 분석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상용 코드는 산업계에서 많이 사용되면서 실험적으로 또는 경험적으로 그 적용상의
검증이 많이 진행된 전산해석 도구이므로 물리적으로 적절한 해석 모형을 적용하여
액체금속로의 소듐-물 반응 현상 분석에 사용하게 되었다. 하지만, 상용 코드마다 그
적용 목적에 따라 어떠한 특정한 문제를 다룰 수 있는 해석모형을 각기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열유동 해석을 위한 다양한 상용 코드 중에서 어느 코드가 본
현상을 가장 충실히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전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차원 열유동 전산해석 방법론의 개발에 앞서 적용하게 될
상용코드별 특성을 해석 모형별로 분석하고 결과를 기술하였으며, 본 분석 결과를
토대로 소듐-물 반응 현상 분석을 위해 적용할 상용 코드를 결정하고 그에 적합한
소듐-물 반응 현상의 다차원 해석 방법론을 설정하였다.

1) 상용 열유동 해석코드 특성 비교

본 연구에 활용될 수 있는 범용 다차원 열유동 해석 상용코드로는 FLUENT,
STAR-CD, 그리고 CFX 를 들 수 있으며, 이들 세 가지 코드를 대상으로 소듐-물
반응 현상 분석시의 해석모형 적용성과 물리적 한계 등에 대한 사전 검토를 수행하였다.

일반적으로 상용코드에서 다루는 다상, 다성분 유동모형은 크게 오일러-오일러 다상
해석모형 (Eulerian-Eulerian Multiphase model)과 라그랑지안 입자추적 모형
(Largrangian Particle Tracking Multiphase Model)로 구분할 수 있다. 소듐-물 반응
현상은 복잡한 계면형상과 계면에서의 다양한 전달 현상과 2상유동 분야 또는 연소공학
분야에서 다루는 것과 같이 다상, 다성분 유동 현상에 속하므로, 오일러-오일러
접근방식 (Eulerian-Eulerian Approach)에 의해서 모사될 수 있다. 특히, 소듐과
수증기의 폭발적 화학반응 현상을 다루고 있으므로, 연소공학 분야에서 취급하는
continuum formulation과 같이 두 기체간의 연소 현상을 참고로 하여 모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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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2-14].

오일러-오일러

접근

방법

중의

하나인

비균질

다상유동

모형

(Inhomogeneous Multiphase Flow Model)에서는 두개 이상의 상간 유동 속도가 같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며 (slip ratio, S ≠ 1 ), 따라서 별도의 유동장이 각 성분에 대하여
존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반면에 압력장은 모든 유동성분에 대하여 공유되며 각 유동
성분은 반응 경계면을 통해 상호 작용하는 것으로 모사하고 있다. 오일러-오일러
모형은 반응 경계면 전달항이 입자모형(particle model) 및 혼합물 모형(Mixture
model)에 의해 쉽게 모사된다. 따라서 소듐-물 반응 현상의 해석에 있어서 오일러오일러 접근 방식은 라그랑지안 입자추적 모형을 사용하는 경우와 비교할 때, 기본
지배방정식에 입자에 대한 1개의 방정식만을 추가적으로 사용하여 입자 상 (particle
phase)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계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난류에 대한 정보가 자동적으로
계산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소듐-물 반응 현상 발생시 고려되어야 하는 물리적 현상으로는 반응 경계면에서의
물질, 운동량, 에너지 전달 및 자유액면 추적, 체적비 (volume fraction)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이들에 대하여 오일러-오일러 방식에 의한 다상, 다성분 유동 해석을 시도해야
하므로 매우 복잡한 해석이 된다. 특히, 소듐과 물/증기의 반응에 의해 반응 경계면이
이동하는 경우의 경계면 추적을 위해서는 경계면을 적절히 해상하기 위하여 자유액면
모형 (VOF model)이 반드시 사용하게 된다. 따라서 소듐-물 반응 현상의 특성을
반영하는 VOF 모형의 사용과 관련하여 상기 세 가지 상용코드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먼저, STAR-CD는 자유액면 해석을 위한 VOF 모델을 가지고는 있으나, 자유액면
모델 사용시 화학반응 모델 사용과 Eulerian 다상유동 해석, 3개 이상의 혼합되지
않는(immiscible) 유체의 해석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그림 4와 같이
액체상의 소듐과 물, 그리고 각각의 기체상과 이의 혼합기가 동시에 해석되어야 하는
소듐-물 반응 현상의 해석용으로는 적절치 않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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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s, energy and
momentum transfer through Free surface
interfaces
model

Na

Na

H2O
Vapor
(Eulerian)
Water
(Eulerian)

Sodium gas Sodium
(Eulerian)
liquid
(Eulerian)
Mixture

그림 2-4. 소듐-물 반응사고 해석을 위한 Eulerian-Eulerian 개념도

FLUENT의 경우, VOF 모델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육각체 격자 (hexagonal
grid)를 사용해야 하는 제약이 있다. 하지만, 이 격자 형태는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육면체 격자와 비교하여 grid 생성이 매우 어렵고 형상의 구현이 매우 복잡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기본적으로 자유액면 모델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동 성분
간의 혼합 또는 연소(combustion)와 같은 화학반응의 모사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본 현상의 분석을 위해서 FLUENT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CFX5의 경우에는 소듐-물 반응 해석과 동시에 이상유동의 자유액면 해석이
가능하다. 즉, 그림 2-4와 같이 다수의 Eulerian-Eulerian 다상유동과 2개 이상의
혼합유체의 해석이 가능하고, advection 항의 차분시 high-order compressive
scheme을 사용하여 자유액면에서의 계면 확산을 최소화하므로써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여기서, High-order compressive scheme이란 체적율
방정식의 advection 항의 계산시 오류확산을 크게 하는 상류(upwind) 차분항과
오류확산을 억제하는 차분항 사이에 weighting factor를 조정하여 경계면의 확산을
방지하는 기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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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CFX를 이용한 자유액면 문제 해석결과

CFX 자유액면 모사 방법의 정확도를 평가하기 위해 실험결과가 존재하며 자유액면
해석 방법론을 검증하기 위해 자주 사용되는 물기둥 붕괴 문제에 대해 해석을 수행하여
비교하였다. 그림 2-5에는 실험[2-28]과 VOF 모델 해석 결과와 함께 해석 결과를
비교하였다. 초기에 51.75[mm]x51.75[mm]의 차원을 가지는 붕괴되는 사각형의
물기둥의 무차원화된 최고높이 y*를 무차원화된 시간 t*에 대해 나타낸 결과를 비교할
때, CFX의 자유액면 모형 역시 경계면의 이동을 정량적으로도 잘 예측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림 2-6에서 보여주는 자유액면의 이동현상 역시 실험에서 보여주는
물리적인 현상을 잘 나타내고 있다.

정리하면, CFX 5는 자유액면을 sharpening하는 scheme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증기-소듐 간 계면의 해상이 가능하고, 계면에서 물질, 운동량, 에너지 전달 현상을
모사하는 항과 해석모형을 CFX 5에서 제공하므로 다양한 기구 (mechanism)의 전달
현상 해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화학반응은 eddy dissipation
모델을 이용하여 해석 하는 것이 계산의 복잡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적절할 수 있으며,
여기에 반응도와 관련하여 소듐-물 반응 특성을 적절히 모형화 하여 향후 자유액면
모델의 정확도 평가, 혼합물질 형성 과정 모델링, 반응이 일어나는 계면 면적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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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과 함께 소듐-물 반응 형상 분석에 적절히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소듐-물 반응 현상의 해석을 위해서는 CFX 5의 사용이 적합한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그림 2-6. 물기둥 붕괴 문제에서 자유액면의 시간에 따른 이동

2) CFX5를 활용한 SWR 다차원 열유동 해석모형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다양한 해석모형 및 적용 방법 등을 고려하여 선정된 CFX 5
상용코드를 활용하여 소듐-물 반응 현상의 상세해석 방법론을 개발하였으며, 해석
방법론에 적용된 유동 해석과 관련한 해석모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기본 지배방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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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듐-물 반응 발생시의 반응 영역 주변 및 증기발생기 shell측에서의 소듐 및 반응
생성 기체의 거동은 소듐과 증기 계면 거동 해석, 증발에 의한 증기 및 소듐 기체 형성
과정, 그리고 이들 물질의 혼합물 형성 과정 모사 등을 통해 상세히 분석된다. 즉,
유동장 및 온도장의 해석은 식 (2-31) ~ (2-34)를 이용하여 운동량 전달과 에너지
전달 효과를 각 방정식의 생성항을 통해 모사하고, 소듐과 증기 계면 거동을
smearing을 배제하고 VOF 등 계면을 sharpening 하여 위치를 해상하는 방법으로
모사한다. 또한, 계산된 온도장 해석 결과를 반영하여 물과 소듐에 대해서 기화조건을
설정하고, 혼합물 형성에 의한 기화된 두 물질의 Mixture 영역의 체적과 계면면적을
계산하여 상간 에너지 전달, 그리고 생성 에너지의 확산 등을 해석하므로써 소듐-물
반응 현상을 상세히 모사한다. 사용되는 다상 다성분 유동에 대한 기본 지배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 Mass Conservation
p
∂
(rα ρα ) + ∇ ⋅ (rα ρα Uα ) = S MSα + ∑ Γαβ
∂t
β =1

N

(2-31)

- Momentum Conservation

∂
(rα ραUα ) +∇⋅ (rα (ραUα ⊗Uα ))
∂t

Np

+
Uβ −Γ+βαUα ) + SMα + Mα
= −rα∇pα + ∇⋅ (rα µα (∇Uα + (∇Uα ) )) + ∑(Γαβ
T

β =1

(2-32)

- Energy Conservation

∂
( rα ρα hα,tot ) +∇⋅ ( rα ραUαhα,tot − rαλα∇Tα )
∂t
N
2
⎛
T
⎛
⎞ ⎞ p +
−∇⋅ ⎜ rα µα ⎜ ∇Uα + ( ∇Uα ) − ∇Uαδ ⎟Uα ⎟ = ∑( Γαβ hβ ,tot −Γ+βα hα ,tot ) + Qα + Sα
3
⎝
⎠ ⎠ β =1
⎝

(2-33)

- Volume Conservation
Np

∑ rα = 1

α =1

(2-34)

반응 영역의 난류효과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2-방정식 모델을 사용하여 계산을
수행한다. 유동장 및 온도장의 해석에 중요한 반응원 항으로 작용하게 되는 화학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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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의 해석은 증기-기상소듐 및 증기-액상소듐간 혼합물의 반응도를 모사하게 된다.
이 때의 화학반응은 비가역적이라고 가정하며 해석한다. 다상 다성분간 운동량 전달
모형은 다음과 같이 정리되며, α 라는 상에 작용하는 다른 상 β 와의 계면간 힘에 의한
운동량 생성을 합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Mα =

∑ Mαβ

(2-35)

β ≠α

이 때 계면에서 상간 작용하는 힘들은 여러가지의 독립적인 물리적인 효과에
기인하는데, 이것을 식으로 쓰면 다음과 같다.
D
L
LUB
VM
TD
Mαβ = Mαβ
+ Mαβ
+ Mαβ
+ Mαβ
+ Mαβ
+ M S ......

식

우변의

각항은

순서대로

항력(drag),

양력(lift),

(2-36)

윤활력(lubrication),

가상질량(virtual mass)력, 난류 분산(turbulence dispersion)력, 고체 압력(solid
pressure) 을 나타낸다. 소듐-물 반응 문제에서는 분산된 입자에 의한 효과가 없고,
상간 상호작용에 대한 물리적 이해가 목적이 아니므로, 가장 지배적인 힘인 항력항만
고려하였다. 또한, 상간 열전달항과 질량전달 항 역시 앞에서 나타낸 식 (2-35)와
같은 형태로 표현된다.

Qα =

Γα =

∑ Qαβ

(2-37)

∑ Γ αβ

(2-38)

β ≠α

β ≠α

상간 전열항에는 증발 또는 응축에 의한 전열현상 뿐만 아니라 질량전달에 의한
에너지 전달 현상까지도 포함된다

◦ 자유액면 해석모형 (free surface model)
다상유동에서 체적분율(volume fraction) 방정식 계산에 의해 자유액면의 위치가
계산되는데, 자유액면의 정확한 계산은 다상유동 특성을 결정하는 것중의 하나다.
앞에서 언급된 대로, CFX에서는 계면의 퍼짐(smearing)을 방지하기 위해서 체적분율
방정식의

advection항을

차분시

고차압축

차분방식(high-order

compressive

differencing scheme)을 쓰고, 과도계산시에도 시간에 대한 압축 차분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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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 구배와 중력 항처리에서도 계면에서의 물리적 적합성을 위한 기법들이 사용된다.
물리적인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은 계산영역에서는 계면에서의 표면장력이 중요하나,
고려되고 있는 계산에서는 표면장력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무시하였다.

◦ 부력 모형 (Buoyancy force model)
다상 유동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효과중의 하나인 부력(Buoyancy force)은 밀도차에
의해 생겨나게 되고, 운동량 방정식에 다음과 같은 생성항 형태로 반영된다.

S M ,buoy = ( ρ − ρ ref ) g

(2-39)

CFX 에서는 Full buoyancy model과 Boussinesq model의 두 가지 부력 모형을
제공하는데, Full buoyancy model은 다상 유동, 다성분 유동의 경우와 밀도가 압력과
온도나

다른

변수의

함수인

경우

사용되는

모델이다.

Boussinesq

model은

단상유동에서 밀도가 온도만의 함수로 표현되는 경우 사용될 수 있는데, 주로
자연대류의 문제에서 사용된다. 소듐-물 반응의 경우, 다상 다성분 유동이므로 부력이
밀도 차이에 비례하는 Full buoyancy model을 사용하였다.

◦ 증발 모형 (Evaporation model)
소듐 액체가 발열반응에 의한 열량을 지속적으로 공급받게 되면 증발이 일어나는데,
이를 모사하는 것이 정확한 화학반응 해석을 위해서 필요하다. Thermal phase change
model은 유동내에서 상간 열전달에 의한 상변화를 묘사하기 위해 사용된다. 그래서,
증발이나 응축, 액화나 고화등을 모사하는데 사용된다. 이 때, 상간 계면의 각 방향에서
열전달 과정을 고려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Thermal phase change model에서는 two
resistance model이 상간 열전달에 사용된다. two resistance model에서는 계면에서
각 방향의 열전달을 분리하여 고려하는데, 상간 계면의 각 방향에서 정의된 두 개의
열전달 계수를 사용함으로 수행된다. 계면에서 상 α 와 β 로 전달되는 현열 flux는
각기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qα = hα ( TS − Tα )

(2-40)

qβ = hβ (TS − Tβ )

(2-41)

여기서, hα 와 hβ 는 각기 상 α 와 β 의 열전달 계수이고, TS 는 계면 온도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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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상에서 같은 값을 가진다고 가정한다. 상간 계면에서 질량전달이 없다면, 계면 온도는
다음과 같은 현열(sensible heat) 평형을 통해 계산된다.

qα + q β = 0
TS =

(2-42)

hα Tα + hβ Tβ

(2-43)

hα + hβ

증발과 응축등의 계면을 통한 질량전달이 존재하는 경우, 상간 질량전달은 전체
열평형으로부터 계산된다. 계면에서 상 α 로 전달되는 전체 열 flux 및 계면에서 상

β 로 전달되는 전체 열 flux는 각각 식 (2-44) 및 식 (2-45)와 같다.
Qα = qα + m& αβ H αs

(2-44)

Qβ = q β − m& αβ H βs

(2-45)

& αβ 는 상 β 에서 α 로의 질량 flux이며, H αs 와 H βs 는 상변화로 계면에서
여기서 m
생기는 유입엔탈피와 유출엔탈피를 각기 나타낸다. 또한, 전체 열평형은 식 (2-46)과
같이 표현되고, 상간 증발에 의한 질량 flux는 식 (2-47)과 같이 계산된다.

Qα + Qβ = 0
m& αβ =

(2-46)

qαβ + q βα

(2-47)

H β s − H αs

◦ CFX 에서 EDM 의 구현
CFX에서 EDM 반응 모형 구현하기 위해서는 각 반응물의 지역적인 밀도 계산이
이루어진 후, 이를 이용하여 반응 속도와 반응물의 소멸과 생성물의 생성을 계산하여
이를 각 방정식의 생성항으로 처리해 주어야 한다. EDM에서 정식화된 소듐-물 반응의
반응속도계수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RNaH 2 O = 4 ρ t

εt
kt

(2-48)

현재의 유동은 기체상의 증기와 소듐과 수소, 액체상의 소듐이 존재하는 다상 다성분
유동이다. 따라서, 특정 위치에서의 물성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성분간의 질량분율의
비로 나타난다. 두 가지 물질이 혼합된 경우, 물질

α의

질량분율은 체적분율과 물질

밀도(material density)의 함수로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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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mα =

mα
γ α ρα
=
mα + mβ γ α ρ α + γ β ρ β

여기서 물질 밀도

(2-49)

ρ 는 다시 유효 밀도(effective

density)

ρ~ 로 표현될 수 있고, 이

관계는 그림 2-7에 도시되어 있다.

ρ~α = γ α ρα =

Vα mα
V Vα

(2-50)

Vα
V
m
ρα = α
Vα

γα =

Vα

ρ~α =

mα
V

mα
그림 2-7. 다상 다성분 유동의 물질밀도와 유효밀도

비슷한 개념으로, 기체와 액체의 소듐, 수소, 증기가 있는 다상 다성분 유동의 임의의
위치에서 질량 평균된 물성치

φ=

φ 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φ Nal γ Nal ρ Nal + φ H 2γ H 2 ρ H 2 + φ H 2 O γ H 2O ρ H 2 O + φ Nag γ Nag ρ Nag
γ Nal ρ Nal + γ H 2 ρ H 2 + γ H 2 O ρ H 2 O + γ Nag ρ Nag

(2-51)

증기 기체와 소듐 액체의 반응이 초기 소듐-물 반응 현상을 지배하지만, 이 반응이
발열 반응이고, 생성물(기체)이 계면에서 다량 발생함으로 증기 기체와 소듐 액체의
접촉이 차단됨에 따라, 짧은 시간 안에 증기 기체와 소듐 기체의 반응이 지배적이 된다.
이런 이유로 증기 기체와 소듐 기체의 반응율이 소듐-물 반응 현상에 있어서 중요한
인자가 된다.
또, 반응 생성물인 NaOH 와 Na2O 는 표와 같이 소듐-물 반응 조건에서 액체와
고체의 형태로 존재하는데, 이 생성물은 모두 기체 영역에 분포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실제로, 반응은 계면에서 일어나고 반응 영역에서 생성물이 생겨나서 기체 유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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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량 방향으로 유동을 따라 이동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타당하다.

고려된 반응은 증기와 기체 소듐, 증기와 액체 소듐의 반응이다. 증기와 액체 소듐의
반응도 앞에서 설명된 EDM 모델이 모사하는 대로 화학반응의 속도가 분자단위의
반응물 혼합시간에 따라 결정되어 진행한다고 가정한다. 이 경우, 생성물의 생성량은
최종적으로 반응에 기여하는 여러 반응물 중 작은 질량 쪽의 질량분율에 의존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수소 생성물의 생성량은 반응속도 계수와 여러 가지 반응물
질량분율

mf

의 함수로 나타내어 진다.

⎧⎪
⎛
mf Nag
S H 2 = RNaH 2O ⎨C massH 2 min⎜⎜ mf H 2 O ,
C massNag
⎪⎩
⎝

⎞
⎛
mf Nal
⎟ + C massH 2 min⎜ mf H 2 O ,
⎜
⎟
C massNal
⎝
⎠

⎞⎫⎪
⎟⎟⎬
⎠⎪⎭

(2-52)
여기서, 질량변환 계수

Cmass 는

식 (2-8)에서 화학량론 계수와 반응빈도가 고려된

단위 질량의 증기에 대한 각 화학 성분간의 질량 비율이다. 같은 방식으로 각 반응물의
소멸량도 계산할 수 있다.

⎧⎪
⎛
mf Nag
S H 2O = − RNaH 2 O ⎨min⎜⎜ mf H 2O ,
CmassNag
⎪⎩
⎝

⎞
⎛
⎟ + min⎜ mf H 2O , mf Nal
⎜
⎟
CmassNal
⎝
⎠

⎛
mf Nag
S Nag = − RNaH 2 O C massNag min⎜⎜ mf H 2 O ,
C massNag
⎝

⎞
⎟
⎟
⎠

⎛
mf Nal
S Nal = − RNaH 2 O C massNal min⎜⎜ mf H 2 O ,
C massNal
⎝
발열량

SQ

⎞
⎟⎟
⎠

⎞⎫⎪
⎟⎟⎬
⎠⎪⎭

(2-53)

(2-54)

(2-55)

는 앞에서 계산된 생성물의 생성량에 비례하여 계산된다. 증기와 액체

소듐 반응의 발열량 역시 증기-기체 소듐의 반응과 같은 조성을 가지므로, 같은
발열량을 사용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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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f Nag
S Q = RNaH 2 O C massH 2 min⎜⎜ mf H 2 O ,
C massNag
⎝

⎞
⎟∆H RNagH 2 O
⎟
⎠

⎛
mf Nal ⎞
⎟⎟∆H RNalH 2 O
+ RNaH 2 O C massH 2 min⎜⎜ mf H 2O ,
C
⎝
massNal ⎠
⎧⎪
⎛
mf Nag ⎞
⎛
⎟ + min⎜ mf H 2 O , mf Nal
= RNaH 2 O C massH 2 ∆H RNagH 2 O ⎨min⎜⎜ mf H 2 O ,
⎜
C massNal
C massNag ⎟⎠
⎪⎩
⎝
⎝

⎞⎫⎪
⎟⎟⎬
⎠⎪⎭

(2-56)

◦ 계면 열전달 모형
혼합물 다상 유동 모델에서 계면에서의 열전달은 상간 열전달 계수 또는 Nusselt
수를 정의하여 계산된다. 분출된 증기에 의해 소듐-물 반응이 일어나는 경우, 유동의
지배적인 형태는 그림 2-8과 같이 노즐에서 분출되는 jet이 수직한 판에 충돌하는
경우의 유동과 유사성을 가지므로, 충돌 jet의 Nusselt 수에 관한 상관식을 도입한다.
원형 노즐로 분출되는 jet에 대해 Martin[2-29]은 다음과 같은 상관식을 제안하였다.

Nu
⎛r H⎞
= G⎜ , ⎟ F1 (Re )
0.42
Pr
⎝D D⎠

(2-57)

Nozzle
D

H

Free jet
Wall jet
Impinging
zone
r

그림 2-8. 일반적인 원형 충돌 분류(Impinging jet)의 개념도

여기서

F1 = 2 Re1 / 2 (1 + 0.005 Re 0.55 )

(2-58)

1 − 1.1D / r
D
r 1 + 0.1( H / D − 6) D / r

(2-59)

1/ 2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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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

여기서,

G = 2 Ar1 / 2

을 면적비

2 Ar1 / 2 로 치환하면 다음과 같다.

1 − 2.2 Ar1 / 2
1 + 0.2( H / D − 6) Ar1 / 2

,

Ar ≡

Ac ,e πD 2 / 4 D 2
=
= 2
Acell
πr 2
4r

(2-60)

또, 계산에 사용되는 Reynolds 수는 상간 미끄러짐 속도(Slip velocity) 와 관계되어
계산된다.

Re =

Vs Dh

ν

,

Vs =

(u

− u β ) + (vα − vβ ) + (wα − wβ )
2

α

2

2

(2-61)

이와 같이 계산된 Nusselt 수는 옆 그림과 같이 G함수가 r/D가 2.5 정도되는
위치에서 최대값을 가지고, 점차 감쇠하는 형태의 함수로, Nusselt 수 역시 같은 경향을
보인다. 소듐-물 반응의 경우, 이와 같은 평판 충돌 jet로 해석하기에는 제약이
있으므로, 그림 2-9에서와 같이 평균되는 위치인 r/D가 4.0의 위치에서의 Nusselt
수를 대표값으로 사용하여 열전달 현상을 모사하였다.

Nu
G

0

20

40

60

80

r/D
그림 2-9. 충돌 중심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Nusselt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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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3. 소듐-물 반응현상 다차원 해석
본 절에서는 물리적 및 화학적으로 매우 복잡한 양상을 나타내는 소듐-물 반응
현상의 3차원 해석을 위한 예비 분석 단계로서 앞서 개발된 상세 화학모형 및 다차원
열유동 전산해석 방법론을 토대로 예비적으로 2차원 분석 결과를 기술하였다.

가. 2차원 열유동 특성 분석 결과
1) 계산 조건 및 가정
계산에 사용된 2차원 계산영역은 그림 2-10과 같이 1[cm]의 직경을 가지는 파단
전열관의 면적이 0.000116599[m2]인 윗 부분을 통해 높이 50[cm], 너비 12[cm]의
영역으로 수증기가 분출되는 조건이다. 중력의 방향은 음의 y방향이고 7577개의
절점(node)을 가지는 사면체(Tetrahedron)와 삼각기둥 (Prism)이 혼합된 격자를
사용하였다. 소량 누출을 모사하기 위하여 입구에서 압력 조건 사용하지 않고, 증기
속도로 유입 유량을 표현하였다.

삼각기둥 격자는 벽효과를 나타내주기 위해

채택되었고, 파단된 전열관 부근의 구배가 큰 영역에 대해서는 그림과 같이 조밀한
격자를 사용하였다.

그림 2-10. 계산에 사용된 형상과 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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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영역의 앞 뒤면은 서로 대칭적(symmetry)이라고 설정하여 문제가 2차원
문제로 해석될 수 있도록 하였다. 입구조건은 800[K]의 수증기가 10[m/s]의 속도로
입구면에 수직한 바깥 방향으로 분출된다고 설정되었다. 초기에 계산영역 내에는
423[°C]의 정지된 소듐액체가 가득 차있는 상태에서, 0.0001 초에서 0.0005 초의
시간간격을 가지고 0.05 초까지 과도(transient) 해석이 수행되었다.

앞서 제안된 Arrhenius 법칙에 적용된 천이상태 이론에 의한 반응율과 eddy
dissipation model에서 계산된 반응율을 적용할 계산영역에 대해 비교하면, 천이상태
이론을 사용한 Arrhenius 법칙의 경우, 앞의 식 (2-25)에서 각 항은 아래와 같은
크기를 가지고 결과적으로 전체는 10-19의 크기를 가진다. 이와 비교하여 eddy
dissipation model을 사용한 경우, 같은 방식으로 그 크기를 산정해 보면, 대략
101정도의 크기를 갖는다.

(

)

RArr = 2.14 × 102 f exp −27.7 × 103 / T C ACB
= Ο (102 )Ο (10−21 )Ο (100 ) = Ο (10−19 )

REDM = 4.0 × ρ

ε

⎛m m ⎞
min ⎜ A , B ⎟
k
⎝ St A St B ⎠

= Ο (100 )Ο (101 )Ο (100 ) = Ο (101 )

일반적으로 두 개의 반응율 중 더 작은 값을 선택하여 계산을 수행하지만[2-24],
천이상태 이론을 사용한 Arrhenius 법칙에서 계산된 반응율은 0에 가까운 값으로
물리적으로 거의 의미를 갖지 못한다. 한편, 이와 비교하여 eddy dissipation
model에서 계산된 반응율은 물리적으로 의미있는 범위내의 값으로 여겨져 이 모형을
화학반응 모형으로 채택하여 계산을 수행하였다. (2-5)식의 두가지 지배적인 반응에
대한 발열량은 기존의 문헌[2-25]에서 사용된 다음과 같은 값을 사용한다.

2 Na + H 2 O → Na 2 O + H 2 − 42∆H 298 [kcal / mol ]
Na + H 2O → NaOH + 1 2 H 2 − 45∆H 298 [kcal / mol ]
여기서, ∆H 298 는 형성 엔탈피로 2.406 [kJ/mol]의 값을 가진다[2-26]. 앞에서
사용된 두 반응의 빈도함수를 이용하여 (2-5b)의 최종 반응식에 대한 발열량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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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β ) Na + H 2O → β Na2O + (1 − β ) NaOH +

1
2

(1 + β ) H 2 − 105.4[ kJ / mol ]

2) 화학반응 모형과 자유액면 모형의 비교계산

증기가 유입되는 경우의 자유액면 이동현상과 증기와 소듐 기체와의 반응을 평가하기
위해 앞에서 제시한 계산 영역에서 액체 소듐에 증기가 화학반응 없이 유입되어
자유액면이 이동하는 경우를 모사하였고, 또, 계산 영역에 기체 소듐이 차 있어서
자유액면의 형성없이 소듐 기체와 증기가 직접 화학반응을 일으키는 경우에 대해
해석을 수행하여 비교 검토 하였다.
먼저, 화학반응이 없이 소듐 액체와 유입 증기의 자유 액면 이동 현상은 그림 211에서와 같이, 시간에 따라 분출방향과 일치하는 중력 반대 방향으로 기체 영역이
팽창하며, 기체 영역 내부에서 와류가 생겨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경우, 증기질량은
초기 0.01초 정도를 제외하고 선형적으로 증가한다. 압력은 분출에 의해 초기에 큰
과압이 발생하다가 기체 영역의 팽창에 의해 점차 감소하는 추이를 보인다. 0.035초
이후에 자유액면의 위쪽 부분이 중심부근에서 함몰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분출
되는

증기의

분출

방향의

운동량이

올라가면서

감쇠하여

정체점(stagnation

point)에서의 압력이 줄어들게 되고, 소듐 액체의 정압과의 평형점을 지나면서 정압에
의해 자유액면이 밀려 내려오고 상대적으로 정체점 양쪽의 자유액면이 상승하면서 다시
기체 영역의 부피가 팽창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 방향이 반대가 되는 액체의 정압과
기체의 압력에 의한 두 가지 힘이 같은 지점에 작용하면서 불안정(unstable)한 조건을
만들어 기체 영역의 유동 현상이 분출축에 대해 비대칭으로 발달하여, 분출되는
증기유동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쳐, 0.05초에는 파단관 가까운 곳에서도 크게
비대칭인 증기 유동이 관찰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유입 증기와 수소의 시간에 따른 변화는 그림 2-12 (a)에 나타나 있는데, 유입된
증기의 질량은 0.005초 이전 초기에 급격히 증가후 대체로 완만한 구배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화학반응 모형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소는 발생하지 않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2-12 (b)에는 증기의 유입율과 수소의 생성율을 보여주는데,
증기의 유입율은 앞에서 보여진 대로, 초기에 큰 값을 가지고 감쇠하여 대체로 일정한
값으로 점근해 가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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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 화학반응이 없는 경우 시간에 따른 경계면 분포

자유액면을 형성하지 않는 기체 소듐과 증기와의 화학반응은 매우 이상적인 경우인데,
분출 증기에 대해 큰 액체의 체적력과 관성의 저항이 없기 때문에 유동은 자유
분류(free jet)와 같은 양상을 가진다. 분출되는 증기에 의해 포텐셜 코어(potential
core)가 형성되고, 반응에 의한 수소생성물은 포텐셜 코어 뒤쪽 entrainment 영역에
분포한다. 그림 2-13에서 검은 실선으로 나타낸 증기 체적분율 등고선 바깥쪽과
파란색 영역의 소듐이 존재하지 않는 부분이 수소기체의 체적분율이 높은 영역이다. 이
경우 자유액면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앞에서 계산된 자유액면이 존재하는 경우에
대한 결과와 달리, 액체 정압에 의한 경계면 함몰과 증기와 수소 영역의 비대칭
재순환이 관찰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0.05초에도 분출방향의 운동량이 감쇠되지
않고 소듐 기체 영역으로 상승하는 것을 보인다. 기체와 기체의 전단이 상대적으로
작은 구배를 만들기 때문에 계면에서의 난류운동에너지와 운동에너지의 소산율이 작고
이에 따라 반응율이 더 낮을 것으로 예측된다. 또, 기체 영역의 성장도 상대적으로 느린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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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E-04
9.0E-05
8.0E-05

Mass [kg]

7.0E-05
6.0E-05
5.0E-05

Hydrogen (Simulation)

4.0E-05

Hydrogen (Ideal)

3.0E-05

Water vapor (Simulation)

2.0E-05
1.0E-05
0.0E+00
0

0.01

0.02

0.03

0.04

0.05

Time [s]

(a) 증기와 수소 질량
1.6E-02

Mass flowrate [kg/s]

1.4E-02
1.2E-02
1.0E-02
Hydrogen

8.0E-03

Water vapor

6.0E-03
4.0E-03
2.0E-03
0.0E+00
0

0.01

0.02

0.03

0.04

Time [s]
(b) 증기 유입율과 수소 생성율
그림 2-12. 화학반응이 없는 경우 시간에 따른 경계면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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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5

그림 2-13. 자유액면이 없는 경우 시간에 따른 경계면 분포

수소기체의 생성량과 증기의 유입량을 비교하면 그림 2-14 (a)와 같다. 증기의
이상적인 수소전환과 비교하여 전체적으로 대략 75% 정도의 수소전환비가 계산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증기량도 계속적으로 증가하는데, 이는 수소에 의해 소듐과의
접촉이 차단된 증기영역이 계속 존재하고 이 영역 또한 계속 팽창하기 때문이다. 또,
수소가 증가하는 구배가 증기의 구배보다 커서 대략 0.03초 이후에는 계내의 수소
질량이 증기의 질량을 앞서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증기는 증가량이 둔화되면서
점차 감쇠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림 2-14 (b)에서는 증기와 수소의 시간당
유입율과 생성율을 보여 주는데, 0.001초에서 최고값을 가지고 이후에 갑쇠하는 증기
유입율과 비교하여 수소의 생성율은 0.004초에 최고값을 가지고 이후에 감쇠하는데,
전체적인 양상은 서로 유사하나 약간의 지연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유입된 증기와
소듐기체가 혼합되어 화학반응이 일어나는 시간만큼의 지연을 보여준다. 앞에서
이론적으로 제시된 바와 같이 증기의 생성율은 수소 생성율에 비해 대략 13배 정도의
크기를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는 물리적으로 타당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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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E-06

Mass [kg]

2.0E-06

1.5E-06

1.0E-06
Hydrogen (Simulation)

5.0E-07

Hydrogen (Ideal)

Water vapor (Simulation)

0.0E+00
0

0.01

0.02

0.03

0.04

0.05

Time [s]

(a) 증기와 수소 질량
1.6E-03

Mass flowrate [kg/s]

1.4E-03
1.2E-03
Hydrogen

1.0E-03
Water

8.0E-04
6.0E-04
4.0E-04
2.0E-04
0.0E+00
0

0.01

0.02

0.03

0.04

Time [s]
(b) 증기 유입율과 수소 생성율
그림 2-14. 시간에 따른 증기와 수소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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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5

3) 계산 결과 및 분석

유입되는 수증기 질량유량과 이에 대한 대한 시간당 수소 생성량을 그림 2-15에
도식화 하였다. 수증기 유입량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이유는 입구조건을 속도로
설정하였기 때문인데, 속도가 고정되어도 유동조건에 따라 입구에서의 온도가 변화하면
밀도가 변화하여 질량유량이 크게 변화하게 된다. 수증기 유입량 변화 특성에 부합하는
수소 생성량이 계산되었는데, 이 두 가지 사이에는 일정한 비율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이용하면 수증기 질량유량에 대한 수소생성량을 계산할 수 있다.

증기발생기 전열관 파단 초기에는 급격한 증가율을 보이다가 시간이 지나면 증가율이
둔화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앞에서 언급된 것처럼 유입되는 수증기의 온도가
증가하면서 밀도가 감소하여 수증기 유입량이 감소하는 원인과 함께 수증기 기체와
소듐 액체의 계면이 팽창하면서 수증기가 소듐액체면까지 확산되는 시간이 더 필요하게
되고, 이 결과로 반응율이 감소하는 원인도 역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1.2E-02

M ass flowrate [kg/s]

1.0E-02
8.0E-03
Hydrogen

6.0E-03

Water vapor

4.0E-03
2.0E-03

0.0E+00
0

0.01

0.02

0.03

0.04

0.05

Time [s]
그림 2-15. 수증기 질량유량과 시간당 수소생성량

기존의 1차원 연구[2-13]에서 제시된 수증기에 대한 수소질량 변환계수를 이용하여
계산된 수소생성량을 그림 2-16에 같이 나타내어 비교하였는데, 수소의 이론 생성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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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778을 사용하여 계산된 결과와 비교하여 2차원 해석결과가 대략 83% 정도의 수소
생성량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유입 증기가 모두 수소로 변환된다고 설정된 이상적인
가정과 실제로 증기가 모두 수소로 변환되지 않는 실제적인 상황과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해석결과가 보여주는 증기에서 수소로의 전환비는 완전 혼합되지 않는
현실적인 상황을 잘 모사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또 이 값이 증기와 소듐 증기가
반응하는 경우에 대한 계산결과보다 8%정도 큰 이유는 증기와 소듐 액체와의 직접
접촉에 의한 반응이 더 포함된 원인과 함께, 앞에서 언급된 것처럼 기체와 기체
계면사이에 전단을 만들어내는 속도구배가 액체와 기체 사이에 생겨나는 속도구배보다
작아서 전단력이 작고, 이런 원인으로 더 작은 난류 운동에너지와 난류운동에너지의
소산율이 계산되어 EDM에서 더 작은 반응율을 나타내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7.0E-06
6.0E-06

M ass [kg]

5.0E-06
4.0E-06
3.0E-06
Hydrogen (Simulation)

2.0E-06

Hydrogen (Ideal)
Water vapor (Simulation)

1.0E-06
0.0E+00
0

0.01

0.02

0.03

0.04

0.05

Time [s]

그림 2-16. 시간에 대한 수소생성량

소듐-물 반응 유동의 다차원 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0.05초에서의 온도장과 속도장,
증기와 수소, 소듐 액체의 각 성분 체적분율을 도식화하였다. 그림 2-17에서는 수소와
증기기체의 속도장과 수소의 온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파단 전열관의 증기분출
위치에서 가장 큰 속도가 형성되고 반응이 일어 나면서 생성된 수소기체가 분출 주경로
주변에 위치하면서 기체 영역 안에서 크게 재순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큰 와동
주변으로 기체 영역 안에서 2차 순환되는 작은 와동도 같이 관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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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속도장

(b) 온도장
그림 2-17. 0.05초에서 유동의 속도와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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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급된 대로, 시간이 지나면서 증기의 분출방향 운동량이 급격히 감쇠하고
통과거리가 짧아져서 새로운 소듐과 혼합되어 반응할 수 있는 확률이 작아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온도는 수소증기의 체적분율이 높고 증기가 차지하지 않는 지역에서 높은
온도를 보여주고, 최대온도는 807 [K] 정도로 나타난다. 이 온도는 전열관 재료를
손상시키기에

충분한

온도보다

낮고[2-27],

본

예비계산에서

인접

전열관의

손상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며, 차후 대량의 증기 누출 사고계산시
이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림 2-18에는 0.05초의 증기와 수소기체, 소듐액체 의 체적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앞의 화학반응 없는 자유액면 이동 현상에 대한 계산에서 관찰된 바와 같이 액체의
정압과 분출 증기의 압력과의 불안정에 기인하는 증기와 수소 영역의 비대칭 현상은 본
계산에서도 유사하게 관찰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와류의 비대칭 현상이 증기 분출에도
영향을 주어 0.05초의 반응하지 않은 증기 체적분포가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으며,
중력과 순환 유동에 의해 x방향으로 상부가 퍼지는 형상을 보여준다.

(a) 증기의 체적분율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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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수소의 체적분율 분포

(c) 소듐 액체의 체적분율 분포

그림 2-18. 0.05초에서 각 성분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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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수소는 증기를 둘러싸며 소듐 계면 사이에 분포하고 있다. 기체와 기체는
계면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수소와 증기는 넓게 계면을 형성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듐 액체는 증기 분출방향으로 길게 동공을 이루어 바깥쪽에 분포하는데,
아래쪽에도 벽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전열관 하단의 수소의 팽창으로 밀려 올라가는
소듐이 벽을 따라 막을 형성하고 있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비교적 간단한 화학반응 모형인 와류소산 모형(EDM)을 적용한
소듐-물 반응의 2차원 해석결과가 반응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향후 소듐-물 화학반응 모형을 고도화하고 1개 이상의 다수 전열관이
배치되어 있는 실제 증기발생기 형상에 대한 모사를 수행하므로써 인접 전열관 손상에
대한 정량적 분석 결과를 도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반응영역 온도장
및 유동장 다차원 해석 결과를 이용하여 인접 전열관 손상 정도를 정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분석 방법론을 예비적으로 개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절에 기술하였다.

나. 인접 전열관 손상 특성 평가 방법론 개발
1) 증기발생기 전열관 wastage 현상
파단 전열관에서 분출되는 증기와 소듐-물 반응 생성물이 인접 전열관을 부식 및
침식시켜 재질의 손상을 가져오는 현상을 wastage라고 부르고, 이 현상에 대해 많은
연구자들에 의한 연구가 진행되었다[2-3]. 또한 이 현상은 설계기준 사고의 설정 및
평가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게 되므로 Wastage에 영향을 주는 인자를
찾기 위해 많은 실험들이 수행되어 왔다. 1차 파단된 손상 전열관과 이에 인접한
미손상 전열관의 추가적인 손상속도는 반응 온도와 누출율, 누출부로부터의 거리 등의
함수로 표현된다. 특히, KALIMER와 같이 증기발생기 전열관 재질이 2.25Cr-1Mo인
경우에 대하여 누출부 직경에 대한 누출부로부터의 거리가 25배에서 150배 사이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은 상관식이 제안되었다[2-3].
2
⎧⎪ ⎡
⎛ G ⎞ 5460 ⎤ ⎫⎪
WR =
exp ⎨ − ⎢ 0.255 ⎜ ln
⎥⎬
⎟ +
L
5.12
TN ⎦⎥ ⎪
⎝
⎠
⎪⎩ ⎣⎢
⎭

4400

(2-62)

여기서, WR 은 wastage ratio [mm/s] 이고, L 은 누출부로부터의 거리[mm], G 는
누출율[g/s], TN 는 소듐의 온도[K]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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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astage에 의한 인접 전열관 손상 특성 평가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는 해석 영역의 누출부 면적에 대한 등가 증기누출 직경은
1.22 [cm]로 계산되었고, 증기 누출방향 하류로 등가 누출직경의 1, 2, 3배가 되는
지점에서의 wastage ratio ( WR )을 식 (4-5)의 상관식을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그림
2-19는 0.05초까지 세 지점에서의 wastage ratio ( WR )을 보여주고 있으며, 각각의
wastage ratio ( WR )의 변화에서 나타나는 최대 첨두치는 700 [K]의 증기와 696
[K]의 소듐이 반응하여 발생하는 고온의 수소가 밀집된 반응 경계면이 각 검출 위치를
지나면서 고온 상태를 만들기 때문에 발생한다. 또한 지속적인 반응 및 반응 경계면
이동에 의해 수소가 밀집된 영역이 분출되는 수증기와 함께 하류로 이동하면 그림 217 (b)의 온도장에 보여지는 바와 같이, 다시 상대적으로 낮은 700 [K]의 수증기에
둘러싸여 wastage ratio ( WR )이 급격히 감소함을 볼 수 있다. 즉, 누출부로부터의
거리가 가까운 순서대로 빠른 손상 첨두치를 나타내며, wastage ratio ( WR )이 거리와
반비례하여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8.0E-01

7.0E-01

W a sta g e ra te [m m /s]

6.0E-01

L/D=1.0

5.0E-01

Interface passing

L/D=2.0

4.0E-01

L/D=3.0

3.0E-01

2.0E-01

1.0E-01

0.0E+00
0

0.005

0.01

0.015

0.02

0.025

0.03

0.035

0.04

0.045

0.05

Time [s]

그림 2-19. 세 가지 검출 위치에서 시간에 따른 wastage ratio (WR )
그림 2-20은 계산된 wastage ratio ( WR )로부터 얻어지는 전열관 손상 정도를 각
검출위치에서 계산한 결과이다. 그림에서와 같이 전열관 손상은 물/증기 누출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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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초 정도까지 급격히 증가하다가 이후에 증가 기울기가 점차 둔화되어 등가직경에
대한 거리가 1.0 인 검출위치에서는 반응 시작 후 0.05초 경과 시점에서 약 3
[µm]정도의 미세한 전열관 침식 진행만이 관찰 되고 손상률이 이 값에 수렴하면서 더
이상의 전열관 손상이 발생하지 않음을 볼 수 있다.
3.5E-03

3.0E-03

W a sta g e [m m ]

2.5E-03

L/D=1.0
2.0E-03

L/D=2.0
L/D=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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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E-03

5.0E-04

0.0E+00
0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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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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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45

0.05

Time [s]

그림 2-20. 세 가지 검출 위치에서의 전열관 두께 침식 정도

이와 같이 주어진 계산 조건에서 전열관 두께 손상 정도가 심하지 않은 이유는 일단
설정된 누출율이 1 g/sec 이하의 소규모 누출에 해당하여 전열관 wastage ratio
( WR )가 작게 계산되었기 때문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이와 함께 검출 위치가
반응영역의 증기 누출방향 하류 수직방향으로 한정되어 반응에 의해 생성된 고온
수소기체가 모인 영역 보다는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은 증기의 분율이 높은 지역에
대하여 WR 이 계산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누출 부위의 하류
방향으로의 전열관 손상은 전혀 없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하지만, 반응 경계면이 시간에
따라 지속적으로 이동하므로, 와류에 의해 고온 수소기체가 다량 모이게 되는 하류
방향 30 o ~ 45o 지점을 검출 위치로 할 경우에는 식 (4-5)에 의해 전열관 손상률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인접 전열관 손상 정도의 정량화 방법을 토대로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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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추가적인 분석을 수행하므로서 고온 환경이 조성되는 영역에 대한 인접 전열관
손상 정도를 정량적으로 충실히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미손상 인접 전열관 손상 평가
방법론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향후 전열관 누출 유량에 따른 사고 확대 경향, 설정된
전열관 물/증기 누출 유량 및 파단 전열관 개수 등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초기
압력 전파 특성 및 장기 거동시의 소듐-물 반응 완화계통 설계를 위한 기본 설계
자료를 생산하여 궁극적으로 제 4세대 원자로의 증기발생기 신뢰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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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결론
본 연구에서는 Gen-IV 소듐냉각 고속로 증기발생기의 신뢰성 향상과 관련하여
이종금속 용접 평가 방법론과 소듐-물 반응 해석 방법론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사전 연구 성격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생산하였다.

먼저 이종금속 용접부 평가 방법론 개발을 위해 크게 고온 잔류응력 완화거동 평가
기술개발, 이종금속 용접 구조물의 손상 평가 및 이종용접 시편을 이용한 크립-피로
손상 시험 등을 수행하였다. 고온 잔류응력 완화거동 평가 기술개발 부문에서는
전형적인 용접구조물에 대해 일반 잔류응력의 평가기반기술을 개발하고, 기존 방법보다
보수성이 적으면서도 적용성이 편리한 포괄적 잔류응력 분포선도를 개발하였다. 또한
잔류응력이 고온에 노출되어 있을 때의 고온 완화거동의 평가기술을 개발했다.

이종금속 용접 구조물의 손상 평가 기술 개발에서는 용접 구조시편을 해석 대상으로
프랑스의 A16 평가절차를 따라 크립-피로 손상을 평가하는 방법을 정립했고, 그
절차의 보수성은 고온구조 시험을 통해 검토했다.

이종용접 시편에 대해서는

관통균열과 표면균열, 수평균열과 수직 균열의 거동을 비교 분석했고, 두 가지
용접법(GTAW,SMAW)을 적용하여 각 용접방법의 고온 거동도 비교했다. 끝으로
시험데이터를 이용해 A16 절차를 따라 크립-피로 균열개시를 평가하고, 이를 시험
관찰결과와 비교했다. A16 절차의 보수성을 검토한 결과 균열개시에 대해 A16 절차는
적절한 보수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듐-물 반응현상에 대한 다차원 상세해석 방법론 및 이를 활용한 인접 전열관
손상정도의 정량적 평가 방법론 개발을 위하여 기존 연구를 통해 수행되어온 다양한
소듐-물 반응현상의 1차원 해석 방법론을 검토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상세 해석모형을 개발하였다. 기존 1차원 해석 방법론의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물리적, 화학적으로 매우 복잡한 반응현상의 단순화를 위해 지나치게 많은 초기 가정이
사용되었다는 점에 있으며, 이로 인해 해석 결과의 불확실성 및 보수성이 초래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기존 연구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소듐과 물의 상세 화학 반응시 고려할 반응물, 생성물, 그리고 이들의 반응 속도 등에
대한 정량화 방법으로서 천이상태 해석모형 및 와류 소산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상용
다차원 열유동 해석 전산코드와 접목하여 반응영역의 온도장, 압력장, 유속장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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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하고 반응 경계면의 이동을 추적할 수 있는 다차원 해석 방법론을 개발하였다.

또한 1차원 해석시 초기 가정으로 사용되는 전열관 양단 파단개수에 대한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해 본 연구의 계산 결과를 활용하여 미손상 인접 전열관 파단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손상전파 정량화 방법론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소듐-물 반응사고
발생시 전열관 손상정도를 평가하고 적용상의 문제점 및 향후 보완 필요 사항들을
도출하였다. 앞으로 수행될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보다 상세한 화학반응 모형 및
다차원 열유동 해석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본 연구에서 개발된 소듐-물 반응 다차원
상세해석 방법론 및 인접 전열관 손상평가 방법론에 적용한다면 충분히 활용성이 높은
평가 결과를 생산하고 이를 설계에 직접 반영하여 설계의 보수성을 최소화하고
궁극적으로 증기발생기 신뢰성 및 액체금속로 경제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향후 수행될 증기발생기 신뢰성 향상을 위한 상세
연구개발을 대비하여 상세 연구단계에서 꼭 필요한 기반 연구항목을 도출함은 물론
이에 대한 예비적인 연구 결과를 생산하여 향후 보다 효율적인 연구성과를 생산할 수
있는 기틀을 다지고 상세 연구단계를 위한 증기발생기 신뢰성 향상 관련 기반기술을
확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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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를 통해서 제4세대 소듐냉각고속로 증기발생기 신뢰성 향상을 위한 사전
연구를 수행하였다. 수행된 연구는 증기발생기 내부에서 발생하는 소듐-물 반응
현상에 대한 다차원 해석 방법론을 개발과 이종금속 용접부위 건전성 평가 방법론
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의 목표 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도는 다음과 같다.
제 1 절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본 연구는 이종금속 용접부위 건전성 평가 방법론과 증기발생기 소듐-물 반응
다차원 해석 방법론 개발로 나누어진다. 각 항목에 대한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및 성과는 다음과 같다.
- 이종금속 용접 부위 평가 방법론 개발
이종금속 용접부 건전성 평가부문은 중장기 액체금속로개발 과제에서 동종
(similar) 용접에 대해 정립 및 개발했던 기술을 이종용접부에 적용하여
당초 계획했던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였음.
또한 시중에서 유통되는 304SS-316L 재료로 용접된 이종용접구조 시편
을 대상으로 해외 평가법을 실제 적용하였으며, 구조시험을 통해 보수성을
정량화 했고, 부족기술 항목도출 및 이종금속용접 관련 향후 Gen-IV 국
제공동 연구 과제에서 수행할 연구항목도 도출하였음.
다만 실제 발전소에서 적용되는 Austenite-Ferrite강의 이종용접에 대한
연구는 향후에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시편제작에 사용된 사용재료의 열처
리도 실제 발전소와 같은 조건으로 설정하여 열처리하고, 시편용접은 많은
비용이 들겠지만 실제 발전소에 적용하는 수준으로 보다 정밀하게 용접할
필요성이 있음.
- 증기발생기 소듐-물 반응 다차원 해석 방법론 개발
소듐냉각 액체금속로의 증기발생기를 대상으로 이종금속 용접 부위 평가 방
법론 및 소듐-물 반응현상 해석과 관련한 국내외 해석 방법론을 분석하고, 자
체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 도입을 통한 이종금속 용접 평가 방법론 및 반응
경계면 반응물 생성모델과 같은 새로운 평가 방법론 및 전산해석 기법을 개발
하여 과제 목표가 충실히 구현되도록 하였음.
개발된 해석 방법론을 바탕으로 인접 전열관의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를 파악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인접전열관 평가 방법론을 개발하는 성과를 이
루었음.
소듐-물 반응 다차원 상세해석 방법론 개발을 위해 반응 영역의 상세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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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반응 모형 개발을 통해 반응 에너지 및 수소 생성량을 정량적으로 계산
하였으며, 다차원 열유동 전산해석 기법을 개발하고 이를 상세 화학반응
모형과 접목함으로써 본 해석과 관련한 국내 기술수준 선진화를 위한 기반
을 마련하였음.
특히, 외국의 경우에도 다차원 분석을 시도한 예가 일본 한 곳 밖에 없을
정도로 물리적으로나 화학적으로 매우 복잡한 현상임을 감안할 때 국내 독
자적 기술로 다차원 해석 방법론을 개발하고 이를 설계에 활용할 수 있도
록 인접 전열관 손상전파 특성평가 방법론으로 발전시켰다는 점이 매우 고
무적임.
제 2 절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액체금속로 증기발생기에 대한 이종금속 용접 부위 평가 방법론 개발 및 증기발
생기 소듐-물 반응 다차원 해석 방법론 개발을 통하여 이룩한 연구 성과는 다음과
같은 우수한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이종금속 용접 부위 평가 방법론은 액체금속로, 고온가스로 및 산업계 고온
구조물 등의 고온 용접구조 평가에 매우 많이 활용될 것임.
- 소듐-물 반응현상 다차원 상세해석 방법론은 Gen-IV 원자로에서 활발하게
연구개발하고 있는 초임계 이산화탄소 브레이튼 사이클 계통의 소듐-CO2 반
응 해석에 화학반응 모델을 교체하여 직접 적용 가능함.
- 우수한 국내 고유의 설계개념 및 해석방법론은 제4세대 소듐냉각 고속로 국
제 공동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며, 공동연구를 한국이 주도할 수 있는 바탕
이 될 것임.
- 국내외 다양한 액체금속로 계통설계 개념에 대한 독자적인 판단능력 확보하였
음.

본 과제의 연구결과는 제4세대 증기발생기 신뢰성 증진을 위한 GEN-IV 본
연구의 출발점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본 연구개발을 통해서 얻은 독창적이고
우수한 연구개발 결과는 향후 제4세대 소듐냉각 고속로 국제 공동연구에서 기
술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발판으로 활용될 수 있음. 활용대상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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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적 측면
이종금속 용접부 평가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개발한 기술은 향후 제4세
대 원자로의 원자로 및 배관계통의 이종용접부 설계 평가에 활용할 계획임.
또한 이종금속용접부의 평가지침서(초안)은 지속적으로 수정 및 보완하여
향후 고온구조 평가지침서의 일부분으로 개발하는데 활용할 예정임.
소듐-물 반응 현상의 상세 다차원 해석 방법론 개발 방향을 제시하여 향
후 보다 효율적인 연구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국내 기술 수준의
상승에 기여하고, 국내 독자기술 확보를 통해 향후 제4세대 소듐냉각 액체
금속로 개발에서 기술적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경제 사회적 측면
이종금속 용접부 평가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함으로써(금년 개발내용 포
함) 증기발생기 부품에 필연적으로 들어가는 이종금속 용접부의 건전성을
크게 향상시키고, 파단 및 누출사고를 극소화시킴으로써 유지보수 비용 및
전열관 교체비용 등을 최소화시키며, 이로부터 경제성을 향상시킴. 또한 이
종용접 채용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배관길이 및 루프 수의 감축을 통해 경제
성의 향상을 도모함.
소듐냉각 액체금속로 경제성 악화요인 중의 하나인 소듐-물 반응현상에
대한 상세 해석 방법론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여 인접 전열관 손상 전파
특성을 정량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사고 완화 및 방지를 위한 안전계통 설계
의 최적화를 가능하게 하여 궁극적으로는 제4세대 소듐냉각 원자로 계통
의 경제성 향상에 기여함
이종 용접부 설계 평가기술 개선을 통해 원전 기계구조물의 사고 가능성을
극소화시켜 향후 제4세대 원자로의 주요 특징의 하나인 안전성을 향상시
키고, 원자력의 대중수용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함.
액체금속로의 가장 발생확률이 높은 사고 중 하나로 꼽히는 소듐-물 반응
현상에 대한 보다 신뢰성 있는 해석 방법론을 개발하여 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설계가 가능해지므로 사고 확률 감소에 의해 안전성이 향
상되어 원자력에 대한일반 대중의 막연한 불안감 해소에 기여할 석으로 기
대됨.

- 110 -

[1-1]

M. Sireesha, Shaju K. Albert, S. Sundaresan," Thermal cycling of
transition joints between modified 9Cr-1Mo steel and alloy 800 for
steam

generator

applic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Pressure

Vessels ans Piping 79, pp 819-827, 2002
[1-2] V. de Angelis and C. Sampietri, "State of the art regarding the
problem of residual stresses in welds of LMFBR components", EUR
15895EN , 1995
[1-3] 김석훈외 3인, "액체금속로 용접구조에대한 특성 및 잔류응력의 영향",
KAERI /AR-508/98, 1998.
[1-4] ASME Section III subsection NH, Class I components in elevated
temperature service, ASME, 2004.
[1-5]

Review

and

assessment

of

codes

and

procedures

for

HTGR

components, NUREG/VR-6816, ANL-02/36, 2003.
[1-6] RCC-MR, Design and construction rules for mechanical components of
FBR nuclear islands subsection B, class I components, AFCEN, 2002.
[1-7] RCC-MR, Design and construction rules for mechanical components of
FBR nuclear islands Technical Appendix 16, AFCEN, 2002.
[1-8] RCC-MR, Appendix A3, AFCEN, 1985.
[1-9] DDS, 고속증식실증로 고온구조 설계방침, 일본원자력발전주식회사, 1998.
[1-10] BDS, Elevated Temperature Structural Design Guideline, 동력로 핵연
료기술개발단.
[1-11] BS 5500 British standard specification for infired fusion welded
pressure vessels BSI 1988.
[1-12] ASME Section III Division 1, Rules for constrictions of nuclear
facility components, subsection NB, Class I components, ASME,
2004.
[1-13] R5, Assessment procedure for the high temperature response of
structure, British Energy Generation Ltd, procedure R5 Issue 2,
1999.
[1-14] R6, Assessment of the integrity of structure containing defects,

- 111 -

1999, British Energy.
[1-15] BS7910, Guide on methods for assessing the acceptability of flaws in
metallic structures, 1999.
[1-16] British Standard Institution, 1993, Hot rolled products of non-alloy
structural steels technical delivery conditions, BS EN 10025: 1993.
[1-17] British Standard Institution, 1989, Weldable structural steels for
fixed offshore steels, BS 7191: 1989.
[1-18] H.Y. Lee, F. Biglari, R. Wimpory, N. P. O'Dowd, K.M. Nikbin, 2005,
"Treatment of residual stresses in life assessment procedures,"
Submitted to Engineering Fracture Mechanics, August.
[1-19] Noel P. O'Dowd, Kamran M. Nikbin, Hyeong Y. Lee, Robert Wimpory,
Farid R. Biglari, "Stress intensity Factors due to Residual Stresses in
T-plate Welds", Journal of Pressure Vessel Technology, ASME, Vol.
126, pp. 432-438, November 2004.
[1-20] R.C Wimpory et al, "Measurement of residual stresses in T-plate
weldmenst," J of Strain Analysis, Vol. 38, No.4, pp.349-365, 2003.
[1-21] R. H Leggatt,"Welding residual stress. In Proceedings of Fif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Residual Stress (ICRS-5), Linkoping,
Sweden, pp.12-25, 1997.
[1-22] Bate, S., Green, D., Buttle, D., 1995, "A review of residual stress
distributions in welded joints for the defect assessment of offshore
structures," AEA Technology, OTH95-482.
[1-23] H.Y. Lee, Noel P. O'Dowd,Kamran M. Nikbin, "Simplified method for
profiling

residual

stress

distributions

in

plate

and

pupe

in

components," International Pipeline Conference, Calgary, Canada, 4-8
October 2004.
[1-24] H.Y. Lee, Noel P. O'Dowd, Kamran M. Nikbin, "A generic approach
for a linear elastic fracture mechanics analysis of components
containing residual stresses," International Journal of

Pressure

Vessel and Piping, Vol. 82 (10), pp797-806, 2005.
[1-25] H.Y. Lee, K.M. Nikbin "Modelling the Redistribution of Residual
Stresses at Elevated Temperature in Components", Journal of ASTM

- 112 -

International, pp.1-15.,Vol. 3 No.1, Jan., 2006.
[1-26] ABAQUS Users manual, Version 6.4, H.K.S, 2003.
[2-1]

Takashi TAKATA, Akira YAMAGUCHI, "Numerical Approach to the
Safety Evaluation of Sodium-Water Reaction", Journal of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Y, Vol. 40, No. 10, pp.708-718 (October
2003)
[2-2]

D. H. Hahn, et al., “KALIMER Conceptual Design Report”,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KAERI/TR-2204/2002 (2002)

[2-3]

M.Hori, “Sodium/Water Reactions in Steam Generators of Liquid
Metal Fast Breeder Reactors”, Atomic Energy Review pp.707~778,
1980

[2-4]

“액체금속로

설계기술개발-소듐기술개발”,

한국원자력연구소,

KAERI/

RR-2021/99, 최종보고서, 1999
[2-5]

Y.W. Shin, H. Chung, U.S. Choi, A.H. Widermann, and C.E. Ockert,
“Analysis

of

Long-Term

Sodium-Water

Reactions

Flows
in

a

Resulting
LMFBR

From

Large-Scale

Secondary

System”,

CONF-850809 2,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tructural mechanics
in reactor technology. Brussels (Belgium). 19-23 Aug. 1985
[2-6]

A.K. Rajput, “Pressure Transients Resulting from Sodium-Water
Reaction Following a Large Leak in LMFBR Steam Generator”,
Reactor Research Centre, Kalpakkam, India

[2-7]

P. Selvaraj, G. Vaidyanathan and S.C. Chetal, “Review of Design
Basis Acci dent for Large Leak Sodium-Water Reaction for PFBR”,
Nuclear System Division, Indira Gandhi Centre for Atomic Research,
Kalpakkam, India

[2-8]

O. Miyake, et. al., “Large Leak Sodium-Water Reaction Code
SWACS and its Validation”, Proceeding of LMFBR Safety Topical
Meeting, 1982.

[2-9]

T.

Rauch,

"A

Long

Term

System

Dynamic

Response

to

a

Sodium-Water Reaction in a Typical LMFBR Steam Generator
Loop”, Joint ASME/CSME Press. Vessels & Piping Conf., 1978

- 113 -

[2-10] “FRAMATOME-ANP 기술자문 출장 관련 수집자료 모음”, KALIMER
팀 내부문서, Part of Analysis model for the intermediate and later
phases of a sodium water reaction event, 2001
[2-11] 박진호

외,

“소듐-물

반응사고

해석을

위한

SPIKE

코드

개발”,

KAERI/TR-1123/98, 한국원자력연구소, 1998
[2-12] Makoto Hisida, Ken Sato, Masao Hori, "Presure-Wave Propagation
Tests in the Secondary Loop of FBR", Proceedings of the fast
reactor safety meeting, Beverly Hills, California, April 2-4, 1974
[2-13] 어재혁 외 “액체금속로 소듐-물 반응사고 중/후반기 해석코드 개발”,
KAERI/TR-2279/2002, 한국원자력연구소, 2002
[2-14] Kuo, K. K., “Principals of Combustion”, John Wiley & Sons, 1986
[2-15] J.L. Henry, "A survey of the sodium-water reaction and reaction
products," USBM-RC-1469 (1960).
[2-16]C.A. Smith, A.C. Wittingham, in Proceeding of the Conference on
Material Behavior and Physical Chemistry in Liquid Metal Systems,
Kalsuhe, Germany, March 24-26, 1981, Plenum, New York, 1982,
p.365
[2-17] R.J. Pulham, P.A. Simm, in Proceeding of the Conference on Liquid
Alkali Metals, British Nuclear Energy Society, Nottingham, 1973, p.5
[2-18] Y.

Okano,

A.

Yamaguchi,

"Numerical

simulations

study

on

sodium-water reaction zone," Preprints 2001 Ann. Meeting of AT.
Energy Soc. Jpn, 14 (2001)
[2-19] T.Takata, A Yamaguchi, "Numerical approach to the safety evaluation
of sodium-water reaction, J. Nucl. Sci. & Tech. Vol. 40, No. 10, p.
708-718 (2003)
[2-20] J.N. Murrell, S.D. Bosanac, "Introduction to the theory of atomic and
molecular collisions," John Willy & Sons, (1984)
[2-21] R. Rey, J. Hynes, "Hydration shell exchange dynamics for Na+ in
water," J. Phys.: Condens. Matter 8, p. 9411-9416, (1996)
[2-22] R.J. Berry et al., "A computational study of the reactions of atomic
hydrogen eith flouromethans: kinetics and product channel", Chemical

- 114 -

Physics Letters 269, p. 107-116 (1997)
[2-23] CFX, “CFX-5.7.1 manual,”CFX, 2005
[2-24] Yaga, M., Endo, H., Yamamoto, T., Aoki, H., Miura, T., "Modeling of
eddy characteristic time in LES for calculating turbulent diffusion
flame," International Journal of Heat and Mass Transfer, Vol. 45, pp.
2343-2349, 2002
[2-25] Tregonning, K., "Mathematical modelling techniques for large scale
sodium/water reactions in heat exchangers," Proc. Of BNES Liquid
Alkali Metals Conf., The British Nuclear Energy Society, Lodon, pp.
115-122, 1973
[2-26] “JANAF Thermochemical tables,” J. Phys. Chem. Ref. Data, Vol.
14, Suppl. 1, pp.1565-1568, 1985
[2-27] Machida, H., Yoshioka, N., Ogo, H., "Structural integrity evaluation
method for overheating rupture of FBR steam generator tube,"
Nuclear Engineering and Design Vol. 212, pp. 183-192, 2002
[2-28] Martin, J. C. and Moyce, W. J., 1952, "An experimental study of the
collapse of liquid columns on a rigid horizontal plane," Philos. Trans.
Roy. Soc. London Ser. A, Math Phys. Sci., Vol. 244, pp. 312-324,
1952
[2-29] Incropera, F. P. and DeWitt, D. P., "Introduction to Heat Transfer,"
3rd edition, John Wiley & Sons, Inc., pp. 361-367, 1996

- 1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