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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CANDU형 원 의 원자로는 380개의 핵연료채 로 구성되어 있고 각 채 은 압력

과 칼란드리아 (Zircaloy-2)으로 서로 동심원상에 두 심축이 치하고 있다. 이

는 1차계통의 열수송 계통과 감속 계통이 열  되지 않도록 이산화탄소 가스로 채

워져 있으며 구조 으로 간격을 유지하기 해 압력 과 칼란드리아  사이에 

garter spring spacer가 설치되었는데 월성 1호기에는 loose type이고 2,3,4호기는 

tight type으로 각기 다른 형태의 garter spring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재 사용하고 있는 loose type garter spring 탐지를 한 와

류검사기술을 기술하 고, 더욱 심있는 것은 아직 검사기술이 확립되지 않은 tight 

type garter spring 탐지에 하여 여러 가지 비 괴기술에 하여 용가능성을 살

펴보았다. 즉  원거리장 와 류기술(RFECT), 펄스 와 류기술(PEC), GMR 자기센서

활용기술, 고주 수 음 기술, 음향방출법, 유도 음  기술 등에 해 기본 인 

특성  용방안에 하여 알아보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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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CANDU형 원 의 원자로는 그림 1과 같이 략 6m 길이의 수평한 압력

(Zr-2.5% Nb 합 )에 핵연료가 채워져 있고 이 압력 과 칼란드리아

(Zircaloy-2)은 서로 동심원상에 두 심축이 치하여야 한다. 이는 1차계통의 

열수송 계통과 감속 계통이 열  되지 않도록 이산화탄소 개스로 채워져 있으

며 그림 2과 같이 구조 으로 간격을 유지하기 해 압력 과 칼란드리아  사

이에 garter spring spacer가 설치되었는데 월성 1호기에는 loose type이고 2,3,4

호기는 tight type으로 각기 다른 형태의 garter spring이다. 

  월성 1호기의 경우 loose 형태로 4개 스 링이 끼워져 있으나 가동년수가 증가

함에 따라 spacer의 치가 이동하고 이에 따라 불균일한 creep 상과 압력  처

짐(sagging)이 발생하며 심할 경우에는 칼란드리아 이 압력 과 하는 경우

가 발생한다. 이로 인해 냉각된 압력  부 로 수소확산이 활발해져서 다량의 수

화물이 형성됨으로 결국 Blister가 발생된다. 이러한 문제 으로 인하여 garter 

spring의 치를 정확히 측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해서는 기존 

ECT 기술  송수신 기법을 활용하여 용하 다. Garter spring의 치 측정 

시 발생한 문제 으로는  첫째, 캐나다의 Point Lepreau 발 소에서 1991년 검사

할 때 신호에서 잡음이 크게 발생되므로 50% 정도만 정확한 치측정이 가능하

으나 신호처리 기법을 동원하여 95% 정도까지 탐지능을 향상시킨 이 있

다.[1] 둘째, 인도의 발 소에는 garter spring의 tilt 각도와 방향성에 따라 신호

감지가 힘들다고 보고하 고 안으로 탐 자를 특수하게 제작하여 문제 을 해

결하 다고 보고하 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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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CANDU Fuel Channels 의 개략도

그림 2  칼란드리아 , 압력   가터 스 링의 상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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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Garter Spring 설계  재료시험 [3]

2.1 Garter Spring 설계

  Spacer 설계에 있어서 고려해야할 사항으로는 다음과 같다.

- 부과되는 하 을 견딜 수 있어서 튜  간격을 유지할 수 있는 한 강도

- 낮은 성자 흡수 단면

- 칼란드리아  내에서 압력  사이로 서로 다른 열팽창에 의한 축방향 이동이 

가능해야 한다. 

- Annulus 내에서 개스가 자유롭게 지나다닐 수 있어야한다.

- Annulus 환경에서 부식되지 않아야한다.

- 냉각재로부터 감속재 까지 열 달이 최소화되어야한다.

- 압력 이 원주방향으로 크립이 가능해야한다.

- 압력 과 칼란드리아 에 마모나 fretting에 의해 심각한 손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

- 설치가 쉬어야한다.

이외에도 spacer에 한 최근 요구사항으로는

1) LOCA 사고시 압력 과 칼란드리아  사이에서 spacer 사이의 처짐과 

bulging에 의해 충분한 이 발생되어 감속재가 열 장고(heat sink)로서

의 역할을 해야한다.

2) spacer는 정 치에서 이동되어서는 아니된다.

3) 핵연료채 에서의 spacer 치는 확인될 수 있어야한다.

spacer에 해 수많은 개념이 고려되었다. pads, rings, 움퍽 진 칼란드리아 , 

연속 인 strips, 원주 bellows와 springs 등이 있다. Garter spring이라 칭하는 

원주방향 스 링은 모든 CANDU 원자로에서 핵연료채  spacer로서 사용되고 

있다.

  Pickering-A와 bruce 1&2의 GS 설계는 동일 wire와 coil 크기를 가지고 있어

서 매우 유사하다. 그러나 칼란드리아  직경이 약간 달라서 다른 칫수에 있어

서는 약간 차이가 있다. 두가지 GS 뭉치에 한 도면이 그림 3, 4에 나타나 있

다. 각 스 링에 한 설계 하 은 채 당 2개 스 링에 하여 1380 N인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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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이후 1550 N로 증가되었다. 코일당 최  하 은 22N로 평가되었다.

그림 3 Drawing of the garter spring for Pickering-A re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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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Drawing of the garter springs for Bruce 1 to 3 reactors.

2.2 Garter Spring 재료선정 역사

  기의 CANDU 원자로인 NPD는 채  앙에 1개의 GS이 있고 재료는 

Inconel X750(무게 백분율 성분 Ni 72, Cr 16, Fe 7, Ti 2.5, Al 0.7, Nb 1.0)이고 

연결방식은 hook된 모양이다. Douglas Point부터 Bruce-7 까지의 모든 원자로

에 있어서 재료와 설계가 변경되었다. 재료는 Zr-2.5Nb-0.5Cu로 선택되었는데 

이것은 지르코늄 합 이 열 성자 흡수 단면 이 기 때문이고 같은 지르코늄 

합 에서 Zircaloy-2와 Zr-2.5Nb 재료 신 선정한 이유는 열처리 조건에서 수

분이 포함된 annulus 개스에서의 강도, 수소화합물 방향성, 부식 항성에 하

여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GS 형상은 내부에 어닐링된 

Zircaloy-2의 girdle wire를 지닌 원형으로 유지하 고 wire 끝단이 spot 용 을 

하 다. 결과 으로 GS는 압력 에 느슨하게 설치되었다.

  Loose GS가 움직이기 때문에 건설과 시운 시 설계 치에서 멀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알려지고 Pickering 2호기 G16 단 사고의 시나리오에서 Loose GS 

정 치가 요하게 두됨에 따라 Bruce-8에서 새로운 spacer 설계가 처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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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 다. 실험 결과 loose 형태에 비해 hooked tightly-fitting 스 링이 진동

에 의한 이동이 음을 알 수 있었다. 재료는 Zr-2.5Nb-0.5Cu 스 링의 후크된 

끝 부 에 반경방향 수소화합물이 나타남으로 문제가 되어 기에 사용했던 

Inconel X750를 선택하 다. 좀 더 나은 최  설계를 용하여 Cernavoda, 

Darlington,  Picker-1,2에서의 Retubing시 새로운 채 로 사용되었다. 이때 스

링 내에 미용 된 Zircaloy-2 girdle wire가 1.5배 회 할 수 있는 길이로 되어 

있어 치 표정을 와 류 방법으로 확인이 되도록 하 다.

  표 1은 CANDU 원자로에 있어서 GS 설계자료를 정리한 것이다. 특징 인 것

으로 모든 Inconel X750 GS는 hooked 연결이고 압력  주 를 조이는 형태

(tight type)이다. 반면에 모든 Zr-2.5Nb-0.5Cu 스 링은 느슨한 형태(loose 

type)이다.

표 1 CANDU 원자로의 Garter Spring 정보

REACTOR Material
0.D.
mm

Material
I.D.
mm

No.per
channel

Location
from

Reactor
C/L
m

Material

Wire Size
Before
Cooling

Depth/Widt
h

mm

Coil
O.D.
mm

Coil
Pitch
mm

Dia.
Mm

Welded

NPD C.W.zircaloy-2 91 AA5052 101.9 1 0 Inconel x750 1.0/0.5 4.75 1 - -
KANUPP H.T.Zr-2.5% Nb 90.8 Zircaloy-2 101 2 0.63 Inconel x750 1.0/0.5 4.32 1 - -

Douglas pt.
RAPP 1&2

C.W.zircaloy-2 90.5 Zircaloy-2 107.7 2 0.6 Zr-2.5% Nb-0.5%Cu 1.9/1.0 7.52 1.3 1.2 yes

Gentilly 1 H.T.Zr-2.5% Nb 108.4 Zircaloy-2 118 1 0 Zr-2.5% Nb-0.5%Cu 1.7/1.0 6.81 1.3 1.2 yes
Pickering 1&2 C.W.zircaloy-2 113.3 Zircaloy-2 130.8 2 0.95 Zr-2.5% Nb-0.5%Cu 1.7/1.0 6.81 1.3 1.2 yes
Pickering 3&4C.W.Zr-2.5% Nb 111.5 Zircaloy-2 130.8 2 0.95 Zr-2.5% Nb-0.5%Cu 1.7/1.0 6.81 1.3 1.2 yes
Bruce 1&2 C.W.Zr-2.5% Nb 111.5 Zircaloy-2 129 4 0.91 Zr-2.5% Nb-0.5%Cu 1.7/1.0 6.81 1.3 1.2 yes
Bruce 3 C.W.Zr-2.5% Nb 111.5 Zircaloy-2 129 4 0.51,1.55 Zr-2.5% Nb-0.5%Cu 1.6/1.0 6.81 1.3 1.2 yes
Bruce 4 C.W.Zr-2.5% Nb 111.5 Zircaloy-2 129 4 0.51,1.55 Zr-2.5% Nb-0.5%Cu 1.6/1.0 5.59 1.3 0.9 yes

Gentilly -2
Embalse

Pt.Lepreau
Wolsung-1

C.W.Zr-2.5% Nb 111.5 Zircaloy-2 129 4 0.51,1.55 Zr-2.5% Nb-0.5%Cu 1.6/1.0 5.59 1.3 0.9 yes

Bruce 5,6,7 C.W.Zr-2.5% Nb 111.6 Zircaloy-2 129 4 0.51,1.55 Zr-2.5% Nb-0.5%Cu 1.6/1.0 5.59 1.3 0.9 yes
Bruce 8 C.W.Zr-2.5% Nb 111.6 Zircaloy-2 129 4 0.51,1.55 Inconel x750 1.0/1.0 4.83 1.2 0.9 no

Cernavoda C.W.Zr-2.5% Nb 111.8 Zircaloy-2 129 4 0.51,1.55 Inconel x750 0.8/0.8 4.83 1.6 0.9 no
Darlington C.W.Zr-2.5% Nb 111.8 Zircaloy-2 129 4 0.51,1.55 Inconel x750 0.8/0.8 4.83 1.6 0.9 no
Pickering

1&2
Retubed

C.W.Zr-2.5% Nb 111.8 Zircaloy-2 130.8 4 0.51,1.55 Inconel x750 0.8/0.8 4.83 1.6 0.9 no

GARTER SPRINGSCALANDRIA TUBEPRESSURE TUBE GIRDLE WIRE

2.3 Garter Spring 재료시험 내용

  압력  교체시 인출된 GS에 해 여러 가지 시험을 수행하 다.

2.3.1 육안 검사 

  연구로 수조에서 Questar telescope를 이용하거나 방사선 Hot cell에서 

Kollmorgan periscope와 stereo macroscope를 이용하여 GS를 조사하 다. 검사

내용으로는 일반 인 건 성, 변형, 표면 변색과 부착물 그리고 단면 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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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2.3.2 성자 방사선투과 시험

  성자 투과시험이 수화물 편석(segregation)을 확인하기에 합한 방법인가

를 알아보기 하여 고체 수화물을 부착된 비조사된 GS에 이 방법을 수행하

다.

2.3.3 속조직 검사

  스 링으로부터 시편을 단하 다. 특히 스 링 앙부 부 에서 수화물 

분포와 산화물 두께를 조사하기 해서이다. Girdle wire에 해 미세조직, 수화

물과 기공, 특히 용 부 근방을 조사하 다. 경도시험을 시행하 으나 비조사 시

편에 한 cell 밖에서의 측정과의 비교시험에서 신뢰성이 없음을 보여주었다. 압

력 과 칼란드리아 에서의 GS 표식에서 시편을 채취하여 표식 깊이를 측정하

고 변형 는 수화물의 흔 을 조사하 다. 

2.3.4 분쇄(Crush) 시험

  상온에서 GS 시편에 해 압력 과 칼란드리아 과 동일한 곡율을(각각 반경

이 56mm와 66mm) 지닌 모루 사이에서 Tinius Olsen 시험기를 사용하여 분쇄 

시험을 하 다. 외 으로 한번의 시험은 평편  사이에서 수행되었다.

2.3.5 피로 시험

  GS 시편에 해 cell 내의 MTS 시험기에다 분쇄 하 으로서 평편  사이에서 

피로 시험을 상온에서 수행하 다.

2.3.6 인장 시험

  GS 시편에 해 코일 사이에 hook를 삽입하고 잡아당김으로써 인장시험을 하

다. Girdle wire는 강도와 연성을 결정하기 해 인장시험을 수행하 고 Vice

에서 연성에 한 더 많은 정보를 얻기 해 굽힘시험도 하 다.

2.3.7 수소와 수소 분석

  몇 개의 스 링과 Girdle wire에 해 수소 농도를 측정하 다. 수소는 부

분 스 링의 앙과 양단에서 그리고 추가로 더 많은 치에서 측정하 다.

2.3.8 진원도(Ovality) 측정

  Gauge micrometer를 사용하여 0.025mm 정 도로 측정하 다.

2.4 Garter Spring 재료시험 결과 요약

  GS 재료시험 상은 Pickering unit 4에서 2년 사용한 것과 Bruce 2에서 5년 

사용한 것 그리고 Pickering-A에서 12년 사용한 것 들이다. 시험 결과를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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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 다.

(1) 원자로 내에서 12년 까지 사용한 GS 모두 건 한 상태이었다. 원자로에서 

제거할 때 는 선 시 심하게 변형 흔 을 보여주고 있는 부서진 스 링은 취

손상을 나타내었다.

(2) 쪽 끝 부 에서 사용한 모든 GS에서는 온도가 낮은 칼란드리아 튜 에 

되는 스 링 앙에서 바깥쪽 코일에 고체 표면 수화물(hydride)이 나타났다. 

(3) 분쇄, 분쇄 피로, 인발 시험에서 12년 사용한 GS은 고체 표면 수화물

(hydride)이 존재하더라도 가동 에 요구되는 것보다 훨씬 큰 강도와 피로 항 

 연신율을 유지하고 있었다.

(4) 수소 함량은 원자로 가동에 의해 변하지 않았다.

(5) 240 ppm 까지의 수 함량은 Pickering A 스 링에서 찰되었다. 수 농

도는 스 링 앙부 보다는 양단에서 훨씬 컸고 Pickering-A 보다는 Bruce-2 스

링에서 훨씬 낮게 나타났다.

(6) GS에 한 산화막 두께는 략 1 ㎛ 이었다.

(7) Zircaloy-2 girdle wire는 원자로 가동 후에도 좋은 강도와 연신율을 유지하

고 있었다.

(8) girdle wire의 산화막 두께는 30 ㎛ 까지 찰되었다.

3. Loose GS 탐지 기술

3.1 탐지기술 원리 [4]

  GS에 한 와 류 진폭 반응은 압력 을 완 히 싸고 있는 도성 부품 때문

이다. 이것은 loose GS 내의 도성 girdle wire이다. 외부와 내부 차동형 GS 

탐지 수신 코일에 의해 탐지되는 것은 송신 코일에서의 변화하는 기장에 의해 

유도된 girdle wire 내의 류 loop에 의해 생성된 자기장이다. 류 loop를 통과

하는 flux에 의해 유도되는 압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V =− N
dΦ
dt (1)

여기서 N은 코일 turn 수인데 girdle wire의 경우 1이다. 미분량은 시간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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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고 Φ 는 도성 loop를 통과하는 flux이다. flux는 flux density인 B를 도

성 loop인 Aloop 면 에 걸쳐 분을 함으로 주어지며 다음과 같이 표 할 수 있

다.

∫=Φ loopBdA
(2)

수신 코일에 의해 감지되는 자기장을 생성하는 loop에서 유도되는 류는 다음

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Iloop =
V
Z
= V
√
(( )wL 2+ R 2 )

 (3)

여기서 Z는 도성 loop의 임피던스이고, R는 항이며 L은 인덕턴스이고

w = 2πf는 진동 주 수이다. 단일 회  류 loop의 인덕턴스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L = Φ
Iloop

(4)

(1)과 (4)식을 조합하면, 유도 류에 한 식은 다음과 같이 된다.

Iloop =
1
R

√
⎛
⎜
⎝

⎞
⎟
⎠

⎛
⎜⎝

⎞
⎟⎠

d
dt

2

− ( )w  (5)

매우 얇은 도성 루 에 하여 루 에 의해 생성된 flux 도는 루  축을 따

라 주어진 치에 있어서 루 를 통한 류에 비례한다. 즉 BInduced= Iloop이다. 

식 (5)으로부터 유도 flux 도에 한 표 은 다음과 같이 비례한다.

( ) ⎟
⎟
⎠

⎞
⎜
⎜
⎝

⎛
Φ−⎥⎦

⎤
⎢⎣
⎡ Φ

∝ 2
21 ω

dt
d

R
Binduced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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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AECL 검사 기술 [5]

  Garter Spring coolant tube spacers는 심선이 용 되어 있는 loose-fitting, 

심선이 용 되지 않은 tight-fitting 등의 몇 가지로 설계, 제작되었다. 재까

지 loose-fitting spacers는 원자로 건설  설정된 설계 치로부터 이동되어 

부분의 문제를 야기하 다. 다행히도 이와 같은 형태의 spacers는 와 류검사법

에 의해 부분 쉽게 검출된다. 와 류검사에 의한 spacer 검출은 그림 5의 코일 

배치를 가진 송-수신형 탐 자 (transmit-receive)을 사용하며, 이것은 표 형 

spacer 검출 탐 자 코일의 배치이다. 코일 앙의 송신코일은 주 수가 3-5 

kHz 범 인 사인  류에 의해 여기된다. 수신코일은 임피던스 변화가 코일에 

감지되었을 경우 차동형 신호발생을 해 연결된다. PT 외부의 spacer가 바로 

이와 같은 변화를 의미하며 이때 탐 자는 PT 두께가 증가했을 때와 같은 반응

을 나타낸다. 탐 자는 실제 으로 심선을 검출한다. 

그림 5 Spacer Detection EC Pro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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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Spacer signal of G1 probe

그림 7 Inside surface signal

  의 주 수범 내에서 PT 내부표면에 존재하는 지시와 spacer신호의 상각 

차이는 그림 6과 7 에서와 같이 약 90도이다. spacer 임피던스 신호는 그림 6에

서와 같이 매우 큰 수직(차동형의 경우)성분을 가진다. spacer가 완 한 수직상

태를 벗어나 약간 경사지게 되었을 경우 신호의 진폭이 약간 감소함을 알 수 있

다. spacer를 검출하기 해서 spacer 는 모의 지시를 이용하여 검출계통(즉,탐

자,이송장치,계측장치,자료취득  기록 등)을 교정한 후 주사를 시작한다. 검출

계통의 기 교정시 과 주사시  간에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을 경우 기 교정

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한 교정 검(calibration check)이 

필요하다. 탐 자를 채 내부로 삽입하면서 간 근처에서 탐 자 balancing을 

해서 잠시동안 지한 후 최종단까지 삽입한다. 탐 자가 채  확 부에 이르

게 되면 와 류신호가 포화되게 되고, 이 지 에서 탐 자는 후방으로 인출되며 

strip chart 형태의 PT 채  검사 기록이 생성된다. spacer의 차동형 신호는 와

류 임피던스신호의 수직성분으로 나타나게 되면 ,시간을 기 으로 strip chart

상의 축방향 채 로 나타나게 된다.spacer 치는 spacer신호의 정 앙에 커서를 

치하여 측정한다. 실험결과에 의하면 이 치는 spacer의 기울기(tilt)에 상 없

이 spacer의 기하학 인 앙에 해당된다. 의설명은 이상상태를 가정한 것이며, 

실제로는 아주 복잡할 수 있다.복잡한 로서 아래와 같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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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두께 변화에 의해서 알 수 없는 잡음이 유발된다.

•spacer가 한쪽으로 몰려 다발이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여러 개의 spacer가 

혼합되어 나타난다.

•spacer가 칼란드리아 튜  확 부에 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서 spacer 검

출 표 형 탐 자 신호가 포화될 수 있다.

•spacer신호가 연료다발 인터페이스와 함께 혼합되어 나타난다.

•PT 내의 결함과 운 으로 인해 발생한 기타 지시는 결함과 유사한 신호를 발

생할 수 있다.

상기에서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 spacer검출을 

어렵게 하는 PT 두께변화는 E-series 튜 에서 볼 수 있다. 약 0.012mm의 작은 

두께변화는 이와 같은 효과가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주사시 이와 같

은 상은 디지털신호처리 는 SLAR와 같은 spacer 재배치장치를 사용하여 

spacer를 움직인 후 취득한 신호를 감하여 제거가 가능하다. 한쪽으로 몰려 다발

이 된 경우 우리에게 잘 알려진 신호를 발생한다. 일반 으로 아주 근 해있는 2

개의 spacer 신호는 spacer가 한 개일 때의 진폭에 비해 2배가 된다. 이격거리가 

충분한 2,3, 는 4개  spacer신호는 각 spacer 신호가 첩되어 복잡하게 나타난

다. 이와 같은 신호들은 AECL report CI-ET-118에 나타나 있다. 표 형 탐 자

를 사용할 경우 칼란드리아 튜  확 부에 치한 spacer를 검출하기 한 특수 

혼합형 탐 자가 개발되었다. 이와 같은 탐 자는 핵연료 채  주기검사기간  

원자로 복원 로그램에 성공 으로 사용되었다.

연료다발 인터페이스상에 치한 spacer신호는 임피던스 평면상에 PT 내외측 표

면신호가 첩되어 나타난다. 하지만 이와 같은 상은 spacer신호를 cartesian성

분으로 분리하여 쉽게 처리 될 수 있다. spacer는 PT 외부면에 치해 있기 때

문에 수직성분으로 나타나고 다발 인터페이스성분은 수평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

이 spacer는 정상 인 spacer검출의 경우 수직성분으로 나타난다. 한 신호 에

서 PT 내부신호를 제거할 수 있는 다 주 수 검사기법이 비 괴 문가용으로 

설계된 spacer검사계통에 용이 가능하다

  spacer검출을 한 검사 수행시 PT 재질내의 이상상태로부터 발생한 지시는 

검사를 복잡하게 할 수 있지만 실제 으로는 이와 같은 상은 흔하지 않다. 이

와 같은 원인에 해서는 검증되지 않았지만 spacer검출 탐 자의 특별한 특성

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탐 자의 매우 큰 직경으로 인하여 크기가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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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부 인 결함에 한 감도가 낮으나, PT 외부에 치한 spacer는 효과 으로 

찿아낸다. 한 채 당 보통 4개 spacer가 설치되어 있으며, 만약 이상신호들이 

spacer신호와 유사하지 않을 경우 주 수 혼합공정에 의해 이상신호 에서 실

제 spacer신호만 골라낼 수 있다. 따라서 와 같은 내용을 고려할 경우 실수 없

이 비정상 상태로부터 spacer 신호를 분류할 수 있다.

3.3 인도 BARC 검사 기술 [6]

  인도의 수로는 국내 수로와는 다른 기술사양을 가지고 있다. 발  용량은 

235 MWe 이고 압력  내경은 82.5 mm, 두께는 4 mm 이며 칼란드리아 은 내

경 108 mm 이다. Garter spring은 채 당 4개 존재하며 loose type 이다. 채  

구성품 재료로는 압력 이 cold worked(20%) zircaloy-2, 칼란드리아 은  

annealed zircaloy-2이고 garter spring은 Zr-2.5Nb-0.5Cu 이다.

  일반 인 GS 치탐지는 그림 8과 같은 표 형 보빈 코일 로 를 사용하여 

측정하 으나 loose type GS의 기울어짐(tilt)에 따라 와 류 신호가 크게 변화 

문제 을 발견하 다. (그림 9 참조) 이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코일을 경사지

게 감음으로 그림 10과 같은 개선된 로 를 제작하 다. 이를 사용한 와 류 

신호는 그림 11과 같이 나타남으로 tilt에 따른 문제 을 크게 해결함을 보여주었

다.

그림 8 Standard bobbin coil pro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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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Eddy current signals when the angle between the plane containing the garter 

spring and the plane perpendicular to the probe axis is (a) 0〫(b) ± 7〫(c)± 17〫

그림 10 Modified probe with angular coil wi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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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Eddy current signals from spacer with the same tilt orientation as the coil 

winding when the angle between the plane containing the garter spring and the plane 

perpendicular to the probe axis is (a) ± 17〫(b) ± 7〫(c)0〫

3.4 KAERI 실험 결과 [7]

3.4.1.  서론

  garter spring의 치 측정에는 음  는 와 류를 사용하여 측정할 수 있

으나, 음  검사법은 와 류검사법(ECT: Eddy Current Testing)에 비해 세

하나 시간이 많이 걸리고, 압력 의 재질(Zr-2.5% Nb)  calandria tube의 재질

(Zircaloy-2), garter spring의 재질(Zr-2.5% Nb-0.5% Cu)이 모두 비자성체이므

로, 와 류검사 방법을 용하여 검사하는 것이 보편 이다. 캐나다의 AECL에서

는 send-receive 탐 자를 사용한 와 류검사법을 용하여 검사하고 있으나, 

KAERI 연구에서는 bobbin differential 형태의 탐 자를 사용하 고 실험과 수치

해석을 통하여 최 의 검사 조건을 조사하 다. 

3.4.2 실험 내용

  본 연구에 이용된 와 류검사 장치는 캐나다 R/D Tech 사의 TC 5700이며 그

림 12와 같이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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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2 Schematic diagram of eddy current testing system

Computer

ECT RFECT

TC 5700

Data Storage

Laser Printer

Pressure Tube

Controller

Support Plate

Motor

(Zr-2.5%Nb)

  garter spring의 신호의 상각을 맞추기 해 필요한 기 을 설정하기 하여, 

 축과 수직으로 지름 3mm의 통 hole을 압력  가장자리로부터 400mm의 

치에 뚫었고, garter spring은 압력  가장자리로부터 600mm 떨어진 곳에 치

시켰다. 시스템의 multi-channel과 multi-frequency set-up 기능을 이용하여 여

러 주 수에 한 신호를 동시에 출력할 수 있도록 설정하 다. 탐상 속도는 

500mm/s로 일정하게 유지하 다. 일반 으로 결함을 검출하기 한 기본주 수

는 다음의 식으로 계산을 계산하며, 압력 의 비 항 값인 56 μΩ-cm를 넣고 계

산하면, 

    f=
3ρ

T 2
=
3×56

(4.2) 2
= 9.5kHz≃10kHz

약 10 kHz가 되나, garter spring과 같이 외부에 있는 구조물을 검출하기 한 

주 수는 더 낮춰야 한다. 따라서 1, 3, 5, 7, 9, 10, 11 kHz의 주 수에 해 

garter spring의 치 측정 신호를 수집하 다. hole 신호를 40°의 상각을 갖도

록 맞춘 후 garter spring의 신호를 100% hole 신호의 상각을 40°로 정하기 

해 변환시켜  상각과 동일한 상 값만큼 변환시켰다. 이 게 상각을 조

한 후 각 주 수의 신호에 해 신호의 진폭과 상각을 측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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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실험 결과 

  그림 13과 14는 5 kHz  10 kHz, 그리고 1 kHz  9 kHz에서의 hole  

garter spring 신호로, 각 주 수에서 상각은 hole의 신호가 40도가 되도록 조

정하 다. 10 kHz에서 garter spring 신호의 진폭은 약 0.76 V로 5 kHz의 신호 

진폭 1.28에 비해 60%로 작게 검출되었다. 한 1 kHz에서는 약 0.65 V로 다시 

작게 나타나므로, 5 kHz에서 garter spring 신호가 가장 잘 검출됨을 알 수 있었

다.   

그림 13. Hole and garter spring signal for 5 and 10 k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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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Hole and garter spring signal for 1 and 9 kHz.

  제작된  탐 자로부터 가터 스 링을 탐지하기 하여 주 수는 5 kHz와 10 

kHz를 사용하 으며 tilt 되지 않은 garter spring에 한 신호는 그림 15a에 나

타난 로 탐지가 양호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tilt된 가터 스 링에 한 신호

는 검출이 힘드는데 그림 15b는 20°로 tilt된 garter spring에 한 신호를 보여주

고 있다.

   Tilt 안된 가터 스 링의 신호는 확연하게 검출됨을 확인할 수 있고, tilt 정도

가 10°이상부터 신호감도가 하되어 20°정도에서는 결함신호라 단하기 어려운 

신호임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므로 가터 스 링의 tilt 정도는 차동형 ECT 신호

에 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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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Tilt 각도에 따른 ECT 신호들

(a) 0°(b) 20°

  결론 으로 수로압력 의 garter spring의 치를 탐지하기 하여 일반 으

로 비자성체 검사에 사용되는 와 류검사법을 용하여 시험해본 결과, 시험주

수 1 ～ 11 kHz 역에서 잘 검출되었다. 보다 높은 주 수 는 낮은 주 수에 

해 시험은 하지 않았지만, 시험 결과 얻은 신호 진폭의 변화로 보면 이 범 의 

주 수를 사용하면 할 것으로 단된다. 

4. Tight GS 탐지 후보 기술들

  Tight garter spring 내에는 첩된 girdle wire가 있는데 기에는 첨된 연

결부가 도성을 지니지만 300〫C 고온에서의 발 이 계속됨으로 수개월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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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re 표면이 산화되어 wire 연결부에서의 도성을 잃게 된다. 이런 상은 기

존 와 류 검사방법으로는 탐지가 되지 않아 새로운 검사기법이 필요하게 되었

다. 다음에 기술된 내용은 이런 문제 을 해결하기 한 다양한 시도와 가능성

을 설명하고자 한다.

  

4.1 RFEC

    원거리장 와 류탐상 (remote field eddy current testing, RFECT) 이란 

기 도성  형태의 시험제품의 내면에 탐 자를 삽입시켜서 검사하는 와 류

탐상법의 일종으로써 원래 1951년 McLean이 특허를 출원한 이래로 40 여 년 

동안 별로 주목받지 못하다가 최근에 들어서야 강자성체 의 비 괴검사방법으

로 각 을 받기 시작하고 있다. 이 방법은 원거리장 와 류 효과로 인하여  

내면에 탐 자를 장착하 더라도  두께 체 부 를 검사할 수 있다. 한 일

반 와 류탐상법을 사용할 경우 기본 으로 비자성체 재료에 해서만 검사가 

가능하며 특별히 강자성체 재료 는 국부 으로 자성을 재료를 검사할 경우 자

기포화 탐 자만이 자성 재료를 검사할 수 있는 데 반해 원거리장 와 류탐상법

은 상 재료가 자성체나 비자성체를 가리지 않으며, 강자성 튜 형  시험체의 

외면 결함에 한 비 괴검사가 가능하므로 보다 유연하게 탐 자를 설계할 수 

있다는 강 이 있다. 한편 원거리장 와 류 탐상법은 강자성 재료에 해 원주

방향 결함과 축 방향 결함 모두 략 비슷한 감도 (감도 차이가 략 2 배 이내

임)로 검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식에 의한  두께의 얇아짐 상, pitting 

은 물론 균열까지도 검사 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이 방법을 비자성 재료에 

해 용할 경우, 일반 인 와 류 탐상법에 비해 그 감도 는 정 성이 떨어지

는 단 이 있기 때문에 자성체 재료로 구성된 , 즉 부분 탄소강 을 탐상

하는 데 매우 유리하다. [8]

4.1.1 타 기  연구 결과

  이재경 박사[9]는 캐나다 Queen's 학에서 수행한 연구결과로서 RFEC 기술이 

지닌 두께 투과 특성을 고려하여 단된 GS 탐지를 시도하 다. 3 kHz에서의 

신호를 다음 그림 16에서 볼 수 있고, RFEC 신호 변화가 매우 작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 원인은 girdle wire에서의 유도된 와 류가 아니라 투과되는 두께

변화로 분석하고 있었다. 이외에도 알루미늄 링과 자성 wire를 이용하여 실험하

고 연결된 상태와 단된 상태에서의 신호를 비교함으로 투과되는 두께변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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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신호 별의 어려움을 확인하 다. RFEC 신호측정 기술향상과 신호처리 

기술 용의 필요성을 강조하 다.

4.1.2 KAERI 실험 결과 [10]

  본 논문에서는 실험실 내의 Mock-up 핵연료채 에서의 garter spring 신호 탐

지능과 신호 형태에 해 VIC-3D 체 분법을 이용하여 strip chart 신호와 임

피던스 평면에서의 해석을 통하여 최 검사주 수와 송신코일과 수신 코일의 간

격을 평가하 고, RFECT 장치와 제작된 탐 자에 의한 실험을 통하여 garter 

spring의 tilt 향도 조사함으로 RFECT 기술의 유효성을 확인코자 하 다.

  본 연구에 사용된 와 류 검사장치는 R/D Tech사의 TC 5700모델이며 탐 자

는 보빈형 RFECT 코일로 이루어져 있으며 외경은 90mm인 다기능 탐 자를 제

작하 다. Garter spring은 력에 의해 수직으로 처진 상태인 tilt되지 않은 경우

와 압력 과 칼란드리아  사이에 삽입되어 tilt되는 경우를 고려하여 RFECT 신

호를 수집하 다. 이때 tilt 각도와 방향성은 그림 17과 같이 정의하 으며 변수

로 tilt 각도는 0도, 10도, 20도 이며 tilt 방향성은 0시, 3시, 6시 방향으로 정하

다. Tilt 방법은 가터 스 링에 면 테이 를 부착함으로 고정하 다.

그림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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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Tilt 각도와 방향성 정의

Tilt angle

Tilt orientation

Entry end

Tilt orientation

Garter spring

Garter spring

 

  실험에 필요한 주 수를 결정하기 해서는  침투되는 와 류의 표  침투 깊

이를 고려하는데 이것을 나타내는 식은 다음과 같다.

δ =
1
π fμ σ

여기서, f는 주 수(Hz), μ는 투자율(비자성체의 경우 4π×10- 7H/m), σ는 도율, 

δ는 침투깊이를 나타낸다. 일반 으로 와 류 신호를 탐지하기 한 정주 수

는  침투깊이인 δ와 배  두께인 d의 비( δ/d)가 0.88를 기본주 수로 1.6를 검사

주 수로 결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기본주 수는 10 kHz, 검사주 수는 략 

3 kHz가 된다. 그러나 RFECT의 경우 원거리장을 이용하므로 신호감도가 낮아

서 더 낮은 주 수를 검사주 수로 사용하여 신호진폭을 증 시키는 것이 필요

하다.

  원거리장 신호 특성을 갖는 코일간격이 압력 의 경우 략 직경의 1배  이상

인 것으로 보고되었고 [11] 측 신호 형태도 뚜렷이 나타난 135 mm로 코일간

격을 설정하여 실험하 다.

  RFECT의 사용 주 수는 ECT 신호와 비교하기 하여 5 kHz로서 형과 

차동형 신호에 해 strip chart 신호를 확인하 고, Voltage Plane Polar 

Plot(VPPP) 평면에서도 형과 차동형 신호를 찰하 다.  

  Garter spring의 tilt 각도에 따라 각각 실험을 수행하 고 그 표 인 신호로

서 ECT에서 감지되지 않은 20°tilt된 신호를 그림 18에 나타내었다. 한 tilt 방

향성에 따른 실험도 수행하 으며 그림 19에서 확인할 수 있다.

  RFECT 신호 특성은 송신 코일이  garter spring을 지날 때 임피던스가 변하여 

신호가 발생하고 수신 코일이 garter spring을 지날 때에도 신호가 발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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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루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한 tilt 각도나 방향성에 계없이 거의 비

슷한 감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은 RFECT 원리상 송신코일로부터 달되는 

자기 원거리장이 수신코일에서 검출되는데 이 신호는 송신코일과 수신코일 사

이의 자기장 방해물의 단면 에 비례하므로 tilt 정도에 따른 단면  변화는 상

으로 으므로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RFECT 신호가 

차동형 ECT 신호에 비해 tilt된 가터 스 링에 한 탐지능이 우수함을 확인하

다.

(a)

(b)

그림 18. Tilt 각도에 따른 RFECT 신호들

(a) 0°(b) 20°, 0시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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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19 Tilt 방향성에 따른 RFECT 신호

(a) 3시 방향 (b) 6시 방향 

  CANDU형 핵연료채  압력 에 한 원거리장 와 류신호을 악하기 하여 

체 분법에 의한 신호 모사와 Mock-up 실험을 수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신호 모의실험 결과, 실제 RFECT 신호와 비슷한 형태를 얻을 수 있었으며 

장비 Calibration 시 유용하게 활용되었다. 송신 여자 류의 주 수가 1 kHz이고 

송수신 코일 간격이 135 mm 일 때 최 의 신호를 얻었다.

(2) Garter Spring이 tilt되어 있는 경우, 차동형 보빈 ECT 신호는 상당한 향을 

받아 감지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지마는 RFECT 신호는 거의 동일한 신호크기

를 나타내므로 tilt된 Garter Spring 탐지에 유용함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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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펄스 와 류시험 (Pulsed Eddy Current, PEC)

4.2.1 PEC 기술 개요 [12]

  일반 인 sinusoidal eddy current에서 나타나는 낮은 분해능  high 

harmonic content의 존재에 따른 향을 받는 문제 을 해결하기 하여 고안된 

탐상법으로 펄스 와 류시험(Pulsed eddy current testing)은 순간 high pulsed 

current를 이용하여 시험체에 와 류를 유도하기 하여 coil을 통과시킨다. 이로

부터 생긴 와 류는 pickup coil에서 voltage pulse를 유도하는 pulsed magnetic 

field를 발생시킨다. Pickup coil에서 유도된 압은 시험체의 표면결함과 벽두께

와 련한 정보를 포함한다. 벽두께와 결함 정보는 time-sampling 기술을 이용하

여 유도된 voltage pulse로부터 추출된다.

  특히, pulsed-current field의 순간 인 신호 특성은 정상상태 와 류에 용할 

수 없었던 신호처리 방법을 이용하여 더 많은 선택 인 정보를 단일 펄스 신호

로부터 얻을 수 있으며, 열 으로 더 안정성이 있고 고분해능을 갖는 탐 자를 

설계할 수 있다는 유용한 이 있어 신호수집  신호 분석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러한 장 을 활용하면 수로 내부구조물 검사에 유용한 검사법으로 

용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그림 20은 간단한 Pulsed eddy current 시스템을 

보여 다.

Conducting specimen

Pulse generator

Current pulses

Demodulator

Voltage pulses

Transducer

Pickup coil

Driving coil

Meter 

그림 20 Pulsed eddy current system

4.2.2 PEC 방법에 의한 GS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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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etec사에서 제작된 Surface 와 류 탐 자를 사용하 고 1 kHz Pulse를 탐

자에 인가하여 그림 21과 같은 신호를 얻었다. 실험실에서 압력 에 부착된 GS

에 해 신호 변화를 찰하 으나 GS에 의한 신호 변화를 인지할 수가 없었다. 

그림 21 Typical PEC signal

4.3 GMR 자기센서 활용 기술 [13]

  자기센서는 침투력이 좋은 와 류 시험에 활용된다. 침투력을 좋게 하기 해

서는 주 수를 사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와 류 센서의 측정효과가 감소한다. 

그러므로 시험 주 수를 100 Hz 이하로 낮추면 다른 종류의 센서가 필요하다. 

를 들면 DC field 까지 주 수 범 에 걸쳐 균형있는 측정감도를 지닌 자기

센서인 홀 센서, GMR 센서, SQUID 센서 등이 있다. 

  개의 경우 송신측은 코일을, 수신측은 자기센서로 구성한다. 자기 센서  

감도가 가장 좋은 SQUID 센서는 도 상을 발생하기 한 온장치가 필요

하므로 장치 구성상 어려움이 있어서 주로 홀 센서와 GMR 센서를 사용하는 경

향이다.

  핵연료채 에서의 송신 코일에 의해 유도되는 자기장 세기를 이론 으로 계산

해 보면 10
-6
 Tesla (10

-2
 Gauss) 정도 이므로 NVE에서 제작한 상용 GMR 센서 

 감도가 가장 좋은 AAH002-02 소자의 특성곡선(그림 22 참조)을 조사해 보면 

감지하기가 힘든 조건임을 알 수 있다.[14]



- 27 -

그림 22 Sensitivity chart for AAH002-02 GMR sensor

  GS는 압력  외부 표면에 부착되어 있으므로 압력  두께를 투과해야하므로 

주 수(1-10 kHz)를 사용해야하고 그러나 이로 인해 감도가 떨어지므로 정

주 수는 상당히 요하다. 한 GS 구조가 스 링 형태이고 비자성체이므로 자

기장에 한 반응이 어서 측정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4.4 고주 수 음 기술 [15]

  캐나다 Ontario Hydro 연구소에서 tight GS에 한 검사기법으로 음  탐

지기술을 개발하 다. DRUGSS (Digital Recovery of Ultrasonic Garter Spring 

Signals)란 약어를 지닌 본 기술은 음  펄스의 음향 에 지가 garter spring

으로 함으로 압력  외부 표면으로 부터의 음  반사신호에 한 미소 감

소를 탐지하는 것이다. 지르코늄 수화물 탐지에 사용되는 것과 유사한 20 MHz 

집속형 수직빔 로 를 사용함으로 음  펄스를 발생한다. 이것은 CIGAR나 

AFCIS 장비의 검사 헤드(그림 23 참조)에 쉽게 장착될 수 있다. 면 반사신호

에 한 디지털 신호처리는 상업용 소 트웨어인 LabView를 사용하여 수행하

다. 시간 역에서의 면신호진폭을 미리 설정된 원주방향 탐상속도로서 푸

리에 분석하 다. 그러므로 생성된 주 수 스펙트럼 성분은 반사 진폭에 한 

공간 주 수 변수를 나타낸다. GS의 helix와 련된 공간 주 수가 알려져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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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이 성분은 감시가 가능하다. GS와 압력  사이의 이산된  부 로 

인해 공간 주 수 스펙트럼에 있어서 조화성분(harmonics)이 발생된다.(그림 24 

참조) 기본 성분과 하나의 조화성분을 동시에 사용함으로 GS를 분명하게 탐지

할 수 있다.(그림 25 참조) 

그림 23 Inspection head for fuel channel in CANDU reactor

Ultrasonic Flaw Detection and 
Characterization Probe Cluster
Ultrasonic Flaw Detection and 
Characterization Probe Cluster

그림 24 A portion of the spatial frequency spectrum of a scan 

over a garter sp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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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A 2-D scan of a portion of a pressure tube with a garter 

spring using spatial spectral analysis techniques

  

  실험에 의하면 탐지 정도는 압력 과의 에 민감하다고 밝 졌으며 략 

225 N 하 이 되어야만 탐지가능하다. 이러한 하 은 원자로 가동시 핵연료채

의 처짐 결과로서 상당히 빨리 도달할 것으로 기 된다.  원자로에서의 기 

검사 시 실험실에서 요구되는 최소 하 보다 약간 과할 것으로 계산되었지마

는 신호 수집에 문제가 발생되어 GS가 탐지되지 않았다. 향후 원자로내 튜 간 

 여부를 확인하기 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요구되어진다. 

4.5 음향방출(AE) 기술 [16]

  토론토 학의 N. Badie와 A. Sinclair는 AECL 연구소와 공동으로 연구하 는

데 원리는 핵연료채  end fitting에 AE 센서를 부착함으로 압력 에 GS이 충격

을 가할시 야기되는 진동을 탐지하는 것이다. 그런 다음 한 신호분석을 수행

함으로 GS의 치를 알 수 있다.

  비실험은 핵연료채 의 부분 인 목업이 있는 CRNL에서 수행되었고, 센서

에 한 AE 음원의 여러 치에 해(축방향과 원주방향 모두 포함) 진동 측정

치를 기록하 고 수집된 신호를 분석하 다. 기 시험 결과로서 신호 분석

(signature analysis) 근법이 GS의 다양한 축방향  원주방향 치에 한 

신호 library에 용 가능함을 결정하 다. 각 핵연료채 로부터 수집한 신호는 

실제 시험 의 library에 하여 cross-correlation 시켰으며 그 결과 GS 치

를 지시할 수 있었다. 계속 인 시험과 평가를 수행함으로 이 근법의 몇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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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변수를 결정할 수 있었다. 즉 최  샘  길이 T, 주 수 역 △f, 샘  

간격 △t, 그리고 원하는 분해능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축방향(△x)과 원주방향(△

θ) 메쉬 크기 등이다. 동시에 방해 요소들을 확인하 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

다.

(1) 신호의 다양성 : GS 신호는 수많은 변수와 쉽게 제어되거나 정량화할 수 없

는 향에 의해 달라짐을 알 수 있었다. 즉 end fitting 형태, 압력  결함, 롤 조

인트 변화, 압력  이력과 크립 등이다. 만약 이러한 향이 심각하다고 발견된

다면 library는 엄청나게 커질 것이다.

(2) 배경 잡음 : 실험실에서의 데이터에서는 거의 없었지만, 실제 검사에서는 

히 나타날 수 있어서 용될 신호처리 략에 향을  것이다. 

(3) 핵연료채  가진(Excitation) : 핵연료채 을 진동을 주는 방법을 선택함으로 

압력 에 한 GS bounce가 신호처리 성공 여부에 향을  것이다.

(4) 신호 발생 : 다양성의  다른 음원은 pinched GS가 압력 에 충격(impinge)

을 주기보다는 문지른다(rub)는 사실이다.

  에서 열거한 문제 을 분명히하기 해 압력  진동에 한 수학  모델을 

제시하 다. 수나 핵연료의 존재, 불확실한 경계조건, 고  shell 이론에서의 

차이  등과 같은 복잡한 요소들의 향을 조사하 다. 2가지 shell 이론 모델을 

압력 과 동일한 길이, 직경, 두께비를 지닌 튜 에 용하 다. 하나는 고  

thin-wall 이론이고 다른 하나는 shear 변형과 회  성의 큰 두께 향을 포함

하 다. 이론 측과 실험 결과와의 상 계를 나타내었다.

  결론 으로 신호 분석법은 핵연료를 제거하지 않고 CANDU 핵연료채 에서의 

GS 치표정법의 하나임을 보여주었다. 이 방법에 한 실제 인 측면을 조사하

고 련 변수를 결정하 다. 본 연구를 지원하기 하여 분석 인 연구를 통해 

압력  진동을 모델링하는데 사용되는 shell 이론 형태를 결정하 다. 

4.6 유도 음 (Guided Ultrasound) 기술 

  본 기술의 시도는 유도 음 가  내부 뿐아니라 외부 부착물에 반응하기 때

문에 압력  외부에 부착된 Tight GS에 있어서도 신호가 발생 가능 여부에 한 

기  실험을 수행하 다. 유도 음  발생을 해서 그림 26와 같이 실험장치

를 구성하 고 GS에 한 신호감지를 시도하 다. 실험 결과는 GS 신호를 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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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가 없었다. 그림 27은 압력 에 가변각 탐 자를 부착하여 정 검사조건을 

tuning한 결과 주 수 0.6 MHz와 입사각 70 도 근방에서의 신호 양상을 보여주

고 있다.

그림 26 Experimental setup for guided wave test

그림 27 Typical signal of guided wave for pressure 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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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Tight GS 탐지에 한 여러 가지 기술을 검토하 으나 자기  방법은 GS

이 비자성체이고 loop를 형성하지 못할 뿐아니라 스 링 형태로 인한  면

이 작기 때문에 거의 반응이 나타나지 않아 GS 신호를 얻을 수 없었다. 한 

압력 이 수가 찬 상태로 검사를 수행함으로 외부 부착된 GS에 한 음  

감지를 유도 음 기술로 시도한 결과  신호 감지가 불가능하 고, AE 기술은 

센서 부착과 가진 여부가 장에서 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재까지의 기

술 검토 결과 고주 수 음  기술이 Tight GS 탐지에 용 가능한 기술로 

단된다. 

  월성 원 에서 보유하고 있는 AFCIS 장치에는  내부표면 결함검출과 크기 

측정을 해 20 MHz 음  탐 자와  표면  재료 내부결함 검출용 10 

MHz 음  탐 자가 부착되어 있으므로 이들 음  신호에 한 면에코 

변화를 정 분석함으로 Tight GS에 한 검출을 시도해 보았으면 한다. 더욱이 

신호 정  찰 뿐아니라 미세신호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신호처리 기법( , 

Wavelet 신호처리)을 용해 보았으면 한다. 만약 GS 탐지가 잘 되지 않을 경

우 압력  외면에 집속할 수 있고 주 수는 50 MHz 까지 증가시킨 음  탐

자를 사용하여 시험해 보았으면 한다. 결과가 좋을 경우 장 용을 해 월

성 1호기용 GS 탐지 모듈 공간에 월성 2,3,4호기 검사시 LIN 탐지와 Tight GS 

탐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모듈을 제작하여 사용하면 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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