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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면수 448

 1. 연구개발목표  내용
  •손상 정 진단용 자연결함 정 제어제조 기술개발
  •손상 상태/원인 정 진단 기술개발 및 적용
  •손상결함 상태/환경감시 기반기술개발
  •손상 원인대응 제어 기술개발 및 적용

 2. 연구결과
  •고유 혁신기술 개발
   - 정 진단용 증기발생기 전열관 자연결함 4종 정 제조기술 개발 - 국내 최초개발, 국제적 수준
   - 전열관 축방향균열 관통 판정기술 및 자동판정 프로그램 개발 - 세계 최초개발
   - 전열관 미소형상변화 탐지/3-D profile용 신형 ECT 탐촉자개발(P-MRPC probe) - 국내원전 적용
   - 표준원전 증기발생기 신형 상부구조물 모델개발 및 모형제작 - 대각선형 Eggcrate 반진동구조물
  •주요 연구결과
   - 1차측 배관재료 피로균열 자연결함제조 기반기술 개발
   - 관통균열(길이/opening) vs. 누설(양/압력) 진단 및 초기단계 누설률 예측기술 개발
   - 자연결함 이용 발전소 전열관 결함신호 재현기술 개발
   - 정 진단적용 원전 증기발생기 손상현안 원인규명/상세자료 제공 - 울진 4 SGTR, 표준원전
     마모손상/원주균열/전열관근접/knife-edge 마모손상, Model F SG dent/swelling/seal-extrusion
   - 증기발생기 전열관 곡관부 미소균열 탐지기술 개발
   - 음향방출 에너지 및 전기화학적 손상감시시험 시스템 구축 및 성능평가
   - 표준원전 증기발생기 상부구조물 구조적 취약점 상세분석 및 구조개선안 도출
   - 증기발생기 전열관/반진동구조물 재질간 상대적 마모손상 평가
   - 배관재 제작결함 이용 초음파탐상 신뢰도 평가 및 탐지능 향상조건 도출

 3. 기 효과  활용방안
   - 손상 정 진단 및 원인대응 제어기술의 상세 기술사항들이 이미 빠르게 원전 산업계에 파급되고
     있으므로, 향후 지속적인 연구개발로부터 관련 연구, 산업분야에 대한 기여가 확대될 전망임. 
   - 개발된 고유 혁신기술의 상용화 및 실용화 계획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앞으로 개발기술의 응용 및 활용 체계화를 통하여 안전규제, 설계제작, 운영, 보수, 검사분야에 
      더 많은 상세 기술사항과 정보를 제공하여 원전 안전성 향상에 기여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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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I. 제  목

 구조재 손상 정 진단/감시 및 제어 기술개발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원자력발전소 주요 구조재의 손상을 평가하는 하드웨어 기술 중, 재료 

건전성평가 기술은 일반적으로 가동 환경 모사조건에서 재료의 손상거동을 

시험하여 건전성을 평가/예측하며 대개의 경우 파괴검사/분석방법에 의존

하는 특징을 가지므로 재료의 특성과 손상거동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매우 

유용함에는 틀림없으나, 가동 원전에서 발생되는 손상결함의 생성과 진행과

정 및 실제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평가하는 기능이 결여되어 있다. 

한편 원전의 가동전․중 검사로부터 각종 구조재의 건전성평가와 규제/

보수 등의 판단근거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기존의 비파

괴검사기술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결함의 정 탐지 능력과 신호평가/

해석 기술력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원전 구조재의 손상발생과 진행이 원전의 안전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

게 된다는 점에서, 위에서 지적한 각 기술들의 단점을 상호 보완함과 더불어 

각 기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혁신기술개발의 연구가 우선적으로 수행

되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된다. 이러한 연구개발을 통하여 가동 원전의 손상

을 보다 정 하게 진단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의 개발과 이에 의한 정확한 

손상원인 규명으로부터 각종 손상의 원인에 대응되는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또한 국내의 기술기반이 취약한 손상 상태/환경 감시기술개발을 병행하여 

궁극적으로 손상을 억제, 방지, 개선하는 능동적 개념의 종합적 손상제어 기

술개발을 단계적으로 이룩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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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1. 손상 정 진단용 자연결함제조 기술개발

     가. 증기발생기 전열관 자연결함 정 제어제조 

     나. 전열관 자연결함 이용 ECT 신호특성 평가

     다. 자연결함 내재 전열관/Tubesheet 단위집합체 제작

     라. 1차측 배관재 피로 및 열피로 균열 자연결함 제조

  2. 손상 상태/원인 정 진단 기술개발

     가. 전열관 축방향균열 관통여부 판정기술 개발

     나. 전열관 미소 형상변화 측정 와전류탐상 신기술 개발 

     다. 정 진단기술 적용 가동전․중 검사자료 상세분석 

     라. 곡관부 미소균열 탐지 기술개발

     마. 배관재 제작결함을 이용한 초음파탐상 신호특성/신뢰도 평가

  3. 손상결함 상태/환경감시 기반기술개발 

     가. 감시 시스템 구축 

     나. 손상 감시시험 및 성능평가 

  4. 손상제어 기술개발

     가. 표준원전 증기발생기 상부구조물 구조적 취약점 상세분석 및  

설계 개선 

     나. 전열관/반진동구조물 마모손상 평가 시험 및 해석 

Ⅳ. 연구개발 결과

  1. 손상 정 진단용 자연결함제조 기술개발

     가. 증기발생기 전열관 자연결함 정 제어제조 

         가동중 증기발생기 전열관에서 발생하는 4가지 주요 부식결함

인 PWSCC, ODSCC, IGA, Pitting과 동일한 형상, 크기를 갖는 자연결함을 

정 하게 제어하여 제조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였다. 제조된 자연결함의 

형태와 신호특성이 국내원전에서 발생되고 있는 것과 유사함을 입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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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전열관 자연결함 이용 ECT 신호특성 평가

         단일 축방향 내면결함 검출의 최적 조건은 pancake coil의 경우

는 400 또는 300kHz, pancake high coil의 경우는 700kHz, plus point coil의 

경우는 300kHz였고, 길이 2mm, 깊이 30%이상의 결함은 모든 코일에서 뚜

렸한 결함신호를 보여 검출이 가능하였다. Plus point coil의 경우는 신호 대 

잡음비(S/N)가 우수하여 확관부, 곡관부, 슬러지 부착부 등 외부신호가 큰 

영향을 미치는 부위에서의 결함 검출에 유리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중결함

의 분해능 면에서는 pancake coil이 유리하나 결함의 검출능 면에서는 plus 

point coil이 유리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다. 자연결함 내재 전열관/Tubesheet 단위집합체 제작

         전열관에 자연결함을 제조하고 증기발생기를 모사한 모의 집합

체를 제작하였다. 이 집합체에는 PWSCC, ODSCC, IGA, Pitting의 4가지 손

상유형에 대한 총 33개의 부식결함 전열관 시편이 SA508Cl.3 tubesheet에 

확관 또는 커플링을 사용하여 고정되었다. 제작된 모의 집합체내의 결함은 

그 신호특성이 국내 원전에서 발생되고 있는 결함의 유형별 실제 신호와 동

일하였고 따라서 모의 집합체 내의 결함 및 구조적 특성이 실제 가동중 발

생되는 결함을 잘 모사하여 정 하게 제어 및 제조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제작된 모의 집합체는 ECT 신호평가자가 가동중 검사 data를 평가함에 있

어서 결함의 유무, 유형 및 크기를 신속, 정확히 판단하는데 직접적으로 사

용될 수 있는 비교자료를 제공함은 물론 교육 및 훈련용으로 유용하게 활용

될 것이다. 

     라. 1차측 배관재 피로 및 열피로 균열 자연결함 제조

         304 SS 판재를 사용하여 모재, 용접부, 열영향부에 피로균열 결

함을 제작하였다. 균열 생성 시험전 평판 표면에 가공한 노치의 형상에 따른 

단독균열과 군집균열의 형성 특성이 나타났으며, 균열의 길이, 방향 및 깊이

에 대한 다양한 조절과 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열피로 균열 발생기구의 분

석을 토대로 우선적으로 유한요소해석을 실시하고 가장 적절한 실험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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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출하였다. 실험을 통해 얻어진 열피로 균열 시편의 외관 및 파단면의 특성

을 조사하여 열피로 균열의 특징을 규명하였으며, 열피로 균열 시편의 제작 

기능성을 확인하였다. 

  2. 손상 상태/원인 정 진단 기술개발

     가. 전열관 축방향균열 관통여부 판정기술 개발

        (1) 축방향균열 관통여부 판정 및 관통길이 측정기술 개발

           전열관의 내면 또는 외면에 존재하는 축방향 균열의 관통여

부를 판정하고 관통길이를 측정할 수 있는 비파괴적인 방법을 개발하였다. 

이 기술은 국내외 증기발생기의 가동중 검사에 사용하고 있는 통상의 

MRPC 검사로부터 수집되는 pancake coil과 plus coil의 신호를 그대로 이용

한다는 최대의 장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가동중 검사기간 내에 관통 전열관

을 신속하게 선별할 수 있으며, 균열의 관통길이까지도 측정이 가능하다. 또

한 본 연구를 통하여 기존의 현장 압력시험 방법은 가해지는 내압에 의하여 

균열이 소성변형하여 균열이 열리게 되는 것을 입증하였다. 따라서 본 기술

은 기존의 기계적인 압력시험 방법이 갖고 있는 모든 단점을 극복하게 된다.

  

        (2) 축방향균열 관통 자동판정 프로그램 개발 

           원전 증기발생기 전열관에서 발생되는 균열의 관통여부를 간

편한 분석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판정할 수 있는 분석법과 이를 현장 데이

터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PC 기반의 소프트웨어 시스템으로 구축하였다. 

따라서 MIZ-30/70에서 취득된 raw data로부터 곧바로 연계하여 자동판정

이 가능하다. 인공가공 결함에 대한 적용성 평가를 통하여 우수한 성능을 입

증하였다. 

       

        (3) 관통균열 대비 누설 진단/예측 기술개발 

           축방향 내면 관통균열이 무누설 상태에서부터 누설량이 점차 

증가되는 형태로 발전될 때 수반되는 와전류 신호의 변화를 조사한 결과,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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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진폭이 누설개시 및 초기의 미소한 누설량 증가에 따라 매우 민감하게 변

화하였으며 이는 전기적으로 접촉상태에 있던 균열면이 미소한 opening에 

의해 분리되어 전기저항의 급격한 증가를 야기 시키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이해로부터 와전류 진폭의 값은 관통여부 판정기술과 

더불어 누설여부의 확인은 물론 누설의 개시 및 초기 누설상태에 있는 관통

균열의 누설양을 예측하고 또한 가동중 누설 예방을 위한 전열관 보수 기준

을 설정하는데도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인자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 전열관 미소 형상변화 측정 와전류탐상 신기술 개발

         3차원 profile 측정 전용 P-MRPC(Profile-Motroized Rotating 

Pancake Coil) 탐촉자와 이를 사용한 형상변화의 3차원적 정량평가 기술을 

개발하였다. 이 기술은 전열관에 존재하는 함몰, 돌출 등의 일반적인 형상변

화는 물론 편심, 편향 등 기하학적 이형을 구별하고 그 정도를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고유한 부가기능을 갖고 있다. 확관 mock-up 시편들에 대해 

laser sensor와 P-MRPC 탐촉자를 사용하여 형상변화를 측정하고 이 값들을 

상호 비교한 결과 두 방법의 정량적 측정 정 도는 거의 동등한 성능을 갖

는다는 것이 검증되었다. P-MRPC 탐촉자를 사용한 형상측정 결과는 ±10% 

오차범위 이내의 정량적인 치수 측정 정 도를 제공하기 때문에 기존에 수

행되지 못하였던 전열관의 3차원 형상변화 측정 도구로서 현장 비파괴 검사

에 바로 적용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임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2004년 말 

까지 총 10개 국내 발전소에 대해 가동중 검사 기간중에 증기발생기별로 약 

20개씩의 전열관을 선정하여 P-MRPC 탐촉자를 사용한 3차원 형상변화 검

사가 시범적으로 적용되었다. 

     다. 정 진단기술 적용 가동전․중 검사자료 상세분석

        (1) 전열관 파단사고 정 진단 및 원인규명

           누설 전열관에 대한 기존의 가동전․중 ECT 평가 기록들은 

모두 신호해석상의 오류임을 입증하였다. 모의시편 제작을 통하여 누설 전

열관 PSI-ECT 신호를 재현하였으며, 이 신호를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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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열관에는 가동전에 이미 관판 직상부로부터 길이 약 80 mm, 폭 4～9 

mm, 최대 돌출량 약 400㎛의 형상을 갖는 bulge가 형성되어 있었음을 확인

하였다. 이러한 bulge는 전열관 폭발확관시 비정상적인 폭발확관 과정에 의

하여 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MRPC 및 bobbin 신호변화 정 분석을 통하

여, 가동 1주기만에 누설 전열관의 bulge 내면에는 30%의 신호진폭 증가(약 

15 V 증가)를 유발하는 결함이 생성되었고 2주기에서도 결함이 지속적으로 

성장한 중요한 사실을 밝혔다. 이러한 결함들이 MRPC의 plus point coil과 

Bobbin coil의 differential mode에서 탐지되지 않았다는 사실로부터 생성된 

결함의 형태가 균열이 아닌 체적성 결함인 것으로 해석되었다.

        (2) 증기발생기 전열관 확관천이부 형상특성 정 진단

           개발된 P-MRPC 기술을 이용하여 국내 증기발생기 전열관 확

관 천이부의 형상특성을 정  진단한 결과, 편심(eccentricity), protrusion, 

dent, bulge 및 미세편향(deflection) 등이 관찰되었다. 폭발확관법을 적용한 

전열관의 경우 검사 대상 모든 전열관에서 편심 확관 형상이 존재하였으며, 

이는 원주 방향상으로 불균일한 확관이 이뤄지기 때문에 발생한다. 따라서 

폭발 확관된 전열관에서는 protrusion 및 dent 등의 추가 존재 유무에 따라 

매우 복잡한 형상변화 특성을 나타내었다. 수압 확관법을 적용한 전열관에

서는 편심 확관 형상은 검사대상 전열관에서 관찰되지 않았다. 그러나 일부 

전열관에서 protrusion, bulge, dent 및 미세 편향이 존재하였다. 확관부에서

의 형상변화 특이성은 전열관에 소성변형에 의한 응력을 부가하며, 확관 불

균일에 의한 응력분포의 불균일 및 crevice 형상의 변화를 동시에 야기한다. 

따라서 이러한 형상변화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확관 천이부의 형

상변화와 결함의 발생 및 성장이 갖는 상관관계를 밝히는 것이 다음 단계의 

중요한 연구 분야가 되어야 할 것이다.

        (3) Model F 증기발생기 형상특성 정 진단 

           고리 4호기 2주기 6차 가동중 검사시 MBM으로 평가된 최외

곽 전열관 2개는 bulge로 판명되었으며, 2주기 5차 가동중 검사시 bulge 신

호로 평가되어 관막음된 전열관과 동일한 신호유형을 갖고 있었다. 이 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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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전열관들의 bulge 신호가 가동 중에 새로이 나타난 것이라면, bulge의 원

주 위치각이 같은 검사그룹 내에서 거의 동일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프랑스 

원전에서 경험한 전열관 swelling에 의해 형성된 bulge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2주기 5차 가동중 검사에서 bulge 지시로 기록되어 감시대상으로 선정

된 전열관들은 모두 동일 원주상에 bulge와 dent가 같이 존재하는 특이한 

형상변화를 보였으며 그 발생원인은 수압 확관시 발생된 국부적인 

seal-extrusion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유형의 형상변화는 bulge와 

dent가 동일 원주상에 같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존 bobbin profilometry 방

법으로 검출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으며 따라서 bulge 형성 전열관에 대한 

검출기법의 재검토가 요구된다. Bulge의 축방향 길이가 길고(최대 2.9“), 

P-MRPC 탐촉자를 이용한 형상검사 결과 bulge의 크기는 bobbin profile로 

측정한 값보다 3배 이상 컸으므로 정확한 칫수 측정을 통한 bulge 지시 전

열관의 보수기준이 설정되어야 한다. 새로운 손상 유형에 대한 발생원인 규

명을 위하여 전열관 인출, 신호재현, 모사 부식시험 등 적극적인 연구방안의 

수립이 필요하다.

        (4) 표준원전 증기발생기 전열관 근접현상 정 진단 

           한국형 표준원전에서의 전열관 근접현상을 증기발생기의 구

조적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근접현상에 의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

동중 검사에 의한 감시와 관리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이를 위해서는 전열

관 근접도의 정량적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 때 MRPC를 이용한 검사가 

보다 정확한 측정값을 얻을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근접된 전열관에는 물론

이고, 전열관 상부다발과 지지구조물에는 deposit이 침적되며, 이 때 heat 

flux와 dry out에 의한 불순물 농축과 이에 따른 균열이 발생한 사례로 볼 

때, 전열관 상부다발에 대한 deposit 평가 및 감시도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5) 표준원전 증기발생기 마모손상 정 진단 

           표준원전 증기발생기 전열관의 마모손상 가속은 전열관과 

AVS 판재(BW, VS, HS)가 서로 평행한 배열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경사지

게 비정상적으로 배열된데 기인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유체유발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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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V) 조건에서 전열관 표면이 AVS 판재 양단의 모서리와 국부적으로 접촉

하게 되고 이에 따라 접촉부위에서 발생되는 반복적인 높은 응력의 작용으

로 마모손상이 급격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원인규명에 

대응되는 마모손상 완화 대책의 수립을 위하여, 전열관/AVS간 경사각 최소

화, AVS 판재 평활성 및 직진성 유지, 전열관/AVS 간격 최적화, AVS 판재 

두께공차 최소화에 필요한 기술개발이 선행되어야함을 제시하였다.

        (6) 표준원전 증기발생기 신규 유형 마모신호 정 분석

           한국형 표준원전 증기발생기에서 나타난 신규 유형의 마모손

상은 유속이 빠른 stay cylinder 내에 위치하는 BW lock bar와 전열관의 접

촉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마모는 BW lock bar의 단면부

와 전열관 표면이 접촉하여 knife-edge형태로 진행되는 특징을 갖는다. 따라

서 마모에 이은 피로손상 가능성이 있으므로 구조 건전성 측면에서의 감시

가 필요하다. 비록 관막음 조치를 하였더라도 진동에 의한 마모는 일정부분

까지 진행되므로 staking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Plant 

B 증기발생기에 한정하여 분석하였으므로, 그 외의 한국형 표준 원전 증기

발생기에 대한 BW lock bar 위치에서의 마모 및 구조물 신호 분석이 추가

로 이루어져야만 할 것이다. 또한 보다 근본적인 측면에서 설계 제작상의 변

경이 고려되어야만 한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BW lock bar의 설치 높이변

경 또는 위치변경의 두 가지를 제시할 수 있다. 

 

     라. 곡관부 미소균열 탐지 기술개발

         전열관 곡관부의 균열을 탐지하기 위한 MRPC 탐촉자를 이용한 

검사에서 길이 2~3mm의 짧은 초기 균열의 조기 검출에는 pancake 코일보

다 plus 코일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였으며, 700kHz의 검사 주파수를 적용

하였을 때 검출능이 가장 우수하였다

     마. 배관재 제작결함을 이용한 초음파탐상 신호특성/신뢰도 평가

         주조에 의하여 제조된 배관재의 경우 결정립 산란에 의한 잡음

으로 균열선단 초음파 신호를 검출하기 어렵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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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velet transform을 적용하여 산란잡음 신호를 제거함으로써 균열선단신호

를 명확하게 할 수 있게 되어 tip-corner timing method를 적용하여 시간정

보를 이용한 균열의 정량적인 평가를 가능하게 하였다.

  3. 손상결함 상태/환경감시 기반기술개발

 

     가. 감시 시스템 구축 

           실제 가동 원전과 동일한 조건에서 확관부 mock-up 전열관 

시편을 사용하여 실험을 수행할 수 있는 냉각재 순환 모사 시험장치를 설

계, 제작하였다. 여기에는 음향방출 에너지 감시 및 전기화학적 감시시험 

장치가 부착되어, 자연결함 집합체 제조, 결함 진단 기술의 개선, 손상에 

미치는 영향인자 규명, 손상 억제기술 개발, 그리고 감시 시스템의 성능 

평가 등에 다목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나. 손상 감시시험 및 성능평가

         감시 시스템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형상변화가 내재된 전

열관 시편을 사용하여 응력부식시험을 수행하였으며 균열 발생과 성장에 따

른 음향 에너지 방출 특성을 조사하였다. 음향 방출 에너지 감시 방법은 균

열의 생성 및 성장을 탐지하였고 측정된 음향 방출의 수는 생성된 균열의 

도를 반영하였다.

  4. 손상제어 기술개발

     가. 표준원전 증기발생기 상부구조물 구조적 취약점 상세 분석 및 

설계 개선

         표준원전 증기발생기 상부 구조물의 구조적 특성상 전열관의 

횡 방향 및 종 방향 진동을 효과적으로 잡아주지 못하는 4개의 특정 영역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표준원전 가동 초기 마모가 집중적으로 발생되는 영

역 외에 구조적 취약부로 분석된 영역에서도 가동 초기부터 마모가 발생되

는 것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구조적 취약요인에 기인하여 마모발생의 영역



- x -

이 확산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조적 취약요인 분석결과를 토대로 하여 

표준원전 증기발생기 상부 구조물의 개선인자들을 도출하고 이의 구현을 위

한 신형 구조물 모델을 설계하였다. 이 모델은 APR 1400 후속 호기 및 표준

원전 증기발생기 교체를 대비하여 제안된 것으로서 이의 반영을 위한 중장

기적 검토가 요망된다. 

 

     나. 전열관/반진동구조물 마모손상 평가 시험 및 해석   

         상온대기 및 고온수중에서의 슬라이딩 마모시험을 통하여 마모

거리의 증가에 따라 전열관 재질의 마모 증가율이 감소현상을 알 수 있었으

며, 상온의 경우 소성변형에 따른 가공경화, material transfer, glaze layer 

형성 등이  복합적인 원인으로 그리고 고온의 경우 빠른 glaze layer의 형성

과 수중 환경에서 물의 윤활 작용으로 인한 실제 접촉응력의 감소에 기인되

는 결과임을 알았다. 상온 대기 및 고온 수중 시험조건 모두에서 전열관 보

다 지지구조물의 마모가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상온대기 및 고온 수

중에서의 마모량을 예측함에 있어서, 마모거리의 함수로 표현되는 마모계수

를 도출한 결과 기존 Archard 마모식에 비해 훨씬 신뢰도가 높은 마모예측

이 가능함을 알았다.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1단계 연구개발을 통하여 생산된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은 다음과 같다. 

 

  1. 개발기술 상용화 및 실용화 추진

      • 전열관 자연결함 정 제조 및 단위집합체

          - 연구계 및 산업계 제작 제공 협의 완료

          - 제작 및 제공 시점 : 2005 - 2006년

      • 균열관통 자동판정 PC용 프로그램 (Ver. 1)

          - 울진 1, 2호기 가동중 검사시 시범적용 및 검증 계획 

          - 울진 2 : 2005. 10,  울진 1 : 200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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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CT 신형 탐촉자 : P-MRPC probe

          - Zetec사(미)와 상용화 기술협의

          - 생산 예상 시점 : 2006년

          - 2005년 도입예정인 X-probe(Array형)과 성능비교 시험 계획

      • 증기발생기 상부구조물 신형 모델

          - Mock-up 구조물 설계 : 2005년

          - 제작 및 공개 : 2006년

  2. 원전 안전성 향상을 위한 기술 적용 및 활용

      • 증기발생기 안전규제 기술향상을 위한 기술협력

          - 가동 원전 증기발생기 전열관 손상 특이신호 해석자료 제공

          - 증기발생기 가동중검사 신호 재평가 자료 제공              

          - 안전성 긴급진단 실시 권고를 위한 근거자료 제공

          - 안전규제 기준설정 검토에 필요한 평가자료 제공

          - Lessons learned 대응 지침 수립에 필요한 상세자료 제공

          - 안전성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기술 상세자료 제공

      • 원전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발전소 기술지원

          - 손상 현안 원인규명 상세자료 제공

          - 손상관리 최적 기술 선정 및 적용성 검토 자료 제공 

          - 정 진단 특수 검사를 통한 효율적 손상검사 기술지원

      • 증기발생기 가동중검사 기술개선에 활용

          - 검사조건, 검사절차, 신호해석상 기술개선 상세사항 자료제공

          - 정 진단기술 적용을 위한 기술설명회 및 기술이전

          - 특수 검사기술 관련 know-how 기술지원

      • 증기발생기 설계/제작기술 개선자료 생산 및 활용

          - 설계/제작관련 손상발생 원인규명 상세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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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제작 설비 가동중 손상발생 추이 DB 제공

          - 구조 개선인자 도출 자료 제공

          - 설계 및 제작기술 개선사항 제공 및 적용성 상호검토

      • 전열관 자연결함 정 제조 및 단위집합체 제작 기술 활용

          - 해외 ECT 신기술 국내 도입 및 적용에 앞선 검증평가용 

          - 비파괴검사 기량검증 교육훈련용 시편 및 집합체 제공

  3. 개발기술의 응용 및 활용 체계화

          - 개발기술 상용화/기술이전에 필요한 기술 상세사항 체계화   

          - 개발기술 시범적용, 검증 결과 공개 및 자료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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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 Project Title

Precision Diagnosis, Monitoring and Control of Structural Component 

Degradation in Nuclear Power Plants.

Ⅱ. Objectives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The occurrence of structural material degradations in NPPs and their 

progress during operation are directly related to the safety and the 

integrity of NPPs. The various kinds of material degradation are usually 

examined by methods of material integrity evaluation and non-destructive 

evaluation(NDE). Material integrity evaluation is well known as classical 

and strong method to interpret cause and mechanism of degradation and 

failure, however, this method has a limitation not to detect and diagnose 

actual condition as well as formation in early stage and progress of flaws 

and defects occurring during plant operation. NDE used widely for 

detection of defects formed on structural materials provides many 

information for safety regulation, plant management, repairing, however, 

this technique has a generic problem in its reliability due to low 

detectability and ability of signal analysis, etc.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project is to develop the improved 

technologies ensuring a precision diagnosis on the various kind of 

defects in structural materials of NPP and a high performance in 

material degradation evaluation. It makes possible to interpret more 

precisely the root causes of degradation, failure and to establish the 

proper measures for the safety and integrity of NPPs. The technology 

to monitor the formation and growth of defects and their environment 

should be  developed in parallel with the above work. The accomp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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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t of comprehensive technology developed as planned will be 

practically applied to the nuclear industries and contributed to improve 

the safety and integrity of NPPs. 

III.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1. Development of the technology to manufacture the natural defects 

for the precision diagnosis of the degradation. 

     (1) Precisely controlled manufacturing of the natural defects in the 

steam generator tube

     (2) Evaluation of the ECT signal characteristics from the natural 

defects in the steam generator tubes

     (3) Manufacturing the unit assembly of steam generator tubes 

with the natural defects and the tube sheet

     (4) Manufacturing the natural defect of fatigue and thermal 

fatigue in the primary coolant piping materials

  2. Development of the precision diagnosis technology for the  

degradation status and the root cause analyses 

     (1) Development of the technology discriminating between the 

through-wall and the non through-wall axial cracks in the 

steam generator tubes

     (2) Development of the advanced eddy current probe technology 

for measuring small geometric changes in the steam generator 

tubes

     (3) Implementation of the detailed review on the PSI and ISI ECT 

data with the developed precision diagnosis technology

     (4) Development of the technology to detect the small crack in the 

u-bent region of the steam generator tube

     (5) Evaluation of the signal characteristics and the reliability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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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trasonic test using the defects manufactured in the piping 

materials. 

  3. Development of the fundamental technology to monitor the status 

and the environment of the defect degradation

     (1) Setup of the degradation test and monitoring system

     (2) Degradation monitoring test and performance evaluation 

  4. Development of the technology to control the degradation

     (1) Detailed Analysis on the structural vulnerability of the upper 

bundle structure in KSNP SG

     (2) Evaluation test of the sliding wear between SG tube and AVS 

material 

Ⅳ. Results of the Project

  1. Development of the technology to manufacture the natural 

defects for the precision diagnosis of the degradation. 

     (1) Precisely controlled manufacturing of the natural defects in 

the steam generator tube

        The manufacturing and control technology of the natural 

defects, the shape and size of which resembled those of the 

real defects, was established for the four types of main 

corrosive defects, that is, PWSCC, ODSCC, IGA and pitting, 

observed in the tubes of steam generator in operation. It was 

verified that the physical shape and the eddy current signal 

characteristics of the manufactured natural defects were similar 

to those of the defects observed in the operating domestic 

nuclear power pl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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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valuation of the ECT signal characteristics from the natural 

defects in the steam generator tubes

        The optimum conditions of the test frequency with the type of 

coil in the detection of single axial crack on the inner surface 

were 400 or 300kHz for pancake coil, 700kHz for pancake high 

coil, and 300kHz for plus point coil, and all the defect over 

2mm in length and 30% in wall depth showed an evident 

signal that could be called as a defect indication. It is thought 

that the plus point coil has a merit in detecting the defects 

near the region suffering noises from the outside, that is, 

expansion transition, the u-bent and sludge deposit, due to its 

characteristics of high S/N ratio in these noisy regions. The 

capability of resolving multiple axial cracks in parallel was 

higher for the pancake coil, but the detectability was higher 

for the plus point coil.  

     (3) Manufacturing the unit assembly of steam generator tubes 

with the natural defects and the tube sheet

        Natural cracks were manufactured in the tubes and a mock-up 

assembly of the steam generator was fabricated with the tubes 

containing natural defects.  The assembly consisted of 33 tubes 

with four types of defects, that is, PWSCC, ODSCC, IGA and 

pitting, and the part of tubes were expanded to a SA508Cl.3 

tube sheet block and the rest were fixed to the expanded tube 

or to each other by the couplers. Characteristics of the eddy 

current signals from the defects in the mock-up assembly were 

similar to those from the defects observed in the operating 

domestic nuclear power plants and thus, it was be proved that 

the manufactured defects and the fabricated mock-up assembly 

were precisely controlled so that these could exactly simu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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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haracteristics of the real defects observed in the plant 

operation. The fabricated mock-up assembly can be of great 

use in providing the reference data for the judgment and 

decision of the indication, type and size of the defects in the 

activity of ISI data evaluation and also, in the training and 

education of the staffs.  

     (4) Manufacturing the natural defect of fatigue and thermal 

fatigue in the primary coolant piping materials

        The defects of fatigue cracks were fabricated in the base metal, 

weldment, and heat affected zone of the 304 stainless steel 

sheet material. The development of single or multiple cracks 

could be controlled by changing the shape of mechanical 

notch, and the various control and subsequent analyses of the 

crack length, direction and depth were performed. Also, the 

optimum experimental condition for manufacturing the thermal 

fatigue crack was obtained by the prior FEM analysis based 

upon the case study of the mechanism. The characteristics of 

the manufactured thermal fatigue cracks were revealed by the 

observation of the apparent crack morphology and the fracture 

surfaces, and the possibility of manufacturing thermal fatigue 

cracks in the laboratory was confirmed.

  2. Development of the precision diagnosis technology for the  

degradation status and the root cause analyses

     (1) Development of the technology discriminating between the 

through-wall and the non through-wall axial cracks in the 

steam generator tub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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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Development of the technology discriminating the 

through- wall crack and measuring the through-wall 

length. 

           The non destructive evaluation technique, which could 

discriminate between the through-wall and the non 

through-wall axial cracks on the inner or outer surface of 

the steam generator tube and also measure the through-wall 

length of the crack, was developed. The technique has a 

supreme advantage of using the normal eddy current data 

from the pancake and plus point coil of MRPC probe, 

which has been applied to the usual ISI of the world wide 

steam generator tubes.  Therefore, it is possible to 

discriminate the through-wall crack and measure the 

through-wall length quickly within the period of ISI. Also, 

it was proved from this work that the crack suffered 

physical opening by the usual in-service pressurization test 

(ISPT). Thus, the developed technology overcomes all the 

demerits of the mechanical pressurization test methods 

being used in the plants.    

  

        (b) Development of the automatic evaluation program for 

discriminating through-wall axial crack 

            The simple, quick and precise evaluation technique for 

discriminating the through-wall crack, observed in the 

steam generator tubes, was developed, and a PC-based 

software system applicable to the ISI data in plants was 

also established. Therefore, the automatic discrimination of 

the through-wall crack is possible with the raw data from 

MIZ-30/70 data acquisition system. The excellent 

performance of the program was verified through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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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luation of the applicability to the artificial defects. 

       

        (c) Development of the technology to diagnose and predict 

the leak rate in the through-wall crack 

           The changes in the eddy current signal was examined for 

the axial through-wall crack on the inner surface of the 

steam generator tube, developing from the status of leak 

tight into that of increasing leak rate. The signal amplitude 

showed a sharp increase with the onset and the earlier 

slight increase of the leak rate, and the observation was 

interpreted by the remarkable increase in the electrical 

resistance from the opening induced separation of the crack 

faces which had been contacted electrically before the crack 

opening. From the knowledge of this phenomenon, it is 

confirmed that the magnitude of eddy current impedance is 

a very useful factor, in predicting the leak rate of the  

through-wall crack in the status of the onset or the earlier 

leak, and in settling the guideline for the tube plugging 

criteria to prevent the leakage during operation, as well as 

in discriminating the through-wall crack.  

     (2) Development of the advanced eddy current probe technology 

for measuring small geometric changes in the steam 

generator tubes

        P-MRPC probe for the 3-dimensional profile measurement and 

the related technology for the 3-dimensional quantitative 

evaluation of the geometric changes were developed. The 

developed technology could detect the general shape changes 

such as dents and bulges, and also have unique functions of  

differentiating and quantifying the geometric anomaly such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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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centricity and deflection, being observed in the steam 

generator tubes. Quantitative measurements were performed on 

the expansion mock-up tubes by P-MRPC and laser 

profilometry and the data was compared. The results proved 

that the P-MRPC profilomety  had a quantitative measuring 

accuracy comparable to that of the laser profilometry. Since the 

profile measurement using P-MRPC probe provides the 

quantitative measuring accuracy within the error range of 

±10% compared to that by the laser profile measurement, it 

can be confirmed that the P-MRPC probe technology is an 

innovative tool that can be applied to ISI activities for the 

3-dimensional shape change measurement that has never been 

performed yet. Therefore, as of Dec. 2004, the 3-dimensional 

profile measurement using P-MRPC probe has been tried on 

the tubes by selecting about 20 tubes from each steam 

generator in 10 domestic power plants during ISI.

     (3) Implementation of the detailed review on the PSI and ISI 

ECT data with the developed precision diagnosis technology

        (a) Precision diagnosis and root cause analysis on the leak 

accident of Unchin Unit 4 steam generator tube 

           All records from the official evaluation of the leaked tube 

in PSI and ISI were revealed to be errors by the precise 

analysis of ECT data in this study. PSI-ECT signal observed 

in the leaked tube was reproduced through the signal 

evaluation using the simulated defect specimen. Based on 

the evaluation of this signal, it was found that a bulge with 

local increase of 400㎛ in diameter was formed on the 

leaked tube prior to in-service. This bulge was located j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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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ve the top of tube sheet, and had dimension of about 80 

mm in length and 4～9 mm in width. It could be inferred 

that this bulge was formed by abnormal condition in the 

explosive tube expansion process. Some important facts 

were revealed by precise and quantitative analysis on the 

changes in signal amplitude of both MRPC and bobbin 

data for the leaked tube. That is, the defect corresponding 

to about 30 % increase in amplitude was initiated at the 

inner surface of the bulge during the first operation cycle 

and it was continuously grown during the second cycle. 

The type of these defects can be classified into a kind of 

volumetric defect, considering that these defects were not 

detected for both plus point coil of MRPC and differential 

mode of bobbin.

        (b) Precision diagnosis on the geometric anomaly in the 

expansion transition region of the domestic steam 

generator tubes

           The eccentricity, protrusion, dent, bulge, and slight 

deflection were observed from the shape change 

measurements on the expansion transition region of the 

domestic steam generator tubes using the developed 

P-MRPC technology. All the explosively expanded tubes 

showed the transition shape of eccentric expansion, 

resulting from the non uniform expansion around the 

circumference. Therefore, the explosively expanded tubes 

showed the characteristics of complex changes in the 

geometry affecting by the additional presence of protrusion 

and dent. The transition shape of eccentric expansion was 

not observed for any of the hydraulically expanded tub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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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ined by P-MRPC probe. However, some tubes showed 

protrusion, bulge, dent and slight deflection. The geometric 

anomaly in the expansion transition causes the residual 

stress by the plastic deformation, and also the non uniform 

distribution of the residual stress and the changes in the 

crevice shape are incurred. Therefore, the one of the 

important research field in the next term project will be 

focused on the examin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xpansion anomaly and the evolution of crack in the 

expansion transition region based upon the understanding 

of the characteristics in the geometric changes. 

        (c) Precision diagnosis on the geometric anomaly in the 

Model F steam generator tubes

           The two tubes in the outermost region, called MBM during 

the 2nd interval 6th ISI in KORI Unit 4, were revealed to 

be bulge, and had a similar shape in the signal from the 

tubes called bulge and subsequently plugged during the 

2nd interval 5th ISI. On condition that the bulge signals 

have been newly acquired and grown during the operation, 

the root cause of the bulge formation is judged to be the 

swelling, which the french power plants have experienced, 

from the observation that the angular location of the bulges 

are almost same for the tubes in the identical calibration 

group. On the other hand, the tubes called bulge during 

the 2nd interval 5th ISI, showed a peculiar geometric 

changes in that bulge and dent were coexisted on the same 

circumference , and the root cause of the bulge formation 

was presumed to be the local seal extrusion in the 

hydraulic expansion process. For some tubes with this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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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geometric changes, that is, the presence of bulge and 

dent on a tube circumference, the bulge can not be 

identified by the bobbin profilometry, and the present 

methods employed for detecting the bulge shall be 

reappraised entirely. Since the axial length of the bulge was 

long enough to reach the maximum of 2.9", and the radial 

magnitude of the bulge measured by the P-MRPC probe 

was 3 times larger than that by the bobbin probe, a new 

guideline of the plugging criteria for the tubes with bulge 

indications should be settled through the accurate  

measurement of the bulge size and shape. Also, the 

research activities of the pull out tube examination, 

reproduction of signal, and corrosion test in the simulated 

environment are required.  

        (d) Precision diagnosis on the tube bowing phenomenon in 

the standard nuclear power plant steam generator  

           The phenomenon of bowing, defined as the tube in close 

proximity to another tube, observed in the standard nuclear 

power plant steam generator was discussed on the view 

point of the vulnerability in the support structure of the 

steam generator. In order to prevent the damage of the 

tube by bowing, the monitoring of the degradation in ISI is 

a sole management method. The quantitative evaluation the 

proximity is prerequisite to the management and it is 

proposed that the more accurate measurement of the 

proximity can be done with MRPC probe compared to that 

with bobbin probe. Since the upper tube bundles and 

support structure as well as tubes in proximity to each 

other are prone to sludge deposition and cracking due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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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mpurity concentration by the heat flux and dry out, 

the reinforced inspection on the upper tube bundle and the 

evaluation of the deposit status shall be performed.  

        (e) Precision diagnosis on the fretting wear in the standard 

nuclear power plant steam generator 

           It was revealed from the analysis of ECT MRPC signal that 

the alignment condition of tube and AVS strip at wear 

location was not normal, in other words, the alignment 

between two structures was slightly distorted so that the 

gap between two structures did not maintain a constant 

distance. An appearance of inclined contact between two 

structures resulted in the edge effect of high local stress 

acting on the tube surface. Therefore, it can be concluded 

that steam generator tube wear in KSNP is accelerated by 

repetitive high local stress acting against the tube surface at 

the edge of AVS strip under flow-induced vibration. It 

suggests that the minimization of inclined angle and the 

optimization of gap distance between tube and AVS strips 

and the minimization of tolerance in thickness of AVS strip 

in the process of AVS manufacture should be established in 

order to reduce the occurrence of tube wear. 

        (f) Precision diagnosis on the new type of wear signal in the 

standard nuclear power plant steam generator

           Analysis on the new type of the fretting wear observed in 

the standard nuclear power plant steam generator tubes 

showed that the wear originated from the contact between 

the tube and the bat wing lock bar. This type of wear is 

characterized by the development of the knife-edge sh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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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cause the tube surface contacts with the narrow side of 

the lock bar in the shape of sheet. Therefore, the higher 

possibility of fatigue damage following the wear penetration 

requires the surveillance program for securing the structural 

integrity of the worn tubes. Also, it is advisable to fix the 

worn and plugged tube by staking to suppress the vibration 

which may induce progressive wear even in the plugged 

tubes. Since the scope of the present work was confined to 

the steam generators in Plant B, the careful review on the 

signals from the wear and the support material in the 

vicinity of bat wing lock bar shall be performed for all the 

other standard nuclear power plant steam generators. For 

the new steam generators, a fundamental revision of design 

or manufactures shall be considered. In this regards, the 

changes in the height or the location of the lock bar can be 

proposed.   

 

     (4) Development of the technology to detect the small crack in 

the u-bent region of the steam generator tube         

        In the implementation of ISI using MRPC probe for the 

detection of the crack formed in the u-bent tube region, the 

detectability of the earlier short crack around 2~3mm in length 

was higher for the plus point coil than for the pancake coil, 

and the best performance of detectability was obtained by 

applying the test frequency of 700kHz. 

     (5) Evaluation of the signal characteristics and the reliability of 

the ultrasonic test using the defects manufactured in the 

piping materials

        It is difficult to detect the ultrasonic signal from the crack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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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piping materials manufactured by casting, due to the 

scattering noise from the grain boundary. However, in this 

study, the application of wavelet transform resulted in the clear 

crack tip signal rejecting the noise components and the 

quantitative estimation of crack depth was possible for various 

thickness of materials and various depth of cracks using the 

tip-corner timing method. 

  3. Development of the fundamental technology to monitor the 

status and the environment of the defect degradation

 

     (1) Setup of the degradation test and monitoring system

          The test loop system simulating the coolant circulation in the 

steam generator tube was designed and manufactured for the 

experiment on the expansion mock-up tube specimens under 

the identical environment with that of the operating power 

plant. The test loop equipped with the acoustic emission 

energy monitoring system and the electrochemical noise 

monitoring system will be of multiple use in the 

manufacture of the assembly with natural cracks, the 

improvement of the defect diagnosis technique, the 

examination of the control factors in the defect evolution, the 

development of the degradation inhibition technology, and 

the performance evaluation of the degradation monitoring 

systems. 

     (2) Degradation monitoring test and performance evaluation

        In order to evaluate the performance of the degradation 

monitoring system, the characteristics of the acoustic emission 

with the crack evolution was examined by the stress corro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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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s on the steam generator tubes with the shape change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acoustic emissions with the crack 

initiation and propagation could be monitored, and the 

number of hit reflected the density of initiated cracks.

  4. Development of the technology to control the degradation

     (1) Detailed analysis on the structural vulnerability of the upper 

bundle structure in KSNP SG and design modification

        Four special vulnerable areas to wear degradation of tube in 

the the upper bundle structure of KSNP SG were determined 

through an intensive analysis on the design characteristic of 

the upper bundle structure. It is revealed that tubes in these 

areas do not effectively withstand to the vibration mode in 

horizontal and vertical direction due to the structural 

vulnerability of the upper bundle structure to the suppression 

of vibration. Currently steam generator tube wear degradation 

in KSNP due to this cause shows a tendency of expanding 

wear area toward the vulnerable area mentioned above as well 

as a wear potential area in CE-designed SG model. A new 

model of the upper bundle structure in this study was 

designed to examine the application of this model to the post 

APR 1400 and to prepare for SG replacement of KSNP.  

     (2) Evaluation test of the sliding wear between SG tube and 

AVS material 

        A relative wear behavior between Alloy 600 and 690 of tube 

material and stainless steel 403, 405, and 409 of tube support 

plate material was investigated under the condition of in air at 

room temperature and in high temperature water. It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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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wn that the increase rate of tube wear volume was 

decreased with increasing sliding distance for both test 

conditions. This results were caused by work hardening, 

material transfer and the formation of glaze layers in air test 

and the decrease of contact stress due to the lubrication role of 

water in high temperature water test. The wear volume of 

support plate materials are always higher than that of tube 

materials. The wear coefficient expressed as a function of 

sliding distance was drawn from this study to predict more 

accurately wear behavior. The reliability of prediction of wear 

behavior using the modified Archard equation represented by 

this wear coefficient was improved.

  

Ⅴ. Proposal for Application

    Plans of application and practical use of advanced technologies   

developed from first phase of this project are as follows. 

 

  1. Commercialization and practical use of the advanced 

technologies developed by this project

 

      • Manufactured natural defects and assembly of steam 

generator tubes 

         - Completion of manufacturing plans with one university and 

one company

         - Specimens and assembly will be supplied in 2005 to 2006

      • Automatic evaluation program for discriminating through-wall 

crack in SG tubes (Ver. 1)

         - Plan of demonstration and verification during SG ISI-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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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lchin unit 2 : Oct. 2005

         - Ulchin unit 1 : Mar. 2006

      • ECT P-MRPC probe

         - Technical review and discussion for commercialization with 

Zetec in USA

         - Expected to be produced in 2006

         - Plan of comparison test between P-MRPC and X-probe of 

Zetec

      • A new model of the upper bundle structure in steam 

generator

         - Details of mock-up will be designed in 2005

         - A mock-up will be fabricated in 2006

  2. Application and practical use to improve the safety of NPPs

      • Technical cooperation with the activity of safety regulation 

in steam generator 

         - Evaluation data of non-typical and uncertain defect 

indications in steam generator tubes

         - Re-evaluation data of ECT results in steam generator ISI

         - Precision diagnosis data confirming recommendation of 

urgent evaluation related to safety regulation of SG

         - Evaluation data to be reviewed for establishment of SG 

regulation guidelines 

         - Details of technical data to establish guidelines based on 

lessons lear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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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echnical support for plants to improve the safety of NPPs

         - Root cause analysis of defects and failures 

         - Recommendation for preventive repair and determination of 

repairing objects and region 

         - Technical data for selection of proper degradation 

management method and review of applicability 

         - Technical support by precision diagnosis for more correct  

inspection of degradation during ISI 

 

      • Application to improvement of signal analysis in SG 

ISI-ECT

         - Details of conditions, procedure, signal analysis technique

         - Technical transfer for application of precision diagnosis

         - Technical support of 'know-how' related to special 

inspection technology

      • Data production and its feedback for improvement of steam 

generator design and manufacture

         - Details of root cause analysis on defects and failures caused 

by design factors and manufacture process

         - Database to review tendency of degradations in steam 

generators supplied by domestic nuclear industries

         - Data required to modification of structural vulnerability

         - Details to review applicability of modification factors in 

design and manufacture

      • Practical use of the manufactured natural defects and 

assembly of steam generator tubes 

         - For performance and verification test prior to introduction 

and application of the new and advanced ECT probes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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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I-ECT

         - Specimens and assemblies for performance demonstration 

and educational training of inspectors

3. Construction of systematic planning for application and use of the  

developed technology

         - Systemization of data and details of developed technology 

for commercialization and technical transfer 

         - Opening and sharing data and results obtained from 

demonstration and verification test of developed technolo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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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개발 과제의 개요

제 1 절 연구개발의 필요성

1. 기술적 측면

원자력발전소 주요 구조재의 손상을 평가하는 하드웨어 기술 중, 재료 건

전성평가 기술은 일반적으로 가동환경 모사조건에서 재료의 손상거동을 시

험하여 건전성을 평가/예측하며 대개의 경우 파괴검사/분석방법에 의존하

는 특징을 가지므로 재료의 특성과 손상거동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매우 유

용함에는 틀림없으나, 가동 원전에서 발생되는 손상결함의 생성과 진행과정 

및 실제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평가하는 기능이 결여되어 있다. 

한편 원전의 가동전․중검사로부터 각종 구조재의 건전성평가와 규제/보

수 등의 판단근거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기존의 비파괴

검사기술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결함의 정 탐지 능력과 신호평가/해

석 기술력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원전 구조재의 손상발생과 진행이 원전의 안전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

게 된다는 점에서, 위에서 지적한 각 기술들의 단점을 상호보완함과 더불어 

각 기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혁신기술개발의 연구가 우선적으로 수행

되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된다. 이러한 연구개발을 통하여 가동 원전의 손상

을 보다 정 하게 진단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의 개발과 이에 의한 정확한 

손상원인 규명으로부터 각종 손상의 원인에 대응되는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또한 국내의 기술기반이 취약한 손상 상태/환경 감시기술개발을 병행하여 

궁극적으로 손상을 억제, 방지, 개선하는 능동적 개념의 종합적 손상제어 기

술개발을 단계적으로 이룩하는 것이 필요하다.

2. 경제적 측면

본 연구개발과제는 국내 원전에 대한 안전규제요건 강화라는 강제성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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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수행되어야 하는 불가피성과 더불어 보다 

근본적으로 원전 구조재의 건전성과 안전성 향상을 위한 핵심기술의 국내 

자체 기술력확보 필요성과 가능성에 입각하여 중장기적으로 개발하고자 하

는 배경을 갖는다. 

손상 정 진단과 종합적인 손상개선에 대한 국내 기술력의 확보는 그 자

체로서 관련기술의 해외 의존도를 크게 낮추어 외화지출의 절감효과를 가져

올 뿐더러 가동원전 보수/규제기준 최적화, 검사/보수주기 최적화, 불시정

지의 최소화 등에 의해 궁극적으로 원전의 가동 안전성을 향상시키므로서 

경제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손상제어 기술개발로부터 도

출되는 구조/설계/제작상의 개선사항들을 향후 국내 건설예정 원전과 수출

용 원전에 적용하게 되면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게 되므로 관련 

원전 산업계의 국제 경쟁력 향상이 기대된다.

 

3. 사회적 측면

원전의 가동년수가 길어짐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각종 구조재의 손

상은 원전의 안전성, 가동률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원자력발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유발시켜 국가의 안정적 전력공급정책에 차질을 빚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원전 계통내 구조재의 손상억제를 통한 건전성

확보는 원전의 안전성 제고와 효율적인 수명관리에 필수적인 요소임이 강조

된다. 따라서 구조재의 손상상태 및 원인을 정확히 규명할 수 있는 정 진단

기술의 개발과 이를 토대로 손상을 억제 또는 방지할 수 있는 종합적인 손

상제어 기술개발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원전 안전성에 대한 국민

의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 2 절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제1절에 기술한 연구개발의 필요성에 입각하여 수행된 본 과제의 1단계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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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손상 정 진단용 자연결함제조 기술개발 

   1) 증기발생기 전열관 자연결함 정 제어제조 

   2) 전열관 자연결함 이용 ECT 신호특성 평가 

   3) 자연결함 내재 전열관/Tubesheet 단위집합체 제작 

   4) 1차측 배관재 피로 및 열피로 균열 자연결함 제조

2. 손상 상태/원인 정 진단 기술개발 

   1) 전열관 축방향균열 관통여부 판정기술 개발 

   2) 전열관 미소 형상변화 측정 와전류탐상 신기술 개발 

   3) 정 진단기술 적용 가동전․중 검사자료 상세분석

      가. 전열관 파단사고 정 진단 및 원인규명 

      나. 증기발생기 전열관 확관천이부 형상특성 정 진단 

      다. Model F 증기발생기 형상특성 정 진단 

      라. 표준원전 증기발생기 전열관 근접현상 정 진단 

      마. 표준원전 증기발생기 마모손상 정 진단 

      바. 표준원전 증기발생기 신규 유형 마모신호 정 분석 

   4) 곡관부 미소균열 탐지 기술개발 

   5) 배관재 제작결함을 이용한 초음파탐상 신호특성/신뢰도 평가

3. 손상결함 상태/환경감시 기반기술개발 

   1) 감시 시스템 구축 

   2) 손상 감시시험 및 성능평가

4. 손상제어 기술개발

   1) 표준원전 증기발생기 상부구조물 구조적 취약점 상세분석 및 설계

개선 

   2) 전열관/반진동구조물 마모손상 평가시험 및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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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제 1 절 국외 연구동향

1. 손상 정 진단용 자연결함 정 제어제조 기술

자연결함 시편은 구조재에서 발생되는 각종 결함에 대한 비파괴적 검사결

과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법규 강화요건의 이행과 연구목적에 주로 

사용된다. 이를 위해서는 가동중 발생되는 실제 손상결함의 형태, 크기, 특

징 등을 거의 유사하게 모의할 수 있는 자연결함 시편 제작기술의 확보가 

필수적이며, 이를 통하여 결함을 보다 정 하게 측정하고 결함 탐지능을 향

상시키는 기술발전이 이루어 질 수 있다. 

자연결함의 제작대상은 주로 증기발생기 전열관과 1차측 배관재이다. 증

기발생기의 경우, 와전류탐상(ECT) 신뢰도 향상을 위한 전열관 자연결함 제

작 및 이용기술 연구가 오래전부터 수행되어 왔다. 미국, 일본, 스페인 등의 

일부 국가에서 전열관의 부식 자연결함 시편을 제작판매하는 기술수준을 확

보하고 있으나, 기술적 상세사항은 일체 공개하고 있지 않다. 1차측 배관재

의 경우 주로 초음파탐상(UT) 기량검증용(PD, Performance Demonstration) 

열피로균열 자연결함 시편을 제작하여 고가로 판매하고 있으며, 특히 대구

경 배관재내에 자연결함을 삽입하여 제작하는 고도의 기술력이 확보되어 있

다. 

2. 손상 상태/원인 정 진단 기술

해외에서의 정 진단기술은 기량검증(PD)와 관련하여 기존 검사기술

(ECT, UT)의 신뢰성 결여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연구분야에 초점이 맞추어

져 있다. 이를 위한 검사 신기술의 개발/시범적용이 병행되고 있으며, 일부 

개발된 신기술들을 원전 현장에 부분적으로 적용하여 검증하고 있는 단계로

서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하여 보다 신뢰성 높은 기술개발이 가시화 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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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이다. 그러나 이러한 신기술들이 기존의 기술들을 전면적으로 대체하는 

것은 아니며, 부분적으로 특정목적에 있어서 활용될 예정이다. 

증기발생기의 경우, 미국의 NRC는 손상이 빈번히 발생하는 증기발생기 

전열관 건전성 확보를 목표로 SG tube Integrity Program Phase II를 1996년

부터 2001년까지 수행하였으며 III 단계 연구를 수행중이다. 주요 연구 내용

은 자연결함 제조기술, 이를 활용한 비파괴 검사의 신뢰도 평가 및 향상기술 

개발, 파열압력 및 누설량 측정시험 등이 있다. 또한 1970년 후반부터 진행

되어온 미국 EPRI의 Steam Generator Management Program에서도 증기발

생기 전열관 자연결함과 실제결함을 이용한 와전류탐상 신뢰도 향상 연구를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1차측 배관재의 경우, 자연결함을 이용한 기량검증 및 기량인증제도의 법

규화(ASME Sec. XI App. VIII)와 관련하여, 1998년부터 미국 NRC의 주도로 

배관재 초음파검사 기량검증을 적용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1970년대부터 

Programme for Inspection of Steel Components(PISC)를 통한 검사신뢰도 

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며, 연합체인 ENIQ(European Network Inspection 

Qualification)를 구성하여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3. 손상결함 상태/환경 감시기술

손상결함 감시기술은 기초기반연구와 응용연구가 병행되고 있는 분야로

서 주로 균열손상의 발생과 성장특성을 정량적으로 측정 평가할 수 있는 기

술개발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손상특성을 전기화학적 신호

와 음향학적 신호로서 수집 평가하는 연구를 집중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센서 및 전극의 개발과 적용연구에서 선진성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감시기술 자체의 기술적 어려움으로 필요성에 비추어 실질적 적용

성이 뒤떨어지는 분야이다. 특히 고온에서의 전극의 안정성 문제, 균열의 초

기 생성단계에서의 측정의 어려움, 결함 등의 특성변화 신호에 대한 정확한 

해석의 어려움 등은 많은 연구결과가 실험실적 결과에 머무르게 하는 요인

이 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한계의 극복을 위하여 가동 환경, 재료변수, 응력

분포 등을 고려한 많은 모사실험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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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의 발생과 성장에 대한 최적조건의 감시기술이 개발될 것으로 전망된다.

4. 원인대응 손상제어 기술

손상제어는 기본적으로 정 진단 기술을 이용하여 각종 손상에 대한 원인

을 정확히 규명하고 이에 대응되는 최적의 개선방안을 처방하는 기술이다. 

가동중 원전 기기에서 발생되는 손상은 대부분 plant, defect-specific 양상으

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는 특징을 갖는다. 따라서 손상제어는 각국의 발전

소 운전경험에 따라 매우 다양한 기술개발의 범위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손상 유발요인 중,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재료문제, 가동 환경문제에 대해

서는 세계 각국이 많은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있고 이에 대응하는 재질개량, 

손상억제 방안 등은 실제로 많은 발전소에 적용되고 있으며 적용효과에 대

한 정보 또한 널리 공유되고 있다. 그러나 그 밖의 설계, 제작, 구조적 요인

에 의해 손상이 유발되는 경우, 손상의 발생부터 원인규명에 이르기까지 비

교적 새로운 정보들이 많이 생산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나라별, 발전

소별로 결과 및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분석하여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제 2 절 국내 연구개발 동향

1. 일반 현황

Table 2.2.1.1에 나타낸 본 연구과제의 1단계 주요 실적표는 현재까지의 

관련 연구분야의 국내 기술개발 동향과 기술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간접적

인 자료가 될 수 있다.

즉, 국내 원전의 경우도 각종 손상의 발생에서 예외일 수 없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처할 수 있는 기술력의 부족 또는 미확보로 인하여 많은 

부분 손상의 정확한 원인규명이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이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그동안 손상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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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2.1.1  R&D results of this project at the 1st stage

세부

연구목표
1단계 주요 연구개발 실적 비고

정 진단용

자연결함

제조 

기술개발

∙증기발생기(SG) 전열관 자연결함 정 제어제조 
  기술개발
  - 자연부식결함 4종(균열성, 체적성결함 각 2종)

국내최초 개발

국제적 

기술수준∙자연결함(4종) 내재 증기발생기 전열관 모의
  집합체 제작
∙배관재 용접부 피로균열 자연결함 제조 기반기술
  개발

손상상태

및 원인 

정 진단

기술개발

∙전열관 축방향균열 관통 판정 기술개발/검증

세계최초 기술 

특허(한,미 

등록, 프-출원)

∙전열관 축방향균열 관통 자동판정 프로그램 개발 ‘05 등록예정

∙관통균열 누설유무 진단, 초기단계 누설률예측
  기술개발

현장적용기술

∙신기술 개발 : ECT P-MRPC (Profile MRPC)
  검사기술
   - SG 전열관 확관부 등에 존재하는 미소 형상
    변화의 원주방향 위치/분포/크기/상태에 대한
    상세정보생산
∙가동원전 증기발생기 ECT 가동중검사 실제 적용 
   - ‘04. 11 현재 14개 호기(15회) 가동중검사 적용 

혁신기술

발전소 

실제적용

특허(국내출원)

4개국 출원예정

∙정 진단기술 적용 가동전․중 검사자료 상세분석
   - 자연결함 이용 발전소 전열관 결함신호 
     재현기술 개발 

국내 최초

∙정 진단기술 적용 원전 손상현안 원인규명/대책
  제시
   - 전열관 파단사고 원인규명, 검사강화요건 
     기준제시
   - 표준원전 SG 마모손상 원인규명, 구조개선안
     제시
   - 표준원전 원주균열손상 원인규명, 규제/보수
     기준제시
   - 표준원전 SG 전열관 근접현상(Bowing) 
     원인규명
   - Knife-edge형 마모손상 원인규명 

결과반영

안전규제/

보수관리 시행

손상 

제어기술

∙표준원전 증기발생기 상부구조물 구조 개선인자
  도출
   - 전열관/반진동구조물간 구조적 취약점 
     상세분석
   - 마모완화/근접문제 원천제거를 위한 개선안 
     다수도출
∙표준원전 증기발생기 신형 상부구조물 개선모델
  제시
   - 대각선형 Eggcrate 반진동구조물 

특허(국내 2개 

등록)

두산중공업

개선반영/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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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연구개발이 활성화되지 못한 관계로 가동중 발생하는 각종 손상에 

대한 안전규제, 보수관리가 비파괴검사의 기본적인 진단/평가 결과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실이나 앞으로는 정 진단 연구개발의 발전

으로부터 이러한 문제점들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관련 분야의 연구개발은 국내 원전에 대한 안전규제요건 강화라는 

강제성 요소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수행되어야 하는 불가피성과 더

불어 보다 근본적으로 원전의 안전성 향상과 구조재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의 국내 자체 기술력 확보라는 당위성에 입각하여 추진되어야 하겠

으며, 관련 연구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육성으로 국내 기술수준을 한 차원 높

게 끌어 올려 원전의 안전성 제고와 구조재의 건전성 확보 목표를 달성시키

도록 하여야 하겠다.

2. 기술개발 현황

가. 손상 정 진단용 자연결함 정 제어제조 기술

국내의 경우도 자연결함을 이용한 기량검증 및 기량인증제도의 법규화가 

최근에 수립되었으며, 원전 산업계는 이의 이행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

고 있다. 증기발생기 전열관의 경우, 본 연구과제의 1단계 연구를 통하여 국

내 최초로 자연결함 시편 제조기술이 확립된 바 있으며 국제적 수준의 정

제어제작 기술을 확보하였다. 현재 균열결함인 축방향 PWSCC, ODSCC와 

체적성 결함인 IGA, pitting을 제조하고 이들의 모의집합체를 제작하여 이

용하는 기술력이 확보되어 있으며, 그밖에 bulge, dent, thin wall, groove, 

ovality 시편의 제조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현재 본 연구진과 관련 산업계, 

학계가 협력하여 기량검증 및 응용연구 목적으로 전열관 자연결함 시편제작 

및 활용계획을 구체적으로 추진할 만큼 기술의 발전이 현실화되었다. 

한편 배관재 기량검증용 자연결함 시편의 경우, 국내 기술력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막대한 비용을 들여 전량 수입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본 

연구과제에서 배관재 평판에 대한 피로균열 자연결함 제작을 수행한 바 있

으며 이의 기반기술을 발전시킬 경우 배관재 자연결함 제작 기술력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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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자연결함 이용기술의 확립을 위하여 좀 더 

다양한 유형의 자연결함 제조연구가 지속되어야 하겠으며 또한 기술적 상세

사항의 체계화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나. 손상 상태/원인 정 진단 기술

손상 정 진단 기술은 손상의 발생, 진행과정, 상태에 대한 상세한 정보의 

제공 및 정확한 손상 원인의 규명 그리고 더 나아가서 원인에 대응되는 손

상제어 인자의 도출에 이르기까지의 기술범위를 갖는다. 즉, 기존의 재료 건

전성평가 연구분야에서 다루는 재료특성 평가, 손상기구 해석 기능과 비파

괴검사 기술이 갖고 있는 검사, 평가, 보수기준 설정이라는 기본적 기능만으

로 해결이 어려운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연구개발 개념을 가지며 이

에 요구되는 혁신기술의 개발을 목표로 한다. 

국내의 경우 그동안 이 분야의 연구개발이 활성화되지 못하였으나, 본 연

구과제 1단계의 손상 정 진단 기술개발을 통하여 원전 안전성 향상에 실질

적으로 기여하는 괄목할 만한 기술발전이 이루어졌음을 연구개발 내용 및 

생산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기술개발 과정에서 해외기술에 

의존하지 않은 독창적인 고유기술과 다수의 혁신기술들이 개발되었으며 또

한 이들이 국내 원전의 규제/운영/보수/제작 분야에 실제로 적용 또는 응

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개발 내용 및 실적의 우수성과 앞으로의 성장가

능성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기술의 발전을 토대로 앞으로 더 다양한 정 진단 기술이 지속적

으로 개발되어야 하겠으며, 이를 통하여 원전의 가동 안전성 향상에 대한 보

다 더 큰 기여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믿어진다.

다. 손상결함 상태/환경 감시기술

손상 감시기술의 궁극적인 목표가 전기화학적 또는 음향학적 방법으로 손

상결함의 발생과 성장을 연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기술로까지 발전시키는 

것이나, 국내의 손상 감시기술 분야 역시 해외와 마찬가지로 기술의 난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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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발전소에 대한 적용 또는 응용을 목표로 하는 연구보다는 손상결함의 

거동을 파악하는 실험실적 연구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과제의 1단계에서는 이러한 감시기술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향후 가동 원전에 대한 시범적용을 고려한 시

스템 구축 및 성능평가를 수행중에 있다. 즉, 원자로 관통관은 물론 전열관 

U-tube 및 확관부 등의 대형시편 결함제작과 감시시험이 가능한 시스템을 

설계하고, 이에 필요한 1, 2차측 모사 고온고압 loop system 조립 제작하였

다. 그리고 전기화학 잡음신호 측정시스템과 음향방출 측정시스템을 구축하

여 재료 부식과정의 연속감시와 균열성 결함의 생성, 성장 연속감시 성능을 

상온 및 고온조건에서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수행들을 통하여 

감시기술의 기반이 성공적으로 구축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이 분야의 요

소기술이라 할 수 있는 모델 보일러를 이용한 감시기술 개발에 필요한 설계

기술과 응용기술을 축적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으므로 향후 국내의 손상 

감시기술 수준이 매우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라. 손상 제어기술

국내 상용 원전은 경수로와 중수로의 로형을 가지며, 또한 여러 가지의 제

작 모델을 갖는 특이성이 있다. 따라서 이들 여러 원전에서 나타나는 구조재 

손상의 유형과 손상이력 등이 다양하다는 특징을 동시에 갖는다. 앞서 언급

한 바와 같이, 국내 원전 모델의 다양성에 비추어 발생되는 손상 또한 plant, 

defect- specific 특성을 보이게 되므로 이에 대응되는 손상 제어기술도 국내 

발전소 실정에 맞게 그리고 폭넓게 개발되어야 하나, 현재까지 이러한 점이 

고려되지 않은 채 대부분 해외의 경험과 관리기술에 전적으로 의존해 왔다.

본 연구과제 1단계에서 정 진단 기술을 활용하여 도출된 손상 제어기술 

중, 표준원전 증기발생기 전열관 마모 및 근접문제 원천제거용 상부구조물 

개선모델, 표준원전 원주균열 원인대응 규제/보수 기준 제시 등은 해외 기

술에 의존하지 않고 철저히 국내 실정에 맞추어 개발된 사례이다. 이러한 성

과에 비추어 볼 때, 현재 국내의 기반기술이 취약하고 또한 집약적 기술개발

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으나, 앞으로 정 진단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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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원전 운영중에 기본적으로 수행되는 손

상관리를 넓은 의미의 제어개념에 포함시켜 볼 수 있는 반면, 설계/제작분

야에서의 원인대응 손상제어 기술의 개발과 적용은 매우 취약한 현실로서 

앞으로 관련 산업계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많은 연구개발이 수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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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제 1 절 손상 정 진단용 자연결함제조 기술개발

1. 증기발생기 전열관 자연결함 정 제어제조

  

가. 개요

원전 증기발생기 전열관은 가동중 환경적 요인 및 재료특성에 따라 여러 

유형의 부식 손상을 나타낸다. 이러한 손상은 원전의 안전성, 가동률을 저해

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특히 손상으로 인한 방사능 누출문제가 발생될 경

우 원자력발전 자체에 대한 사회적 여론의 악화로 국가적 차원의 전력정책

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전열관 재료의 건전성 확보를 통한 안전

성 제고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임이 강조된다. 

증기발생기 전열관의 손상평가는 와전류탐상(ECT, Eddy Current Test)에 

의해 정기적으로 평가되며 이의 결과에 따라 예방대책 수립 및 보수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검사의 신뢰성은 재료내에 생성된 균열 등의 결함

을 정확히 검출하고 그 크기를 정 하게 측정, 평가할 수 있는 탐지능과 정

도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즉 검사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열

관에서 발생하는 여러 유형의 손상형태와 동일한 결함을 제작한 다음 여기

서 얻어지는 신호를 해석, 평가하여 탐지능과 정 도를 높인 표준자료를 생

산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방전가공(EDM)에 의한 기계적 노치(notch) 또는 드릴 홀(drill 

hole)을 재료에 가공하여 사용되는 현재의 모의결함 표준시편은 실제 자연

부식결함과는 근본적인 차이를 가지며, 이로 인해 검사신호를 정확히 모사

할 수 없는 단점을 갖기 때문에 비파괴검사 신뢰성을 고도화하는데 한계점

을 갖고 있다. 예로서 인출전열관의 파괴검사로부터 얻어지는 실제 결함특

성 평가결과와 ECT 검사결과를 비교하여 보면, ECT 검사결과가 과대 또는 

과소평가 되거나 존재하는 결함을 탐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견된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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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T 장비, 탐촉자 종류, 검사자의 기준 등의 기본적인 영향인자 외에 기계

가공한 교정표준 전열관을 사용하는데서 비롯되는 원천적인 문제점이 내재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계를 인식하고 해외에서는 가동중 증기발생기 전열관에서 발생

하는 각종 부식손상 결함을 모사하는 자연부식결함 시편을 제조하는 기술과 

이를 이용한 ECT 정 진단기술과 슬리빙 및 관막음 기준설정 연구 등을 중

점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다. 국내의 경우도 전열관 손상에 대한 ECT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 3자 평가법을 적용하는 등 안전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자연부식결함 제

조의 정량적 제어기술개발과 이를 이용한 손상 정 진단 신뢰성 고도화기술

개발의 기반구축이 절실히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동중 증기발생기 전열관에서 발생하는 주요 부식

결함(PWSCC, ODSCC, IGA, Pitting)과 동일한 형상, 크기를 갖는 자연결함

을 정 하게 제어하여 제조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또한 제조

된 자연결함의 ECT 신호 특성평가를 통하여 탐지능과 정 도를 높인 표준

자료를 생산하였다. 

나. 전열관 내면 축방향 균열의 제조

(1) 개요

웨스팅하우스 모델 51B형 증기발생기를 갖는 울진 1,2호기는 전열관이 열

처리(thermally treated, TT)된 합금 600재질을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4

주기 가동 후에 관지지대 상부 확관 천이부(hard roll)에서 1차측 응력부식

에 의한 다수의 축방향 균열의 발생이 탐지된 바 있다. 5주기 가동 후에 균

열의 발생 및 성장을 억제하기 위해 shot peening 처리를 적용하였으나 균

열의 발생 및 성장은 계속되어 울진 1호기의 경우 8주기, 울진 2호기의 경우 

7주기 운전시 냉각수의 누설이 관찰되었으며 그 이후 누설량 증가로 인한 

가동중지를 경험하기도 하였다. 확관부위에 대한 shot peening 처리는 가동

전에 적용된 경우 균열발생의 억제효과가 나타나나, 이미 균열이 발생된 경

우는 억제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울진 1, 2호기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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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생기의 경우는 ECT를 통하여 균열을 최초로 탐지한 4주기 이전에 이미 

상당수의 균열이 발생하였음을 예측할 수 있다. 

또한 Fig. 3.1.1.1은 울진 1호기 전열관 인출검사[1]를 통해 확인된 관판 상

부 확관부위에 발생한 1차측 응력부식균열에 의한 축방향 결함의 실제 형상

을 보여주고 있는데 원주방향 확관부를 따라 다수의 축방향 균열들이 존재

함을 알 수 있으며 특히 매우 가깝게 인접한 결함(그림상에 원으로 표시)은 

ECT 평가상에서 분리하여 인식하지 못하고 한 개의 결함으로 평가되어 전

체 결함의 숫자를 과소 평가하게 되는 등 검사 신뢰성이 결여되는 문제점이 

발생된 바 있다.  

이와 같은 예를 통하여 알 수 있듯이 결함의 초기 발생을 가능한 한 빨리 

검출하여 억제 또는 방지 방안을 조기에 적용하여야만 그 효과를 극대화시

킬 수 있고, 또한 발생된 결함의 유형, 크기와 개수 및 발전 양상 등의 정량

적 데이터에 기초한 안전성 평가를 통하여 파열 및 누설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ECT 검사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의 개발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증기발생기 전열관 내면에 축방향 균열을 제어하여 형성시

키는 기술을 확립하였으며 이 방법을 이용하여 단일 및 다중균열을 갖는 전

열관 시편을 제작하여 ECT 탐촉자별 검출한계와 분리한계 등의 결함 평가

특성을 비교 분석하는데 사용하고자 하였다.  

(2) 전열관 내면 축방향 균열 형성 제어 기술

전열관 내면에 축방향 응력부식 균열을 형성시키기 위해서는 부식성 분위

기 용액하에서 전열관에 원주방향으로 주응력이 가해지도록 내압을 가하여

야 한다. 그러나 이 방법은 원주방향 응력이 전열관의 원주상에 균일하게 분

포되기 때문에 균열의 수, 생성위치 그리고 길이 및 깊이 등을 제어할 수 없

을 뿐만 아니라 부식에 대한 민감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필수적으로 전열관

에 적용하여야 하는 추가 열처리(예민화 등)로 인하여 미세조직 및 강도 등

이 실제 사용재료와 달라지는 문제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

을 해결하기 위하여 전열관의 반경방향으로 압축하중이 작용되는 경우 원주

방향 최대 응력이 하중점의 내면에 형성되는 것을 이용하여 압축 피로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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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1 Morphology of Multiple axial ID cracks 

In the pulled tube from UCN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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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하여 단일 축방향 균열의 형성시키고 그의 형상 및 길이를 제어하는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 방법을 통해 형성되는 피로균열은 입계 응력

부식균열과 비교할 때 균열의 분지화(branching)가 없고 동일한 균열길이에

서 균열이 보다 직선적이어서 실제 균열의 총합 길이가 더 짧으며 균열의 

개구량(opening)도 작은 등 형상적 차이는 있지만 ECT 검출 특성상에서는 

입계균열에 비해 더 보수적인 평가특성을 보일 것으로 기대되어 본 목적에 

더 적합한 균열형태이다.

Fig. 3.1.1.2는 피로 압축하중을 가하여 전열관 내면에 축방향 균열을 형

성시키기 위해 제작 사용한 치구이다. SS304 재질의 이 치구를 2 ton 용량

의 Instron 8872 유압식 피로전용시험기에 연결하여 외경 3/4“의 합금600

(한국 표준형 원전 증기발생기 사용재료와 동일) 전열관 시편에 압축 피로

하중을 가하였으며 하부 지지대는 시편보다 직경이 더 큰 원형으로 제작하

여 응력을 분산시킴으로서 내면 균열이 시편 상부 하중이 가해지는 접촉부

위에서만 발생되도록 하였다. 이 부위의 원주방향 최대응력은 다음과 같은 

식 (1)로 구할 수 있다[2].  

            σ
t=

δ(x)Ee(cosθ-
2
π )

4(
π

4
-

2
π )(1-ν 2

)R
2

                      (1)

여기서, 

      σ
t
 : 원주방향 응력

      δ(x) : 하중선 변위

      E : 전열관의 탄성계수

      e : 전열관의 두께

      θ : 위치각

      ν : poisson's ratio

      R : 전열관의 평균 반경 

즉, 이 식을 살펴보면 압축 변위량을 제어함으로써 원주방향 최대 응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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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2 Device setup for manufacturing axial ID cr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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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를 조절할 수 있고, 그 상관관계는 Fig. 3.1.1.3과 같은 비례관계를 보

인다. Fig. 3.1.1.4는 내면에 30 kg/mm2의 최대 인장 원주응력이 작용하는 

경우에 위치각 변화에 따른 원주응력의 변화를 예로 나타낸 계산결과인데 하

중 접촉부로부터 위치각이 벗어나면 응력은 급격히 감소하므로 인접부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상태에서 단일균열의 제어가 가능함을 알 수 있다.

실제 실험에서 최대 압축 변위량은 시편 내면에 형성되는 denting을 최소

화하기 위하여 항복응력보다 약 20% 더 큰 최대 인장 원주응력이 가해지는 

조건으로 제어하였다. 이 경우 압축 변위량은 0.1mm 이내로 매우 작았으며 

이러한 미소량 제어에 실험실의 온도변화에 따른 시험기 및 치구의 열팽창/

수축 변위가 큰 영향을 미쳐 실험중 최대 인장 원주응력을 일정하게 유지시

키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최대 인장 원주응력 목표값에 해당되는 압축변위를 

측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압축 하중을 측정하여 이 하중을 제어인자로 실험

하였으며 균열성장에 의한 변위 진폭값의 변화 또는 피로 주기수를 균열크

기 및 형상의 정량적 제어인자로 사용하였다. 피로하중은 하중비 0.05의 

sine 파형을 적용하였다.

 

다. 입계부식 결함의 제조

재료는 공칭 외경 19.05mm, 공칭 두께 1.07mm의 Alloy 600 전열관을 사

용하였으며 화학조성을 Table 3.1.1.1에 나타내었다. 전열관은 확관이나 곡관 

처리하지 않은 직관 형태로 사용하였다. 입계부식 기구는 결정립계에 크롬

탄화물이 석출하면서 입계에 크롬 농도가 상대적으로 고갈되면서 부식에 민

감해지는 현상이다. 따라서 전열관을 10cm 길이로 절단한 다음 산화가 일어

나지 않도록 진공에서 예민화 열처리를 하였다. 이 때의 열처리 조건은   

620℃에서 21시간이었다. 예민화 처리한 시편은 40℃의 0.1M sodium 

tetrathionate (Na2S4O6) 용액에서 침지하여 입계부식을 형성시켰다. 이 때 

결함의 형태는 전열관 외면에서의 직경이 4 또는 6mm가 되도록 결함을 형

성시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masking 하였으며, 침지시간을 조절하

여 결함의 깊이를 조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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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3 Dependence of maximum ID hoop stress upon the mahnitude

of compressive def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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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4 Changes of hoop stress with angular ID positions of 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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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1.1  Chemical composition of Alloy 600 (wt %)

C Si Mn Ni Cr P S Co Al Ti N Cu Fe B

0.025 0.16 0.23 Bal. 15.46 0.008 0.001 0.31 0.21 0.29 0.0042 0.011 8.42 0.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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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이차측 응력부식균열의 제조

Table 3.1.1.1에 제시된 화학조성을 갖는 전열관을 620℃에서 21시간 진

공열처리를 하였다. 전열관을 세척한 다음, 균열을 생성시키고자 하는 부위

를 제외한 지역을 masking한 다음 응력을 가한 상태로 상온의 0.1M 

sodium tetrathionate (Na2S4O6) 용액에 노출시켜 균열이 생성되도록 하였

다. 이때 가하는 응력의 형태에 따라서 축방향 또는 원주방향의 균열을 생

성시킬 수 있게 된다. 여기에서는 전열관 내부에 4,000psi의 압력을 가하여 

응력이 부과되도록 하였다. 

마. 핏팅 결함의 제조

10cm 길이의 전열관에 핏트를 생성시키고자 하는 부위를 제외한 지역을 

masking한 다음, 150～200℃의 10,000ppm Cl- (as NaCl) 부식용액에 침지하

여 핏트가 생성되도록 한다. 100℃ 이하의 저온에서는 핏트 내부에 부식생

성물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형태의 핏트가 형성되며, 220℃ 이상의 고온에

서는 넓은 면적에 걸쳐 filiform 부식형태와 유사한 핏트가 형성된다. 따라서 

발전소에서 형성되는 형태의 독립적이면서 부식생성물이 채워진 핏트를 형

성시키기 위해서는 150～220℃의 범위가 최적의 온도로 설정되었다. 

바. 요약

이상에서 기술한 방법을 바탕으로 4가지 유형의 자연결함을 정밀제어 제

조하는 기술력을 확보하였다. 제조된 자연결함에 대한 특성과 실제 발전소 

결함과의 유사성 검증 및 이를 이용한 ECT 신호 특성평가 내용에 대한 상

세한 고찰은 다음의 2항에서 기술하였다.

  

2. 전열관 자연결함 이용 ECT 신호특성 평가

가. 내면 축방향 균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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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작 자연결함의 특성   

울진 1호기 증기발생기 인출 전열관의 경우(두께 1.27mm) 약 6~7mm길이

의 축방향 균열이 거의 관통형태로 나타났던 것[1]을 참고하여 균열의 길이

와 깊이의 비(aspect ratio)는 약 6 내외의 값을 갖는 균열의 제조를 목표로 

하였다. Fig. 3.1.2.1는 여러 가지 제어변수의 변화를 통하여 얻은 최적 제조

조건에서 형성된 축방향 균열들에 대한 파괴검사의 한 예인데, aspect ratio 

6.8을 갖는 축방향 단일결함이 성공적으로 제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MRPC 탐촉자 코일별 단일결함 검출능

MRPC 탐촉자의 코일별 결함 검출능(탐지한도)을 비교 평가하기 위하여 

전열관 내면에 원주방향 45°의 간격으로 길이 ～2, ～1, ～0.5mm의 축방향 

미소 결함을 제작하였다. 제작된 결함의 검사는 +Point 610-115/36/S80 모

터구동 회전형 탐촉자로 주파수 700, 400, 300, 100, 10kHz 조건에서 신호를 

수집하였으며 장비 보정에는 EDM notch standard tube를 사용하였다. 특히 

모터구동 회전형 탐촉자에는 Fig. 3.1.2.2에 나타낸 바와 같이 세 종류의 coil, 

즉 primary pancake test coil, plus coil, high frequency shielded coil이 탐

촉자의 원주방향으로 120°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다.

이들 세 결함을 길이 순서대로 A, B, C 결함으로 구분하였으며 Fig. 

3.1.2.3~5는 각각 파괴시험을 통해 얻은 이들 3종류 균열의 크기 및 형상을 

분석한 결과이다. A 결함(Fig. 3.1.2.3)은 길이가 2.7mm로 두께방향으로 약 

37%의 깊이를 갖는 축방향 단일 균열임을 알 수 있으며(aspect ratio 6.7), B 

결함(Fig. 3.1.2.4)은 길이 약 0.7mm 및 0.2mm의 축방향 균열 2개가 동시에 

존재하는 형상이었고, C 결함(Fig. 3.1.2.5)은 길이 약 0.5mm의 축방향 단일 

균열이었으며 이들 1 mm 이하의 균열들에 대한 깊이는 시편의 정밀 절단

이 불가능하여 분석하지 못하였다.

이들 균열에 대한 pancake coil의 400, 300, 100kHz ECT 신호 C-scan 결

과는 각각 Fig. 3.1.2.6~8과 같다. 400kHz 조건(Fig. 3.1.2.6)의 경우 A 결함

은 결함신호가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B 및 C 결함의 경우도 미약한 신호를 보

였다. 300kHz 조건(Fig. 3.1.2.7)의 경우도 400kHz의 결과와 유사하였으나 진

폭이 상대적으로 약간 감소되는 결과를 보였다. 100kHz 조건(Fig. 3.1.2.8)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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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r a c k  M o r p h o l o g y  o n  I D
S u r f a c e  A f t e r  F l a t t e n i n g
C r a c k  M o r p h o l o g y  o n  I D
S u r f a c e  A f t e r  F l a t t e n i n g

C r o s s - S e c t io n a l  V ie w  o f  t h e  C r a c k

A f t e r  F r a c t u r e
C r o s s - S e c t io n a l  V ie w  o f  t h e  C r a c k

A f t e r  F r a c t u r e

Fig. 3.1.2.1  Morphology of a single axial ID crack formed 
by fatigue loading.

(Length:4.4mm, depth:60.4%, aspect ratio: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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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xial direction

2.7 mm

Crack AAxial direction

2.7 mm

Crack AAxial direction

2.7 mm

Crack A

Aspect ratio : 2.7 mm/ 0.4 mm = 6.7
Fig. 3.1.2.3  Morphology of the manufactured axial ID crack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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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ack
crack

Crack B

crackcrack
crackcrack

Crack B

Fig. 3.1.2.4  Morphology of the manufactured axial ID crack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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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ack C

<0.5mm

Crack C

<0.5mm

Fig. 3.1.2.5  Morphology of the manufactured axial ID crack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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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B ACB 

Fig. 3.1.2.6  C-scan of pancake coil signals at 400k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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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2.7  C-scan of pancake coil signals at 300kHz.

ACB 

Fig. 3.1.2.7  C-scan of pancake coil signals at 300kHz.

ACB A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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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A 결함의 경우만 미소한 결함신호를 보일 뿐 B와 C결함의 신호는 

나타나지 않았다. Pancake high coil의 700, 400, 300, 100kHz 결과는 각

각 Fig. 3.1.2.9~12와 같은데, 700kHz 신호(Fig. 3.1.2.9)의 경우 pancake 

coil의 300 및 400kHz 조건에 비해 A 결함은 물론 B와 C 결함신호도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 결함 탐지한도 면에서 그 특성이 가장 우수함을 알 수 있

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400 및 300kHz(Fig. 3.1.2.10 및 3.1.2.11)로 주

파수가 낮아짐에 따라 신호진폭이 감소되었으며, 100kHz 조건(Fig. 

3.1.2.12)에서는 A 결함만이 미소한 신호를 보이고 B와 C결함의 신호는 전

혀 나타나지 않았다. Fig. 3.1.2.13~15는 각각 400, 300, 100kHz 조건에

서의 plus point coil ECT 신호 C-scan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경우 

신호 대 잡음비(S/N)는 우수하였지만 모든 주파수 조건에서 A 결함의 신호

만이 뚜렷하게 나타났고 B와 C 결함의 흔적은 전혀 나타나지 않아 결함 탐

지한도 면에서는 가장 불리함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즉, 결함검출의 최

적 조건은 각 코일별로 A 결함에 대한 신호진폭의 주파수 의존도를 정리한 

Table 3.1.2.1에서 알 수 있듯이 pancake coil의 경우는 400 또는 300kHz, 

pancake high coil의 경우는 700kHz, plus point coil의 경우는 300kHz였고, 

길이 2mm, 깊이 30%이상의 결함은 모든 코일에서 뚜렸한 결함신호를 보여 

검출이 가능하였다. 또한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고주파수의 pancake high 

coil (700kHz)과 pancake coil(300 및 400kHz)은 길이 1mm 정도의 균열도 

미약한 신호를 보여 결함의 탐지한도 면에서 가장 우수함을 알 수 있었다.  

Plus point coil의 경우는 신호 대 잡음비(S/N)가 우수하여 확관부, 곡관부, 

슬러지 부착부 등 외부신호가 큰 영향을 미치는 부위에서의 결함 검출에 유

리할 것으로 생각된다. 

(3) MRPC 탐촉자 코일별 다중결함 검출능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축방향 지점에 원주방향에 걸쳐 나란히 존재하는 

축방향 다중결함에 대한 MRPC 탐촉자의 코일별 결함 분리한계를 비교평가

하기 위하여 원주상 거리로 4, 3, 2mm의 간격을 갖는 길이 2mm의 축방향 

균열 4개를 전열관의 동일 축선상 내면에 제작하였다. 제작된 결함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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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3.1.2.1  Dependence of signal amplitude upon the test 

                   frequency in different coils

     COIL

 FREQ.
Pancake Pancake High Plus Point

700kHz N/A 2.08V N/A

400kHz 0.91V 1.27V 0.57V

300kHz 0.85V 0.72V 0.82V

100kHz 0.14V 0.08V 0.40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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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Point 610-115/36/S80 탐촉자로 주파수 400, 300, 100, 10kHz 조건에

서의 신호를 수집하였으며 장비 보정에는 EDM notch standard tube를 사

용하였다. 

Fig. 3.1.2.16은 파괴시험을 통해 얻은 제조된 균열들의 길이 및 간격을 측

정한 결과이며 Fig. 3.1.2.17~18은 동일한 축방향 다중 결함시편에 대해 300 

kHz에서 얻은 pancake과 plus point coil의 ECT 신호 C-scan 결과이다. 제

작된 4개 균열의 길이는 1.88～2.75mm의 범위로 처음 의도한 길이 2mm에

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비교적 잘 제어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결함간의 간

격은 4.2, 2.8, 2.3mm로 10%이내의 제어 오차범위에서 성공적으로 제조되었

음을 보여주고 있다.

C-scan 결과를 보면 제작된 축방향 다중 결함시편에 대해 pancake coil의 

경우(Fig. 3.1.2.17)는 2개의 분리된 결함신호가 나타나고 있으며, plus point 

coil의 경우(Fig. 3.1.2.18)는 분리되지 않은 1개의 결함신호가 얻어졌다. 즉, 

pancake coil 신호는 간격 4mm의 축방향 균열을 독립된 2개의 균열로 평가

가 가능하였지만 plus point coil 신호는 독립된 균열로 평가하지 못하였다. 

반면에 신호 대 잡음비(S/N)는 pancake coil 신호보다 plus point coil의 신

호가 더 컸다. 결론적으로, 다중결함의 분해능 면에서는 pancake coil이 유

리하나 결함의 검출능 면에서는 plus point coil이 유리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여기서 Fig. 3.1.2.18의 plus point coil의 C-scan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

면 비록 인접한 결함들 간의 신호 간섭으로 인해 분리된 결함신호는 보이고 

있지 않으나 결함 신호상에서 4개의 peak가 나타나고 있다.  현재로서는 이

들 peak가 서로 인접된 결함의 개수를 나타내는 가에 대해서는 확실치 않으

며 이와 관련해서는 더 많은 제조결함을 이용한 추가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나. 입계부식

(1) 검사 조건

제조된 입계부식 결함 전열관에 대한 ECT 신호는 증기발생기 전열관 검

사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Zetec 사의 상용 bobbin 탐촉자(A-610-M/ULC)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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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터구동 회전형 탐촉자(+Point-610-115/36/S80)를 이용하여 수집하였다.

입계부식의 깊이에 대한 정량적 평가를 위하여 표준시험관은 100%, 80%, 

60%, 40% 및 20% 깊이의 flat bottom hole을 갖는 ASME defect standard 

tube를 사용하였다. 신호의 위상각은 모든 채널에서 100% hole 인공결함 신

호의 위상각이 -X축으로부터 시계방향으로 40°가 되도록 조절하고 신호의 

크기는 CRT 화면의 50%가 되도록 조절하였다. 또한 신호진폭은 주파수 550 

kHz에서 20% 깊이의 인공결함 신호를 5.0 volt가 되도록 설정하고 다른 주

파수에서는 상대적인 값을 갖도록 설정하였다. ECT 검사를 마친 후 결함을 

전열관 두께방향으로 절단한 다음 연마하여 단면에서의 결함형태를 관찰하

고 최대깊이를 측정하였다.

(2) 발전소 실제결함과의 유사성 

Fig. 3.1.2.19는 생성된 입계부식에 대한 전열관 표면 및 횡단면 방향에서

의 양상을 나타낸 것이다. 특히 횡단면에서의 형상은 시편을 전열관의 두께

방향으로 절단하여 polishing한 후 관찰하였다. 입계부식이 발생한 지역은 

에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결정립계가 관찰되었다. 5% nital 용액에서 전

해 에칭할 경우 그림에서와 같이 입계부식 영역을 보다 선명히 구분할 수 

있었으며, 입계부식에 의한 thining 현상은 관찰되지 않았다. 제조된 결함은 

노출된 표면의 모든 결정립계에서 부식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가동중 증기발

생기 전열관에서 발견되는 결함 형태(Fig. 3.1.2.20 참조)와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다[3]. 한편 입계부식 선단의 깊이는 위치에 따라서 다소 차이를 나타

내었으므로 최대 깊이를 결함의 깊이로 규정하여 평가하였다. 

(3) 탐지능 평가

깊이가 서로 다른 4 개의 결함을 대상으로 탐촉자의 종류에 따른 ECT 신

호를 평가한 결과를 요약하여 Fig. 3.1.2.21에 나타내었다. 이 때 각 coil의 주

파수는 300kHz로 동일하였다. 그림에서 입계부식 결함 #1은 파괴검사 결과 

실제 깊이가 14%, #2는 33%, #3는 34%, #4는 44%였다. Bobbin coil의 경우 

미약하지만 #1 결함에 대한 신호를 보여주고 있으며 나머지 3개 결함에 대

하여는 뚜렷하게 검출하고 있다. 그러나 pancake과 plus coil은 #1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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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신호를 전혀 검출하지 못하였다. 또한 #3 결함에 대하여 pancake coil은 

약간의 신호를 나타내었으나 plus coil의 경우는 거의 신호를 보여주지 못하

고 있다. 즉, 입계부식에 대한 검출능은 bobbin coil이 가장 우수하였으며 

pancake coil, plus coil의 순서로 검출능이 저하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모

든 결함에서 일관되게 관찰되었다. 이는 일반적으로 pancake과 plus coil이 

균열성 결함의 검출에 용이하다는 점과는 상반되는데, 입계부식이 체적성 결

함이기 때문에 기인된 결과로 생각된다. 위의 4개 입계부식 결함에 대한 탐촉

자 종류별, 주파수별 상세한 ECT graphic은 Fig. 3.1.2.22～53에 제시되어 

있다. 입계부식에 대한 검출능이 bobbin coil에서 가장 우수하였으므로 깊이

에 대한 정량적인 평가는 bobbin coil의 결과만을 제시하기로 한다.

Fig. 3.1.2.54는 결함의 깊이에 따른 bobbin coil의 진폭변화를 주파수별

로 나타낸 것이다. 결함의 크기에 관계없이 동일한 결함에 대하여 300kHz

에서 진폭값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100, 550kHz의 순서로 진폭값이 작

게 나타났다. 이는 300kHz에서 입계부식에 대한 검출능이 가장 우수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data의 분산이 비교적 크게 나타났다.

파괴검사에 의하여 측정한 결함의 실제깊이와 bobbin coil로 평가한 ECT 

깊이와의 관계를 Fig. 3.1.2.55에 나타내었다. 여기서 음(-)의 깊이는 위상

각으로부터 내면 결함으로 판정된 것을 의미한다. 실제의 깊이가 40% 이하

인 결함의 경우 ECT 예측 결과가 매우 분산되어 나타났다. 40% 이상의 깊

이를 갖는 결함에 대해서도 그 숫자가 3개에 불과하나 매우 과소평가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실제의 깊이가 50～60%인 경우에도 ECT로 20% 

미만으로 평가되었다. 관막음 기준이 40%이므로 40%이상의 깊이를 갖는 

결함을 추가로 제작하여 이에 대한 보다 분명한 결론을 도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ECT를 이용한 입계부식 결함의 깊이에 대한 정

량적인 평가는 매우 어려움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입계부식의 경우 결함의 

검출여부 그 자체에 의미가 있으며, 검출확률을 제고할 수 있는 탐촉자 및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에서 제시한 결과는 sludge가 전혀 없는 깨끗한 전열관의 free span 

위치에 형성된 입계부식으로부터 얻어진 것이다. 입계부식은 free span 위치 

뿐만 아니라 sludge가 침적된 확관 부위에서도 발생한다. 확관에 의한 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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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형상 변화는 ECT 신호의 왜곡을 유발하며 bobbin coil이 가장 큰 영

향을 받게 된다. 그러나 plus coil은 두 coil이 한 층씩 직각으로 교차되게 

+자 형태로 감겨 있고 두 코일이 서로 비교하는 차동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전열관의 형상 변화, lift-off 변화 및 sludge 신호 등 결함 외적인 신호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 따라서 사용하는 coil의 종류별로 입계

부식에 대한 검출능은 확관/비확관 위치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한편 주목할 점의 하나로는 결함신호가 뚜렷하게 검출은 되지만 결함깊이

가 0%로 평가된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이는 ASME의 flat bottom drill 

hole을 표준시편으로 사용함에 따른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입계부식은 

결정립계만 부식이 되고 나머지 결정립 내부는 전혀 부식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 내부가 완전히 비어 있는 drill hole에 비하여 매우 작은 저항 

값을 나타낼 것이다. 또한 표준시편은 결함의 바닥이 편평하고 각이진 형태

인 반면에 입계부식은 Fig. 3.1.2.19에 보인 바와 같이 곡선형태로서 불규칙

하다. 그러므로 표준시편으로 사용한 drill hole의 위상은 입계부식 결함에서 

나오는 위상과는 다를 것으로 추정된다. 즉 결함깊이 대 위상각의 상관곡선

이 drill hole의 경우는 기울기가 크게 나타나지만 입계부식의 경우는 보다 

완만하게 나타날 것이다.

(4) 요약

i) 직관형 비확관 전열관에 형성된 입계부식에 대한 검출능은 bobbin coil

이 가장 우수하였으며 pancake coil, plus coil의 순서로 검출능이 저하하였

다.

ii) 입계부식에 대한 bobbin coil의 주파수별 신호특성은 550, 100, 300kHz

의 순서로 진폭이 크게 나타났으므로 300kHz에서 검출능이 가장 우수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300kHz의 경우 550kHz에 비하여 약 2배 이상 우수하게 

나타났다.

iii) Bobbin coil에 의한 입계부식의 깊이평가는 40% 이하의 결함에 대하

여는 매우 분산된 경향을, 40% 이상의 결함은 매우 과소평가하는 경향을 나

타내었다. 결론적으로 입계부식의 깊이에 대한 정량적인 ECT 평가는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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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매우 낮았다. 따라서 입계부식에 대하여는 결함의 검출여부가 더 중요

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이차측 응력부식균열

Fig. 3.1.2.56은 비확관부 전열관의 표면에 형성된 축방향 균열에 대한 액

상침투시험 (penetration test) 시험 결과와 주사전자현미경 관찰한 균열 형

상 및 관련된 ECT 자료를 보여주고 있다. 균열이 입계를 따라서 성장하였으

며 표면에 부식생성물도 발달하였음을 알 수 있다. Fig. 3.1.2.57은 제조된 축

방향 균열과 발전소 균열의 단면방향에 대한 사진을 보여주고 있다. 균열이 

입계를 따라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제조된 균열은 실제 증

기발생기에서 관찰되는 2차측 응력부식균열과 매우 유사한 형태임을 확인

할 수 있다. 제조된 2차측 응력부식균열에 대한 탐촉자별 ECT 신호를 Fig. 

3.1.2.58～60에 나타내었다.

라. 핏팅 

Fig. 3.1.2.61은 제조된 핏트의 형태를 나타낸 것이다. 전열관 표면에 독립

적으로 핏트가 형성되었으며, 핏트의 단면에 대한 관찰로부터 핏트의 내부

에는 부식생성물로 채워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핏트 내부 부식생성물

의 성분은 부식용액의 조성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발전소에서 발견되는 핏

트의 경우, 일반적인 염소이온 환경에서는 Cr이 농축되고 Ni과 Fe가 고갈된 

부식생성물로 채워진다[5,6]. 그러나 구리 이온종을 함유한 환경에서는 핏트 

내부에 구리성분이 덩어리나 띠 (band)를 이루고 존재하기도 한다. 이 경우

에도 Cr이 농축되고 Ni과 Fe가 고갈된 부식생성물이 대부분을 차지하게 된

다. 

Fig. 3.1.2.62는 제조된 핏트의 표면에서의 X-ray line profile을 나타낸 것

이다. 부식생성물은 발전소에서 관찰되는 것과 매우 유사하게 Cr이 농축되

고 Ni과 Fe가 고갈된 부식생성물임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Fig. 3.1.2.63

은 고리 1호기에서 인출된 전열관에서 관찰된 핏트의 형상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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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관찰로부터 제조된 핏트는 발전소에서 관찰되는 핏트의 형태와 일

치하며, drill hole을 이용한 표준시편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음을 보여

준다.

Fig. 3.1.2.64～67은 제조된 핏트 4개에 대한 bobbin 신호를 주파수별로 나

타낸 것이다.

3. 자연결함 내재 전열관/Tubesheet 단위집합체 제작

가. 개요

현재 ECT 장비의 민감도 측정 및 교정을 위하여 상용 전열관 표면에 

EDM 가공으로 모의 결함을 만든 calibration standard tube를 사용하고 있

다. 그러나 기계적 가공에 의한 모의 결함은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부식결함

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그 예로서 EDM notch는 폭이 최소 150㎛ 이

상이므로 탐지가 용이하다. 그러나 실제 균열은 균열의 틈(opening)이 10㎛ 

이하로 매우 작으며 입계를 따라 전파한다. 결과적으로 EDM notch의 경우 

결함의 존재를 쉽게 검출할 수는 있으나 실제 결함의 신호를 정확히 모사할 

수 없는 단점을 갖기 때문에 비파괴검사 신뢰성을 고도화하는데 한계점을 

갖고 있음을 명확히 알 수 있다.

검사의 신뢰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는 발전소에서 발생되는 결함과 동일

한 부식기구에 의하여 형성된 부식결함을 이용하여 각 탐촉자에 대한 탐지

능 및 정확도를 평가하고 ECT의 평가기준 및 모의시편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장 바람직한 방안은 결함이 발생한 가동 전열관을 인출한 다음 

파괴검사를 실시하여 비파괴 검사 결과와 직접 비교하는 것이지만 이는 막

대한 전열관 인출 비용은 물론 방사능 오염 및 제염에 따른 활용상의 한계

가 있다. 또한 인출 전열관 개수의 제한으로 파괴 및 비파괴 검사 결과의 상

호 비교를 통한 통계의 신뢰성이 부족하다.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부식결함을 전열관에 형성시키고 이에 대한 비파괴 

및 금속학적 파괴 검사를 동시에 수행한 다음 두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보다 

신뢰성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부식결함 시편을 이용한 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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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을 통하여 평가자의 기량 향상 및 검증이 가능하다. 현재 각국에서는 

결함 형태에 따른 별도의 보수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발전소별로 결함의 

유형도 달리 나타나고 있다. 국내의 경우도 다양한 형태의 부식 및 기계적 

손상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응하는 결함의 제작기술 확보와 이를 이

용한 모의 절차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검사자의 신호검출 및 평가 훈련과 정밀진단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적 제조제어기술을 이용하여 자연결함을 제조하고 증기

발생기를 모사한 모의 집합체를 제작하였다.

 

나. 제작 사양

모의 집합체에 조립하기 위하여 제작된 결함의 종류는 PWSCC, ODSCC, 

IGA, pitting의 4가지이며, 각 결함의 상세한 위치, 길이, 형태 및 개수를 

Table 3.1.3.1～4에 나타내었다. 가로 22cm, 세로 22cm, 두께 5cm 규격의 SA 

508 Class 3 tube sheet에 공칭 직경 22.25±0.01mm hole을 가공한 다음, 제

조된 결함 전열관을 기계적 롤링으로 확관하여 고정하거나, 커플링을 사용

하여 직관형 tube 형태로 고정하였다.

Fig. 3.1.3.1은 제작된 모의 집합체의 형상을 보여 주고 있는데 확관으로 

고정된 것을 제외한 직관형 결함 전열관은 필요에 따라 위치를 조정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또한 여분의 tube sheet hole을 제공하여 향후 결함 전

열관을 추가로 조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 국내원전 실제 결함신호와의 비교 검증

 

제작된 모의 집합체가 실질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국내 원전에서 발생

되고 있는 결함의 유형별 실제신호와 모의 집합체 내 제작된 자연결함의 신

호특성이 동일하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하며, 이러한 검증이 이루어져야만 

실제 국내원전에서 발생되고 있는 가동중 검사 data를 제작된 자연결함에 

대한 검사 data와 비교함으로서 신호평가자가 결함의 유무, 유형 및 크기를 

신속, 정확히 판단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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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3.1.3.1  Fabricated axial crack on the inner wall of tube for

                 steam generator mock-up assembly

location
length of 

single crack (mm)
number

radial spacing of

cracks (mm)
number

free span

2

4

6

1

1

1

2/4/6/8

(length of each crack : 

2mm)

1

roll

transition

2

4

6

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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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3.2  Fabricated IGA for steam generator mock-up assembly

location size depth number

free

span

   5x20mm

   20x5mm

   Φ6mm

   Φ6mm

   Φ6mm

  30%

  30%

  30%

  50%

  over 50% 

1

1

2

1

1

roll

transition

   Φ6mm

   Φ6mm

   Φ6mm

  30%

  50%

  over 50% 

2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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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3.3  Fabricated ODSCC for steam generator mock-up assembly

location
length 

(mm)
depth direction number

free

span

4

4

6

6

through wall

non-through wall

through wall

non-through wall

axial

axial

axial

axial

1

1

1

1

roll

transition

4

4

6

6

through wall

non-through wall

through wall

non-through wall

axial

axial

axial

axial

1

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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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3.4  Fabricated pitting for steam generator mock-up assembly

location depth number

free span
  20%

  40%

2

2

roll transition
  20%

  40%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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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국내원전 증기발생기에서 가동중 발생된 부식 결함의 유형은 

PWSCC, ODSCC, pitting, IGA 등인데, pitting의 경우는 1980년대 중반에 

고리 1호기 구 증기발생기에 국한되어 다량 발생된 결함유형으로 검사 raw 

data의 확보가 불가능하여 비교검증에서 제외하였다.

Fig. 3.1.3.2는 울진 2호기 증기발생기에서 6주기 가동후 관판상단 확관 천

이부에서 발생된 축방향 내면 단일균열(PWSCC)에 대한 MRPC 검사자료로 

pancake coil의 ECT C-scan 결과이며, Fig. 3.1.3.3은 본 연구에서 제작되어 

모의 집합체에 조립된 확관부 내면 축방향 균열(길이 6mm)에 대해 MRPC 

검사를 수행하여 얻은 pancake coil의 ECT C-scan 결과이다. 이들 두 신호

를 비교해 보면 각각의 그림에서 결함신호의 Lissajous와 위치별 진폭분포를 

나타나내는 C-scan형상이 모두 동일하게 나타나 제작된 모의 집합체 내의 

축방향 내면 결함 및 구조적 특성이 실제 원전에서 발생되는 확관 천이부에

서의 PWSCC와 동일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Fig. 3.1.3.4~5는 ODSCC의 경우를 비교한 자료인데, 영광 4호기 증

기발생기에서 6주기 가동후 관판상단 지역에서 crevice 및 sludge 퇴적으로 

인해 발생된 축방향 외면균열(ODSCC)에 대한 ISI 검사로부터 얻은 pancake 

coil의 ECT C-scan 결과(Fig. 3.1.3.4)와 본 연구에서 제작되어 모의 집합체에 

조립된 확관부 축방향 ODSCC(길이 4mm)에 대해 MRPC 검사를 수행하여 

얻은 pancake coil의 ECT C-scan 결과(Fig. 3.1.3.5)이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

로 결함신호의 Lissajous와 위치별 진폭 분포를 나타내는 C-scan형상이 실제 

원전 증기발생기의 가동중 결함과 모의 집합체에 조립된 제작 자연결함에서 

모두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제작된 모의 

집합체 내의 ODSCC가 실제 원전에서 발생되는 관판 상단 확관 천이부에서

의 ODSCC 및 관련된 구조적 특성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제작된 모의 집합체내의 결함은 그 신호특성이 

국내 원전에서 발생되고 있는 결함의 유형별 실제 신호와 동일하였고 따라

서 모의 집합체 내의 결함 및 구조적 특성이 실제 가동중 발생되는 결함을 

잘 모사하여 정밀하게 제어 및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제작된 모의 집합

체는 신호평가자가 가동중 검사 data를 평가함에 있어서 결함의 유무, 유형 

및 크기를 신속, 정확히 판단하는데 직접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비교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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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함은 물론 교육 및 훈련용으로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다. 

4. 1차측 배관재 피로 및 열피로 균열 자연결함 제조

가. 열피로 균열 발생 분석

해외 원전에서의 열피로 균열 발생에 따른 냉각재 누설사례를 참고하면, 

열피로 균열은 일반적으로 reactor coolant system(RCS) 부분과 residual 

heat removal(RHR)에서의 열교환이 이루어지는 부분, safety injection, 

pressurizer surge line, CVCS 등의 elbow 용접부분 및 직선 배관부에서 발

생하며, 용접부를 포함하여 인접한 열영향부(HAZ) 또는 모재 금속 위치에

서 반복적인 열피로 사이클을 받아 균열이 발생한다.

냉각재 배관계통에서 발생하는 열성층(thermal stratification)의 형성은 열

피로 균열의 주요 발생기구로 알려져 있다. Fig. 3.1.4.1은 밀도가 낮은 고온

의 냉각수가 배관의 상단에 위치하려는 반면 밀도가 큰 차가운 물이 배관의 

하단에 존재하여 형성되는 열성층을 개략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다. 이와 같

이 배관 상부와 하부의 온도편차에 의해 열성층이 발생된 배관에는 Fig. 

3.1.4.2에 나타낸 응력구배가 존재하게 되고 이러한 열성층 현상이 주기적으

로 반복될 경우 열피로에 기인하는 균열이 생성될 수 있다[7~10].

나. 피로균열 결함 제작

원전 구조물 검사자의 기량검증을 위해 사용되는 결함은 형상결함

(geometrical defects), 삽입결함(implants), 용접응고결함(weld solidfication 

cracks), 용융부족(lack of fusion), 기계피로 균열(mechanical fatigue crack), 

인공결함(EDM notch and holes) 및 열피로 균열 등 크게 7가지로 분류된다. 

이 중 열피로 균열의 제작에는 다음의 3가지 방법이 주로 사용된다. 첫째, 

시편을 autoclave에 장착한 후에 적절한 인장 또는 압축응력을 가한 상태에

서 high/low temperature를 반복적으로 가하여 균열을 만드는 방법, 둘째, 

일정 온도를 유지하면서 인장과 압축응력을 반복적으로 가하는 방법, 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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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으로 시편에 하중을 가하지 않고 반복적인 온도변화만으로 균열을 만드

는 방법이다[11~14]. 

본 연구에서는 배관의 열피로 균열을 모사할 수 있는 결함제작 기술을 개

발하기 위하여 1차적으로 피로균열의 제작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1) 시편 가공, 시험조건 및 균열평가

본 연구에서는 원자력 발전소 배관재료로 사용되는 오스테나이트계 304 

스테인레스강(이하 304 SS로 표기함) 판상 재료를 채택하였다. 이를 이용하

여 240×25×6mm 크기의 시편을 준비하였으며, 시편 표면에 다양한 위치와 

방향을 갖는 0.3mm 깊이의 "V" 형 또는 “U" 형 노치들을 가공하였다. 이때 

결함의 발생위치를 변화시킬 목적으로 노치 가공한 시편은 Fig. 3.1.4.3과 같

으며, 결함의 발생방향 제어용 노치 가공 시편은 Fig. 3.1.4.4와 같이 준비하

였다. 

피로균열 제작시험은 재료의 인장강도를 측정한 후 항복응력의 70∼90%

의 조건으로 만능 재료시험기를 이용하여 일정한 인장 및 압축응력을 반복

하는 형태로 실시하였다. 피로주기는 최소 40,000cycle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피로하중의 반복횟수(frequency)는 2∼20Hz 까지 다양하게 선정하였다.

노치의 선단에서 균열이 발생하여 진전된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1/100mm 까지 관찰이 가능한 이동식 현미경(travelling microscope)을 이용

하여 균열의 진전을 실시간으로 관찰하였다. 균열을 발생시킨 후 적용 하중 

및 Hz를 감소시켜 균열이 일어난 정도를 제어하였다. 

피로균열의 제작 완료 후, 제작시편에 대한 초음파탐상 비파괴시험을 실

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파단시험을 실시하여 비파괴시험으로 측정된 균열

의 깊이와 실제 진전된 균열의 깊이를 비교 평가하였다. 파단시험은 액화질

소로서 시편을 충분한 시간동안 취화시킨 후, 굽힘시험기 위에 노치가 있는 

면을 아래쪽으로 향하게 한 뒤 순간적으로 파단시키는 방법으로 수행되었

다. 파단 시편에 대해서는 SEM을 이용한 파단면 관찰과 광학현미경을 이용

한 피로균열의 깊이 측정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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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작 피로균열 특성

다양한 형상의 노치를 가공한 시편을 사용하여 피로균열을 제작한 경우, 

노치의 형상에 따라 결함발생 특성이 Fig. 3.1.4.5와 같이 달리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V 노치 시편의 경우 노치 첨단 부분에 단일 결함이 발생되는 반

면, U 노치의 경우 노치의 edge 부분에 군집 결함이 발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균열의 위치 및 크기의 조절에 있어서 90% 이상의 높은 재현성을 보였으

며, 결함의 진전방향에 대한 재현성도 확보하였다. 또한 노치를 모재뿐만 아

니라 TIG 용접된 시편의 용접부 또는 열영향부에 가공한 경우에 있어서도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 그리고 균열길이의 조절 기법을 통해 0.5mm 길이의 

짧은 균열부터 횡방향으로 관통하는 균열까지 다양한 길이의 결함을 제조할 

수 있었으며, 방향 조절기술 개발을 통해 종방향 및 2축으로 발생되는 결함

제작이 가능하였다. 다양한 형상의 노치 가공 시편을 이용하여 모재 및 용접

부에 제작된 피로균열 결함의 일부 예를 Table 3.1.4.1에 정리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피로균열 외에 균열의 틈이 매우 작은 닫힌 균열(tight 

fatigue crack)을 제작하였으며 Fig. 3.1.4.6에 균열 관찰 결과를 나타내었다. 

Fig. 3.1.4.6의 (a)에서와 같이 닫힌 균열은 일반적으로 육안으로는 관찰하기 

힘든 선 형태의 균열 형상을 이루고 있었으며, 노치 가공시편으로 만들어진 

피로균열(Fig. 3.1.4.6-b)에 비해 균열 opening이 매우 작음을 확인할 수 있

다. 또한 이중으로 나란한 횡방향 균열 제조를 통해 얻어진 Fig. 3.1.4.6-c의 

경우에도 균열을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웠다. 

본 연구를 통하여 닫힌 균열의 깊이 및 진전방향의 제어가 가능함을 알았

다. 실제 자연균열에 가까운 특징을 갖는 닫힌 균열의 경우 배관재료의 두께

변화에 따른 신호 검출능 향상을 위한 연구에 있어서 보다 활용성이 높지만 

기하학적 결함을 재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다. 열피로 균열 결함 제작

(1) 유한요소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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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4.1 Examples of manufactured fatigue cracks   

번

호
형상

균열

위치

재현성

(%)

두께

(mm)

CYCLE

(회) 

하중

(kN)
특 징

1 모재 80 4.0 110,000 22

․균열 육안확인

  불가(닫힌 균열)

․균열깊이(0.68mm)

․균열발생 초기

  상태

2 모재 95 4.3 90,000 22

․균열이 열린 상태

․균열깊이(1.85mm)

․균열 진전시킴

  (소재의 약 40% 

   가량)

3 모재 75 4.5 50,000 24

․군집 균열

․균열 크기(1mm)

․균열위치제어확보

4 용접부 70 5.0 80,000 36

․횡방향 균열간격

  제어(4mm)

․균열크기 제어

  (2mm)

․동일 균열깊이

  제어는 어려움

5 용접부 90 5.0 90,000 40

․균열 제조의

  재현성 확보

․균열길이 : 6mm 

6 용접부 80 4.9 45,000 40

․서로 다른

  방향의 균열제어

․방향성의 제어는

  가능, 깊이

  제어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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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열응력에 대한 유한요소해석

대부분의 고온고압 설비들은 기계적 응력과 함께 열응력을 받게 되고, 특

히 응력의 변동과 동시에 온도 변화가 수반되는 열피로 현상을 보인다.  즉

고온 설비들은 자유로운 열팽창이 구속되면 가열과 냉각의 반복에 의한 균

열 발생과 함께 열피로 파괴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기계적 하중 없

이 온도구배만으로 균열을 모사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따

라서 실험을 수행하기에 앞서 우선적으로 유한요소해석을 실시하여 노치부

위의 최대 응력집중 정도를 파악하고 이상적인 실험조건을 찾고자 하였다. 

시험편으로는 304 SS 재료가 사용되었으며, 사용된 재료의 물성치는 

Table 3.1.4.2와 같다. 시험편의 크기는 240×25×6mm이며 노치의 깊이는 

0.3mm로 시험편의 정중앙에 가공하였다. 재료에 가해지는 최대 온도는 304 

SS 재료의 예민화 현상을 고려하여 450℃로 제한하였으며, 열응력 및 인장

응력에 대한 경계 조건은 시간에 따라 온도와 하중이 변하지 않는 정상상태

로 가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Fig. 3.1.4.7과 같은 3D 모델로 해석하였으며 

10,280개의 10절점사면체(ten-node tetrahedral)요소를 사용하고 노치 부위는 

더 조밀하게 요소(mesh)를 생성하였다. 해석은 인장하중만 적용된 경우와 

열하중만 적용된 경우, 그리고 인장하중을 우선적으로 가한 후에 양단을 고

정시키고 열하중을 가하는 방법에 대하여 수행되었으며, 각각의 경우에 대

해 시험편의 국부적 팽창량, 전체응력 및 노치 부위에서의 최대응력에 대해 

해석하였다.

(나) 유한요소해석 결과

일반적인 인장하중에 의해 시험편에 걸리는 응력 및 연신량은 각각 이론

적 계산에 의해 식(1), 식(2) 및 식(3)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F값

은 실제 시험편의 하항복점 부근 값을 적용하였다.

 

                   σ =
F
A

=
51000N

25×6×10
-6 = 340MPa                 (1)

                   ε =
σ

E
=

340 ×10 6

193×10
9 = 0.0017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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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Value

Modulus of elasticity 193GPa

Coefficient of thermal expansion 18.4×10-6/K

Specific heat capacity 502 J/Kg․k
Thermal conductive 21.5 W/m․C

Possion's ratio 0.29

Table 3.1.4.2 Physical properties of 304 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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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ΔL= ε×L= 0.4227mm                              (3)

유한요소해석 결과 또한 Fig. 3.1.4.8과 같이 하중만 적용된 경우 시험편 

전체에서 약 350MPa 정도의 응력이 분포되어 있으며 노치부위에서는 국부

적으로 800MPa 정도의 응력집중이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연신량의 경우

도 식(3)과 같이 0.423mm 정도 팽창이 일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Fig. 3.1.4.9는 시험편 양단을 구속하고 노치를 중심으로 약 60mm 정도에 

걸쳐 국부적으로 450℃의 열을 가한 후 발생된 응력분포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이 경우 시험편에 전체적으로 분포된 응력은 150MPa 정도로 Fig. 

3.1.4.8의 인장하중만 적용된 결과에 비해 낮은 응력분포를 갖지만 노치부위

에서는 약 2,000MPa 정도의 응력집중이 일어나고 있다. 인장하중만 적용한 

경우에 비해 응력집중이 더욱 큰 이유는 열을 가한 쪽의 표면이 온도에 의

해 팽창하려는 성질을 갖지만 양단이 구속되어 있어 자유로운 팽창이 어렵

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압축응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Von-Mises 이론을 적

용하여 계산한 결과 또한 식(4)와 같이 유한요소해석 결과와 유사한 값을 보

여준다. 

                      σ
x=σ

y=
Eα(ΔT)
1-ν = 2,175MPa                  (4)

마지막으로 Fig. 3.1.4.10은 인장하중을 우선적으로 가한 후 양단을 고정시

키고 열하중을 적용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경우는 약 0.54mm의 국

부적인 팽창과 함께 1,700MPa 정도의 응력집중을 보이며 전체적으로 시험

편에 잔류하는 응력은 약 400MPa로 나타났다. 여기서는 하항복점까지 인장

한 상태에서 양단을 구속하고 열하중을 가하였기 때문에, 인장시 우선적으

로 재료에 존재하던 잔류응력이 이완되면서 전체적으로 Von-Mises 응력은 

열하중만 적용한 경우에 비해 약간 감소된 결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450℃

로 가열했을 때 0.54mm의 비교적 높은 팽창량은 상온으로 냉각시에도 또한 

재료의 상당한 수축을 수반함을 의미하므로, 전체적으로 시험편에 미리 잔

류응력을 가한 뒤에  온도 변화를 통해 균열 발생을 유도하는 것이 열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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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열 시험편 제작을 위한 최상의 방법으로 사료된다. Table 3.1.4.3은 각 

경계조건에서의 유한요소 해석결과와 실제 실험을 통해 측정된 결과를 요약

하여 보여주고 있으며 실제 실험 결과와도 비교적 일치함을 알 수 있다.

(2) 실험장치 및 방법

사용된 재료는 피로균열 제작에서와 같은 304 SS 압연재이며, 표면에 30°

의 각도로 시험편 중앙에 깊이 0.3mm의 노치를 가공하였다. 시험편은 인장

시험기에 장착하여 하항복점 한계인 51,000N 이하로 인장하중을 가한 뒤 그 

상태에서 450℃로 1분간 가열하고 다시 20℃로 1분간 냉각시키는 방법을 적

용하였으며 시험편이 장착된 모습은 Fig. 3.1.4.11과 같다. 드라이아이스와 

염화나트륨, 그리고 물을 혼합한 냉각수를 분사기를 통해 시험편에 직접 분

사시키는 방법을 이용하였으며 열전대를 이용하여 시험편의 온도 변화를 측

정하였다. 

실험 장치는 10ton 용량의 기계식 인장-압축 시험기(ball screw type)로서 

20kW급의 고주파 유도가열기, 하중, 변위, 온도 컨트롤러 및 실험결과 기록

계 등으로 구성되었다. Fig. 3.1.4.12는 장치 제어용 block diagram을 도식적

으로 보여주고 있다.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실제 실험을 통해 측정된 하중 

및 연신량의 변화와 유한요소해석을 통해 얻어진 예측값을 비교하기 위하여 

실시간 온도 변화에 따른 하중 및 변위를 기록하였다. 이후 장기간 열피로를 

받아 균열이 발생된 시험편은 균열의 거시적 특징을 파악한 후 파단을 통해 

균열의 단면을 SEM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일반적인 기계적 피로균열과의 

거시적 차이점을 비교하였다.   

(3) 열피로 균열 제작 결과

유한요소해석을 통해 적절한 실험 방법을 선정하고 이에 따라 실험을 실

시한 결과 약 17,000cycle, 560시간(1cycle/2min) 만에 초기 균열이 발생하기 

시작하였으며 측면 균열의 깊이가 시편 두께의 약 40% 정도 진전될 때까지 

실험을 지속하였다. 균열은 1/100mm까지 측정이 가능한 이동식 현미경을 

이용하여 관찰 및 측정하였다. 최종적으로 약 22,000cycle에서 실험을 중단

하였으며 이때까지 걸린 시간은 약 730시간이었다. 실험동안 가열 및 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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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3.1.4.3  Comparison of results between FEM analysis 

                   and experiment  

하중조건 경계조건
연신량

(mm)

전체응력

(MPa)

노치부 최대응력

(MPa)

인장하중 한쪽고정-한쪽인장 0.4227 350 800

열하중 양단고정 0.11 150 2100

인장+열하중 인장 후 양단고정 0.62 450 1700

실제실험 인장 후 양단고정 0.573 200(구배) 국부적 측정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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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하여 양단이 구속되어 수축 및 팽창이 자유롭지 못한 시험편에 전

체적으로 걸리는 응력은 Fig. 3.1.4.13과 같이 450℃에서 150MPa 정도 

존재하지만, 20℃로 냉각이 되면 450MPa 정도로 증가하게 된다. 즉 한 

사이클마다 ⊿T=430℃정도의 변화를 보이며, 이 경우 전체적으로 

200MPa 정도의 응력구배가 일어나 피로하중으로 변환된다. 노치 부위의 

국부적인 응력집중 정도는 실제 실험을 통해 얻을 수는 없었지만, 다음의 

식(5) 및 유한요소해석 결과를 토대로 예상할 때 약 1,200MPa 정도의 하

중을 받을 것으로 사료된다

 

                σ= Eα(ΔT)                                 (5)

                                                

   여기서, ⍺ : 열팽창계수, E : 탄성계수,  ΔT : 최대 및 최소 온도 차이

Fig. 3.1.4.14는 열피로 시험이 완료된 후 노치 윗면을 연삭하여 균열이 

표면에 드러난 시험편의 윗면에서의 균열 진전형상을 보여주고 있다. 균열

은 노치의 끝 방향을 따라 거의 직선적으로 진전되었으며, ASTM E399에 

제시된 CT 시험편의 피로파괴 시험에서의 균열진전 거동 형상과 매우 유사

한 형태를 띠고 있었다. 또한 외관상의 차이는 기계적 피로균열과 크게 다

르지 않았다. 

이후 시험편을 파단하여 열피로를 받아 형성된 균열 단면을 SEM으로 확

인한 결과는 Fig. 3.1.4.15와 같다. 파단면은 기계적 피로균열 진전거동 양

상과 비슷하게 부채꼴 형상의 진전 형태를 나타내며 윗면이 피로균열 파단, 

아래면이 강제 파단된 면으로서 그 경계가 뚜렷하다. 전체적인 균열 크기는 

좌측 측면에서는 균열을 발견할 수 없으며 중앙부에서의 최대 균열 깊이는 

2.87mm, 그리고 우측 측면 끝단에서는 0.99mm의 크기를 나타냈으며 완만

한 원주 형태의 곡선을 그리며 균열이 진전되었다. Fig. 3.1.4.15의 (b) 및 

(c)에서는 피로균열과 취성파괴의 경계면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볼 수 있으

며 (d)에서는 강제파괴를 통해 형성된 딤플들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 (f) 및 (g)의 경우는 기계적 피로균열의 파단면과 같이 균열이 내부

로 진전됨에 따라 주름이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온도 차이에 의

해 발생한 열하중이 피로하중 형태로 작용하여 피로균열을 형성하였음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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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여기서 (e)의 경우 피로균열 주위에 scale이 끼어있는 것을 볼 수 있

으며, 이는 문헌에서 조사된 파단면의 SEM 사진과 매우 흡사하다.

라. 요  약

i) 304 SS 판재를 사용하여 모재, 용접부, 열영향부에 피로균열 결함을 

제작하였다. 균열 생성시험전 평판 표면에 가공한 노치의 형상에 따른 단독

균열과 군집균열의 형성 특성이 나타났으며, 균열의 길이, 방향 및 깊이에 

대한 다양한 조절과 분석을 수행하였다. 

ii) 열피로균열 발생기구의 분석을 토대로 우선적으로 유한요소해석을 실

시하고 가장 적절한 실험조건을 도출하였다. 실험을 통해 얻어진 열피로균

열 시편의 외관 및 파단면의 특성을 조사하여 열피로균열의 특징을 규명하

였으며, 열피로균열 시편의 제작 기능성을 확인하였다. 

제 2 절 손상 상태/원인 정밀진단 기술개발

1. 전열관 축방향균열 관통여부 판정기술 개발

가. 축방향균열 관통여부 판정 및 관통길이 측정기술 개발 

(1) 개요

원자력발전소 증기발생기 전열관에는 응력부식균열, 입계부식, 핏팅, 마모 등의 

다양한 부식 및 기계적 손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매 주기마다 비파괴 검사를 

실시하여 새로 발생된 결함의 크기를 평가하고, 기존 결함의 성장 추이를 감시하

고 있다. 현재 국내의 증기발생기 전열관에 대한 결함을 평가하기 위하여 와

전류 검사법(ECT, eddy current test)이 적용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바빈

(Bobbin) 코일 탐촉자와 모터구동 회전형 탐촉자(MRPC)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체적성 결함들의 경우 와전류 검사신호에서 얻어지는 위상각과의 상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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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이용하여 결함의 깊이를 전열관 두께대비 백분율(%)로 나타내어 결함

의 크기로 평가하는 기술이 개발되어 있으나, 그 신뢰성은 대체로 낮은 것으

로 평가되고 있다. 균열성 결함은 ASME Code 등 와전류 검사 관련 규격들에서

도 아직까지 균열성 결함의 검출을 위한 검사 방법, 결함 크기에 대한 정량적 평

가 방법 및 검출된 결함 전열관에 대한 조치기준 등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못한 

실정이다.

또한 균열성 결함의 경우에는 결함의 크기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균열성 결함이 전열관의 두께를 관통했는지 여부를 정밀

하게 판정하고 관통 길이를 측정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다. 특히 균열이 전

열관 두께를 관통하였을 때는 방사능에 오염된 1차측 냉각수가 2차측으로 누설되

어 계통을 오염시키므로 발전소를 불시정지해야 하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므로 

관통 균열의 조기 탐지 및 크기 측정 방법의 개발이 요청된다.

현재 원자력발전소에서는 증기발생기 전열관에 관통 균열의 존재 유무를 

판정하기 위해서 수압시험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 기술은 증기발생기 1

차측 또는 2차측에서 수압시험을 수행하고 수압의 변화 또는 물의 누설 여

부를 관찰함으로써 관통 균열을 찾아내는 방법이다. 이러한 기계적인 방법

은 추가의 검사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며 대규모 설비가 필요하고 검사

의 정확성이 낮으며 수압시험에 의해 균열의 틈 간격이 넓어질 뿐만 아니라 

관통 균열의 길이를 전혀 측정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동중 검사시 얻어진 와전류 검사 신호를 이용하

여 균열결함의 관통여부를 판정하고 관통길이를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을 개

발하고자 하였다.

(2) 실험 방법

노치의 깊이와 길이의 변화가 ECT 신호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전열관에 Table 3.2.1.1과 같은 형태의 노치를 방전가공(EDM, 

electric discharge machining)법으로 가공하였다. EDM #1 시편에는 전열관

의 외면에 축방향으로 길이 7mm의 노치를 깊이가 전열관 두께 대비 20, 40, 

60, 80, 100%가 되도록 하였으며, EDM #2 시편에는 전열관의 내면에 축방

향으로 길이 7mm의 노치를 깊이가 전열관 두께 대비 20, 40, 60, 8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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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1.1  Dimension of EDM notches 

notch depth 

(%)

notch length 

(mm)

notch width 

(㎛)

EDM #1 OD 20, 40, 60, 80, 100  7 130

EDM #2 ID 20, 40, 60, 80, 100  7 130

EDM #3 100  2, 3, 4, 5, 6, 7, 8, 9, 10, 11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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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되도록 하였다.  EDM #3는  100% 관통된 축방향 노치를 2, 3, 4, 5, 6, 

7mm 길이로 가공하였다. 

또한 실제 발전소와 유사한 균열입구가 밀착되고 관통된 균열을 만들기 

위하여 제1절 1항에 기술한 방법으로 축방향의 피로균열을 제조하였다.

시험에 사용된 모든 전열관은 공칭외경 0.75“, 공칭두께 0.042”의 Alloy 

600HTMA로서, 영광 3, 4, 5, 6호기 및 울진 3, 4호기 증기발생기 전열관과 

재질과 칫수가 동일하다.

ECT 검사 장비로는 MIZ-30A Remote Data Acquisition Unit/Eddynet 

Data Analysis System을 사용하였다. MPRC는 +Point-610-115/36/S80 모델

을 사용하였으며, 검사 주파수는 400kHz, 300kHz, 100kHz를 사용하였다. 

검사는 탐촉자를 전열관 속으로 삽입한 후 300rpm으로 회전시키면서 0.2 

inch/sec 속도로 인출하면서 수행하였다.  +Point MRPC 신호평가를 위한 

신호보정은 미국 Zetec사에서 제작한 Slotted Standard W/Axial & 

Circumferential Flaws의 EDM notch 신호를 이용하여 각 채널의 위상각과 

진폭을 설정하였다. 위상각은 잡음 또는 탐촉자 wobbling 신호를 수평이 

되도록 조절하였고, 진폭은 각 coil의 300kHz에서 100% axial 신호를 20 

volt가 되도록 조절하고 다른 채널은 상대적 값을 갖도록 normalization 하

였다.

(3) 실험결과

  (가) 코일별 신호진폭 특성

길이가 7mm인 EDM 노치의 깊이에 따른 신호를 MRPC의 pancake coil

과 plus coil을 이용하여 수집하였다. Fig. 3.2.1.1은 주파수 300kHz에서의 진

폭변화를 표시한 것이다. Pancake coil의 경우, 내외면에 관계없이 비관통 

노치의 신호진폭은 노치의 중앙부에서 가장 큰 bell shape을 나타내었다. 반

면에 관통 노치의 신호진폭은 노치의 양 끝단에서 최대 진폭을, 중간 부위에

서 낮은 진폭을 갖는 M자 형태의 진폭분포를 나타내었다. Puls coil에서는 

비관통 노치의 경우 평탄한 진폭분포를 보이지만, 관통 노치일 때는 bell 

type의 진폭분포를 보였다. 이와 같은 진폭분포는 주파수 100과 400kHz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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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전열관에 발생된 축방향 균열

의 관통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조건을 도출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pancake coil의 신호진폭이 균열 길이를 따라 M-shape으로 분포할 때 관

통균열이다. 이 경우 plus coil에서의 신호진폭은 균열을 따라 bell shape의 

분포를 보이게 되며 역시 관통균열의 판정기준이 된다.

이와 같은 현상은 7mm보다 짧은 축방향 관통 노치를 이용한 시험에서도 

확인되었다. Fig. 3.2.1.2에 나타낸 바와 같이 2~7mm 범위의 모든 관통 노치

에서 pancake coil의 진폭분포는 M-shape을, plus coil의 진폭분포는 bell 

shape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그림을 통하여 추가적으로 알 

수 있는 중요한 정보는 균열의 관통길이를 측정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Pancake coil의 신호진폭 분포상에서 M-shape의 양 끝단 최대진폭 부근의 

거리가 곧 관통길이에 해당한다.

Fig. 3.2.1.1에서 보인 바와 같이 균열의 길이 방향으로 coil에 따라 신호진

폭 분포형태가 상이하였다. 따라서 pancake coil의 신호진폭 값과 plus coil

의 신호진폭 값의 차이를 표시하면 균열의 관통여부를 보다 명확하게 표시

할 수 있게 된다. Fig. 3.2.1.3은 Fig. 3.2.1.1에 나타낸 pancake coil의 신호진

폭과 plus coil의 신호진폭의 차이 값을 도시한 것이다. 관통균열의 특징인 

M-shape이 보다 분명하게 드러남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Fig. 3.2.1.4는 

Fig. 3.2.1.2에 나타낸 pancake coil의 신호진폭과 plus coil의 신호진폭의 차

이 값을 도시한 것으로서, 2~7mm 길이의 관통 노치에 대하여 모두 

M-shape 분포가 보다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관통균열 여부에 대

한 판별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M-shape 양끝단 사이의 거리가 관통길이와 

거의 일치하게 되므로 관통길이도 용이하게 측정할 수 있게 된다.

  (나) 실제 균열을 이용한 검증

제조된 축방향 비관통 피로균열 시험관에 대한 ECT 검사로부터 얻어진 

pancake coil과 plus coil의 신호진폭의 차이 값을 균열길이 방향으로 도시

하면 Fig. 3.2.1.5에서와 같이 bell shape의 분포를 나타내었다. 이는 비관

통 균열에 대한 특성분포에 해당하며, 이로부터 비관통 균열임을 정확히 판

정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시험관 내부에 5,000psig의 압력을 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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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측정한 신호진폭 차이는 균열의 가운데에서 약 2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는 내압에 의하여 균열면이 벌어져 생긴 결과이다. 

제조된 관통 피로균열의 경우 Fig. 3.2.1.6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전열관 축

방향을 따라 균열이 관통되었으며, 관통길이는 5.5mm로 측정되었다. 이 균

열에 대한 ECT 검사로부터 얻어진 pancake coil과 plus coil의 신호진폭의 

차이 값을 균열길이 방향으로 도시하면 그림에서와 같이 관통균열의 특성인 

M-shape을 나타내었다. 이로부터 균열은 관통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진폭분포 곡선의 최대값 사이의 길이는 4.0mm이며, 그 인접 값을 포함

할 경우 5.0mm로서 관통길이도 ECT 신호를 이용하여 측정할 수 있음을 확

인하였다. 이 균열의 경우 2,000psig의 내압까지는 누설이 발생하지 않았으

나, 2,100psig의 내압에서부터 누설이 시작되었다. 이 때 측정한 진폭차이 값 

역시 크게 증가하여 나타났다. 이로부터 압력시험에 의하여 균열이 소성변

형되어 균열면이 열리게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관통균열을 찾아내

기 위하여 현장 압력시험을 수행하였을 경우 균열주위에 응력이 부가되어 

균열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으며, 특히 관통균열의 경우 누설량의 증가를 초

래하게 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현장 압력시험을 수행한 결함관

은 관막음 보수를 해야 할 것이다.

한편 가동중인 국내 증기발생기에서 1차측 축방향 균열이 발생하여 인출

한 다음 파괴검사를 수행한 전열관을 대상으로 검증시험을 수행하였다. Fig. 

3.2.1.7은 해당 전열관의 축방향 균열면의 모습과 ECT 신호진폭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파괴검사로부터 균열길이는 최대 4.6mm이고 관통길이는 

2.8mm로 측정되었다. 이 전열관에 대한 pancake coil의 신호진폭 분포는 

M-shape을, plus coil의 신호진폭 분포는 bell shape을 나타내었으므로 관통

균열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두 coil의 신호진폭의 차이 값의 분포 역시 

M-shape을 나타냄으로써 관통균열임을 판별할 수 있다. 한편 M-shape 

profile의 최대점 사이의 거리로부터 관통길이가 약 3mm임을 확인할 수 있

다.

(3) 고찰 

이상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전열관의 내면 또는 외면에 존재하는 축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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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열의 관통여부를 판정하고 관통길이를 측정할 수 있는 비파괴적인 방법

을 개발하였다. 이 기술은 국내외 증기발생기의 가동중 검사에 사용하고 있

는 통상의 MRPC 검사로부터 수집되는 pancake coil과 plus coil의 신호를 

그대로 이용한다는 최대의 장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가동중 검사기간 내에 

관통 전열관을 신속하게 선별할 수 있으며, 균열의 관통길이까지도 측정이 

가능하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하여 기존의 현장 압력시험 방법은 가해지는 

내압에 의하여 균열이 소성변형하여 균열이 열리게 되는 것을 입증하였다. 

따라서 본 기술은 기존의 기계적인 압력시험 방법이 갖고 있는 모든 단점을 

극복하게 된다.

이러한 신기술의 개념을 이용하여 가동중 검사시 얻어지는 ECT 신호를 

실시간으로 연계하여 균열의 관통여부를 자동판정하고 관통길이를 측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에 관하여는 아래의 나항에서 상술하기

로 한다. 

나. 축방향균열 관통 자동판정 프로그램 개발

증기발생기 전열관 축방향 균열의 관통여부 판정과 관통균열의 길이를 측

정하는 ECT 신기술인 “M-shape profile” 접근법을 앞의 가항에서 기술하였

다. 그러나 “M-shape profile”에 의한 관통여부 판정을 수동으로 진행할 경

우 신호를 처리하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신뢰성이 저하되므로 실제 현장

에 적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쉽게 사용할 수 있고 정

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M-shape profile” 접근법의 알고리즘을 개발

하고, 축방향 관통균열을 자동으로 판정하는 독립적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을 개발하였다. 

(1) 소프트웨어 설계 및 구현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와전류검사 시스템은 미국 Zetec사의 것으

로서 데이터 취득을 위한 모듈들과 이 모듈들을 제어하는 UNIX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Fig. 3.2.1.8에 나타낸 바와 같이, 이 시스템으로부

터 취득된 검사신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UNIX 시스템과 네트웍으로 연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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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데이터를 다운로드하고 이를 이용해 신호해석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를 

구성해야 한다. 본 기술개발의 목표는 이러한 UNIX 시스템으로부터 FTP를 

이용해 검사신호 데이터를 다운로드하여 일반적으로 사용하기 쉬운 

Windows 시스템에서 축방향 균열의 관통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신호해석 

프로그램을 구현하는 것이다. 

(가) 사용자 인터페이스(GUI Interface)

MRPC를 위한 부분은 Zetec사의 ‘PC C-Scan Viewer’를 참고하여 설계하

였고, 추가적으로 Fig. 3.2.1.9와 3.2.1.10에 나타낸 bobbin coil 신호를 위한 

인터페이스와 관통균열 판정(M-shape profile) 알고리즘을 위한 인터페이스

를 설계하였다.

(나) 기능 설계

구현될 소프트웨어는 검사장비와 데이터를 통신하는 모듈과 불러온 데이

터를 사용자에게 그래프로 도시하고 이를 통해 사용자가 여러 인자를 선택

하면 최종결과인 관통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모듈로 이루어져 있

으며, 이를 도식적으로 나타내면 Fig. 3.2.1.11과 같다.

 ∙Data Loading - Local drive & Network drive

  ∙Data Converting - Auto Identification for MIZ-30/70 format

  ∙Data Screening - Time/Impedance plane, C-Scan, B-Scan, M-shape Profile

  ∙Data Analysis - Calibration, Curve Fitting, Resampling,  M-shape Profile

                                  (Value detection)

(2) 데이터 변환 모듈

(가) MIZ-30 데이터 분석

현재 국내에서 와전류검사시 가장 많이 사용되는 Zetec사의 MIZ-30장비

의 raw data는 binary format으로 구성되어있다. 파일의 앞부분에 

tube_header, th_config_info_struct, th_channel_info_struct라는 3개의 

구조체가 들어 있고 이후에 각 채널의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구조이다(F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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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12 참조).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들은 사용된 

채널의 수, 각 채널별 주파수이다. 와전류를 이용한 비파괴검사에서는 

voltage scale과 phase angle에 대한 신호보정을 통해 장비와 무관하게 교

정시키기 때문에 장비의 A/D board의 voltage 변수는 큰 의미가 없다. 또

한 RF 시그널의 X 축에 해당하는 위치정보도 구조물 신호를 기준으로 보정

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3개의 구조체 안에 있는 변수 중 필수적인 요소

만을 취하여 MIZ-30 장비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나) MIZ-70 데이터 분석

MIZ-70 장비의 파일 형식은 앞부분에 각 채널의 데이터가 binary format

으로 위치하고 그 이후에 XML document 구조로 5개의 데이터 그룹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Fig. 3.2.1.13 참조). MIZ-30 장비의 경우와 동일하게 필

수 변수만을 선택하여 분석하였다.

(다) 데이터 로딩

검사데이터를 불러오는 기능은 Fig. 3.2.1.14와 같이 두 가지로 구현하였

다. 첫 번째는 본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는 Windows 시스템에서 직접 

데이터를 불러오는 것이고, 두번째는 장비의 컨트롤 컴퓨터인 UNIX 시스템

에서 네트웍으로 불러오는 것이다. 후자의 경우 FTP 프로토콜을 이용해 데

이터를 직접 불러오거나 Windows 시스템으로 다운로드 한 후에 불러올 수 

있다. 데이터 로드시 장비 모델(MIZ-30/70)에 따른 구분은 자동으로 수행한

다.

(3) General interface 모듈

현재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와전류검사 시스템의 신호해석 부분은 일반

적으로 bobbin coil 검사신호를 분석하는 소프트웨어와 MRPC coil 검사신

호를 분석하는 소프트웨어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각각 Vpp를 기준으로 

신호보정과 신호의 인덱스를 거리로 변환하여 각각의 특성에 맞는 분석을 

할 수 있도록 구현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참

고하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능을 선별적으로 구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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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Main strip chart

취득된 검사신호의 데이터를 여과없이 채널별로 전체 신호구간을 도시하

는 chart로서 bobbin과 MRPC interface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모듈이다. 또

한 curve fitting을 수행하여 신호의 영점 보정이나 탐촉자의 떨림이나 lift 

off에 의한 신호왜곡을 최소화해 주는 모듈이다[15].

Main strip chart의 구성은 Fig. 3.2.1.15에 나타낸 바와 같이 하단의 축은 

데이터의 인덱스 값을 도시하고 상단의 축은 거리보정이 이루어진 후 실거

리를 나타내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우측에 H, V를 선택적으로 도시하는 옵

션항목과 채널 선택, curve fitting 수행부로 구성하였다. Fig. 3.2.1.16과 

3.2.1.17에 각각의 알고리즘을 적용한 curve fitting의 결과를 도시하였다.

(나) Bobbin interface 모듈

Fig. 3.2.1.18과 같이 main strip chart에서 선택된 국부적인 구간을 도시하

는 small strip chart, 임피던스 평면 차트, 그리고 phase angle이나 신호보정

을 위한 컨트롤 패널로 구현하였다. 이 모듈에서 일반적인 신호보정을 수행

한다.

(다) 신호보정

신호보정의 과정은 small strip chart에서 구간을 설정하고 Vpp를 계산한 

후 voltage와 phase angle을 설정하면 자동으로 설정값이 적용 되도록 구성

하였다. 거리보정은 두 개의 point를 선택하고 실거리 값을 입력하면 전체 

범위에 대해 자동으로 적용되도록 구현하였다. 이러한 신호보정 작업은 Fig. 

3.2.1.19의 컨트롤 패널(Fig. 3.2.1.18의 우측 하단)에서 수행한다.

(라) MRPC interface

Fig. 3.2.1.20에 나타낸 바와 같이, MRPC 신호를 분석하기 위한 모듈로서 

bobbin과 main strip chart를 공유한다. 신호보정을 수행한 후 Fig. 3.2.1.18

의 좌측 하단의 탭을 이용하여 전환시킨다[16].

Main strip chart에서 구간을 설정하고 trigger 채널을 선택한 후 C-Scan

을 도시하도록 구현하였다. MIZ장비에서 trigger 신호를 별도의 장비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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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하지 않기 때문에 주어진 채널 중 trigger 채널을 자동으로 선정해 주는 

로직을 구현하였으며 trigger 오차를 보정하기 위하여 polynomial 

interpolation 기능을 추가하였다.

C-scan chart는 성능을 고려하여 한번에 표시할 수 있는 데이터의 수를 

50,000개로 제한하였고 입체적인 형태로 도시하기 위해 OpenGL 라이브러

리를 이용하였다(Fig. 3.2.1.21 참조).

(마) M-shape profile interface

본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최종결과로서 축방향균열의 관통여부를 판단하

기위한 모듈이다(Fig. 3.2.1.22 참조).

MRPC interface중 Fig. 3.2.1.20의 우측하단에 위치한 전처리 단계에서 처

리할 데이터의 구간과 채널들을 설정하면 Fig. 3.2.1.23의 M-shape profile 

interface로 자동으로 전환된다.

기존의 M-shape profile을 계산하는 방법은 Zetec의 analysis 프로그램을 

이용해 분석자가 직접 strip chart에서 신호를 찾아 excel과 같은 프로그램으

로 계산을 하였다. 구현된 소프트웨어에서는 이 과정을 세가지 방법으로 구

현하였다. 첫번째 방법은 auto mode로 명칭된 방법으로 각 축방향 scan 

line에서 최대값를 구해 계산하는 방법이고, 두번째 방법은 linear 방법으로 

축방향과 평행한 scan line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다. 이 두가지 방법은 

모두 사용자가 데이터의 구간만 설정해주면 자동으로 계산을 수행한다. 마

지막 방법은 분석자가 직접 수동으로 분석하는 방법으로 계산과정은 기존의 

분석법과 같다.

(바) 균열 관통 자동판정 분석법 (M-shape profile)

M-shape profile이라 명칭되는 축방향 관통판정법은 Fig. 3.2.1.24-(a)에 나

타낸 와전류검사시 사용되는 MRPC의 신호특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1차 

coil(pancake coil)과 2차 coil(plus point coil)의 차이를 구하면 관통결함시 

Fig. 3.2.1.24-(b)와 같은 M자형의 프로파일을 나타내는 특징을 이용한 분석

법이다. 또한 이 분석법은 관통된 균열의 길이도 측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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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Report 모듈 및 데이터 저장

(가) Report 모듈

Report 모듈은 분석된 결과를 양식에 맞추어 저장과 출력을 해주는 모듈

로서 분석날짜, row, col. 번호가 자동으로 기입되고, plant명, SG명, 분석자 

정보, location 항목은 사용자가, voltage와 length항목은 자동과 수동기입이 

가능하다. Remarks 항목은 디폴트로 분석에 쓰인 방법(auto/linear/ 

manual)이 기입되고 추가적으로 사용자가 수정할 수 있다.

기록된 결과는 excel format으로 저장 및 불러오기가 가능하며 프린트로 

출력할 수 있다(Fig. 3.2.1.25 참조).

(나) 데이터 저장

데이터 저장은 MRPC interface의 C-Scan 데이터와 M-shape profile 

interface에서 결과 데이터를 텍스트 format으로 저장해준다.

(다) 화면 출력

각각의 interface의 전체 화면을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다.

(5) 분석 시스템 적용 및 성능

개발된 시스템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응력부식균열 시험편을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가) 비관통 균열

Fig. 3.2.1.26의 두 개의 비관통 균열 중 축방향 길이가 7.4mm에 대한 결

함에 분석법을 적용하였다. Fig. 3.2.1.27에 나타낸 바와 같이 각 coil의 임피

던스뿐만 아니라 관통여부를 판단하는 M-shape profile에서도 기존의 분석

법과 동일하게 나타났다. 

(나) 관통 균열

Fig. 3.2.1.28은 총 균열길이 10.5mm, 관통부 길이 5.5mm인 응력부식균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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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그에 대한 각 coil의 임피던스의 값으로 이에 대한 적용 결과를 Fig. 

3.2.1.29에 나타내었다. 비관통 균열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분석법과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6) 요  약

원전 증기발생기 전열관에서 발생되는 균열의 관통여부를 간편한 분석으

로 비교적 빠르고 정확하게 판정할 수 있는 분석법과 이를 현장 데이터 분

석에 활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으로 구축하였다.

 ∙ MIZ-30/70 raw data에서 필수 변수만을 선택하고 분석하여 적용하였

다.

 ∙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bobbin coil 검사신호 분석 소프트웨어와 

MRPC coil 검사신호 분석 소프트웨어의 기능 중 일반적으로 사용되

는 기능을 선별적으로 구현하였다.

      - Vpp를 기준으로 신호보정과 신호의 인덱스를 거리로 변환

      - 자동화를 통하여 추가적인 보정절차 없이 MRPC 특성에 맞는

        분석이 가능하도록 구현

 ∙ 축방향 균열의 관통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M-Profile module을 개발 

및 구현하였다.

 ∙ 사용자의 편의를 돕기 위한 interface를 개발 및 구현하였다.

     - Report 기능 및 데이터 저장 기능 추가

     - 화면 저장 및 출력 기능 추가

     - 한 눈에 검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C-scan chart를 추가 

 ∙ 인공가공 결함에 대한 적용성 측정에서 우수한 성능을 나타내었다.

다. 관통균열 대비 누설 진단/예측 기술개발

(1) 개요 

동일한 길이를 갖는 미관통균열과 무누설 관통균열은 와전류 신호진폭 상

에 큰 차이가 발생되지 않아 진폭의 크기로는 구분이 불가능하며 이러한 경

우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관통여부 판정기술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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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원전 가동중 누설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누설 균열을 정확히 확인하여 

이를 보수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때는 관통균열 중에서 누설균열과 무누설 

균열을 구별할 수 있는 비파괴 평가기술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균열의 opening 크기에 따른 와전류 특성의 변화를 측정함으로서 가동중 

누설관을 탐지하고 누설량을 예측하는 기술을 개발할 목적으로 관통균열이 

무누설 상태에서부터 누설량이 점차 증가되는 형태로 발전될 때 수반되는 

와전류 신호의 변화를 조사하였다.      

(2) 실험방법 

관통균열은 제3장 1절에 기술한 내면 축방향 균열 제조 방법을 사용하여 

전열관 내면의 단일 축방향 균열이 외면까지 성장하여 관통되도록 제작하였

다. 균열의 opening 크기는 물리적으로 그 값을 제어하여 실험하는 것이 불

가능하였기 때문에 관통균열을 갖는 전열관 시편을 Swagelok fitting을 사용

하여 5,000psig의 최대 가압용량을 갖는 metering pump에 연결하고 내부 

수압을 가하여 압력 및 누설량을 단계별로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변화시켰

고, 각 단계마다 압력을 제거한 후 MRPC 탐촉자로 균열 신호를 측정하여 

각 압력 및 누설량에 상응하는 opening 크기에 따른 신호진폭의 변화를 측

정하였다. 실험을 완료한 전열관 시편은 균열면을 heat tinting시킨 후 절단

하여 색깔의 차이로 관통부분과 미관통 부분을 구별함으로서 전체균열길이

와 관통균열길이를 측정하였다.   

(3) 실험결과 및 고찰

제작된 관통균열은 초기 가압시 누설이 발생되지 않는 leak tight 균열이

었으며 압력이 900psig에 도달하였을때 누설이 최초로 시작되었고 이때 누

설속도는 약 1cc/hour 였다. 그 후 압력을 계속 증가시킴에 따라 누설량도 

증가하여 1270psig에서는 30cc/hour, 1920psig에서는 600cc/hour의 누설속

도를 보였으며 각 단계에서 누설 양상을 보여주는 사진을 Fig. 3.2.1.30에 실

었다. 압력과 누설속도 측정결과를 그래프로 표시하여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Fig. 3.2.1.31과 같은데 누설속도는 압력 증가에 따라 직선적으로 비례하지 

않고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을 볼 수 있으며 누설속도의 증가는 그 대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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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의 증가 때문이 아니라 균열의 opening에 의해 야기된 것임을 알 수 있

다. 따라서 누설속도는 정성적으로 균열의 opening 크기를 반영한다고 간주

해도 별 무리가 없으며 또한 실질적인 관점에서 균열의 opening 크기보다

는 누설률이 더 큰 의미를 갖기 때문에 누설속도와 와전류 신호진폭간의 상

관관계를 살펴보았다. 

압력 및 누설속도를 측정하는 각 단계에서 실험을 중지한 후 MRPC 탐촉

자로 전열관 시편을 검사하여 누설속도(또는 opeing 크기) 증가에 상응하는 

균열 신호의 변화를 함께 추적하였는데 300kHz의 pancake coil 및 plus 

point coil 신호진폭의 변화는 Fig. 3.2.1.32와 같이 나타났다. 누설이 발생되

지 않은 leak tight 상태에서의 관통균열은 2~3V 정도의 매우 작은 신호진폭 

값을 보였으나, 1cc/hour의 극소량 누설이 시작된 후에는 pancake coil 및 

plus point coil 모두 신호진폭이 2배 이상 급격히 증가되었으며 1.6cc/hour

의 누설속도를 보인 조건에서는 약 11V의 높은 진폭 값들이 얻어졌다. 그 

이후에는 누설속도가 30cc, 100cc, 600cc/hour로 증가하여도 진폭 값은 약 

13V 까지 완만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 결과를 보면 관통균열의 와

전류 신호진폭은 누설 개시 및 초기의 미량 누설단계에서 크게 증가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누설이 시작됨에 따라서 서로 접촉하고 있던 

관통 균열면이 분리되어 와전류의 전달통로가 급격히 감소되기 때문인 것으

로 해석될 수 있다. 

Fig. 3.2.1.33은 균열면을 관찰하기 위해 실험이 완료된 전열관 시편을 

heat tinting 처리하고 절단한 후 내면을 펴서 균열을 벌린(flat-opening) 형

상 사진인데 관통 균열면은 두께면 전체가 검은색으로 나타나고 미관통 균

열면은 균열내부가 금속광택으로 밝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로부

터 실험에 사용된 관통균열은 전체길이 11.3mm 중에 중심부 3.6mm가 관통

된 형상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요약

i) 축방향 내면 관통균열이 무누설 상태에서부터 누설량이 점차 증가되는 

형태로 발전될 때 수반되는 와전류 신호의 변화를 조사한 결과, 신호진폭이 

누설개시 및 초기의 미소한 누설량 증가에 따라 매우 민감하게 변화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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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는 전기적으로 접촉상태에 있던 균열면이 미소한 opening에 의해 분

리되어 전기저항의 급격한 증가를 야기 시키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ii) 이러한 현상에 대한 이해로부터 와전류 진폭의 값은 관통여부 판정기

술과 더불어 누설여부의 확인은 물론 누설의 개시 및 초기 누설상태에 있는 

관통균열의 누설양을 예측하고 또한 가동중 누설 예방을 위한 전열관 보수 

기준을 설정하는데도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인자임을 확인할 수 있

었다. 

2. 전열관 미소 형상변화 측정 와전류탐상 신기술 개발

가. Profile-MRPC 검사기술

(1) 개요 

원자력발전소 증기발생기 전열관의 내외면에는 균열, 마모, 핏팅, 입계부

식 등의 결함이 가동중에 발생할 수 있으며, 이의 검출을 위한 비파괴적 방

법의 하나로서 와전류 검사가 사용되고 있다. 또한 이들 전열관 내외면에는 

여러 유형의 형상 변화가 존재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곡관부의 타원화, 확

관 천이지역의 직경변화, 원주의 일부 또는 전체가 내경방향으로 찌그러져 

들어온 함몰(dent), 외경방향으로 부풀어 나간 돌출(bulge, protrusion)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 형상변화는 재료에 잔류응력을 야기하여 결함, 특히 응

력부식균열의 발생 및 성장을 가속화시키기 때문에 발생된 결함을 검출하기 

위한 가동중 검사활동에서 전열관의 형상변화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결함평

가와 손상원인 분석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할 중요

한 사항이다. 

현재 상업적으로 개발되어 적용되고 있는 형상변화 측정방법으로는 와전

류 검사시 고주파수 전용 bobbin coil 탐촉자를 사용하는 2차원적인 방법과 

multi-coil array 탐촉자를 사용한 3차원 profilometry가 있다. Bobbin coil 

탐촉자를 사용한 profilometry는 동일 원주상의 형상변화를 평균하여 길이

방향으로의 변화만을 보여주기 때문에 정확한 형상의 변화, 특히 원주상에

서의 형상변화를 감지하지 못한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사용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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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multi-coil array 탐촉자와 최근에 개발된 intelligent probe 및 x-probe 등

은 다수의 코일을 탐촉자 원주상에 일정한 각도 간격으로 배열하여 길이방

향과 원주방향의 형상변화를 동시에 측정 가능하도록 한 것이나, 전자기적 

특성이 코일마다 서로 다르고 또한 원주 전체에 걸쳐 사각지역이 없이 와전

류가 흐르도록 시야각(field of view)을 넓히기 위하여 중간 주파수 대역

(~400kHz)을 사용하기 때문에 길이 및 원주방향의 국부적 형상변화에 대한 

측정 정밀도가 낮고 전열관 외면에 존재하는 신호(구조물, 부식생성물, 결함 

등)가 합성되어 측정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17]. 

이러한 기존 측정방법들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3차

원 profile 측정 전용 P-MRPC(Profile-Motroized Rotating Pancake Coil) 탐

촉자와 이를 이용한 형상변화의 3차원적 정량평가 기술을 개발하였다[18]. 

이 탐촉자는 검사코일이 전열관 내부를 회전하면서 전진하는 스캔방식으로 

고주파수 전용 코일과 높은 주파수 대역(700kHz)의 사용이 가능하여 좁은 

시야각 특성으로 국부적 형상변화에 대한 검출능이 우수하고 또한 전열관 

외면의 신호 영향을 배제한 내면 형상변화만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으며 기

존 와전류 검사 장비와 호환되어 별도의 추가 장비 없이 신호수집 및 평가 

등이 가능하도록 개발된 현장 적용성이 우수한 혁신기술이다. 

본 항에서는 개발된 탐촉자의 구조와 특성을 소개하고 또한 확관부 

mock-up시편의 확관 형상에 대해 레이저 profilometry를 사용한 측정결과

와의 비교를 통하여 P-MRPC 탐촉자를 사용한 3차원 형상변화 측정 기술의 

정밀도와 현장 적용성에 대한 검증자료를 제시하였다. 

(2) P-MRPC 탐촉자의 구조와 특성

 개발된 P-MRPC 탐촉자의 구조는 Fig. 3.2.2.1과 같다. 이 탐촉자는 전열

관 내면과 접촉하지 않도록 일정한 이격거리를 갖는 pancake coil 이 탐촉자 

몸체 중앙부 외면에 고정되어 있으며 전열관 내면과 탄성을 갖고 접촉하는 

상하부 중심 유지발에 의해 탐촉자가 전열관 내부에서 중심축을 유지하면서 

직진과 동시에 회전하여 형상변화로부터 야기되는 전열관 내면과 coil 간의 

간격 변화(lift-off) 신호의 크기로 3차원적인 형상변화의 치수를 측정하게 

된다. 탐촉자 하부에는 와전류 신호 전달을 위한 conductor socket이 부착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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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MRPC 검사용 motor unit에 연결된다. 신호의 수집은 발전소 현장 가

동중 검사 장비와 동일한 Zetec MIZ-30 또는 MIZ-70 digital data 

acquisition system과 probe pusher가 사용된다. 기본적인 형상평가는 

Zetec Eddynet 98 software로도 가능하나 보다 정밀한 정량적 형상평가를 

위하여 별도로 본 과제에서 개발된 와전류 신호변환 프로그램과 신호보정 

및 3차원 graphic tool이 사용된다. 

기존의 bobbin probe를 사용한 profilometry와 비교하여 P-MRPC 탐촉자

를 사용한 3차원 profilometry의 가장 큰 장점은 원주방향의 형상변화를 정

밀하게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Fig. 3.2.2.2는 전열관의 1개 지역이 국부적

으로 함몰된 경우에 대하여 bobbin과 P-MRPC profile 측정 결과를 비교한 

것으로 bobbin 결과를 보면 전열관의 길이방향 위치 z1에서 직경이 감소되

어 이 지역이 함몰되었음을 나타내고 있으나(Fig. 3.2.2.2-a), 과연 함몰이 원

주상으로 균일하게 일어났는지 또는 국부적인 단일 또는 다수의 함몰지역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다. 반면에 

P-MRPC 결과(Fig. 3.2.2.2-b)는 동일한 길이방향 위치의 원주상에 국부적으

로 1개 함몰 지역이 존재한다는 3차원적 형상정보를 정확히 제공해 주고 있

음을 볼 수 있다.  

Fig. 3.2.2.3은 동일한 길이방향 위치(z2)에 원주각 120°의 거리간격을 갖는 

2개의 국부적인 함몰지역이 존재하는 전열관에 대한 측정결과로서 역시 

bobbin 결과(Fig. 3.2.2.3-a)는 Fig. 3.2.2.2-a의 단일 함몰지역이 존재하는 경

우와 비교하여 직경의 감소가 더 크다는 사실만 알려줄 뿐 상세 정보는 얻

을 수가 없으나 P-MRPC 결과(Fig. 3.2.2.3-b)는 동일한 길이방향 위치에 

120°의 원주 간격을 갖는 2개의 독립된 국부적인 함몰지역이 존재하고 있음

을 보여주고 있다. 

전열관에 국부적으로 돌출된 지역이 존재하는 경우는 Fig. 3.2.2.4와 같이 

bobbon과 P-MRPC 결과상에서 모두 길이방향 위치 z3에서 나타난 형상변

화 신호의 방향이 함몰된 경우와는 반대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형상변화가 전열관 안쪽으로의 변화(함몰)인지 또는 바깥쪽으로의 변화(돌

출)인지를 구별하는 것도 가능하다.

 P-MRPC 탐촉자를 사용한 3차원 profilometry의 또 다른 장점은 전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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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존재하는 기하학적 이형(異形, geometric anomaly)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로서, Fig. 3.2.2.5의 개략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증기발생기 관

판 상단의 확관 천이부는 확관부의 관중심축이 비확관부의 관중심축과 일치

하는 동심형(concentric) 확관 형상(Fig. 3.2.2.5-a)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

나 확관 방법과 조건에 따라 관중심축이 일치하지 않는 편심형(eccentric) 

확관 형상(Fig. 3.2.2.5-b)이 존재할 수 있다[19]. 이러한 확관 천이부의 기

하학적 이형은 Fig. 3.2.2.6과 같이 bobbin profilometry로는 두 종류 모두 

동일한 형상 변화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 구분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P-MRPC probe를 사용한 3차원 profilometry에서는 Fig. 3.2.2.7과 같이 

두 종류의 확관 형상 간에 큰 차이가 나타나는데, 즉, 동심형 확관의 경우는 

원주 전체에 걸쳐 비교적 균일한 형상변화 신호가 관찰되나 편심형 확관의 

경우는 2개의 큰 진폭을 갖는 띠(band) 형태의 신호가 확관 천이지점을 경

계로 하여 서로 엇갈려서 나타나는 특이한 형상을 보인다. 이 이유는 

P-MRPC probe는 coil이 회전하면서 확관 천이부에 존재하는 반경방향의 

치수변화를 원주 전체에 걸쳐 측정하게 되는데, 이때 일정한 거리를 갖는 

두 개의 중심 유지발이 탐촉자를 전열관의 중심축을 따라 길이방향으로 이

동하도록 유도하므로 편심형 확관 상태에 의해 중심축의 이격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탐촉자도 전열관의 중심축에서 벗어나게 되어 결국 큰 진폭을 갖

는 sine curve 형상의 치수변화 신호가 원주방향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예로는 전열관의 중심축이 관지지대 등과의 비정상적 정렬에 의

하여 국부적으로 편향(deflection) 되는 경우인데 이때는 Fig. 3.2.2.8-a와 같

이 길이방향 위치 z4에 존재하는 편향의 형상변화량이 매우 작기 때문에 

bobbin profilometry로는 탐지가 되지 않지만 P-MRPC probe를 사용한 

profilometry에서는 탐촉자가 전열관의 중심축에서 이탈됨으로써 Fig. 

3.2.2.8-b와 같이 편향지점 z4를 중심으로 길이방향으로 경사진 신호가 나타

나며 또한 편심의 경우와는 달리 편형지점을 경계로 신호가 엇갈리지 않고 

서로 대칭되는 신호형상을 보이게 된다. 

결국 이러한 특성으로부터 P-MRPC 탐촉자를 사용한 3차원 profilometry

는 전열관에 존재하는 편심, 편향 등의 기하학적 이형을 구별하고 그 정도를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고유한 부가기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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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5  Schematic diagram showing the shape of 
(a) concentric and (b) eccentric expa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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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MRPC 형상측정 기술의 검증을 위한 실험방법

P-MRPC 탐촉자를 사용한 3차원 profilometry의 정량적 측정 정밀도와 현

장 가동전ㆍ중 검사에 활용하기 위한 적용성을 검증하기 위해 증기발생기 

전열관 확관 mock-up 시편들에 대해 확관 천이부 형상변화를 측정하였다. 

확관 mock-up 시편은 두산중공업에서 제작되었는데, 내경 19.25mm의 hole

이 가공된 관판(tube sheet) block 내부에 외경 19mm, 두께 1.07mm의 표준 

원전용 합금 600 archive 전열관을 실제 증기발생기 제작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폭발 확관 및 수압 확관 공정을 사용하여 확관 방법별로 12개씩 확

관시킨 assembly형태로 제작되었으며 각각의 사진을 Fig. 3.2.2.9에 실었다.

형상변화 신호의 수집에는 P-MRPC 탐촉자를 제외하고는 Zetec사의 

motor unit, probe pusher, MIZ-70 data acquisition system, 데이터 저장용 

workstation 등 현장 와전류 검사에 사용되고 있는 것과 동일한 상용 장비

가 사용되었다. 검사 주파수는 와전류 밀도가 내면에 집중되도록 700kHz를 

적용하였으며  탐촉자의 회전 및 인출속도와 데이터 수집 속도는 전열관의 

원주 및 축방향으로 약 1mm 간격 마다 측정 데이터가 기록될 수 있도록 설

정하였다. 와전류 신호진폭의 보정은 별도의 보정용 표준 시편을 사용하지 

않고 확관부와 비확관부에서 측정된 평균 진폭 값의 차이를 이용하여 수행

되었다. 즉, 제작된 확관 mock-up 시편에서 확관에 의한 내면 반경의 증가

량은 아래에 기술된 laser profilometry를 적용하여 정밀하게 측정한 결과 

0.175±0.01mm 이었기 때문에 비확관부와 확관부의 평균 신호진폭을 각각 0 

과 1.75V로 보정하였다. 이러한 보정을 통하여 P-MRPC 신호진폭 값은 비확

관부 내면 반경에 대한 상대적인 변화, 즉, 양의 값은 반경의 증가를, 음의 

값은 반경의 감소를 의미하게 되며 volt 단위의 신호진폭 값에 환산계수 0.1

을 곱하면 mm 단위로 변환된다. 

P-MRPC 탐촉자를 사용한 3차원 형상 측정 결과의 정량적인 정확도를 비

교 검증하기 위하여 laser profilometry를 사용한 형상 측정이 함께 수행되

었다. Laser beam을 이용한 3차원 profilometry는 현존하는 최고 정밀도의 

내면 형상 측정 기술로서, 측정용 sensor에 motor unit, diode형 laser 

source, photo detector, optical lens 등이 내장되어 전열관 내부를 회전, 

전진하면서 내면과의 거리 차에 의한 beam spot의 광학적 위치변화를 전기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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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로 변환시킴으로서 치수 측정이 이루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Laser 

Techniques Company에서 제작한 LP-2000 system을 사용하였는데 확관

부 형상변화 측정에 가장 적합하도록 중심 유지발의 모양, 개수 및 간격 등

을 최적화시킨 sensor를 주문 제작하여 사용하였고 측정 지점의 크기

(beam spot size)는 0.13mm, 측정 해상도는 0.013mm이었다. 측정값의 보

정은 mock-up 시편 제작에 사용된 전열관의 공칭 내경이 16.91mm이었기 

때문에 이 값을 기준으로 ±3mm의 범위를 갖는 내경 13.97mm, 15.44mm, 

16.87mm, 18.34mm, 19.79mm 등 5개 표준 시편에 대해 측정 데이터를 

얻어 이들로 부터 보정 관계식을 구하여 실제 치수로 변환하였다. 

(4) P-MRPC 형상측정 기술의 검증 실험 결과 및 고찰

 확관 mock-up 시편들에 대한 3차원 laser profile 측정결과, 확관 천이 지

역내 원주 위치별 반경 증가량의 균일성이 확관 방법별로 큰 차이가 나타났

다. 즉, 수압 확관 시편들의 경우는 대부분이 전체 원주둘레에 걸쳐 비교적 

균일한 반경 증가를 보였으나, 폭발 확관의 경우는 원주 위치에 따라 반경 

증가량이 크게 다른 불균일한 확관 형상이 다수의 시편에서 관찰되었다. 

폭발 확관 및 수압 확관 mock-up 시편의 3차원 laser profile 측정결과의 

대표적인 예는 Fig. 3.2.2.10의 정사도와 같은데 3차원적 확관 형상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세 직교면  각각에 투영도를 함께 나타냈으며 z-축의 0 위치지

점이 관판 상단에 해당되고 - 위치는 확관 지역, + 위치는 비확관 지역이다. 

원주 위치별 반경 증가량의 균일한 정도가 두 확관 시편에서 매우 큰 차이

가 나타나고 있음을 분명히 볼 수 있으며, 폭발 확관 시편의 경우는 특정한 

원주위치가 반경이 증가하지 않고(확관 되지 않고) 오히려 관판상단 지역의 

반경이 미소하게 증가한 protrusion이 국부적으로 관찰되고 있다(Fig. 

3.2.2.10-a의 좌측 투영도 참조). 

이러한 확관 천이부 형상의 균일한 정도 차이는 확관 시편의 길이방향 투

영도, 즉, 극좌표를 이용한 2차원 profile로 표시하면 더욱 뚜렷하게 구분이 

되는데 Fig. 3.2.2.10의 결과를 2차원 profile로 나타내면 Fig. 3.2.2.11과 같다. 

원주위치별로 측정된 반경의 수치 값들을 도식한 각 그림으로부터 확관 천

이부의 형상 차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데, 폭발 확관의 경우는 확관부와 



- 198 -



- 199 -



- 200 -

비확관부의 중심이 일치하지 않는 편심형 확관 상태를 갖고 있으며 수압 확

관의 경우는 중심이 비교적 잘 일치하는 동심형 확관 상태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확관 방법 및 mock-up 시편들 간에 존재하는 확관 균일성의 변화

는 편심도(degree of eccentricity)로 정량적인 비교가 가능하며 편심도는 

2차원 profile 상에서 최대 반경 증가량을 측정해 구할 수 있다. 즉, laser 

profilometry를 사용하여 측정한 확관에 의한 평균 반경 증가량은 

0.175mm 였기 때문에 이상적인 동심형 확관의 경우는 최대 반경 증가량의 

측정치가 이 값에 근접하게 되며 반대로 최대 반경 증가량의 측정치가 이보

다 커질 수 록 편심도는 커짐을 의미한다. Fig. 3.2.2.12는 확관 방법 및 

mock-up 시편별로 최대 반경 증가량을 비교하여 도식한 결과인데 폭발 확

관 mock-up 시편들은 수압 확관 mock-up 시편들에 비해 편심도가 훨씬 

크고 또한 시편들 간에도 큰 차이가 나타났으며 수압 확관 시편들의 경우는 

모두가 동심형 확관에 가까운 작은 편심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P-MRPC 탐촉자를 사용한 형상 측정에서도 모든 mock-up 시편에서 laser 

profilometry 측정과 거의 동일한 결과가 얻어졌으며 폭발 및 수압 확관 

mock-up 시편에 대한 대표적인 예로서 3차원 및 2차원 P-MRPC profile 측

정 결과를 각각 Fig. 3.2.2.13과 Fig. 3.2.2.14에 나타냈다. 이 시편들은 Fig. 

3.2.2.10과 Fig. 3.2.2.11의 laser 측정에 사용된 것과 동일하다. P-MRPC 탐

촉자를 사용한 3차원 및 2차원 profile 측정결과는 laser profilometry로 부터 

얻은 형상측정 결과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또한 laser 

profilometry를 통해 발견된 폭발 확관 mock-up 시편 관판 상부에 존재하는 

국부적인 미소한 protrusion도 Fig. 3.2.2.14-a에서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 

Fig. 3.2.2.15는 동일한 확관 mock-up 시편들에 대해 bobbin 탐촉자를 사용

하여 측정한 내면 profile 인데, 이 결과로부터는 확관의 유무와 위치만을 확

인할 수 있을 뿐 P-MRPC profile 측정을 통해 얻은 확관 천이부의 편심 정도

와 국부적인 protrusion의 존재 유무 및 위치 등 상세한 형상에 관한 정보는 

전혀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P-MRPC 탐촉자를 

사용한 형상측정 결과가 정량적인 측정 정밀도를 제공한다면 기존에 수행되지 

못하였던 전열관에 존재하는 3차원 형상변화 측정의 도구로서 현장 비파괴 검

사에 바로 적용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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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RPC 탐촉자를 사용한 형상측정 결과의 정량적 측정 정밀도를 검증

하기 위하여 폭발 확관 mock-up 시편들에 대해 laser profilometry로 측정

한 최대 반경 증가량 값들과 P-MRPC 탐촉자를 사용하여 측정한 최대 반경 

증가의 진폭 값들을 상호 비교하였다. Fig. 3.2.2.16은 이 비교 결과로서 

P-MRPC에서 수집된 형상신호의 보정은 확관부와 비확관부의 평균 신호진

폭을 각각 0 및 1.75V로 설정하여 신호의 volt 값을 0.1의 환산인자로 mm 

단위로 변환되도록 하였기 때문에 이 관계를 따르는 이상적인 보정선을 기

준으로 실측값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림에서 점선은 이상적인 보정선에 

대한 ±10% 오차범위 구역을 나타낸다. P-MRPC 탐촉자를 사용한 최대 반경 

증가량의 진폭 측정값은 모두가 laser profilometry 측정치와 비교하여 

±10% 오차범위 내의 놓임으로서 상당히 우수한 정량적 측정 정밀도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Laser profilometry는 측정 해상도가 0.013mm로 이는 

mock-up 시편의 확관에 의한 평균 반경 증가량 크기 0.175mm에 대해서 약 

8%의 측정오차를 갖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본 연구에서 개발된 P-MRPC 

탐촉자와 이를 사용한 3차원 profile 측정 방법의 정량적 측정 정밀도는 laser 

profilometry와 거의 동등한 성능을 갖는다는 것이 검증되었다.  

(5) 요약

i) 3차원 profile 측정 전용 P-MRPC(Profile-Motroized Rotating Pancake 

Coil) 탐촉자와 이를 사용한 형상변화의 3차원적 정량평가 기술을 개발하였

다.

ii) 이 기술은 전열관에 존재하는 함몰, 돌출 등의 일반적인 형상변화는 물

론 편심, 편향 등 기하학적 이형을 구별하고 그 정도를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고유한 부가기능을 갖고 있다.  

iii) 확관 mock-up 시편들에 대해 laser sensor와 P-MRPC 탐촉자를 사용

하여 형상변화를 측정하고 이 값들을 상호 비교한 결과 두 방법의 정량적 

측정 정밀도는 거의 동등한 성능을 갖는다는 것이 검증되었다. 

iv) P-MRPC 탐촉자를 사용한 형상측정 결과는 ±10% 오차범위 이내의 정

량적인 치수 측정 정밀도를 제공하기 때문에 기존에 수행되지 못하였던 전

열관의 3차원 형상변화 측정 도구로서 현장 비파괴 검사에 바로 적용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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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혁신적인 기술임이 확인되었다. 

나. 국내원전 증기발생기 가동중 검사 실제 적용 및 평가

원자력 안전 기술원과 한국 수력 원자력 주식회사의 협조로 2004년 말 까

지 총 10개 국내 발전소에 대해 가동중 검사 기간중에 증기발생기별로 약 

20개씩의 전열관을 선정하여 P-MRPC 탐촉자를 사용한 3차원 형상변화 검

사가 시범적으로 적용되었다. 수행 현황 및 주요 특이사항을 Table 3.2.2.1에 

요약하였고 상세한 평가 결과는 증기발생기 모델 및 형상변화 유형별로 다

음 3항에 상세히 기술하였다. 

3. 정밀진단기술 적용 가동전․중 검사자료 상세분석

가. 전열관 파단사고 정밀진단 및 원인규명

(1) 개요

2002년 4월 5일 울진 4호기 증기발생기 #2, hot leg, R14C38 전열관에서 

발생한 누설사고는 국내 원전에서 최초로 발생한 증기발생기 전열관 파단사

고(SGTR, Steam Generator Tube Rupture)에 해당된다.   

사고 이후 약 1개월반에 걸친 1차 사고원인 조사로부터, 누설 전열관의 관

판 상부위치에서 PWSCC 손상에 기인된 축방향 균열의 급속한 성장과 이후

의 연속된 원주방향 균열의 성장으로 인하여 누설 및 파단이 발생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다른 전열관에서는 누설 전열관의 MRPC 이상신호와 유사한 

신호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이번 사고가 누설 전열관에 국한된 문제이며 유

사한 사고의 발생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i) 가동전․중 ECT 검사결과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가동전부터 사고에 이

르는 전체과정이 전혀 해석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으며,

 ii) 누설없이 파단에 이르는 과정의 해석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iii) 특히 누설사고의 원인이 정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점과 이에 따라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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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3.2.2.1  History of P-MRPC profilometry implementation     

      in domestic NPPs 

Plant
Number of 

Tubes 
Inspected

Date of 
Inspection

Remarks

고

리

1
SG-A-HL, 20개

SG-B-HL, 20개

3-5차

(2004. 3)

 - 수압 확관

 - 동심원형 확관

 - 원주방향 확관 균일

 - 미약한 편향

 - 확관 위치는 TTS 직하부

 - TTS 상부 protrusion

 - TS 내부 protrusion

 - Protrusion은 원주 360° 균일

 - TS 상부 dent 없음

 - 균열 결함 없음

2

SG-A-HL, 20개

SG-A-CL, 10개

SG-B-HL, 20개

2-9차

(2003. 10)
 - 수압 확관

 - Bad data : 평가불가

3

SG-A-CL, 20개

SG-B-CL, 20개

SG-C-CL, 20개

2-6차

(2004. 2)

4
SG-B-HL, 20개

SG-C-HL, 33개

2-6차

(2004. 9)

 - 수압 확관

 - TTS 상부 bulge : seal extrusion

 - TTS 상부 bulge : swelling 추정 

영

광

4

SG-2-HL, 20개
1-6차

(2002. 11)

 - 폭발 확관

 - 편심원형 확관

 - 원주방향 확관 불균일

 - TTS 상부 protrusion

 - TS 상부 dent 발생

 - ODSCC는 TTS 직상부에서 발생

 - PWSCC는 TTS 직하부에서 발생

 - IGA/SCC는 TTS 상부 sludge 축적

  부위에서 발생

 Case 1 : protrusion 있음

 - 확관 transition 하부에서 dent 발생

 - TTS 직하부 미세 crevice 존재

 - ODSCC 취약

 Case 2 : protrusion 없음

 - 확관 transition 상부에서 dent 발생

 - TTS 직하부 crevice 존재

 - PWSCC 취약

SG-1-HL, 20개

SG-2-HL, 25개

1-7차

(2004. 4)

5

SG-1-HL, 20개

SG-1-CL, 20개

SG-2-HL, 20개

1-2차

(2004. 1)

6

SG-1-HL, 20개

SG-2-HL, 20개

SG-2-CL, 10개

1-1차

(2003. 11)

울

진

3
SG-1-HL, 20개

SG-2-HL, 20개

1-5차

(2004. 4)

4
SG-1-HL, 15개

SG-2-HL, 15개

1-4차

(2003. 9)

6
SG-1-HL, 21개

SG-2-HL, 20개

PSI

(200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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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의 규제/관리대책을 수립하기 어려운 문제가 여전히 남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증기발생기 손상 전열관에 대한 정밀진단과 사고의 

정확한 원인규명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2) 누설전열관에 대한 기존 ECT 평가결과 검토

  (가) 검사기관 신호평가 이력 및 기록사항

울진 4호기 증기발생기 #2, hot leg R14C38 누설전열관에 대한 가동전․
중 ECT 평가결과를 Table 3.2.3.1에 나타내었다.  

Fig. 3.2.3.1은 누설전열관의 가동전 검사자료 중 MRPC 결과를 나타낸 것

으로서, 그림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전열관 확관부 상부 방향으로 크게 

나타나는 이상신호와 하부방향에 비교적 작은 신호들이 존재하였음에도 불

구하고 당시 검사기관의 평가결과에는 기록이 없었다. 그리고 1차 및 2차 가

동중 검사에서는 이 신호를 각각 PVC(Permeability Variation Cluster)와 

OXP(Over expansion)로 기록하였다. 또한 이 전열관의 누설/파단사고 이후 

수행된 검사자료 재평가를 통하여 누설전열관에는 PVC, OXP 및 내면 원주

균열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최종평가 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나) 신호해석 오류 확인

누설전열관의 ECT 신호정밀분석 및 손상원인 규명에 앞서, 먼저 위의 검

사기관 최종평가 및 검사기록에 대한 검증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참

고자료, 평가상의 기술적 요소, 실험실적 신호 DB 등을 활용하여 누설사고 

이후 검사기관에서 기록한 i) PVC, ii) OXP, iii) 원주균열 존재의 평가결과

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이들 각각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평가상의 문

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① PVC 평가의 오류

Fig. 3.2.3.2는 영광 2호기에서 실제로 검출 확인된 PVC 신호 예로서[20], 

전열관에 PVC가 존재할 경우 그림에서와 같이 뚜렷한 신호를 나타내며, 특

히 plus point에서도 명확한 신호가 얻어지는 특성을 갖는다.  그러나 F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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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3.1  History of ECT evaluation (SG #2, H/L,

                      R14C38 of UCN 4)

Indication

PSI not recorded

1st ISI PVC

2nd ISI OXP

re-evaluation 

after rupture
PVC, OXP, ID Circ. cr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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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1의 누설전열관의 가동전검사에서 얻어진 신호 중 plus point에서 

이렇다할 신호특성이 전혀 보이고 있지 않다는 점만으로도 이것은 PVC에 

해당되는 신호가 아니라는 점을 쉽게 알 수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PVC

의 경우, 누설전열관에서와 같이 약 80mm의 큰 길이에 해당하는 신호크

기로 균일하게 나타나지 않고 spot에 해당되는 정도의 신호크기를 갖는다

는 점이 평가시 고려되었어야 한다. 그밖에 PVC 신호는 누설전열관의 가

동전검사 신호보다 큰 위상각을 갖는 특징이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되었

어야 하는 사항이다. 

이와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여 볼 때, PVC로 평가 기록된 사항의 문제점

을 확인할 수 있었다.

  ② OXP 평가의 오류

누설전열관의 신호를 OXP로 평가하여 기록한 문제는 평가상의 기술적인 

요소를 고려하지 않은데 기인된 평가오류임을 확인하였다. Fig. 3.2.3.3은 누

설전열관의 MRPC C-san 자료로서, MRPC 평가시 axial filter의 사용유무 

및 이의 영향에 따라 동일신호를 달리 평가하게 되는 예를 나타낸 것이다. 

즉, Fig. 3.2.3.3(a)에서와 같이 axial filter를 사용하지 않으면 확관부위의 확

관신호만이 명확히 나타나는 정상적인 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으나, 만일 

filter를 사용하게 되면 Fig. 3.2.3.3(b)에서 화살표로 표시한 부분과 같이 확

관부의 신호와 유사한 신호특성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를 기준으로 할 경우 

실제 전열관의 형상변화를 잘못 평가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다시 말하여 누설전열관에 존재하는 실제 형상변화는 Fig. 3.2.3.3(a)와 같

았으나, 앞서 언급한 기술적인 요소가 고려되지 않으므로 인하여 확관부 외

에 Fig. 3.2.3.3(b)에서 화살표로 표시한 부분에 과확관(OXP)이 존재한다는 

평가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③ 내면 원주결함 존재 평가의 오류

일반적으로 MRPC 탐촉자가 회전하며 결함근처에 도달할 때, 결함의 존

재로 실제 결함위치보다 앞선 위치에 형성되는 와전류장을 탐촉자가 미리 

탐지하게 됨에 따라 유발되는 미리보기 신호가 나타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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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4는 이러한 미리보기 신호의 예를 나타낸 것으로서, (a)와 (b)는 

각각 실제 누설전열관 상단(bulge 상단)에서의 pancake 과 plus point coil 

신호이며, (c)는 본 연구에서 누설전열관의 형상변화와 동일한 모의시편을 

제작하여 미리보기 신호를 재현한 결과이다. 각각의 그림에서 화살표로 표

시한 부분이 미리보기 신호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특히 실제 누설전열관의 

plus point 미리보기 신호와 모의시편을 사용하여 얻은 plus point 미리보

기 신호가 거의 일치하는 사실로부터 미리보기 신호의 유발을 검증할 수 있

다. 누설사고 이후 수행된 검사기관들의 재분석에서는 Fig. 3.2.3.4(b)에서 

plus point의 circumferential coil이 먼저 신호 끝단에서 나타내는 미리보

기 신호(화살표 부분)를 원주결함 신호로 평가하였으나, 이는 앞서 설명한 

이유로 잘못된 평가결과임을 알 수 있다.

(3) PSI-ECT 신호재현 및 신호특성 평가

  (가) 모의결함 시편 제작

누설전열관의 PSI-ECT에서 나타난 신호를 재현하여 누설전열관이 가동 

전 초기에 어떠한 상태에 있었는가를 추적, 확인하기 위하여 이와 유사한 신

호형상을 나타낼 수 있는 외형변화 또는 결함을 갖는 모든 가능성 있는 시

편들을 실험실적으로 제작하였다. 결함제작에는 실제 울진 4호기에 적용된 

것과 동일한 재질, 열처리조건 및 칫수를 갖는 합금 600HTMA(외경 

19.05mm, 두께 1.07mm) 전열관을 사용하였다. 누설전열관의 PSI-MRPC 

pancake coil에 의한 C-scan 결과에서 원주방향으로 인접한 두 개의 신호 

peak가 전열관의 길이방향을 따라 존재하였으므로 전열관의 원주 상에서 2

개의 불연속점을 갖는 내면변화, 즉, 원주의 일정부분이 국부적으로 두께가 

얇아진 경우, 하나 또는 인접한 두 개의 홈(groove)이 길이방향으로 존재하

는 경우, 원주의 일정부분이 타원화(oval)된 경우, 원주의 일정부분이 함몰

(dent)된 경우, 원주의 일정부분 내에 축방향 다중 관통 균열이 존재하는 경

우, 그리고 원주의 일정부분이 돌출(bulge)된 경우 등 모든 가능성을 고려하

여 모의 결함 시편들을 제작하였다. Table 3.2.3.2는 제작된 시편들의 결함

종류와 각각의 규격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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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3.2  Type and dimension of defect in tube specimens used for

              the simulation of PSI-ECT signal

Defect Type in

Tube Specimen

Width,

mm

Tube 

Wall

Depth,

%

Length,

mm

Interval,

mm

Angle,

degree

1 Wide ID Thinned Wall - 50 30 - 120

2 Single ID Grooved 3 50 30 - -

3 Two ID Grooved 3/3 50/70 30 1.5 -

4 Oval Shaped - 100 80 - -

5 Dent - 100 30 - -

6
Multi Axial Through-Wall

Cracks
0.127 100 7 2/4/6/8 -

7 Bulge 5~10 0~50 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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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된 모의 결함 시편들에 대한 검사는 실제 울진 4호기 현장에서 적용

된 MRPC 검사방법 및 절차와 동일하게 수행하였다. 즉, 신호수집 및 평가

에는 ZETEC사의 MIZ-30 digital data acquisition system과 Eddynet 98 

data analysis software를 사용하였고 3-coil MRPC(+Point 610-115/36/S80) 

탐촉자로 회전속도 300rpm, 인출속도 0.2inch/sec의 신호수집 조건을 적용

하였다.   

(나) 누설전열관 PSI-ECT 신호재현

모의 결함시편에 대한 MRPC 검사 결과 전열관 내면상에 2개의 불연속점

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pancake coil의 C-scan에서 인접된 두 개의 신호 

peak가 얻어졌으며, plus point coil의 경우는 균열을 제외한 groove 및 원

주상의 형상변화가 내재된 시편에서만 누설전열관의 결과와 동일하게 신호

진폭이 작게 나타나 누설전열관의 PSI-ECT신호는 균열성 결함이 아니고 

groove(스크래치 포함) 및 원주상의 형상변화에 의한 신호였음을 알 수 있

었다. 

원주상의 형상변화가 내재된 시편에 대해 탐촉자가 회전할 때마다 보여주

는 Lissajous 형상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누설전열관의 PSI-ECT에서 큰 진폭

을 보인 관판 상부지역의 신호는 원주의 일정부분이 돌출된 bulge 시편에서

의 신호와 유사함을 알 수 있었으며 그 결과를 Fig. 3.2.3.5에 나타냈다. 이 

그림은 누설전열관과 폭 5mm의 bulge가 형성된 시편에서의 pancake coil 

신호를 비교한 것인데 우측상단의 Lissajous를 보면 전체적인 형상은 유사하

지만 누설전열관의 신호모양이 더 직선적이며, Lissajous의 기울기로 나타나

는 위상각 또한 bulge 시편에 비해 누설전열관이 훨씬 더 큼을 알 수 있다. 

또한 각 그림 하단에서 보여주고 있는 원주 상 두 개 신호 peak간의 간격도 

누설전열관이 훨씬 더 커서 5mm 이상의 폭을 갖는 넓은 bulge가 형성되었

을 가능성이 제시되었다. 따라서 누설전열관에서의 원주 상 신호 peak 간의 

간격은 bulge의 폭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으며 이 간격은 10mm로 

측정되었다. 

Fig. 3.2.3.6은 폭 10mm의 bulge가 내재된 모의시편으로부터 얻어진 

pancake coil의 C-scan 결과인데 Lissajous의 형상이 누설전열관과 같이 직



- 219 -



- 220 -



- 221 -

선형태를 나타내고 원주상의 신호 peak 간격도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다. 또

한 Lissajous상의 주 신호 이외에 기저부에 약간의 미약한 신호가 관찰되었

는데(Fig. 3.2.3.6에 점선의 원으로 표시) 이는 탐촉자가 bulge 내면을 회전

할 때 발생되는 lift-off 신호로써 넓은 bulge가 내재된 모의시편이 

PSI-ECT 신호를 정확하게 재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누설전열관은 PSI-ECT 결과에서 관판 하부지역에도 큰 진폭을 갖는 신호

가 나타난 동일한 원주상 지점에 길이방향을 따라 작은 신호들이 연속적으

로 연결되어 존재하였으며 이 신호는 Fig. 3.2.3.7과 같이 모의결함시편을 이

용한 신호재현을 통하여 미소한 groove(스크래치)임을 알 수 있었다. 이 신

호들이 동일한 원주상 지점에 길이방향으로 연결되어 연속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즉, 동일한 원주상 지점에 길이방향을 따라 관판상부에는 

bulge가, 관판하부에는 groove 또는 스크래치가 존재) 이들은 형성과정에서 

서로 연관성이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다) 신호재현에 의한 가동전 누설전열관의 Bulge 형성 확인

넓은 bulge가 내재된 모의결함시편의 신호는 PSI-ECT 신호의 형상 및 특

징들을 정확하게 재현하였으나 Lissajous 형상을 보다 정밀하게 비교해 보면 

미소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즉, Fig. 3.2.3.6을 보면 누설전열관의 

경우 Lissajous의 두 직선의 변곡점(좌측 끝부분)이 넓은 bulge시편에 비해 

더 뾰족하며 두 직선간의 사이 각도도 더 작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미세한 

차이는 누설전열관에 bulge 이외의 또 다른 영향 인자가 내재되어 있기 때

문인데 bulge 내부에 groove가 함께 존재하여 Fig. 3.2.3.8과 같이 이 두 신

호가 합성되어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1차 ISI-ECT 결과는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 해주는데 Fig. 3.2.3.9와 같이 관판 내부는 물론 PSI-ECT에서 검사가 

수행되지 않아 확인할 수 없었던 관판 상부 75mm 이상의 지역에서도 역시 

동일한 원주상 지점에 길이방향으로 연속된 groove가 존재하는 것이 확인

되었으며 따라서 bulge 내면에도 groove가 존재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사

실을 알 수 있다.

PSI-ECT에서 bulge 상부는 MRPC 검사가 수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누설

전열관에서 가동전부터 생성되어 있던 bulge의 형상과 크기는 1차 ISI-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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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Fig. 3.2.3.10은 bulge의 전체적인 형상을 보

여주는 pancake coil 신호의 C-scan 결과인데 bulge는 관판 직상단부터 

시작되어 약 80mm의 높이까지 형성되어 있으며 원주방향 폭은 관판 상단

부분은 좁고 위로 갈수록 넓어지는 형상임을 알 수 있다. 각 위치별로 신호

의 각도를 측정하여 이로부터 계산된 bulge의 폭은 관판 상단 시작부분은 

4mm, 상부의 끝부분은 9mm였으며, bulge의 폭과 bobbin 검사의 

profilometry 측정결과로부터 bulge의 최대 돌출량(최대 직경변화)는 400

㎛인 것으로 계산되었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종합하여 유추된 누설 전열관

의 모형도는 Fig. 3.2.3.11과 같다.  

  (라) 가동전 누설전열관의 Bulge 형성 증거

PSI-ECT의 신호재현 및 결과분석을 통하여 가동전에 이미 누설전열관에

는 폭 4mm 이상의 bulge가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는데 이러한 bulge의 

존재여부는 MRPC 탐촉자를 사용한 신호수집 특성에서도 그 증거가 제시될 

수 있다. 즉, 120o의 간격으로 배치된 3개의 코일유닛이 회전하면서 전열관

을 검사과정에서 각 코일유닛의 폭은 4mm 이기 때문에 bulge 내면과 접촉

시 충격저항을 받게 되며 코일유닛의 마모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결함과 

120o 떨어진 다른 코일에 lift-off 신호가 야기될 수 있다. 

Fig. 3.2.3.12는 누설전열관의 PSI 및 1차 가동중 검사시 bulge 때문에 야

기된 lift-off 신호를 보여주는 pancake coil의 C-scan 결과이다. 즉, 이 결과

를 보면 PSI 및 1차 가동중 검사시 모두 결함신호와 120o 간격을 갖는 

lift-off 신호가 나타났으며 탐촉자의 회전방향이 일정함에도 불구하고 신호

의 위치가 뒤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그림에 설명된 바와 같이 검

사시 코일유닛의 마모정도의 차이에 의해 lift-off을 유발시키는 코일유닛이 

PSI 및 ISI에서 서로 달라 신호위치가 뒤바뀐 것이며 이로부터 결함과 120o 

간격을 갖는 신호는 결함신호가 아니라 bulge가 존재함으로서 신호수집과

정에서 생기는 lift-off 신호이며 따라서 누설전열관에는 가동전에 이미 

bulge가 형성되어 있음이 확실하다는 증거로 제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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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동전․중 ECT 신호변화 정밀분석, 결함의 생성 및 성장 평가

  (가) MRPC PSI→1차 ISI 신호변화 분석 및 결함생성 확인

Fig. 3.2.3.13은 MRPC pancake coil에서 얻어진 누설전열관 bulge 영역 전

체에 대한 C-scan 형상을 나타낸 것이다. PSI에서 bulge 왼쪽과 오른쪽에서

의 신호가 유사한 크기로 나타나고 있으나, 1주기 ISI에서는 전체적으로 신

호 크기가 증가하였으며, 특히 bulge 오른쪽 신호가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plus coil에서는 Fig. 3.2.3.14에 나타낸 바와 같이 

PSI에서 bulge 자체의 신호를 거의 보여주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주

기 ISI에도 신호의 변화를 감지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Fig. 3.2.3.15와 16은 

MRPC pancake coil에서 얻어진 Lissajous 신호 크기변화를 누설 전열관의 

각 위치별로 나타낸 것이다. 크기 비교를 위하여 span 값을 동일하게 설정

하였다. 모든 위치에서 신호 크기의 증가가 명백히 관찰되었다. 그러나 plus 

coil에서는 Fig. 3.2.3.17에 나타낸 바와 같이 Lissajous 신호상으로도 크기의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따라서 신호 증가가 나타난 pancake coil 신호를 이용하여 신호 증가의 크

기를 정량적으로 계산하였다. Fig. 3.2.3.18은 누설 전열관의 길이방향으로 

각 위치에서의 신호진폭 값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Bulge 중심부를 기준

으로 왼쪽 신호는 전체적으로 PSI에 비하여 진폭 증가가 크지 않았으나, 특

히 bulge의 상단 및 하단에서는 진폭 증가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bulge 중심부를 기준으로 오른쪽 신호는 PSI에 비하여 약 30%의 진폭 증가

(약 15V)가 관찰되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가동 1주기만에 누설 전열관의 bulge 내면에는 30%의 

신호진폭 증가를 유발하는 결함이 생성되었음을 명백히 확인할 수 있다. 특

히 균열성 결함의 탐지에 매우 우수한 plus coil에서는 이러한 신호변화가 

나타나지 않은 사실로부터, 이 결함의 형태는 체적성임을 알 수 있다.

  (나) Bobbin PSI→2차 ISI 신호변화 분석 및 결함생성/성장 확인

Fig. 3.2.3.19는 PSI에서 2주기 ISI까지 bobbin absolute mode의 신호를 

나타낸 것이다. 가동 1주기만에 bulge 내부에서 신호가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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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PC의 결과와 매우 잘 일치한다. 주목할 점은 bulge 상부로부터 10mm 

떨어진 위치에서도 신호진폭 증가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 위치는 전열관 

변형이 없는 곳으로서 응력과 무관한 지역이다. 이와 같이 bulge 내면에 형

성된 결함은 2주기에서도 지속적으로 성장하였으며, 위치에 따라 성장 정도

가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함의 발생과 성장은 

Fig. 3.2.3.20과 같이 bobbin differential에서도 미약한 증거가 관찰되었다. 

MRPC에서와 마찬가지로 bobbin coil 신호상으로도 bulge 부위에서 가동

중 1주기만에 결함이 생성되었으며 2주기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bulge 상부로부터 약 10mm 떨어진 지점에서도 1주기부터 

결함의 생성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함들이 MRPC의 plus point coil과 

bobbin coil의 differential mode에서 탐지되지 않았다는 사실로부터 결함의 

형태는 체적성인 것으로 해석되었다.

(5) Bulge의 형성요인 분석

누설전열관의 ECT 신호 정밀분석 결과로부터, 누설전열관의 TTS 상부에 

약 80mm 길이의 bulge가 가동전에 이미 형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bulge는 i) tube 제조시, ii) 가동전 수압시험시, iii) tube 확관 과정시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가) tube 제조시 형성 가능성

누설전열관에 형성된 bulge의 외경변화가 약 400㎛에 이르므로, 이와 같

은 큰 외형변화는 전열관 제조후 실시되는 ECT, UT 및 칫수검사 과정에서 

검출이 가능하여 불량처리되므로 tube 제조시의 bulge 형성 가능성은 배제

된다.

  (나) 가동전 수압시험시

가동전 발전소 수압시험은 3,250psi의 조건에서 실시된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20～50% thinned wall, single/multi ID 결함시편을 포함한 각종 모

의결함 전열관 시편을 제작하여 발전소 수압시험조건보다 약 2배 정도 높은 

최대 6,000psi 압력조건에서 이들 모의시편의 외형변화 발생을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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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모든 모의시편에서 누설전열관에서와 같은 bulge 형상의 외형변

화 형성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수압시험시의 bulge 

형성 가능성 역시 배제된다. 

  (다) 확관 과정시 

울진 4호기 증기발생기 전열관의 확관공법으로 적용되고 있는 폭발확관 

과정에서의 bulge 형성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겠다. 즉, 폭발확관시 도폭선 

외부의 완충재(sheath)가 어떠한 요인에 의하여 파열된다든가 하는 등의 정

상조건을 벗어난 폭발이 발생될 경우, 이때 발생되는 압력이 전열관 내면에 

국부적으로 작용하여 bulge와 같은 형상변화를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들 

수 있다. 특히 누설전열관에 가동전부터 이미 groove 등의 표면요철이 관판 

내부와 bulge 및 bulge 상단지역에 걸쳐 축방향으로 bulge와 동일한 선상에 

일직선으로 존재한다는 점과 bulge가 정확히 TTS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점 등은 이러한 추정을 뒷받침하고 있다. 

(6) 요약

누설전열관에 대한 기존의 가동전․중 ECT 평가 기록들은 모두 신호해석

상의 오류임을 입증하였다. 모의시편 제작을 통하여 누설전열관 PSI-ECT 신

호를 재현하였으며, 이 신호를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누설전열관에는 가동전

에 이미 관판 직상부로부터 길이 약 80mm, 폭 4～9mm, 최대 돌출량 약 

400㎛의 형상을 갖는 bulge가 형성되어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bulge

는 전열관 폭발확관시 비정상적인 폭발확관 과정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MRPC 및 bobbin 신호변화 정밀분석을 통하여, 가동 1주기만에 

누설 전열관의 bulge 내면에는 30%의 신호진폭 증가(약 15V 증가)를 유발

하는 결함이 생성되었고 2주기에서도 결함이 지속적으로 성장한 중요한 사

실을 밝혔다. 이러한 결함들이 MRPC의 plus point coil과 bobbin coil의 

differential mode에서 탐지되지 않았다는 사실로부터 결함의 형태는 체적성

인 것으로 해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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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증기발생기 전열관 확관천이부 형상특성 정밀진단

(1) 개요

확관부에서의 형상변화 특이성은 전열관에 소성변형에 의한 응력을 부가

하며, 확관불균일에 의한 응력분포의 불균일 및 crevice 형상의 변화를 동시

에 야기한다. 따라서 응력 및 환경적 측면에서 모두 전열관의 건전성을 저해

하는 인자로 작용하게 된다. 대부분의 전열관 결함은 슬러지가 침적된 

crevice 주위의 확관 천이부에 집중되어 발생하고 있으므로, 확관천이부의 

미소 형상변화라도 결함의 발생 및 성장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므로 확관천이부에 존재하는 형상변화의 특성을 3차원

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제2절 2항에 기술한 바와 같이 개발된 

P-MRPC 기술을 이용하여 국내 증기발생기 전열관 확관천이부의 형상특성

을 정밀 진단하였다. 여기에서는 확관천이부에서 나타난 형상변화의 형태별

로 그 특성을 기술하고자 한다.

확관천이부에서 관찰된 형상변화는 편심(eccentricity), protrusion, dent, 

bulge 및 미세편향(deflection) 등으로 분류되었다. 폭발확관법을 적용한 전

열관의 경우 검사 대상 모든 전열관에서 편심확관 형상이 존재하였다. 따라

서 폭발확관된 전열관에서는 protrusion 및 dent 등의 추가 존재 유무에 따

라 매우 복잡한 형상변화 특성을 나타내었다. 수압확관법을 적용한 전열관

에서는 편심 확관형상은 검사대상 전열관에서 관찰되지 않았다. 그러나 일

부 전열관에서 protrusion, bulge, dent 및 미세 편향이 존재하였다.

(2) 형상변화 특성

(가) 편심 전열관

다른 형상변화는 없이 오직 편심만이 존재하는 전열관의 예를 Fig. 

3.2.3.21에 나타내었다. P-MRPC의 C-scan에서 진폭값이 원주상을 따라 왜곡

없이 일정한 증감을 나타내는 전형적인 편심확관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

한 원주상 진폭 peak의 위치가 확관천이부 상하단에서 180° 반전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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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알 수 있다. Strip chart 상에서도 최대.최소 진폭값들이 TTS를 기준으

로 교차되고 있다. 따라서 이 경우 편심은 전열관의 원주상 일부에서만 확

관이 이뤄짐으로써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 편심+Protrusion 전열관

Fig. 3.2.3.22는 편심확관부에 protrusion이 존재하는 전열관의 예를 나타

낸 것이다. S-scan 상에서 미소하게 왜곡된 편심특성과 함께 TTS 상부에 

protrusion이 관찰된다. 이 때 protrusion은 확관이 거의 이뤄지지 않은 부위

에서 크게 나타나고 있다. TTS 부근에서는 편심특성 이외에 추가적인 변형

신호가 관찰되지 않으므로 dent는 존재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 전열관

에 대한 형상을 2차원과 3차원으로 변환하여 나타내면 Fig. 3.2.3.23과 같다. 

미확관 부위를 중심으로 원주상 180° 범위에 걸쳐 protrusion이 관찰되며, 

최대 돌출량은 약 0.18mm로 평가되었다. 

(다) 편심+Protrusion+Dent 전열관

편심확관부에 protrusion과 dent가 동시에 존재하는 전열관의 예를 Fig. 

3.2.3.24에 나타내었다. TTS 직하부에는 dent가 원주상으로 360° 전방향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TTS 상부에는 protrusion이 역시 원주상 360° 범위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하여 편심신호가 다소 왜곡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전열관에 대한 P-MRPC 검사신호를 변환하여 2차원과 3차원 형상으로 

나타내면 Fig. 3.2.3.25와 같다. 전열관의 원주각 360° 범위에 걸쳐 TTS를 기

준으로 하부에는 dent가 상부에는 protrusion이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

다.

(라) 편심+Dent 전열관

Fig. 3.2.3.26은 편심확관부에 dent가 존재하는 전열관의 예를 나타낸 것이

다. TTS 직하부에 dent가 원주상으로 360° 전방향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특

히 확관량이 큰 편심부의 원주상 위치에서 dent의 크기가 큰 경우에 해당한

다. TTS 상부에는 다소 왜곡된 편심 신호이외에 추가적인 변형신호는 관찰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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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동심확관+미세편향 전열관

Fig. 3.2.3.27은 수압확관 전열관에 존재하는 미세편향 신호를 나타낸 것이

다. Fig. 3.2.2.7-(a)에 나타낸 동심원형 확관부의 신호와 비교할 때 원주상 진

폭값이 증감하는 변화가 관찰된다. 그러나 Fig. 3.2.3.21에 보인 전형적인 편

심신호와는 달리 원주상 진폭값의 peak 위치가 확관천이부 상하단에서 반

전되지 않고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이 전열관은 미세하게 편향되

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바) 동심확관+Protrusion 전열관

Fig. 3.2.3.28은 수압확관 천이부에 protrusion이 존재하는 전열관의 예를 

나타낸 것이다. 확관부 신호는 동심원형 확관부의 신호와 매우 유사하다. 그

러나 360° 원주상에 걸쳐 TTS 상단의 진폭신호가 free span 전열관 신호보

다 작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protrusion이 전열관의 원주상으로 존재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Fig. 3.2.3.29에 보인 바와 같이 P-MRPC

의 신호를 변환하여 나타낸 2차원 및 3차원 profilometry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동심원형으로 확관이 이뤄졌으며, TTS 상부에 전체 원주방향에 걸

쳐서 균일한 protrusion이 존재한다.

(사) 기타

Model F 증기발생기에서는 TTS 상부에서 bulge 및 dent가 혼재하는 형

상특이성을 나타내는 전열관들이 다수 발견되었다. 이에 관하여는 제2절 3. 

다항에서 상세히 기술하였다.

(3) 요약

개발된 P-MRPC 기술을 이용하여 국내 증기발생기 전열관 확관천이부의 

형상특성을 정밀 진단한 결과, 편심(eccentricity), protrusion, dent, bulge 및 

미세편향(deflection) 등이 관찰되었다. 폭발확관법을 적용한 전열관의 경우 

검사 대상 모든 전열관에서 편심확관 형상이 존재하였으며, 이는 원주방향

상으로 불균일한 확관이 이뤄지기 때문에 발생한다. 따라서 폭발확관된 전

열관에서는 protrusion 및 dent 등의 추가 존재 유무에 따라 매우 복잡한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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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변화 특성을 나타내었다. 수압확관법을 적용한 전열관에서는 편심 확관형

상은 검사대상 전열관에서 관찰되지 않았다. 그러나 일부 전열관에서 

protrusion, bulge, dent 및 미세 편향이 존재하였다. 확관부에서의 형상변

화 특이성은 전열관에 소성변형에 의한 응력을 부가하며, 확관불균일에 의

한 응력분포의 불균일 및 crevice 형상의 변화를 동시에 야기한다. 따라서 

이러한 형상변화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확관천이부의 형상변화와 

결함의 발생 및 성장이 갖는 상관관계를 밝히는 것이 다음 단계의 중요한 

연구 분야가 되어야 할 것이다.

다. Model F 증기발생기 형상특성 정밀진단

(1) 개요

과기부 고시 2002-18(울진4 SGTR 후속조치)에 따라 2003년 3~5월에 수행

된 원전의 Model F 증기발생기에 대한 2주기 5차(14차) 가동중 검사결과, 

증기발생기 B와 C의 관판 상부에서 bulge 지시가 각각 15, 20개 등 총 35개 

전열관에서 검출되었다. 이들 중 최외곽(Row 59)에 위치한 전열관 16개(증

기발생기 B 9개, C 7개)와 지시신호가 큰 3개 전열관(증기발생기 B 2개, C 

1개) 등 총 19개는 관막음 보수되었고 나머지 16개 전열관은 감시대상 전열

관으로 선정되었다[21].

본 연구에서는 이들 전열관에 대해 bulge의 형상 및 크기를 측정하고 그 

형성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정밀분석을 목적으로 2004년 9~10월에 수행된 2

주기 6차(15차) 가동중 검사기간 중에 감시 대상 16개 전열관과 최외곽의 신

규 지시 신호 전열관 및 주변 전열관들에 대해 P-MRPC 탐촉자를 이용한 

형상검사를 수행하였다.  

(2) Row 59 최외곽 전열관 관판상단 형상변화 분석

2주기 5차 가동중 검사시 bulge 지시가 검출된 row 59 최외곽 전열관은 

Fig. 3.2.3.30의 증기발생기 B hot leg에 9개, 그리고 Fig. 3.2.3.31의 증기발생

기 C cold leg에 7개로 당시에 모두 관막음 되었으며, 2주기 6차 가동중 검

사에서 증기발생기 B hot leg에 MBM으로 기록된 지시신호 2개가 신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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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되었다.

P-MRPC 탐촉자를 이용한 형상검사는 2주기 6차 가동중 검사기간 중에 

row 59 최외곽 전열관중 관막음된 것을 제외한 전열관, 즉, 증기발생기 B 

hot leg의 경우 4개, 증기발생기 C cold leg의 경우 6개 등 총 10개 전열관에 

대해 수행되었다(Fig. 3.2.3.30~31 참조).

이들 전열관의 bobbin profilometry, MRPC, 그리고 P-MRPC 검사 결과 

등을 정밀 분석한 결과, 2주기 6차 가동중 검사에서 새로이 MBM 신호로 기

록되었던 증기발생기 B hot leg의 R59C57과 R59C58전열관의 관판상단에 

형상변화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Fig. 3.2.3.32에 이들 2개 전열관에 대해 본 

과제에서 재분석한 결과를 bobbin profile과 함께 나타내었다.

현장 평가에서는 MBM으로 기록되었으나 본 분석결과에 의하면 관판상

단으로부터 약 0.5inch 상부 지점에 미소한 형상변화(내경의 증가)가 존재함

을 알 수 있으며 R59C57, R59C58 전열관의 내경 증가량은 각각 0.02와 

0.06mm로 분석되었다. Fig. 3.2.3.33은 이들 2개 전열관의 P-MRPC 검사결과

를 나타낸 C-scan 그래프인데 두 전열관 모두 확관 천이부의 상부위치에 원

주상 일부분이 돌출된 bulge 형태의 형상변화가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R59C58 전열관의 P-MRPC 검사신호 데이터 처리를 통해 재구성한 

2D 및 3D profilometry 결과는 Fig. 3.2.3.34와 같다. 이 결과는 정량화된 입

체적 형상변화를 보여주는 것으로, bulge는 확관 천이지역 상부의 free span

에 길이(축)방향으로 약 20mm구간이 완만하게 돌출된 형상을 갖고 있었으

며, 원주방향으로는 약 120°의 원주각 범위에 걸쳐 돌출이 일어났고, 기타 

원주지역은 dent, 타원화(oval) 등 형상의 변화가 거의 없는 정원 형태를 유

지하고 있었다. 최대 돌출지점에서의 내경 증가의 크기는 약 0.17mm로 평

가되었는데 이는 bobbin profile로부터 측정된 평균 반경 증가량 0.06mm ÷ 

2 = 0.03mm의 약 6배에 해당하는 크기로, 국부적인 형상변화가 존재하는 

경우 bobbin profile 결과는 실제 형상변화의 크기를 현저히 과소평가 한다

는 사실을 말해 주고 있다.

2주기 5차 가동중 검사에서 bulge로 평가되어 당시에 관막음된 16개 전열

관(Fig. 3.2.3.30~31 참조) 모두도 bobbin profile과 MRPC 신호 분석결과 

Fig. 3.2.3.32(2주기 6차에서 MBM으로 평가되었으나 본 연구를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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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lge로 분석된 전열관)와 유사한 형상변화 신호가 관판상단에서 발견되어 

동일한 유형의 bulge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Bulge는 최외곽(Row 59) 위치

에 한정되어 서로 인접된 전열관들에서만 나타났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특이점으로부터 bulge의 원주방향 특성을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MRPC 검사시 사용되는 motor unit 내부에는 신호의 원주 위치각을 측정

하기 위해 trigger 신호를 발생시키는 장치가 내장되어 있는데 동일한 검사

그룹(cal-group)내에서 motor unit은 원주방향으로 크게 회전하지 않기 때문

에 신호의 원주 위치각 값으로부터 전열관들 간에 bulge 형성 방향의 유사

성이 존재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Table 3.2.3.3에는 조사 대상인 18개 전열

관(MBM으로 기록된 2개 전열관 포함)중 동일한 검사그룹에 2개 이상의 전

열관이 검사된 경우에 대해 bulge의 원주 위치각을 측정한 결과를 실었다. 

이 결과를 보면 동일한 검사그룹 내에서 bulge의 원주방향이 거의 동일함을 

알 수 있는데, 이 사실로부터 최외곽 전열관에 형성된 bulge는 원주상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해외 발전소의 사례를 살펴보면 프랑스 EdF 원전에서 최외곽에 위치한 

합금 600 재질의 전열관들에서 형상변화가 발생된 특이한 경우가 보고된 바 

있으며[22], 본 연구에서 분석된 결과와 유사한 점이 많음을 알 수 있다. 프

랑스의 경험을 살펴보면, 1996년까지 11개 원전 14개 증기발생기에서 관판 

상부지역이 바깥쪽으로 부풀어 나가는(swelling) 현상이 총 106개의 전열관

에서 관찰되었다. 그 특징은 i) 증기발생기 bundle 최외곽에 위치한 전열관

에서만 이 현상이 관찰되었고, ii) 전열관 주변에서 잔류물질이 발견된 경우

가 50% 이상이었다. 또한 3개 전열관에 대해 인출검사를 수행한 결과, iii) 

swelling의 최대높이는 관판상단으로부터 상부로 80~200mm, 원주 범위각은 

120~180°, 최대 직경의 변화는 0.15~3mm로 전열관별로 서로 상이하였으며, 

iv) 모든 인출 전열관에서 swelling은 bundle casing 방향으로 일어났고, v) 

칫수 측정을 통한 체적 계산결과 재료의 손실(loss)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10%) 국부적인 전열관 두께의 감소가 swelling의 발생 원인이 아님을 확인

하였다. 금속조직 검사를 통하여, vi) swelling이 일어난 부분의 외면지역 경

도값이 약 50% 정도 증가되었으며, vii) 이에 대응되는 내면지역에는 최대 

깊이 100㎛의 입계와 입내 균열이 혼합된 미소 균열이 다수 존재함을 알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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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3.3  Circumferential location of bulge in trigger angle

검사 차수 전열관
Bulge Trigger 각도 

(deg)
비고

2-6th
SG-B-HL, R59C57

SG-B-HL, R59C58

233.4

232.0

MBM

→ Bulge

SG-B-HL, R59C66

SG-B-HL, R59C67

70.5

67.5

BLG/

Plugged

SG-B-HL, R59C59

SG-B-HL, R59C60

SG-B-HL, R59C61

202.0

202.5

198.8

SG-B-HL, R59C63

SG-B-HL, R59C64

SG-B-HL, R59C65

281.2

293.2

293.2

SG-C-CL, R59C60

SG-C-CL, R59C61

136.0

136.0

SG-C-CL, R59C62

SG-C-CL, R59C63

SG-C-CL, R59C64

SG-C-CL, R59C65 

SG-C-CL, R59C66

102.9 

103.6

106.5

96.2 

72.7



- 261 -

다. 따라서 이 현상은 외면으로부터 야기된 응력에 의한 것으로 추측되었

으며 모사시험을 통하여 일부시편에서 잔류물질의 충돌에 의해 동일한 형

상변화가 야기될 수 있음을 증명하였으나, 정확한 발생원인 및 기구는 규

명하지 못하였다.

Fig. 3.2.3.35는 EdF에서 인출한 swelling이 발생된 전열관의 형상과 인출

전에 전열관 주변에 존재하였던 잔류물질을 보여주는 사진인데 인출전열관

의 형상이 본 연구에서 수행된 R59C58전열관에 대한 형상측정결과(Fig. 

3.2.3.34)와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정밀분석을 통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주기 6차 가

동중 검사시 MBM으로 평가된 최외곽 전열관 2개는 bulge로 판명되었으며, 

2주기 5차 가동중 검사시 bulge로 평가되어 관막음된 전열관과 동일한 신호

유형을 갖고 있었다. 이 최외곽 전열관들의 bulge 신호가 가동 중에 새로이 

나타난 것이라면 bulge의 원주 위치각이 같은 검사그룹 내에서 거의 동일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프랑스 원전에서 경험한 전열관 swelling에 의해 형성

된 bulge인 것으로 판단된다. 

      

(3) Bulge 지시 감시대상 전열관의 관판상부 형상분석

2주기 5차 가동중 검사에서 bulge 지시로 기록되어 감시대상으로 선정된 

전열관중 증기발생기 B 3개, C 12개에 대해 2주기 6차 가동중 검사 기간중

에 P-MRPC 형상검사를 수행하였다.

Table 3.2.3.4는  bulge의 길이방향 위치, 형상변화의 크기 등을  bobbin 

신호의 재평가를  통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Bulge의  길이는  전열관별로  

관판 상단으로부터 상부로 0.57~2.9inch 까지 존재하고 있으며 bobbin 

profilometry로 부터 측정한 직경증가의 크기는 최소 0.17mm, 최대 0.57mm

이다. 이들 전열관에서는 최외곽 전열관에서 관찰된 형상변화와는 다소 다

른 양상이 관찰되었다. 그 예로서 증기발생기 B의 R50C69전열관에 대한 

bobbin profilometry와 MRPC C-scan 결과를 Fig. 3.2.3.36에 실었다. 그 특

징은 bobbin profile에서 bulge 신호가 확관부 천이신호와 연결되어 미소한 

변곡점 형태로만 구별되기 때문에 bobbin profile 자체로는 bulge의 탐지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또한 MRPC C-scan 결과를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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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3.4  Summary on the re-evaluation of bobbin data for tubes   

              called BLG

SG Row Col. Location
현장평가 결과

(2주기 6차)

Bobbin 신호 재분석

전열관

(mm)

Bulge

(mm)

확관

(mm)

B

41 25 TSH+0.86 BLG 15.44 15.63 15.78

50 69 TSH+0.67 BLG 15.44 15.62 15.77

32 112 TSH+1.70 BLG 15.44 15.63 15.79

C

6 29 TSH+1.11 BLG 15.44 15.63 15.75

19 31 TSH+2.26 BLG 15.44 15.96 15.81

7 35 TSH+1.26 BLG 15.44 15.68 15.83

6 58 TSH+2.90 BLG 15.44 15.63 15.83

46 59 TSH+0.57 BLG 15.44 15.85 15.83

45 64 TSH+1.14 BLG 15.44 16.01 15.85

46 66 TSH+1.17 BLG 15.44 16.00 15.82

20 76 TSH+1.49 BLG 15.44 15.81 15.82

20 78 TSH+1.18 BLG 15.44 15.65 15.83

48 86 TSH+1.25 BLG 15.44 15.90 15.80

13 91 TSH+0.94 BLG 15.44 15.61 15.79

7 94 TSH+0.70 BLG 15.44 15.69 1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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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cake coil의 형상변화 신호가 2개의 peak로 구성된 bulge 신호 외에 

여러 개의 peak 들이 동시에 존재하고 Lissajous도 매우 복잡한 형태임을 

알 수 있다. Fig. 3.2.3.37은 동일 전열관에 대한 P-MRPC 검사신호를 데

이터 처리를 통해 재구성한 2D 및 3D profilometry 결과인데 형상변화가 

관판상단에서부터 상부 쪽으로 연속되어 있으며 bulge와 dent가 같은 원주

상에 동시에 존재하는 복잡한 형상변화가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D profilometry를 자세히 살펴보면 bulge와 연결된 양쪽 끝단에 dent 2

개가 연속적으로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bulge의 반경방향 최대크기

(원주각 45° 지점)는 0.32mm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bobbin profile로 부터 

측정된 평균 반경증가량(0.18mm ÷ 2, Table 3.2.3.4 참조)의 약 3.5배에 

해당하는 값이다. 이와 같은 형상분석결과로부터 bobbin profilometry에서 

bulge 신호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bulge의 크기가 과소평가된 이유는 

각각 형상변화가 관판상단으로부터 상부로 연속적으로 발생되었고, 동일 원

주상에 bulge와 dent가 동시에 존재하였기 때문으로 해석될 수 있다.

관판상단으로부터 연속적인 형상변화가 상부로 진행되었다는 사실은    

확관 과정에서 형상변화가 야기되었을 가능성이 높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Fig. 3.2.3.38은 증기발생기 B의 R50C69와 R32C112 전열관의 MRPC C-scan 

결과인데 두 경우 모두 pancake coil의 확관 천이부 형상변화 신호가 국부적

으로 나타나지 않은 원주위치(화살표로 표시)의 상부지역에서 bulge가 형성

되었음을 알 수 있다. 확관 천이부의 형상변화 신호가 국부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은 수압확관시 확관 지역과 비확관 지역을 구분하는 압력경계 

역할을 하는 seal(o-ring)의 일부가 전열관 내면과 확관치구 사이의 공간을 

통해 상부지역으로 빠져나갔다는(extrusion) 증거이며, 이 경우 seal은 free 

span 지역으로 밀려나가 길이방향으로 bulge를 야기 시킬 수 있고 또한 국

부적인 돌출에 수반하여 bulge의 양쪽 끝에는 2개의 dent가 형성되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2주기 5차 가동중 검사에서 bulge 지시로 기록되어 감시대상

으로 선정된 전열관들은 모두 동일 원주상에 bulge와 dent가 같이 존재하는 

특이한 형상변화를 보였으며 MRPC 검사 결과에서 확관 천이부의 형상변화 

신호가 국부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특징을 보였다. 그 발생원인은 수압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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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발생된 국부적인 seal-extrusion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유형

의 형상변화는 bulge와 dent가 동일 원주상에 같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존 

bobbin profilometry 방법으로 검출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4) 요약

i) 2주기 6차 가동중 검사시 MBM으로 기록된 최외곽 전열관 2개는 bulge

로 판명되었으며, 2주기 5차 가동중 검사시 bulge로 평가되어 관막음된 전

열관과 동일한 신호유형을 갖고 있었다. 이 최외곽 전열관들의 bulge 신호

가 가동 중에 새로이 나타난 것이라면 bulge의 원주 위치각이 같은 검사그

룹 내에서 거의 동일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프랑스 원전에서 경험한 전열관 

swelling에 의해 형성된 bulge인 것으로 판단된다.

ii) 2주기 5차 가동중 검사에서 bulge 지시로 기록되어 감시대상으로 선정

된 전열관들은 모두 동일 원주상에 bulge와 dent가 같이 존재하는 특이한 

형상변화를 보였으며 그 발생원인은 수압확관시 발생된 국부적인 seal- 

extrusion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유형의 형상변화는 bulge와 dent

가 동일 원주상에 같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존 bobbin profilometry 방법으

로 검출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으며 따라서 bulge 형성 전열관에 대한 검출

기법의 재검토가 요구된다.

iii) Bulge의 축방향 길이가 길고(최대 2.9 inch), P-MRPC 탐촉자를 이용한 

형상검사 결과 bulge의 크기는 bobbin profile로 측정한 값보다 3배 이상 컸

으므로 정확한 칫수 측정을 통한 bulge 지시 전열관의 보수기준이 설정되어

야 한다.

iv) 새로운 손상 유형에 대한 발생원인 규명을 위하여 전열관 인출, 신호

재현, 모사 부식시험 등 적극적인 연구방안의 수립이 필요하다.

라. 표준원전 증기발생기 전열관 근접현상 정밀진단

(1) 개요

2003년 2월에 수행된 Plant A 호기 증기발생기 가동전 검사에서는 bobbin 

코일의 differential channel에서는 거의 검출되지 않으면서 저주파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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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olute channel에서 완만한 변화를 보이는 신호(ADS, absolute drift 

signal)가 전열관의 길이 방향으로 존재하고 있음이 보고되었다[23]. 이러한 

신호는 SG #1 hot leg 105개소와 cold leg 141개소, SG #2 hot leg 112개소

와 cold leg 235개소, 합계 593개소에서 나타났다. 이는 전열관 배열 간격이 

일정하게 유지되지 못하여 이웃 전열관끼리 근접 또는 접촉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 바 있다. 또한 Plant A 호기보다 앞서, 2001년 2월에 수

행된 Plant B 호기에 대한 가동전검사 신호를 정밀 분석한 결과, 검사보고서

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뚜렷한 근접신호를 보이는 전열관이 발견되었

다.  

본 보고서에서는 증기발생기의 구조적 측면에서 전열관 근접현상 발생원

인을 분석하고, 향후 근접 전열관 검사 및 관리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2) 전열관 근접과 증기발생기의 구조적 관계

Plant A 호기를 포함한 한국형 표준원전 증기발생기의 전열관다발과 상

부지지 구조물의 개략도를 Fig. 3.2.3.39에 나타내었다. 상부 전열관다발 지

지구조물은 eggcrate, bat wing, vertical strip, horizontal bar로 구성된다. 

Eggcrate(EC)는 전열관과 전열관의 전후좌우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시키게 

하며, bat wing(BW)과 vertical strip(VS)은 전열관의 전후간격(그림에 수직

방향)을 유지시켜 주는 구조물이다. 그리고 그림에는 나타나 있지 않으나 

VS의 slit에 고정된 horizontal bar(HB)는 상부 전열관다발 수평부 전열관의 

상하 간격과 VS의 간격을 유지하도록 설치되어 있다. 

전열관의 길이가 Row number에 따라 다르므로 각각의 EC에는 해당 EC

에서 전후좌우 간격이 최종 고정되는 전열관들이 존재하게 된다. 즉, 8번 

EC에서는 Row 1~41번까지, 9번 bottom partial EC에서는 Row 42~75번까

지, 10번 middle partial EC에서는 Row 76~109번까지의 전열관들이 최종 

고정되어 설치된다. 여기서 8번 EC를 대상으로 살펴보면, Row 1번으로부터 

41번 전열관으로 갈수록 EC로부터 지지된 전열관길이가 길어지게 된다. 따

라서 41번 전열관으로 갈수록 좌우간격(0.25“)의 유지가 어려워지게 된다. 

즉, 전열관들의 전후 간격은 BW과 VS에 의하여 유지되고 있으나, 전열관들

의 좌우 간격을 유지시켜 주는 지지구조물이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41번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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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관으로 갈수록 설계상 1/4인치(약 6mm)의 좌우간격 유지가 어려워지게 

되는 구조적 취약점으로 인해 EC 지지점으로부터 멀어진 전열관의 곡관부 

직하 부근에서의 근접현상 발생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이는 9번, 10번, 11

번 EC에 의하여 최종 고정된 외곽 전열관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와 같이 근접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구조적 취약구역을 A~D 구역으

로 표시하였다. 참고로 이러한 지역은 전열관의 지지력이 저하된 특징을 가

지므로 전열관의 마모손상 측면에서도 민감한 지역에 해당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Plant A 호기 전열관 근접신호 분포를 구조적 취약부와 

비교하면 Fig. 3.2.3.40~43과 같다. 모든 전열관들의 근접위치가 구조적으로 

취약한 A~D band 내에 포함됨을 명확히 알 수 있다.

한편 Plant A 호기보다 앞서, 2001년에 수행된 Plant B 호기 가동전 검사 

신호를 정밀 분석한 결과, 검사보고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뚜렷한 근

접신호를 보이는 전열관이 발견되었다. 해당 전열관은 SG #1의 R35C95와 

R37C95로서, Fig. 3.2.3.44에 나타낸 바와 같이 ECT 신호상으로 대략 320 

mm의 길이에 걸쳐 전열관 근접현상이 관찰되었다. 이들 전열관은 구조적 

취약부 A 지역에 해당하는 위치에 존재한다. Fig. 3.2.3.45에서 알 수 있듯이 

두 개 전열관의 최대 근접위치의 각도 차이가 약 180o로서 인접한 Row의 

전열관 간격 불균일에 의한 근접현상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근접 전열관 검사

앞에서 살펴본 Plant A 호기 전열관 근접신호의 현장평가 결과는 bobbin 

탐촉자의 신호를 근거로 한 것이다. 근접전열관의 적절한 평가와 관리를 위

해서는 실제 전열관의 근접거리를 정량화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는 전열

관 검사 탐촉자의 종류와 전열관 재질에 따른 근접도 신호평가에 대한 연구

결과를 기술하고자 한다.

Fig. 3.2.3.46은 전열관 재질이 Alloy 600 HTMA인 경우에 대하여 근접거

리를 변화시키면서 얻은 bobbin과 MRPC의 신호진폭의 변화를 표시한 것이

다. 두 개의 전열관이 완전히 접촉하고 있을 때의 신호진폭을 기준으로 상대

적인 크기를 나타내었다. Bobbin에 비하여 MRPC의 경우가 접근 간격에 따

른 진폭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는 MRPC를 사용할 때 상대적으로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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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한 전열관의 간격을 보다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전열관 재질이 Alloy 690 TT인 경우는 Fig. 3.2.3.47에서와 같이 MRPC를 

사용할 때 Alloy 600에 비하여 수 %의 신호진폭 증가가 관찰되었다. 그러나 

전열관 간격변화에 대한 신호진폭 변화거동은 Alloy 600의 경우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결론적으로 실제 전열관의 근접거리를 정량화하기 위해서는 MRPC를 이

용한 검사가 보다 정확함을 알 수 있다.

(4) 전열관 근접에 의한 사고 사례 및 교훈

Palo Verde 2호기는 CE System 80의 증기발생기로서 1986년 9월 상업운

전을 시작하여 1993년 3월 전열관 파단사고를 경험하였다[24]. 파단은 증기

발생기 2번 hot leg R117C144 전열관의 8번과 9번 eggcrate 사이의 free 

span에서 발생하였다. 파단부위에서 발견된 응력부식균열은 8번 eggcrate 

상단 760mm로부터 시작하여 약 250mm의 축방향 길이를 나타내었다. 파단

전열관 인출결과 2차측 IGA와 2차측 IGSCC 결함이 관찰되었다.

사고 후 수행된 video inspection을 통하여 전열관 근접이 확인되었으며, 

전열관이 거의 접촉할 정도로 근접된 위치에서는 bridging deposit이 존재

함이 관찰되었다. 이에 따라 전열관표면에 존재하는 deposit을 검출하기 위

하여 MRPC 검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2호기 증기발생기 #1에서는 570개

의 전열관에서 677개소의 deposit이 존재하였고 이중에서 227개의 전열관에

서 110개의 deposit이 pair를 이루고 있었으며, 증기발생기 #2에서는 415개 

전열관에서 발견된 464개의 deposit 중 131개 전열관에서 65개의 deposit이 

pair를 이루고 있었다. 이 때 발견된 전열관 상부다발 free span에서의 102

개 axial crack 중 54개 이상이 pair를 이루고 있는 deposit 부위에서 발생하

였다.

Fig. 3.2.3.48은 증기발생기 #2의 deposit 분포와 이중에서 pair를 이루고 

있는 deposit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Deposit은 07H와 bat wing 상부 수 

인치 범위 사이에 주로 존재하였다. 여기서 pair를 이루고 있는 bridging 

deposit은 대개 전열관이 근접한 상부다발에 분포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전

열관이 최종적으로 지지되는 eggcrate로부터 멀어진 위치에 해당한다.



- 280 -



- 281 -



- 282 -

실제로 파단 전열관은 Fig. 3.2.3.49에 나타낸 바와 같이 scallop bar에 인

접하여 있으며, 8번 eggcrate에 의하여 최종 고정된 전열관 중 가장 최외각 

전열관에 해당한다. 파단 전열관 인출 후 수행된 video 검사에서 파단 전열

관과 근접한 R115C144 전열관에는 서로 연결된 deposit이 존재함이 확인

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 free span에서 파단에 이른 결함발생의 주요 원인은 전

열관근접에 의한 crevice의 형성이었으며 이 부위에 deposit가 침적된 상태

에서, 염기성 불순물이 농축되면서 긴 균열이 발달되어 파단에 이른 것으로 

판명되었다. 또한 resin 누출에 의한 sulfate 준위 증가, 외면 scratch에 의한 

국부응력, 다소 낮은 입계 크롬탄화물 분포의 미세조직도 결함 발생의 요인

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Palo Verde에서는  Table 3.2.3.5~6에 제시한 바와 같이 파단사고 

직후부터 7H eggcrate로부터 2VS의 범위에 걸쳐 있는 전열관 arc 지역에 대

하여  MRPC 검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수량은  각 증기발생기당 평균 

3,500개 전열관에 이르고 있다[25].

이상의 경험은 한국형 증기발생기에서 나타난 전열관 근접현상과 매우 유

사한 것으로서, 향후 근접전열관의 검출뿐만 아니라 근접전열관에서의 

deposit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

(5) 요약

한국형 표준원전에서의 전열관 근접현상은 증기발생기의 구조적 문제와 

연관성이 있으므로 가동중 검사에 의한 감시와 관리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이를 위해서는  전열관 근접도의  정량적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 때

MRPC를 이용한 검사가 보다 정확한 측정값을 얻을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근접된 전열관에는 물론이고, 전열관 상부다발과 지지구조물에는 deposit이 

침적되며, 이 때 heat flux와 dry out에 의한 불순물 농축과 이에 따른 균열

이 발생한 사례로 볼 때, 전열관 상부다발에 대한 deposit 평가 및 감시도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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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3.5  Typical ISI-ECT program of Palo Verde Unit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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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3.2.3.6  MRPC examination amounts for arc region 

                    of Palo Verde Unit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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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표준원전 증기발생기 마모손상 정밀진단

(1) 표준원전 증기발생기의 기본 구조

한국 표준원전(KSNP)은 미국의 Palo Verde(1,300MWe) 원전을 참조 발전

소로 하여 이를 1,000MWe 급으로 scale down한 것으로서 Combustion 

Engineering(CE)형 원자로 모델을 갖는다. 표준원전은 각 호기당 2대의 증

기발생기를 가지며, 증기발생기당 8,214개의 전열관이 배열되어 있다. 

표준원전 증기발생기의 마모손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표준

원전 증기발생기의 구조적 특징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표준원전 증기발생

기 내부에는 “⊓”자형 구조로 꺾여져 있는 상부 전열관 다발의 진동을 억제

하기 위한 반진동구조물(AVS, Anti-Vibration Structure)이 설치되어 있다. 

한국 표준원전 증기발생기의 AVS는 Westinghouse 모델과 달리 bat  

wing(BW), vertical strip(VS)과 horizontal strip(HS) 이라는 지지물로 구성

되어 있다.  

Fig. 3.2.3.50은 표준원전 증기발생기내에서 AVS가 설치된 부분의 개략도

이다. 그림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AVS는 증기발생기내 최상단 full 

type tube support plate(TSP)의 윗 부분 중 partial type TSP가 존재하지 않

는 영역에 설치되어 있으며 이 영역에서의 전열관들의 진동을 잡아주는 역

할을 하게 된다. BW는 V자형의 양날개 형태이며 전열관들이 90° 각도로 꺾

이는 곡관부를 따라 위치하게 된다. VS는 수직방향으로 BW와 일체형으로 

연결되어 있다. BW의 양쪽 날개 각각에 2개씩의 VS가 연결되므로 BW 1조

에 VS이 총 4개가 연결된 구조를 갖는다. 이들 BW와 VS는 두께와 폭이 각

각 2.29mm, 50.8mm인 얇은 판재이며, 각 판재에는 유체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2열의 직원형(直圓形) 구멍들이 판재의 길이방향과 평행한 방향

으로 엇갈리게 천공되어 있다. HS는 Fig. 3.2.3.50의 수평부에 해당하는 위치

에서 Fig. 3.2.3.51에 나타낸 바와 같이 VS에 수직되게 끼워지는 판재로서, 

그림에서와 같이 수평부 전열관들을 사각형 단면구조의 격자사이로 배열시

켜 유체의 상향류에 의한 전열관의 상하진동 잡아주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HS는 전열관 배열구조상 VS의 일정 높이 이상에만 설치되도록 설계되어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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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AVS와 전열관들의 배열상태에서 유체흐름에 의한 진동으로 AVS

와 전열관이 접촉하여 전열관 표면에 마모손상이 발생된다. BW 및 VS와 

전열관 표면 사이의 간격은 제작규격상 약 0.33mm이며, HS와 전열관 표

면 사이의 간격은 약 0.44mm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유체진동에 

의한 AVS와 전열관간의 접촉(선접촉 또는 점접촉)이 매우 쉽게 일어나며 

진동에 기인하여 전열관 표면에서 국부적인 마모손상이 진행된다.

 

(2) 증기발생기 전열관 마모손상 현황

표준원전 증기발생기의 마모손상은 CE형 증기발생기에서 공통적으로 나

타나는 현상으로 알려져 있으나, Fig. 3.2.3.52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표

준원전의 마모손상이 다른 증기발생기 모델에 비해 초기부터 상대적으로 빠

르게 진행된다는 특징을 갖는다. 

그리고 이러한 마모손상은 Fig. 3.2.3.53에 나타낸 바와 같이 증기발생기의 

중앙부에 위치하는 전열관 row No. 22∼40 영역에 집중되는 특징을 갖는데 

이는 표준원전 증기발생기의 구조적 특징에 기인하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

다. 즉, 표준원전 증기발생기 중앙부에는 관판(tubesheet) 고정에 이용되는 

직경 약 36인치의 원통모양의 stay cylinder가 설치되므로 전열관 다발의 중

앙은 비어 있는 구조를 갖게 된다. 따라서 stay cylinder 상부에서는 상향류 

유속이 빠르게 되고 이에 기인되는 진동이 다른 영역에 비해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 위치에 해당하는 row No. 22∼40의 전열관에서 초기에 마모가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또한 이 영역의 높은 가동온도 역시 마모 

진행 속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판단되고 있다.

이러한 가동초기의 마모집중 발생 문제 외에도 표준원전 증기발생기의 마

모손상은 반진동구조물의 전반적인 구조적 취약점에 기인하여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점을 최근에 본 연구의 정밀진단기술을 이용하여 밝힌 바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제4절 1항에서 상세하게 기술하기로 한다. 

(3) 마모손상 부위 ECT 정밀진단 및 원인규명

일반적인 가동중 ECT 검사에서의 마모손상 평가는 전열관만을 대상으로 

하여 마모의 발생 위치와 마모깊이를 평가하는 것에 국한된다. 그러나 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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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는 ECT MRPC 검사시 저주파수를 사용하여 전열관의 마모손상 신

호뿐만 아니라 이에 대응되는 위치에 존재하는 AVS의 신호를 동시에 얻어 

마모손상과 구조적 관계를 평가하는 기법을 도입하였다. 검사 및 평가 대상 

범위는 울진 4호기 1차 ISI에서 관두께 30% 이상의 마모손상 신호를 나타

낸 16개의 결함(전열관 수 16개)과 영광 3호기 5차 ISI에서 40% 이상의 결

함신호를 나타낸 28개 결함(전열관 수 19개)을 대상으로 하여 가동년수의 

차이에 따른 마모손상 특성의 비교평가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가) 전열관과 AVS 동시진단 신호해석

Fig. 3.2.3.54에는 마모손상부의 전열관과 AVS를 동시 진단하여 얻어진 

ECT C-scan 신호의 예(Fig. 3.2.3.54-a)와 신호해석의 설명에 필요한 AVS 

BW/VS 판재의 개략도(Fig. 3.2.3.54-b)를 함께 나타내었다.

Fig. 3.2.3.54-(a)에서 위의 그림은  전열관의 마모손상 신호를 나타내는 것

으로서 화살표로 표시된 곳이 전열관 표면의 마모위치에 해당되며, 신호진

폭(peak)의 높이는 마모손상(마모깊이)의 상대적인 크기만을 나타내는 것이

다. 그리고 Fig. 3.2.3.54-(a)의 아래 그림은 전열관 마모손상부의 앞뒤 또는 

상하에 존재하는 BW/VS와 HS 판재 구조물의 신호, 즉 전열관 마모부위에 

대응되는 위치에 존재하는 구조물의 신호이다. 

Fig. 3.2.3.54-(b)에 나타낸 바와 같이, BW/VS 반진동구조물에는 판재의 

길이 방향에 평행하게 2열의 직원형 구멍들이 뚫려 있으며, 각 구멍을 중심

으로 좌우로 각각 넓은 폭(W-side)과 좁은 폭(N-side)의 부분이 형성된다. 

따라서 판재 C-scan의 신호는 이러한 형태에 대응하여 나타나게 된다. 즉, 

Fig. 3.2.3.54-(b)의 판재 C-scan 신호에 표시한 바와 같이, 신호의 폭이 넓게 

나타나는 영역은 판재의 W-side에 대응되는 것이고 좁게 나타나는 영역은 

N-side에 해당된다. 그리고 두 신호 사이에 푹 꺼진 부분은 구멍부분에 해당

된다. 이와 같은 신호해석 기준에 따라 다음 항에서 정밀진단 결과를 살펴보

기로 한다. 

(나) 마모손상 특성 정밀진단 결과

Fig. 3.2.3.55~57은 1차 ISI(울진 4호기), Fig. 3.2.3.58~60은 5차 ISI(영광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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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N-4, SG1-(5),   R35/C73, BWH-N, 49%

Fig. 3.2.3.55   MRPC C-scan signals showing the relation of arrangement
between SG tube and AVS at wear area – UCN-4, R35/C73. 

UCN-4, SG1-(5),   R35/C73, BWH-N, 49%

Fig. 3.2.3.55   MRPC C-scan signals showing the relation of arrangement
between SG tube and AVS at wear area – UCN-4, R35/C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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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N-4, SG1-(6),   R35/C93, 3VS-W, 31%

Fig. 3.2.3.56  MRPC C-scan signals showing the relation of arrangement
between SG tube and AVS at wear area – UCN-4, R35/C93. 

UCN-4, SG1-(6),   R35/C93, 3VS-W, 31%

Fig. 3.2.3.56  MRPC C-scan signals showing the relation of arrangement
between SG tube and AVS at wear area – UCN-4, R35/C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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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HS

UCN-4, SG1-(11),   R94/C58, 2VS-HS, 33%

Fig. 3.2.3.57  MRPC C-scan signals showing the relation of arrangement
between SG tube and AVS at wear area – UCN-4, R94/C58. 

HS

HS

UCN-4, SG1-(11),   R94/C58, 2VS-HS, 33%

Fig. 3.2.3.57  MRPC C-scan signals showing the relation of arrangement
between SG tube and AVS at wear area – UCN-4, R94/C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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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GN-3, SG2-(1), R25/C101, BWH-N, 44%

Fig. 3.2.3.58  MRPC C-scan signals showing the relation of arrangement
between SG tube and AVS at wear area – YGN-3, R25/C101. 

YGN-3, SG2-(1), R25/C101, BWH-N, 44%

Fig. 3.2.3.58  MRPC C-scan signals showing the relation of arrangement
between SG tube and AVS at wear area – YGN-3, R25/C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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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GN-3, SG2-(9), R37/C83, BWH-N, 52%

Fig. 3.2.3.59  MRPC C-scan signals showing the relation of arrangement
between SG tube and AVS at wear area – YGN-3, R37/C83. 

YGN-3, SG2-(9), R37/C83, BWH-N, 52%

Fig. 3.2.3.59  MRPC C-scan signals showing the relation of arrangement
between SG tube and AVS at wear area – YGN-3, R37/C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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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GN-3, SG1-(1), R27/C67, BWH-W, 47%

Fig. 3.2.3.60  MRPC C-scan signals showing the relation of arrangement
between SG tube and AVS at wear area – YGN-3, R27/C67. 

YGN-3, SG1-(1), R27/C67, BWH-W, 47%

Fig. 3.2.3.60  MRPC C-scan signals showing the relation of arrangement
between SG tube and AVS at wear area – YGN-3, R27/C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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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의 동시 정밀진단으로부터 얻어진 ECT C-scan의 결과 중 일부를 나타

낸 것으로서, 마모손상부에서의 전열관과 AVS간의 관계를 잘 나타내고 있

다. 각 그림중 위와 아래의 C-scan 그림은 각각 전열관의 마모손상 신호와 

AVS의 신호이다. 

Fig. 3.2.3.55~60의 대부분의 경우에서, 전열관 마모신호(위 그림)와 일대일 

대응되는 위치에서 높은 peak(진폭) 값을 갖는 AVS의 신호(아래 그림)가 잘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판재의 폭 방향으로 진폭이 연속적으로 변화된 신호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AVS 판재의 신호에서 진폭의 차이는 전열관 

표면과 구조물간의 거리 즉, 상대적 근접도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높

은 진폭을 나타내는 부분은 전열관과 AVS가 아주 가깝게 위치함을, 반대로 

낮은 진폭 부분은 전열관과 AVS간의 거리가 상대적으로 더 떨어져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Fig. 3.2.3.55의 경우, i) 전열관 마모위치에서 전열관과 AVS 판재

가 밀착되어 있거나 또는 판재 N-side의 끝부분이 이미 전열관의 마모깊이

(이 경우 두께 49%에 해당)까지 침투된 배열상태임을 알 수 있고, ii) 판재의 

W-side 쪽은 두 구조물간에 상대적으로 떨어져 있어서 현재까지 전열관 표

면에 마모 손상이 유발되지 않았음을 보여 주며, iii) 한편, 마모손상부 맞은

편(마모손상부와 180°반대편의 전열관 표면)의 경우, 판재와 전열관 표면간

에 어느 정도의 간격이 유지된 채 마모가 발생되지 않은 상태임을 보여 준

다. 

전열관과 AVS에 대한 동시 진단에서 얻어지는 이러한 정보로부터 Fig. 

3.2.3.55의 경우의 마모특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중요한 결과들을 도출할 

수 있다. 

i) 마모손상 발생위치에서 전열관과 AVS 판재 두 구조물이 서로 평행하게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지 못하고 약간 경사지게 배열되어 판재의 N-side 또

는 W-side의 끝부분 모서리와 전열관 표면의 국부적 접촉부분이 형성되므

로서, FIV 조건에서 이들 접촉부분의 마찰이 급속한 마모손상의 직접적인 

원인임을 확인할 수 있고,   

ii) 전열관을 중심으로 앞뒤에 존재하는 AVS 판재와의 배열상태 중, 전열

관/AVS 판재간의 비정상적 뒤틀림이 상대적으로 큰 한쪽 면에서 먼저 마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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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진행된 단면 마모거동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 밖의 Fig. 3.2.3.56~60의 경우에 대한 해석도 위와 같은 기준에 따르게 

되므로 각 경우에 있어서 마모거동의 특징만을 간략히 기술하기로 한다. 

Fig. 3.2.3.56의 마모거동은 Fig. 3.2.3.55와 거의 유사한 경우이나, 전열관 

앞뒤에 위치한 두개의 AVS 판재중 마모결함 위치 맞은편 판재의 신호진폭

이 상당히 큰 점으로 미루어 보아 두 구조물이 상당히 근접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위의 전열관에서 마모손상 신호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이다. 

이는 판재의 폭 방향 진폭변화가 거의 없는 점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두 구

조물이 근접되어 있으나 비교적 평행하게 일정 간격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

으로 해석할 수 있다. 

Fig. 3.2.3.57의 경우는 분석대상 44개 결함 중 유일하게 전열관 상하에 위

치하는 HS의 비정상적 배열에 의해 마모가 발생된 경우이다.

Fig. 3.2.3.58~60은 이미 5주기가 경과된 시점에서 마모손상부에 대하여 검

사한 결과이므로 Fig. 3.2.3.55~57의 1주기 가동후 마모거동과 다른 양상을 

띨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실제 결과에 있어서도 다른 점을 찾을 수 있었다. 

Fig. 3.2.3.58은 가동년수가 긴 경우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었던 전

열관 표면의 양면 마모거동을 나타내고 있다. 즉, 전열관 앞뒤에 위치하는 2

개의 판재와 접하는 전열관의 양쪽 표면에서 모두 마모결함이 진행되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서 전열관 양쪽 판재의 근접도와 경사배열 신호로부터 양면 

마모특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Fig. 3.2.3.59 역시 가동년수가 긴 경우에 예측되는 심각한 마모손상의 예

이다. 이 경우는 단면마모에 해당하나 전열관 한쪽 표면의 두 위치에서 마모

가  진행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즉, 판재의 N-side에 대응되는 표면에서 마

모가 많이 진행됨과 동시에 이보다는 작지만 W-side에 대응되는 표면에서

도 마모가 발생되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와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판재

의N-side 모서리와 전열관 표면간의 마모가 상당량 진행되어 N-side 부분의 

판재 폭이 전열관 표면의 두께방향으로 깊숙이 들어가게 되면 이어서 인접

한 구멍의 안쪽 모서리와 전열관 표면의 새로운 접촉이 발생되는 기하학적 

조건에서 W-side 판재 폭 방향(전열관 길이방향)으로 2차적인 마모가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따라서 마모량(마모 깊이)도 커지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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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이 경우 실제로 최대 마모깊이가 전열관 두께의 52%로 매우 크게 나타

났음을 알 수 있다.

Fig. 3.2.3.60은 전열관의 한쪽면에만 마모결함이 나타난 단면 마모거동을 

보이고 있으나 마모결함 부위 및 판재의 신호가 1주기 결과와 달리 날카롭

지 못한 특징을 보이고 있고, 특히 판재의 마모도 일부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 진다.

이와 같은 표준원전 가동 초기에 발생된 마모결함 및 5주기 가동후 검출

된 마모결함 44개에 대한 정밀진단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마모손상 거동의 

공통사항을 확인하였다. 

  i) 마모부위의 전열관과 AVS 판재가 평행하게 배열되지 못하고 비     

정상적으로 비틀려 경사각을 이룬 배열상태를 이루고 있다.

  ii) 두 구조물간의 배열상태가 평행에서 크게 벗어난 부위에서 마모가 

심하게 나타났다.

  iii) 증기발생기 hot-leg에서의 마모발생이 cold-leg에 비해 약 2∼3배 높

게 나타났다.

한편 두 발전소의 가동기간 차이에 따른 마모거동의 차이점으로서는 

Table 3.2.3.7에 정리한 바와 같이, 단면 또는 양면 마모, 마모깊이, 마모부위

의 형상 특성 등에 있어서 비교되었다. 그리고 2차 마모진행의 진행은 가동

년수가 긴 경우에서만 나타났다. 

(3) 요약

이상에서 살펴본 진단결과 해석에 따라 표준원전의 마모손상 원인을 다음

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표준원전 증기발생기 전열관의 마모손상 가속에 대한 1차적인 원인은 전

열관과 AVS 판재(BW, VS, HS)가 서로 평행한 배열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경사지게 비정상적으로 배열되어 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즉, 유체유발

진동(FIV) 조건에서 전열관 표면은 AVS 판재 양단의 모서리와 국부적으로 

접촉하게 되고 이에 따라 접촉부위에서 발생되는 반복적인 높은 응력의 작

용으로 마모손상이 급격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원인규명에 대응하여 다음과 같은 마모손상 완화 대책을 수립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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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3.7  Differences in SG tube wear aspects of two plants

                 with different operation cycles 

UCN 4 (1st ISI) YGN 3 (5th ISI)

Wear

Surface

- Most are one-sided wear

- Sharp and deep appearance

- Several are two-sided wear

- Secondary wear are in progress

Wear

Depth(%)
max. 49/min. 40 max. 55/min.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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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i) 기술검토를 거쳐 단기간에 반영시킬 수 있는 대책

    • AVS 판재 모서리 영향(edge effect) 최소화를 위한 기술검토

      - 전열관/AVS간 경사각 최소화 기술

      - AVS 판재 평활성 및 직진성 유지 기술

    • 구조물 간격, 두께공차 최적화 기술검토

      - 전열관/AVS 간격 최적화

      - AVS 판재 두께공차 최소화

  ii)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증기발생기 상부 구조물의 설계 개선안

     본 연구를 통하여 제시된 설계 개선안과 공개된 개선 모델의 모형제

작에 관한 내용은 제4절 1. 항에서 상세하게 기술하기로 한다. 

바. 표준원전 증기발생기 신규 유형 마모신호 정밀분석

(1) 개요

Plant B 호기 1주기 가동중 검사에서 SG #1의 R25C101, SG #2의 R25C65

와 R25C101 전열관의 BW 위치에서 마모손상이 발견되어 관막음 조치된 바 

있다. 이들 전열관은 가동 1주기 만에 관막음 기준을 초과하는 큰 마모속도

를 나타내었으며, R25C101 전열관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 R25C101과 25C65

는 서로 대칭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특이한 현상으로 파악되어 정밀진단을 

수행하였다.

(2) Bat Wing Lock Bar 위치 및 구조

Plant B 호기를 포함한 한국형 표준원전 증기발생기에는 bat wing의 간격

을 일정하게 유지시키기 위하여, R25C65와 R25C101 전열관 사이의 직하부 

stay cylinder 공간에 bat wing lock bar가 설치되어 있다. Fig. 3.2.3.61에서

와 같이 BW lock bar의 길이는 R25C65와 R25C101 전열관 사이의 거리에 

해당하는 31.18 인치로서, 이들 전열관의 곡관부 직하에서 bat wing에 가공

된 slit에 끼워져 고정되어 있다. BW lock bar는 증기발생기당 hot leg과 

cold leg에 한 개씩 모두 2개가 존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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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기발생기 전열관은 eggcrate, bat wing, vertical strip, horizontal bar와 

같은 전열관 지지물의 평면 부위에 의하여 지지된다. 그러나 BW lock bar 

직상부의 상기 두 전열관이 lock bar와 접근할 경우는 BW lock bar의 두께

방향 단면부와 접촉하게 된다. 따라서 BW lock bar의 두께가 0.09인치

(2.3mm)이므로 BW lock bar와 전열관이 접촉하여 마모가 발생할 경우, 전

열관 깊이방향으로 날카로운 마모형상을 보일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3) Plant B 호기 BW Lock Bar에 의한 전열관 마모

Fig. 3.2.3.62는 Plant B 호기 SG #1 R25C101 전열관의 PSI와 1차 ISI-ECT 

검사신호를 나타낸 것이다. PSI 검사신호의 경우 전열관 양 옆으로 BW의 

구조물 신호가 크게 보이고 있다. 두 개의 BW 사이에서는 BW과 수직방향

으로 BW lock bar의 구조물 신호가 검출되었으며, 이 경우 hot leg(HL) 보

다는 cold leg(CL)에서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HL 쪽보다는 CL 쪽의 전

열관이 BW lock bar에 더 근접하여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1주기 가동후

의 1차 ISI-ECT 검사에서는 PSI의 결과와 달리 HL 쪽에서 BW lock bar의 

신호가 매우 크게 나타났고, CL 쪽에서는 거의 신호가 검출되지 않았다. 이 

때의 전열관 마모신호는 BW과 접촉하는 위치뿐만 아니라 BW lock bar의 

위치에서도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전열관은 1주기 가동중에 HL 

쪽의 BW lock bar와 접촉하여 마모손상이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다.

Bobbin 신호에서도 BW 및 BW lock bar 위치에서의 마모신호가 뚜렷하게 

관찰되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BW과 접촉한 부위에서 나타나는 두 개의 

마모신호는 전열관 길이방향으로 폭이 넓은 반면, BW lock bar에서의 마모

신호는 매우 날카로운 형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앞서 기술한 바

와 같이 이 전열관은 BW lock bar의 2.3mm 두께방향 단면부와 접촉하기 

때문이다.

Fig. 3.2.3.63은 SG #2 R25C65 전열관의 경우이다. PSI와 1차 ISI-ECT 검

사에서 BW lock bar의 구조물 신호가 HL에서 크게 나타났고, 마모신호도 

HL의 BW lock bar 위치에 대응하여 나타나고 있다.

Fig. 3.2.3.64는 SG #2 R25C101 전열관의 경우로서, PSI와 1차 ISI-ECT 

검사에서 BW lock bar의 구조물 신호가 CL에서 크게 나타났고, 이와 대응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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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위치에서 마모신호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 준다.

한편 Fig. 3.2.3.65는 SG #1 R25C65 전열관의 경우로서, PSI와 1차 

ISI-ECT 검사에서 BW lock bar 및 BW의 구조물 신호가 검출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마모신호도 나타나지 않았다.

(4) 요약

한국형 표준원전 증기발생기의 BW lock bar에 의한 전열관의 마모는 위

치상 유속이 빠른 stay cylinder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형태상 BW lock bar

의 단면부와 접촉하므로 knife-edge형태로 마모가 진행된다. 따라서 마모에 

이은 피로손상 가능성이 있으므로 구조 건전성 측면에서의 감시가 필요하

다. 따라서 파단에 의한 인접전열관의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staking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Plant B 호기 증기발생기에 한정

하여 분석하였으므로, 그 외의 한국형 표준 원전 증기발생기에 대한 BW 

lock bar 위치에서의 마모 및 구조물 신호 분석이 추가로 이뤄져야만 할 것

이다.

또한 보다 근본적인 측면에서 설계 제작상의 변경이 고려되어야만 한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BW lock bar의 설치 높이변경 또는 위치변경의 두 

가지를 제시할 수 있다. 첫째, 현재의 길이를 유지하면서 BW 하단 방향으로 

설치 높이를 약간 내리게 되면 R25C101과 R25C101 전열관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할 수 있다. 둘째, 현재의 설치 높이를 유지하면서 R26C66과 R26C100 

전열관 사이에 설치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이 경우 BW 길이가 줄어들게 되

므로, 기존에 비하여 lock bar에 의하여 간격 유지가 이뤄지는 BW의 개수가 

2개 줄어든다.

4. 곡관부 미소균열 탐지 기술개발

가. 개요

증기발생기 전열관 곡관부 균열은 증기발생기 전열관 중 가장 안쪽에 위치

하고 있는 row 1, 2 전열관과 같이 응력의 영향이 크게 나타나는 U-b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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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x 및 천이영역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1990년 최초로 고리 1호기의 2개 전열에서 U-bend PWSCC가 

발생하였고, 그 후 1998년 증기발생기 교체 전까지 총 11개의 전열관에서 

PWSCC가 발생하였다. 해외에서는 Surry 1&2, Turkey Point 1&2, 

Obreigheim, Doel 2, Beznau 2, Takahama 1 및 Trojan 등에서 u-bend 

PWSCC가 발생하였다. 

PWSCC 발생 원인으로 Surry 1&2 및 Turkey Point 1&2는 전열관지지판

의 부식에 의한 denting으로 U-bend apex에 큰 bending stress가 작용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Obreigheim, Doel 2 및 Beznau 2는 전열관 

제조 시 형성된 과도한 ovality에 의한 잔류응력으로 U-bend apex에서 발생

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Takahama 1 및 Trojan은 Westinghouse의 ball 

mandrel을 사용하여 제작한 발전소로 bending 작업 시 불균일한 지역의 형

성에 의하여 U-bend 천이영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들 중 

Surry 2 및 Doel 2는 U-bend PWSCC로 인하여 SGTR을 경험하였으며, 특히 

Surry 2는 와전류검사에서 사전에 탐지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합금 600 전열관을 가진 많은 외국의 발전소들은 곡률이 작은 

U-bend에서 균열이 발생하면 예방 관막음을 수행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곡

률이 작은 U-bend에 대하여 MRPC 검사를 수행하여 결함 전열관에 대하여 

관막음 보수를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Surry 2와 같이 와전류검사에서 사전

에 탐지되지 않아 발생하는 SGTR의 사전 예방을 위해서는 곡관부에서 발생

하는 미소균열에 대한 조기탐지기술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곡관부에 적용되는 MRPC 검사에서는 전열관의 곡률과 내경 감소로 인한 

구조적 제한으로 인해 다중 코일 탐촉자를 사용하지 못하고 단일코일을 갖

는 탐촉자가 사용되기 때문에 코일 종류와 검사주파수를 선정하는 것이 매

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소균열에 대한 조기 탐지능이 가장 우

수한 코일과 검사주파수를 선정하기 위한 실험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나. 이론적 배경

와전류탐상은 전자유도현상을 이용하는 것으로 Fig. 3.2.4.1과 같이 코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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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류 Ip를 보내면 코일 주변에는 자장 Φp가 형성된다. 코일 가까이에 전도

체인 시험체를 갖다 놓으면 전자유도현상으로 인하여 시험체에는 와전류 Is

가 발생하게 되며, 만일 시험체에 결함이 있으면 결함이 없을 때에 비하여 

와전류가 변하게 된다. 와전류탐상은 이러한 와전류의 변화를 관측하여 결

함의 유무를 판정하는 것이다.

와전류의 변화를 관측하는 방법으로써 코일의 임피던스 변화를 보게 되는

데, 코일의 임피던스는 코일의 전압을 Eo로 일정하게 유지하고 코일이 공기

중에 있을 때, 시험체가 있을 때, 시험체에 결함이 있을 때 각각 다음과 같

이 나타낼 수 있다.

           Z 0=E 0/I 0 : 공기중에 있을 때

           Z 1=E 0/I 1 : 시험체가 있을 때

           Z 2=E 0/I 2 : 시험체에 결함이 있을 때

임피턴스의 변화를 의미하는 와전류 신호는 벡터량으로 크기(진폭)와 방

향(위상각)을 가지며, 와전류탐상은 이러한 신호의 진폭과 위상각을 분석하

여 시험체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얻는 것이다. 만약 증기발생기 전열관에

서 결함을 검출하고자 한다면 전열관과 재질, 규격 등이 동일한 관에 인공결

함을 가공하여 인공결함 신호의 진폭과 위상각을 기준으로 실제검사에서 나

타나는 신호를 비교함으로써 검출된 결함의 크기 등을 평가할 수 있다.

코일에 흐르는 교류의 주파수가 변화하면 와전류 신호도 달라지게 되는

데, 최근에는 이러한 주파수 변화에 따른 신호특성 변화를 이용하는 다중 주

파수 와전류탐상 기술로 검사 결과의 신뢰도를 증대시키고 있다.

시험체의 두께가 무한하다고 가정할 때 시험체에 전도된 와전류의 밀도는 

Maxwell 방정식을 풀어서 다음과 같이 구해진다.

          J x= J oexp(- πfμσx)exp(-j πfμσx)   

          J o=(1+ j) πfμσ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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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J x : 시험체 표면으로부터 깊이 x에서의 와전류 밀도(Ampere/m2)

       J o : 시험체 표면에서의 와전류 밀도(Ampere/m2)

       f  : 코일에 흐르는 교류의 주파수(Hz)

       μ  : 시험체의 투자율(Henry/m)

       σ  : 시험체의 전도도(mho/m)

       x  : 시험체 표면으로부터의 깊이(m)

       Ho : 시험체 표면에서의 자기장 세기(Ampere/m)

이다. 이 식에서 πfμσx=1 일 때 x의 값을 표준 침투깊이(standard 

depth of penetration)라 부르고 표준침투깊이는 와전류 밀도가 표면에서

의 값보다 1/e배, 즉 37%로 감쇄하는 깊이로 정의하며, 이때 x의 값을 δ

로 놓으면 δ는 다음과 같다.      

          δ=1/ πfμσ

여기서 δ : 표준침투깊이

       f : 코일에 흐르는 교류의 주파수(Hz)

       μ : 시험체의 투자율(Henry/m)

       σ : 시험체의 전도도(mho/m)

상기 식으로부터 와전류의 밀도는 Fig. 3.2.4.2와 같이 깊이 x에 따라 지수 

함수적으로 감소하고, 와전류의 침투깊이는 시험주파수, 시험체의 전기전도

도 및 시험체의 투자율이 증가할수록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곡관부에서 발생하는 미소균열에 대한 조기탐지를 위해 내면 균열

에 대해서는 높은 시험주파수를 선택해야 하고, 외면 균열에 대해서는 낮은 

시험주파수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다. 실험방법

검사장비는 MIZ-70 data acquisition system 및 Eddynet data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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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을 사용하였으며, 탐촉자는 plus point 610-115/36/S80 probe 

head 및 610-MRPC/52PH motor unit를 사용하였다. 검사에 사용된 plus 

point MRPC 탐촉자는 +형 코일과 pancake형 코일이 탐촉자의 몸체에 장

착되어 있어서 bobbin 탐촉자로 탐지하기 어려운 축 방향 혹은 원주 방향 

균열 결함을 잘 검출할 수 있도록 설계된 특수 탐촉자이며, 모터를 이용하

여 탐촉자를 회전시켜 전열관 내면을 나선형으로 검사한다. 

Plus point MRPC 탐촉자에는 3개의 코일(mid frequency range용 

pancake 코일, high frequency range용 pancake 코일, plus 코일)이 원주 방

향 120°간격으로 장착되어 있다. Mid-range frequency용 pancake 코일은 일

반적인 결함 및 전열관의 외면에 발생한 균열 결함을 검출하는데 이용되고, 

high range frequency용 pancake 코일은 전열관의 내면에 발생한 균열 결함

을 잘 검출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plus point 코일은 튜브시트 상단 

확관 천이 영역과 같이 기하학적으로 복잡한 지역에서 나타는 신호의 영향

을 감쇄시키는 특성이 있어서 이런 영역에서 발견되는 신호의 판독에 대단

히 유용할 뿐만 아니라 bobbin 코일과 pancake 코일로 잘 검출되지 않는 작

은 균열 결함의 검출이 가능하고 균열 결함의 방향 즉, axial crack 또는 

circumferential crack 등을 잘 구분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검사 주파수는 700, 400, 300, 100 및 10kHz를 사용하였으며, 검사는 탐촉

자를 전열관속으로 삽입한 후 300rpm으로 회전시키면서 0.2inch/sec 속도

로 인출하면서 수행하였다.

Plus point MRPC 신호평가를 위한 신호보정은 미국 Zetec사에서 제작한 

slotted standard w/axial & circ. flaws의 EDM notch 신호를 이용하여 각 

채널의 위상각과 진폭을 설정하였다. 위상각은 잡음 또는 탐촉자 wobble 신

호를 수평이 되도록 조절하였고, 진폭은 각 코일의 모든 채널에서 100% 

axial 신호를 20volt가 되도록 조절하였다.

미소 균열에 대한 코일 및 검사 주파수별 탐지능 비교는 축방향 길이를 

달리한 내면 균열 자연결함을 표준 원전 증기발생기 archive 전열관에 생성

시킨 시편들을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자연결함의 제작에는 제 1절에 기술된 

전열관 내면 축방향 균열 제작방법이 사용되었으며 2~6mm 범위의 균열길

이를 갖는 전열관 시편을 다수 제작하였다. Fig. 3.2.4.3은 제작된 전열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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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균열 형상을 보여주는 사진으로 균열길이가 정밀하게 제어되었음을 알 

수 있다. 

라. 실험결과

(1) 균열 길이 및 코일별 탐지능 비교

Fig. 3.2.4.4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plus 및 pancake 코일의 300kHz 

신호 진폭이 균열길이에 따라 변화하는 거동을 측정한 결과인데, 진폭은 보

정 신호진폭(20V)에 대한 상대적인 크기로 비교하였다. 2~3mm 길이의 짧은 

초기 균열 경우에는 pancake 코일보다 plus 코일로부터 얻은 신호진폭이 더 

커서 초기 균열의 조기검출에는 plus 코일이 유리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으며 반면에 길이 4mm 이상의 균열인 경우는 pancake 코일이 더 큰 진

폭 값을 보였다. 

 

(2) 주파수별 탐지능 비교

주파수별 탐지능의 비교는 2.3mm의 길이를 갖는 균열이 내재된 전열관 

시편에 대해서 수행하였다. 대부분의 코일은 약 300kHz를 최적 검사 주파수

로 설계, 제작되었기 때문에 주파수 변화에 따른 잡음 신호의 크기도 측정하

여 함께 고려하였다. 

Fig. 3.2.4.5는 100, 300, 700kHz의 3종류 검사 주파수를 사용할 때 

pancake 및 plus 코일의 결함 신호와 잡음 신호의 상대적인 진폭 값을 도식

한 것인데 두 코일에서 모두 검사 주파수가 높을 수 록 결함 신호 및 잡음 

신호가 함께 증가하고, 결함 신호의 크기와 결함 신호 대 잡음 신호의 비는 

pancake 코일에 비해 plus 코일의 경우가 훨씬 큼을 알 수 있다. 

따라서 plus 코일의 경우 최적 설계 주파수보다 높은 700kHz의 검사 주

파수를 사용하는 조건이 잡음 신호의 증가를 고려하더라도 가장 큰 결함신

호 진폭을 보였기 때문에 초기 결함의 조기 검출에 가장 유리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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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요약

전열관 곡관부의 균열을 탐지하기 위한 MRPC 탐촉자를 이용한 검사에서 

길이 2~3mm의 짧은 초기 균열의 조기 검출에는 pancake 코일보다 plus 코

일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였으며, 700kHz의 검사 주파수를 적용하였을 때 

검출능이 가장 우수하였다. 

5. 배관재 제작결함을 이용한 초음파탐상 신호특성/신뢰도 평가

가. 초음파를 이용한 균열 크기 측정 

(1) 결함 시험편

열피로 균열에 앞서 피로 균열의 초음파 특성을 평가하고 균열의 깊이를 

평가하기 위한 최적의 초음파 기법을 연구하기 위하여 인공결함 및 피로균

열 1, 2차 시험편이 제작되었다. 사용된 재료는 304 SS 판재이다.

인공 결함 시험편의 두께는 4.8, 9.6, 13.1, 19.9mm의 네 가지 종류이다. 

Fig. 3.2.5.1과 같이 각 두께별로 1.0, 1.5, 2.0, 2.5, 3.0mm 깊이의 인공 결함을 

와이어커팅을 이용하여 가공하였다.

피로균열 1차 시험편은 두께 5mm 이하의 비교적 얇은 시험편으로서 기

계적 피로 하중을 받아서 표면에 균열을 갖고 있다. Fig. 3.2.5.2와 같이 F2 

시험편은 깊이 0.68mm의 닫힌 균열을 가지고 있고 F3 시험편은 깊이 

1.85mm의 열린 균열을 갖고 있다. 실제 균열의 깊이는 광학 현미경을 이용

하여 균열의 측면에서 측정되었다. 

피로균열 2차 시험편은 1차 시험편과 달리 두께 45mm 정도의 두꺼운 시

험편으로서 하중조건은 Table 3.2.5.1과 같다. 두 시험편 B1과 B2는 모두 닫

힌 균열 형태이다. 2차 시험편의 균열 깊이도 1차 시험편과 같은 방법으로 

광학현미경을 이용하여 측정되었다. Fig. 3.2.5.3에 나타낸 바와 같이 측정된 

균열 깊이는 B1이 2.27mm, B2가 1.56mm 이다. 2차 시험편의 두께는 사각 

탐상법을 적용하기 위해 45mm에서 약 20mm 정도로 가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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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편 분류 Load/Cycles

B1 Load(ton) 1.0 1.6 2.0 2.4 2.8 3.5 2.0

Cycles 40,000 20,000 40,000 20,000 20,000 40,000 20,000

B2 Load(ton) 3.5 2.0 1.8 - - - -

Cycles 50,000 30,000 10,000 - - - -

Table 3.2.5.1  Load condition of second group speci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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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방법 및 이론

(가) 사각 탐상법(Tip-Corner Timing Method)

사각 탐상법은 구조물의 내부 결함이나 저면의 결함을 검출하는데 적합한 

초음파 기법이다. Fig. 3.2.5.4와 같이 탐촉자에서 초음파 빔을 발생시키고 

wedge를 통해 시험편으로 초음파 빔을 경사 입사시킨다. 전파된 초음파 빔

은 균열의 코너와 팁으로부터 반사 및 산란되어 다시 돌아오게 되고 탐촉자

가 이 신호를 수신한다. 여기서 d는 균열의 깊이이다. 균열의 코너와 팁으

로부터 돌아오는 신호는 오실로스코프에서 Fig. 3.2.5.5와 같은 파형으로 

나타난다. Fig. 3.2.5.5와 같이 tip과 corner echo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경

우, 시험편의 횡파속도 CT, 시험편 내의 굴절각 θ, △ t의 측정으로부터 균

열 깊이 d는 다음의 식을 이용하여 결정된다.

d = 
CT△t

2 cos θ
                               (1)

이 기법은 식(1)과 같이 시험편의 두께를 알지 못하는 경우라도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비교적 간단한 수식을 가지므로 사각 탐상에 의한 결함크

기 계산에 편리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기법을 tip-corner timing 

method라 한다. 본 연구에 적용된 사각 탐상의 실험 장치는 Fig. 3.2.5.6과 

같다.

(나) 저면 반사파의 진폭 감소를 이용한 기법

사각 탐상법 외에 저면에 존재하는 균열의 깊이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저

면 반사파의 진폭 감소를 이용하는 기법이 있다. 이 기법은 두개의 사각 탐

촉자를 이용하는 일종의 Pitch-Catch 기법으로서 Fig. 3.2.5.7과 같이 한쪽의 

탐촉자가 초음파 빔을 입사시키고 다른 한쪽의 탐촉자가 저면으로부터 반사

되는 신호를 수신하는 방식이다. 이 때 저면의 균열 존재 유무 및 균열의 깊

이에 따라 수신되는 반사파의 진폭 값이 달라지게 된다. 균열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입사된 파의 대부분이 수신되지만, 균열이 존재하는 경우 입사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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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열에 의해 가려지게 되므로 수신되는 반사파의 진폭이 감소하게 된다.

Fig. 3.2.5.8은 저면 반사파의 일반적인 수신신호로서 균열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진폭의 차이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균열의 깊이가 증가할수록 

입사파의 많은 부분이 균열에 의해 가려지게 되어 수신되는 반사파의 진폭

은 더 많이 감소한다. 이러한 균열의 깊이와 반사파 진폭의 상관관계를 이용

하여 균열의 깊이를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공결함과 피로 균열에 

대한 진폭 감소율을 최소 2승법에 적용하여 균열 크기를 산출하였다.

(3) 실험 결과

(가) 인공 결함 - 사각 탐상 실험 결과

인공결함의 크기를 평가하기 위해 사각 탐상실험을 하였다. 먼저 304 SS

의 종파속도 CL과 횡파속도 CT, Perspex 재질의 wedge 종파속도 Cw를 측

정하였고 식 (2)의 스넬의 법칙을 이용하여 제 1임계각과 제 2임계각을 계

산하였다.

        
sinθ

1

C1
=

sinθ
2

C2

         (2)

     종파속도 : CL = 5,714 m/sec

     횡파속도 : CT = 3,137 m/sec

     wedge의 종파속도  : Cw = 2,600 m/sec

     제 1임계각 : 27.1°

     제 2임계각 : 56.0°

제 1임계각과 제 2임계각 사이의 각도로 초음파 빔이 입사되면 시험편 내

에는 횡파만이 존재하게 되므로 결함의 검출이 용이하게 된다. 실험에서 사

용된 센서는 5MHz 종파 센서이고, 30° wedge를 사용하여 초음파 빔을 경

사 입사시켰다. 30° 입사시 시편 내에서 초음파 빔의 굴절각은 37.1°로 계

산된다. 30° 입사시 수신되는 결함의 신호의 Fig. 3.2.5.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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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 결함의 경우 잡음신호가 거의 없고 tip echo와 corner echo가 명확

하게 구분된다. 사각 탐상으로 각각의 시험편의 결함 크기를 계산한 결과를 

Table 3.2.5.2에 나타내었다. 이 결과를 실제 결함 크기와 비교하여 나타내

면 Fig. 3.2.5.10과 같다.

두께 13.1, 19.9mm 시험편의 경우 실제 결함 깊이에 근접하는 결과를 얻

었다. 반면, 두께 9.6mm인 시험편의 경우 신뢰할 수 있는 tip 신호를 얻지 

못했고 두께 4.8mm의 경우에도 오차가 상당히 크게 나타난다. 이는 얇은 시

험편의 경우에 입사된 초음파 빔은 시험편 내부에서 반사 및 산란되어 간섭

을 일으키므로 정확한 파형의 분석이 난해하기 때문이다.

(나) 인공 결함 - 저면 반사파 실험 결과

피로균열 특성은 tip echo가 상당히 미약하기 때문에 tip echo가 아닌 

corner echo의 진폭 감소율을 이용하는 기법이 적용되었다. 피로균열 시험

편에 적용하기 전에 먼저 인공결함 시험편에 적용하여 기법의 타당성을 검

증하여 보았다. Fig. 3.2.5.11은 인공결함 시험편에서 수신된 저면 반사파의 

파형을 보여준다. 검은 선이 균열이 없는 경우이고 붉은 선이 균열이 있는 

경우의 신호이다.

Fig. 3.2.5.11과 같이 균열의 깊이가 증가함에 따라, 균열이 있는 경우와 없

는 경우의 반사파의 진폭 차이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즉, 진폭의 차이가 

크다는 것은 진폭 감소율이 커진다는 것을 말한다. Table 3.2.5.3은 인공결함 

시험편에서의 저면 반사파 실험 결과이고 이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Fig. 

3.2.5.12와 같다. Fig. 3.2.5.12와 같이 균열의 깊이가 커짐에 따라 진폭 감소

율이 증가하는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 기법의 타당성이 검증되었고 2차 

시험편의 피로 균열의 깊이 평가에 적용되었다.

(다) 1차 시험편 - 사각 탐상 실험 결과

1차 시험편의 균열깊이 평가를 목적으로 2.5, 5MHz 센서를 사용하여 사

각 탐상실험을 하였다. 피로손상에 따른 많은 잡음 신호가 섞여서 수신되므

로 신뢰할 수 있는 결함신호를 얻기 위하여 Fig. 3.2.5.13과 같이 균열의 좌, 

우 방향에서 신호를 수신하여 비교 분석하였고 두 가지 입사각 60°, 7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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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결함 t = 4.8mm t = 13.1mm t = 19.9mm

실제 결함 

크기, d (mm)
Δt (μsec) d (mm) Δt (μsec) d (mm) Δt (μsec) d (mm)

1.0 - - 0.68 1.20 0.72 1.20

1.5 0.55 1.07 0.87 1.54 0.95 1.59

2.0 1.20 2.368 1.07 1.90 1.20 2.00

2.5 1.30 2.55 1.41 2.50 1.46 2.45

3.0 1.34 2.62 1.60 2.85 1.76 2.95

Table 3.2.5.2  Calculated crack depths of artificial defect speci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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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 깊이 결함이 없는 경우 결함이 있는 경우 진폭 감소율

(mm) 최대 피크 전압 (V) 최대 피크 전압 (V) (%)

1.0 3.73 2.73 26.82

1.5 3.79 1.95 48.63

2.0 3.64 1.29 64.48

2.5 3.92 1.14 71.02

3.0 3.60 0.73 79.78

Table 3.2.5.3  Amplitude and its decrease rate of ultrasonic wave

reflected from back-wall due to the variation of 

artificial defect depth



- 340 -



- 341 -



- 342 -

대해 신호를 수신하였다. 만일 좌, 우 방향에서 수신한 신호를 분석하여 

tip echo 또는 corner echo 등의 도달 시간이 서로 차이가 크다면 이 수

신 신호는 신뢰할 수 없다. Wedge에서의 종파속도, 시험편 내에서의 횡

파속도, 굴절각 등을 모두 측정할 수 있으므로 corner echo가 최대 진폭

을 갖는 탐촉자의 위치를 계산할 수 있고 계산된 위치에서 우선적으로 결

함신호를 수신하였다.

먼저 1차 F3 시험편과 F2 시험편에서 측정된 종파속도와 횡파속도, 임계

각의 계산결과 및 입사각에 따른 corner의 진폭 최대 위치에 대한 결과를 정

리하면 다음과 같다.

 ∙F3 시험편

   - 종파속도 : 6,100m/sec

   - 횡파속도 : 2,242m/sec

   - 제 1임계각 : 25.23°

   - 제 2임계각 : 없음

   - 60° 입사시 굴절각 : 48.3°, corner echo의 진폭 최대 위치 : 4.82mm

   - 70° 입사시 굴절각 : 54.1°, corner echo의 진폭 최대 위치 : 5.94mm

 ∙F2 시험편

   - 종파속도 : 5,159m/sec

   - 횡파속도 : 2,234m/sec

   - 제 1임계각 : 30.26°

   - 제 2임계각 : 없음

   - 60° 입사시 굴절각 : 48.1°, corner echo의 진폭 최대 위치 : 4.45mm

   - 70° 입사시 굴절각 : 53.9°, corner echo의 진폭 최대 위치 : 5.48mm

Fig. 3.2.5.14와 3.2.5.15는 F3 시험편에 대한 입사각 60, 70° 조건에서 균열 

좌측과 우측에서 수신된 신호를 나타낸 것이다. 

5MHz 센서를 사용하여 60° 입사시(Fig. 3.2.5.14) 균열의 좌측과 우측 

4.82mm(결함의 최대 진폭 위치)에서 결함신호가 얻어졌고, 70° 입사의 경우

(Fig. 3.2.5.15) 5.94mm (corner echo의 최대 진폭 위치)에서 결함신호가 

얻어져 60° 입사의 경우보다 corner echo의 시간대가 더 늦음을 알 수 있

다. 이것은 굴절각이 증가하여 corner echo의 TOF(Time Of Flight)가 증가하였기 



- 343 -



- 344 -



- 345 -

때문이다. 그리고 60° 입사와 마찬가지로 좌, 우측의 경우에 같은 시간대

에서 echo 신호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F3 시험편에 대한 위의 조건에서 tip echo와 corner echo의 도달 시간차를 

이용하여 균열 깊이를 계산한 결과는 Table 3.2.5.4와 같다.

실제 균열 깊이와 계산된 균열 깊이 사이에 오차가 존재한다. 이것은 인공 

결함의 실험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시험편이 얇기 때문에 시험편 내부의 

반사 및 산란에 의한 간섭에 의해 정확한 파형의 수신이 어렵고 이에 따른 

오차가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굴절각이 48.3°일 때 오차가 더 작다. 즉, 70° 

입사보다 60° 입사가 정확성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각각의 굴

절각에 대해 균열 좌측과 균열 우측에서의 △t 값이 거의 일치하므로 수신

된 신호를 신뢰할 수 있다.

한편 F2 시험편에 대한 결과는 Fig. 3.2.5.16~17 및 Table 3.2.5.5와 같다. 

2.5MHz 센서의 분해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미소 결함의 검출에는 부적절하

므로 5MHz 센서를 사용하였다. 적용 센서의 주파수가 증가하였기 때문에 

미소 결함 등으로부터 산란되는 잡음이 증가하였다. 60° 입사시(Fig. 

3.2.5.16) 결함의 좌측과 우측의 각각 4.45mm (corner echo의 최대 진폭 위

치)에서 결함 신호가 수신되었으며 corner echo가 거의 같은 시간대에서 수

신됨을 볼 수 있다. 반면 60° 입사의 경우(Fig. 3.2.5.17)균열 좌측과 우측 각

각 5.48mm 위치에서 결함 신호를 수신하였다. 좌측과 우측의 경우 echo의 

시간대가 일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균열 닫힘의 영향으로 균열

의 corner 부분이 확실하게 구분되지 않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균열 깊이 평가에 있어서, F3 시험편에서의 결과와 비교할 때 계산된 균

열 깊이와 실제 균열 깊이의 오차가 더 크고 각각의 굴절각에 대한 좌측과 

우측의 △t와 계산된 균열 깊이도 일치하지 않는다. 고주파 센서를 사용하

여 분해능을 높일 수 있었으나 미세한 결함으로부터 산란되는 잡음 신호의 

영향이 더 커지게 되므로 수신 신호의 취득과 해석이 어렵다. 균열 닫힘의 

영향으로 tip 신호가 미약하고 corner 신호의 정확성이 떨어진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wavelet transform을 이용한 신호처리 과정이 적

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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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각도 굴절각 입사 위치 Δt (μsec)
균열 크기 d 

(mm)
실제 균열 크기

60° 48.3°
균열 좌측 1.86 3.14

1.85mm
균열 우측 1.88 3.17

70° 54.1°
균열 좌측 1.82 3.48

균열 우측 1.81 3.45

Table 3.2.5.4  Evaluated crack depths of F3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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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각도 굴절각 입사 위치 Δt (μsec)
균열 크기 d 

(mm)
실제 균열 크기

60° 48.1°
균열 좌측 0.60 1.00

0.68mm
균열 우측 0.74 1.23

70° 53.9°
균열 좌측 0.68 1.27

균열 우측 0.61 1.56

Table 3.2.5.5  Evaluation of F2 specimen crack dep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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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1차 시험편 -  Wavelet denoising method의 적용

1차 시험편에서 사각 탐상 기법을 이용하여 신호를 수신한 결과 배경 잡

음이 많이 포함됨을 알 수 있었다. 배경 잡음이 심하여 tip과 corner echo를 

구분하기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잡음 감소를 목적으로 wavelet denoising 

method가 적용되었다.

Fig. 3.2.5.18은 F3 시험편의 denoising 전, 후 파형을 나타낸 것이다. Fig. 

3.2.5.18-(a)의 파형은 배경 잡음이 포함되어 있는 신호이고 (b)의 파형은 

wavelet denoising method가 적용된 후의 결과 파형이다. 원 신호와 비교해

보면 배경잡음이 상당히 감소한 것을 알 수 있고 tip과 corner echo가 좀 더 

명확하게 구분됨을 알 수 있다. t = 10 μsec에 나타나는 비교적 높은 진폭의 

신호는 wedge 내부에서 반사되어 수신되는 신호이다. 잡음이 감소된 신호

에서 tip과 corner echo의 시간차를 측정하고 이것을 이용하여 균열 깊이를 

평가한 결과 균열깊이가 1.96mm로 평가되었고 사각 탐상 실험의 결과와 

비교할 때 실제 균열깊이에 더 근접하게 평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F2 시험편도 F3 시험편과 마찬가지로 배경 잡음이 높게 수신되었으므로 

wavelet denoising method가 적용되었으며 Fig. 3.2.5.19에 그 결과를 나타

내었다. 평가된 균열의 깊이는 0.70mm로 실제 균열 깊이 0.68mm에 상당히 

근접하게 평가되었다. 

(마) 2차 시험편 - 사각 탐상 실험 결과

사각 탐상법으로 2차 시험편을 실험한 결과를 Fig. 3.2.5.20에 나타내었다. 

1차 시험편의 경우와 달리 배경 잡음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균열

의 corner echo가 분명하게 수신되어 균열의 존재 유무 판단이 아주 양호했

다. 그러나 tip echo가 너무도 미약하여 결정립 산란 신호와 구별이 어렵기 

때문에 tip echo의 위치를 결정하기에 용이하지 못하였다. Fig. 3.2.5.20에서 

원안의 부분은 타원부분의 신호를 확대한 것으로 tip echo를 찾기 위한 것

이다. 이와 같이 tip echo를 찾아서 시간차 Δ t를 측정하고 tip-corner 

timing method로 균열의 깊이를 평가한 결과는 Table 3.2.5.6과 같다. B1 

시험편의 균열 깊이는 2.24mm, B2 시험편의 균열 깊이는 1.65mm로 평가

되었고 실제 균열 깊이와 거의 근사한 값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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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편 시간차 Δt ( μsec) 계산된 균열 깊이 (mm) 실제 균열 깊이 (mm)

B1 1.06 2.24 2.27

B2 0.82 1.65 1.56

Table 3.2.5.6  Evaluated crack depth by tip-corner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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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2차 시험편 - 저면 반사파 실험 결과

2차 시험편의 피로 균열 특성은 tip echo가 상당히 미약하기 때문에 균열

의 음영효과에 의한 저면 반사파의 진폭 감소율을 이용하는 기법이 적용되

었다. 2차 시험편의 저면 반사파 측정 결과는 Fig. 3.2.5.21과 같다.

B1과 B2 시험편에서의 진폭 감소율을 계산하여 앞의 인공결함에서의 데

이터를 기반으로 최소2승법을 적용하여 균열 깊이를 평가한 결과는 Table 

3.2.5.7과 같다. B1의 측정 깊이가 광학 현미경을 이용하여 측정된 실제 깊이

보다 더 깊다. 3축 응력 상태의 중심부의 균열 깊이는 측면의 균열 깊이보다 

더욱 깊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본 기법에 의하여 측정된 깊이가 광

학 현미경에 의하여 측면에서 측정된 균열 깊이보다 크게 나타났을 것으로 

판단된다.

(사) 실험 결과 비교 및 요약

1, 2차 시험편에 대한 균열깊이 평가결과를 정리하면 Table 3.2.5.8과 같다. 

1차 시험편의 경우 소성변형 영역이 넓고 피로손상을 많이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배경 잡음이 심하여 tip과 corner echo를 발견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배경 잡음의 감소를 목적으로 wavelet denoising method가 적용되었고 그 

결과 tip과 corner echo가 비교적 명확하게 구분되어 균열 깊이 평가의 정확

도가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1차 시험편의 실험 결과 wavelet denoising 

method의 적용 후 평가된 균열의 깊이가 광학 현미경으로 측정된 균열 깊

이에 더 근접함을 알 수 있다.

2차 시험편의 경우도 tip-corner timing method로 균열 깊이가 평가되었

고 광학 현미경으로 측정된 균열 깊이와 근접하는 결과를 얻었다. 그러나 이 

결과는 초음파의 실제 굴절각을 측정하고 초음파의 전파시간을 계산하여 

tip echo를 추정한 결과이므로 실제 현장에서의 적용성이 낮다고 볼 수 있

다. 그러므로 미약한 tip echo 대신에 명확하게 수신되는 corner echo를 이

용하는 기법, 즉 저면 반사파의 진폭 감소율을 이용하는 기법이 적용되었다. 

그 결과 B2 시험편에서는 광학 현미경으로 측정된 균열 깊이와 근접한 결과

를 얻었지만 B1 시험편에서는 오차가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시험편 중심부

의 균열 깊이는 측면에서보다 더 깊기 때문에 평가된 균열 깊이와 실제 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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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편
결함이 없는 경우 결함이 있는 경우 진폭 감소율 추정 깊이 실제 깊이

최대 피크전압(V) 최대 피크전압(V) (%) (mm) (mm)

B1 2.67 0.54 79.70 3.00 2.27

B2 2.48 1.29 47.91 1.46 1.56

Table 3.2.5.7  Evaluated crack dep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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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방법에 따른 균열 깊이 (mm)

시험편
Tip-Corner

method

Wavelet denoising

method

저면 반사파의

진폭 감소율
광학 현미경

F2 1.00 0.70 - 0.68

F3 3.14 1.96 - 1.85

B1 2.24 - 3.00 2.27

B2 1.65 - 1.46 1.56

     Table 3.2.5.8  Crack depths according to the variation 

                  of evaluation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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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오차는 더 작을 것으로 생각된다.

  탐상 기법별 실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사각 탐상법

    사각 탐상법은 저면의 균열 깊이 평가에 적합한 기법이나 실제 피로 

균열의경우 배경 잡음이 심하고 tip echo가 미약하기 때문에 보완 기법이 

요구된다.

  ∙Wavelet denoising method의 적용

    배경 잡음의 감소를 목적으로 wavelet denoising method가 적용되었

고 그 결과 tip과 corner echo의 검출능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었

다. 피로 손상에 의하여 배경 잡음이 심한 경우 이 기법이 유용하게 적용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저면 반사파의 진폭 감소율을 이용한 기법

    Tip echo가 미약하여 tip-corner timing method의 적용성이 낮은 경

우, 저면 반사파의 진폭 감소율을 이용하는 기법이 적용 가능함을 확인하

였고, 인공 시험편과 대비하여 피로 균열의 깊이가 정량적으로 평가 가능

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 진폭감쇠 곡선을 이용한 피로균열 깊이 평가

(1) 피로균열 시험편

피로균열 시험편은 3가지 경우로 제작되었으며 원전 배관에서 취약한 부

분 중 대표적인 열영향부, 용접부 그리고 열피로의 3가지에 대하여 Table 

3.2.5.9와 같이 피로균열 시험편을 제작하였다.

균열깊이 평가방법은 앞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tip-corner timing method와 저면반사파의 진폭 감소율을 이용할 수 있으며 

tip-corner timing method는 피로균열의 경우 tip 즉 균열 선단의 신호를 검

출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용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이후의 실제 피로균열의 

균열깊이 측정은 피로균열에 의한 음영효과로 감쇠되는 저면 반사파의 진폭 

감소율을 이용하였다. 5가지의 두께의 인공결함 대비 시험편에서 각 균열깊

이에 따른 반사파의 진폭 감소율을 구하고, 진폭 감소율의 균열 깊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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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편 종류 적용 시험편수 설명

TF 2  Thermal fatigue 균열 시편

H 10  열영향부에 노치를 내어 크랙을 발생시킨 것

W 4  용접부에 노치를 내어 크랙을 발생시킨 것

Table 3.2.5.9  Classification of fatigue speci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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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선의 근사함수를 구하여 이로부터 피로균열에 대한 반사파의 진폭 감소

율을 입력하여 균열깊이를 산출하였다.

(2) 진폭감쇠 근사 곡선 선정

인공결함 시험편을 기준으로 하여 진폭감쇠 곡선을 도출하고 그 곡선과 

일치하는 진폭값에 대한 균열깊이 값을 읽어서 균열깊이를 결정하게 된다. 

먼저 인공결함 시험편에서 얻어진 진폭감쇠 곡선을 도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다음 식 (3)과 (4)와 같은 1차 및 2차 함수로 근사화 하였다. 여기서 

x는 균열깊이, Y는 수신된 반사파의 진폭 값이다.

Y(x)=A+Bx (3)

Y(x) =A+B 1x+B 2x
2  (4)

Fig. 3.2.5.22는 대표적인 인공결함 시험편에 대하여 균열에 의한 진폭감쇠

에 따른 진폭값과 근사화시킨 1차함수와 2차함수의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실제 시험편에서 균열에 의하여 감쇠되어 수신된 진폭값은 균열깊이가 증가

함에 따라 감소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이는 선형적으로 감소형태를 나

타내지 않았다. 따라서 1차함수로 근사화 시키는 경우 측정에 이용된 최소 

균열깊이와 최대 균열깊이에서는 큰 오차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2차함수로 

근사화 시키는 경우 곡선의 형태가 실제 측정치에 잘 수렴하는 특성을 보이

므로 2차의 근사함수를 이용하는 경우 보다 정확한 측정치를 얻을 수 있다.

(3) 두께별 진폭감쇠 함수의 근사화

시험편 두께가 4.8, 9.6, 13.1, 19.9mm인 4종의 인공결함 시험편을 이용하

여 각 인공결함 균열의 깊이 변화에 따른 감쇠된 반사파의 진폭 크기를 구

하고 이를 2차 함수로 근사화시켜, 균열 깊이에 대한 신호 민감성을 평가하

였다. 이의 상세한 결과는 관련 보고서를 참고하기로 한다[26].

(4) 두께별 근사곡선을 이용한 피로균열 깊이 평가

각 두께의 시험편에서 얻어진 반사파 진폭값에 대한 근사함수를 이용하여 



- 362 -



- 363 -

피로균열의 깊이를 평가하였다. 수신된 반사파의 진폭값을 반사파 진폭값

의 근사함수 Y값으로 대입하여 2차방정식을 풀어주고 2개의 해를 구한 후 

그중 적용된 시험편 두께 이내의 범위에서 균열 깊이로 정하였으며, 이의 결

과를 Table 3.2.5.10에 정리하였다. 각각 경우에서 다양한 두께의 시험편에

서 미지의 깊이를 가지는 균열 깊이를 측정 대상 시험편의 두께와 근접하는 

인공결함 시험편의 두께에 해당하는 근사 함수에 적용하여 두께를 평가하였

다. 각 시험편에서 폭의 정 중앙지점과 중심으로부터 좌우로 각각 6.5mm 떨

어진 2지점에서 측정하여 각 시험편마다 3곳에서 두께를 측정하였다.

TF1시험편의 경우 좌측에서 우측으로 갈수록 균열깊이가 증가하는 것으

로 평가되었으며 이는 좌우 측면에서 균열깊이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특성을 나타낸 시험편은 H2(9.35mm), 

W4(16.35mm), W5(16.65mm), W6(17.55mm), H4(16.45mm)로서 측정된 균열

깊이가 좌에서 우 또는 우에서 좌의 위치로 갈수록 점차 감소 또는 증가하

는 형태의 경사진 균열면을 가지는 특성으로 평가되었다.

H3(9.85mm), H6(11.9mm), W7(18.8mm)의 경우, 중심부의 균열깊이가 깊

은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이는 피로하중을 받는 동안 중심부는 3축 응력상태

로 중심부가 좌우측보다 많은 응력을 받게 되어 중심부의 균열 전파속도가 

빠르므로 발생된 것으로 사료된다.

H2(18.15mm), H3(17.25mm), H4(16.45mm), H7(16.7mm)의 경우, 수신된 

반사파 초음파 진폭의 높이가 근사함수의 범위를 초과하여 실질적인  균열

깊이를 산출할 수 없었다. 이는 실제 시험편 두께와 적용된 반사파 진폭근사

함수의 기준 두께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발생된 수치상의 오차이다.

(5) 반사파 진폭값의 2변수 근사함수

피로균열 시험편과 인공결함이 내재된 대비 시험편의 두께는 동일하지 않

으며 앞의 결과는 피로균열 시험편과 유사한 두께를 가지는 인공결함 대비 

시험편에서 얻어진 반사파의 진폭에 대한 근사함수를 적용하여 두께를 측정

하였다. 이는 동일한 두께의 시험편에서 적용한 것이 아니므로 상당한 오차

가 내재되어 있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균열깊이의 해를 구할 수 없는 경

우도 있다. Fig. 3.2.5.23은 인공결함이 내재된 각각의 두께 시험편에 대한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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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men t[mm] 비교시편 위치[mm] Amplitude[V] Crack[mm]

TF1 5.40 4.8mm 우측6.5 0.906 2.045

〃 〃 〃 중앙 1.656 1.469

〃 〃 〃 좌측6.5 3.181 0.219

TF2 5.40 4.8mm 우측6.5 2.438 0.961

〃 〃 〃 중앙 2.656 0.831

〃 〃 〃 좌측6.5 1.344 1.696

H2 9.35 9.6mm 우측6.5 0.406 3.365

〃 〃 〃 중앙 0.438 3.351

〃 〃 〃 좌측6.5 0.594 3.285

H3 9.85 9.6mm 우측6.5 0.438 3.351

〃 〃 〃 중앙 0.313 3.404

〃 〃 〃 좌측6.5 0.438 3.351

H5 8.65 9.6mm 우측6.5 0.219 3.442

〃 〃 〃 중앙 0.375 3.378

〃 〃 〃 좌측6.5 0.375 3.378

H6 11.90 13.1mm 우측6.5 0.719 3.018

〃 〃 〃 중앙 0.406 3.153

〃 〃 〃 좌측6.5 0.469 3.127

W4 16.35 13.1mm 우측6.5 0.563 3.086

〃 〃 〃 중앙 0.750 3.003

〃 〃 〃 좌측6.5 0.875 2.949

W5 16.65 19.9mm 우측6.5 0.656 2.735

〃 〃 〃 중앙 0.219 3.231

〃 〃 〃 좌측6.5 0.313 3.576

W6 17.55 19.9mm 우측6.5 0.219 3.231

〃 〃 〃 중앙 0.563 2.909

〃 〃 〃 좌측6.5 0.594 2.849

W7 18.80 19.9mm 우측6.5 0.219 3.231

〃 〃 〃 중앙 0.281 3.719

〃 〃 〃 좌측6.5 0.500 3.042

H1 16.95 19.9mm 우측6.5 0.250 3.913

〃 〃 〃 중앙 0.344 3.462

〃 〃 〃 좌측6.5 0.281 3.719

H2 18.15 19.9mm 우측6.5 0.156 X

〃 〃 〃 중앙 0.094 X

〃 〃 〃 좌측6.5 0.219 3.231

H3 17.25 19.9mm 우측6.5 0.563 2.909

〃 〃 〃 중앙 0.250 3.913

〃 〃 〃 좌측6.5 0.156 X

H4 16.45 13.1mm 우측6.5 0.156 X

〃 〃 〃 중앙 0.750 2.577

〃 〃 〃 좌측6.5 1.219 1.946

H5 17.9 19.9mm 우측6.5 0.344 3.462

〃 〃 〃 중앙 0.219 3.231

〃 〃 〃 좌측6.5 0.250 3.913

H7 16.7 19.9mm 우측6.5 0.156 X

〃 〃 〃 중앙 0.281 3.719

〃 〃 〃 좌측6.5 0.156 X

  Table 3.2.5.10  Evaluated crack depths by using amplitude 

                 fitting curve of invariant thick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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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곡선으로 두께가 9.6과 13.1mm인 두 시험편에서 1.5mm 이하의 결함

에 대한 반사파의 진폭이 유사하나, 그 이외의 경우 상당한 차이가 나타

나고 있어 이로부터 동일하지 않은 두께에서 근사함수를 이용하는 경우 

오차가 발생함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근사함수를 도출함에 있어 시험

편 두께라는 변수를 포함하여 다양한 두께의 재료에서 균열깊이를 추정할 

수 있는 식 (5)와 같은 2변수의 근사 함수를 적용해야한다.

Y(x,t)=A( t)+B 1(t)x+B 2 (t)x
2 (5)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하여 각 

시험편 마다 중심부분과 중심으로부터 좌우로 각 6.5mm 떨어진 총 3곳에서 

Table 3.2.5.11과 같이 균열깊이를 측정하였다. 앞의 Table 3.2.5.10에서는 실

제 시험편의 두께와 적용된 함수의 기준 두께가 일치하지 않는 이유로 균열

깊이 측정치를 얻을 수 없는 경우가 다소 발생하였으나 시험편의 두께를 변

수로 포함시킨 2변수 함수의 근사곡선을 적용하는 경우 실제 시험편의 두께

와 일치하는 근사곡선을 얻을 수 있게 되므로 모든 조건에서 두께를 측정할 

수 있었다.

TF2, H1, H7의 시험편의 경우, 특이하게 중심부의 균열깊이가 낮은 것으

로 측정되는 예상 밖의 결과가 얻어졌다. 그러나 H3, H6, W5, H2, H5 등의

시험편에서는 중심부의 균열깊이가 깊은, 즉 중심부가 3축응력 상태로 균열

의 성장속도가 빠른 것으로 보이는 현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나머지 

시험편은 균열의 깊이가 좌우 방향으로 경사진 형태로 측정되었고, 이는 하

중이 편향되어 응력이 작용했거나 열에 의하여 국부적인 물성치 변형에 기

인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다. 요약

주조에 의하여 제조된 배관재의 경우 결정립 산란에 의한 잡음으로 균열

선단 초음파 신호를 검출하기 어렵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wavelet 

transform을 적용하여 산란잡음 신호를 제거함으로써 균열선단신호를 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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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men t[mm] 위치[mm] Amplitude[V] Crack[mm]

TF1 5.40 우측6.5 0.906 2.453

〃 〃 중앙 1.656 1.812

〃 〃 좌측6.5 3.181 0.672

TF2 5.40 우측6.5 2.438 1.205

〃 〃 중앙 2.656 1.044

〃 〃 좌측6.5 1.344 2.070

H2 9.35 우측6.5 0.406 3.372

〃 〃 중앙 0.438 3.358

〃 〃 좌측6.5 0.594 3.291

H3 9.85 우측6.5 0.438 3.339

〃 〃 중앙 0.313 3.391

〃 〃 좌측6.5 0.438 3.339

H5 8.65 우측6.5 0.219 3.373

〃 〃 중앙 0.375 3.402

〃 〃 좌측6.5 0.375 3.402

H6 11.90 우측6.5 0.719 3.105

〃 〃 중앙 0.406 3.234

〃 〃 좌측6.5 0.469 3.209

W4 16.35 우측6.5 0.563 2.783

〃 〃 중앙 0.750 2.671

〃 〃 좌측6.5 0.875 2.595

W5 16.65 우측6.5 0.656 2.699

〃 〃 중앙 0.219 2.967

〃 〃 좌측6.5 0.313 2.911

W6 17.55 우측6.5 0.219 2.933

〃 〃 중앙 0.563 2.686

〃 〃 좌측6.5 0.594 2.663

W7 18.80 우측6.5 0.219 2.980

〃 〃 중앙 0.281 2.916

〃 〃 좌측6.5 0.500 2.695

H1 16.95 우측6.5 0.250 2.933

〃 〃 중앙 0.344 2.873

〃 〃 좌측6.5 0.281 2.913

H2 18.15 우측6.5 0.156 2.986

〃 〃 중앙 0.094 3.038

〃 〃 좌측6.5 0.219 2.934

H3 17.25 우측6.5 0.563 2.708

〃 〃 중앙 0.250 2.920

〃 〃 좌측6.5 0.156 2.983

H4 16.45 우측6.5 0.156 3.015

〃 〃 중앙 0.750 2.661

〃 〃 좌측6.5 1.219 2.365

H5 17.9 우측6.5 0.344 2.833

〃 〃 중앙 0.219 2.931

〃 〃 좌측6.5 0.250 2.906

H7 16.7 우측6.5 0.156 3.003

〃 〃 중앙 0.281 2.927

〃 〃 좌측6.5 0.156 3.003

  Table 3.2.5.11  Evaluated crack depth using fitting curve

                 of 2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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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할 수 있게 되어 tip-corner timing method를 적용하여 시간정보를 

이용한 균열의 정량적인 평가를 가능하게 하였다.

제 3 절 손상결함 상태/환경감시 기반기술개발

1. 감시 시스템 구축

가. 음향 방출 에너지(Acoustic Emission) 감시 시스템 

원전의 1차 및 2차측 냉각 계통 구조물은 냉각재와의 접촉에 의해 응력부

식균열 등의 손상이 발생되며 운전 중에 이를 감시할 수 있는 기술의 필요

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원전 구조재 손상의 실시간 감시 요소기

술을 개발할 목적으로 음향방출 에너지 감시 시스템(acoustic emission 

monitoring system)을 구축하여 기본적인 성능평가를 수행하였다. 균열의 

발생과 성장 등으로 재료가 파괴되면 탄성에너지가 음향에너지로 바뀌면서 

탄성응력파가 발생되는데 이를 측정함으로써 결함의 특성과 상태 및 위치 

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술이 음향 방출 에너지 감시 방법이다. 

구축된 시스템은 미국 Physical Acoustic Corporation 사의 제품으로 컴퓨

터 PCI slot에 장착되는 4 channel data acquisition board와 150kHz 및 

500kHz 전용 센서와 프리 엠프, 그리고 8 channel 신호의 동시 측정 및 분

석이 가능한 software 등으로 구성되었고, 외형은 Fig. 3.3.1.1과 같이 목적에 

따라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나. 확관부 손상 감시시험용 냉각재 순환시험장치 제작

최근에 국내 표준형 원전 증기발생기의 확관 천이부에서 1, 2차측 응력부

식에 의한 균열이 다수 발생되어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결함유형에 대한 자연결함 집합체 제조, 결함 진단 기술의 개선, 손상에 미

치는 영향인자 규명, 손상 억제기술 개발, 그리고 감시 시스템의 성능 평가 

등에 다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제 가동 원전과 동일한 조건에서 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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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mock-up 전열관 시편을 사용하여 실험을 수행할 수 있는 냉각재 순환 

모사 시험장치를 설계, 제작하였다.

Fig. 3.3.1.2는 냉각재 순환 모사 시험장치의 구성도인데 직경 200mm의 대

형 압력 용기 내부에 2개의 확관부를 포함하는 U자형 전열관이 관판에 조

립되고 전열관의 안쪽으로는 1차측 모사 냉각재가 실제 원전 가동조건과 동

일한 20 gallon per minute의 속도로 순환되며 전열관의 바깥쪽에는 sludge

와 chloride 등의 불순물이 포함된 2차측 모사 수화학 환경이 제공된다. 확

관 천이부의 전열관 외면에는 sludge 및 heat flux에 의한 온도구배가 형성

되어 국부적 비등에 의한 불순물의 농축이 발생되며 따라서 실제 가동 조건

과 동일한 부식 환경이 만들어지게 된다. 시험장치의 온도와 압력은 최대 

350℃/2,200psig로 설계되었고 장시간 가동에 대한 안전성을 고려하여 1차

측 모사 냉각재 공급 계통은 316 stainless steel로, 2차측은 Hastelloy 및 

alloy 600으로 제작되었다. 현재까지 1차측 모사 냉각재 공급 계통과 Fig. 

3.3.1.3의 규격을 갖는 대형 압력용기의 제작이 완료되었으며 차기 단계에서 

관판과 전열관 확관부를 포함한 시험부위의 제작을 완료하여 성능시험을 수

행할 계획이다. 

2. 손상 감시시험 및 성능평가

감시 시스템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형상변화가 내재된 전열관 시편을 

사용하여 응력부식시험을 수행하였으며 균열 발생과 성장에 따른 음향 에너

지 방출 특성을 조사하였다.  

가. 실험방법

잔류응력에 의해 균열이 발생되도록 형상변화 시편을 제작하였는데 실제 

원전 가동중 손상을 발생시킨 사례가 있는 bulge와 확관 천이부를 모사한 2

종류 형상변화 시편이 사용되었다. Bulge는 특수 치구를 사용하여 30mm 

길이부분이 0.7mm 돌출되도록 제작하였으며 확관 시편은 기계식 확관기를 

사용하여 길이 50mm 지역을 외경이 0.5mm 증가하도록 자유 확관 시켜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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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전열관은 국내 표준형 원전에 사용된 합금 600 archive tube를 이

용하였으며 균열생성 및 성장을 가속화시키기 위하여 620℃에서 10시간 예

민화 열처리하였다. 시편내부에는 0.1M Na2S4O6 용액을 장입하고 외면에

는 150kHz 및 500kHz 전용 음향 방출 센서를 부착하여 연속 감시하였다. 

나. 실험결과

Fig. 3.3.2.1과 3.3.2.2는 각각 bulge와 확관 시편에 대해 수행된 음향 방출 

에너지 연속 측정 결과이다. 각 결과는 시간에 따른 hit 수, 진폭, count, 

energy, 그리고 150kHz(channel 1) 및 500kHz(channel 2) 센서로 측정된 진

폭과 에너지의 상관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냈다. 두 결과를 비교해 보면 확관

시편이 bulge 시편에 비해 음향방출의 수(hit)가 훨씬 많고 에너지와 진폭도 

더 크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각 시편의 실험 후 내면 균열양상을 관찰한 

사진은 Fig. 3.3.2.3과 같은데 bulge 시편의 경우는 길이방향으로 돌출된 부

분을 따라서 긴 균열이 성장한 형상을 보인 반면에(Fig. 3.3.2.3-a), 확관 시편

의 경우는 확관부 및 확관천이부와 원주 전체 지역에 걸쳐 다수의 균열이 

발생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 결과로부터 음향 방출 에너지 감

시 방법은 균열의 생성 및 성장을 탐지할 수 있으며 측정된 음향 방출의 수

는 생성된 균열의 밀도를 반영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차기 단계에서는 

방출 에너지의 크기 등에 관한 분석을 통하여 균열의 생성과 성장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연구가 수행될 예정이다. 

다. 결론

형상변화가 내재된 전열관 시편을 사용하여 균열 발생과 성장에 따른 음

향 에너지 방출 특성을 조사한 결과, 음향 방출 에너지 감시 방법은 균열의 

생성 및 성장을 탐지하였고 측정된 음향 방출의 수는 생성된 균열의 밀도를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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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손상제어 기술개발

1. 표준원전 증기발생기 상부구조물 구조적 취약점 상세분석 및 

   설계 개선

앞서 제3장 제3절 3. 라와 마항의 표준원전 증기발생기 전열관 근접현상

과 마모손상에 대한 정밀진단 결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들 손상이 증기

발생기 상부 구조물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따라

서 본 내용에서는 i) 이러한 손상과 구조적 관계의 해석 및 확인과 ii) 구조 

개선에 필요한 개선인자의 도출을 위하여, 증기발생기 상부 구조물의 구조

적 취약점을 좀 더 상세히 분석한 내용을 기술하고자 한다.

가. 상부 구조물의 구조

표준원전 증기발생기의 상부 구조물은 전열관 다발을 지지해 주기 위해 

증기발생기 하부로부터 상부까지 설치되어 있는 지지판(tube support plate, 

TSP)들을 기준으로 할 때, Fig. 3.4.1.1의 개략도와 같이 8단 TSP 윗 부분에 

설치된 구조물들을 말한다. 따라서 8단∼11단 까지의 TSP, 반진동구조물

(AVS), 그리고 곡관부 전열관 다발이 여기에 포함된다. 앞서 관련된 연구내

용에서 이 부분의 구조에 대하여 설명된 바 있으나 상세분석을 위하여 이 

영역에 포함된 구조물들 각각에 대한 구조적 특성을 개략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한다. 

(1) 관지지판 (TSP, tube support plate)

증기발생기 상부에 설치된 8단부터 11단 까지 총 4개의 TSP 중, 8단 TSP

는 전열관의 직관부 전체를 지지하는 full type TSP로서 최상단에 위치한 것

이다. 나머지 9∼11단의 TSP는 그림에서와 같이 곡관부를 갖는 전열관 다

발 중 수직방향의 직관부에 부분적으로 설치된 partial type TSP이다. 이들 

TSP는 하부의 다른 TSP와 마찬가지로 전열관과 전열관의 전후 좌우 간격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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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게 유지시키도록 설계된 eggcrate(EC)형 구조를 갖는다.

(2) 반진동구조물 (AVS, Anti-vibration structure) 

AVS는 BW(bat wing), VS(vertical strip) 그리고 HS(horizontal strip)로 구

성되어 있으며, 그림에서와 같이 증기발생기내 최상단 full type tube 

support plate(TSP)의 윗 부분 중 partial type TSP이 존재하지 않는 영역에 

설치되어 이 영역에서 전열관 다발의 진동을 잡아주는 역할과 전열관들의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BW는 V자형의 양날개 형태이며 전열관들이 90도 각도로 꺾이는 곡관부

의 중심선을 따라 위치하게 된다. VS는 그림에서와 같이 전열관 다발 중 수

평부에 설치된 것으로서 BW와 일체형으로 연결된 구조를 갖는다. BW의 양

쪽 날개 각각에 2개씩의 VS가 연결되므로 BW 1조에 총 4개의 VS가 연결된 

구조를 갖는다. 이러한 BW과 VS는 그림의 지면에 대해 수직방향으로 배열

된 전열관들의 전후 간격을 유지시켜 주는 역할과 이 방향에서의 진동을 잡

아 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HS는 VS의 slit에 끼워지는 구조물로서 두 구조물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사각형 단면구조의 격자사이로 전열관들이 배열된다. 따라서 HS는 VS의 간

격 유지 역할과 함께, 전열관 다발 수평부에서 전열관의 상하 간격 유지와 

상하 방향의 진동을 잡아주는 역할을 동시에 하게 된다. 이러한 HS는 전열

관 곡관부의 곡률 영향을 받지 않는 부분에만 설치될 수 있는 제한요인 때

문에 VS의 일정 높이 이상에만(그림의 VS에서 빗금친 부분) 설치된다.

나. 상부 구조물의 구조적 취약점 분석

제3장 제2절 3. 라항의 전열관 근접현상 정밀진단 내용에서, i) 상부 구조

물의 각 TSP에 최종 고정되는 전열관들중 Row No.가 커질수록 TSP로부터 

곡관부까지의 높이방향 길이가 길어지는 부분에서 지지력의 약화로 전열관

의 좌우 간격 유지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과 이와 더불어 ii) 

BW과 VS가 진동 등에 의해 유발되는 전열관의 횡방향(Fig. 3.4.1.1에서 좌우 

방향) 움직임을 제어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구조적 취약점이 전열관 근접현



- 380 -

상의 원인이라는 점을 밝힌 바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가 쉽게 발생될 수 

있는 A∼D 4개의 특정한 구조적 취약영역을 설정하고, 발전소의 실제 검사

결과가 본 연구의 분석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됨으로서 상부 구조물의 구

조적 취약점이 검증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제2절 3. 라항에서 상세하게 

설명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며, 이러한 상부 구조물의 취약 요인이 전

열관의 마모손상과도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므로 여기서는 마모손상과 구조

물 취약점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로 한다.

현재 국내외적으로 CE형 증기발생기의 마모는 stay cylinder 부근의 전열

관에 국한하여 집중적으로 발생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으나, 위에서 언급

한 상부 구조물의 구조적 취약성이 증기발생기 마모손상 거동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서 상세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마모손상에 있어서도 전열관 근접현상과 거의 유사한 취약성 때문에  Fig. 

3.4.1.2와 같이 A∼D의 4개 취약부가 설정되나 C 영역의 위치만이 조금 다

르다. 이중 A 영역은 stay cylinder 부근의 Row No. 22∼40에 해당하는 전

열관들이 위치하는 곳으로서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현재 모든 표준원전 증기

발생기에서 마모가 집중적으로 발생되는 영역이다. 그러나 나머지 B∼D 영

역의 경우에 있어서는 현재까지 마모손상 거동과 구조적 관계에 대한 어떠

한 해석도 이루어진 바 없기 때문에 영역별로 나누어 분석하기로 한다. 그림

중의 AVS에 짙게 칠한 위치는 아래에서 분석되는 결과에 따라 마모손상이 

다발적으로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전열관과 AVS의 접촉부분을 표시한 것이

다.  

  i) A 영역

  이 영역에 있는 AVS의 VS 판재에는 HS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FIV 조건에서 발생하는 상하 방향의 진동에 대한 취약점을 갖게 된다. 또한 

앞서 해석된 바와 같이, 8단 TSP로부터 곡관부까지의 길이가 길기 때문에 

횡방향 진동에 취약한 영역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영역의 경우, 이러한 

취약점들은 앞서 제2절 3. 마항에서 해석된 전열관과 AVS 판재(BW, VS, 

HS)들 간의 비정상적인 배열상태 기인된 마모손상 가속 원인과 더불어 마

모 집중발생의 원인을 제공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결론적으로 A 영역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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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상하 좌우 방향의 진동을 억제시켜 주는 구조물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빠른 유속 조건으로 인하여 가동 초기 마모가 집중되는 것으로 결

론지을 수 있다. 

  ii) B 영역

   9단 partial TSP부터 곡관부를 지나 HS가 설치되어 있는 2VS까지의 

전체 길이가 긴 구간이며, A 영역과 마찬가지로 TSP로부터 곡관부까지의 

길이가 길어 횡진동에 대한 취약성을 갖는다. 이러한 취약성에 기인하여 이 

영역에서도 마모손상이 다발적으로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

  iii) C 영역

   10단 partial TSP → 곡관부 → 1VS → 2VS 구간의 전체길이가 매우 

긴 영역이다. 이 영역내의 1VS에는 HS가 없기 때문에 상하 진동에 대한 취

약하며, 특히 곡관부 → 2VS 구간이 길어 상하 진동에 의한 마모손상 가능

성이 큰 영역이다.

  iv) D 영역

   11단 partial TSP → 곡관부 → 1VS 구간의 길이가 긴 영역으로서, 증

기발생기 외곽에 해당되는 이 부분에서의 유속과 가동온도가 다른 영역에 

비해 낮다는 점을 고려할 때 마모손상의 발생확률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

다. 그러나 B 영역과 같은 취약 요인에 의한 마모손상 발생 가능성이 충분

히 예상되는 영역이다. 

다. 가동 원전 실제 마모손상 비교

상부 구조물의 구조적 취약점과 마모손상 관계에 대한 위의 분석결과에 

대한 검증을 위하여, 가동 원전에서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증기발생기의 마

모손상을 비교 평가할 필요가 있다.

Fig. 3.4.1.3과 3.4.1.4는 각각 표준원전 영광 4호기와 울진 4호기의 ISI를 

통하여 정리된 마모맵이다. 영광 4호기의 경우 6주기 동안 발생된 SG #1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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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마모손상이며, 울진 4호기의 경우 가동초기에 해당되는 3주기 동안의 

SG #1의 마모손상 결과이기 때문에 가동년수에 따른 마모손상 거동의 비교

분석도 가능하다. 

Fig. 3.4.1.3의 영광 4호기 결과에 있어서,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마모 집중

발생 구역(A 영역에 해당)에서 마모가 많이 발생된 결과를 볼 수 있다. 이외

의 영역에서도 마모손상들이 나타난 결과를 알 수 있는데, 마모 발생위치가 

넓은 영역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일견 마모발생 위치와 분포에 있어서 특

징이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설정한 구조적 취약 

영역을 고려하여 분석하면, 그림에서와 같이 많은 마모발생 위치가 B, C 영

역에 포함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A 영역에 비해 유속이 상대적으

로 느린 바깥 영역에서도 마모손상이 진행되는데, 이들 마모손상이 주로 구

조적 취약요인에 의해 발생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Fig. 3.4.1.4의 울진 4호기 결과에서 더욱 분명해 진다.  

즉, 울진 4호기의 경우도 위의 분석과 동일한 결과를 보이는데, 특히 가동년

수가 짧음에도 불구하고 유속이 가장 느린 D 영역에서도 다수의 마모손상

이 발생된 점으로부터 구조적 취약요인에 의한 마모발생의 가능성과 진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라. 상부 구조물 설계 개선안 및 모형 제작

표준원전 증기발생기의 손상현안인 마모손상 및 전열관 근접현상과 상부 

구조물의 구조적 취약점 간의 관계에 대한 상세분석 결과로부터 마모손상의 

완화와 전열관 근접현상의 원천적 제거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상부 

반진동구조물의 개선인자들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구현할 수 있는 신형 반

진동구조물의 개략도를 Fig. 3.4.1.5에 나타내었다. 

(1) 대각선형 에그크레이트(DE, Diagonal Eggcrate) 모델

DE 설계 개념은 기존 상부 구조물에서 취약부로 분류된 4개 영역내의 TSP

↔곡관부 구간에서 횡방향 진동에 취약했던 문제점의 해결을 위하여 도입된 

것이다. 즉, DE는 Fig. 3.4.1.5-(b)에 표시한 바와 같이 곡관부 직하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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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관 직관부에 설치되는데 수평선과 60o 각도를 갖는 대각선형으로 이루어

진다. 그리고 DE는 Fig. 3.4.1.6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eggcrate형 구

조를 갖는다. 이 설계개념의 도입에 따른 효과는 다음과 같다. 

  i) TSP와 같은 eggcrate형 구조를 갖는 DE가 곡관부 직하에 설치되어  

직관부 전열관의 원주방향 4면을 모두 지지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존 구조의 TSP↔곡관부 구간에서 횡방향 진동에 취약했던 문제점과 전

열관 다발의 전후 좌우 간격이 일정하게 유지되지 못했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ii) 이에 따라 마모손상이 크게 완화될 수 있으며 또한 전열관 근접현상 

문제가 원천적으로 제거되는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 

(2) HS 삽입형 BW 설계

기존 반진동구조물의 BW이 곡관부 중심선을 따라 설치(Fig. 3.4.1.5-a)된 

것과 달리 HS 삽입형 BW은 Fig. 3.4.1.5-b에서와 같이 곡관부를 벗어난 수평

부에 설치된다. 이 설계개념의 도입에 따른 효과는 다음과 같다.

  i) BW을 수평부에 설치할 경우 BW에 slit를 가공하여 HS를 삽입할 수 

있기 때문에 전열관 다발 수평부에서의 상하 진동 억제 효과가 획기적으

로 향상될 수 있고 이에 따라 마모손상이 크게 완화되는 효과가 기대된

다.  

  ii) BW의 위치이동에 따라 동반되는 VS의 위치이동으로 VS 길이방향 

전 구간에 걸쳐 HS의 설치가 가능하므로 이 또한 수평부에서의 상하 진

동 억제 효과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iii) 기존 구조의 경우, BW의 설치위치상 전열관 곡관부의 ovality에 기

인되는 마모손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이 있으나, 본 설계개념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원천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역시 마모손상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 

신형 모델 설계개념의 도입으로 유체흐름에 대한 저항이 다소 증가하는 

열수력적 문제가 대두될 수 있으나, 이 경우 TSP, VS 및 HS의 개수를 줄여

도 위에서 검토한 효과를 만족할 수 있는 설계 유연성이 확보되어 있다.

이상과 같은 설계개념으로 제작된 표준원전 증기발생기 신형 상부 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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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모형을 Fig. 3.4.1.7-a에 나타내었으며, 비교를 위하여 제작된 기존 모델

의 모형(Fig. 3.4.1.7-b)을 함께 보여주고 있다.

마. 요  약

 

표준원전 증기발생기 상부 구조물의 구조적 취약점 분석을 통하여,

i) 구조적 특성상 전열관의 횡방향 및 종방향 진동을 효과적으로 잡아주지 

못하는 4개의 특정 영역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ii) 표준원전 가동 초기 마모가 집중적으로 발생되는 영역 외에 구조적 취

약부로 분석된 영역에서도 가동 초기부터 마모가 발생되는 것이 확인되었

다. 따라서 구조적 취약요인에 기인하여 마모발생의 영역이 확산되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iii) 구조적 취약요인 분석결과를 토대로 하여 표준원전 증기발생기 상부 

구조물의 개선인자들을 도출하고 이의 구현을 위한 신형 구조물 모델을 설

계하였다. 이 모델은 APR 1400 후속 호기 및 표준원전 증기발생기 교체를 

대비하여 제안된 것으로서 이의 반영을 위한 중장기적 검토가 요망된다. 

2. 전열관/반진동구조물 마모손상 평가시험 및 해석

증기발생기 전열관의 마모현상은 크게 프레팅에 의한 마모, 이물질에 의

한 마모, 슬라이딩에 의한 마모 등으로 나눌 수가 있다. 고리 2, 3, 4호기와 

영광 1, 2호기와 같이 Westinghouse(WH)형 모델 F를 적용한 경우, 10년 이

상의 가동기간에도 불구하고 프레팅 마모에 의한 관막음 전열관의 비율이 

3% 이내에 머물고 있으나 Combustion Engineering(CE) 모델을 적용한 한

국 표준형 원전인 영광 3, 4호기와 울진 3, 4호기의 경우 가동연수가 짧음에

도 불구하고 프레팅 마모에 의해 관막음된 전열관 수가 수십 개에 이르고 

있으며 특히 울진 3, 4호기의 경우 1주기 가동후 마모손상에 의해 전열관이 

관막음될 정도로 빠른 속도의 마모손상을 보이고 있다. 

지지구조물과 전열관간의 슬라이딩 마모에 의한 손상에 대해서는 국내에

서 연구가 거의 전무한 상태지만 외국의 연구사례에 의하면 지지구조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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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열관간의  슬라이딩 마모가 발생하는 경우 구조적 요인에 따라 전열관 

뿐만 아니라 지지 구조물에서의 손상도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이러한 외국의 사례는 일부 재질(Alloy 600/690 vs. 403 SS)에 대하여 

연구된 것이며, 국내에서 사용되는 지지구조물 재질 409 SS에 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미 교체가 완료된 고리 1호기와 최근 건설된 울진 5, 6호기에는 기존의 

Alloy 600보다 우수한 부식특성을 갖는 Alloy 690 전열관이 사용되었는데, 

Alloy 690은 낮은 열전도율로 인해 보다 더 큰 전열 면적이 필요하여 증기

발생기의 크기(전열관의 수 또는 길이)가 커지며 이 경우 유체유발진동에 

의한 슬라이딩 마모손상의 심화가 될 수 있으나 이러한 Alloy 690의 슬라이

딩 마모특성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상태에 있다.

따라서, 실제 국내 원전에 적용할 수 있는 재질조합(Alloy 600/690 vs. 

409 SS)과 마모변수조건에 따른 지지구조물과 전열관간의 슬라이딩 마모특

성을 조사하여 마모계수 등의 database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가. 전열관 마모거동에 미치는 마모 영향인자 분석

전열관과 지지구조물의 마모거동 평가를 위해서는 가동 조건하에서 실제

로 마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향인자를 도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재료

의 마모거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영향인자는 마모식에서 찾을 수 있

다. Archard 마모식 V = K․F․S을 고려하여 보면, 마모손실량(V)은 마모

계수(K), 수직접촉력(F), 마찰거리(S)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

기서 마모계수는 재질조합과 환경이 일정할 때 상수로 가정되며, 환경인자

로서는 온도, 재질조합, 진동수, 진동변위, 하중 등이 고려될 수 있다. 가동 

중 증기발생기에서 발생되는 전열관과 지지대의 마모에 있어서 고려할 수 

있는 영향인자와의 관계를 정리하면 Fig. 3.4.2.1과 같으며, 이들의 영향을 검

토하기로 한다.

 

(1) 재질조합

외국의 경우 마모시험이 일부 재질(Alloy 600/690 vs. 403 SS)에 대해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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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 진행되었으며 국내의 경우는 Alloy 600/690 vs. 409 SS의 대기 

중 마모 연구에만 국한되어있다. 국내 전열관 지지대의 재질은 CE형은 409 

SS이고 WH형은 405 SS이므로 이들 재질에 대한 연구도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최근에 사용되고 있는 Alloy 690의 마모특성은 거의 알려지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전열관 재질(Alloy 600, 690)과 지지구조물 재질(409, 

405, 403 SS) 조합에 따른 마모특성 평가연구가 필요하다.

(2) 온도

증기발생기의 일반적인 가동조건인 약 330℃의 1차측 냉각수 유입과 약 

255℃로 예열된 2차측 냉각수의 유입을 고려할 때, 전열관과 지지구조물사

이의 슬라이딩 마모는 225∼330℃의 온도범위에서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온도가 증가하면 재료의 강도가 저하되어 마모손실량이 증가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마모계수의 증가를 의미한다. 한편 마모생성

물이 충분히 산화될 정도로 높은 온도에서는 표면에 산화물 층이 형성됨에 

따라 응착이 억제되어 마모량이 크게 감소되는 산화 마모가 발생할 수 있는

데 Fe계와 Ni계 합금의 경우, 대개 약 150∼200℃의 온도부터 산화마모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산화마모가 발생하면 재료의 손실이 응착

마모가 아닌 산화물층의 surface fatigue에 의해 발생하게 되며 이에 따라 이

상적인 응착마모에 대한 Archard 마모식이 더 이상 적용되지 못할 수도 있

다. 반면 산화마모가 발생하더라도 impact force가 존재하여 산화물층이 파

괴되는 경우에는 응착마모와 산화마모의 중간적인 마모형태를 보일 수도 있

을 것으로 생각된다.

(3) 진동수, 진동변위

표준원전 증기발생기의 마모손상은 구조적 특징에 기인한다. 즉 stay 

cylinder 상부의 상향류 유속이 빠른 조건에서 유체유발진동의 발생으로 전

열관과 지지대간의 마모로 발전된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진동을 일으키

는 진동수 변화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Fisher[27]의 fretting map에 따르

면, 특정 진동변위에서 마모량의 변화추이가 변하는 경우가 나타나는데 이

러한 현상이 표준원전 증기발생기의 마모손상에서도 실제로 나타나는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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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4) 접촉응력

증기발생기내의 지지구조물들 간에 약간의 비틀림이나 변위가 존재할 경

우, 유체진동에 의한 반진동구조물과 전열관간의 접촉(선접촉 또는 점접촉)

이 매우 쉽게 일어나며 이러한 접촉 부위에서는 높은 접촉응력의 반복작용

에 기인하는 전열관 표면의 국부적인 마모손상이 급격히 진행된다. 따라서 

접촉응력에 따른 마모실험도 병행되어야 하며 전열관이 tube 형태라는 점을 

감안하여 수직하중으로 접촉응력 변수를 대체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tube-on-block이라는 형상의 특성상 마모면적에 따른 실제 접촉응력의 감소

를 정량화하여 마모거동을 해석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있다. 

한편 ball-on-block 형상에서 실제 접촉응력의 변화를 보면 슬라이딩 마모 

초기에는 접촉 면적이 급속하게 증가하지만 마모거리가 증가함에 따라 접촉

면적은 임의의 일정한 값에 도달하게 된다고 보고되어 있다[28]. 즉 마모거

리가 증가할수록 실제 접촉응력의 감소가 마모거동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사료된다.

 

(5) 대기 및 수중 분위기

수중분위기에서의 접촉면 사이에 존재하는 물은 윤활작용을 하기 때문에

asperity 또는 fresh metal 표면간의 접촉이 억제되고 산화물층 형성의 촉진

으로결과적으로 응착마모가 억제되므로 일반적으로 수중에서의 마모율은 

대기 분위기에서의 마모율에 비해 작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증기발생기 전열관의 마모열화가 발생하는 환경은 770∼1050psi, 225∼

295℃의 고온 수중분위기로 정확한 마모계수는 동일한 고온 수중분위기에

서 측정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대기중 마모시험을 통해 여러 마모인자의 영향을 조사하고 

autoclave를 이용한 고온 수중분위기에서의 정확한 마모계수에 대한 

database를 구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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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마모예측식

본 연구에서는 금속간 마모의 일반적인 마모기구로 알려져 있는 응착 마

모에 대한 마모예측식을 기본식으로 설정하고, 마모기구가 다른 경우의 정

확한 마모예측을 위하여 응착 마모예측식의 발전과정과 새로운 복합적인 마

모해석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일반적으로 가장 잘 알려진 Archard 마모예측식은 1946년에 Holm[29]에 

의해 정리된 마모량과 마모량에 영향을 주는 몇몇 영향인자들 사이의 관계

식을 발전시킨 것이다. Holm은 응착 마모에 대한 많은 연구를 통하여 다음

과 같은 몇 가지 원칙들을 밝혀냈다.

  i) 마모량은 일반적으로 수직하중에 비례한다.

  ii) 마모량은 일반적으로 마모거리에 비례한다.

  iii) 마모량은 일반적으로 마모표면의 경도에 반비례한다.

위의 세 가지 원칙에 근거하여 식(1)과 같은 형태의 마모예측식이 제안된다.

           V=
kFS
H

                                         (1)

                      V : Wear volume (㎣)

                      k : Wear coefficient

                      F : Normal force

                      S : Wear distance (m)

                      H : Hardness

Archard는 이후 상수 k가 응착에 의한 debris의 발생 확률을 의미한다는 

점을 밝히고 여기에 debris의 형태 상수도 포함시키게 된다. 그리고 여러 재

질조합에 대한 실험결과 마모량이 경도값에 항상 반비례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경도의 영향을 마모계수 k에 포함시켜 아래와 같은 

Archard 마모예측식[30]을 제시하였으며 현재 이 식이 널리 쓰이고 있다.

 

                              V=KFS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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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발전소 증기발생기 전열관의 마모는 그 형태가 복잡해서 수직하중

이 계속 변하고 마모거리를 결정하기 힘들다는 특징이 있다. Ko[31]는 

forcing function 식(3)을 통해 총 시험시간 동안 재료가 받는 다양한 종류의 

힘을 통합, 하나의 상대적 크기 값으로 표현하고 이 total force와 wear rate

가 비례관계임을 보였다.

              F = ∑(force level) × (frequency of occurrence)       

(3)

Fisher[27]가 제안한 work rate의 개념도 Ko[31]의 개념과 유사하지만 

Fisher는 실제 마모거리까지 측정했다는 점이 다르다. Fisher는 힘과 거리 

측정장치를 실험장치에 장착하여 시시각각 변하는 힘과 거리를 측정하였고 

식(4)와 같이 단위시간당 가해지는 에너지를 계산하였으며 wear rate는 

work rate에 비례함을 보였다.

                     Ẇ=
1
t

⌠
⌡Fds                           (4)

위의 두 가지 개념 모두 기본 Archard 마모예측식을 복잡한 환경에서 사

용할 수 있는 식으로 응용하였으며 마모량은 주입된 에너지에 비례한다고 

보는 관점에서 비슷하다. 이것은 ‘마모량은 수직응력과 마모거리에 선형 비

례한다’는 Holm[29]의 기본원칙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Burwell[32] 등

에 의해 연구된 많은 예외 가능성을 배제한 것이다.

현재 마모예측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work rate의 개념이 최대 50%까지

의 예측오차를 보이는 이유는 마모량이 주입된 에너지에 비례한다는 단순한 

가정 하에서 마모 도중의 재료의 물성변화 등이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마모 도중의 재료의 물성변화 등의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

해서는 우선적으로 대상재질의 마모량이 수직응력과 마모거리에 따라 직선

적으로 비례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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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증기발생기 전열관과 지지구조물 사이의 슬라이딩 마모손

상 예측에 필요한 다양한 조건에서의 마모거동과 마모계수에 대한 database

를 구축하고자 한다. 대상 전열관 재질로는 현재 대부분 원전에서 사용되고 

있는 Alloy 600과 690 그리고 지지구조물 재질로는 409, 405, 403 SS를 선택

하고 이들 재질을 조합한 조건과 접촉응력, 진동수, 진동변위, 마모거리를 

변수로 하는 조건에서 i) 상온 대기중과 고온 수중 분위기에서의 슬라이딩 

마모시험을 통한 마모거동을 평가하고, ii) 실제 마모거동을 좀 더 정확히 평

가할 수 있는 마모계수 및 마모예측식을 도출하고자 한다. 

(1) 시편준비

마모시편 중 운동시편은 전열관으로 쓰이고 있는 Alloy 600과 690이며, 

고정시편의 재질은 일반적으로 원전 증기발생기의 반진동구조물(AVB)에 사

용되고 있는 409, 405, 403 SS 이다. XRF(X-ray fluorescence)와 Metal 

ScanTM을 이용하여 이들 재료의 화학성분을 분석한 결과, Alloy 600과 690

은 ASTM B166, 409, 403 SS는 ASTM/ASME A/SA 240, 405 SS는 ASTM 

A276의 화학성분의 범위를 만족시켰다(Table 3.4.2.1 참조). Fig. 3.4.2.2는 본 

실험에 사용된 Alloy 600, 690 재료의 미세조직으로서 bromine 용액을 사용

하여 관찰하였다. 마모시험은 Fig. 3.4.2.3에 나타낸 바와 같이 tube-on-block 

방법으로 수행되었다. 고정시편과 운동시편의 형태는 각각 block과 tube의 

형태이며, 운동시편은 전열관을 길이 방향으로 삼등분하여 준비하였으며 

block 형태의 시편은 25 x 20 x 6mm의 크기로 준비하였다. 

(2) 장치설계

고온고압 수중에서의 마모특성 평가를 위하여 2250psi, 288∼330℃의 1차

측 운전조건을 모사한 autoclave 및 마모시험 장치를 설계하였다(Fig. 

3.4.2.4). 또한 하중, 진동 변위, 진동수 등의 변수를 고려한 마모시험 장치를 

설계하였으며, 허용 가능한 각 변수의 범위는 하중 10∼80N, 온도 20∼30

0℃, 진동수 3∼30Hz, 진동변위 0.1∼10mm로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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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3.4.2.1  Chemical composition of Alloy 600, 690 

                       and 409, 405, 403 SS

Specimen Ni Fe Cr Co C Si Mn Ti S P

Alloy 

600
bal. 9.806 15.788 0.021 0.05 0.145 0.134 0.34 0.001 -

Alloy 

690
bal. 10.844 28.945 0.031 0.03 0.176 0.089 0.234 0.001 -

409 SS 0.277 bal. 11.7 - 0.015 0.621 0.194 0.132 0.0264 〉0.03

405 SS 0.209 bal. 12.9 - 0.04 0.286 0.281 0.0363 0.0244 〉0.03

403 SS 0.562 bal. 12.8 - 0.103 0.389 0.392 0.0236 0.0267 〉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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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연구결과

(1) 상온 대기중에서의 슬라이딩 마모특성 평가

전열관 Alloy 600, 690과 지지구조물 409, 405, 403 SS 재질을 조합합 조건

에서 재료의 마모거동에 미치는 여러 변수의 영향과 마모기구를 고찰하고 

실제 마모거동을 근사하게 나타낼 수 있는 마모식의 도출을 위하여, 1차적

으로 상온 대기중에서의 슬라이딩 마모시험을 수행하였다.

(가) 수직하중에 따른 마모량

슬라이딩 마모시험의 진행에 따라 운동시편의 접촉면적 증가로 접촉응력

이 변하게 되나, 일정하중 조건에서는 접촉응력의 변화에 관계없이 하중이 

일정하므로, 하중과 마모량의 관계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Fig. 3.4.2.5는 진동변위 4.5mm, 진동수 5Hz, 상온 2시간의 시험조건에서 

하중을 5, 10, 20, 40N으로 변화시켰을 때 얻어진 각 재질의 총 마모량 변화

를 나타낸 것이다. 하중 증가에 따른 마모량의 증가 추이를 살펴보면 재질조

합의 변화에 관계없이 하중 증가에 따라 마모량이 거의 직선적으로 증가하

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Archard의 마모식(V=K․F․S)에서

의 마모량과 하중간의 관계에 부합되는 것이다. 한편 전열관과 지지구조물 

재질의 마모량을 비교하여 보면, 5, 10, 20N의 하중에서는 두 재질간에 마모

량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40N의 경우 지지구조물의 마모량이 전열관

의 마모량보다 큰 결과를 보였다.  

(나) 진동수에 따른 마모량 

진동변위 4.5mm, 하중 20N, 2시간 마모시험 조건에서 진동수를 2.5, 5, 

10Hz로 변화시켰을 때의 총 마모량의 변화를 Fig. 3.4.2.6에 나타내었다. 모

든 재질 조합조건에서 진동수가 증가할수록 마모량이 증가하는 결과를 볼 

수 있다. 마모시험 시간이 동일한 조건에서 진동수의 증가는 마모거리의 증

가를 나타내기 때문에 Archard 마모식(V=K․F․S)에서 이를 고려하면 본 연

구결과의 마모량 증가는 예상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진동수 2.5, 5Hz 조

건에서는 전열관과 지지구조물의 마모량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10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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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지지구조물의 마모량이 전열관의 마모량보다 큰 결과를 보인다.

(다) 진동변위에 따른 마모량 

Fig. 3.4.2.7은 진동수 5Hz, 하중 20N, 마모시간 2시간 조건에서 진동변위

를 2.5, 4.5, 9mm로 변화시켰을 때 얻어진 총 마모량의 변화를 보여준다. 전

열관 재질과 지지구조물 재질 모두 진동변위의 증가에 따라 마모량이 직선

적으로 증가한다. 이 경우도 앞의 진동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진동변위의 

증가가 마모거리의 증가를 나타내기 때문에 Archard 마모식으로부터 예상

되는 결과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총 마모량의 변화에 있어서 천

이(transition)가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선택한 진동 변위의 값들이 fretting 

map에 근거하여 fretting 영역을 넘어 sliding 영역으로 들어갔기 때문인 것

으로 생각된다[27].

(라) 마모거리에 따른 마모량 

마모거리의 변수를 고려하기 위하여 하중 20N, 진동변위 9mm, 진동수 

5Hz의 조건에서 마모시험 시간을 10분, 30분,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으

로 변화시켜 실험을 실시하였다. 이들 시간변화를 마모거리로 환산하면 각

각 54, 162, 324, 648, 972, 1296m이고 이에 대한 총 마모량의 변화 결과를 

Fig. 3.4.2.8에 나타내었다. 

Fig. 3.4.2.8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마모거리의 변화에 따른 각 재질조

합 조건에서의 마모량의 변화가 앞서 하중, 진동수, 진동변위 변수로부터 나

타난 마모거동과 크게 다름을 알 수 있다. 즉, 마모거리가 증가함에 따라 마

모량이 직선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parabolic한 변화거동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거동은 마모거리의 증가에 따라 마모량이 직선적으로 증가하

는 것으로 해석하는 Archard의 마모 예측식에서 벗어나는 결과이므로, 마모

거리가 마모량에 어떠한 함수의 형태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다음

의 마항에서 별도로 고찰하기로 한다.

또한 재질조합 조건에 따른 변화에 있어서, 전열관 보다 지지구조물 재질

의 마모량이 상대적으로 크고, 또한 지지구조물 재질 중 martensitic 

stainless steel인 403 SS과 조합을 이룬 전열관 재질 Alloy 600, 690의 마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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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이 다른 두 조건(405, 409 SS와의 조합) 보다 현저하게 큰 결과를 보이

고 있다. 

(마) 마모거리에 따른 마모거동 분석

마모거리에 따른 마모량의 변화 요인으로써는 material transfer, 가공경화

의 영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보고되어 있다[33]. Alloy 600의 경우

는 낮은 적층결함 에너지(SFE, Stacking Fault Energy)를 가지며, Alloy 690

의 경우는 Ni 합금계에서 SFE를 낮추는 Cr의 함량이 12∼15%가량 많기 때

문에 Alloy 600보다도 더 낮은 SFE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34]. 낮은 SFE를 

가질 경우 손상면 아래에서의 전위밀도는 급격히 증가하게 되어 표면경화는 

다소 빠른 시간 내에 진행된다. 따라서 마모거리 증가에 따른 마모량의 변화 

요인으로 가공경화의 영향이 클 것으로 생각된다. Lee의 논문에서도 마모거

리에 따른 마모량의 변화 요인으로써 가공경화의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35, 

36].

따라서 두 전열관 재료의 마모시험 결과에서 마모거리(슬라이딩 거리)의 

증가에 따른 접촉면에서의 기계적 특성변화가 마찰계수의 변화를 일으켜 두 

전열관 재료의 마모거리에 따른 마모량의 변화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러한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마모실험을 수행한 후 시편을 절

단하여 접촉면 아래방향으로의 경도 변화를 측정하였다. Fig. 3.4.2.9에서 확

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마모시험 전에는 전열관의 표면과 중심부의 경도 

값이 비슷했지만 마모시험이 진행된 후에는 표면의 경도 값이 급속히 증가

한 결과를 볼 수 있다. 이러한 경도변화의 원인은 접촉면에서의 슬라이딩에 

따른 가공경화현상 때문이다. 

또한 Fig. 3.4.2.10~11의 마모표면에 대한 TEM 관찰결과에서 볼 수 있듯

이, Alloy 600의 경우 표면에서 작용하는 변형이 반복적임에도 불구하고 한 

방향의 슬립현상을 볼 수 있으며 cross slip현상도 나타났다. Alloy 690의 경

우는 슬립현상이 우세하게 나타났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Alloy 600 시편에

서는 마모과정 중에 생성된 debris들이 부분적으로 작은 grain을 형성하여 

마모표면에 남아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 이러한 나노화된 표면도 마모량 

감소에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다[37]. 두 재료 모두 특정한 두께의 소성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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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이 형성되는 것으로 관찰되었고 이러한 층의 두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표면에서의 마모입자 방출과 깊이 방향으로의 변형이 균형을 이루며 작용한

다[28, 38]. 결과적으로 마모속도는 이러한 소성변형층에 따라 결정되며 소

성변형층과 마모계수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바) 상온 대기중 마모예측식의 개선

현재 증기발생기 전열관의 마모예측에는 식(2)의 Archard 마모식

V=KFS의 FS  대신 work rate, W 를 적용한 식(5)가 주로 사용된다. 

                   V = KW                                (5)

이 식은 프레팅 마모환경에서 순간적으로 변화하는 접촉응력과 마모거리

를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여기서 W 는 단위시간당 주입되

는 일의 양 혹은 에너지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수행된 슬라이딩 마모실

험의 경우, 접촉응력이 일정하게 유지되므로 식(2)에서 FS가 곧 주입되는 

일의 양이 된다. 

Fig. 3.4.2.12는 이러한 개념으로 본 연구에서의 접촉응력과 마모거리를 주

입된 일의 양으로 환산하여 각 재질조합 중 전열관 재료의 마모량 변화를 

구한 결과이다. 그림 중 직선의 기울기는 전열관 재료의 마모계수, K에 해

당된다. 그림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들 마모량의 변화가 기존의 

Archard 마모식으로부터 예측되는 직선적 변화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의 연구결과에서 마모량이 하중, 진동수, 진

동변위에 비례하여 직선적으로 증가하는 관계를 보였으나, 마모거리의 변화

에 따른 마모량의 변화가 직선적인 비례관계에서 벗어났던 결과로부터 예측

되는 것이다. 즉, 하중의 영향이 Archard 식을 만족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마모거동을 비교적 근사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마모거리의 영향을 포함하

는 마모계수의 반영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마모계수를 마모거리의 함수로 나타내는 다음의 마모식[34]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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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 K(s) F,  K(s) = ksⁿ                   (6)

여기서, K(s) : 마모거리에 대한 함수로 표현한 개선된 마모계수

        k, n : 상수 

표현하기 위하여, 본 연구결과에 대하여 SAS (Statistical Analysis System)

의 단일 회귀분석법을 실시한 결과를 Fig. 3.4.2.13에 나타내었으며, Table 

3.4.2.2에서 기존의 Archard 식에 의한 마모계수와 위의 식(6)으로 표현된 

마모계수의 결과를 비교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해석으로부터, Alloy 690과 

403 SS의 재질조합의 경우만 신뢰도가 다소 감소할 뿐,  나머지 재질조합의 

경우 모두 신뢰도가 상승하였으며, 특히 Alloy 690과 409 SS의 경우는 신뢰

도가 약 25% 상승됨을 알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마모계수를 마모거리에 

따른 함수로 나타낸 개선된 마모예측식의 도입이 가능함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전열관 마모거동 예측의 신뢰도 향상이 기대된다고 할 수 있다. 

(2) 고온수중 환경에서의 슬라이딩 마모 특성 평가

상온대기 중의 증기발생기 전열관 재료의 슬라이딩 마모거동에 대한 결과

를 바탕으로 실제 원전 모사 환경인 고온수중 환경에서의 마모변수에 대한 

슬라이딩 마모특성 평가와 마모거동을 조사하였다. 

(가) 수직하중에 따른 마모량

하중변화에 따른 마모시험은 Alloy 600, 690과 409, 403 SS의 재질조합에 

대해 300℃, 고온수중에서 진동변위 4.5mm, 진동수 5Hz의 시험조건으로 2

시간동안 시험하였다. Fig. 3.4.2.14의 결과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Alloy 

600, 690의 경우 하중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마모량이 거의 증가하지 않는 결

과를 보였으나, 지지구조물 재료 409, 403 SS의 경우는 하중이 증가함에 따

라 마모량이 직선적으로 증가하였고 이들의 총 마모량은 전열관 재료의 마

모량에 비해 약 8∼10배 가량 큰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앞서 상온

대기중 시험 결과(Fig. 3.4.2.5 참조)와 크게 다른 것으로서,  특히 전열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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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4.2.2  Comparison of wear coefficients and their reliabilities 

between Archard equation and modified wear equation 

for sliding wear test in air at room temperature

Archard equation Modified Archard equation

Wear coeff., 

K(Pa-1)

Reliability

(%)

Wear coeff., 

K(s)

Reliability

(%)

600/409 57.1*10-15 71.8 70.3*10-14s1.61 83.8

690/409 48.0*10-15 60.2 77.2*10-14s1.69 85.2

600/405 54.0*10-15 74.4 97.4*10-14s1.77 89.2

690/405 50.8*10-15 63.6 111.1*10-14s1.84 84.7

600/403 72.8*10-15 69.7 128.7*10-14s1.80 72.7

690/403 72.2*10-15 82.0 80.8*10-14s1.63 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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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고온수중 환경에서 마모량에 미치는 하중의 영향이 상온대기 중에 

비해 크지 않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나) 진동수와 진동변위에 따른 마모량

진동수, 진동변위 변화에 따른 마모실험은 Alloy 600, 690과 409 SS의 재

질조합만을 대상으로 하여 300℃ 고온수중, 20N의 하중, 일정 마모거리

(324m) 조건에서 수행되었다. 진동수 변수 시험의 경우, 4.5mm의 진동변위 

조건에서 진동수를 각각 2.5, 5, 11.25Hz로 변화시켰고, 진동변위 변수 시험

의 경우, 5Hz의 진동수 조건에서 진동변위를 2, 4.5, 9mm 변화시켜 시험하

였다. 이들의 시험결과를 각각 Fig. 3.4.2.15와 3.4.2.16에 나타내었다. 

Fig. 3.4.2.15에 나타낸 바와 같이, Alloy 600과 690의 경우 진동수 증가에 

따라 마모량이 매우 작고 또한 두 재료간의 마모량에 있어서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들 재질조합 조건의 409 SS에서는 전열관 재질보

다 많은 마모가 일어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Fig. 3.4.2.16의 진동변위에 따

른 마모량의 변화에 있어서도 Alloy 600, 690의 경우 Fig. 3.4.2.15의 진동수 

변수조건과 거의 동일한 결과를 보였으나 409 SS의 경우는 진동변위 증가에 

따라 마모량이 직선적으로 증가하였고 총 마모량이 전열관의 마모량보다 약 

10배 가량 큰 결과를 보였다.

Fig. 3.4.2.17은 Alloy 600, 690과 409 SS 재질에 있어서, 진동수와 진동변

위가 여러 가지로 조합된 조건에서 마모거리에 따른 마모량의 변화를 살펴

본 것이다. 조건의 조합이 상이하기 때문에 결과들 간의 직접적인 비교는 곤

란하나 다음과 같은 마모 경향을 파악할 수 있다. 즉, 전열관 재질의 경우 

어떠한 조합의 조건이나 마모거리의 변화에 있어서도 마모량의 차이나 변화

가 거의 없음을 보여 주고 있으나, 지지구조물 409 SS의 경우 진동수가 낮고 

진동변위가 클수록 마모량이 커지는 특징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다) 마모거리에 따른 마모량

하중 20N, 진동변위 4.5mm, 진동수 5Hz의 조건으로 10분, 30분, 1시간, 

2시간, 4시간동안 실험을 하였다. 각 시험시간에 대응되는 마모거리는 각각 

27, 81, 162, 324, 648m이고 이에 대한 마모량의 변화결과를 Fig. 3.4.2.18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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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었다.

전열관 재질의 경우, 마모 초기에는 마모량이 약간 증가하지만 이후 마모

거리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증가되는 마모량이 0에 가까울 정도로 거의 변화

를 나타내지 않았다. 한편 지지구조물의 경우도 유사한 마모거동을 보이나 

마모의 절대량이 전열관 재질에 비해 훨씬 큰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마모거리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마모량의 증가가 나타나지 않고 

거일정한 값을 유지하는 결과는 Archard 마모식에서 예측되는 것과 전혀 

다른 결과이다. 따라서 상온 대기중의 결과에서와 같이 마모거리의 영향을 

고려하는 마모식의 개선을 검토하고자 한다. 

(라) 온도와 환경에 따른 마모량

고온의 물 분위기에서 온도 변화에 따른 마모거동을 조사하기 위하여, 

Alloy 600, 690 과 409 SS의 재질조합에 대하여 진동수 5Hz, 진동변위 

4.5mm, 하중 20N, 마모거리 324m의 조건으로 물의 온도를 100∼300℃로 

변화시켜 마모시험 수행하였으며 Fig. 3.4.2.19에 마모량의 변화 결과를 나타

내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두 전열관 재질과의 조합조건에서 

지지구조물 409 SS의 마모량이 전열관보다 훨씬 크다는 점을 알 수 있고, 

150∼200℃ 범위에서 각 재질의 최대 마모량이 나타나지만 이보다 고온인 

300℃에서는 마모량이 현저히 줄어든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온도가 높아질수록 금속의 경도는 낮아져 마모량이 증가하게 

되므로 위의 결과중 150∼200℃에서 마모량이 크게 증가하는 것은 이러한 

재료의 연화 현상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150∼200℃에서 최대 

마모량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마모시 발생되는 metal asperities의 산화와 

산화된 마모 debris의 compaction에 따른 glaze layer의 형성에 관한 연구결

과[39]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즉, 이러한 glaze layer는 임의의 임계온도에

서 마모표면에 형성되고 이에 따라 마모손상이 둔화되지만 임계온도 이하에

서는 마모 debris의 compaction이 원활하지 않아 glaze layer의 형성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마모가 증가될 수 있다는 결과를 참고할 때, 본 연

구결과에서 초기에 마모량이 증가하는 것은 galze layer가 아직 형성되지 

않은 단계에서의 마모량 증가로 볼 수 있으며, 반면 200℃ 이상에서 마모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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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하는 것은 이 정도의 온도에서 glaze layer가 형성되므로써 이후 마모

량이 감소하는 것으로서 해석할 수 있다.

Fig. 3.4.2.20의 결과는 시험분위기의 영향을 조사한 결과이다. 즉, 상온대

기, 상온수중, 고온수중의 서로 다른 분위기에서 수행된 마모시험의 결과를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재질조합 및 시험변수는 Fig. 3.4.2.19의 조건과 같

다. 먼저, 대기 분위기와 물 분위기의 결과를 비교하여 보면 대기 중에서의 

마모량이 물 분위기에 비해 수배 가량 크다는 특징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큰 차이는 무엇보다도 마모표면에서의 물의 윤활작용으로 대기 조건에 비해 

실제 인가된 하중이 훨씬 작아진데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

로 상온수중과 고온수중에서의 마모량 차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전열

관 재질 Alloy 600과 690의 경우에 있어서 고온 수중의 마모량이 상온 수중

조건에 비해 약 1/2 이하인 것은 앞서 설명한 glaze layer의 형성효과로 해

석할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지지구조믈의 경우 고온 수중에서의 마모량이 

더 큰 결과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동일한 수중환경일지라도 고온에서의 지

지구조물과 전열관간의 마모량의 차이가 상온에 비해 3∼4배 정도 더 큰 결

과를 보이고 있다.

(마) 전열관 재료의 고온수중 마모거동 해석

고온 수중 마모시험 결과로부터, 전열관 재질의 마모거동이 상온 대기중

의 결과와 크게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즉, 하중, 진동수, 진동변위가 

증가함에 따라 마모량이 직선적으로 증가하지 않고 비교적 일정한 경향을 

보이므로써 기존의 Archard 마모식을 따르지 않는다는 점과 상온대기 조건

에 비해 마모량이 1/10 이하로 줄어들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고온수중 환경에서 재료의 가공경화 현상이 마모거동에 미치는 영

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상온대기 시험에서 분석한 방법과 같이 마모시편 절

단면에 대한 경도변화를 측정하였으며 Fig. 3.4.2.21에 이의 결과를 나타내었

다. 마모시험전의 전열관 표면과 중심부의 경도값에는 큰 차이가 없음을 볼 

수 있으며, 상온대기중 의 결과와 달리 마모시험후의 표면과 내부의 경도값

에도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은 결과를 볼 수 있다. 이로부터 상온대기 결과

에서 고찰된 바 있는 Ni계 합금의 낮은 SFE로 인한 가공경화의 영향이 고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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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 마모거동에서는 크게 작용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고온수

중에서의 마모거동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마모표면에서의 물의 윤활 역

할에 기인한 인가 하중의 감소와 이에 따른 두 상대 금속간의 마찰감소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연삭마모나 응착마모에 의해 떨어져 나온 미세입자들은 높은 

표면에너지에 의해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에서도 산화물을 생성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입자들이 산화마모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28, 38]. 또한 

마모대상 금속표면에는 이미 존재하는 얇은 산화막이 충격력에 의해 깨어져 

나와 산화입자로 작용할 수도 있다. 슬라이딩 마모시 마모표면에 잔류하는 

마모 debris는 연속적인 마찰에 의해 파쇄되면서 산화되어 결국에는 산화된 

debris를 형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8]. 이와 같이 미세하게 산화된 

debris는 마모표면의 groove와 같은 부분에 응집되고 마찰에 의해 단단하게 

성형되어 표면이 매끄러운 산화물층인 glaze layer를 형성한다. Fig. 3.4.2.22

는 이러한 glaze layer의 형성 메커니즘을 도식화하여 보여주고 있다. 특히 

고온에서는 산화된 작은 입자들이 마모대상 물질 사이에 끼어서 뭉쳐있거나 

glaze layer를 만들면 하중을 지탱하면서 직접적인 금속 표면 사이의 접촉을 

방해하고 윤활 역할을 하여 응착을 억제하기 때문에 마모율을 크게 감소시

킨다[39]. 

이러한 관점에서 고온수중 마모거동을 분석하기 위하여 고온 수중 300℃

에서진동변위 4.5mm, 진동수 5Hz, 수직 하중 20N의 조건으로 10분, 4시간 

동안 슬라이딩 마모시험을 실시한 Alloy 690의 마모표면을 관찰하였으며, 

이의 결과를 Fig. 3.4.2.23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10

분간 시험 시편(Fig. 3.4.2.23-a)에서 검은 부분으로 보이는 glaze layer가 부

분적으로 관찰되었고 EDS mapping 결과로부터 Fe 성분의 material transfer 

현상과 검은 영역에서 Fe와 O 성분이 검출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한

편 4시간 동안 시험한 시편의 경우(Fig. 3.4.2.23-b), glaze layer에 해당되는 

검은 영역이 훨씬 확장된 것으로 나타났고, EDS mapping 결과 10분 시험 

시편에 비해 Fe 성분이 훨씬 더 많이 이동된 점과 O 성분도 더 많아진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마모표면에는 Fe 성분뿐만 아니라 Ni 성분도 많이 분

포하는데 이는 슬라이딩 마모가 진행되면서 전열관의 Ni 성분과 지지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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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Fe 성분을 가진 마모 debris들이 산화되고 서로 응집되면서 glaze 

layer를 형성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전열관의 고온 수중 마모

거동 중 마모거리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마모량이 크게 증가하지 않고 거

의 일정하게 나타난 결과는 이러한 glaze layer 영역의 확장으로 인해 순수 

금속간의 접촉이 줄어들고 이에 따라 응착마모가 억제되어 결과적으로 마모

계수가 낮아졌기 때문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편 지지구조물의 material transfer를 확인하기 위하여, Fig. 3.4.2.24에서 

보는 것처럼 Alloy 690 마모시편의 단면을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하였다. 화

살표로 표시된 crack 부분은 마모표면에 달라붙은 마모 입자와 Alloy 690의 

경계로 볼 수 있으며, 이 부분의 단면에 대한 line-scanning 성분분석 결과를 

Fig. 3.4.2.25에 나타내었다. 분석결과, 마모입자로 추정되는 부분에서 다량의 

Fe와 O 성분 그리고 약간의 Cr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보아 이 입자는 지지

구조물 재질이 material transfer되어 산화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고온 수중의 Alloy 600과 690의 마모거동은 transferred 

material이 oxidation, compaction, agglomeration의 과정을 거치면서 형성

되는 glaze layer가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바) 고온 수중 마모예측식의 개선

앞서 상온 대기중 마모예측식의 개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존의 

Archard 마모예측식의 신뢰도가 낮은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다. 특히 고온 

수중 조건에서는 마모거리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전열관 재질의 마모량이 

크게 증가하지 않고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는 결과를 보였기 때문에, 이 경우 

하중과 마모거리의 증가에 따라 마모량이 직선적으로 증가하는 관계를 나타

내는 Archard 마모예측식의 적용이 어려울 것이며 신뢰도 역시 낮을 것이 

예상되는데 이는 Fig. 3.4.2.26의 결과로부터도 확인된다.  

따라서 고온 수중 조건의 마모거동에 대해서도, 앞서 상온 대기중의 결과

에서와 같이 마모계수를 마모거리의 함수로 나타내는 식(6)을 적용하여 해

석한 결과를 Fig. 3.4.2.27에 나타내었으며, 기존 마모식과 개선 마모식에서 

얻어지는 마모계수 결과를 Table 3.4.2.3에서 비교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온 

대기 중 결과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기존의 work rate model을 적용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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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4.2.3 Comparison of wear coefficients and their reliabilities 

between Archard equation and modified wear equation 

for sliding wear test in high temperature water

Archard equation Modified Archard equation

Wear coeff., 

K(Pa-1)

Reliability

(%)

Wear coeff., 

K(s)

Reliability

(%)

600/409 5.84*10-15 20.5 1.25*10-12s0.21 65.5

600/403 9.26*10-15 38 1.10*10-12s0.19 60.4

690/409 5.23*10-15 38.5 1.80*10-12s0.16 65.3

690/403 1.07*10-14 34 6.80*10-13s0.21 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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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신뢰도가 향상되는 결과를 얻게 됨을 재차 확인할 수 있다.

 

마. 요  약 

i) 상온 대기중에서 전열관/지지구조물 재질 조합 변수와 마모변수 조건

으로 슬라이딩 마모특성을 평가한 결과, 마모거리의 증가에 따라 전열관 재

질의 마모 증가율이 점차 감소하였다. 이의 원인은 소성변형에 따른 가공경

화, material transfer, glaze layer 형성 등의 복합적인 작용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ii) 한편 고온 수중 분위기의 경우 이러한 현상이 더욱 두드러졌는데 이는 

빠른 glaze layer의 형성과 수중 환경에서 물의 윤활 작용으로 인한 실제 접

촉응력의 감소에 기인됨을 알았다.

iii) 상온 대기 및 고온 수중 시험조건 모두에서 전열관 보다 지지구조물의 

마모가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iv) 상온 대기 및 고온 수중에서의 마모량을 예측함에 있어서, 마모거리의 

함수로 표현되는 마모계수를 도출한 결과 기존 Archard 마모식에 비해 훨

씬 신뢰도가 높은 마모예측이 가능함을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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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및 기여도

1. 당해 단계목표 및 달성도 

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적 달성도

정밀진단용

자연결함제조

기술개발

∙증기발생기 전열관 자연결함 4종 정밀제조 기술개발

 - 균열성(PWSCC, ODSCC) : L/D/W/다중성제어

 - 체적성(IGA, pitting) - 깊이, 직경 제어

120%∙자연결함 내재 전열관/TS 단위집합체 제작

 - 자연결함 위치 : 확관부 및 free span

 - 폭발확관 천이부 편심확관, crevice 형성 평가

 - ECT 신호특성 및 평가자료 생산에 활용

∙배관재료 피로균열 자연결함 : 위치/길이 제어기술확보 100%

손상

상태/원인

정밀진단

기술개발

∙전열관 축방향균열 관통 판정 기술개발

 - 관통균열 ECT 특정신호발생(M-shape) 해석기술

 - 관통 자동판정 PC용 프로그램 개발(Ver. 1)

 - 울진 1/2호기 20개 전열관 관통여부 기술검증
120%

∙관통균열(길이/opening) vs. 누설(양/압력) 진단 및     

   초기단계 누설률 예측 기술개발

∙신기술 개발 : ECT P-MRPC 검사기술

 - 기술범위 : 탐촉자 개발, 신호분석, 3차원 해석

   및 손상결함 상태평가, 원인규명

 - 전열관 확관부 등에 존재하는 편심상태, dent, bulge, 

   protrusion, swelling, seal-extrusion 형상변화의

   원주방향 위치/분포/크기/상태와 이의 3차원

   profile 정보를 생산하는 혁신기술 

130%

∙P-MRPC 기술 가동중검사 적용/평가

 - ‘05.1 현재 14개호기 15회 가동중검사 적용

 - 손상상태/원인규명, 규제보수 기준설정에 실제 활용중

∙자연결함 이용 발전소 전열관 결함신호 재현 기술개발 100%

∙정밀진단기술 적용 가동원전 증기발생기 

  주요 손상현안 원인규명/대책 수립

 - 울진 4 SGTR 원인규명/검사강화기준 수립

 - KSNP 마모손상 원인규명/구조개선안 도출

 - KSNP 원주균열 원인규명/규제보수기준 제시

 - KSNP 전열관 근접현상 원인규명/최적 검사기법 제공

 - KSNP knife-edge형 마모손상 원인규명/전호기

   안전성평가/후속 보수조치 권고

 - Model F SG 정밀진단 - dent, swelling, seal-extrusion

   발생 상세자료 제공 등 다수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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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적 달성도

손상

상태/원인

정밀진단

기술개발

∙곡관부 미소균열 탐지 기술개발

 - SG 전열관 곡관부 균열 : 탐촉자/주파수별

   검출능 평가, 현장 최적 탐지조건 제시

100%

∙배관재 제작결함 이용 초음파탐상 신뢰도평가

 - 피로균열 제작시편 및 인공결함 시편 이용

   초음파신호 탐지능 향상조건 평가

100%

손상결함

상태/환경

감시

기반기술개발

∙감시 시스템 구축 및 시스템 성능평가

 - 대형시편 결함제조 및 감시시험용 대구경 autoclave,  

   고온고압 loop 시스템 설계, 제작

 - 전기화학적/음향학적 감시시스템 조립제작

∙손상감시 시험

 - 균열 개시단계의 미소 전류/전압 noise 신호특성 평가

 - 균열성장에 따른 주파수별 AE 검출특성비교,

   최적조건 평가시험

100%

원인대응

손상제어

기술개발

∙KSNP SG 상부구조물 구조적 취약점 상세분석

 - 횡방향/종방향 진동 취약구조 해석

 - HL/CL-TSP, TSP-BW간 횡방향진동 취약

 - AVS-VS 중 HB 없는 구간 상하진동 취약

∙구조개선안 다수 도출

 - 진동억제 구조물보강, TSP 간격조정, edge effect

   요인 제거

120%

∙KSNP SG 상부 반진동구조물 신형모델 개발 

 - 모델 : 대각선형 Eggcrate 반진동구조물

 - 개념 : KSNP 마모손상 완화, 전열관 근접문제

         원천제거

 - 활용 : APR 1400 및 KSNP 교체 증기발생기용

 - 신형 모델 모형제작/공개

120%

∙전열관/반진동구조물 마모손상 평가

 - 재질조합, 하중, 진동변위 변수 마모거동 평가

 - 원전 모사조건 고온고압수중 마모특성 평가

∙손상원인 대응 안전규제/보수/관리기준 자료

  다수 생산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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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 재산권 출원․등록

구분 명칭 국명
출원/

등록일

출원/

등록번호
발명자

발

명

특

허

출

원

열교환기 전열관의 형상변환

측정용 와전류 탐촉자
한국

04/1/31 6391 허도행 

외 3인

등

록

원자력발전소 증기발생기 전열관

균열의 관통 여부 판정 및 관통

길이 측정방법

한국

01/4/23 21684
허도행 

외 3인
04/8/27 447482

원자력발전소 증기발생기의

대각선형 전열관 지지판 및

반진동구조물

한국

01/5/23 28252
이덕현 

외 3인
03/11/29 409243

증기발생기의 반진동 구조물과

전열관의 배열방법
한국

01/6/5 31308 한정호 

외 3인03/11/29 409242

원자력발전소 증기발생기 전열관

균열의 관통 여부 판정 및 관통

길이 측정방법

프랑스

02/4/19 204938
허도행 

외 3인
04/11/12 2823852

원자력발전소 증기발생기 전열관

균열의 관통 여부 판정 및 관통

길이 측정방법

미국

02/4/19 10/125466
허도행 

외 3인
04/1/13 6677748B2

3. 원자력 안전성 제고 기여

본 연구과제 주요내용 중의 하나인 ‘정밀진단기술을 적용한 가동중 검사

자료 상세분석’ 업무와 관련, 국내 가동 원전 증기발생기 주요 손상현안에 

대한 정밀진단을 수행하여, 다음의 표에 정리한 바와 같은 손상 원인규명, 

규제/보수/검사 강화요건 및 기준 설정 등 원전 가동안전성 확보 대책수립

에 필요한 상세 정보들을 관련기관에 제공하였으며, 이에 따른 적절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실질적인 안전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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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안전

현안

정밀진단 수행내용/결과 대책 제시
조치

사항

지원

기관

전열관

파단

사고

- 가동전 bulge 형성사실 밝힘

  손상진행과정/원인규명, 체적성

  결함 : 절대법 coil 사용권고

- 안전성 종합대책수립을 위한

  기술상세자료 제공

검사 강화요건

제작검사 강화

기준 제시

시행중

과기부

KINS

한수원

KOPEC

두산중

검사기관

마모

손상

- 표준원전 가동초기 마모가속화

  원인규명

- 표준원전 전호기 구조취약부

  마모확산추이 분석

- 마모완화를 위한 AVS 구조개선

  모델 제시

관막음 전열관 

안전성평가를 위한

 검사계획 수립

계획

수립중

전열관

근접

- 표준원전 SG 상부구조

  취약성에 기인함을 밝힘

- 근접도 정량측정 ECT 검사

  최적조건 제공

- 해외 원전 사고참고 : 

  규제/검사강화 대상 확인 

검사강화 대상 포함

검사기준 제시
반영

원주

균열

- 표준원전 SG 확관천이부

  형상특성/결함관계해석

- 손상원인규명 : 구조적/

  환경적 요인 종합평가

- 규제 및 예방보수관리 

  최적 방안 제시

규제/보수기준 - 

dent발생/성장감시,

 sludge 영역 

예방보수

시행중

특이

결함

신호

- 신호수집/평가상 오류 

  상세정보 생산, 기술개선사항

  도출 및 개선 기술요건 제공

- 특정결함 신호에 대한

  가동 안전성 평가 

검사기술 개선

 기술요건 제공,

history review

 수행 

시행중

구조적

취약

- 표준원전 SG 상부구조물

  취약점 상세분석

- 고위험도 knife edge형

  마모 후속관리 권고 

Stabilizing 관막음, 

손상진행 특별감시 
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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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산업 파급효과 및 인프라구축 기여

   ∙산업 파급효과

     - 1단계 연구에서 개발된 일부 혁신기술들이 이미 발전소 및 산업계

에서 적용되고 있거나 검증을 마치는 등 기술 파급에 실질적인 기

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 향후 개발기술의 응용 및 활용 체계화를 통한 제품 및 기술의 상

용화, 기술이전 등의 성과확산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

술파급에 대한 지속적인 기여가 기대된다.

   ∙인프라구축

     - 개발된 혁신기술들의 우수성, 적용효과, 활용성을 산학연 관계기관

에 널리 홍보하고, 특히 이들 기술들을 국내 가동원전에 실제로 적

용하여 얻어진 손상현안에 대한 원인규명 내용, 규제/보수 대책 및 

기준, 검사기술 개선점 등의 각종 정보가 발전소 및 관련 산업계에

서 공유되어 원전의 가동 안전성향상 업무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 총 20여 차례의 기술설명회 개최, 기술 공개검증 및 기술지원 등을 

실시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하여 관련 분야 연구 및 기술 전문인력

간의 교류, 지식공유 등의 인프라가 구축되는데 크게 기여하였으

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활동으로 기여할 계획이다.



- 443 -

5. 기술이  실

주요 이전 기술내용 업체명 방법 기간 비고

∙ECT P-MRPC 기술적용 가동중검사

  - 검사기술/결과제공, 규제/보수기준 제시

영광 4외

13개호기 

기술

공개

02.11

∼현재

계속

수행

∙울진 5호기 증기발생기 전열관 Bulge

  특성평가
두산중 수탁

04.1

∼04.12

∙SG 전열관 ECT 검사이력 관리 프로그램

∙국내 증기발생기 ECT 특이신호 정밀분석

  자료 

KINS 수탁
03.9

∼04.12

∙울진 5호기 Spare tube (318개) ECT-

  bobbin 전장검사 - Bulge 존재 유무 검사
두산중

수탁

일부

04.10.12

∼10.15

∙영광 4호기 증기발생기 전열관 인출검사

  - ECT P-MRPC 적용, 편심원형/Dent

    상태진단

  - 원주균열손상 원인규명/관리지침

    권고시행

영광

원자력본부
수탁

02.11

∼03.11

∙영광 4호기 증기발생기 원주균열 손상

  관련 예방보수기준 설정/대상전열관 선정
“

수탁

일부

02.10.31

∼11.3

∙울진 1발전소 증기발생기 전열관 축방향

  균열 관통 자동판정 프로그램 적용검토 

  기술지원 

  - 울진 1, 2호기 축방향 PWSCC 관리 적용

울진 1 

발전소

기술

공개
03.7

교체전

적용

∙KSNP SG 상부구조물 신형 모델 공개

  - 설계 개선자료 및 모형 공개, APR 1400,

    KSNP 교체 증기발생기 적용효과 자료

한수원

두산중

KOPEC

기술

공개
03.6

∙KSNP SG - Knife edge형 마모손상 확인

  - 표준원전 전호기 안전성 긴급평가 권고/

    시행

KINS

한수원

기술

지원
03.6

∙울진 4 SGTR 사고 원인규명 KINS 수탁
02.8

∼03.1

∙고리 2 제 2주기 8차 ISI-ECT 결과 Bulge

  신호재평가, 검사기술 개선사항 권고시행

과기부

고리 1발

기술

지원

02.9

∼02.12

∙증기발생기 전열관 손상 정밀진단용

  자연결함시편 및 집합체 제작
(주)카이텍 실용화

01.11

∼02.12

∙기타 10여건 기술지원, 기술공개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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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계획

1단계 연구개발을 통하여 생산된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은 다음과 같

다. 

 

 1. 개발기술 상용화 및 실용화 추진

연구

내용

고유 혁신기술 성과 활용 계획

제품/기술명 용도 추진현황/활용시기 비   고

자연

결함

제조

전열관

자연결함

정밀제조 및

단위집합체

 - 신기술

   검증평가용 

 - 비파괴검사

   기량검증 및

   신뢰성연구

 - 연구/산업계 각1건 

   ‘05 실시

 - 생산시점 : ‘05-’06

 - 국내최초

   기술

 - 국제적

   기술수준

손상

정밀

진단

기술

균열관통

자동판정 

PC용

프로그램

(Ver. 1)

 - 축방향균열

   관통여부

   현장 실시간

   판정 및

   안전성 평가 

 - 시범적용/검증

   울진2 : ‘05.10

   울진1 : ‘06.3 

 - 타호기 : ‘06

 - 세계최초

   기술

 - 특허등록

   (한, 미, 프)

 - 프로그램

   등록(‘05)

ECT 신형 

탐촉자 :

P-MRPC

probe

 - 형상변화/결함 

   동시평가용

 - 미, Zetec사

   상용화 기술협의

   : ‘05. 7

 - 생산 예상

   시점 - ‘07

 - 혁신기술

 - 4개국 특허

   출원

손상

제어

기술

증기발생기

상부구조물

신형 모델

 - 마모/근접

   방지구조물 

 - APR 1400,

   KSNP 교체

   SG모델

 - Mock-up

   구조물 제작/공개

   : ‘06

 - 특허등록

   한국 2건

 - 중장기적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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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자력 기술경쟁력 확보에 활용

연구내용 

기술경쟁력 향상(기술수출 가능성)

제품/기술명 특 기 사 항
기술수출

가능성

손상

정밀진단

기술

균열관통

자동판정

PC용

프로그램

(Ver. 1)

 - 세계 최초의 기술로서 

   국제경쟁력 확보

 - 국내 적용대상 : 울진 1, 2호기

   (타 원전 확대계획)

 - 국내 적용 평가후, 프랑스에

   기술수출 예정

 - 프랑스의 경우, 축방향균열 

   관통/누설을 많이 경험

   (울진1/2호와 동형 발전소), 

   누설허용 운전중임.

○

ECT 신형

탐촉자 :

P-MRPC

probe  

 - 해외제품 Array probe와 비교,

   기술/성능 경쟁력확보

 - 국내 표준원전 적용 필요성 및

   효과 입증됨.

 - Cost/benefit 평가 필요. 

   해외적용 가능성 검토 필요. 

△

손상제어

기술

증기발생기

상부구조물

신형 모델 :

대각선형

Eggcrate  

 - 전열관 마모/근접방지를 위한

   설계개선 고유모델 

 - CE type 증기발생기 

   해외 수출 모델에 적용

 - 국내 제작업체 신뢰도/

   국제경쟁력 제고 효과 기대됨.

○



- 446 -

제 6 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 과학기술정보

[1] 한정호 외 11인, “울진 1호기 증기발생기 전열관 인출검사 최종보고  

서,” 한국원자력연구소, (1999)

[2] C. Lemaignan, "Controlled Cracking of Tubes," Int. J. Pres. Ves. &   

Piping, Vol. 15, p. 241, (1984)

[3] A. P. L. Turner, J. P. N. Paine, in Steam Generator Reference Book, 

Volume 2/3, p. 13-1, EPRI Report TR-103824, EPRI, (1994)

[4] J. Siegel, "Detecting SG tube cracks in difficult places", Nuclear 

Engineering International, Vol. 41, No. 498, p. 18, (1996)

[5] A.K. Agrawal, Workshop proceedings: Pitting in Steam Generator 

Tubing, EPRI-NP-3573-SR, EPRI, Palo Alto, CA, p. 3-1 (1984)

[6] A.K. Agrawal, W.N. Stiegelmeyer, J.F. Sykes and W.E. Berry, 

Evaluation of Steam Generator Tube R12C66 from Indian Point 3, 

Final Report, EPRI-NP-3029, EPRI, Palo Alto, CA, (1983)

[7] Klaus W. Bieniussa and Hans Reck, Nuclear Engineering and 

Design, Vol. 190, p. 239, (1999)

[8] Y. J. Yu and S. H. Park, Nuclear Engineering and Design, Vol. 178,  

p. 211, (1997) 

[9] M. Guyette and M. De Smet, Nuclear Engineering and Design, Vol. 

153, p. 183, (1995)

[10] S. H. Kang, J. H. Lee, S. W. Choi and B. Y. Lee, Key Engineering 

Materials, Vol. 270-273, p. 390, (2004)

[11] A. Fissolo, B. Marini, G. Nais, and P. Wident, Journal of Nuclear   

Materials, Vol. 233-237, p. 156, (1996)

[12] M. Hayashi, Nuclear Engineering and Design, Vol. 184, p.135, 

(1998)

[13] A. Srivastava, V. Joshi and R. Shivpuri, Wear, Vol. 256, p. 38, 

(2004)



- 447 -

[14] J. Sjostrom, and J. Bergstrom, Journal of Materials Processing   

Technology, Vol. 153-154, p. 1089, (2004)

[15] W. H. Press, S. A. Teukolsky, W. T. Vetterling, B. P. Flannery,     

"Numerical recipes in C++", chapter 3. Cambridge Univ. Press.

[16] ZETEC C-Scan View Manual

[17] J. Kang, X-probe Experience at Diablo Canyon, 22nd EPRI SG NDE 

Workshop, Hilton Head, (2003)

[18] 허도행 외 3인, 대한민국 특허출원 번호 6393, 한국원자력연구소, 

(2004)

[19] R. E. Gold et al,  Proc. of the 5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Environmental Degradation of Materials in Nuclear Power 

Systems-Water Reactors, ANS, Monterey, CA, p. 621, (1991) 

[20] 영광 2호기 제 10차 가동중 와전류검사 최종보고서, 제 II 권, 한국전

력공사, p. 841, (1998)

[21] 고리 원자력 4호기 제 14차 정기검사결과 보고서, 한국원자력안전기

술원, (2003)

[22] J. M. Boursier, Y. Rouillon, "Swelling of Alloy 600 Steam 

Generators Tubes and Corrosion-Fatigue in PWR Primary Water," 

Proceedings of the 8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Environmental 

Degradation of Materials in Nuclear Power System-Water Reactors, 

ANS, p. 439, (1997)

[23] (주)카이텍, 울진원자력 5호기 가동전점검 증기발생기 세관 와전류검

사 제3자 신호평가 결과보고서, (2003)

[24] P.E. MacDonald, V.N. Shah, L.W. Ward, P.G. Ellison, Steam 

generator tube failures, NUREG/CR-6365, (1996)

[25] D.B. Hansen, Steam generator eddy current program : Analysts 

guidelines training manual, Rev. 19, (2002)

[26] 배관재료 열피로균열 제작 및 초음파탐상 신뢰성 향상 연구, 한국원

자력연구소, KAERI/CM-805/2004, (2005)

[27] N. J. Fisher, A. B. Chorv  and M. K. Weckwerth , Journal of 



- 448 -

Pressure Vessel Technology Vol. 117, p. 312, (1995)

[28] I. M. Hutchings, Tribology, p. 77, (1992)

[29] R. Holm, Electric Contacts, Almqvist and Wiksdls, Stockholm, 

(1946)

[30] J. Archard, Journal of Applied Physics, Vol. 23, p. 18, (1952)

[31] P. L. Ko, Journal of Pressure Vessel Technology, Vol. 101, p. 125 

(1979)

[32] J. T. Burwell and C. D. Strang, Journal of Applied Physics, Vol. 

23, p. 18, (1952)

[33] H. Kim et al., Journal of Alloy and Compounds, Vol. 351, p. 309, 

(2003)

[34] P. C. Gallagher, Metallurgical Transactions, Vol. 1, p. 2429, (1970)

[35] Young-Ho Lee et al., Wear, Vol. 250, p. 718, (2001)

[36] Young-Ho Lee et al., Wear, Vol. 253,  p. 438, (2002)

[37] X. Y. Wang and D. Y. Li, Wear, Vol. 255, p. 836, (2003) 

[38] E. Rabinowicz, Friction and wear of materials, John Wiley, (1995)

[39] J. Jiang, F. H. Stott and M. M Stack, Wear, Vol. 256, p. 973, (2004)



                           서   지   정  보  양   식     

수행기관보고서번호 위탁기관보고서번호    표준보고서번호   INIS 주제코드

KAERI/RR-2542/2004   

제목 / 부제  구조재 손상 정밀진단/감시 및 제어 기술개발

 

연구책임자 및 부서명  한 정 호 (한국원자력연구소 원자력재료기술개발부)

연 구 자 및 부 서 명

 최명식, 이덕현, 허도행, 나정원, 이삼래, 홍준화(한국원자력연구소 원자력재료기술개발부)

출 판 지 대전 발행기관  한국원자력연구소 발행년 2005년 4월

페 이 지     448 p. 도   표 있음( ○ ), 없음(   )  크 기   21×29.7cm

참고사항  

공개여부 공개( ○ ),  비공개(   )
보고서종류  연구보고서

비밀여부 대외비(   ),  __ 급비밀

연구수행기관 한국원자력연구소 계약  번호

초록 (15-20줄내외)

원자력 중장기계획사업으로 수행된 본 연구과제의 주요목표는 다음과 같다.
 •손상 정밀진단용 자연결함 정밀제어제조 기술개발
 •손상 상태/원인 정밀진단 기술개발 및 적용
 •손상결함 상태/환경감시 기반기술개발
 •손상 원인대응 제어기술개발 및 적용
본 연구과제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4개의 고유 혁신기술이 개발되었다.
 - 손상 정밀진단용 증기발생기 전열관 자연결함 4종 정밀제조기술 개발 - 국내 최초
 - 전열관 축방향균열 관통 판정기술 및 자동판정 프로그램 개발 - 세계 최초
 - 전열관 미소형상변화 탐지/3-D profile용 신형 ECT 탐촉자개발(P-MRPC probe)
 - 표준원전 증기발생기 신형 상부구조물 모델개발 - 대각선형 Eggcrate 반진동구조물
그밖에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 1차측 배관재료 피로균열 자연결함제조 기반기술 개발
 - 관통균열(길이/opening) vs. 누설(양/압력) 진단 및 초기단계 누설률 예측기술 개발
 - 자연결함 이용 발전소 전열관 결함신호 재현기술 개발
 - 정밀진단적용 원전 증기발생기 손상현안 원인규명/상세자료 제공 
 - 증기발생기 전열관 곡관부 미소균열 탐지기술 개발
 - 음향방출 에너지 및 전기화학적 손상감시시험 시스템 구축 및 성능평가
 - 표준원전 증기발생기 상부구조물 구조적 취약점 상세분석 및 구조개선안 도출
 - 증기발생기 전열관/반진동구조물 재질간 상대적 마모손상 평가
 - 배관재 제작결함 이용 초음파탐상 신뢰도 평가 및 탐지능 향상조건 도출

 주제명키워드

 (10단어내외) 

 구조재, 증기발생기, 손상, 자연결함, 정밀진단, 감시, 제어기술



                 BIBLIOGRAPHIC INFORMATION SHEET     

Performing Org.

Report No.

Sponsoring Org.

Report No.

Standard Report 

No.  
INIS Subject Code

KAERI/RR-2542/2004    

Title/  Subtitle 
 Precision Diagnosis, Monitoring and Control of Structural 

Component    Degradation in Nuclear Power Plants

Project Manager 

and  Department
 J. H. Han (KAERI, Nuclear Material Technology Development)

Researcher and 

Department
 M. S. Choi, D. H. Lee, D. H. Hur, J. W. Na, S. R. Lee, J. H. Hong

 (KAERI, Nuclear Material Technology Development)
Publication

Place 
Daejeon Publisher KAERI

Publication 

 Date
April 2005

Page  448 p.   Ill. & Tab. Yes( ○ ), No (  )  Size    21×29.7cm
Note  
Open  Open( ○ ),  Closed (  )

Report Type  Research Report
Classified Restricted( ), ___Class Document
 Performing Org. KAERI Contract No.
Abstract (15-20 Lines)
The objectives of this project are as follows.
 1. Development of the technology to manufacture the natural defects for the precision
    diagnosis of the degradation.
 2. Development of the precision diagnosis technology for the  degradation status and the
    root cause analyses
 3. Development of the fundamental technology to monitor the status and the
    environment of the defect degradation
 4. Development of the technology to control the degradation

Four advanced technologies were developed from this project.
 ∙Precisely controlled manufacturing of the natural defects in the steam generator tube
 ∙Technology discriminating the through-wall crack and automatic evaluation program    
  for discriminating through-wall axial crack
 ∙Advanced eddy current probe technology for measuring small geometric changes in 
  the steam generator tubes - P-MRPC
 ∙A new model of the upper bundle structure in KSNP SG - Diagonal eggcrate type

Other important results obtained from this project are as follows.
 - Manufacturing the natural defect of fatigue/thermal fatigue in the primary pipings
 - Technology to diagnose and predict the leak rate in the through-wall crack
 - Implementation of the detailed review on the PSI and ISI ECT data with the
   developed precision diagnosis technology 
 - Technology to detect small crack in the u-bent region of the steam generator tube 
 - Degradation monitoring test and performance evaluation
 - Detailed analysis on the structural vulnerability of the upper bundle structure in
   KSNP SG and design modification 
 - Evaluation test of the sliding wear between SG tube and AVS material
 - Evaluation of the signal characteristics and the reliability of the ultrasonic test
  Subject Keywords

  (About 10 words)

Structural material, Steam generator, Degradation, Natural defect, 

Precision diagnosis, Condition monitoring, Degradation control 



주     의

1. 이 보고서는 과학기술부에서 시행한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연구

보고서입니다. 

2. 이 보고서 내용을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과학기술부에서 시행한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연구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3. 국가 과학기술 기밀유지에 필요한 내용은 대외적으로 발표 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됩니다. 


	표제지
	제출문
	최종연구보고서 초록
	요약문
	SUMMARY
	CONTENTS
	목차
	표목차
	그림목차
	제 1 장 연구개발 과제의 개요
	제 1 절 연구개발의 필요성
	제 2 절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제 1 절 국외 연구동향
	제 2 절 국내 연구개발 동향

	제 3 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제 1 절 손상 정밀진단용 자연결함제조 기술개발
	1. 증기발생기 전열관 자연결함 정밀제어제조
	2. 전열관 자연결함 이용 ECT 신호특성 평가
	가. 내면 축방향 균열
	나. 입계부식
	다. 이차측 응력부식균열
	라. 핏팅

	3. 자연결함 내재 전열관/Tubesheet 단위집합체 제작
	4. 1차측 배관재 피로 및 열피로 균열 자연결함 제조

	제 2 절 손상 상태/원인 정밀진단 기술개발
	1. 전열관 축방향균열 관통여부 판정기술 개발
	가. 축방향균열 관통여부 판정 및 관통길이 측정기술 개발
	나. 축방향균열 관통 자동판정 프로그램 개발
	다. 관통균열 대비 누설 진단/예측 기술개발

	2. 전열관 미소 형상변화 측정 와전류탐상 신기술 개발
	3. 정밀진단기술 적용 가동전․중 검사자료 상세분석
	가. 전열관 파단사고 정밀진단 및 원인규명
	나. 증기발생기 전열관 확관천이부 형상특성 정밀진단
	다. Model F 증기발생기 형상특성 정밀진단
	라. 표준원전 증기발생기 전열관 근접현상 정밀진단
	마. 표준원전 증기발생기 마모손상 정밀진단
	바. 표준원전 증기발생기 신규 유형 마모신호 정밀분석

	4. 곡관부 미소균열 탐지 기술개발
	5. 배관재 제작결함을 이용한 초음파탐상 신호특성/신뢰도 평가
	가. 초음파를 이용한 균열 크기 측정
	나. 진폭감쇠 곡선을 이용한 피로균열 깊이 평가
	다. 요약


	제 3 절 손상결함 상태/환경감시 기반기술개발
	1. 감시 시스템 구축
	2. 손상 감시시험 및 성능평가

	제 4 절 손상제어 기술개발
	1. 표준원전 증기발생기 상부구조물 구조적 취약점 상세분석 및 설계 개선
	2. 전열관/반진동구조물 마모손상 평가시험 및 해석
	가. 전열관 마모거동에 미치는 마모 영향인자 분석
	나. 마모예측식
	다. 연구방법
	라. 연구결과
	마. 요 약



	제 4 장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및 기여도
	제 5 장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계획
	제 6 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 과학기술정보
	서지정보양식
	BIBLIOGRAPHIC INFORMATION SHE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