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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개발목표 및 내용
◦기계계통 설계기술개발
◦기계계통 건전성평가기술개발
- 신개념 원자로 구조개념 개발
- 고온구조 비탄성거동 평가기술 개발
- 원자로 내부구조물 단순화 및 구조 - 고온지진 좌굴 해석체제 개발
개념 개발
- 노심 출구유동에 대한 상부 구조물
- 원자로헤드 및 지지구조물 개념 개발
해석체제 개발
- 소듐환경 노내구조물 구조손상 감지 - 노심 동적응답 해석코드 개발
기술 개발
2. 연구결과
ㅇ기계계통 설계기술개발 : 원자로 구조건전성과 경제성 향상 관점에서 원자로
내부구조물, 원자로헤드, 배관구조 및 격납구조 등에 대한 설계 개념을 축적된
설계경험을 바탕으로 분석 평가하여 신개념의 KALIMER-600 원자로 구조개
념을 도출하였음.
ㅇ기계계통 건전성 평가기술 개발 : 고온 원자로 구조물의 비탄성거동 해석기술
을 확보하기 위한 NONSTA 코드를 개발, 보완하였으며 코드의 신뢰성을 검증
하기 위해 고온 크립-피로 구조손상시험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수행하여 고온
구조물 손상시험평가 기술을 확보하였음. 박막 원자로용기의 좌굴평가를 위한
열좌굴 해석체제를 정립하고 액체금속로 노심 구조건전성 평가를 위해 유체영
향을 고려할 수 있는 지진응답 해석코드를 개발하였음.
3.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ㅇ신개념 원자로 구조개념 개발을 수행하면서 도출된 설계개선 항목은 4단계에
서 건전성과 경쟁성을 갖는 KALIMER-600 구조 개념설계에 활용할 것임. 고
온구조 비탄성해석코드와 설계지침서(초안)은 원전 구조물의 고온 구조설계
기술향상에 기여할 수 있고 노심지진응답 해석코드는 기존 경수로 지진설계에
적용 가능함.

요
Ⅰ. 제

약

문

목

액체금속로 기계설계 기술개발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액체금속로 기계설계기술개발 3단계는 3년간(2002～2004) 수행되었으
며, 과제의 목적은 소듐냉각재를 사용하는 600MWe 용량의 액체금속로
KALIMER-600에 대한 구조 개념을 도출하고, 고온 원자로 구조물의 건
전성평가기술을 전략핵심기술로 개발하는 것이다. 고온 구조건전성평가에
는 비탄성 거동해석평가, 원자로용기 열좌굴 해석체제개발 및 노심 지진응
답 해석코드개발 등이 포함된다.
액체금속로의 기계설계 기술개발은 노심, 유체 및 I/C, 안전해석 분야
와 유기적인 연계설계가 필요하며 원자로계통 전반에 걸쳐 경제성 있는
구조개념을 구체화시킨다. 액체금속로는 저압(대기압)의 운전환경이지만
500℃ 이상의 고온에서 운전되므로 고온에 누출된 구조물은 크립-피로, 열
스트라이핑, 라체팅에 의한 구조손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고온 소듐을
수용하는 원자로용기는 열응력을 작게 하기위해 얇은 두께의 대형 쉘구조
로 설계된다. 액체금속로의 기계구조설계 및 고온구조 건전성평가에 적용
되는 기술은 경․중수로 설계기술을 바탕으로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고온구
조물에 대한 고온설계해석기술, 원자로건물에 전달되는 지진하중을 현저히
감소시켜 안전여유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면진설계 기술이 있다. 또한 얇
은 두께의 대형 용기에 대한 지진좌굴을 고려한 구조적 건전성 평가기술
이 추가적으로 요구된다.
액체금속로 기계구조 설계 및 해석 관련기술은 개발선진국이 실험로,
원형로, 실증로 등의 설계/건설/운전 및 고온 구조시험분야에 막대한 투자
를 해서 축적했기 때문에 기술전수를 꺼리는 실정이다. 이러한 기술블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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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세 속에서 선진국 기술에 예속되지 않기 위해서는 국내에 관련 구조시험
시설에 대한 적절한 투자를 통하여 국제 경쟁력이 있는 고온구조설계 전략
핵심기술을 조기에 확보하여 액체금속로 개발 선진국들과 국제공동연구 및
공동설계를 추진할 수 있는 동등한 기술 교류 여건을 보유해야 한다.
액체금속로 고온구조물이 가혹한 운전조건 및 지진 환경에서도 설비
및 부품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면서도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하여 대중 수용
(PA)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개선된 고온구조 설계해석 기술개발과 적절한
구조평가기술 확립이 반드시 필요하다.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기계계통 설계기술 개발
- 신개념 원자로 구조개념 개발
- 원자로 내부구조물 단순화 구조개념 개발
- RV 열손상방지 구조개념개발
- 원자로계통 기기개념 및 배치개발
- 원자로헤드 및 지지구조형상 개념개발
- 원자로 격납구조 개념 개발
- 핵연료교환 및 이송계통 개념 개발
- 소듐환경 노내구조물 구조손상 감지기술 개발 및 적용성 확인
◦기계계통 건전성평가 기술개발
- 고온구조 비탄성거동 해석기술 및 건전성평가체제 개발
- 고온구조물 라체팅, 크립-피로 시험 및 DB 구축
- 고온지진좌굴 해석체제 개발
- 노심 출구 유동에 대한 상부구조물 해석체제 개발
- 노심 동적응답 해석코드(SAC-CORE)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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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개발결과
3단계 연구개발을 통하여 액체금속로 기계설계 기술개발의 핵심기술
확보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계계통 설계기술 개발
- 원자로 구조건전성과 경제성 향상 관점에서 원자로 내부구조물,
원자로헤드, 배관구조 및 격납구조 등에 대한 설계 경험을 바탕
으로 KALIMER-600 신개념 원자로의 구조개념을 도출함.
- 원자로용기 열손상 방지 구조개념과 핵연료 교환기의 구조개념을
설정하고 불투명 소듐환경에 있는 노내구조물의 구조손상을 감지
하기 위한 감지센서를 개발하고 그 적용성을 확인함.
○ 기계계통 건전성 평가기술 개발
- 500℃ 이상 소듐환경에 노출되는 고온 원자로 구조물의 비탄성거
동 해석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NONSTA 전산코드를 개발하고 이
코드에 사용되는 재료상수들의 민감도를 연구하여 그 적용성을
향상시켰음. 또한 각국의 설계평가코드를 분석하고, 고온구조물
손상관련 구조시험을 수행한 경험을 이용하여 고온구조설계 기술
수준을 향상시켰으며, 이를 바탕으로 고온구조설계 및 건전성평
가절차 기본지침서(초안)를 개발하였음.
- 원통구조물에 대한 고온 크립-피로 거동 시험을 본격적으로 수행
하여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고온 구조물 손상시험 및 평가기술을
확보함.
- 과도 열하중에 의한 박막 원자로용기의 좌굴평가를 위한 고온 지
진좌굴 해석체제를 정립함.
- 액체금속로 노심에서의 유체 영향을 반영한 노심 지진응답 해석
코드(SAC-CORE3.0)를 개발하였고 이를 검증하기 위한 축소 모
델 시험으로 결과의 정확성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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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3단계에서 확보된 기계설계 기술개발의 연구개발 결과는 다음과 같이
활용한다.
- KALIMER-600 신개념 원자로의 구조개념 개발을 통하여 구축한
설계 기술은 원자로 기계설계분야 선진 구조 개념설계 개발에 활
용 가능함.
- 고온 원자로구조물 설계해석기술은 Gen IV 원자로에 포함된 액체
금속로, 고온가스로 등과 핵융합로, 화력발전소, 화학플랜트 등의
고온구조물 설계해석에 활용 가능하며 고온구조 건전성평가 기술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데 기여함.
- 개발된 노심 지진응답 해석코드(SAC-CORE3.0)는 상용프로그램에
서 지원하기 힘든 유체-구조물 상호작용 영향을 보다 정확히 고려
할 수 있기 때문에 점성 유체속에 잠긴 원자로구조물과 노심 등에
대한 진동 및 지진응답해석에 활용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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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Ⅰ. Project Title
Development of Mechanical Structure Design Technology for LMR

Ⅱ. Objectives and Necessity of the Study
The fiscal years of Phase 3 of the mechanical design technology
development for liquid metal reactor was carried out for 3 years(2002～
2004). The objective of this project is to derive the structural concept
for the mechanical system of KALIMER-600, a electric capacity of
600MWe with sodium coolant and develop the structural integrity
evaluation technology of the high temperature reactor structure. The
structural integrity evaluation of the high temperature structure deals
with the inelastic behavior analysis evaluation, the thermal buckling
analysis

system

development

and

the

core

seismic

analysis

code

development.
This project provides the economically efficient reactor structure
system made by systematically implementing the complex interfaces
among core design, fluid system design, instrumentation & control
design, safety analysis and sodium technology. Though the operating
pressure of LMR is low near atmospheric pressure, the operating
temperature is above 500℃ and this can cause the structural damages
from creep-fatigue, thermal striping and ratcheting behavior of high
temperature structure. And the reactor vessel containing the high
temperature sodium coolant is designed as large thin shell structure to
reduce the influence of thermal loadings. The technologies for the
mechanical structure design and the structural integrity evalua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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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R are primarily based on the PWR design technology and the high
temperature

design

analysis

technology

and

the

seismic

isolation

technology which can increase the safety margin with reducing the
seismic loading transmitted to the reactor building are additionally
required.

And

also,

the

structural

integrity

evaluation

technology

considering the seismic buckling for large thin shell structure is needed.
The

technically

advanced

countries

in

the

area

of

LMR

development, that is, US, UK, France, and Japan, are reluctant to open
their technologies and experiences since they accumulated knowledge
and

technologies

on

the

design,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experimental, prototypical, and demonstration LMRs, and on the high
temperature structural tests at a tremendous cost. It is necessary to
develop competitive key technologies on high temperature structure
design in early stages through the investments in the structural tests
not to subordinate ourselves to those advanced countries. By establishing
those key technologies, we have to obtain the technical surroundings
which can try the international collaboration research and design with
the advanced countries.
In order to obtain the public acceptance for the high temperature
liquid metal reactor system and components under severe operating
conditions

and

seismic

loads

by

securing

sufficient

safety

while

maintaining the efficiency,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 improved
technology on high temperature structural and analysis, and to establish
an appropriate structural assessment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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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Contents and Scope of the Study
◦ Development of design technology for the mechanical system
- Development of structural concept for the advanced reactor
- Development of simplified structural concept for reactor internal
structures
- Development of structural concept for RV thermal damage protection
- Development of the concept and arrangement for the reactor
components
- Development of reactor head and the concept of the supporting
structure
- Development of reactor containment concept
- Development of the concept for fuel exchange and transfer system
- Development of the monitoring technology on structural damage of
the reactor internal structures and confirmation of its applicability
◦ Development of evaluation technology on the integrity of mechanical
system
- Development of an analysis technology on the inelastic behavior of
the high temperature structure and integrity assessment scheme
- Carrying out high temperature structural ratcheting and creep-fatigue
test and construction of DB
- Development of analysis scheme on high temperature seismic buckling
- Development of UIS structural analysis scheme for core exit flow
- Development of the SAC-CORE, a vibration and seismic response
analysis code for the core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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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Results of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The

key

technologies

of

LMR

mechanical

design

technology

development acquired through 3rd stage of R&D project are as follows.

○ Mechanical structure design technology development
- Advanced structural design concept development of KALIMER
-600 from the view point of reactor structural integrity and
improvement of economic efficiency based upon the experience in
the design of reactor internal structures, reactor head, piping and
containment structures.
- The structural design concept for the protection of reactor vessel
against

thermal

damage

due

to

high

temperature

sodium

environment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refueling machine
design concept
- The development of sensor for detection of structural damage of
the reactor internal structures in opaque sodium environment and
the confirmation of its applicability

○ Development of structural integrity evaluation technology for reactor
structures
- The development of the NONSTA code for inelastic analysis of
reactor structures operated above 500C high temperature and the
improvement of its applicability through the sensitivity study of
the various material parameters used in NONSTA code
- The elevation of high temperature structure design skills via high
temperature structural damage tests and the preparation of the
first draft for high temperature structure design and structural
integrity evaluation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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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construction of the high temperature structural damage
testing

and

evaluation

technology

performing

creep-fatigue

structural test of geometrically nonlinear cylindrical structure for
the first time in the domestic
- The construction of the high temperature structural damage
testing

and

evaluation

technology

performing

creep-fatigue

structural test of geometrically nonlinear cylindrical structure for
the first time in the domestic
- The acquisition of high temperature seismic buckling analysis
system for the evaluation of buckling behavior of thin walled
reactor vessel with respect to transient thermal loading
- The development of SAC-CORE code version 3.0 reflecting the
coolant effect in the LMR core region and the validation through
the comparison with the reduced scaled test result

Ⅴ. Future Application of the Study
The mechanical design technology development and study results
obtained through the third stage are applied as following.
- The design technology constructed through the development of the
structural concept for the advanced reactor KALIMER-600 can
be

applied

to

the

development

of

the

advanced

structural

conceptual design for the reactor mechanical design part.
- The design and analysis technology of reactor structure in high
temperature, which can be applied to the design and analysis of
high temperature components in Liquid Metal Reactor and High
Temperature Gas Cooled Reactor included in Gen IV and in
Nuclear

Fusion

Reactor,

Foss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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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ts

and

Chemical

Plants,

contribute to the enhancement of integrity evaluation technology
in high temperature.
- Because the developed core seismic analysis code(SAC-CORE3.0)
can consider more precisely the effects of the fluid-structure
interactions difficult to be analysed in commercial program, it can
be applied to the vibration and seismic response analysis in
reactor structures and core submerged in the viscous flu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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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제 1 절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연구개발의 필요성

액체금속로는 저압(대기압)의 운전환경이지만 500℃ 이상의 고온에서
운전되므로 고온 열하중으로 인한 크립-피로, 열스트라이핑, 라체팅과 같은
구조손상이 발생될 수 있다. 또한 고온 소듐을 수용하는 원자로용기는 열응
력을 작게 하기위해 얇은 두께의 대형 쉘구조로 설계된다. 액체금속로의 기
계구조설계 및 고온구조 건전성평가에 적용되는 기술은 경․중수로 설계기술
의 절차 및 방법을 일부 활용할 수 있으나 차별화된 기술로는 고온구조물에
대한 고온설계해석기술, 원자로건물에 전달되는 지진하중을 현저히 감소시켜
안전여유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면진설계 기술이 있다. 또한 얇은 두께의 대
형 용기에 대한 지진좌굴을 고려한 구조적 건전성 평가기술이 추가적으로
요구된다. 따라서 경수로 개발에서 축적된 기술/경험을 바탕으로 기술개발이
이루어져야 액체금속로 설계기술개발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다.
액체금속로 기계구조 설계 및 해석 관련기술은 개발선진국이 실험로,
원형로, 실증로 등의 설계/건설/운전 및 구조시험분야에 막대한 투자를 해
서 축적했기 때문에 기술전수를 꺼리는 실정이다. 이러한 기술블록화 추세
속에서 선진국 기술에 예속되지 않기 위해서는 국내에 관련 구조시험시설
에 대한 적절한 투자를 통하여 국제 경쟁력이 있는 고온구조설계 및 지진
설계 기술개발 등과 같은 핵심요소기술을 조기에 확보하여 액체금속로 개
발 선진국들과 국제공동연구 및 공동설계를 추진할 수 있는 동등한 기술
교류 여건을 보유해야 한다.
원자로 설계시 충분한 구조적 신뢰성 확보에 실패했던 러시아의 체르
노빌 사고는 사회 문화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다. 또한 일본은 고베지진 발
생 직후 모든 원전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수행하였으며 세계 각국에서는
원자력시설의 설계기준 지진에 대한 안전여유도를 높게 유지하기 위한 노
력을 기울이고 있다. 액체금속로 고온구조물이 가혹한 운전조건 및 지진
환경에서도 설비 및 부품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면서도 충분한 안전성을 확
보하여 대중 수용(PA)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개선된 고온구조 및 지진 설
계해석 기술개발과 적절한 구조평가기술 확립이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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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액체금속로 기계설계기술개발 과제의 3단계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은
액체금속로 기계설계 전략핵심기술 확보를 최종 목표로 갖고 있다. 3단계
연구개발 목표는 고온 원자로 구조물 설계 핵심기술 개발로 크게 분류하여
기계계통 설계기술개발과 기계계통 건전성평가기술개발로 구성되어 있다.
세부 연구개발 목표는 기계계통 설계기술개발에서는 액체금속로 신개
념 원자로 구조개념을 개발하는 것으로 427℃ 이상 고온 환경에서 구조건
전성확보와 경제성 확보를 하는 원자로계통 기기배치 및 형상설계기술에
관한 것이다. 기계계통 건전성평가기술개발에서는 고온구조 비탄성해석기
술, 고온구조건전성평가기술, 원자로 열좌굴해석기술, 노심지진해석기술 등
을 개발하는 것이다.
고온구조 비탄성 해석기술은 427℃ 이상에 노출된 고온 환경구조물의
크립-피로 거동해석을 목표로 한다. 고온구조건전성평가기술은 고온구조설
계코드 적용기술 및 고온손상 평가기술에 관한 것으로 ASME-NH 등 설
계코드의 체계적인 이용으로 고온 구조건전성평가를 목표로 한다. 노심지
진해석기술은 노심지진해석 모델링기술 및 지진응답해석 검증기술에 대한
것으로 액체금속로 고유한 고밀도 집합체 배열에 대한 집합체간 충돌거동
평가 등 지진응답을 해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3단계 세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행한 세부연구개발 내용은 다음
과 같다.
○ 기계계통 설계기술 개발
∙신개념 원자로 구조개념 개발
+ 원자로 내부구조물 구조형상 개념 개발
+ 대용량 원자로용기 열손상방지구조 개념 개발
+ 원자로계통 기기배치 개발
․원자로헤드 및 지지구조형상 개념 개발
․중간열전달계통 배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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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로 격납구조 개념 개발
+ 핵연료 교환 및 이송계통 개념 개발
+ 원자로건물 3차원 면진 타당성 분석
+ 소듐환경 결함 및 변형 탐지기술 개발
○ 기계계통 건전성 평가기술 개발
∙고온구조 비탄성 거동 평가기술개발
+ 고온구조 비탄성 해석코드 개발
+ 고온 및 용접구조물 비탄성 변형률 평가기술 개발
+ 파괴역학적 고온구조 건전성평가기술 개발
․크립-피로 균열발생 평가
․고온 LBB 평가기술개발
+ 고온 구조건전성 평가지침서(초안)
+ 고온구조물 크립-피로 손상 시험기술 개발
∙고온지진좌굴 해석체제개발
+ 고온 열좌굴 해석평가 기술개발
+ 고온 박막 원자로용기 지진좌굴 해석평가기술 개발
∙노심출구 유동에 대한 상부구조물 해석체제개발
+ 집합체 출구온도차에 따른 방어 구조평가
+ 유속분포에 따른 유동기인진동평가
∙노심동적응답 해석코드개발
+ 노심 지진 구조해석 모델 검증시험
+ 노심 지진 동적응답

해석코드(SAC-CORE3.0)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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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 ․ 외 기술개발 현황
제 1 절

국외 기술개발 현황

액체금속로는 50여 년간 약 500억$에 달하는 개발비를 투자하였고,
약 300 노․년의 운전 실적을 쌓은 상용화 직전의 기술이다. ‘60-’70년대에
는 고갈이 예상되는 우라늄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경수로 및 농축기술의
미국 의존 탈피를 위해 원자력선진국이 액체금속로를 개발하였다. ‘80년대
이후에는 액체금속로의 경제성 확보가 최우선 고려사항이 되었으며, 고유
안전성이 강조된 노형을 개발하였고, 초장수명 방사성 핵종의 소멸처리 및
핵무기용 플루토늄 연소로로서의 활용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였다.
‘90년대 이후에는 소듐 액체금속로의 설계개념 혁신에 의한 경제성 확보를
최우선 고려사항으로 연구개발을 계속 추진해 왔다. 최근에는 한국과 미국
일본 등 원자력선진국 10개국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2030년 이후 상용화를
목표로 하는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 개발이 진행 중이며, 미국은 제4세대
원자로(GEN-IV) 개발과 AFCI를 통하여 사용후핵연료의 부피와 방사능
독성 감소를 도모하고 있다.
액체금속로 기계계통 설계기술 분야의 기술선진국으로는 프랑스, 미
국, 일본, 영국, 러시아 등이 있는데 이들은 과거 50여년 동안 실험로, 원
형로 및 실증로의 설계․건설과 운전경험을 통하여 많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은 액체금속로 기계계통 설계에 필요한 ASME-NH, RCC-MR,
BDS 등의 설계코드를 개발․보유하고 있으며 현재에도 설계코드의 보수성
을 줄이고 신뢰성을 높이려는 개정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ANSYS,
ABAQUS, CASTEM-2000, SYSTUS,

FINAS, NASTRAN 등의 범용

유한요소 해석코드들을 개발, 판매하고 있으며 고도의 비탄성변형 해석이
필요한 고온구조해석 기능 중 일부를 CASTEM-2000, SYSTUS, FINAS
코드 등에 장착하고 개선을 하고 있다. 이들 기술선진국들은 설계검증과
전산체제 검증을 위한 방대한 규모의 고온 재료시험과 구조시험을 수행하
여 재료 데이터베이스와 구조시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확보하고 있으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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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자료들은 대외비로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액체금속로 기술선진국들
은 최근 개발 속도가 늦춰지긴 했지만 경제성 있는 액체금속로 설계를 위
한 연구개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한편, 액체금속로 후발국으로는 중국과 인도가 있는데 중국은 25
MWe급의 실험로 CEFR을 건설중으로 이를 2005년에 완공할 예정이며,
2005년에는 300 MWe급 원형로 설계에 착수하고 2010년에 1,000~1,500
MWe급 대형 실증로 설계에 착수하여 2025년에 운전할 계획에 있다. 인
도는 IGCAR 등을 중심으로 15 MWe급 실험로를 운전 중에 있으며 2003
년 8월에 500 MWe급 원형고속로 건설에 착수하여 2010년에 최초 임계를
계획하고 있다. 이후 1,000 MWe급 고속로 4기를 추가로 건설할 계획으로
많은 인력과 투자를 통한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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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국내 기술개발 현황

국내 액체금속로 기술개발 분야의 경우에는, 한국원자력연구소를 제
외한 타기관의 연구개발 참여는 현재까지 거의 없는 상태이며, 한국원자력
연구소에서 지금까지 수행해온 주요 연구수행실적은 다음과 같다
액체금속로 기술개발과 연구활동은 ’92부터 ’96년까지 수행된 액체금
속로 개념개발 및 요소기술 연구로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주요 연
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고온구조물 및 면진 설계기술의 세계 기술개발현황 조사.분석
∙ 대형박막구조의 원자로용기의 구조특성과 하중조건 분석
∙ 지진시 유체/구조물의 상호작용(슬로싱) 해석기술 현황조사
∙ 면진베어링의 시제품설계, 제작 및 예비특성시험 수행
∙ ANSYS를 이용한 면진베어링의 구조해석
∙ 원자로용기의 예비좌굴해석 수행
∙ ABAQUS를 이용한 면진구조물의 비선형 시간이력해석 수행
’97년에는 중장기 연구개발계획 기획에서의 원자력위원회의 의결사항
에 따라 액체금속로 원형 실증로 건설을 위한 개념, 기본 및 상세 설계의
10년 계획(’97～’06)을 수립한 바 있다. 그러나 ’98년 재기획 시에는 국내
외의 변화하는 연구개발 현황 및 여건을 고려하여 연구 목표를 에너지 자
원의 획기적인 확충 및 처분폐기물량 감축을 위한 액체금속로 개발기술
확보와 향후 실증로 건설에 대비한 후보모델 개발 및 기본 설계로 수정하
였다. ’98년에는 대과제명이 ‘액체금속로 설계기술개발’로 바뀌고 세부과제
인 ‘기계설계 기술개발’ 과제는 연구내용을 설계기반기술 확보 및 원자로
계통 기본설계개발 수준으로 축소되어 연구가 이루어졌다.
1～3 단계에서 액체금속로의 기계계통 설계기술개발은 노심 및 유체분
야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한 원자로구조계통, 원자로 내부구조물, 원자로 및
격납용기, 원자로헤드, 원자로 지지구조물, 배관계통 등의 구조 개념설계 및
설계용량 변경기술을 개발하여 다양한 구조개념 설계능력을 갖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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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구조 전산체제개발은 500oC 이상 소듐환경에 노출되는 고온 원자
로구조물의 비탄성거동 해석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NONSTA1.0 전산코드
를 개발하고 수렴성을 보완하였으며 막변형율1%, 굽힘변형율 2% 요건을
만족시키는 고온 비탄성해석기술을 정립하였다. 또한 각국의 설계평가코드
를 분석하고, 고온구조물 손상관련 구조시험을 국내 처음으로 수행함으로
써 고온구조설계 기술수준을 향상시켰다. 이를 바탕으로 고온구조설계 및
건전성평가절차 기본지침서(초안)를 개발하였다. 또한 박막 원자로용기의
좌굴평가를 위한 열좌굴 해석체제를 정립하고 액체금속로 노심의 유체영
향을 고려한 지진응답 해석코드(SAC-CORE3.0)를 개발하고, 이를 검증하
기 위한 7집합체 축소모델을 제작하여 수중시험을 수행한 결과 해석코드
의 신뢰성이 우수한 것을 확인하였다.

1～3 단계의 주요 연구 수행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계계통 개념설계 개발
∙ KALIMER-150 기계계통 개념설계
+ 원자로구조계통 및 기기 개념설계
+ 기계계통 설계기준 및 설계요건개발
+ 면진계통 개념설계
∙ 기계계통 구조 및 응력해석
+ 정상, 과도운전, 지진하중에 대한 원자로 및 기계계통 응력해
석
∙ KALIMER-600 원자로 구조개념 개발
+ 원자로구조계통 및 보조기기 개념개발
+ 원자로 격납구조개념 개발
+ 핵연료교환 및 이송계통 개념개발
+ RV 열손상 방지 개념개발
+ 소듐환경 변형 및 결함 탐지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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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계통 전산체제
∙ 고온구조 해석코드 개발
+ 고온구조 비탄성해석코드 (NONSTA1.0) 개발
+ 결합 탄소성 해석코드개발
+ 고온구조 설계평가코드(CHECK-ASME)
∙ 기계계통 고온구조 건전성평가 기술개발
+ 고온구조 크립-피로/라체팅 손상 평가코드
+ 비탄성 변형율 해석기술개발
+ 고온구조 LBB 평가기술 개발
+ 노심 출구유동에 대한 상부구조물 해석체제개발
∙ 기계구조 전산모델 검증시험
+ 고온구조 크립-피로 구조손상시험
+ 고온구조 라체팅 변형시험
+ 소형2축 시험기 구축 및 원자로축소모델 좌굴시험
+ 면진베어링개발 및 면진구조물 가진시험
∙ 고온지진좌굴 평가체제 개발
∙ 노심지진 응답해석코드(SAC-CORE3.0)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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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에서 차지하는 위치

액체금속로 기계설계기술 분야의 기술선진국인 미국, 프랑스, 영국, 일
본은 실험로, 원형로, 상용로를 설계․건설․운전한 경험을 바탕으로 500℃ 이
상의 고온 냉각재와 접촉하는 원자로 내부구조물, 배관, 기기 등에 대한 고
온 크립, 크립-피로, 열피로, 좌굴에 대한 건전성 평가와 더불어 고온특성
이 강화된 재료개발, 3차원 면진 적용성 연구, 구조 최적화를 통하여 경제
성이 향상된 설계를 수행하고 있다. 액체금속로 고온구조 설계코드로는 미
국의 ASME-NH, 프랑스의 RCC-MR, 일본의 DDS 등이 있고 평가코드로
는 영국의 R5가 개발되었는데 이들은 특히 고온구조물에 대한 구조설계
해석기준 및 건전성 평가 부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수행하는 액체금속로 기계설계분야
의 기술수준은 개념설계 단계에 있다. 1～3단계 동안 기계계통 개념설계를
위해 각 분야간 연계체제를 구축하고 150MWe와 600MWe 용량의 원자로
구조물 형상 및 기기배치 설계를 수행하여 구조개념설계 기술과 변경기술
을 갖추었다. 또한 고온구조물에 대한 비탄성 거동 해석체제를 정립하고
고온구조 평가코드를 적용한 구조건전성 분석기술을 확보하였으며 지진해
석기술은 선진국 수준에 접근해있다.
액체금속로 기계설계기술 분야에 대한 국내 기술수준과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요약하면 다음의 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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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분야

세부기술분야
설계요건 및
기술기준

국내수준 및 기술격차

•국내수준

- 경수로에 대한 상세설계, 운전경험과 액체금속로의
액체
개념설계 및 설계변경 기술을 확보.
원자로계통
금속로 기기배치
•기술격차
기계구조
- 실험로, 원형로, 상용로의 상세설계 및 운전경험을 통
설계기술 원자로구조물
구조형상설계기술
한 경제성 제고 설계기술 측면.
3차원 CAD
고온구조
비탄성해석기술
고온구조
해석기술 고온구조
해석코드
검증시험

- 기술격차: 상용화기술 대비 60%
•국내수준
- 대부분의 경우 상용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으나 일
부 비탄성거동은 전용해석코드 개발과 검증시험을 수
행 중에 있음.

•기술격차
- 고온구조물에 대한 비탄성 해석 및 대규모 검증시험
기술

- 기술격차: 상용화기술 대비 45%
고온구조설계코드
•국내수준
적용기술
- 액체금속로 적용 코드는 없음. 개념설계 단계에서 고
고온구조
온구조 손상 및 건전성 평가기술을 상당부분 확보함.
고온구조 손상평가 기술
•기술격차
건전성
용접부
평가 기술
- ASME-NH (미국), RCC-MR (프랑스), R5(영국),
손상평가기술
BDS(일본) 등 자체 설계코드 보유.
고온구조 LBB
- 기술격차: 상용화기술 대비 65%
평가기술
원자로건물
지진해석기술
원자로
건물
면진기술

면진장치
설계제작 및
구조모델링

•국내수준
- 원자력발전소용으로 면진설계지침서를 일본에서 개발
하였고, 국내의 경우 면진설계지침서 초안을 작성한
바 있음. 면진장치의 경우 축소규모로 설계와 시험이
이루어진 상태임.

•기술격차
면진시스템
배치설계기술

- 3차원 면진장치는 KAERI에서 개발하고 국제 특허를
갖는 등 일부 앞서 있는 분야임.

- 기술격차: 상용화기술 대비 80%
시간이력
지진해석기술
노심 지진해석
모델링기술

노심지진
해석기술 유체부가질량
영향평가 시험
노심 지진응답
검증시험

•국내수준
- 하부지지방식, 고밀도 배열 및 500℃ 이상의 고온 환
경 특성에 따라 독자적인 코드개발과 소규모 시험검
증연구가 진행 중에 있음.

•기술격차
- 일본, 프랑스 등은 액체금속로 노심 지진 특성해석을
위해 대규모 시험을 수행하고, 이를 모사하는 기술을
개발하였음.

- 기술격차: 상용화기술 대비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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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술선진국들은 이미 실험로, 원형로, 실증로
의 설계 건설 경험으로부터 높은 수준의 기술력과 자체 설계능력을 보유
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액체금속로 기계계통 설계해석기술, 고온구조 해
석기술 및 면진구조 평가기술 등에 대한 연구 개발로 상당한 진척이 이루
어졌지만 선진국들과 비교하여 기술격차가 큰 것은 사실이다.
설계기술은 가압경수로에 대한 상세설계, 운전경험과 액체금속로의
독자적 개념설계, 설계변경 기술을 상당부분 갖추고 있으나 액체금속로에
대한 실험로, 원형로, 상용로의 상세설계 및 운전경험을 통한 구조건전성
및 경제성 제고 설계기술 측면에서 일부 한계를 갖고 있다.
고온구조건전성평가기술은 국외는 ASME-NH (미국), RCC-MR (프
랑스), R5(영국), BDS(일본) 등 설계코드를 확보하였고, 설계코드의 보수
성 최소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는 국내 액체금속로 적용 설
계코드는 없으나 개념설계 단계에서 고온구조 손상 및 건전성 평가기술을
상당부분 확보하였으며, 비탄성해석기술은 대부분 상용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으나 일부 비탄성거동은 NONSTA1.0 전용해석코드를 개발하고 검
증시험과 병행하여 기술구축 중에 있다. 또한 각국의 설계평가코드를 분석
하고, 고온구조물 손상관련 구조시험을 수행한 경험을 이용하여 고온구조
설계 기술수준을 향상시켰다. 이를 바탕으로 고온구조설계 및 건전성평가
절차 기본지침서(초안)를 개발하였다.
노심지진 해석기술은 일본, 프랑스 등은 액체금속로 노심 지진특성해
석을 위해 대규모 시험을 수행하고, 이를 모사하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국
내의 경우 하부지지방식, 고밀도 배열 및 500℃ 이상의 고온 환경 특성에
따라 독자적인 코드개발과 소규모 시험검증연구가 진행되었다.
원자로건물 면진기술에서 국내에서는 면진장치의 경우 소규모로 설계
와 시험이 이루어진 상태이며, 3차원 면진장치는 KAERI에서 개발하고 국
제 특허를 갖고 있는 등 일부 앞서 있는 분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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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 수행내용 및 결과
제 1 절

기계계통 설계기술 개발

1. 신개념 원자로 구조개념 개발
고온(500℃ 이상), 저압(대기압)에서 운전되는 액체금속로는 그림
3.1.1-1과 같이 크립-피로, 열스트라이핑, 라체팅 및 열응력에 의한 구조손
상이 발생할 수 있고 고온의 소듐을 수용하는 원자로용기는 박막의 대형
쉘구조이므로 기존의 가압경수로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액체금속로
설계기술은 그림 3.1.1-2와 같이 저온 환경의 경수로 설계기술을 일부 활
용할 수 있지만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중요한 기술인 고온구조물 설계해석
기술과 지진하중을 감소시켜 경제적이고 구조건전성이 확보되는 면진설계
기술 그리고 박막 구조물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좌굴 평가 등에 대한 기
술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림 3.1.1-1

액체금속로와 경수로의 구조개념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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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2

액체금속로 설계 코드

KALIMER의 용량이 600MWe로 격상됨에 따른 대용량 원자로 내부구
조물, 원자로헤드 및 배관구조, 원자로 격납구조 등을 원자로 경제성 향상
관점에서 설계하고 축적된 설계경험을 바탕으로 구조 개념을 분석 평가하
여 그림 3.1.1-3과 같이 신개념의 KALIMER-600 원자로 구조개념을 도출
하였다. 신개념 원자로 구조개념 개발에서 수행한 주요 내용은 대용량 원자
로 내부구조물 단순화 개념도출, RV 열손상방지 구조개념 평가 및 개념도
출, 대용량 원자로헤드 및 기기배치 개념도출, 원자로 격납구조 개념 개발,
핵연료 교환 및 이송 개념 제시, 3차원 면진 타당성 분석, 소듐환경 노내구
조물 구조손상 감지센서 개발 및 적용성 확인 등이다. 개발된 구조 개념에
대한 제작성 평가 및 구체화를 위해 1/30 규모의 mock-up을 제작하였다.
1차년도에는 용량이 격상된 원자로 구조개념 개발과 관련하여 2-루프
과 3-루프의 구조개념을 조사 평가하여 최종적으로 2-루프 원자로개념을
채택하였고, 2차년도에는 KALIMER-600 원자로 단순화 개념과 격납개념
을 도출하였다. 3차년도에는 내부구조물, 기기배치 등 원자로의 구조개념
도출을 완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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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3

그림

3.1.1-4는

KALIMER-600 원자로계통 구조 개념도

3단계에서

도출된

KALIMER-600

구조형상을

KALIMER-150과 비교한 것이다. KALIMER-600은 KALIMER-150과 비
교하여 표 3.1.1-1과 같이 원자로를 구성하는 기기수를 축소하고, 원자로
내부구조물을 단순화시켰다. 특히 원자로용기의 직경은 11.4m로 600MWe
용량으로서는 비교적 작게 설계하여 경제성을 향상시켰다.
원자로 구조물 개념설계 및 구조 건전성 평가는 스테인레스강(SS)의
경우 427°C 이상의 고온구조물에 대해서는 ASME-NH, 노심지지구조물의
경우는 Code Case N-201, 그 외의 부위는 ASME-NB 등을 적용한다. 사
용 재료는 원자로용기, 내부구조물, 원자로 지지구조물, 원자로헤드 등에는
316SS를 사용하며, 증기발생기와 격납용기에는 2.25Cr-1Mo를 잠정적으로
사용하였으나 Mod.9Cr-1Mo 재료가 2004년판 ASME-NH 코드에 등재됨
에 따라 이를 적용한 설계변경이 진행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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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KALIMER-150
그림 3.1.1-4

표 3.1.1-1
KALIMER-15
0

(b) KALIMER-600
원자로 내부구조물 개념도

KALIMER-150/600 비교 및 KALIMER-600 제원
구

분

KALIMER-600
부품

Capacity(MWe
)

600

570

Rx Volume(㎥)

1,721

1,190

Rx
Weight(ton)

2,880

7.02

RV Dia.(m)

11.4

18.97

RV Height(m)

18.5

2

Loop(EA)

2

원자로헤드

4

IHX(EA)

4

4
(Electric)

Primary Pump
(EA)

2
(Mechanical)

2

SG (EA)

2

150

직경(m)

높이
무게(tons)
(m)

원자로용기

11.41

18

395

격납용기

11.76

18.35

158

원자로배플

11.26

6.45

110

원자로지지구조물

5.81

11.5

67

노심지지구조물

5.8～6.8

0.5

15

상부내부구조물

3.1/1.5

10.0

67

11.76

0.5

239

중간열교환기

2.4

7.9

30

DHX

0.75

5.05

5

1차소듐 순환펌프

2.4

17

110

증기발생기

4.1

20.6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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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자로 내부구조물 구조형상 개념 개발
KALIMER-600 원자로는 내부구조물 단순화를 위해서 지지배럴 외부
에 설치되었던 중성자 차폐구조물, 펌프노즐과 유입배관을 제거하였다. 그
림 3.1.1-5는 원자로 내부구조물과 각 위치에서의 수직 고도를 나타낸 것이
다. 다음은 원자로 내부구조물을 구성하는 원자로배플 구조물, 노심지지구
조물, 상부내부구조물에 대한 단순화 및 구조개념 개발 내용을 기술하였다.

그림 3.1.1-5

KALIMER-600 원자로 내부구조물 수직 고도

(1) 원자로배플 구조물 개념 개발
KALIMER에서는 고온의 소듐으로부터 원자로용기를 보호하기 위해
원자로배플

구조를

채택하였다.

원자로배플은

분리판에서

지지되는데

KALIMER-150에서는 원자로배플의 직경이 작기 때문에 수평의 분리판에
서 원자로배플을 지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KALIMER-600은 원자로배플
의 외경이 11.26m, 두께가 2.5cm로 설정되어 자중이 109톤에 이르는데 수
평 분리판이 이를 직각으로 지지할 경우 분리판에 과도한 응력과 처짐이
발생하게 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분리판의 형상을 기존의 수평구조물

- 17 -

에서 약 42° 경사진 구조물로 개선하여 원자로배플과 일체형으로 제작되
도록 설계를 변경하였다. 그리고 분리판에서 내부구조물 관통부는 내부구
조물들을 고정시키고 고온/저온 소듐을 격리시키기 위한 밀봉구조물들이
설치된다. 원자로 내부구조물 단순화 관점에서 지지배럴 외부에 설치되었
던 중성자차폐구조물은 제거하였다. KALIMER-600 초기 개념에서는 원
자로 배플에 overflow가 발생할 경우 배플 외부로 흐르도록 하기 위하여
배플의 상단부를 슬롯 구조형상으로 설정하였지만 지금은 원자로배플에서
overflow가 발생하지 않는 개념이므로 배플 상단의 슬롯을 제거한 구조로
변경하였다. 그림 3.1.1-6은 원자로배플을 지지하는 분리판의 형상을 개선
하기 위한 ANSYS 해석 결과와 개념 설계된 원자로 배플구조물에 격리판
이 설치된 형상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3.1.1-6 원자로 배플구조물 ANSYS 해석 결과 및 개념도

(2) 분리형 노심지지구조물 개념 개발
KALIMER-600의 개념설계에는 기존의 단순 치마형 노심지지물 대신
에 원자로용기 하부지지대와 노심지지물이 서로 분리된 분리형 노심지지
물을 채택하였다. 그림 3.1.1-7은 이러한 분리형 원자로노심지지물을 포함
한 KALIMER 원자로하부구조물의 형상과 설계치수를 나타낸 것이다. 그
림에서와 같이 원자로 노심지지물은 원자로용기 하부헤드와 함께 단조제
작된 받침대 위에 놓여 있다. 노심지지물과 지지받침대의 접촉면에는 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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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활재료가 사용되며 유입실과 원자로용기 하부헤드의 반경방향 열팽창은
상호 독립적이며 따라서 각 구조물들 간의 반경방향 열팽창 변형률 차이
에 의하여 야기되는 노심지지물과 원자로용기 하부헤드 연결부위에서의
응력발생 가능성을 배제하였다. 이러한 노심지지물 개념설계는 원자로용기
의 직경이 큰 대용량 풀형인 경우에 매우 적합한 설계개념이다.

그림 3.1.1-7

KALIMER-600 분리형 노심지지물 개념도

원자로내부구조물과 원자로용기의 상대적인 회전 발생을 방지하기 위
하여 지지받침대에는 120° 간격으로 3개의 회전방지키(anti-rotating key)
가 있다. 유입실하부판과 용기하부헤드 중심부에는 내부구조물과 원자로용
기의 중심축을 안내하는 중심축 피봇(central pivot)이 있다. 또한 지지받
침대 위의 노심지지물은 유입실하부판과 함께 단조제작함으로서 가동중검
사가 매우 불리한 원자로 노심지지물에서의 용접부위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 표 3.1.1-2는 단순 치마형 노심지지물과 분리형 노심지지물의 장단점
을 비교해 놓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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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2

분리형 노심지지물과 단순치마형 노심지지물 비교
분리형

단순치마형

제작방법

단조

용접

조립성

용이

복잡

구조 안정성

만족

만족

가동중 검사부위

불필요

필요

설계성

복잡

단순

KALIMER-600에서

고려하고

있는

분리형

노심지지물은

유럽의

EFR 원자로에서 채택하고 있는 분리형 노심지지물(복잡한 Box형 구조
물)보다 그 형상이나 설계 측면에서 매우 단순하며 특히 노심지지물이 하
나의 단조물로 제작되는 목표를 가지고 개념을 도출하였다.

(3) 상부내부구조물 구조 개념 개발
상부내부구조물(Upper Internal Structure; UIS)은 원자로 노심을 제
어하는 제어봉의 지지와 측정센서를 안내하는 구조물로서 제어봉 구동축
의 수평지지, 소듐 유체기인진동으로부터 제어봉 구동축 보호, 노심 상부
에 위치한 계측기 지지, 노심에서 방출되는 소듐의 혼합 촉진, 노내 핵연
료교환기 지지 등의 기능을 한다. 상부내부구조물은 길이가 10m 이상이고
직경이 3.1m 정도의 원통 실린더 형태이다. 상부내부구조물의 지지는 상
단부의 원자로헤드에서만 지지되고 측면 지지 장치가 없는 단순외팔보 형
태이므로 수평하중에 취약한 구조이다. KALIMER-600은 노심 직경이
551cm이고 driver fuel 직경은 약 340cm이다. 핵연료집합체의 직경은
17.478cm, 집합체의 피치는 17.878cm가 된다. 상부구조물의 하부바닥 공극
률(유체 투과면적/하부 단면적)은 40%～50% 정도이다. 냉각재의 실린더
측면 투과 공간비율은 중간 실린더인 경우 20%, 상하부 실린더 측면은
35%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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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IMER-600 상부내부구조물의 상부 원통직경은 노심 직경내에 있
는 12개의 제어봉 안내관이 포함되도록 최대 310cm로 설정하였다. 표
3.1.1-3은 개념 설계된 KALIMER-600 상부내부구조물의 주요치수를 나타
낸 것이다.
표 3.1.1-3 KALIMER-600 상부 내부구조물 주요치수

외부직경 (cm)
두께 (cm)
길이 (cm)

상부 원통
310
2.5
490

중간 원통
150
5.0
440

하부 원통
310
2.5
70

이들로부터 전체 상부내부구조물의 길이는 10.2m가 된다. 상부내부구
조물의 상단고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원자로헤드의 두께는 50cm로
설정되었는데 앞으로 원자로헤드 강성을 결정하는 동특성 해석을 통한 설
계 타당성이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하부 원통의 하단면과 노심과의 거리
는 30cm이고 전체 무게는 22.6톤이며 12개 제어봉 안내관의 무게는 3.5톤
이다. 그림 3.1.1-8은 개념 설계된 KALIMER-600의 상부내부구조물의 형
상을 I-DEAS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3.1.1-8 KALIMER-600 상부내부구조물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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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용량 RV 열손상방지구조 개념 개발
(1) KALIMER-600 RV 열손상방지 구조개념 선정 및 개선
500℃ 이상의 고온에서 운전되는 액체금속로는 고온 열응력과 같은
이차 하중이 주요하중으로 작용해 액체금속로의 원자로용기와 내부 구조
물들은 크립-피로와 라체팅과 같은 열손상이 점진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원자로용기의 고온풀 자유액면 부근에 대해서는 설계과정에서 열손
상방지 구조개념이 고려되어야 하고 고온부위에 대한 구조건전성 평가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액체금속로의 원자로용기의 열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구조개념은 크게
3가지 즉, 저온소듐 순환방식, 고온소듐 접촉방식 그리고 고온소듐 격리방
식으로 구별된다. 저온소듐 순환방식은 저온풀의 저온소듐을 원자로용기
내벽면을 따라 흘려줌으로써 원자로용기가 크립효과가 적은 약 400℃ 이
하의 저온도 영역에서 유지하도록 하여 원자로용기의 고온화를 방지하는
방식으로 프랑스 SPX(1300MWe)와 유럽 EFR(1470MWe)과 같은 풀형
액금로에서 채택하고 있는 설계개념이다.

(a) SuperPhenix (SPX)

(b) Cooling Structure

그림 3.1.1-9 저온소듐 순환 방식을 채택하는 SPX 원자로용기의
열손상 방지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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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온소듐 순환방식은 그림 3.1.1-9와 같이 원자로용기내의 소듐 냉각
재를 노심하부의 저온 소듐의 일부(약 5% 정도)를 weir로 불리는 내부
냉각구조물을 통하여 원자로용기 벽 상단으로 흘러 넘치게 하여 용기벽이
저온을 유지하도록 한다. 이 방식은 고온 소듐이 직접 용기에 닿지 않게
함으로써 열응력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구조개념이지만 유체 유발 진
동에 의한 불안정한 overflow 발생으로 열피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내부
구조물형상이 복잡하며 가동중검사가 용이하지 않고 보수유지가 어려운
단점을 가진다.
고온소듐 접촉방식은 소듐 순환이 없는 간단한 구조로서 원자로용기
는 고온(크립영향영역, 약 425℃ 이상)이나 노내 구조 단순화와 보수성 향
상을 목적으로 일본 CFBR에서 채택한 방식으로 고온소듐이 바로 용기벽
에 접촉하게 허용하는 방식이다. 일본은 액체금속로 DFBR 개발 Phase I
에서는 저온소듐 순환 방식을 적용하였지만 노내구조물의 단순화와 보수
성 향상의 목적으로 그림 3.1.1-10에서와 같이 DFBR Phase II에서는 고온
소듐직접 접촉방식으로 설계변경을 시도하였다.

그림 3.1.1-10 고온소듐 직접접촉 방식의 원자로용기 열손상 방지
구조(일본 DF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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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운전시 급격한 thermal shock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자로용기 내
면에 두 겹의 thermal liner(각 10mm)를 부착하였고 원자로용기 두께를
50 mm에서 35mm로 축소하였다. CFBR에서는 원자로용기의 안전성 향상
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용기 두께를 30mm로 축소하고 이에 대한 구조건
전성을 검증하였다. 용기벽 두께가 너무 얇아지게 되면 지진시에 좌굴손상
이 크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CFBR에서는 3차원 면진을 채택하고 있
다. 3차원 면진은 아직 개발단계에 있으며 안전성 및 경제성 문제도 크게
고려해야 한다.
고온소듐 격리방식은 그림 3.1.1-11과 3.1.1-12에서와 같이 환형격리구
조물(annulus structure) 형상의 원자로배플(Reactor Baffle)에 의하여 고
온 소듐 냉각재를 격리시켜 고온 소듐이 직접 원자로 벽면에 닿지 않도록
하고 고온소듐과 저온소듐의 액위 차이에 의한 가스공간에 의해 급격한
원자로용기 온도분포 변화를 방지하는 방식으로 소용량 액체금속로인
S-PRISM(330MWe)과 KALIMER-150(150MWe)에서는 단일 원자로배플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원자로 배플을 적용하는 고온소듐 격리 방식은
PVCS(Passive Vessel Cooling System) 사용시 가장 유리한 구조 개념으
로 이 방식은 저온소듐 순환방식보다는 단순한 구조를 가지며 고온소듐
직접접촉 방식보다는 열응력 완화 효과가 큰 보수적인 구조 개념이다.
S-PRISM과 KALIMER-150는 RV 외부에 공기 순환에 의한 잔열 제거계
통을 적용하고 있어 고온소듐 격리방식이 보다 효과적인 RV 열손상 방지
구조개념으로 선정될 수 있다. 대용량 액체금속로인 Large LMFBR
(1000MWe)에서도 고온소듐 격리 방식을 채택하고 있지만 S-PRISM과
KALIMER-150과는 달리 RV 외부가 단열되어 있어 원자로용기가 고온화
되며 소듐 자유액면 부근에서 과도한 열응력이 작용할 수 있으므로 그림
3.1.1-12에서와 같이 소듐 자유액면 부근에 다중 열차폐체를 설치하여 RV
열손상을 방지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용량이 격상되거나 RV 외부가
단열이 되는 경우에는 이 방식에 대한 구조 보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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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11 고온소듐 격리 단일구조 방식의 RV 열손상 방지 구조
(KALIMER-150/KALIMER-600)

다중 열차폐체

Baffle

그림 3.1.1-12 고온소듐 격리 다중구조 방식의 RV 열손상 방지 구조
(large pool LMF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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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ALIMER-600 원자로배플 상단구조 개선
액체금속로 원자로용기는 대부분 원자로헤드 상부에 매달린 형태로
노심과 내부구조물 및 소듐의 무게를 지지한다. 원자로용기는 고온에서 운
전되는 특성상 높은 열응력이 구조건전성 측면에서 주요한 관심사가 되고
소듐 자유액면이 있는 용기 상단부에 온도변화가 심하게 일어나 정밀한
열응력 해석과 구조건전성 평가가 요구된다. KALIMER-600의 RV 열손
상 방지구조의 평가를 위하여 기본적으로 원자로 배플에 의한 고온소듐
단일격리방식과 열차폐 기능을 갖는 thermal baffle을 원자로 배플 안쪽에
설치하는 고온소듐 다중격리방식을 선정하였다. PVCS를 적용할 경우와
RV 외부단열 조건인 경우를 비교하고 RV 외부단열 조건인 경우 고온소
듐 직접접촉 방식과 고온소듐 단일격리방식 및 고온소듐 다중격리방식에
대한 열손상방지 구조개념 평가를 위하여 그림 3.1.1-13과 같이 모두 6가
지에 대하여 사례해석을 수행하였다. Thermal baffle을 설치하는 다중격리
방식에서 열차폐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thermal baffle의 개수를 1장, 3
장 및 5장으로 설정하였다. Thermal baffle은 가스 댐 방식의 열차폐 구조
물(thermal protection liner)로서 두께 2mm이고 thermal baffle 간의 간격
은 10mm로 하였다.

그림 3.1.1-13 KALIMER-600 원자로용기 온도 및 열응력 사례해석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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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운전 온도하중을 그림 3.1.1-14와 같이 정지시에는 200°C이고 가
동시에는 510°C로 설정하여 원자로용기에 작용하는 온도와 열하중을 정성
적으로

비교

평가하고자

한다.

열응력

해석은

범용

해석프로그램인

ANSYS 5.5를 이용하였다. 원자로 배플과 원자로용기 및 격납용기는
PLANE75 요소로 모델링하였으며, 원자로 배플과 원자로용기 사이, 원자
로용기와 격납용기 사이와 격납용기와 PVCS 공기 사이는 복사열전달을
고려하기 위해 LINK31요소를 사용하였고 방사율은 각각 0.2, 0.7 및 0.8을
사용하였다. 원자로헤드 온도는 150°C로 고정하였으며 소듐레벨은 정지상
태에 있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Temperature
510℃

200℃
0 20

그림 3.1.1-14

420 440

840 (hr)

온도하중 (Load step)

KALIMER-600 원자로 내경이 11.31m이고 원자로용기 두께를 5cm로
자중이 3000톤으로 설정하였다. 원자로용기와 배플의 재질은 SS316L이고
격납용기 재료는 2.25Cr-1Mo강으로 재료 물성을 입력하였다.
그림 3.1.1-15와 3.1.1-16은 6가지 모델에 대한 온도해석 결과와 응력
해석 결과를 보여준다. PVCS가 채택되는 경우 CV외부의 공기 순환 대류
열전달로 RV 온도가 낮아져서 고온구조 설계코드인 ASME-NH를 적용
하지 않고 설계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외부 단열인 경우에는 용기
온도가 ASME-NH 적용 온도인 427°C이상으로 나타나 고온구조 설계가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열응력 해석 결과 모두 소듐액면 부근에서
응력이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배플 구조방식을 사용할 경우
배플의 열보호 기능으로 인해 직접접촉 구조방식보다 작은 응력이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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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affle 구조/PVCS

(b) 직접접촉 구조/단열

(c) 원자로배플 구조/단열

(d) 1-thermal baffle 구조/단열

(e) 3-thermal baffle 구조/단열

(f) 5-thermal baffle 구조/단열

그림 3.1.1-15 KALIMER-600 원자로용기 온도 해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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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affle 구조/PVCS

(b) 직접접촉 구조/단열

(c) 원자로배플 구조/단열

(d) 1-thermal baffle 구조/단열

(e) 3-thermal baffle 구조/단열

(f) 5-thermal baffle 구조/단열

그림 3.1.1-16 KALIMER-600 원자로용기 열응력 해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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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17 KALIMER-600 RV 소듐 자유액면 부근에서의 온도 및
열응력 해석 결과 비교
그림 3.1.1-17에서는 소듐액면 부근 최대응력 작용지점에서의 온도 및
응력강도 해석 결과를 비교하였다. PVCS를 사용하는 단일 원자로 배플
구조의 경우 RV외부가 단열인 원자로배플 구조의 경우와 비교하면 원자
로 용기의 온도가 현저히 낮아지게 되나 열응력은 다소 높게 나타났다. 원
자로배플 없이 고온소듐이 직접접촉되는 방식에서는 원자로 용기의 온도
가 고온 소듐풀의 온도인 510°C에 이르고 응력강도가 239MPa 이상으로
가장 큰 열응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고도의 고온구조 설계 기술
과 고온 재료의 개발이 없이는 실제 인허가를 받기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외부 단열 조건에서 단일 원자로배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기
온도가 거의 500°C에 이르고 열응력 강도가 111MPa에 이르기 때문에 열
손상 완화를 위하여 열차폐 구조물이 추가로 설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
다. Thermal baffle을 1장, 3장, 5장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단일 reactor
baffle인 경우에 비해서 각각 온도는 24°C, 31°C, 35°C가 낮아지는 것으로
해석되었으며 thermal baffle 개수의 증가에 따른 온도 저감 효과가

급격

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thermal baffle 개수가 5장 이상인 경우에는
개수 증가에 따른 열차폐 효과가 그리 커지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KALIMER-600으로 용량이 격상되고 RV 외부가 단열로 설계되는
경우에는 thermal baffle을 추가 적용한 고온소듐 다중격리 방식이 RV 열
손상방지 구조개념으로 선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고온소듐 다중격리
방식은 원자로배플 상단의 고온 풀에 thermal baffle을 설치함으로써 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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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를 통한 원자로용기 온도 저감효과와 함께 열응력을 완화시킬 수 있는
열손상 방지 방식으로 원자로배플과 원자로용기의 고온구조손상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 단계에서의 수행하여야 할 연구 방향으
로는 KALIMER-600에서의 원자로용기 고온 구조설계 기술을 확보하고
원자로용기 열손상 방지 구조개념 개선을 통한 baffle 형상 개선과 열응력
상세 해석 및 크립-피로 손상의 상세 평가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KALIMER의 용량격상 설계에 있어서 PVCS 잔열계통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에도 thermal baffle로 보강된 원자로배플의 고온소듐 격리 방식을 적
용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용량 격상으로 인한 과도운전조건에
서의 열손상을 완화 할 수 있을 것이며 상세 설계를 통한 원자로용기의
열손상방지 설계개선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 원자로계통 기기배치 개발
(1) 원자로 주요기기 배치적합성 평가
KALIMER-600의 원자로헤드에는 중간열교환기(IHX)와 같은 주요기
기들이 위치하므로 이들의 크기와 개수에 따라 기기 간격이 결정되는데
일반적으로 기기 직경이 일정하다고 가정하면 기기 간격은 원자로용기 직
경과 비례한다. KALIMER-600에서는 3-루프 형식과 2-루프 형식에 대한
주요기기 배치간격 평가가 수행되었다.
3-루프 형식에서는 일차펌프로 전자펌프를 사용하는 경우와 기계식 펌
프를 사용하는 경우에 대하여 배치 적합성을 평가하였다. 전자식 펌프는 루
프당 2개씩 배치되지만 기계식 펌프는 루프당 1개씩만 배치된다. 그림
3.1.1-18은 3-루프 형식에서의 기기배치 및 기기간격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자펌프를 사용하면 기기간격은 22cm로 평가되고 기
계식 펌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2cm로 평가되어 3-루프 형식에서는 기계
식 펌프를 사용하는 것이 배치 관점에서는 보다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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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전자펌프 적용
그림 3.1.1-18

(b) 기계식펌프 적용
3-루프 기기배치 단면도

하지만 3-루프 형식을 채택할 경우 내부 기기들의 개수가 증가하고
IHTS 계통에서 증기발생기와 순환펌프, 배관 길이가 증가하므로 경제성
측면에서 매우 불리하게 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KALIMER-600은
2-루프 형식의 대칭 구조를 채택하였다. 일차계통 순환펌프로 기계식 펌프
를 사용하며 루프당 IHX가 2개, DHX와 일차펌프가 각각 1개씩 배치되어
전체 8개의 내부기기들이 배치된다. 그림 3.1.1-19는 2-루프 형식에서의 원
자로헤드 기기 배치 단면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3.1.1-19

2-루프 기기배치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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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기기들은 직경이 다르기 때문에 45° 간격으로 배치시키는 것보다
는 기기의 주기적 검사를 위한 접근공간과 기기를 구조적으로 지지하기
위한 원자로헤드에서의 공간 그리고 원자로용기 밖에서 기기와 연결되는
배관 배치 등을 고려하여 내부 기기들의 간격이 같아지도록 배치하였다.
일차펌프의 중심축을 기준으로 IHX의 중심축은 50° 간격을 이루고 DHX
는 40° 간격을 유지하도록 배치하면 기기 간격은 1.2m가 된다. 이 때 각
기기들의 중심축은 원자로용기 중심축에서 반경이 4.255m인 원주상에 위
치한다. 기기들 상호간의 간섭을 없애고 원자로기기 및 지지구조물에 대한
가동중검사가 필요할 경우의 최소 기기간격을 40cm라 하면 2-루프 방식
을 채택하는 KALIMER-600은 기기간격이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일차펌프가 원자로배플 및 지지배럴과의 간격이 각각 15cm가 되어 비교
적 좁기 때문에 1차 펌프와 IHX의 직경 축소가 가능하다면 sealing 장치
와 같은 부속 구조물들의 배치 설계에 여유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3.1.1-4는 2-루프 형식을 채택한 KALIMER-600 원자로 구조물 및 주요
내부기기들의 설계 제원을 나타낸 것이다.
표 3.1.1-4 KALIMER-600 주요기기 설계 제원
Outer Dia. Thickness
Remarks
Material
(cm)
(cm)
(cm)
2(1/4)Cr
Containment Vessel
1176.0
2.5
Partial-spherical bottom head
-1Mo
Reactor Vessel
1141.0
5.0
316SS Partial-spherical bottom head
Items

Reactor Baffle

1126.0

2.5

316SS

Gap between RB and RV=2.5cm

Support Barrel

581.0

5.0

316SS

Inlet Plenum

581.0

15.0

316SS

2.5

316SS

Gap between SB and Pump=15.0cm
Upper Grid Plate T=10.0
Lower Grid Plate T=15.0
Circular Disk Type

15.0

316SS

Skirt Type, Height=85.0

50.0
5.0
2.5
2.5
2.0
2.5

316SS

Circular Disk Type
Upper & Lower Cylinder
Middle Cylinder
Height=15.35m
Height=7.90m
Height=5.05m
-

Baffle Plate

1111.0
581.0(t)
Core Support
681.0(b)
Reactor Head
1176.0
310.0
UIS
150.0
Primary Pump
240.0
IHX
240.0
DHX
75.0
DHX Support Barrel
100.0

316SS
304SS
304SS
316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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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자로헤드 및 지지구조형상 개념 개발
(가) 원자로헤드 관통 IHX 연결관 형상 분석
액체금속로의 중간열교환기(IHX)는 고온소듐의 열을 중간열전달계통
(IHTS)의 저온소듐으로 전달한다. IHX에서는 증기발생기를 통과한 저온
소듐과 증기발생기로 흘러가는 고온 소듐이 함께 존재한다. 원자로헤드를
관통하는 IHX 연결관은 IHTS 동축배관과 연결된다. 동축배관은 2중 배관
구조로 되어 있는데 배관의 내부에는 증기발생기를 통과한 저온 소듐이
IHX로 하강하고 배관의 외부에는 고온 소듐이 상승하여 IHTS 배관으로
이동한다.
원자로헤드에 지지되는 부분은 원자로기기가 통과하는 여유공간과 방
사선 차폐를 위해 단층 구조 및 기기밀봉구조로 되어 있다. 고온 소듐과
저온 소듐 사이의 온도차에 의한 팽창량이 달라지므로 큰 응력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팽창 벨로우즈(expansion bellows)를 채택
하였다. 원자로헤드에는 플랜지를 사용한 볼트 체결로 IHX를 고정시키고
볼팅부에는 밀봉을 위한 sealing 작업을 한다. 그림 3.1.1-20은 원자로헤드
를 관통하는 IHX 연결관의 형상을 개략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3.1.1-20 원자로헤드 관통 IHX 연결관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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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자로헤드 차폐절연체 개념 개발
KALIMER의 용량 격상에 따라 무게가 증가하여 KALIMER-600의
원자로헤드 두께는 50cm로 설정하였다. 원자로헤드 하부에 설치되는 차폐
절연체는 절연판(plate type)을 사용하는 경우와 절연박스(box type)를
사용하는 두 가지 경우를 고려하는데 그림 3.1.1-21은 plate type과 box
type을 개략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Plate type의 초기 설계안은 두께
2.2cm인 절연판 7개를 2.5cm 간격으로 설치하여 절연판이 절연과 차폐의
두 가지 기능을 하도록 하였다. 이 경우 차폐를 위한 강판의 두께는 원자
로헤드 두께를 포함하여 65cm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개선된 안은 유체분
야의 검토에 의해서 두께가 3.0cm인 절연판을 2.5cm 간격으로 5개 설치하
였다. Box type은 철제 상자 내부에 철심단열재를 넣은 차폐체로서 전체
두께는 10cm로 설정하였는데 차폐의 기능은 원자로헤드가 전담하고 절연
판은 단열의 기능을 하도록 하였다. 이 경우에도 차폐를 위한 강판 두께의
합은 65cm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차폐절연체와 원자로헤드 하부면과의 거
리는 45cm를 유지한다. 두 가지 경우 중에서 plate type을 우선적으로 고
려하고 있으며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box type을 고려한다.

(a) Plate type

(b) Box type

그림 3.1.1-21 KALIMER-600 차폐절연판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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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자로 지지구조물 구조개념 개발
원자로 지지구조물은 면진설계의 채택유무, 원자로헤드 설계와의 상
관관계, 격납 경계와의 연계사항, 헤드접근구역에서의 작업성 및 가동중검
사 요건 등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하고 또한 설계 하중에 대해서는 구조
건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원자로 지지구조물 설계시 고려되어야 할 중요
한 설계 요건으로는 다음과 같다.
- 원자로 지지구조물은 원자로 운전수명을 토대로 설계되어야 하고 운
전수명 동안 그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
- 지지구조물 형상은 공장 제작 및 수송이 용이해야 하고 현장에서의
조립, 설치가 편리해야 한다.
- 운전시 발생하는 반경방향으로의 열변형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 지진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충분한 강성을 가진 구조가 되어야 한다
- 유지보수가 쉬워야 하고 지지영역에서는 가동중검사를 위한 접근이
용이해야 한다.
KALIMER-600 원자로 지지구조물에 대한 3단계 초기 개념으로는 원
자로헤드를 원자로 지지벽의 헤드접근구역(HAA)까지 연장한 일체형 링
구조를 선정하였다. 일체형 링구조는 지지구조물이 온도가 낮은 원자로헤
드에 연결되어 열응력 영향이 작고 구조가 단순하며 또한 격납 경계의 설
정이 용이한 장점이 있다. 다만 원자로헤드에 원자로용기와 격납용기를 용
접하는 제작과정에서 접근성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현재 용접기술로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링구조 지지구조물은 헤드접근구역 바닥에 볼트 체결하여 지진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원주방향 및 수직방향으로의 움직임을 구속하였다. 하지만
온도에 의해서 반경방향으로의 열팽창이 발생하므로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하므로 지지구조물의 볼트 체결부 구멍을 반경방향으로의
길이를 길게 하여 열변형이 발생하여도 구속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원자로헤드의 재질인 SS316의 열팽창계수가 150℃에서  × 
℃ 이므로 정상운전시의 원자로헤드 온도를 130℃라 할 경우 반경

방향 열변형은 1.02cm가 된다. 즉, 원자로헤드가 반경방향으로 1.02cm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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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변위가 생기는데 이를 강제로 구속하면 원자로헤드에 큰 응력이 발생
하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열변형을 수용할 수 있는 무급유베어
링을 사용한다. 무급유베어링은 수력발전소의 수문, 교량, 원자력 발전소
등에 적용되고 있으며 국내 경수로에도 사용되고 있다. 국내 제작사인 루
보사의 판형 무급유베어링 중에서 원자로지지구조물과 같은 고하중 환경
에는 500SP가 적절하다. 500SP의 정하중과 동하중에 대한 허용하중이 각
각 100MPa, 30MPa이다. 지지구조물이 지지하는 하중이 약 2880톤이므로
동하중 제한치를 만족시키는 접촉면적은 0.95 m 2 이며 접촉면적을 크게 할
수록 베어링이 받는 하중은 감소된다. 접촉부분에 폭 20cm, 길이 25cm인
무급유베어링을 20개 배치할 경우 28.3MPa의 하중이 작용하는데 이는 동
하중으로 작용하더라도 설계사양 이내의 값임을 알 수 있다.
대용량 원자로인 KALIMER-600의 원자로헤드 두께는 50cm로 설정하
였다. 원자로의 수직방향 움직임을 고정시키기 위하여 볼트 체결을 하는데
원자로헤드의 두께가 두껍기 때문에 볼트의 제작과 강성 확보가 쉽지 않다.
따라서 지지구조물 형상을 원자로헤드와 연결되는 부분의 두께는 50cm로
하고 헤드접근구역에서 볼트가 체결되는 부분의 두께는 30cm가 되도록 두
께가 점차 감소하는 가변 링구조 지지구조물을 대안으로 제시하였고 열변
형 수용 방법은 링구조와 동일하다. 그림 3.1.1-22는 일체형 링구조 및 가변
링구조 원자로 지지구조물의 형상을 개략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a) 링구조

(b) 가변 링구조

그림 3.1.1-22 일체형 원자로 지지구조물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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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원자로헤드 및 지지구조물 구조 평가
KALIMER는 원자로헤드에서 원자로용기 및 내부기기들을 지지하므
로 원자로헤드와 일체형으로 제작되는 원자로 지지구조물의 구조건전성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
원자로헤드에는 기기의 지지 및 계측을 위한 관통부위가 많이 존재하
지만 구조 해석의 단순화를 위해서 IHX, primary pump, DHX, 회전플러
그 등 9개의 주요 관통부위만 고려하였다. 원자로 내부 기기들이 90° 간격
으로

대칭적으로

배치되므로

1/4

대칭으로

모델링하였고

해석에는

ANSYS 6.1 구조해석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원자로헤드에 작용하는 하중으로는 기기 및 내부구조물들에 의한 자
중과 온도에 의한 열하중을 고려하였다. 표 3.1.1-5에 원자로헤드에서 지지
되는 주요 구조물들의 하중을 나타내었는데 소듐과 내부구조물들은 원자
로용기의 하중에 포함되어 적용된다. 내부기기들은 원자로헤드 관통부위에
서 지지되므로 관통 원주상의 절점에 자중을 분포시켰다. 원자로헤드에서
의 온도분포는 상단면이 145℃, 하단면이 130℃로 감소하도록 적용하였다.
원자로헤드의 반경방향 변형은 열팽창에 의해서만 발생하는데 판형 무급
유베어링을 사용하여 이를 수용하도록 했으며 원주방향 및 수직방향 변형
은 볼트 체결에 의해서 구속된다.
표 3.1.1-5
구조물
원자로용기
소듐
내부구조물
절연차폐체
격납용기
IHX

원자로헤드에 작용하는 기계적 하중

Primary Pump

108

비 고
외경 1141.0cm, 두께 5.0cm
Vsodium=1301㎥
원자로용기 내의 모든 지지구조물
두께 2.5cm인 강판× 5개
외경 1176.0cm, 두께 2.5cm
외경 240.0cm
실린더 외경 100.0cm
DHX 외경 75.0cm
외경 240.0cm

회전플러그

145

RP+UIS

DHX

하중(톤)
396
1197
775
67
158
3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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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 지지구조물은 ASME Boiler and Pressure Vessel Code,
Section Ⅲ, Subsection NF에 따라 설계 및 평가를 수행하고 열응력은
Subsection NB에 따라 평가하였다. 원자로 지지구조물의 재료인 316SS의
Sm이 150℃ 이하에서는 137.9MPa이고 응력 성분에 따른 설계 제한치를
만족시켜야 한다. 원자로 지지구조물의 설계에 있어서의 변위 제한치 요건
으로는 수직방향으로의 변위 요건인 6.35㎜를 만족해야 한다.
원자로헤드 및 지지구조물의 구조건전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ANSYS
구조해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모델링 및 해석을 수행하였다. 해석에는
32,257개의 절점과 6,580개의 20절점 육면체요소(solid 95)가 사용되었다.

(a) 최대 응력강도

(b) 수직방향 변위

그림 3.1.1-23 원자로헤드 및 링구조 지지구조물 해석 결과

그림 3.1.1-23(a)는 원자로헤드 및 링구조 지지구조물에 대하여 정상
운전 상태에서의 응력 해석을 수행한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최대 응력강
도(stress intensity)는 지지구조물과 HAA가 접하는 부분에서 나타났다.
지지구조물에 대한 응력제한치는 ASME Subsection NF에서 규정하는데,
global membrane stress(Pm)는 Sm 이하이고, primary membrane stress(P
ℓ)과

굽힘응력(Pb)의 합은 1.5Sm 이하가 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이차응력

(Q)인 열응력을 고려한 제한조건은 Subsection NB를 적용하여 응력의 합
(Pℓ+Pb+Q)이 3Sm 이하가 될 것을 요구한다. 최대 응력강도가 발생하는
부분에서의 (Pm)은 30.50MPa이고 (Pℓ+Pb)는 40.13MPa로 나타나 각각 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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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1.5Sm조건을 만족시켰다. 또한 (Pℓ+Pb+Q)는 146.0MPa로 나타나 3Sm
인 413.7MPa 보다 작아 충분한 설계 여유도를 갖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림 3.1.1-23(b)는 해석 결과로 나타난 수직방향 변위를 나타낸 것으로
최대값이 1.29㎜로 허용치인 6.35㎜를 만족시켰다.
가변 링구조 지지구조물 해석에서는 원자로 지지구조물의 형상만 다
르고 다른 조건들은 일체형 링구조 지지구조물 해석에서 사용된 것들과
동일하다. 지지구조물의 반경방향 폭은 30cm이고 헤드접근구역과 접하는
부분은 일체형 링구조에서와 동일하게 25cm로 설정하였다.
그림 3.1.1-24(a)는 가변 링구조 지지구조물의 응력 해석을 수행한 결
과를 나타낸 것으로 최대 응력강도는 HAA와 접하는 부분에서 발생하였
다. 가변 링구조에서의 (Pm)은 31.25MPa이고 (Pℓ+Pb)는 40.16MPa로 나타
나 응력제한치를 만족시켰고, 또한 (Pℓ+Pb+Q)는 144MPa로 나타나 3Sm
조건을 만족시킴을 알 수 있다. 그림 3.1.1-24(b)는 수직방향 변위를 나타
낸 것으로 최대값이 1.38㎜로 나타나 역시 허용치를 여유있게 만족시켰다.
원자로 지지구조물은 수직방향과 회전반향 움직임을 고정시키기 위하
여 헤드접근구역 바닥에 볼트 체결을 하는데 볼트의 제작 및 강성 확보를
고려할 때 두께를 줄이는 것이 유리하다. 따라서 KALIMER-600 원자로
지지구조물로는 원자로헤드와 일체형이고 두께가 변하는 가변 링구조가
보다 타당한 설계 개념으로 판단된다.

(a) 최대 응력강도

(b) 수직방향 변위

그림 3.1.1-24 원자로헤드 및 가변 링구조 지지구조물 해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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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간열전달계통(IHTS) 배치 개발
KALIMER-600 IHTS 배관 계통에 대하여 설치 제작이 어려운 곡관
부의 사용을 최소화하면서 배관 및 기기들의 배치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배관을 배치 설계하였다.
그림 3.1.1-25는 KALIMER-600 IHTS 배관 배치 평면도를 나타낸 것
이고 그림 3.1.1-26은 IHTS 배관 배치 개념도 및 좌표값을 나타낸 것이다.
고온관과 저온관의 일부에서 사용되는 소구경 배관은 내경이 60.0cm, 두
께가 0.95cm이며 대구경 배관은 저온관의 일부와 흡입관에서 사용되는데
내경이 82.0cm, 두께가 1.25cm이다.

그림 3.1.1-25

KALIMER-600 IHTS 배관 배치 평면도

그림 3.1.1-2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각의 중간열교환기 동축배관에서
연결되는 고온 배관은 단일배관으로 합류하지 않고 증기발생기 상부의 유
입부로 각각 연결되어 고온 소듐이 증기발생기로 유입되도록 설계하였다.
그리고 고온 배관의 배치가 대칭적이지 않으면 열팽창량 차이에 의한 비
대칭 변형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배제시키기 위하여 두 중간열교환
기의 사이에 증기발생기의 중심을 위치시켰다. 그림 3.1.1-25에서 원자로
건물내에서 증기발생기 위치공간이 수평방향 9m, 수직방향 12m로 설정되
었고 증기발생기의 좌우 공간은 IHTS 순환펌프의 위치 공간을 고려하여
각각 5m, 7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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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 cm

Node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그림 3.1.1-26

X
0
0
0
418
418
418
0
0
0
1615
1615
1365
1365
1365
1365
1365
1365
1615
1615
1015
1015
1015
1015
1015
1015
1365
1365
1365

Y
0
0
0
0
328
656
656
656
656
0
0
0
0
123
533
656
656
656
656
328
328
-192
-192
-192
-192
-192
328
328

Z
0
120
300
300
300
300
300
120
0
120
690
690
1040
1040
1040
1040
690
690
120
300
850
850
120
-120
-1120
-1120
-1120
-920

KALIMER-600 IHTS 배관 계통 개념도 및 좌표값

IHTS 배관 계통에서 가장 큰 응력이 발생하는 부분은 고온 배관으로
정상운전시 온도가 526℃까지 상승한다. 이러한 열팽창을 수용하기 위해
곡관 및 벨로우즈를 사용하지만 제작 및 유지보수에 대한 신뢰성을 고려
하면 설계 제한치를 만족시키면서 설치를 최소화하는 것이 유리하다.
KALIMER-600에서는 중간열교환기에 연결된 고온배관은 증기발생기 수
평방향으로 16.15m 연결되고 응력 완화를 위해 수직방향 곡관을 사용하여
증기발생기로 연결된다. 고온 배관이 격납벽을 관통하는 부분에는 팽창 벨
로우즈를 사용하여 밀봉 및 격납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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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기발생기의 높이는 21.6m인데 수직방향으로의 기하학적 중심은 원
자로헤드 상단면에서 1.6m 높게 위치하여 중간열교환기 중심과 증기발생
기 중심의 수직 높이 차이가 10.18m가 되어 7.0m 이상이 될 것을 요구하
는 IHTS 기기배치요건을 만족시켰다.
증기발생기 출구에 연결되는 흡입관은 대구경 배관으로 IHTS 펌프
입구까지의 높이가 10.0m로 이를 직관으로 연결하면 열팽창량이 크므로
그림 3.1.1-26과 같이 곡관을 배치하여 열팽창을 흡수하도록 하였다.
IHTS 펌프에서 중간열교환기 동축배관 상단으로 연결되는 저온배관
은 대구경 단일배관으로 격납벽을 관통한 후 소구경 배관으로 분기되어
중간열교환기 상단의 동축배관으로 연결된다. 격납벽은 고온 배관과 마찬
가지로 팽창 벨로우즈를 사용하여 열팽창을 수용하고 밀봉기능을 유지하
도록 하였다. 그리고 저온관 최고점과 고온관 최저점의 높이차를 7.0m 이
상이 될 것을 요구하는 배치요건에 적합하도록 저온관의 최고점은 IHTS
펌프 출구에서 7.5m 높게 배치시켰다. 이와 같이 KALIMER-600 IHTS
배관을 배치하면 저온관의 길이는 38.92m, 고온관은 58.16m, 흡입관은
20.7m로 전체길이는 117.78m가 되는데 소구경 고온관이 대구경으로 합류
하지 않고 증기발생기로 각각 연결되기 때문에 KALIMER-150보다 약
21m 길어졌다. 격리밸브는 그림 3.1.1-25에서와 같이 격납벽 외부에서 소
구경 고온 배관에 각각 1개, 대구경 저온 배관에 1개 설치한다.
배관의 지지는 고온관 각각에 대하여 자중만을 지지하도록 스프링 지
지구조물을 설치하고 대구경 배관인 흡입관에는 두개의 스프링 지지구조
물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배관의 수직 길이가 길기 때문에 흔들림에 의한
강성이 취약해지므로 이를 고정해 주는 구조물로서 그림 3.1.1-26에서 y방향으로 고정 지지구조물을 고온관에 각각 1개, 흡입관에 1개 설치하였
다. 그리고 증기발생기와 IHTS 펌프는 열팽창은 허용하면서 자중을 지지
할 수 있도록 기기들의 외부에 지지구조물들이 설치되어야 한다.
그림

3.1.1-27은

3차원

모델링

프로그램인

KALIMER-600 IHTS 배치 형상을 나타낸 것이다.

- 43 -

I-DEAS를

활용하여

그림 3.1.1-27

KALIMER-600 IHTS 배치 형상

라. 원자로 격납구조 개념 개발
(1) 대용량 원자로 격납구조 사례분석
KALIMER-150과 지금까지 선진 각국에서 설계, 건조되었던 액체금
속로 격납은 표 3.1.1-6과 같은데 KALIMER-600의 격납구조 예비개념을
개발하기 위해 이들 사례를 살펴보고 장단점을 분석하였다.
표 3.1.1-6 액체금속로 노형에 따른 격납 방식
격납 형식

원자로명

대형 금속 격납 + 외부 건
MONJU, FFTF, JOYO, EBR-II, CRBRP
물
사각 콘크리트 격납건물

Phenix, PFBR, EFR, BN-600

돔형 콘크리트 격납건물

SPX, 경수로, FBTR, CEFR, BN-1600

기타

MDP, S-PRISM, DFBR, JS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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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28에 보인 KALIMER-150의 경우 소형 격납 개념을 채택
하여 격납돔과 격납용기로 구성되었고, 그림 3.1.1-29의 EFR은 대형 콘크
리트 건물, 그림 3.1.1-30의 SPX은 대형 돔형 콘크리트 건물과 내부의 금
속 일차 격납용기가 설치되었다. 그림 3.1.1-31의 MONJU는 대형 돔형 금
속 격납용기로 격납을 구성하고 바로 외곽에 콘크리트 차폐건물을 배치하
였고 그림 3.1.1-32에 보인 DFBR은 원자로 건물 내부에 중형 콘크리트
격납구조물을 설치하였다.

그림 3.1.1-28 KALIMER-150 격납설계 그림 3.1.1-29 EFR 격납건물 그림 3.1.1-30 SPX 격납건물

그림 3.1.1-31 MONJU 격납용기

그림 3.1.1-32 DFBR 원자로건물 및 격납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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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경수로의 경우는 돔형 콘크리트 격납건물이 주류를 이루는데 비
해 앞에서 조사한 바와 같이 액체금속로의 격납구조는 다양한 형태를 띠
고 있고 그 이유는 각국의 격납설계에 대한 요건에 차이가 있고 또한 격
납설계시 고려하는 설계 압력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내에서
개발하는 KALIMER-600의 격납설계 개념설정을 위해서 국내의 요건을
살피고 또한 격납설계에 반영할 주요 하중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KALIMER-600 원자로 격납구조개념 설정 및 평가
KALIMER-600 원자로 격납구조개념을 설정하기 위하여 고려해야 할
첫 번째 사항은 국내에서의 요건이다. 격납시설은 안전설비로써 2001년에
과학기술부령 제31호로 개정된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서 다음 항목들을 준수해야 한다.
(제5조) 원자로시설은 방사성물질의 누출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주민에
대한 피폭방사선량의 총량이 과학기술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값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13조) 외적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 지진, 태풍, 홍수, 해일 등을 포
함한 예상가능한 자연현상의 영향과 충돌, 폭발 등을 포함한 예
상가능한 외부 인위적 사건의 영향에 의하여 그 안전기능이 손상
되지 아니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제23조) 원자로격납건물 등 : 설계시 고려되는 모든 사고조건에 대하
여 격납건물 외부로의 방사성물질 누출이 최소화되게 누설 밀봉
방호벽 기능을 갖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국내의 가압경수로 격납의 경우 설계하중으로 고려되는 주요한 것은
LOCA, 주증기관 파단과 중대사고인데 밀봉 기능은 콘크리트 격납건물 안
에 설치되는 금속 라이너가 맡도록 하고 있다. 액체금속로의 경우 주요 설
계하중은 소듐 누설로 인한 화재와 중대사고이다. 액체금속로에서는 경수
로와는 달리 소듐-물 반응의 영향으로부터 격납경계 안에 위치한 계통을
격리하기 위해 증기발생기를 격납경계 밖에 두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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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증기관 파단하중은 격납설계에 고려되지 않고 또한 냉각재 상실시에도
가압 경수로는 사고압력이 높은데 소듐 화재로 인해 압력이 미량만 증가
하게 되어 경수로의 격납과 많은 차이가 있다. 국내의 규제기관은 아직까
지 액체금속로의 인허가를 수행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경수로의 경험을
바탕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많고, 액체금속로가 경수로의 경우와 다른 여러
가지 특징적인 사항들은 상호 논의를 통하여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갈 것
으로 예상된다. 원자로 시설의 안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세계적인 추
세를 감안하면 KALIMER-600의 격납구조도 높은 안전성을 유지하도록
설계할 필요성이 있다.
국내 원자로격납구조에 대한 기술기준을 토대로 하여 KALIMER-600
의 격납개념으로 그림 3.1.1-33에 보인 것과 같이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
하여 장단점을 비교한 결과를 표 3.1.1-7에 나타내었다. 그림 3.1.1-34에 보
인 중형 복합 격납 개념설계 안이 표 3.1.1-7에서 (5안)에 해당하는데 이
를 최종 개념설계안으로 잠정 결정하였다.
이렇게 결정한 격납개념을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해 다음 몇가지 사항
들을 검토하였다. 외부하중의 종류와 크기 및 이를 감당할 구조를 설정해
야 하는데 Missle, Tornado, 지진 하중을 고려하면 종합적으로 콘크리트
구조가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림 3.1.1-33 KALIMER-600 격납설계 후보개념 개략도

- 47 -

표 3.1.1-7 KALIMER-600 격납설계 후보개념
Case

상부격납

하부격납

재장전 및 유지보수와
연계사항

기타

Leak tightness

외부하중요건

Leak tightness

외부하중요건

1안

소형금속 격
납돔
(KALIMER150에서 형상
변경함)

소형 콘크리트
구조방, 격납돔
과 간격

금속 격납용기,
원자로용기와
간격

콘크리트 격납
지지벽

2안과 유사함

PVCS 사용, 소형격
납은 소듐화재질식
에 유리(압력은 다소
상승)

2안

소형콘크리트
구조방 안쪽
에 설치된
Liner plate

소형 콘크리트
구조방

금속 격납용기,
원자로용기와
간격

콘크리트 격납
지지벽

PVCS 사용 (원자로
열보호 및 콘크리트
구조 냉각에 활용)

3안

소형콘크리트
구조방 안쪽
에 설치된
Liner plate

소형 콘크리트
구조방

콘크리트 격납
지지벽 안쪽에
설치된 Liner
plate

콘크리트 격납
지지벽

상부격납내 유지보수
공간 협소,
상부격납 콘크리트 구
조물의 외부하중에 대
한 건전성 요건 검토,
유지보수를 위한 크레
인 활용성

4안

대형 콘크리트 원자로건물이 외부하중을 담당하고 안쪽에 설치된 Liner
plate가 Leak tightness를 담당함, (대안 : Liner plate를 건물과 간격을 갖는
금속용기로 설계 가능)
증기발생기를 원자로건물 내에 설치할 것인지 분석 필요,
원자로건물을 경수로 수준으로 강화 설계 필요,
경수로 및 기존 액체금속로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었음

5안

중형콘크리트
돔구조 안쪽
에 설치된
Liner plate

중형 콘크리트
돔구조

금속 격납용기,
원자로용기와
간격

콘크리트 격납
지지벽

PVCS 사용안함, 콘
크리트 지지벽의 냉
각장치 필요, RV 밖
의 보호용기가 RV
누설대비함

기존 경수로의 유지보
수 절차와 동일

PVCS 사용안함, 콘
크리트 지지벽의 냉
각장치 필요, RV 밖
의 보호용기가 RV
누설대비함

크레인이 상부격납 내
에 위치하므로 유지보
수에 유리,
Working floor와 돔구조
의 다중 격납개념 가능

PVCS 사용 (원자로
열보호 및 콘크리트
구조 냉각에 활용),
돔구조 격납이 외부
하중을 감당하기에
적합

콘크리트 상부격납공간을 5000m3인 소형 경우와 15000m3인 중형 경
우를 고려하였고 이에 대한 최대설계하중을 비교분석한 결과 소형인 경우
최고온도와 압력은 각각 209℃, 1.44기압이었고 중형인 경우에는 209℃,
1.45기압이었는데 외부 대기압을 고려하면 실제 중형 격납구조의 내압은
0.45기압 정도이다.
재장전시 격납경계의 유지를 고려하면 소형격납과 중형격납 모두에
대해서 재장전시에는 working floor level 에서 cask의 밀봉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원자로헤드 바로 위 공간의 access route는 Personnel
airlock과 equipment hatch를 설치해서 제공해야 한다.
유지.보수시 격납의 개폐 및 격납경계 유지를 감안할 때 중형격납은
가동중검사, 기기의 교체와 같은 작업을 격납 내에서 수행할 수 있지만 소
형격납의 경우에는 격납경계를 열고 작업해야 하므로 유지보수시 격납경
계의 재설정이 필요한 실정으로 중형 격납이 유리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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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34 KALIMER-600 격납설계 개략도 그림 3.1.1-35 상부격납 UPC 해석결과

액체금속로의 특성상 기기 교체시 캐스크 내부에 불활성가스 충진한
다음 내부 hoist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기기 반입구의 설치(Hatch)와
이동대차(Trolley)의 사용이 요구된다.
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에는 장단기 온도제한을 고려해서 냉각계통의
설치 필요성을 살펴야 한다. ACI와ASME에 따른 온도제한값은 정상운전
시 65℃, 사고조건에서 176℃인데 국부적으로는 정상운전시 93℃, 사고조
건에서 343℃이다. 하부 격납용기 외부의 ACS(Air Cooling System)를 사
용하여 콘크리트 지지벽의 냉각과 원자로용기의 냉각도 담당하도록 하였
고 만일 ACS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의 콘크리트 지지벽의 냉각
계통을 구성해야 한다.
여러가지 상황과 분석을 종합한 결과 KALIMER-600의 격납을 상부
격납과 하부격납으로 별도 구성하였고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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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부격납
하부격납은 KALIMER-150과 유사한 방식으로 원자로용기를 감싸고
있는 금속격납용기로서 여러 가지 기능을 갖는데 원자로용기로부터 소듐
이나 가스의 누설이 발생했을 때 원자로용기를 대신하여 이를 수용하는
보조용기의 역할을 하고 방사능누출을 제한하는 격납경계를 이룬다. 그리
고 원자로용기의 열이 복사열전달로써 격납용기를 통해 ACS 공기로 전달
되어 원자로용기의 온도가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는 보호기능을 수행하며
이를 위해 충분한 전열면적을 가져야 하고 열전달 효율을 높이도록 표면
처리하여야 한다.
격납용기는 2.25Cr-1Mo강(Mod.9Cr-1Mo강 교체 가능)으로 제작하며
안전성의 향상을 위해 어떤 구멍도 설치하지 않고 500℃, 250kPa에서 기
밀을 유지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원자로용기와 격납용기 사이 환형 공간은
15cm로 가동중검사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환형공간의 부피는 원자로용기
로부터 소듐의 누설이 발생하였을 때 소듐의 표면이 IHX 입구보다 높이
위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의 체적은 106m3으로 개념설계 되었다.
격납용기의 설계제원은 표 3.1.1-8에 나타내었다. 금속 격납용기의 바깥에
있는 콘크리트 지지벽이 차폐구조 역할을 수행하고 외부하중으로부터 보
호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표 3.1.1-8

KALIMER-600 격납구조 예비개념(안) 설계제원
Lower Containment

Upper Containment

500℃

210℃

Design Pressure

0.25MPa

0.05MPa

Outer Diameter

1176cm

22m x 22m
(Rectangular)

Total Height

1825cm

30m

Thickness

2.5cm

50cm

Volume

106m

Material

2.25Cr-1Mo
(Mod.9Cr-1Mo)

Concrete w/Liner

3
102.4m (Annulus Volume)

TBD

Design Temperature

Internal volume

- 50 -

3

15000m3

격납용기는 ASME Section III에 따라 설계해야 하는 원자로 기기로
분류되는데Subsection NE가 금속 격납용기에 대한 규정을 다루고 있지만
이의 적용온도는 371℃까지 국한된다. 격납용기는 정상운전시에는 낮은 온
도를 유지하지만 사고조건에서 이를 상회할 수 있기 때문에 Subsection
NE를 격상시킨 ASME Subsection NH와 저온시에는 Subsection NB를
같이 적용하여 설계한다.

상부격납
상부격납은 기존의 금속 격납돔 방식 대신 중형 크기의 콘크리트 격
납구조를 채택하였는데 하부 격납용기와 전체적인 격납경계를 이루어 격
납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금속라이너는 설계압력과 온도 하에서
하루 1% 이하의 체적누설 요건을 만족하도록 하였고 콘크리트의 두께 및
설계제원은 표 3.1.1-8에 나타나 있다. 콘크리트 구조물은 경제적이고 내구
성이 좋아서 관리를 잘 한다면 수 십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
들로 인해 원전의 격납건물을 비롯한 안전관련 구조물들은 대부분 콘크리
트를 재료로 사용하고 있다. 그림 3.1.1-34에 보인 것과 같이 상부 콘크리
트 격납구조는 가로 세로의 크기는 각각 22m이고 높이는 대략 30m 정도
로 내부 체적이 15000m3 정도이다. 격납 내부에서 가동중검사와 보수유지
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였고 크레인을 사
용할 수 있어 작업의 편리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그림 3.1.1-34에 보인 것
과 같이 원자로헤드 상부에 working floor를 설치하여 유지보수 작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로 하였는데 UIS, EM pump 및 IHX 등의 기기 설치.교체.
설치를 고려한 개폐식 개구부를 준비해야 하고 모든 작업이 상부 격납 내
에서 수행되도록 하였다.
상부격납경계를 관통하는 모든 배관과 기기는 원자로 1차계통보다 위
에 위치하도록 하고 IHTS 배관의 격리밸브는 격납 바로 바깥에 위치하도
록 한다. 격납 내부에서 방사능 누출 가상사고시 방사능의 누출을 방지하
기

위해

외부와

격납대기를

격리해야

하는

격납격리(Containment

Isolation)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격리밸브를 사용한다. 격납경계를 관통

- 51 -

하는 소듐과 카버 가스 정화계통 배관은 이중격리밸브를 사용하도록 한다.
상부 격납의 상단은 평탄한 슬래브 형태와 부분적 돔형 형태를 고려하고
있는데 내부 압력하중과 외부 하중에 대한 구조건전성을 상세 평가한 뒤
에 최종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현 단계에서는 평탄한 슬래브
형태에 대해 극한내압해석을 수행하여 구조건전성을 살펴보았다.
격납의 구조건전성을 살펴보기 상부 격납과 하부 격납구조를 모두 평
가하여야 하지만 금속 하부 격납용기의 구조건전성은 KALIMER-150의
경우와 같은 형태를 유지하고 있고 설계하중에 대해 구조건전성을 잘 확
보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상부 콘크리트 격납구조의 구조건
전성을 살펴보았다. 상부격납의 설계하중으로는 소듐 풀화재 조건시 최대
온도 209°C, 최대 압력 0.45기압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는데 콘크리트의 온
도는 최대 51°C에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콘크리트의 온도 제한값은
정상운전시에 65°C, 사고조건시 176°C, 국부적으로는 343°C로 충분히 만
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BAQUS를 활용하여 상부 격납구조를 3차원
모델링하고 콘크리트 내에 2~3% 정도의 철근을 고려한 극한내압능력 해
석(UPC)을 수행한 결과를 그림 3.1.1-35에 나타내었고 1.23기압의 내압하
중까지 구조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개념
설계한 격납구조는 구조적 타당성을 가질 것으로 판단되지만 향후 구체적
인 설계도와 설계하중에 대한 상세평가가 요구된다.

마. 핵연료 교환 및 이송계통 개념 개발
(1) 노내 핵연료 교환기기 구조개념 분석
노심 위에서 노심을 덮고 있는 상부내부구조물을 피하여 핵연료를 교
환하는 핵연료 교환기는 여러 가지 설계방식이 있다. 대표적인 방식은 그
림 3.1.1-36과 같이 운전 중에는 상부내부구조물이 장착되고, 노내 핵연료
교환기를 원자로 밖에서 보관하는 착탈식 방식과 운전 중에도 핵연료 교
환기를 노내에 고정하는 회전플러그 방식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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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36

원자로 핵연료 교환방식의 종류

착탈식(Plug-in & Plug-out) 설계개념은 핵연료 교환 시에 노심 상
부내부구조물을 노외로 인출하고 그 자리에 핵연료 교환기를 장착하여 사
용한다. 일본의 MDP(Modular Double Pool)에서는 이러한 착탈식 설계개
념을 채택하고 있다. 노내 핵연료 교환은 간단한 판토그라프식 교환기를
사용할 수 있다.
회전플러그 방식은 원자로헤드의 회전플러그에 장착된 노내 핵연료
교환기를 원하는 위치로 회전시켜 핵연료 교환이 발생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노내 핵연료 교환기는 주변 구조물과의 간섭을 피해야 한다. 이
방식은 착탈식 개념과는 달리 소듐 및 방사능에 노출된 노내 핵연료교환
기와 상부내부구조물을 보관하기 위한 별도의 운반용기와 보관 장소가 필
요하지 않다. 핵연료 교환기기는 단순하게 수직방향으로 출입의 기능을 갖
는 수직 인출교환기, 고정된 팔 길이를 갖는 고정팔 수직인출기, 수평방향
으로 팔을 신축할 수 있는 판토그라프식 방식 등이 사용되고 있다.

원자

로용기 외부로의 핵연료 인출에는 원자로헤드를 통하여 핵연료교환용 통
로가 경사진 형태로 설치되어 노외로 노심집합체를 이동시키는 A-Frame
형식과 원자로헤드에 수직으로 세워진 이송로로 핵연료가 인출되어 수송
용기에 담겨 이송되는 방식이 있다. 이송용기가 필요 없는 A-Frame 형식
은

프랑스의

Phenix와

SuperPhen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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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채택하고

있다.

그리고

KALIMER-150 및 PRISM(ALMR)에서는 1개의 회전플러그와 1개의 판
토그라프식 교환기를 사용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표 3.1.1-9는 각국에
서 개발한 액체금속로에 대한 노심 직경 및 회전플러그의 크기를 나타낸
것이고 표 3.1.1-10은 핵연료 교환방식에 따른 장단점을 나타낸 것이다. 2
중 회전플러그의 경우 모든 기기가 원자로 밖에서 작동되어 기기 고장에
대하여 외부에서 수리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그러나 기기가 복잡하고 원
자로헤드의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단점이 있다. 단일 회전플러그 방식은
원자로헤드의 공간을 적게 차지하지만 원자로 내부에서 신축팔이 작동해
야 하며, 작동중에 고장이 발생할 경우에 대한 대처방안을 확보해야 한다.
표 3.3.1-9 노심 직경 및 회전플러그의 직경 크기
Reactor
(Loop No.)

용량
(MWe)

노심직경
(m)

LRP/SRP OD
(m)

KALIMER-150 (2)

150

3.44

2.74 w/ IVTM

KALIMER-600 (2)

600

4.71 - 5.51

4.0 w/ IVTM
or 5.2 / 3.8

EFR (6)

1490

8.2

7.2

SuperPhenix (4x2)

1440

8.0

11.2/6.5

PFBR (2x2)

500

4.96

6.93/4.68

LMFBR

1000

5.4

8.69

ALMR (2)

330

4.08

3.7 w/ IVTM

표 3.1.1-10 회전플러그의 형식에 따른 장단점
Rotating plug
Two

One

Plug-in &
Plug-out

제작성

△

○

○

유지보수

○

×

×

재장전시간

△

△

△

RV head 공간

△

○

○

O : Good, X : B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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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ALIMER-600 회전플러그의 핵연료 접근성 평가
(가) 노심 및 핵연료 교환장치 특성 분석
KALIMER-600의 노심 크기가 KALIMER-150보다 증가되어 기존
핵연료 교환기의 적합성 평가가 필요하다. KALIMER-600의 원자로용기
길이는 18.5m, 외부직경은 11.4m이고, 노심을 감싸는 지지구조물(support
barrel)은 5.8m의 직경을 갖는 긴 원통구조물이다. 원통 지지구조물 내부
에 있는 노심은 그림 3.1.1-37과 같으며, 노심에는 드라이버 핵연료가 336
개, 제어봉 12개, 반사체 72개, 차폐체 168개, 노내 저장핵연료 90개 등 총
703개의 노심집합체가 있다. 노심 핵연료집합체 각각의 직경은 17.478cm,
집합체 사이의 간격은 4mm, 중심 사이의 거리는 17.878cm이며, 전체 노
심의 최대 대각선 거리가 5.2m로 제시되었다. 이를 기준으로 원자로헤드
의 공간 제약을 고려한 회전플러그의 크기 및 핵연료 교환방식이 평가되
어야 한다.

그림 3.1.1-37 KALIMER-600의 노심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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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2중 회전플러그를 사용하는 방식과 KALIMER-150에
서와 같이 단일 회전플러그와 판토그라프식 노내 핵연료 교환장치를 사용
하는 방식에 대한 개념평가가 수행되었다. 두 개념에서 회전플러그의 크기
를 보다 적게 하는 방향설정과 모든 노심집합체 및 핵연료 출입구에 대한
접근성이 평가되었다. KALIMER-600의 경우 상부내부구조물이 노심 중
앙에서 직경 3.1m 범위를 덮고 있다. 때문에 회전플러그의 회전 중심을
중앙에서 편심시키고 이의 회전에 의해서 모든 핵연료집합체에 대한 수직
인출 공간을 확보하는 설계가 필요하다. 2중 회전플러그 방식은 편심된 두
개의 회전플러그를 사용하는 대신에 간단한 수직인출기를 사용할 수 있다.
단일 회전플러그 방식은 한 개의 편심된 회전플러그를 사용하는 대신에
신축 가능한 팔을 갖는 판토그라프식 수직인출기를 가져야 한다. 또한 상
부내부구조물 안쪽에 위치한 핵연료집합체에 접근하기 위해 접근슬롯이
상부내부구조물에 있어야 한다.

(나) 2중 회전플러그의 핵연료 접근성 평가
2중 회전플러그 방식은 핵연료 교환시에 2개의 핵연료 수직인출기가
필요하다. 안쪽에 위치하는 내부 수직인출기는 상부내부구조물 내에 있으
며, 제어봉 안내관 및 계측에 필요한 주변 구조물과의 간섭을 피한다. 내
부 수직인출기(Direct Lift Change Machine, DLCM)는 안쪽 노심집합체
에 도달할 수 있고, 외부 수직인출기는 고정팔을 가진 경우(Fixed Arm
Change Machine, FACM)와 없는 경우(DLCM)로 나뉘며, 외부노심 및
핵연료출입구에 도달할 수 있다. 경계지역에는 두 개의 수직인출기가 모두
도달할 수 있다.
안쪽에 있는 노심집합체는 핵연료출입구로 이동하기 위하여 먼저 내
부 수직인출기에 의해 경계영역으로 이동한 후, 경계영역으로부터는 외부
수직인출기에 의해서 외부 노심과 핵연료출입구로 이동이 가능하다. 이러
한 연계 동작은 핵연료 재장전 시간을 증가시키지만 핵연료 수직인출기의
구조가 간단하여 구조적인 안전성이 있다. 내부 노심에서 경계구역으로 핵
연료 집합체를 이동할 때 경계구역에서는 bowing나 swelling에 의해 변형
될 수 있는 노심집합체를 삽입하는 조작이 필요하다. 회전플러그는 직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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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경우 제작이 용이하지 않고 원자로헤드를 관통하는 기기들의 공간을
차지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크기를 작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림
3.1.1-38은 KALIMER-600 원자로에 2중 회전플러그를 이용한 핵연료 교
환개념을 나타낸 것으로, 주어진 치수는 초기 설계치수를 나타낸다.

그림 3.1.1-38

2중 회전플러그 핵연료 교환 개념 및 초기 설계치수

본 연구에서는 2중 회전플러그(LRP, SRP) 방식에서 2개의 수직인출
기가 고정팔을 갖지 않는 경우(Direct Lift Change Machine, DLCM)와
외부 수직인출기가 고정팔을 갖는 경우(FACM)에 대한 수직인출기의 노
심집합체의 접근 가능성을 조사하였다. KALIMER-600에서 예비 개념 설
계한 2중 회전플러그는 원자로헤드의 공간 제약성을 고려하여 직경이 각
각 5.3m와 3.9m이며 2개의 수직인출기를 사용하는 설계이다. 이러한 영역
검토를 통하여 2중 회전플러그의 적용성 및 회전플러그의 크기와 편심량
에 대한 초기값을 계산하였다.
KALIMER-600의 설계자료에 적합한 두 회전플러그의 노심 중심으로
부터의 편심량과 고정팔의 길이 등의 설계치수를 결정하기 위해 외부 수
직인출기가 고정팔을 갖는 개념에 대하여 2중 회전플러그(LRP, SRP)의
설계 치수를 찾는 fortran 프로그램을 작성하였다. 프로그램에서는 회전플
러그와 수직인출기의 작동에 의해서 그림 3.1.1-39에 주어진 각각의 노심
집합체 좌표점에 최대한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좌표와 이때의 회전플러
그 및 수직인출기의 회전각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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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39

KALIMER-600의 노심집합체 일련번호

그림 3.1.1-40은 fortran 프로그램으로부터 계산한 KALIMER-600 노
심 집합체 교환기의 설계 값과 노심 내 배치상황을 나타낸다. 2중 회전플
러그를 사용하는 경우는 회전플러그의 크기를 각각 5.3m와 3.9m로 하고,
고정팔의 길이가 최대 0.775m인 핵연료교환기를 사용하는 경우에 모든 핵
연료에 5mm 이내로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 수직인출기
의 초기 위치는 SRP 상에서 왼쪽으로 157.5cm에 외부 수직인출기, 오른
쪽으로 47.5cm 위치에 내부인출기가 각각 있어야 한다. 그리고 내/외부
수직인출기가 동시에 접근할 수 있는 노심집합체의 번호는 그림 3.1.1-39
의 19, 72 ,83, 200, 253, 264, 363, 416, 427, 530, 583, 584로 나타났다. 이
들 번호는 내부 노심집합체가 외부로 이동하기 위해 경유되어야 하는 위
치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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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40 노심집합체 교환기의 설계 값과 노심 내 배치상황

2중 회전플러그 핵연료 교환장치에 사용되는 각 부품별 설계 특성은
다음과 같다.
- 큰 회전플러그 (LRP)
원자로 헤드의 공간 제약성 때문에 최대 5.3m의 직경이 허용되고, 원
자로헤드에서 지지되어 회전한다. 회전 중심은 원자로 중심에서 왼쪽으로
18.5cm 편심이 되어 있다. 이 회전플러그에는 작은 회전플러그가 안쪽으
로 설치되며 둘 사이에는 운전 및 기계장치의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
간을 확보한다. 회전정밀도는 최소 1도가 필요하며, 작은 회전플러그와는
최소 25cm 떨어져 있다.

- 작은 회전플러그 (LRP)
원자로 헤드의 공간 제약성 때문에 3.9m의 직경을 갖도록 하였다. 회
전 중심은 원자로 중심에서 오른쪽으로 29.0cm 편심이 되어 있다. 이 회
전플러그에는 내부 수직인출기와 외부 수직인출기가 설치되며 이들 사이
의 운전 및 기계장치의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치 선정과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 회전정밀도는 최소 1도가 필요하며, 상부내부구조물과는 최소
22.5cm 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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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 수직인출기 (DLCM)
이 장치는 작은 회전플러그에 설치되며, UIS 내부에 위치한다. 위치
점은 근접 핵연료집합체의 접근성 때문에 노심집합체 중심좌표와 거의 일
치되어야 한다. 중심은 SRP 중심에서 왼쪽으로 45cm이며, 절대좌표(x,y)
는 (-16.5cm, 0)이다. 이 점은 LRP 중심과 일치한다.

- 외부 수직인출기 (FACM)
이 장치는 고정된 팔을 갖고 있고, 작은 회전플러그에 설치되며, UIS
외부에 위치한다. 회전중심은 SRP 중심에서 오른쪽으로 157.5cm이며, 절
대좌표(x,y)는 (186.5cm, 0)이다. 고정팔의 길이는 77.5cm가 필요하며, 초
기 절대좌표는 (186.5cm, 77.5cm)이다. 이 장치의 회전은 직경 3.1m의 상
부내부구조물(UIS)과 간섭에 의해서 초기 위치(+y축 기준)에서 +25도와
-205도 범위에서 움직인다. 회전정밀도는 최소 1도가 필요하다.

- 노심집합체 출입구(Fuel Transportation Port)
집합체의 출입구는 구조적 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직경 5.8m인 원자
로 원통지지구조물에 가깝게 설치한다. 이런 이유로 외부 수직인출기의 팔
의 길이가 조금 증가 되었다. 출입구는 효율성 관점에서 입구와 출구를 분
리하여 두 개를 설치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절대좌표는 (-20cm, 282cm),
(0cm, 282cm)로 하였다.

- 상부내부구조물
상부내부구조물은 그림 3.1.1-41과 같이 운전중에 노심 상단에 위치하
여 노심 출구 유동안내 및 제어봉안내관 지지 및 계측센서 지지역할을 한
다. 상부내부구조물의 직경에 따라 외부 수직인출기의 회전각에 약간 영향
이 있으며, 내부 수직인출기는 상부내부구조물 안쪽에 고정된 위치에 있어
서 간섭이 크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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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부내부구조물)

(2중 회전플러그/고정팔)

(단일 회전플러그/신축팔)

그림 3.1.1-41 상부내부구조물 및 회전플러그 개념도

(다) 단일 회전플러그의 핵연료 접근성 평가
KALIMER-150 핵연료 교환기의 설계 개념인 판토그라프식 핵연료
교환기는 단일 회전플러그 방식인데 구조가 간단하고 회전플러그의 직경
을 제일 작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판토그라프식 팔
의 최소길이 및 메커니즘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단일 회전플러그(SRP)의 작동과 판토그라프식 신축팔
(flexible arm)을 갖는 신축 수직인출기(In-Vessel Transfer Machine,
IVTM)의 회전에 의하여 노심집합체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
해 fortran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계산하였다. 또한 KALIMER-600의 설계
자료에 적합한 단일 회전플러그의 노심 중심으로부터의 편심량과 신축팔
의 길이 등을 결정하였다. 작성된 계산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림 3.1.1-37에
주어진 각각의 노심 집합체 좌표점에 최대한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좌표
와 이때의 회전플러그의 회전각 및 신축팔 길이를 제시하였다. 그림
3.1.1-42는 fortran 프로그램으로부터 계산한 KALIMER-600 노내 집합체
교환기(IVTM)의 설계 값과 노심 내 배치상황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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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회전플러그를 사용하는 경우는 회전플러그의 크기를 4.2m로 하
고, 팔길이가 최대 160cm이고, 최소 35cm까지 신축이 되는 판토그라프식
노내 핵연료교환기를 사용하는 경우에 모든 핵연료에 5mm 이내로 접근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1-42

신축팔 노내집합체 교환기의 설계 값과 노심 내 배치상황

단일 회전플러그 핵연료 교환장치에 사용되는 각 부품별 설계 특성은
다음과 같다.

- 회전플러그 (RP)
원자로헤드의 공간 제약성을 고려하여 4.0m로 하였고, 원자로헤드에
서 지지되어 회전한다. 회전 중심은 원자로 중심에서 왼쪽으로 25cm 편심
이 되어 있다. 이 회전플러그에는 판토그라프식 신축팔을 갖는 수직인출기
가 설치된다.

- 62 -

- 신축팔 수직인출기 (IVTM)
인출기는 작은 회전플러그에 설치되며, UIS 하부에서 핀 지지된다.
회전중심은 SRP 중심에서 시계방향으로 17도 회전한 4/4분면에 있으며,
초기 절대좌표(x,y)는 (181cm, -54cm)이다. 그리고 회전중심 근처의 핵연
료집합체를 잡기 위해 +8도와 -222도 사이 범위에서 움직인다. 이 장치의
회전은 직경 3.1m의 상부내부구조물(UIS)과 간섭에 의해서 초기 위치에
서 +73도 고정각, 신축팔의 위치정확도는 5mm로 하였다. 신축팔의 길이
는 최소 35cm에서 최대 160cm가 요구되어 이런 요건을 만족하는 신축팔
의 제작이 타당성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 노심집합체 출입구(Fuel Transfer Port)
집합체의 출입구는 구조적 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직경 5.8m인 원자
로 원통지지구조물에 가깝게 설치한다. 이런 이유로 외부 수직인출기의 최
대 신축팔의 길이가 증가 되었다. 출입구는 효율성 관점에서 입구와 출구
를 분리하여 두 개를 설치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절대좌표는 (-25cm,
275cm), (-5cm, 275cm)로 하였다.

- 상부내부구조물
상부내부구조물의 직경에 따라 신축팔 수직인출기의 회전각이 영향을
받지만 무시할 정도이다. 상부내부구조물은 하단돌출부에서 수직인축기를
수평지지하고 있다. 수평지지 위치는 상부내부구조물의 외경에서 반경방향
으로 30cm 외곽에서 핀 지지연결에 의해 이루어진다. 수직인출기가 상부
내부구조물 안쪽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여 그림 3.1.1-43과 같
이 폭 25cm, 깊이 140cm의 slot이 만들어진다. Slot의 외부 끝에는 20cm
를 추가로 깎아 내어 35cm∼40cm 신축크기에서 IVTM의 회전공간을 확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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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43

(3)

상부내부구조물 내부 핵연료교환기의 접근 슬롯

판토그라프식 노내 핵연료 교환기의 한계길이 검토

KALIMER의 전기출력이 150MWe에서 600MWe로 증가되어 판토그
라프식 노내핵연료 교환기의 한계길이를 분석하였다. 출력이 증가함에 의
해 노심의 크기가 증가되고 이로 인해 회전플러그 및 노내 핵연료 교환기
의 크기가 증가하게 된다. 연구의 목적은 KALIMER-600에 대하여 판토
그라프 방식 노내 핵연료 교환기의 구조적 건전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
를 위하여 핵연료 교환기에 대한 단순 보 모델을 ANSYS 프로그램으로
작성하고 작성된 모델에 대하여 구조해석을 수행하였다.

(가) 해석 모델링
완전히 인출된 노심 집합체는 판토그라프식 팔에 의해 최대로 펼쳐져
있는 상태로 자체하중, 노심 집합체의 무게 및 인출 시에 반력에 의한 처
짐 및 변형이 발생하게 되며 이러한 변형은 노심상부와의 충돌을 야기시
킬 수 있다. 해석모델은 노내 교환기의 구동위치 중에서 가장 취약한 구조
인 판토그라프식 팔의 최대 팽창 시의 형상을 모델링하였다. 노내 핵연료
교환기의 상단은 회전플러그에서 모든 방향에서 구속되며 하단은 상부내
부구조물 하단에 수평방향이 지지된다. 노내 핵연료 교환기의 main tube
를 하단에서 수평방향으로 지지하는 상부 내부구조물은 해석 모델에서 제
외하였다. 대용량의 경우 상부내부구조물의 설계가 이루어 지지 않았으므
로 KALIMER-150의 상부내부구조물의 변위에 대한 해석 결과를 노내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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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 교환기의 초기 변위로 주었다. 즉 주어진 하중에 대하여 노내 상부구
조물과 노내 핵연료 교환기의 중첩된 변형량 및 응력을 계산하였다. 대용
량 노내 핵연료 교환기의 판토그라프식 팔의 최대 팽창 시의 길이를
2.74m 및 1.82m로 가정하였을 때 변형량 및 응력이 계산되었다. 또한 변
형량 및 응력이 집중되는 판토그라프식 팔 및 main tube의 단면 크기를
변화시켜 계산하였다. 해석모델은 ANSYS 코드를 사용하여 작성하였으며
주요 설계인자가 APDL 변수로 지정되어 모델링에 사용되었다. 사용된 요
소는 beam 4이고 단순보 모델로써 사용된 빔의 개수는 15개이다.

(나) 해석결과
그림 3.1.1-44와 그림 3.1.1-45는 핵연료 인출하중 및 지진하중에 대하
여 팔 길이가 1.82m인 경우에 수행한 응력 및 변위이다. 그림 3.1.1-44는
SSE 지진하중을 고려한 경우에 응력분포이며 그림 3.1.1-45는 변위에 대
한 계산 결과이다. 판토그라프식 팔의 상단 link 부분에 119MPa의 최대응
력이 발생하였고 최대 20mm의 합성 최대변위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계산
값들은 노내 핵연료 교환기의 설계 한계 값인 133MPa보다 작은 값을 나
타내어 구조적으로 안전함을 알 수 있다.

그림 3.1.1-44 SSE 지진하중 하의 최대응력 그림 3.1.1-45 SSE 지진하중 하의 최대변위
(grapple:0.2×0.2, link: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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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pple:0.2×0.2, link:0.2×0.1)

그림 3.1.1-46 SSE 지진하중 하의 최대응력 그림 3.1.1-47 SSE 지진하중 하의 최대변위
(grapple:0.2×0.2, link:0.2×0.1)

(grapple:0.2×0.2, link:0.2×0.1)

팔 길이가 2.74m인 경우에 대하여 수행한 구조해석 결과는 그림
3.1.1-46 및 그림 3.1.1-47에 나타내었는데 최대응력은 link 상단부분에 발
생하였다. 발생한 최대 합성변위는 40mm이고 최대응력은 186MPa로 설계
한계값을 초과하였다. 따라서 팔 길이가 증가하여 2.74m인 경우에 현재
노내 핵연료 교환기의 각 부품의 설계치수에 대해서는 판토그라프식 팔이
한계길이를 초과하여 구조설계요건을 만족하지 못 함을 알 수 있다. 이러
한 경우에 대하여 구조 설계요건을 만족시키는 설계를 위해 노내 핵연료
교환기의 main tube, link 및 grapple의 단면크기를 변화시켜서 계산을 수
행하였다. ANSYS의 APDL 기능을 사용하여 grapple의 사각 단면크기를
0.2m×0.2m와 0.3m×0.3m로 변화시킬 때 main tube의 단면크기와 link의
단면크기를 변화시키면서 응력 및 변형량을 계산한 결과를 표 3.1.1-11에
나타내었다. 표에서 보면 grapple의 단면크기는 0.2m×0.2m로 결정하고
link의 단면적을 현재 설계 상태인 0.2m×0.1m에서 0.2m×0.2m로 증가시
켰을 때 응력 및 변형량은 각각 103～106MPa, 29～19mm의 분포를 보이
면서 설계 한계값을 만족함을 알 수 있었다. 표 3.1.1-8에서 grapple 단면
의 크기가 0.3m×0.3m인 경우로 link 단면의 크기를 0.3m×0.2m로 증가시
켜야 노내 핵연료 교환기의 설계 한계값을 만족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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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11
Main tube
Link
0.2m×0.1m

0.2m×0.2m

0.2m×0.1m

0.2m×0.3m

구성부품의 단면변화에 따른 최대 변위 및 응력
항 목
최대변위(mm)
최대응력(MPa
)
최대변위(mm)
최대응력(MPa
)
최대변위(mm)
최대응력(MPa
)
최대변위(mm)
최대응력(MPa
)

0.3m 0.4m

0.5m 0.6m

40

33

31

31

186

187

188

188

29

22

20

19

103

105

105

106

45

37

35

34

222

225

226

226

27

19

16

15

118

70

70

71

비 고

* Grapple의
단면크기가
0.2m×0.2m

* Grapple의
단면크기가
0.3m×0.3m

또한 계산결과로부터 노내 핵연료 교환기의 팔 길이가 증가됨에 따라
핵연료 인출하중 및 지진하중에 대하여 굽힘 모멘트에 의한 처짐이 증가
하므로 link의 단면을 보강하여 설계해야 한다. 대용량 노내 핵연료 교환
기의 설계 시에 판토그라프식 팔의 길이가 주변 구조물과의 간섭사항을
고려하여 결정되었을 때 각 부품의 치수를 적절히 선정하고 구조적 건전
성을 만족하는 설계가 필요하다.

(4) 핵연료 이송계통 개념 개발
KALIMER-600에서의 핵연료 이송계통은 그림 3.1.1-48에서 보는 바
와 같이 KALIMER-150의 개념을 기본으로 하지만 핵연료 이송용기를 건
물 측면으로 빼내는 개념으로 설계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개념을 도입
하면 현재 이송개념의 단점인 지나친 수송용기의 수직이동거리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KALIMER-600 설계요건에서 핵연료 교환주기는
18개월로 설정하고 있으며 핵연료의 건물간 이동은 천정크레인 및 이송용
기를 사용하며, 이송용기 1개에는 노심집합체 6개를 수용한다. 연료 취급
및 저장건물은 2차원 면진개념을 채택한다.

- 67 -

그림 3.1.1-48

KALIMER-600 핵연료 이송계통 개념도

바. 원자로건물 3차원 면진 타당성 분석
(1) 원자로건물 3차원 면진 장치 개요
전체 건물 면진방식은 rocking motion을 방지할 수 있지만 전체를 면
진하는 관계로 경제성이 낮아질 수 있다. 수직방향 기기 개별 면진방식은
수직방향 면진이 필요한 기기에만 적용하여 경제성이 좋아질 수 있지만
면진장치 사이에 수직변위 차이가 클 경우 기기의 rocking 방지 방법이
필요하다. 면진장치에는 수평과 수직 일체형 장치와 분리형이 있으며, 감
쇠장치는 대부분 독립적으로 설치된다.

(2) 원자로건물 3차원 면진 주요 논점
(가) 면진건물 기울어짐(rocking motion)
수직 면진 방식은 그림 3.1.1-49와 같이 건물 전체에 대한 수직 면진
을 도입하는 경우와 개별 기기에 대한 수직 면진을 적용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건물 전체를 수직방향으로 면진할 경우 건물 전체가 단일 회전운
동을 하므로 건물 길이(폭)가 긴 경우에 각 기기가 가질 수 있는 회전각
은 작다. 50m 길이의 건물이라면 1m 정도의 진폭인 경우 최대 기울기가
1.15도로 작아 회전에 의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는 범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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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기에 대한 독립 수직면진의 경우에는 양쪽 끝에 위치한 면진
베어링 사이의 최대 거리가 기기 평면 크기로 제한되기 때문에 기울어짐
회전각이 커질 수 있으며, 이때는 회전운동 방지장치가 추가로 필요하다.

그림 3.1.1-49 원자로건물 단일판 면진 개념
(나) 면진장치 구현성
3차원 면진장치가 갖추어야 할 요건은 원하는 면진주파수(0.5Hz～
1.5Hz)를 맞추어 주는 수직강성과 지진에너지를 흡수하는 충분한 감쇠
(12%)를 갖는 것이다. 강성과 감쇠를 구현하는 장치는 여러 종류가 있으
며, 두개를 하나의 장치에서 구현하는 방식과 강성과 감쇠를 각각 독립적
으로 구현하는 분리형 장치가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는 일체형 3차원
면진장치에 대한 축소모델 제작 및 모델성능시험을 실시하였으며, 2000년
부터 일본에서는 4종류의 3차원 면진장치 실규모 모델에 대하여 JNC를
중심으로 산업체와 공동으로 집중적인 연구와 실증시험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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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경제성
수직방향 면진장치 채용에 따른 잇점은 수직방향 지진에너지를 차단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하여 면진구조물의 경량화가 가능하며, 구조적인 건전
성이 향상된다. 3차원 면진장치를 채용할 경우에 대략 건물비용의 5% 추
가비용이 발생하지만 이의 채용에 따른 경량화와 구조건전성 향상이 이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사. 소듐환경 변형 및 결함 탐지기술 개발
액체금속로의 원자로 내부 부품 및 구조물들은 고온소듐 환경으로 인
하여 열변형 및 고온 구조손상이 발생할 수 있어 가동시 주기적인 가동중
검사가 수행되어야 한다. 액체금속로 가동중검사 코드인 ASME XI, Div.3
에서는 원자로 내부구조물에 대한 가동중검사 방법으로 육안검사와 연속
감시를 요건화하고 있다. 액체금속로는 불투명한 소듐을 냉각재로 사용하
기 때문에 소듐내에 잠겨있는 노심과 노내구조물은 육안관측이 불가능하
다. 노내 구조물의 가동중검사와 핵연료 교환시 핵연료 어셈블리 위치 확
인 및 중성자 조사에 의한 노심 변형 탐지를 위해서는 불투명한 소듐 내
부를 가시화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액체금속
로 개발 선진국들은 액체금속로 개발 초기부터 초음파를 이용한 소듐내부
가시화에 대한 연구 개발을 시작하여 일부 액체금속로에 적용하였으나 고
온 고방사능 문제로 인해 그 적용의 한계와 기술적인 제약이 있어 왔으며
아직까지도 해결해야 할 주요 핵심 연구과제로 남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액체금속로 개발 선진국에서 수행한 소듐내부가시화 연구개발에 대한 기
술 분석을 수행하고 고온소듐 환경에서 적용할 수 있는 웨이브가이드 초
음파센서 개발과 수중 가시화 시험을 수행하며 웨이브가이드센서의 적용
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빔 방사각 변환 방법을 제시한다. 또한, 열
라체팅으로 인한 원통형 노내구조물의 변형을 감지할 수 있는 초음파검사
기법을 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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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듐내부 가시화 및 초음파센서 기술 분석
액체금속로는 물을 냉각재로 사용하는 일반 경수로 원전과는 달리 불
투명한 소듐 냉각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가동중검사에서 광학적인 육안검
사가 불가능하다. 초음파는 불투명한 소듐 내에서 역학적인 파동을 발생시
킴으로써 소듐내의 물체를 투시할 수 있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소듐내부
가시화(Under-Sodium Viewing: USV)가 가능하다. 소듐 내에서의 초음
파 기술은 일반적인 초음파검사에서 사용되는 펄스-에코(pulse echo) 방
식이 사용된다. 펄스-에코 법에서는 펄스와 에코 사이의 시간차와 에코신
호의 크기를 측정함으로써 반사체까지의 거리와 크기에 대한 반사체의 정
보를 알 수 있고 스캐닝 과정에서 얻어진 센서 위치 정보를 이용하면 반
사체 형상의 가시화가 가능하다.
액체금속로 노심의 핵연료가 고속중성자에 조사되면 voidage라는 현
상에 의하여 핵연료 집합체의 금속구조가 팽창 변형이 발생한다. 이와 같
은 조사 변형에 의한 연료봉의 길이 증가가 일정하게 발생하지 않으면 핵
연료 집합체가 휘어지게 되는데 핵연료집합체의 휘어지는 정도를 파악하
는 것이 노심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점검 항목이 된다. 연료봉이 휘어지면
핵연료

집합체

상단면의

원형

위치가

이동하게

되고

핵연료

sub-

assembly 상단면의 기울어진 방향과 경사각을 측정함으로써 중성자 조사
에 의한 연료봉 길이 성장을 검증할 수 있고 초음파 가시화 영상에 나타
난 원형 위치로 그 변위를 결정할 수 있다. 또한 핵연료 교환을 위해서는
핵연료 이송경로상의 장애물 존재여부 탐지 및 핵연료 어셈블리 위치 파
악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으며 액체금속로의 노심과 노내구조물 들에
대한 가동중검사 요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초음파를 이용한 소듐내부 가
시화 기술의 적용이 필요하다.
액체금속로에 초음파를 적용하고자 하는 아이디어는 1963년도에 처음
으로 제안되었으며 1970년대에 프랑스, 미국 및 영국에서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져 액체금속로 개발 초기부터 소듐의 불투명성을 극복하기 위한 기
술개발을 수행하여 소듐내부 가시화 기본 기술과 가시화 장치 및 센서 등
을 개발하고 노심 핵연료 채널의 위치 확인 및 노심변형 관찰 등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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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례가 있으며 노내구조물과 부품에 대한 소듐내부 가동중검사법으로
적용하기 위한 연구 개발을 수행하였다. 액체금속로 소듐내부 초음파 가시
화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개발현황을 간략하게 표 3.1.1-12에 나타내었다.

표 3.1.1-12 액체금속로 소듐내부 초음파 가시화기술 개발현황
개발국 연구기관

프랑스 CEA

미국

영국

독일

인도

일본

APDA

UKAEA
NNC

개발

적용

년도

원자로

1963～ Phenix

1963～ FFTF

1973～

Interatom 1974～

Indira
Gandhi

PFR

SNR
-300

1988～ FBTR

주요 연구개발 실적
VISUS 개발 적용
- 웨이브가이드 방식 USV 장비
소듐내부 Scanner 및 고온센서

개발 실증시험 수행 FFTF 적용 - 고온용 초음파센서
- Scanning limitation
UKAEA:USV 기술 및 센서
- 실시간 고해상도
개발
영상처리 기술
NNC:LSAS(link type scanner)
- Off-normal surface
개발
Imaging
미국과 공동연구수행,
- Sodium Surface
고온센서 개발
Wetting
소듐 mockup 실증시험
Scanner 및 고온센서 개발
1995년 적용

JAPCO

1975～

Toshiba

1990～ Monju Multi-Transducer Phased Array

Mitsubishi 1990～

연구현안 문제

수평식 USV 개발 Monju 설치
UT센서개발 SAFT기법 적용

소듐내부 가시화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개발 적용되었다. 그림
3.1.1-50과 같이 초음파 센서를 고온 소듐내에 직접 액침시켜 수행하는 방
법과 원자로용기 헤드의 외부에 초음파 센서를 설치하고 웨이브가이드를
이용하여 원격으로 초음파를 송수신하는 방법이 적용되었다. 웨이브가이드
센서와 소듐 액침 센서는 각각 노심 상부의 장애물 탐지 목적으로 노심
상부 위에서 수평방향으로 초음파를 주사하는 원격 ranging 주사 방식과
노심 상부에서 수직으로 직접 초음파를 주사하여 노심을 가시화하는 근접
주사방식이 적용되었다.

- 72 -

(a) 웨이브가이드 방식(SPX)

(b) 소듐 액침 방식(MONJU)

그림 3.1.1-50 액체금속로 소듐내부 가시화 기술 적용

표 3.1.1-13은 각국 나라들이 개발하여 액체금속로에 적용한 소듐내
부 가시화 기술적용 방식을 보여준다. 프랑스는 rod type 웨이브가이드 센
서를 개발하여 수평 ranging 주사 방식으로 Phenix에 성공적으로 적용하
였으며 영국에서는 얇고 긴 판(strip plate)을 이용한 웨이브가이드 센서를
개발하고 실험실에서 실증시험을 실시하였지만 액체금속로에는 실제로 적
용되지 못하였다. 일본에서는 웨이브가이드 센서의 구동 제한을 극복하기
위하여 소듐에 직접 침지시키는 센서를 개발하여 수평 ranging 주사 방식
으로 노심 상부의 장애물 존재 여부를 감시하는데 적용하였다. 영국, 미국,
독일 및 인도 등의 여러 나라는 보다 선명한 영상 가시화를 위해 액침 센
서를 이용한 근접주사 방식을 개발하여 액체금속로에 시험적인 적용을 시
도하였다. 각국은 액침용 고온 초음파센서 개발에 관한 연구를 집중하여
많은 개선을 이루었지만 아직까지 고온에서의 수명이 그리 길지 않고 송
수신 감도가 쉽게 열화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가시화하려는 대
상 목표물로의 접근방법 및 스캐닝 방식 그리고 고 정밀도의 화상처리 개
발에 대한 중점적인 연구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소듐내부가시
화 기술은 Gen IV 국제공동 연구과제에서도 소듐냉각 고속로(SFR) 상용
화를 위한 주요 핵심 연구개발 과제로 제안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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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13

소듐내부 가시화 기술적용을 위한 초음파센서 및 주사방식

초음파센서
웨이브가이드 센서

소듐 액침 센서

주사 방식

개발국 / 연구기관 적용 액체금속로

Ranging 주사

프랑스 / CEA

Phenix

근접 주사

영국 / UKAEA

-

Ranging 주사

일본 / JAPCO

MONJU

근접 주사

영국 / UKAEA,
NNC
미국 / APDA
독일 / Interatom
인도 / Indira
Gandhi

PFR
FFTF
SNR-300
FBTR

소듐내부 가시화에 적용되는 초음파센서는 두 가지 방향으로 개발되
어 왔다. 첫번째는 큐리 온도가 높은 PZT(Lead Zirconate Titanate) 또는
고온용 압전소자인 리튬 나이오베이트를 이용하여 소듐내에 직접 침지하
여 사용하는 액침형 고온 초음파센서를 이용하는 방법이고 두번째는 소듐
레벨 외부에 초음파 센서를 설치하고 고체 봉이나 판과 같은 웨이브가이
드를 이용하여 원격으로 소듐 내부에 초음파를 전파시키는 방법이다. 액체
금속로의 고온소듐 고방사능 환경하에서 초음파의 송수신 문제는 고온 초
음파센서 개발과 웨이브가이드를 이용하여 저온 환경에서 발진된 초음파
를 고온 소듐 속으로 전파시키는 방법의 개발로 해결할 수 있으나 아직까
지 두 방법 모두 기술적인 제약이 따르고 있다.

(가) 소듐 액침형 초음파센서
초음파 센서는 크게 압전재와 후면재(backing material), 전극 및 전
면재 및 케이스로 구성되며 이들 재료를 접합하여 제작된다. 일반 산업계
와 의료계에서 사용되는 상온 초음파 센서는 고온 환경하에서는 고온에서
압전현상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접합재의 접합성능이 현격히 떨어져 송수
신 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된다. 압전소자는 큐리온도가 1200℃에 달하는
Lithium Niobate가 좋지만 실제로는 초음파 송수신 효율 측면에서 L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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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rconate를 사용하는 것이 보다 유리할 수 있다. 고온 초음파센서 제작시
고려해야 할 주요 문제점은 접합재의 접합성능과 소듐 중에서의 음향학적
결합성이다. 고온에서는 압전재의 압전성능이 나빠질 뿐만 아니라 접합재
용해에 의한 접합기능 상실로 인해 초음파 전달성능이 떨어지게 된다. 소
듐내에서의 초음파기술 적용시 소듐에 대한 음향학적 결합성(음향학적
wetting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스테인리스강이나 유사한 합금 재질의
경우 소듐 온도 400℃ 이하에서 안정된 음향 결합을 얻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의 복잡한 화학공정이 필요하다. 니켈의 경우에는 스테인리스강보다 소
듐과의 음향결합성이 좋기 때문에 센서의 방사면 재료로서 니켈이 자주 선
택된다. 소듐중 초음파기술의 적용을 위해서는 소듐내에서의 음향학적 결합
성을 향상시키는 연구가 필수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소듐 속
에서의 음파 속도(C)는 다음 식과 같이 온도(T [℃]) 의 함수로 주어진다.

C = 2578 - 0.52 × T [m/sec]

(3.3.1-1)

소듐 중에서 음파의 속도는 1℃ 변화 할 때 마다 약 0.024%의 차이
가 발생하며 거리 측정시 측정 온도의 오차가 있으면 반사체까지의 거리
가 2.5m일 경우 1℃마다 1mm 정도의 오차가 발생한다. 고온 소듐 환경에
서는 센서의 damping이 크기 때문에 수신파의 길이가 길어져 펄스의
envelope과 시작점이 시간 측정에 알맞지 않으며 시간 측정 불확실도가
커진다. 펄스와 에코 사이의 시간 지연 측정의 정밀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나) 웨이브가이드 초음파센서
소듐 액침용 초음파센서는 고온에서의 사용 수명 단축과 감도 저하
등으로 그 신뢰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상적인 적용에는
한계가 있다. 소듐 가시화 장치 개발 초기에는 고온 센서의 제작 운용 기
술이 확립되어 있지 않아 웨이브가이드 센서가 대안으로 채택되어 적용되
었다. 웨이브가이드 센서는 액침용 초음파 센서보다는 상대적으로 단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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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센서 구동에 의한
스캐닝 등의 근본적인 제약이 있다. 웨이브가이드 센서는 액체가 충진된
원통 튜브 웨이브가이드 센서, 고체 봉 형상의 웨이브가이드 센서 그리고
판 형상의 웨이브가이드 센서가 있다. 액체 충진 원통 튜브 웨이브가이드
센서는 종파가 발진 송수신되고 고체 봉 웨이브가이드 센서에서는 종파
및 횡파가 전파 송수신되며 판 웨이브가이드 센서에서는 판파가 전파되어
소듐 내에서 종파로 모드변환과정을 거쳐 초음파 신호가 송수신된다.
Phenix 실험로에 적용된 VISUS 가시화 장비는 NaK이 채워져 있는 액체
충진 원통튜브 웨이브가이드가 적용되었으며 고체 봉을 이용한 웨이브가
이드 센서에 대한 적용성 평가 연구가 수행되기도 하였다. 판 형상의 웨이
브가이드 센서는 영국 UKAEA Harwell Laboratory 에서 1980년대에 이
론적이 연구와 더불어 성공적인 시험 실증을 통해 그 적용성을 검증하였
으나 액체금속로에의 실제 적용과 실용화 연구가 진행되지 못하였으나 액
체금속로에의 적용 가능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2) 웨이브가이드 초음파센서 설계 및 수중 가시화 시험
판 형태의 웨이브가이드에서는 판을 따라 전파하는 판파(plate wave
또는 Lamb wave)가 존재한다. 판파는 전파모드가 다양하며 각 모드마다
전파속도가 주파수에 따라 변화하는 분산(dispersive) 특성이 있다. 판파는
대칭형(symmetric)과 반대칭형(antisymmetric)이 있다. 그림 3.1.1-51과
같이 판에서의 대칭모드(symmetric mode)는 판 두께의 중심축에 대하여
그 변위가 서로 대칭인 분포를 가지며 판 두께에 대한 입자의 평균 변위
는 x축 방향만 존재하므로 extensional mode라고도 하고 일반적으로  ,
 ,  , ·····로 표기한다. 반면에 반대칭모드(antisymmetric mode)는 판 두

께의 중심축에 대하여 그 변위가 서로 반대칭인 분포를 가지며 입자의 평
균 변위가 z축 방향이므로 flexural mode 또는 transverse mode 라고도 하
고  ,  ,  ,·····로 표기한다. 판의 평면경계에서 응력이 0이어야 한다는
경계조건으로부터 대칭모드와 반대칭모드에 대한 판파의 위상속도를 구할
수 있는 Rayleigh-Lamb 주파수 방정식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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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대칭 모드
그림 3.1.1-51

(b)  반대칭 모드

0차 대칭 및 반대칭 판파의 변위 분포

대칭모드의 경우
tan(qh)
4k 2 pq
=− 2
tan( ph)
(q − k 2 ) 2

(3.3.1-2)

tan(qh)
(q 2 − k 2 ) 2
=−
tan( ph)
4k 2 pq

(3.1.1-3)

반대칭모드의 경우

여기서

2

p = kL − k 2

,

2

q = kT − k 2

이며

k는

파수(wave number), h는 두께이다.

위의 식들로부터 판파는 그 위상속도가 주파수의 함수로 주어지는 분
산 특성을 가짐을 알 수 있다. Rayleigh-Lamb 주파수 방정식을 수치해석
법으로 주파수를 연속적으로 변화시키면서 계산하면 위상속도의 분산곡선
을 구할 수 있으며 같은 주파수에서 서로 다른 모드가 나타남을 알 수 있
다. 그림 3.1.1-52(a)는 스테인레스 강에서의 판파의 위상속도의 분산을 보
여준다. 초음파 에너지의 전파속도는 위상속도(  )와는 다른 군속도(  )
로 나타내어 진다. 군속도는 실제검사에서 시간영역의 초음파 모드 확인과
반사파 거리 측정 등에 유용하게 사용된다. 군속도는 위상속도의 주파수에
대한 미분으로 다음 식과 같이 구해진다.
Cg =

Cp
fd ∂C p
1−
C p ∂ ( fd )

(3.1.1-4)

여기서 f는 주파수 d는 판 두께이다.
이 식으로부터 구해진 스테인레스 강에서의 판파의 군속도는 그림
3.1.1-52(b)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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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위상속도 분산선도
그림 3.1.1-52

(b) 군속도 분산선도

304SS 판에 대한 판파의 분산선도

판파를 발생시키는 방법은 그림 3.1.1-53과 같이 사각 쐐기를 이용하
는 방법과 빗살구조 판을 이용 하는 방법이 있다. 사각 쐐기를 이용하는
방법에는 일반 초음파 펄스 송수신장치에 의한 스파이크 펄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특정 모드의 신호를 발진시키기 위하여 특정 주파수의 tone
burst 신호를 발진시키는 방법이 있다. 스파이크 펄스를 이용하는 방법은
입사주파수가 일정 밴드폭을 가지므로 여러 가지 모드가 복합적으로 나타
날 가능성이 크며 tone burst 신호 발진법은 협대역 주파수 밴드폭을 가지
므로 특정 모드를 선택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

(a) 빗살구조 방식

(b) 사각 쐐기 방식

그림 3.1.1-53 웨이브가이드 초음파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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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드는 반대칭모드로 입자변위의 두께방향 수직성분이 커서 모드

변환효율이 좋다. 저차 모드인  판파가 여기될 수 있도록 입사주파수와
판 두께를 선정한다. 빗살구조 탐촉자의 압전재에 스파이크 펄스를 가해주
면 빗살의 주기와 같은 파장을 갖는 판파가 발생되어 웨이브가이드에 전
파된다. 입사주파수는 압전재의 공진주파수가 아닌 빗살의 주기에 해당하
는 주파수로 결정되므로 이 방식은 빗살의 주기를 적절히 가공함으로써
원하는 모드의 판파를 선택할 수 있다.
웨이브가이드가 그림 3.1.1-53과 같이 액체 내에 잠기면 웨이브가이드
내를 전파하던 판파가 액체내의 종파로 모드변환이 발생하며 액체내의 종
파는 다음 식의 임계각으로 전파한다.

sin θ =
여기서

VL 은

VL
Cp

(3.1.1-5)

액체내의 종파속도(물인 경우 상온에서 1480m/s이고 소듐인

경우 200℃에서 2450m/s)이고

Cp 는

웨이브가이드에서 전파되는 판파의

위상속도이다. 액체 내로 전파된 종파가 반사체에 반사되어 다시 돌아와
각도로 입사하게 되면 판파가 웨이브가이드에서 발생하게 되고 초음파 탐
촉자가 이 판파를 탐지하여 반사신호를 감지하게 된다. 이러한 모드의 변
환과정을 거쳐 웨이브가이드 센서의 송수신이 가능해 진다.

그림 3.1.1-54 웨이브가이드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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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54는 제작된 웨이브가이드 초음파센서의 실물 형상을 보여
준다. 스테인리스 강 재질로 제작된 웨이브가이드는 길이가 0.6m, 폭은
13mm, 두께는 1mm 인 얇은 판으로 이루어졌다. 이 웨이브가이드 초음파
센서는 쐐기 웨지에 의해 초음파가 발진하며 탐촉자의 공진 주파수는
1MHz로 설계되었다. 스테인리스 강은 고온 소듐에서도 변형이 적으며 소
듐과의 적심성(wettability)도 양호하여 초음파의 전파효율이 좋은 특성을
갖는다. 웨이브가이드 센서를 소듐이나 물속에 담그게 되면 모드 변환에
의해 종파가 방출된다. 웨이브가이드 센서에서 방출된 초음파는 물속에 반
사체가 존재하게 되면 이 반사체로부터 초음파신호가 반사하게 된다. 웨이
브가이드센서의 스캐닝을 통하여 수신된 반사신호를 이용하면 소듐내의
구조물의 형상을 가시화할 수 있고 구조물의 변형을 감지할 수 있으며 구
조물 내면으로 침투하여 반사된 신호로부터 내부 결함을 탐지할 수 있다.
그림 3.1.1-55는 초음파신호 송수신 특성과 웨이브가이드 센서의 적용가능
성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장치와 실험 block diagram을 보여준다. 초음파
송수신 장비는 주파수 변조가 가능한 Tone Burst 신호를 발생시킬 수 있
는 RITEC RAM-10000장비를 사용하였고 오실로스코프에서 초음파신호
를 관찰하였다. 초음파 탐촉자는 공진주파수가 1MHz인 1/2"X1" SWRI
탐촉자를 사용하였으며 가변각 웨지를 이용하여 입사각을 조절할 수 있게
하였다.

RAM-10000장비에서

입사주파수가

1MHz이고

펄스가

5개인

Tone Burst 신호를 발진시키고 펄스에코 방법으로 신호를 송수신하였다.

그림 3.1.1-55 웨이브가이드 초음파센서를 이용한
수중 C-scan 시험 장치와 block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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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브가이드 센서를 물속에 담그게 되면 모드변환에 의해 물속으로
종파가 방출된다.  판파의 위상속도는 2500m/s이고 물에서의 종파속도
는 1480 m/s이므로 방출각은 약 36° 정도가 된다. 웨이브가이드 센서에서
수중으로 방출된 초음파는 물속에 반사체가 존재하게 되면 이 반사체로부
터 초음파신호가 반사하게 된다. 웨이브가이드센서의 스캐닝을 통하여 수
신된 반사신호를 이용하면 구조물의 형상을 가시화할 수 있고 구조물의
변형을 감지할 수 있다. 그림 3.1.1-55와 같이 제작된 웨이브가이드 센서를
초음파 C-Scan 장비인 Panametric Multiscan System의 스캐너에 장착하
였고 수조 탱크에 ‘LMR’ 글자가 각인된 길이가 100mm이고 폭이 40mm,
높이가 15mm인 사각형 시험체를 수조에 설치한 후, 웨이브가이드 센서를
시험체로부터 30mm 상단에 위치하고 C-Scan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림 3.1.1-56 웨이브가이드 초음파센서를 이용한
수중 C-scanning 시험시 초음파 반사 신호
그림 3.1.1-56은 수중에서 웨이브가이드 센서의 끝단에서 반사되는 
판파 신호와 시험체의 상단면에서 반사되어 되돌아온 초음파신호를 보여
준다. 시험체 상단면 반사 신호에 게이트를 걸어 이 신호의 진폭과 시간
데이터를 스캐너의 X, Y 위치 값과 함께 저장하면 시험체 평면에 대한
C-Scan화상을 그림 3.1.1-57과 같이 얻을 수가 있다. 본 실험을 통하여 웨
이브가이드 센서를 이용한 수중 구조물의 영상을 가시화할 수 있는 가능
성을 입증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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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MR’ 글자 각인 사각형 block

(b) C-Scanning 영상

그림 3.1.1-57 웨이브가이드 센서에 의한 ‘LMR'글자 각인
사각형 block의 C-scanning 시험 결과
(3) 웨이브가이드센서 빔 방사각 변환 방법
웨이브가이드를 이용한 소듐내부가시화 초음파검사 기법 적용에 있어
서 초음파 센서가 고온 환경에 접촉하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인 환경에서
센서를 장시간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초음파 빔의 주사각 조정
및 스캐닝 제한 등 그 적용의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고 실험적으로 검증하여 그 적용가
능성을 확인하였다. 판을 따라 전파하는 판파는 전파 모드가 다양하며 각
모드마다 전파속도가 주파수에 따라 변화하는 분산(dispersive) 특성이 있
다. 판파의 여러 전파 모드 중에서 제 0차 반대칭(  ) 판파는 그림
3.1.1-56에서와 같이 판의 두께와 입사주파수의 곱 fd가 3이하인 저주파수
영역에서 위상속도가 주파수 변화에 따라 서서히 변화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즉, fd가 3이하인 분산 영역에서는 위상속도가 주파수의 함수
    가 되므로 주파수의 변화에 따라 빔 방사각(θ)이 주파수의 함수

θ=θ(f)로 변하는 물리적 특성이 있다. 입사펄스의 주파수를 변화시키고
 모드의 위상속도 주파수 변화 특성을 이용하면 웨이브가이드 센서의

초음파 빔 방사각을 변화시킬 수 있게 된다. fd가 3이하 영역의 적당한 주
파수 범위에서 입사펄스의 주파수를 변화시키면  판파의 위상속도  가
변화하게 되고 초음파 빔 방사각(θ)이 변화하게 되며 초음파 빔의 방향을
주파수 튜닝으로 변환 조정할 수 있다. 특히 fd가 1이하인 분산 영역에서
스테인리스 강 재질의 판인 경우 이 영역의  판파의 위상속도가
2700m/s이하이므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사각빔 초음파 웨지로는  모
드를 발진시킬 수 없다. Acrylic resin 또는 methyl methacrylate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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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머 재질로 제작되는 초음파 웨지는 종파 속도가 보통 2700m/s정도로
서  판파를 발생시킬 수가 없다. 이러한 문제점은 일반적인 고체 웨지
대신에 액체웨지를 사용하면 가능하다. fd가 1이하의 분산성이 큰 영역에
서는 종파속도(  )가 2000m/s 이하인 물(  =1480m/s)이나 글리세린( 
=1920m/s)과 같은 액체 웨지를 사용함으로써   판파를 발생시킬 수
있다. 그림 3.1.1-58은 액체웨지를 사용한 웨이브가이드센서와 모드변환에
의한 빔 방사 개념도를 보여준다. 입사펄스의 주파수를 변화시키면 판파의
위상속도  가 변화하게 되고 초음파 빔 방사각(θ)은 식     에
의해 결정된다. 입사펄스 주파수 변조에 따른  판파 모드의 빔 방사각
변환 특성을 검증하기 위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 장치는 그림 3.1.1-59
와 같이 웨이브가이드 초음파 센서와 초음파 신호를 송수신시키고 입사
주파수를 연속적으로 튜닝시킬 수 있는 신시사이저 펄스발생기와 컴퓨터
및 오실로스코프로 구성하였다.

그림 3.1.1-58 액체웨지를 사용한 웨이브가이드센서와 모드변환 빔 방사 개념도

그림 3.1.1-59

웨이브가이드 센서 방사각 변환 실험 개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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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브가이드 초음파 센서는 중심주파수가 1MHz이고 직경이 0.5인치
인 원형 초음파 탐촉자와 가변각 액체웨지 그리고 두께가 1mm인 스테인
리스 강 재질의 판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3.1.1-60은 주파수변조에 따라
초음파 빔 방사각이 변환되는 반사파의 영상으로서 입사주파수 변화에 따
라 초음파 방사빔이 조향(steering)되는 특성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그림
3.1.1-61은 입사펄스 주파수를 0.8MHz에서 1.2MHz까지 연속적으로 스윕
하면서 수평 평판 시험편과 ±2도 경사진 시험편에서 수신된 초음파의 진
폭분포를 보여 준다. 시험체의 경사도에 따라 진폭분포도의 중심주파수가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진폭분포도의 중심 주파수와 웨이브가
이드 판 두께의 곱에 해당하는  판파의 위상속도  로부터 초음파 빔
방사각을 알게 되고 이로부터 시험체의 경사도를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해 준다. 본 연구에서는  판파 모드의 분산 특성과 입사펄
스의 주파수 연속 변조방식을 이용하여 웨이브가이드 센서의 초음파 빔
방사각을 변환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 방법은 기계적
인 구동 없이 전자적 방식에 의해 웨이브가이드 센서의 빔 스캐닝을 가능
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입사 주파수의 연속적 스윕에 의한 수신파의 진폭
분포 중심주파수로부터 시험체의 경사각을 측정할 수 있게 해주며 또한
여러 개의 센서로 구동되는 위상배열 초음파 기능을 단일 센서로 구현함
으로써 단면 B-Scan 가시화가 가능하여 구조물 변형 모니터링, 소듐내부
가시화 및 액체금속로 가동중검사 기술로 응용이 가능하다.

그림 3.1.1-60 입사펄스 주파수 변조에 의한
초음파 방사빔 각도 변환 영상

그림 3.1.1-61 주파수 스윕에 의한 수평반사체와

±2도 경사시험체의 반사파 신호 진폭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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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내구조물 변형 감지 기술 개발
액체금속로는 500℃ 이상의 고온소듐 환경하에서 운전되기 때문에 원
자로 용기 및 노심을 비롯한 내부구조물 들은 고온 열변형 및 열손상의
발생 가능성이 크다. 특히 원자로용기와 용기 내의 원자로 배플 및 상부내
부구조물(UIS) 원통 등은 고온소듐의 자유액면 상하 이동으로 인한 반복
열피로 하중으로 열라체팅과 같은 고온 구조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고온
구조물에 유지하중과 반복하중이 조합하여 작용하면 라체팅 현상에 의한
크립-피로 손상이 발생할 수 있어 열라체팅의 발생을 조기에 탐지하는 것
이 내부구조물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열 라체팅은 고온 구
조물의 과대변형에 따른 치수 불안전성(dimensional instability)을 야기시
킬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고온 설계지침인 ASME-NH는 라체팅 변형률
의 제한치로서 수명기간 동안 변형률의 합이 모재에서는 1%, 용접재에서
는 0.5%가 넘지 않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액체금속로 원자로계통의 주요 구조물의 구조적 건전성은 주기적으로
수행되는 가동중검사에 의해 검증되어야 한다. 액체금속로 가동중검사 코
드인 ASME Sec. XI, Div. 3에서는 원자로 내부구조물에 대해서 육안검사
와 연속감시 또는 대체검사법에 의해 내부구조물의 손상을 탐지하여야 함
을 요건화하고 있다. 액체금속로 내부구조물의 손상탐지를 위한 가동중검
사법으로 대부분 육안검사가 적용되고 있지만 소듐의 불투명성으로 인한
육안검사의 제한성과 구조변형 손상의 정밀 탐상을 위해서는 새로운 대체
검사법이 요구되고 있다. 초음파검사 기술은 소듐의 불투명성을 극복하기
위한 소듐내부 가시화 기법에 적용되어 왔으며 구조손상 탐지에 유용한
방법으로 응용되고 있다. 액체금속로의 원자로 용기 및 내부구조물 들은
고온운전 환경으로 야기되는 열응력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대부분 박판구
조로 설계 제작된다. 이러한 박판 구조물에 초음파가 입사하게 되면 박판
구조물의 벽을 따라 판파(Lamb wave)로 불리는 유도초음파(guided
ultrasonic wave)가 발생하여 전파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소듐 액면 부
근에서 발생하기 쉬운 내부구조물의 열 라체팅 구조변형 손상을 유도초음
파를 이용하여 탐지할 수 있는 새로운 검사방법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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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초음파는 구조물의 기하학적 구조의 경계를 따라 길이 방향으로
전파하는 탄성파로서 종파와 횡파가 구조물의 경계면에서 모드 변환과 함
께 다중 반사되어 상호 간섭과 중첩됨으로써 발생하고 전파된다. 유도초음
파는 경계가 없는 무한 매질을 진행하는 체적파(종파와 횡파)와는 근본적
으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유도초음파는 무한한 전파모드가 존재하며
각 모드마다 전파속도가 주파수와 구조물 벽 두께에 따라 변화하는 분산
특성을 갖는다. 각 모드는 발생 및 전파 특성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적용
목적에 따라 유효 모드를 적절히 선정하여야 한다. 유도초음파의 모드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다음의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위상속도와
군속도의 분산선도에서 속도가 비교적 완만한 부분 즉, 분산성이 적은 모
드를 선정하여야 한다. 속도가 완만하게 변화하는 부분은 분산성이 작기
때문에 유도초음파의 파형의 폭이 작아지고 신호크기는 커지게 되므로 탐
지 분해능이 좋아진다. 둘째, 여러 모드가 발생하지 않는 주파수 영역을
설정한다. 분산선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x축은 주파수와 두께의 곱으로
되어 있어 적용 시험체의 두께에 따라 적절한 주파수 범위를 선정할 수
있다. 주파수와 두께의 곱 fd가 2 이상이 되면 1차 모드 이상의 판파가 여
기되며 4이상이 되면 2차 모드가 발생하기 시작한다. 고차 모드가 발생하
면 저차 모드와 함께 여러 모드가 동시에 발생하므로 유도초음파의 송수
신 신호가 복잡해 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fd를 4이하로 선정하며 0차 모
드의 유도초음파를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2이하로 설정해야 한다. 원통구조
물의 라체팅 변형을 탐지하기 위해서는 여러 모드가 중첩되어 발생하지
않는 저차 모드를 선정하고 분산성이 적은 주파수 대역에서 송수신이 이
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기준으로 라체팅 변형을 탐지할 수 있는 유효모드
로  모드를 선정하였다.  모드는 fd변화에 대하여 군속도가 일정하여
분산성이 적으므로 초음파의 전달효율이 좋다. 두께가 3mm인 원통 구조
물에서 fd가 2 이하인 영역의  유도초음파를 발진시키기 위해서는 초음
파 송수신 주파수를 0.5MHz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유도초음파는 여러 가지 모드들이 동시에 전파되기 때문에 수신신호
의 모드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간-주파수법에 의한 신호 분석 기법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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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필요하다. Transient 신호를 일반적인 Fourier transform을 적용하여 주
파수 성분을 분석하면 시간에 대한 정보를 잃어버리는 문제점이 있다. 여
러 모드가 동시에 전파되는 유도초음파의 신호분석을 위해서는 시간 정보
를 함께 표현하는 시간-주파수 분석기법의 적용이 필요하다. 시간 주파수
기법으로는 STFT(Short Time Fourier Transform)과 Wavelet Transform
등이 있으며 유도초음파의 모드 분석으로 STFT 법이 널리 응용되고 있
다. 시간영역의 신호 f(t)에 창문함수 h를 씌워 주파수 변환을 하는
STFT는 다음 식으로 정의된다.

STFT (ω ,τ ) = ∫

+∞

−∞

f (t )h(t − τ )e −iωt dt

(3.1.1-6)

STFT는 신호 f(t)에 대한 시간 τ와 주파수 ω근처에서의 정보를 제
공하므로 주파수에 따른 transient 신호의 전파시간 정보가 함께 나타나
각 모드의 분산 특성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고 이론적으로 구한 분산선도
와 비교함으로써 모드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열라체팅 구조시험을 거쳐 제작된 원통 구조물에 대하여 유도초음파
전파특성과 라체팅 변형 측정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하였다.
그림 3.1.1-62는 원통구조물의 시험 block diagram이며 그림 3.1.1-63은 실
제 수행한 실험 사진을 보여주고 있다. 실험에 사용된 초음파 송수신 장비
는 JSR DPR50+ Pulser/Receiver이고 LeCroy LC574A 오실로스코프에서
초음파신호를 관찰하였다.

그림 3.1.1-62 유도초음파 시험 block diagram 그림 3.1.1-63 열라체팅 시험에서의 유도초음파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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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입사각 : 36도

(b) 입사각 : 65도

그림 3.1.1-64 열라체팅 시험원통에서의 유도초음파
송수신 RF신호 및 STFT 결과 (0.5 MHz)

초음파 탐촉자는 공진주파수가 0.5MHz인 1/2＂x 1＂ 탐촉자(HaGi
Sonic LVA0.5-A1)를 사용하였으며 가변각 웨지를 이용하여 입사각을 조
절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론적으로 계산된 분산선도로부터 원하는 유도초음
파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적절한 입사각을 결정할 수 있다. 원통 시험편이
두께가 3mm이고 주파수가 0.5MHz일 때(즉, fd=1.5)  와  모드의 위
상속도가 각각 4700m/s와 3200m/s이므로 웨지에서의 입사각은 각각 36도
와 65도가 된다. 입사각을 조정함으로써  와  모드를 각기 따로 발진시
킬 수 있다. 본 실험에서는 그림 3.1.1-62와 그림 3.1.1-63에서와 같이 동일
한 입사각을 갖는 두개의 센서를 서로 마주보고 설치하고 입사각을 적절
히 조정하여 원통 시험편에 원하는 유도초음파 모드를 발진 시켜

회전하

여 돌아오는 초음파신호를 수신하게 하였다. 그림 3.1.1-64(a)는 입사각을
36도로 하였을 때에 수신된 RF신호와 STFT결과를 보여준다. STFT결과
로부터 주로  모드가 발생하며 부분적으로  모드가 발생함을 알 수
있다. 이 모드들은 분산성이 커서 신호 펄스 폭이 크게 나타나 신호 분별
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신호진폭이 급격히 감소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어
적합한 모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림 3.1.1-64(b)는 입사각을 65도로 하
였을 때에 수신된 RF신호와 STFT결과를 보여준다. STFT 신호처리결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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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도초음파가 큰 신호 진폭을 가지고 나타나며 앞부분에 아주 작은 

신호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유도초음파는 신호 진폭의 감쇠가 적으
며 원통시험편의 원주방향으로 여러 번 반복하여 회전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어 원통 구조물의 열라체팅 변형 탐지에 매우 유효한 것으로 판단된다.
열라체팅 변형에 의해 손상된 열라체팅 시험 원통은 축방향에 따라
외경과 원주길이가 변화한다. 이러한 열라체팅 변형을 측정하기 위해서 초
음파 센서를 원통 시험편의 축방향으로 스캐닝하면서  유도초음파의 반
복 회전되는 신호의 시간차를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3.1.1-14에 나타
내었다. 먼저 열라체팅 손상이 일어나지 않은 건전부에서 유도초음파 전파
시간차를 측정하여  모드의 전파속도를 측정한다. 열라체팅이 발생한
영역에서  모드의 전파시간차를 측정하여 건전부에서 측정된 전파속도
를 곱하면 원주길이를 추정할 수 있다. 표 3.1.1-14에 열라체팅 변형이 일
어난 부위에 대한 원주길이 측정 결과를 나타내었다. 원주길이 실측치와
유도초음파 전파시간에 의한 측정치의 오차는 약 1mm 이내인 것으로 나
타났으며 매우 정확하게 원통구조물의 원주길이 변화를 측정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열라체팅 손상에 의해 변형된 원통 시험편을 축방향으로 스캐
닝하면서  유도초음파의 반복 회전되는 신호의 시간차의 변화를 측정하
면 열라체팅 변형 발생과 그 정도를 판별할 수 있다. 고출력 초음파 송수
신 장치를 사용하여  모드를 발진시킬 경우 수 백 미터 정도 전파가 가
능하므로 액체금속로의 원자로 배플과 상부내부구조물은 두께가 25mm
정도이고 외경이 7m 정도인 박판 원통구조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100kHz이하의 저주파 초음파센서를 이용할 경우 충분히 라체팅변형 탐지
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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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14

유도초음파를 이용한 열라체팅 변형 측정시험 결과

원통 시험편
원주길이  모드 신호  모드
상단으로부터 위치 실측치
전파시간차
전파 속도

 모드에 의한
원주길이 측정치

70 mm

1882 mm

579.0 usec

3250.43 m/s

-

260 mm

1889 mm

580.9 usec

-

1888.2 mm

370 mm

1900 mm

584.5 usec

-

1899.6 mm

400 mm

1894 mm

582.5 usec

-

1893.3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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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기계계통 건전성평가 기술개발

3단계 연구내용의 기계계통 건전성 평가기술 개발에서는 고온구조 비
탄성거동 평가기술 개발, 고온 지진좌굴 해석체제 개발, 노심출구유동에
대한 상부구조물 해석체제개발, 노심 동적응답 해석코드개발 등의 4가지
항목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첫째로 고온구조 비탄성 거동 평가기술에서는 고온구조 비탄성 해석
코드를 비교분석하고 용접구조물 비탄성 변형률 평가기술과 파괴역학적
고온구조 평가기술을 개발하였으며, 고온 불연속구조물에 대한 크립-피로
손상시험을 수행하였다. 둘째로, 고온 지진좌굴 해석체제개발에서는 고온
열좌굴 발생기구를 규명하고 이에 따른 해석을 수행하였다. 셋째로 노심
출구유동에 대한 상부구조물 해석체제개발에서는 노심 출구 유속 분포에
따른 방어구조 평가와 유동기인 진동평가에 대한 해석절차를 정립하였다.
마지막으로는 노심 동적응답 해석코드 개발에서는 노심지진 해석에 필요
한 모델링 기법을 개발하여 SAC-CORE3.0에 적용하고, 입력지진 하중형
태에 따른 노심지진 응답특성을 평가하였다. 그리고 SAC-CORE3.0의 노
심 충돌해석 알고리즘을 개선하였고 축소규모 시험을 통하여 노심 동적응
답 해석코드의 신뢰성을 입증하였다.

1. 고온구조 비탄성거동 평가기술 개발
500℃ 이상 소듐환경에 노출되는 고온구조 비탄성거동 평가기술을 개
발하기 위해 1차년도에는 고온구조 비탄성해석코드개발(I), 비탄성변형률
해석기술개발, 고온 크립-피로 및 열라체팅 구조시험(I) 등을 통한 평가기
반을 구축하였으며, 2차년도에는 고온구조 해석코드분석, 용접구조물 평가
기술개발, 파괴역학적 고온구조평가기술개발과 크립-피로 손상시험(II)을
통한 평가 범위를 확장하였다. 3차년도에는 통합점소성 해석기능을 갖는
NONSTA 전산코드 개선, 용접부 비탄성해석 기술개발, 고온구조 LBB 평
가기술개발, 고온구조물 결함건전성 평가시험, 고온 용접용기 손상시험 및
고온구조 건전성평가용 재료특성시험 등을 수행하였다. 이로부터 액체금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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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고유한 고온 크립-피로거동 해석 및 건전성평가기술을 체계화할 수 있
는 고온구조 건전성평가 기본지침서(초안)를 작성하였다.



Part 1. 고온구조 설계지침(초안)
1. 개요
2. 일반 설계
2.1 응력 제한
2.2 변형률 제한
2.3 크립-피로 제한
3. 용기
4. 배관
5. 노심지지구조물
6. 펌프
7. 밸브
8. 제작 및 설치
9. 검사 및 시험

Part 2. 고온구조 건전성평가지침(초안)
1. 개요
2. 고온 크립-피로 균열 발생 평가
3. 고온 크립-피로 균열 성장 평가
4. 고온구조 LBB 평가
4.1 누설률 및 누설균열 크기
4.3 고온 LBB 평가절차
5. 용접부 비탄성평가
5.1 동종 용접부
5.2 이종 용접부
5.3 용접 잔류응력 평가

부록 A 라체팅 평가
부록 B 강화크립
부록 C 용접부 설계평가
부록 D 비탄성해석에 의한 평가
부록 E 배관 설계 대안
부록 F 벨로우즈

그림 3.2.1-1



부록 A 고온구조 비탄성해석 기술
A-1 비탄성해석 적용 방법론
A-2 ABAQUS를 이용한 비탄성해석
A-3 ANSYS를 이용한 비탄성해석
A-4 NONSTA를 이용한 비탄성해석

고온구조 건전성평가 기본지침서 목차

고온구조 건전성평가절차 기본지침서(초안)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작
성되는 것으로 그림 3.2.1-1과 같이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Part 1
에서는 액체금속로 고온구조 설계지침을 제시하고, 라체팅 및 크립-피로를
포함한 설계평가절차를 수록하였다. Part 2에서는 설계절차는 아니지만 고
온구조물에 균열이 발생하는 것과 발생한 균열의 성장평가 및 용접부의
비탄성평가 절차를 수록하여 건전성평가를 돕도록 하였다. 특히 기존의 유
한요소해석코드와 본 연구에서 개발한 NONSTA 코드를 사용한 상세 비
탄성해석 절차를 제시하여 표준화된 비탄성해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
코드는 향후 연구단계에서 추가적으로 수정보완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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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통합점소성 해석코드 개발
(1) NONSTA-VP 코드 개량
NONSTA-VP 코드는 그림 3.2.1-2와 같이 2단계에서 처음 개발된 것
으로 상용 유한요소해석 코드에서는 제공하지 않는 고온 금속구조물의 점
소성 거동해석영역을 포함한다. 기존의 NONSTA-VP에서는 주어진 구성
식으로부터 복잡한 선형화 과정을 거쳐서 복잡한 형태의 접선강성행렬을
계산하여 해를 구하는 과정을 밟았다. 선형화 과정에서 발생한 복잡한 단
계에서 발생하는 수치적 어려움 때문에 형상이 간단한 구조물에 대한 해
석에서는 문제가 없었지만 복잡한 구조물에 대해서는 수치적인 문제가 자
주 발생한 단점이 있었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구성식의 전체적인
선형화 과정을 단순화하고 구성식을 적분할 때 외연적(explicit) 적분법을
적용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인 NONSTA-VP2를 개발하였다.

그림 3.2.1-2 NONSTA 코드 개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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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해석모델의 구성
Chaboche의 통합 점소성모델은 등방성 재료에 대해 개발되었으며 속
도 의존성 변형기구와 소성 변형, 반복 변형 및 크립 변형의 변형기구를
포함하는 대표적인 구성식이다. 변형률 속도는 식 (3.2.1-1)과 같이 탄성
변형률 속도, 소성 변형률 속도로 분리할 수 있다.
ε&ij = ε&ije + ε&ijp + ε&ijth

(3.2.1-1)

탄성 변형률 속도는 식 (3.2.1-2)와 같이 Hooke's law에 의해 응력 속
도와 관련된다.
σ&ij = λδ ij ε&ekk + 2 µ ε&ije

(3.2.1-2)

여기서 λ와 μ는 Lame 상수이다. 열변형률은 식 (3.2.1-3)과 같이 온도변
화에 선형적인 관계로 표현된다.
ε&thij = α T&
δ ij

(3.2.1-3)

여기서 α는 열팽창률이다. 등가 소성 변형률 속도는 식 (3.2.1-4)의 유동
법칙에 의해 정의된다.
⎛ J (s − X) − R − k ⎞
p&= ⎜
⎟
K
⎝
⎠

여기서 편차 응력

1
sij = σ ij − σ kk δ ij
3

이고

J ( x) =

n

3
xij : xij
2

(3.2.1-4)
이다. 그리고    는 온

도 의존성 재료 상수이다. 소성 변형률은 식 (3.2.1-4)의 유동 법칙과 소성
변형률 방향 n으로 정의된다.

ε&ijp =
nij =

3
p&n
2

(3.2.1-5)

sij − Xij

J (s − X )

(3.2.1-6)

이력현상을 모사하기 위해 도입된 역응력(back stress)의 발전식은 식
(3.2.1-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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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
&
X&ij = Cε&
ij − γ ( p ) pX ij
3

(3.2.1-7)

− bp
여기서 γ ( p ) = γ ⎡⎣ a0 + (1 − a0 ) e ⎤⎦ 이고 C, γ, ao는 재료 상수이다.

반복 경화 혹은 반복 연화를 고려하기 위한 저지응력(drag stress)의
발전식은 식 (3.2.1-8)과 같다.

      


(3.2.1-8)

여기서 b와 Q는 재료상수이다.
식 (3.2.1-7)과 (3.2.1-8)은 모두 경화 항과 회복 항을 가지고 있으며
Bailey-Orowan law의 형태와 일치한다. 이는 고온에서 발생하는 경화와
회복의 경합 작용을 모사하기 위한 것이다. 식 (3.2.1-4)의 유동법칙을
GMR 방법(General Midpoint Rule : GMR)에 의해 선형화하면 식
(3.2.1-9)와 같이 표현된다.

           
  
 




(3.2.1-9)

식 (3.2.1-9)를 전개하면 다음과 같은 동적항복조건(dynamic yield
condition)을 구할 수

f = J ( sθ − Xθ ) − Yθ

있다.
⎧ Rθ + k
⎪
1/ n
Yθ = ⎨
⎛ ∆p ⎞
⎪ Rθ + k + K ⎜
⎟
⎝ ∆t ⎠
⎩

rate independent plasticty
rate dependent plasticty

(3.2.1-10)

식 (3.2.1-10)에서 속도의존소성 조건의 마지막 항이 통합점소성 모델
에 고유하게 적용할 수 있는 항복조건으로, 실제 통합점소성 이론에서는
항복조건이 없지만 선형화 작업과 수치화의 과정에서 편리성을 높이기 위
해 도입한 개념이다. 위 식에서 θ는 수치적분에서 내연적(implicit) 적분도
수행할 수 있도록 첨자로 두었지만 외연적 적분을 수행할 경우 0 값을 갖
고 반복 작업시 다음 번의 값은 이전 상태의 값으로 결정되어 계산과정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다만 시간 증분의 크기가 해를 구할 때 수렴성
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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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구성식의 적분
비탄성 구성식은 여러 상태 변수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다원 일차
미분방정식의 형태이다. 기존에 개발된 다양한 적분법을 이용하여 구성식
을 적분할 수 있으나 유한 요소법을 이용한 구조해석 코드에서는 적분법
의 선정에 주의를 기해야 한다. 평형 방정식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내연적
방법을 사용하는 유한요소 해석코드의 경우 접선 강성 행렬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 행렬은 적분 계산과정과 일관되게 구해야 한다. 이러한 제한 조
건으로 비탄성 구성식의 적분은 오일러 법과 같은 선형화 방법을 주로 사
용한다. 앞에서 설명한 구성식을 간략히 표현하면 식 (3.2.1-11)과 같이 나
타낼 수 있다.

y&= f (y, t )

(3.2.1-11)

각 인자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구성식을 적분하기 위하여 일반 중간
점법을 이용하여 선형화할 수 있다. 식 (3.2.1-11)을 GMR을 이용하여 선
형화하면 식(3.2.1-12)가 된다.
∆y = f (y θ , t + θ∆t )∆t

(3.2.1-12)

여기서 θ는 0에서 1사이의 임의의 수이며 중간점에서의 변수 y θ = y t + θ∆y
이다. GMR은 중간점에서의 변화율을 이용하여 변수의 증분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θ가 0인 경우 외연적 오일러법, θ가 1인 경우 내연적 오일러법
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외연적 오일러법을 적용하여 수치 적분을 수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는데 이때 각 변수의 증분은 모두 초기 속도
를 이용하여 계산된다.
식 (3.2.1-10)의 동적항복조건을 이용하면 접선강성행렬을 다음과 같
이 유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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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13)

이다. 외연적 시간

적분법의 정확도는 시간 증분에 매우 민감하다. 시간 증분이 커지면 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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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증가하고 매 증분마다 오차가 누적되어 발산하는 경향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내연적 적분법인 GMR 방법을 적용하여 개발하였던
NONSTA-VP 프로그램을 외연적 적분법을 이용하여 개량한 NONSTA
-VP2 코드를 산업재산권 등록하였다.

(2) 결합탄소성 해석코드(NONSTA-EP) 개발
(가) NONSTA-EP 코드 수렴성 개선
액체금속로의 고온구조물에 크립을 동반하는 소성변형의 경우에는 앞
에서 설명한 NONSTA-VP 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있지만 크립은 발생하
지

않고

고온

탄소성

거동만

보일

경우의

해석에

적용하기

위해

Chaboche 결합형 탄소성 모델을 범용 유한요소해석코드인 ABAQUS의
부프로그램인 NONSTA-EP로 개발한 바 있다. 이를 라체팅현상과 같은
고도의 비선형 해석이 요구되는 문제에 적용하는데 형상이 단순한 구조해
석에서는 수렴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복잡한 구조형상과 열과도하
중에 대한 해석에서 수렴성 문제가 대두되어 개선의 필요성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복잡한 결합경화 탄소성 구성식의 선형화 및 수치화 과정을 재점
검하고 프로그램을 전면적으로 수정하였다.
우선 NONSTA-EP 프로그램에 적용된 결합경화 탄소성 구성식에서
핵심이 되는 부분인 편차응력(s)의 발전식과 역응력(X)의 발전식, 저지응
력(R)의 발전식 및 항복조건은 각각 다음과 같다.
2
p
&
ij − γ ( p ) pX ij
sij = 2µ eijel = 2 µ (eij − eijp ) , X&ij = 3 Cε&

R&= β (Q − R) p&,

f = J ( s − X ) − Rθ − k

(3.2.1-14), (3.2.1-15)
(3.2.1-16), (3.2.1-17)

위의 식들을 선형화하는 과정에 중간점법을 적용하고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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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θ − Xθ ) ⎢1 + θ ⎛⎜ 3µ +
⎢⎣

중간점에서 항복조건

⎝

⎤
Xt
∆p
C⎞
pr
⎥ = sθ −
⎟
Φ ⎠ J ( sθ − Xθ ) ⎥⎦
Φ

f = J ( s − X ) − Rθ − k 이

(3.2.1-18)

만족해야 하고 consistency

조건이 만족해야 하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 식으로 표현된다.
X ⎞
⎛
⎛ 3µ C ⎞
+ ⎟ ∆p − Rθ − κ
G (∆p) = J ⎜ sθpr − t ⎟ − θ ⎜
Φ
⎝
⎠
⎝ Ω Φ⎠

(3.2.1-19)

여기서 G(Δp)=0을 만족하는 Δp를 구하고 (i+1)번째 Δp는 (i)번째 결과
로 다음과 같이 구한다.
∆p ( i +1) = ∆p ( i ) −

G ( ∆p ( i ) )
⎛ ∂G ⎞
⎜ ∂ ( ∆p ( i ) ) ⎟
⎝
⎠

(3.2.1-20)

유한 요소해석에 적용되는 접선강성행렬(tangent modulus)은 다음
식으로 표현된다.
⎡
⎛ 3θµ∆p ⎞
2 ⎛ 3θµ∆p ⎞ ⎤
∂∆σ ij = ⎢κ − µ ⎜1 −
δ ∂∆ε kk + 2µ ⎜1 −
⎟ ∂∆ε ij
pr ⎟ ⎥ ij
3 ⎝
σ θ ⎠⎦
σ θpr ⎠
⎝
⎣
⎡ 9 µ 2θ ⎧⎛
⎞
∂σ
2 Φ′ ⎫ ⎤
+ ⎢ pr ⎨⎜ σ θ − θ ∆p ⎟ + θ C ( ∆p ) 2 ⎬⎥ nij nkl ∂∆ε kl
∂∆p ⎠
Φ ⎭⎦⎥
⎣⎢ σ θ G′ ⎩⎝
9 µ 2θ∆p Φ′ t
+ pr
X ij nkl ∂∆ε kl
σ θ G′ Φ 2

⎛

여기서

(3.2.1-21)

X ⎞

σ θpr = J ⎜ sθpr − t ⎟ σ = J ( s − X )
θ
θ 이다.
Φ ⎠, θ
⎝

기존의 NONSTA-EP에서는 복잡한 결합경화 탄소성 구성식을 각각
GMR 방법으로 선형화한 뒤 비선형 연립방정식을 Newton-Raphson 방법
으로 풀도록 하였다가 매 iteration마다 함수값의 계산이 필요한 NewtonRaphson 방법 대신 유한차분 자코비 행렬을 이용한 Broyden 방법으로 전
환한 바 있지만 해의 수렴성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이는 행렬의 역행렬
계산 등 복잡한 수치계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러가 누적되기 때문인 것
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구성식의 선형화 과정을 단순화하
여 G(Δp)=0을 만족하는 Δp만 구하면 이것으로 편차응력, 역응력, 저지응
력을 구하도록 하여 풀이 과정을 단순화하였기 때문에 수렴된 해를 쉽게
구할 수 있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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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R 방법을 이용할 경우(θ=0.5) 해의 동요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는 중간점에서만 항복조건을 만족시키기 때문으로 변형률 증분이 증가할
수록 실제 해와 차이가 나게 된다. 이전 프로그램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시간증분조절 기법을 적용하여 에러가 제한값을 넘는 경우
시간증분을 줄이도록 하였는데 만일 특정 요소에서만 에러가 큰 경우 이
를 줄이기 위해 시간증분이 매우 작아질 뿐 아니라 전체 시스템의 평형식
과 시간 적분을 반복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고 이 과정에서 해의 요동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Multistep Integration 기법을
도입하여 해의 요동 및 시간증분 조절 문제 해결을 시도하였다. Multistep
Integration 방법은 주어진 변형률 증분에 대하여 시간적분을 수행하고
updated value로 계산된 항복조건이 제한값보다 클 경우 다시 N개의
substep으로 나눈 후 각 substep에서 계산을 수행하는 방법이다. 그림
3.2.1-3은 Multistep Integration을 적용해서 단순인장해석을 수행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10개의 시간증분만 사용한 Multistep 방법을 적용한 결과
가 244개의 시간증분을 사용한 결과와 잘 일치하여 사용의 효율성을 보여
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기존의 NONSTA-EP
코드를 개량하여 NONSTA-EP2 코드로 개발 등록하였다.

200

Stress (MPa)

150

100

50

0
0.000

1 step explicit(244 increment)
multistep explicit(100 increment)
multistep explicit(10 increment)

0.002

0.004

0.006

0.008

0.010

Strain

그림 3.2.1-3 Multistep Integration을 적용한 단순인장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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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NONSTA 재료상수 결정 방법론 개발
(가) 재료실험 결과를 이용한 최적상수 결정
NONSTA 코드의 비탄성 재료상수 값들은 해석 결과에 중요한 영향
을 미치기 때문에 신뢰성 있는 재료상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고온 환경에
서 여러 가지 재료시험 데이터가 필요하고 또한 상수 값을 결정하기 위한
최적방법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재료의 특성 데이터를 EXCEL로 확
보하고 이를 이용하여 상수들을 결정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개발하였는데
절차를 간략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이동경화 상수 C, γ 구하기
변형률 제어 시험을 수행하여 안정화 곡선에서 변형률 범위와 응력범
위의 반값을 취하고 이 과정을 여러 가지 변형률 범위에 대하여 수행하면
그림 3.2.1-4와 같은 주기곡선(cycle curve)을 구할 수 있다. 이동경화항은
주기곡선을 이용하여 구하는데 Masing's rule에 따라 재료의 인장 경화 특
성까지 모사하게 된다. 하지만 엄밀하게 주기곡선과 단순인장곡선은 차이
가 있기 때문에 단순 인장곡선을 사용하여 이동경화항을 구하면 주기곡선
을 충분히 모사하지 못할 수 있고 역으로 주기곡선을 사용하면 인장곡선
을 잘 모사하지 못할 수 있다.

∆σ/2

∆ε/2
그림 3.2.1-4 주기곡선(Cycle Cu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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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률제어 반복 인장-압축 시험에서 인장과 압축시 대칭적인 반응을
하게 된다면 응력범위의 절반값은 인장 첨두응력값과 같게 된다. 여기서는
인장 첨두응력 σ t 를 사용하는데 σ t 는 식 (3.2.1-22)와 같이 표현된다.
σt =

1
⎛ γ∆ε p ⎞
n
tan h ⎜
⎟ + Q + κ + K ( ε&p )
γ
⎝ 2 ⎠

c

(3.2.1-22)

우측 첫번째 항은 이동경화응력을 나타내고 Q는 각 사이클 안정화시
의 등방경화 응력의 점근값을 나타내고 κ는 탄성역의 크기를 나타내고 마
지막 항은 점성응력 σv를 나타낸다. 식 (3.2.1-22)의 양변을 소성변형률 범
위의 절반에 대해 미분하면 식 (3.2.1-23)과 같다.
⎛ γ∆ε p ⎞
c
∂σ t
= ⋅ γ ⋅ sec h 2 ⎜
⎟
∆ε p γ
⎝ 2 ⎠
d
2

(3.2.1-23)

그림 3.2.1-4의 x-축을 소성변형률범위로 바꾸고 y-축은 탄성역의 크
기만큼 제하고 다시 표현하면 그림 3.2.1-5와 같이 되는데 이 곡선을 식
(3.2.1-24)로 curve fitting한다.
⎛ ∆ε ⎞
σt = K ⎜ p ⎟
⎝ 2 ⎠

n

(3.2.1-24)

그림 3.2.1-5의 적합곡선을 찾을 때 데이터의 수가 많으면 양변에 로
그를 취하면 그림 3.2.1-6과 같이 되고 식 (3.2.1-24)는 식 (3.2.1-25)와 같
이 되어 절편값이 ln K 가 되고 기울기가 n 이 되어 적합식을 찾게 된다.

∆σ/2-κ

ln∆σt

Ln(K)

∆εp/2
그림 3.2.1-5 주기곡선의 변형

ln∆εp/2

그림 3.2.1-6 주기곡선의 수치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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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ε p

ln δ t = n ln

2

+ ln K

(3.2.1-25)

이제 식 (3.2.1-24)의 양변을 소성변형률범위의 절반값에 대해 미분하
면 식 (3.2.1-26)과 같다.
⎛ ∆ε p ⎞
dσ t
= nK ⎜
⎟
∆ε p
⎝ 2 ⎠
d
2

n −1

(3.2.1-26)

식 (3.2.1-23)과 식 (3.2.1-26)을 least square 방법으로 일치화하면
C/ γ 와 γ 값을 구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임의의
⎛ ∆ε ⎞
Fi = nK ⎜ pi ⎟
2 에 대하여
⎝ 2 ⎠

∆ε pi

n −1

를 계산한다. Least square 방법은 에러

값인 식 (3.2.1-27)을 최소화하는 것인데 식 (3.2.1-28)과 식 (3.2.1-29)와
같이 C / γ 와 γ 에 대한 미분값이 영이 되도록 한다.
⎛ γ∆ε pi ⎞ ⎤
⎛c ⎞ N ⎡
c
f ⎜ , γ ⎟ = ∑ ⎢ Fi − ⋅ γ ⋅ sec h 2 ⎜
⎟⎥
γ
⎝γ
⎠ i =1 ⎣
⎝ 2 ⎠⎦

⎛ γ∆ε pi ⎞
⎜
⎟
2 ⎠
c
i =1
⎝
= N
γ
⎛ γ∆ε pi ⎞
γ ∑ Fi ⋅ sec h 4 ⎜
⎟
i =1
⎝ 2 ⎠
N

∂f
=0
c
∂

2

∑ F ⋅ sec h

(3.2.1-27)

2

i

⇒

γ

⎛ γ∆ε pi ⎞ ⎤
2 ⎛ γ∆ε pi ⎞
tan h ⎜
⎟ ⎥ ⋅ sec h ⎜
⎟
2
c i =1 ⎣
⎝ 2 ⎠⎦
⎝ 2 ⎠
=
N
γ
⎛ γ∆ε pi ⎞ ⎡
⎛ γ∆ε pi ⎞ ⎤
γ ∑ sec h 4 ⎜
⎟ ⎢1 − γ∆ε pi tan h ⎜
⎟⎥
i =1
⎝ 2 ⎠⎣
⎝ 2 ⎠⎦
⎡

N

∂f
=0
∂γ

(3.2.1-28)

∑ F ⎢1 − γ

∆ε pi

i

⇒

(3.2.1-29)
식 (3.2.1-28)과 식 (3.2.1-29)에서 γ 값을 변화시키면서 C / γ 값을 구
해서 그림 3.2.1-7에 나타내었고 두 직선의 교점이 구하고자 하는 ( γ ,
C / γ ) 값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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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C/r

300

y = -0.848x + 374.6
R2 = 0.968

250
200

y = -0.606x + 320.4
R2 = 0.9098

150
100

계열1
계열2
선형 (계열1)
선형 (계열2)

50
0
0

50

100

150

200

250

300

r

350

그림 3.2.1-7 이동경화 상수 결정선도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여기서 제시된 방법의 주목할 점은 이동경
화 상수를 구할 때 식 (3.2.1-23)과 식 (3.2.1-26)에서 보듯이 등방경화 응
력과 점성응력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 15% 냉간가
공된 316L 강에 대하여 600℃에서 ±0.4%, 0.5%, 0.75%, 1%의 변형률 범
위에 대하여 반복 인장-압축시험을 수행한 결과로부터 각 사이클 시험에
서 안정화된 값을 표 3.2.1-1에 나타내었다.
표 3.2.1-1 안정화된 주기곡선값















 

0.004

370.0364

0.002882

0.001441

0.005

398.39595

0.004434

0.002217

0.0075

440.71365

0.008854

0.004427

0.01

467.25205

0.01348

0.00674

표 3.2.1-1의 결과를 이용하여 위에서 제시한 방법을 EXCEL에서 처
리한 과정을 표 3.2.1-2에 나타내었고 그림 3.2.1-7에 두 선도로 표현되는
데 교점의 값은 224와 185이다. 즉, γ 값은 224이고 C는 41,440MPa이다.
여기서 탄성역의 크기를 나타내는 κ는 각 변형률 범위에 대한 탄성역의
평균값을 취하여 176MPa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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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2 EXCEL을 이용한 이동경화 상수 결정 과정

점성 응력 상수 K, n 구하기
통합점소성 구성식이 기존의 소성 구성식과 가장 큰 차이점을 보이는
것이 점성 응력항 σv의 사용이다. 점성응력은 시간에 의존하는 소성응력의
크기를 나타내어 과응력(over-stress)으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크립이나 응력완화와 같은 장시간의 시험 데이터를 이용하여 구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크립이나 응력완화와 같은 장시간의 시험데이터는 시험하기
도 쉽지 않고 데이터를 구하기도 쉽지 않다.
σ

a2

∆σ a

a1

ε&
2
ε&
1

ε
p
ε&ap = ε&
a
1

2

그림 3.2.1-8 변형률속도에 따른 인장곡선
따라서 다음과 같이 변형률 속도가 다른 두가지 인장 시험데이터를
사용하여 점성응력 상수를 구하는 방법을 도출하였다. 변형률 속도가 각각

&
ε&
1 과 ε 2 인 인장곡선을 그림 3.2.1-8에 나타내었는데 a1점과 a2점에서 응력
의 차 ∆σ a 는 식 (3.2.1-30)과 같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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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p 1n
p n⎤
&
∆σ a = K ⎢( ε&
−
ε
( a1 ) ⎥
a2 )
⎣
⎦

(3.2.1-30)

소성 변형률속도는 다음과 같다.
⎛ dσ ⎞
ε&⎜
⎟
&
σ
dε ⎠
ε&p = ε&− ε&el = ε&− = ε&− ⎝
E
E

(3.2.1-31)

즉, 소성 변형률속도는 tangent modulus인 E*를 알면 구할 수 있다.
⎛

ε&p = ε&⎜1 −
⎝

전변형률은

탄성변형률과

E∗ ⎞
⎟
E ⎠

(3.2.1-32)

소성변형률의

합으로

표현되며

식

(3.2.1-33)과 같이 Ramberg-Osgood 관계로 모사할 수 있다.
1

⎛ σ ⎞ n∗
+⎜ ∗ ⎟
ε = ε +ε =
E ⎝K ⎠
el

p

σ

(3.2.1-33)

Tangent modulus를 구하여 적용하는 것보다 식 (3.2.1-33)의 변형률
을 응력에 대해 미분하면 식 (3.2.1-34)와 같이 tangent modulus의 역수가
되고 이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1

−1

dε 1
1 ⎛ σ ⎞ n∗
1
= + ∗ ∗ ⋅⎜ ∗ ⎟
= ∗
dσ E n K ⎝ K ⎠
E

(3.2.1-34)
1

⎛ σ ⎞ n∗
ε =⎜ ∗⎟
식 (3.2.1-33)에서 우변의 소성변형률 항
⎝ K ⎠ 은 각각의 다른
p

두 변형률속도를 적용하여 구한 인장곡선을 curve fitting하여 구하는데 이
때 양변에 로그값을 취하여 ln σ = n∗ ln ε p + ln K * 인 관계를 이용하면 n*와
p
K*값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이제 임의의 ε i 값에 대하여 소성변형률속도
p
ε&
i 를 구할 수 있고 ∆σ i 값도 구할 수 있으므로 least square 방법으로 점

성응력상수 K, n을 구할 수 있다. 편의상 식 (3.2.1-30)에서 1/n을 n%로 하
고 식 (3.2.1-35)의 에러를 식 (3.2.1-36)과 같이 최소화하면 식 (3.2.1-37)
과 식 (3.2.1-38)과 같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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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
p n
&p ⎤
f ( K , n%) = ∑ ∆σ i − K ⎡⎢( ε&
2 ) − ( ε1 ) ⎥
⎣
⎦
i

)

2

(3.2.1-35)

∂f
∂f
= 0,
=0
∂K
∂n%

K=

∑ ∆σ ⎡⎣⎢(ε& ) − (ε& )
i

K=

i

i

%
p n
2 i

⎤
⎦⎥

&
p n
1 i

% 2
p n
1 i

∑ ⎡⎢⎣(ε& ) − (ε& )
i

∑ ∆σ

%
p n
2 i

i

(3.2.1-36)

⎤
⎥⎦

(3.2.1-37)

⎡ln ( ε&p ) ( ε&p )n%− ln ( ε&p ) ( ε&p )n%⎤
2 i
2 i
1 i
1 i ⎥
⎣⎢
⎦

n%
n%
n%
n%
∑i ⎡⎣⎢(ε&2p )i − (ε&1p )i ⎤⎦⎥ ⎡⎣⎢ln (ε&2p )i (ε&2p )i − ln (ε&1p )i (ε&1p )i ⎤⎦⎥

(3.2.1-38)

식 (3.2.1-37)과 식 (3.2.1-38)에서 n% 값을 바꿔가면서 여러 개의 i 값
에 대한 값들을 이용하여 두개의 선도를 그리면 만나는 교점이 구하고자
하는 ( n%, K) 값이 된다.

600

σ

500
400
300
200

0.02%
0.20%

E=153000MPa

100

εp

0
0

0.005

0.01

0.015

0.02

0.025

그림 3.2.1-9 변형률속도에 따른 인장곡선
본 연구에서 냉간가공된 316L 스테인레스강에 대하여 0.2%/sec와
0.02%/sec의 속도로 인장시험을 수행한 결과를 그림 3.2.1-9에 나타내었고
이 결과로부터 앞에서 설명한 과정을 EXCEL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과정
을 표 3.2.1-3에 나타내었다. n%값을 바꿔가면서 계산된 K 값들을 그리면
그림 3.2.1-10에 보인 것과 같이 되고 두 선도의 교점은 (0.123, 176)이 되
어 n=8.13, K=176MPa을 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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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3 EXCEL을 이용한 점성응력상수 결정 과정

220

K
y = 522.42x + 111.05

210
200
190
180
y = 259.89x + 143.46
170
계열1
계열2
선형 (계열2)
선형 (계열1)

160
150
0.1

0.12

0.14

0.16

0.18

n%
0.2

그림 3.2.1-10 점성응력 상수 결정선도

등방경화 상수 b, Q 구하기
통합점소성 구성식에서 등방경화항은 반복하중이 작용할 때 주기경화
(cyclic hardening) 또는 주기완화(cyclic softening)를 모사하는 역할을 하
고 있다. 주의할 점은 단순 등방경화모델 자체만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의
인장곡선을 사용하여 인장경화를 모사하도록 할 수 있지만 결합경화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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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통합점소성모델에서는 재료의 인장경화는 탄성역의 크기와 이동경화
응력이 모사하도록 하고 등방경화항은 그림 3.2.1-11에 보인 것과 같이 주
기경화나 주기완화와 같은 거동을 모사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σ

σ

εp

εp

그림 3.2.1-11 주기경화현상(좌)과 주기완화현상(우)

Chaboche 통합점소성구성식에서 인장첨두응력은 식 (3.2.1-39)와 같
이 표현된다.
1

σ t = R + κ + X + K ( ε&p ) n

(3.2.1-39)

여기서 R은 등방경화응력, κ는 탄성역의 크기, X는 이동경화응력을 나타
내고 마지막 항은 점성응력 σv를 나타낸다. 등방경화응력과 탄성역의 크기
는 식 (3.2.1-40)과 같다.
1

R + κ = σ t − X − K ( ε&p ) n

이동경화응력은

X=

C

γ

tanh

γ∆ε p
2 로 표시되고 앞에서 구한 C,

(3.2.1-40)

γ 값을 사용

하면 구할 수 있고 점성응력도 앞에서 구한 K, n 값을 사용하면 구할 수 있
다. 따라서 시험에서 구한 인장첨두응력을 사이클 번호에 맞추어 구하고 각
각의 이동경화응력과 점성응력을 구하면 식 (3.2.1-40)의 값을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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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성변형률속도는

ε&p = ε&⎜1 −
⎝

E∗ ⎞
⎟
E ⎠ 로 구하는데 각 사이클의 peak 점들
1

n
에서는 일정한 값을 갖는다고 볼 수 있으므로 앞에서 점성응력 K ( ε&p ) 을

구할 때 사용했던 값들을 사용하면 된다. 하중 사이클에서 N번째 누적소
성변형률 PN은 식 (3.2.1-41)과 같이 구한다.
PN =

N
∆ε1p
+ 2 ∑ ∆ε i p
2
i =2

(3.2.1-41)

− bp
등방경화응력 R = Q (1 − e ) 은 초기값을 영으로 가정한 경우의 식이

고 p 값이 증가함에 따른 점근값이 Q가 되는데, 초기값을 Ro으로 표시하
고 양변에 로그값을 취하면 식 (3.2.1-42)와 같다.
ln ( R − Q ) = ln ( Ro − Q ) − bp

(3.2.1-42)

여기서 주의할 점은 탄성역의 크기를 나타내는 κ의 영향이다. R+κ
값이 사이클 수가 증가함에 따라 값이 커지면 주기경화를 나타내고 값이
작아지면 주기연화를 나타내게 된다. 따라서 주기연화의 경우에는 Q값이
음수가 되어야 적절한 모사가 이루어짐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다음 식
(3.2.1-43)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σ max )i − (σ max )0
= 1 − e − bp
(σ max ) ss − (σ max )0

(3.2.1-43)

여기서 첨자 i는 i번째 사이클, o는 초기 사이클, ss는 안정화된 사이클을
나타낸다. 따라서 식 (3.2.1-43)의 분모는 Q와 같은 역할을 하고 첨두응력
의 변화정도를 curve fitting하면 b 값을 구할 수 있게 된다.
본 연구에서 냉간가공된 316L 스테인레스강에 대해 ±1% 변형률범위
로 주기시험을 수행한 결과 약 100사이클 정도에서 안정화되었는데 사이
클 수에 대한 인장첨두응력을 그림 3.2.1-12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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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

σt

510
500
490
480
470
N

460
0

20

40

60

80

100

120

그림 3.2.1-12 냉간가공 316L강의 주기연화 거동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냉간가공된 스테인레스강은 주기하중에 대하여
주기연화거동을 보이고 있고 이를 모사하기 위해서는 각별한 주의가 요망
된다. EXCEL을 이용하여 표 3.2.1-4에 나타낸 것과 같은 절차를 따르면
그림

3.2.1-13과

같이

표현되는데

여기서

등방경화상수들을

구하면

b=0.93, Q=55MPa, Ro=101MPa이 된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 개발한
NONSTA-VP 프로그램에서는 등방경화 초기항 Ro 값을 0으로 가정하였
고 또한 Q 값이 양수가 되면 주기경화거동을 보이게 되므로 R 값 자체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R+κ 값을 이용하고 적절한 κ 값을 선택하여 주기연화
거동이 모사되게 해야 한다. 식 (3.2.1-43)을 EXCEL로부터 구하여 그림
3.2.1-14와 같이 curve fitting하여 b, Q를 구하면 b=0.97, Q=-52MPa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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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4 EXCEL을 이용한 등방경화상수 결정 과정

(σ max )i − (σ max )0
(σ max )ss − (σ max )0

ln(R-Q)
4.5
ln(R-Q)
선형 (ln(R-Q))

4

1

0.9

3.5

0.8

3

0.7

2.5

0.6

y = -0.9258x + 3.8309

2

0.5
0.4

1.5

0.3

1

L/M
1-exp(-bp)

0.2

0.5

0.1

0
0

1

2

3

p

p

0
0

0.5

1

1.5

2

2.5

3

그림 3.2.1-13 등방경화 상수 결정선도

그림 3.2.1-14 등방경화 상수 결정선도

(방법 1)

(방법 2)

(나) 실험데이터와 비교에 의한 재료상수의 조정방법 지침
본 연구에서는 Chaboche의 결합경화모델을 장착한 NONSTA-EP 코
드를

개발하여

라체팅과

같은

고도의

소성변형

거동을

해석하고

Chaboche의 통합점소성모델을 장착한 NONSTA-VP 코드를 개발하여 크
립을 포함한 시간 의존 소성변형 거동을 신뢰성 있게 해석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왔다. 결합경화모델은 등방경화와 이동경화를 동시에 고려
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최근에 범용 유한요소해석코드인 ABAQUS에
combined hardening 모델이 유사하게 장착되어 본 연구에서 개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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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STA-EP와 같은 결과를 생산하고 있지만, NONSTA-VP의 경우에
는 아직도 ABAQUS나 ANSYS와 같은 범용유한요소해석코드에 같은 기
능을 갖는 고도의 비탄성 모듈이 장착되어 있지 않아 본 연구에서 진행하
고 있는 코드 개발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또한 NONSTA-EP(또는
ABAQUS Combined Hardening Model)와 NONSTA-VP를 신뢰성 있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구성식에 포함된 재료상수들을 적절하게 결정해야 하
는데 이는 어디에서도 제공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재료상수들을 결정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또한 필요한 물성시험을 수행
하여 재료상수들을 결정하고, 결정된 재료상수들이 미치는 해석 영향을 살
펴서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전체적인 재료상수 결정 과정의 흐름은 다양한 재료시험 데이터를
curve fitting 하는 것인데 구체적인 단계에서는 다양한 방법론이 적용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상황에서 재료의 복잡한 거동을 완벽하게 따라가는
재료상수의 결정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목적에 맞는 최적의
재료상수 결정방법을 찾는 것이 무척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
NONSTA-EP와 VP에 사용되는 재료상수들 중에서 등방경화와 이동
경화 상수들은 유사한 방법으로 구하지만 VP의 경우에는 점성응력항의
추가로 인한 차이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유의하여야 한다. 본 절에서는 각
각의 코드에 대하여 구한 재료상수 값들이 실험데이터와 얼마나 일치하는
지 살펴보고 사용자 지침을 제시하였다.

NONSTA-EP (ABAQUS Combined Hardening Model)
재료의 탄성역의 크기 상수인 κ 값은 여러가지 변형률 범위에 대한
탄성역의 평균값을 취하였고 등방경화 상수인 b, Q 값은 재료의 주기연화
거동 자료를 사용하여 구하였다. 이동경화 상수인 C, γ 값은 원칙적으로
주기곡선을 사용하여 구하는 것인데 여기서는 주기곡선을 사용한 경우와
단순인장곡선을 사용한 경우를 적용하여 비교하였다. 결정된 재료상수 값
들은 표 3.2.1-5에 수록하였다. 사용재료는 15% 냉간가공된 316L 스테인
레스강이고 적용온도는 6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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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5 NONSTA-EP, Combined Hardening Model 재료상수값
(316L CW, 600℃)

E(GPa)
Case 1
155
0.309
Case 2
155
0.309

(MPa) C(MPa)
260
68770
260
104000

299
400

b
0.86
0.86

Q(MPa)
-57
-57

표 3.2.1-5를 보면 이동경화 상수값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같은 값들이
고 이동경화 상수의 경우에는 Case 1에서는 주기곡선을 이용하여 구하였
고 Case 2는 단순인장곡선을 사용하여 구한 결과이다. 이렇게 구한 재료
상수값들을 이용하여 600℃에서 ±0.4%, 0.5%, 0.75%, 1%의 변형률 제어
하중을 가한 비탄성해석을 수행하여 실험데이터와 비교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림 3.2.1-15와 그림 3.2.1-16은 첫번째 사이클의 비탄성해석결과를
실험결과와 비교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Case 2의 경우가 4가지 변형률
범위 하중에 대하여 실험결과에 가까운 것을 알 수 있다. 그림에서 실험결
과는 선없는 부호로 표시되었다. 또한 그림 3.2.1-17과 그림 3.2.1-18은 안
정화된 사이클에서 비탄성해석결과와 실험결과의 비교를 보여주고 있는데
Case 2의 경우가 실험결과와 잘 일치함을 볼 수 있다.

그림 3.2.1-15 1st cycle 해석결과 비교

그림 3.2.1-16 1st cycle 해석결과 비교

(Case 1 재료상수)

(Case 2 재료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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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17 안정화 사이클 해석결과

그림 3.2.1-18 안정화 사이클 해석결과

(Case 1 재료상수)

(Case 2 재료상수)

그림 3.2.1-19는 비탄성해석으로 여러 가지 변형률범위 하중을 적용하
여 구한 주기곡선과 실험결과에서 얻은 주기곡선을 비교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동경화 상수를 구할 때 Case 2에서 단순인장곡선을 사용한 결과
가 조금 더 우수한 결과를 나타냄을 알 수 있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경우를 살펴본 결과 결합경화 모델을 사용할 경
우 사용자는 적절한 재료상수를 구해야 하는데 등방경화 상수는 반드시
주기강화나 주기연화 거동 자료를 사용하여야 하고 이동경화 상수는 주기
곡선과 단순인장곡선을 모두 사용할 수 있지만 주기연화 성질을 갖는 냉
간가공된 스테인레스강을 사용할 경우에는 단순인장곡선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그림 3.2.1-19 비탄성해석 및 실험의 주기곡선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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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STA-VP
Chaboche의 통합점소성 구성식을 적용한 NONSTA-VP의 재료상수
를 결정할 때에는 여러가지 재료상수들이 서로 복잡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고 적절한 방법을 앞 절에서 제시하여
상수값들을 결정하였다. 또한 표 3.2.1-6에 보인 것과 같이 몇 가지 다른
방법을 적용하여 재료상수를 결정한 결과를 적용하여 실험결과와 비교분
석을 수행하였다.
표 3.2.1-6에서 Case5는 결합경화모델에서 Case1과 같은 등방경화상수
와 이동경화상수값을 사용하였고 다만 탄성역의 크기를 나타내는 κ 값을
구할 때 점소성모델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장 보수적인 값을 사용하였고
Case6은 앞 절에서 상수결정 과정을 설명하면서 구한 값을 나타내었다.
Case7은 결합경화모델의 Case2와 같은 물성치에 점성응력상수 값을 추가
한 것이고 Case8은 점성응력상수를 인위적으로 작게 만들어 영향을 살펴
본 경우이다. Case6a는 Case6의 경우 등방경화 상수가 주기연화를 모사하
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적절한 κ값을 구하여 등방경화상수를 재
결정한 경우이고 Case7a는 결합경화모델의 Case1의 물성치에 점성응력상
수만 추가한 경우이다.

표 3.2.1-6 NONSTA-VP 재료상수값(316L CW, 600℃)
E(GPa

K(MPa

C(MPa)

)

)

n

b

Q(MPa
)

Case5

155

0.309 172

68770

299

176

8.13

1.08

-52

Case6

155

0.309 172

41440

224

176

8.13

0.93

55

Case7

155

0.309 260

104000

400

176

8.13

0.86

-57

Case8

155

0.309 172

68770

299

10

1

1.08

-52

Case6a

155

0.309 279

41440

224

176

8.13

0.97

-52

Case7a

155

0.309 260

68770

299

176

8.13

0.86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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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20 NONSTA-VP 해석결과

그림 3.2.1-21 NONSTA-VP 해석결과

(1st cycle)

(안정화 사이클)

그림 3.2.1-20과 그림 3.2.1-21에 첫번째 사이클과 안정화된 사이클에
서의 NONSTA-VP를 사용한 해석결과와 실험결과의 비교를 각각 나타내
었는데 Case6a가 가장 우수한 결과를 보여줌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절에
서 제시한 NONSTA-VP의 상수결정 과정에서 탄성역의 크기만 주기완화
거동을 모사할 수 있도록 수정한 두 번째 방법으로 사용자들에게 권장하
는 방법이다. 그림 3.2.1-22는 Case6a의 재료상수를 사용한 경우 100사이
클에 대한 주기완화거동 결과를 보여준다.

그림 3.2.1-22 316L CW 재료의 주기완화 거동 모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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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NONSTA-VP의 재료상수 결정방법을 분석하여 사용자
를 위한 최적방법을 제시하였는데 점성응력의 영향분석과 점성응력 상수
값의 적절성은 아직도 연구중에 있다. 이를 위하여 동일 재료의 크립데이
터의 수집이 어렵기 때문에 응력완화 실험을 수행하고 있고 이를 활용한
점성응력 상수 K, n의 결정방법도 재모색하여 영향분석을 마치면 최종적
으로 사용자지침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결정된 재료상수들을 적
용하여 다양한 구조물에 다양한 하중을 적용한 구조해석을 통하여 적용성
과 신뢰성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4) NONSTA 코드 재료상수 영향 민감도 분석
본 연구에서 개발한 NONSTA 프로그램은 라체팅현상과 크립-피로와
같은 고도의 비선형 해석이 요구되는 문제에 적용되고 있는데 구성식이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료상수들이 사용되고 있다. 이들 재료상수값
들은 여러 가지 온도에서 다양한 변형률 조건을 부여한 저주기 피로실험
및 크립실험 결과로부터 구해야 하는데 나라마다 같은 재료이더라도 재료
실험 결과가 차이가 나고 또한 재료상수를 구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표준화된 상수값이 제공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험데이터로부터 재료상수를 구하는 방법을
개발하는 한편 재료상수 값의 변동이 비선형 해석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향후 해석 결과의 신뢰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반복 변위하중 및 반복 힘하중
그림 3.2.1-23에 보인 것과 같이 SS316 평판에 반복 변위하중과 힘하
중을 가하는 경우 이동경화 상수 C, γ와 등방경화 상수 b, Q의 변화가
cyclic hardening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적용온도는 550℃, 재료물
성치는 E=155.3GPa, υ=0.305, κ=89MPa이고 C, γ, Q, b의 기준값은 각
각 40600MPa, 139.4, 95.6MPa, 50.4이다. 여기에 C, γ, Q, b의 값들을 각
각 20%씩 증가하거나 감소시키는 경우를 살펴보고 또한 모두 20%씩 증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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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감소시키는 경우의 11가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하중의 크기를 20%와
40%씩 증가 또는 감소시켜 cyclic hardening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반복하중

4m

(D isp l, L o ad )
5m m
150M Pa

1m

200
150

50

tim e (s)

250

-5 m m
-1 5 0 M P a

그림 3.2.1-23 결합탄소성 구성식의 재료상수
영향 분석을 위한 반복하중 해석모델

그림 3.2.1-24에 응력과 소성변형률의 이력을 나타낸 것과 같이 이동
경화 상수 C, γ의 값이 커지면 소성기울기가 증가하고 등방경화 상수 Q,
b의 값이 커지면 주기경화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그림
3.2.1-25에 다섯 가지 변형률범위 하중에 대하여 안정화된 사이클에서의
응력범위와 소성 변형률범위를 표시하였는데 전형적인 주기경화 거동을
볼 수 있고 또한 재료상수 값이 증가할수록 탄성영역이 증가하는 주기경
화 양상이 뚜렷함을 알 수 있다. 재료상수의 값이 ±20% 변함에 따라 소
성변형률 범위는 ±6.3% 정도 변화하고 응력범위 값은 ±6% 정도 변화하
였다. 반복 변위하중 대신 반복 힘하중을 가하였을 경우는 재료상수 값의
변화에 따른 소성변형범위의 증감이 두 배 이상 커짐을 알 수 있었다

그림 3.2.1-24 결합경화 상수에 따른 응력-변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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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25 응력범위와 소성변형률범위 곡선

하중의 속도가 다른 비대칭하중(Unsymmetric Loading)
반복하중의 속도에 대한 특성을 살펴보았다. 일반적으로 고온 구조용
강은 변형율제어 피로시험에서 fast tension-slow compression 하중을 가하
면

대칭하중의

경우와

피로수명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데

slow

tension-fast compression 하중을 가하면 피로수명이 단축되는 것으로 알려
졌다. 속도의존 하중에 대한 소성 응답을 적절히 모사하기 위해서는 항복
응력을 속도의 함수로 지정하는 등의 별도의 소성 모델을 사용하여야 하
는데 본 연구에서는 현 상태의 NONSTA 프로그램이 별도의 수정 없이
속도의존 하중에 대하여 어떻게 거동하는지 550℃의 일정 고온 상태에서
재료상수의 값의 변화를 주면서 분석해보았다. 인장-압축 속도가 각각
10−5 / s 와 10−3 / s 의

속도로 교대로 변하는 경우와

10−4 / s 로

일정한 경우와 비교

하였고 결합탄소성 재료상수값은 20%씩 증가, 또는 감소시켜서 영향을 살
펴보았다. 결합경화모델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상수값이 ±20% 변할 때
응력범위의 값은 그림 3.2.1-26에 나타낸 것과 같이 ±6% 변하였는데
slow-fast 하중과 fast-slow 하중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결합탄소성 모델이 속도의존 소성해석 기능을 가지려면 별도의 수정
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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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26 비대칭하중에 대한 결합탄소성 해석결과

NONSTA-VP의 이동경화와 등방경화 성격은 결합탄소성 모델과 유
사하나 추가적으로 소성 변형률 속도 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크립 재
료상수는 고정해두고 C, γ, Q, b만 결합경화모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변
화시켜보았다. 응력범위 값은 재료상수의 값의 변화(±20%)에 따라 ±8%
정도 변화하여 결합탄소성 경우보다 조금 증가하였고 그림 3.2.1-27에 보
인 것과 같이 slow-fast 하중의 경우 인장 항복이 일찍 발생하고 fastslow 하중의 경우 압축 항복이 일찍 발생하여 hysterisis 곡선의 경향은 차
이가 있지만 하중의 경우가 달라도 총응력범위는 같게 나타나 충분한 속
도 의존 거동은 나타내지 못하였다.

그림 3.2.1-27 하중속도에 따른 VP 해석결과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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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가 다른 하중의 작용 순서 영향(Load Sequence Effect)
고온 구조물의 피로손상을 평가시 일정한 크기의 하중이 작용하지 않
고 크기가 변하는 하중이 작용하면 하중의 크기가 작용하는 순서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3mm와 ±5mm의 두가지 다른 크기의
변형 제어하중이 작용하는 순서가 바뀌었을 때와 이들 하중이 평균응력을
갖도록 이동하였을 경우에 대하여 재료상수들의 값을 변화시키면서 응답
특성을 분석하였다.
결합탄소성 재료상수 C, γ, Q, b의 값은 앞 절에서와 같이 20%씩 증
가한 경우와 감소한 경우를 적용하여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림 3.2.1-28은
작은 반복하중 후 큰 반복하중을 받을 경우 응력과 소성변형률을 보여 주
는데 지속적으로 경화가 발생하고 재료상수 값이 커질수록 소성기울기와
경화의 크기가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2.1-29는 큰 반복하중 후
작은 반복하중이 작용할 때 시간에 대한 소성변형률의 이력을 나타내는데
큰 하중이 작용할 때 초기에 소성변형이 크게 발생하여 조금씩 줄다가 작
은 하중이 작용할 때 소성변형이 일정하게 되어 거의 탄성거동을 하게 됨
을 알 수 있다. 즉, 초기에 큰 경화가 발생한 영향으로 작은 반복하중에
대해서는 셰이크다운 거동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재료상수 값이 커지면 작
은 반복하중 구간에서 추가 소성 변형이 발생하고 마찬가지로 셰이크다운
거동을 하고 있다. 작용하중을 0.2mm 만큼 평균 인장하중을 작용하도록
이동시켜 적용한 경우는 각각 초기에 평균응력 영향으로 shift가 발생한
후 나머지 거동은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

그림 3.2.1-28 재료상수에 따른 탄소성거동

그림 3.2.1-29 재료상수에 따른 탄소성거동

(LS #1)

(LS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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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립 재료상수 영향분석
NONSTA-VP의 재료상수 중에서 소성 경화를 모사하는 C, γ, Q, b
의 값은 각각 40600MPa, 139.4, 95.6MPa, 50.4로 하고 초기 탄성역의 크
기는 점소성 모델에서는 작은 값을 사용하기를 권장하기 때문에 6MPa을
사용하였고 크립변형을 모사하는 K, n의 값은 기본값을 150MPa, 12로 하
고 이를 각각 20%씩 증감시키면서 영향을 분석하였다. 316 스테인레스강
에 550℃의 고온 환경에서 그림 3.2.1-30에 보인 것과 같이 277시간의 고
온 유지시간을 갖는 반복 변위하중을 5사이클 적용한 비탄성 해석결과 그
림 3.2.1-31과 같이 총변형률과 응력 이력을 얻었다. 그림 3.2.1-31의 왼쪽
축은 응력값을 나타내고 오른쪽축은 변형률을 나타낸다.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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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Displ) 550°C
5mm

100

0.001

50

0.0005

0

1,000,20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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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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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30 고온유지시간을 갖는 변위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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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31 시간이력 응력-변형률선도

예측한 것과 같이 변형 제어하중을 가하였기 때문에 변형률은 피로거
동만 보이고 있고 유지시간동안 크립으로 인한 응력완화 거동이 나타났는
데 하중 사이클이 진행할수록 주기경화 양상을 나타냈다.
그림 3.2.1-32는 K와 n 값을 변화하였을 때 응력-변형률 선도를 보여
주는데 K 또는 n 값이 증가할수록 큰 경화가 발생하고 유지시간 동안 응
력완화가 커진다. 그림 3.2.1-33은 K, n 값에 따른 응력완화와 응력범위를
비교한 것인데, K, n 값이 50% 증가하면 응력완화는 30% 증가하고 응력
범위는 46% 증가하였는데 K 값이 일정하고 n 값만 커질 경우 소성기울
기와 경화는 증가하는데 유지시간동안 응력의 완화크기는 크게 영향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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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았고 이는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응력의 수준과 K 값의 비에 따
라서 크립 거동이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즉, K 값은 점소성 변형률의 기
울기가 급격히 변하는 응력의 크기를 나타내고 n은 그 때의 기울기의 변
화에 영향을 주는 인자임을 확인하였다.

그림 3.2.1-32 K, n값에 따른 응력-변형률선도

그림 3.2.1-33 응력범위와 완화응력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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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고온구조 비탄성 해석 및 평가기술 개발
(1) 비탄성변형률 해석기술 개발
(가) 고온 탄성추종 거동해석 및 평가기술
탄성추종(elastic follow-up) 거동은 그림 3.2.1-34와 같이 구조적으로
취약한 부위와 강한 부위가 연결되어 있는 불연속 부위에서 취약 부위에
변형이 집중되고 강한 부위로 인해 취약부위의 비탄성 변형이 더욱 증가
하고 응력은 완화되는 현상을 가리키는데 구조설계에서 가능하면 탄성추
종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실제 구조설계에서 이
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탄성추종 현상
을 분석하고 L-형 불연속구조물을 사례로 단순 평가방법 절차와 상세 비
탄성해석과 비교 평가하였다. 또한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의 고온구조
설계코드에 반영된 탄성추종 평가기술을 분석하였고 대표적인 고온 불연
속구조물인 tubesheet와 tube의 연결부에 대하여 단순 평가 방법을 적용
하고 또한 상세 비탄성해석을 수행하여 비교분석하였다.
탄성추종거동 해석평가를 위해 선정한 열교환기 내부의 SS316으로
만든 tubesheet와 tube 불연속구조물을 그림 3.2.1-35에 보였는데 tube 부
위가 tubesheet과 온도가 250℃로 같다가 1000초 동안 온도가 상승하여
300℃의 온도차가 발생하여 278시간 동안 유지되는 하중을 적용하였다. 따
라서 Tube 부위가 반경방향으로 α×ΔT×R=0.003m 더 팽창하게 되는 변
위하중을 받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그림 3.2.1-34 탄성추종 현상

그림 3.2.1-35 Tube to tubesheet 해석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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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에는 ABAQUS의 8절점 축대칭 요소인 CAX8을 317개 사용하고
절점의 수는 1106개이다. 결합경화모델에 Power Law 크립을 연계한 해석
과 NONSTA-VP를 사용한 해석을 수행하고 해석 결과를 그림 3.2.1-36과
그림 3.2.1-37에 비교하였다.
결합경화 모델의 경우 그림 3.2.1-36과 같이 축방향 응력이 고온 유지
시간이 시작하는 A점에서 유지시간이 끝나는 B점으로 전형적인 탄성추종
거동을 보여주고 있는데 NONSTA-VP의 경우에는 변형률 제어 응력완화
거동만 보여주고 있다. 그림 3.2.1-36의 탄성추종 거동을 유지시간이 30만
시간

지속된다고

가정하고

결합경화모델을

이용하여

평가하면

그림

3.2.1-38과 같고 이때 탄성추종계수는 q로 나타내었다. 그림 3.2.1-36에서
결합경화 해석결과를 이용한 탄성추종계수 q는 다음 식과 같이 구한다.
q = 1+

E (ε p − ε el )
= 1.66
σ el − σ p

(3.2.1-44)

영국, 프랑스, 일본에서는 탄성추종계수를 일반적으로 3이라는 보수적
인 값을 사용하고 있는데 본 해석에서 구한 결과도 q=3의 보수성을 검증
해주었다. VP 해석결과로부터 구한 q 값은 1에 가까운데 실제의 현상은
결합경화 해석이 더 가까울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VP 모델에 대한 추
가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VP에 적용한 통합형 점소성 구성식은 응력수준
과 재료상수의 상관관계에 따라서 급격한 점소성 흐름이 생산될 수 있고
이것이 전체적인 불연속구조의 거동을 얼마나 잘 모사할 수 있는지 면밀
한 연구검토가 필요하다.

그림 3.2.1-36 축방향 응력-변형률

그림 3.2.1-37 원주방향 응력-변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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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38 30만시간 탄성추종

(나) 주기적 강화크립 해석 및 평가기술
고온구조물에서 이차응력이 일차응력과 연계되어 일차응력만 작용하
는

경우보다

크립변형이

추가적으로

더

발생하는

현상을

강화크립

(enhanced creep)이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강화크립 현상과 평가기술을
분석하였고 core 응력 개념을 이용한 강화크립 평가기술을 좀 더 체계화
하고 상세 비탄성해석 기술과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미국의 ORNL에서
Benchmark 문제로 시험 및 해석하였던 304 스테인레스강 배관의 경우에
적용하여 평가, 분석하였다. 그림 3.2.1-39는 ORNL Benchmark 배관의 형
상과 제원 및 작용하중을 보여주는데 배관 내부 소듐의 온도는 593℃에서
100초만에 427℃로 떨어지고 7000초 동안 유지되었다가 6시간 동안 서서
히 593℃로 높아져서 154시간 동안 고온상태로 유지된다

그림 3.2.1-39 강화크립 분석을 위한 ORNL Benchmark 배관 제원 및 작용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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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배관 외부는 단열이 되어 있고 내부의 압력은 5MPa로 유지되
다가 소듐의 온도가 저온일 때 잠시 제거되었다가 고온 유지시간 동안에
는 다시 5MPa 상태로 유지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저온 열충격시 발생하
였던 높은 응력상태에서 서서히 온도를 높임으로써 발생한 잔류응력이 고
온 유지시간 동안 크립 특성으로 인해 재분포가 진행되면서 중심응력은
완화되고 크립변형이 증가하는 강화크립의 발생이 예측된다.
해석에는 ABAQUS의 결합탄소성 모델과 Power Law 크립을 사용하
였고 그림 3.2.1-39의 하중을 5사이클 적용한 해석결과 배관 외면의 원주
방향 변형률은 그림 3.2.1-40과 같이 하중 사이클이 진행할수록 조금씩 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ORNL의 시험결과와 비교적 잘 일치하고 있다.
배관 외면에서의 원주방향 응력과 변형률을 그림 3.2.1-41에 나타내었는데
표시한 것과 같이 고온유지시간 동안 응력은 완화되면서 변형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2.1-40 배관 외면 hoop 변형률

그림 3.2.1-41 배관 외면 hoop 응력-변형률

그림 3.2.1-42 배관 내면 hoop 응력-변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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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43 배관 응력 재분포

그림 3.2.1-42는 배관 내면의 원주방향 응력-변형률을 나타내고 그림
3.2.1-43은 배관의 두께에 걸쳐 원주방향응력이 고온유지시간이 시작할 때
와 끝날 때의 응력의 분포를 나타내는데 중심응력(core stress)의 완화가
잘 보이고 있다.
단순평가법의 절차는 등가크립응력계수 Z를 적용하여 중심응력을
σ c = Z ⋅ σ yL

로 구한 뒤 크립변형의 증가(δ)를 에너지 소멸 법칙에 따라 다

음 식으로 계산하면 한 사이클에 대한 강화크립이 된다.

δ=

σ c2 − σ l2
σc

(3.2.1-45)

완화응력 σ l 은 완화응력을 유지시간동안 Isochronous 곡선에 적용하여
구한 비탄성변형과 위에서 구한 강화크립을 더한 값이 실제 구조물이 겪
는 비탄성변형을 포괄할 수 있도록 정하는데 본 해석에서는 압력하중으로
유발된 원주방향 응력 53.5MPa을 사용하여 강화크립을 위 식으로 계산하
여 0.02%를 얻었다.
한편 앞의 비탄성 해석결과인 그림 3.2.1-43을 이용하여 고온유지시간
이 시작할 때의 중심응력이 고온 유지시간 동안 완화되는 두 응력값을 사
용하면 0.004%의 강화크립을 얻었고, 그림 3.2.1-41의 원주방향 비탄성 응
력-변형률 선도에서 직접 구하면 0.006%를 얻었다. 하지만 그림 3.2.1-41
의 응력-변형률 선도는 배관 외면에서의 값을 의미하므로 배관의 두께 전
체에 걸쳐서 발생할 수 있는 변형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는 점
을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상세 비탄성 해석 결과를 직접 사용하는 방법은
그림 3.2.1-43과 같이 두께에서의 응력 재분포 양상을 구하여 이를 위식에
적용하여 강화크립을 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ORNL Benchmark 문제를 해석 평가한 비탄성해석 결
과가 ORNL 실험결과와 비교적 잘 일치하여 검증할 수 있었다. 또한 core
응력 개념을 적용한 단순평가법으로 계산한 강화크립이 상세 비탄성해석
으로 평가한 결과보다 상당히 커서 보수성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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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분리형과 통합 점소성 해석 비교분석
본 연구에서는 개발한 NONSTA-VP를 적용한 고온구조물의 통합형
점소성 해석을 수행하여 해석절차를 확립하였고 이를 범용 유한요소해석
코드에서 제공하고 있는 분리형 점소성 해석결과와 비교분석하였다.
분리형 점소성 해석과 통합형 점소성 해석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 L형 불연속 구조물에 힘, 변위, 고온유지시간을 갖는 열과도 하중 등 다양
한 크립-피로 하중을 가한 비교해석을 수행한 결과, 그림 3.2.1-44와 그림
3.2.1-4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통합형 점소성 해석이 고온에서 하중이 유지
되는 동안 응력완화 현상과 크립변형 발생을 보다 뚜렷하게 모사할 수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반복 변위하중을 적용한 경우, 분리형 점소성해석은
주로 응력완화와 크립변형의 복합 양상을 나타내었는데 비해 통합형 점소
성해석에서는 크립의 발생보다는 응력완화 거동이 지배적임을 나타내었다.
반복 힘하중을 적용한 경우는 분리형 점소성 해석이 크립거동이 지배적이
지만 응력완화 거동도 나타내는데 비해 통합형 점소성 해석은 유지시간
동안 응력완화보다 크립이 지배적인 거동을 뚜렷하게 나타내었다.

그림 3.2.1-44 응력-변형률 이력

그림 3.2.1-45 응력-변형률 이력

(변위하중)

그림

3.2.1-46은

고온

(힘하중)

유지시간을

갖는

열과도

하중에

대해

NONSTA-VP코드 및 기존의 비탄성해석 모델들을 사용한 해석 결과를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는데 각 모델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NONSTA-VP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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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 경우와 결합경화를 사용한 해석 결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NONSTA-VP를 사용한 경우에는 크립 거동에 영향을 주는 K, n의 값에
따라 결과 값의 변동이 크게 나타났는데 문헌에서 수집한 두 가지 값을 사
용한 해석 결과를 그림 3.2.1-47에 나타내었다. 통합 점소성 구성식을 사용
할 때에는 적절한 재료상수를 구해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임을 확인
할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엄선된 재료 실험 결과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그림 3.2.1-46 응력-변형률 선도비교 그림 3.2.1-47 NONSTA-VP 결과비교

(1사이클)

(5사이클)

다축 응력을 유발하는 하중이 non-proportional인 특이하중인 경우에
대하여

비교분석을

수행하였다.

Non-proportional

하중은

일반적인

proportional 하중과는 달리 다축 응력 또는 변형률의 비가 일정하지 않고
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변형률이 다음 식과 같으면 proportional 하중이
다. 여기서 E는 시간에 의존하지 않는 텐서량이다.
ε ij = g ( t ) E ij ,

g (t ) : 시간의 함수(스칼라)

(3.2.1-46)

Proportional 하중에서는 최대 주응력 방향이 하중의 이력 동안 일정
하게 유지되는데 비해 non-proportional 하중에서는 주응력 방향이 계속
변하게 된다. 편차응력과 비탄성 변형률 속도벡터 방향이 지속적으로 변하
게 되어 소성 변형률 증분이 항복곡면에 수직하지 않게 되고 편차응력 벡
터 방향과도 일치하지 않게 되어 Prager나 Ziegler의 이동경화 가설이 적
절하지 않게 된다. 초기 항복조건에 대한 Von Mises 모델은 비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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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proportional 하중에 대한 재료의 거동을 잘 모사하는 것으로 알려졌
는데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결합탄소성 모델과 NONSTA-VP는 Von
Mises의 항복함수를 이용하고 있고 이들 거동을 비교분석하였다. 그림
3.2.1-48과 그림 3.2.1-49는 non-proportional 하중에 대한 해석결과 인장과
전단 변형률 및 응력곡선을 보여주고 있는데 인장방향과 전단방향으로의
경화 거동을 잘 나타낸다.

그림 3.2.1-48 인장과 전단 변형률 곡선 그림 3.2.1-49 인장과 전단 응력 곡선

그림

3.2.1-50은

5가지

변형률

범위에

대하여

결합경화모델과

NONSTA-VP의 해석결과로부터 응력범위와 변형률범위를 proportional 하
중과 non-proportional 하중 및 단순인장 곡선과 비교하였다. 결합경화모델
결과가 그림 3.2.1-50의 상단 데이터이고 NONSTA-VP 사용 결과가 하단
데이터인데 사용된 재료상수들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량적인 비교는 어렵
지만 두 가지 모델 모두 non-proportional 하중에 대한 추가 경화(extra
hardening) 양상을 잘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결합경화 모델의
경우

proportional

하중에

대한

결과가

단순

인장곡선에

가깝고

NONSTA-VP의 경우는 non-proportional 하중에 대한 결과가 단순 인장곡
선에 가까운 차이점이 발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개발한 통합형 점소성 해
석코드인 NONSTA-VP와 범용 비탄성 해석코드인 ABAQUS의 결합경화모
델이 모두 non-proportional 하중을 포함한 다축응력하중에 대하여 구조물의
거동을 모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확인하였지만 이에 대한 실험 결과를
입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해석의 신뢰도까지 평가하지는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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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50 Non-proportional 반복하중에 대한 주기경화 비교

(2) 용접구조물 비탄성해석 평가기술 개발
용접구조물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비탄성해석 및 평가기술의 정립
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각국의 고온 용접구조 설계 및 평가지침의 최근
연구개발 현황을 먼저 소개하고 용접구조물의 라체팅 평가 및 용접부 잔류
응력 평가 등을 수행하였다. 용접부 잔류응력 평가연구에서는 기존의 영국지
침(R6, BS7910)보다 단순하면서도 보수성이 작은 포괄적 잔류응력 분표선도
를 개발했고, 잔류응력의 고온 응력 재분포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다.
고온 구조설계를 위해 미국, 프랑스, 일본 및 영국 등은 고온 설계지
침을 이용하여 일반적으로 구조물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인 용접부 설계를
수행하고 있다. 미국의 ASME-NH에서 용접평가 부분은 이미 1980년대
후반에 개발된 것이며 설계지침이 다루고 있는 재료 물성치가 일부 재료
로 국한되어 있어 용접설계가 소수의 재료에 대해서만 가능하다는 제약이
있다. ASME-NH의 가장 최신 버전인 2004년판에는 Mod.9Cr-1Mo강
(9Cr-1Mo-V)에 대한 물성치가 추가되었다.
프랑스의 RCC-MR 설계지침은 용접부 고온 설계에 대해 비교적 상
세한 절차를 제시하고 있다. 설계 재료의 물성치 데이터 부록인 A3에는
많은 재료가 나열되어 있지만 세부 각 물성치 항목에서는 필요한 물성치
가 누락되어 있는 부분이 많아 실제로 설계에 사용할 수 있는 재료는
316LN과 304SS 등을 포함한 일부 재료에 국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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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고속증식 실증로인 DFBR의 설계를 위해 개발된 DDS 설계지
침은 다년간 용접구조물에 대해 다양한 구조시험 및 해석을 수행하여 개
발된 것으로, 종전 몬주 원자로의 설계지침인 BDS에 비하여 비교적 상세
한 용접설계 절차를 제시하고 있다. DDS는 일본의 액체금속로 전용으로
개발된 316FR강 및 Mod.9Cr-1Mo강 등의 신 재료에 대한 물성치를 포함
하고 있다. 그러나 DDS의 용접설계 지침도 역시 316FR강 및 Mod.9Cr1Mo강 등의 일부 재료에 대한 절차를 제시하고 있으며 모재와 용접재가
동일한 동종(similar) 용접에 대해서만 설계절차를 제시하고 있다.
영국은 고온 용접구조물 설계지침으로서 단행본으로 된 설계절차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BS5500과 ASME-NH 및 ASME-NB 등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영국은 고온 설계지침보다는 현재 가동 중인 신형가스냉각
로(AGR) 및 액체금속로용의 건전성 평가지침으로서 고온에 대해서는
R5], 그리고 저온 구조물에 대해서는 R6 절차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British Energy가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R5의 용접구조물 평가와 관련하
여 Volume 6에는 2.25Cr-1Mo 및 316SS강 재료에 국한된 평가절차가 제
시되어 있고, Volume 7에는 Cr Mo V 재료에 국한된 동종 용접에 대한
평가절차가 제시되어 있다. 저온 용접부의 잔류응력 평가절차는 R6의
Section II.7에 제시되어 있으며 영국의 표준평가절차인 BS7910도 결함이
존재하는 용접구조물의 저온 평가절차를 제시하고 있다. British Energy는
용접부의 고온 및 저온 평가절차에서 보수성을 줄이면서도 신뢰도를 향상
시키기 위한 연구개발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 133 -

(가) 용접부 라체팅 평가
용접부 라체팅 평가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일본

DDS의 용접설

계 평가절차에 따라 그림 3.2.1-51에서와 같은 형상의 용접부를 갖는 316L
용접구조 시험원통에 대해 열라체팅 평가를 수행했다. 본 평가에서 진행성
비탄성 변형을 의미하는 라체팅 변형은 이차 막응력이 축방향으로 이동함
에 따라 발생하는데 여기서는 용접부와 모재에 대해 각각 1%와 0.5%로
제한된 라체팅 변형률의 설계요건 평가와 관련하여 DDS의 절차를 따라
해석적으로 변형률을 평가하고, 이를 시험평가 결과와 비교했다.

(a) 열라체팅 시험원통 및 액금로 모사부위 (b) 열라체팅 변형률 누적도
그림 3.2.1-51 용접부 열라체팅 모사시험 및 시험결과

현재 고온 설계 지침 중 일본의 DDS만이 자유액면의 상하 이동하중
에 따른 열라체팅 변형률 평가절차를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열라체팅
현상은 자유액면을 갖는 액체금속로의 고유 현상으로 고온 자유액면이 상
하 이동함에 따라 축방향 온도구배도 상하로 이동하고, 이로 인해 일차응
력은 무시할 정도로 작게 발생하는 반면 이차 막응력은 크게 발생하여 진
행성 비탄성 변형을 유발할 수 있다. DDS에서는 기기의 쉘부분에 대해
라체팅 변형률 계산을 위해서 먼저 라체팅 평가를 위한 인자인 L과 W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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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4

W=

3(1 − ν 2 )

⋅l

Di t / 2

X
−1
X − 0.5Z

(3.2.1-47)

여기서 X와 Y는 다음 식으로부터 결정하며, 나머지 변수들은 DDS에 제
시되어 있다.
*

*

X = PL + PL + Pb / K t + Pb / K t + Qm + Qm
Y = Q + Q * − Qm − Qm

*
R

*
max

/ Sy

/ Sy

(3.2.1-48)

라체팅 인자 Z는 다음의 식 (3.2.1-49)에서와 같이 결정한다.
⎡
⎛ 3 X 2 + (1 − ν 2 )Y 2 + (1 − ν 2 )Y ⎞⎤
3X
⎟⎥
Z = 2⎢ X −
ln⎜
2
⎢
2(1 − ν )Y ⎜ 3 X 2 + (1 − ν 2 )Y 2 − (1 − ν 2 )Y ⎟⎥
⎠⎦
⎝
⎣

(3.2.1-49)

식 (3.2.1-47)로부터 계산된 (L,W)점이 그림 3.2.1-52(a)에서 영역 O에
있으면 식 (3.2.1-50)을 적용하고, 영역 I에 있으면 식 (3.2.1-51)을 적용한다.
⎛ Zi S y ⎞
⎟
⎟
E
⎝
⎠

ε mR1 = ∑ ⎜⎜
i

ε mR1 = A ⋅ Z ⋅

Sy

A

1.0

50

O

(3.2.1-51)

E

W

0.5

(3.2.1-50)

30

I

10

0.0
0

1

2

3

L

(a) L-W 선도

0

1

2

L

(b) A 선도

그림 3.2.1-52 DDS의 라체팅 영역 및 A's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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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식 (3.2.1-47)의 계산을 위해 원통 구조물의 축방향으로 각 위치별 Z
값을 계산해야 하는데 여기서는 Z>0이 되는 이동거리 구간이 약 45mm인
것으로 계산되었다. 식 (3.2.1-51)에서 상수 A는 그림 3.2.1-52(b)에서 L
값을 이용하여 결정한다.
DDS를 따른 라체팅 변형률은 평가인자 Z, 항복응력 Sy 및 영률 E를
이용하여 다음 식과 같이 제시하고 있으며 이 절차를 따라 평가한 결과
열라체팅 1사이클당 누적되는 라체팅 변형률은 다음과 같이 계산되었다.

ε mR 1 =

N

⎛ ZiS y ⎞
⎟ = 0 . 298 % × N
⎟
⎝ E ⎠

∑ ⎜⎜
i

(3.2.1-52)

모재와 용접부의 라체팅 변형률을 계산한 결과 본 구조시편은 열하중
의 부가 특성상 모재부분에서 최대 라체팅 변형률이 발생했으며 역시 그
부분에서 라체팅 사이클이 반복됨에 따라 설계 제한치에 가장 먼저 도달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계지침인 DDS를 따라 평가할 때 라체팅 변형률
제한치인 1%에 도달하는 사이클은 3.4사이클인 것으로 계산되었다. 반면
그림 3.2.1-52(b)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험 결과를 따른 라체팅 변형률 누
적은 사이클당 약 0.106%씩 변형률이 누적되는 것으로 나타나 제한치인
1%에 도달하는 사이클은 9.43사이클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열라체팅
변형률 허용치에 대한 시험 평가결과가 DDS 절차를 따른 평가결과보다
크게 계산되어 전체적으로는 DDS 평가결과가 보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 영국의 평가지침(R5/R6, BS7910)을 따른 용접부 평가
영국의 고온평가지침인 R5에서 용접부의 결함평가절차는 Vol.4/5의
부록 A4에 제시되어 있다. 이는 동종용접에 대해 적용되며 다음의 부등식
을 만족하면 용접 잔류응력을 무시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n

⎡ δ i ⎤ n +1
< 0.1⎢
⎥
E
⎣ R ' ( ao ) ⎦

σ max

(3.2.1-53)

여기서 σmax은 피크 등가 용접 잔류응력이고, δi는 incubation 균열 열림변
위(COD), R'(ao)는 균열길이의 함수로서 하중 및 재료에 무관한 초기 균
열길이의 함수이며 R5의 A4.7.7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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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잔류응력에 따른 위의 식 (3.2.1-53)의 부등식이 만족되지 않을
경우 R5는 용접 잔류응력이 중요한 것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 경우에는
R5의 2003년판 부록 A3.4의 절차를 따라 먼저 초기 참조응력을 결정하고,
이에 따른 초기 크립응력 인자 Co*와 초기 참조응력의 완화, 재분포 시간,
균열의 초기성장 이전의 incubation 시간, 연속체 손상 및 균열 성장길이
a를 평가하는 절차를 따라 결함해석을 수행한다. 또한 R5의 Voume 7은
용접후 열처리(PWHT)를 가한 CrMoV강 용접 배관에 대해서만 잔류응력
평가절차를 제시하고 있다.
고온 평가절차인 R5와 저온 평가절차인 R6에는 용접구조물 평가절차
가 제시되어 있지만 아직은 제한된 재료에 대해서만 절차를 제시하고 있
으며, 이들에 대해서도 물성치 DB인 R66의 입수가 불가해 실질적인 평가
는 어려운 상황이다. 2003년판 R5 내에는 예제(worked example)가 제시
되어 있어 R5 절차를 적용할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저온

용접구조물의

평가를

위한

평가지침으로는

영국의

표준인

BS7910을 활용할 수 있다. BS7910은 T-평판, T-배관 접합(tubular
T-joint) 구조물 등 전형적인 다양한 용접구조물에 대해 보수적인 용접 잔
류응력 분포를 제시하고 있다. 다만 잔류응력은 특성상 구조물 내에서 힘
의 평형 방정식을 만족하지만 BS7910 및 R6가 추천하고 있는 길이
(longitudinal) 방향 및 횡(transverse) 방향 잔류응력 분포도는 힘의 평형
방정식을 만족하지 않으며 실제 측정치보다 보수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다.

Y-구조물의 라체팅에 미치는 잔류응력의 영향
잔류응력이 용접 불연속 구조물의 라체팅 거동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R6 절차를 따라 Y-구조물의 라체팅 평가를 수
행했다. Y-구조물의 유한요소 해석모델은 그림 3.2.1-53과 같으며 그림에
서 우측의 해석모델은 상하로 일부가 절단된 그림이고, 좌측 그림은 Y-부
위의 형상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잔류응력은 R6의 이차응력으로 분류
하는 short-range 잔류응력으로 분류하고, 보수적이지만 가장 단순한 R6의
‘단순평가’(simple estimate : Level I) 절차를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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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53 용접부를 갖는 Y-구조 시험편의 라체팅 해석 모델 (중앙)

‘단순평가’에서는 R6 절차에 따라 용접부위에서 용접경로와 같은 길
이(longitudinal) 방향 및 용접경로에 수직인 횡(transverse) 방향의 잔류
응력을

항복응력과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평가를

수행하는

것이다.

ABAQUS를 이용한 본 유한요소해석에서 이 잔류응력들을 초기조건으로
입력하여 응력해석을 수행했다.
7사이클 이후 잔류응력의 영향은 잔류응력을 고려했을 때와 고려하지
않았을 때 용접부위를 포함하는 중앙 부위의 Mises 응력강도는 그림
3.2.1-54에서와 같이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다.

(a) 잔류응력 미고려시

(b) 잔류응력 고려시

그림 3.2.1-54 Y-구조 시험편의 Mises 응력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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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열라체팅 반복하중이 작용하면 응력재분포가 발생하고, 잔류응
력의 영향은 사이클이 반복됨에 따라 응력 재분포와 함께 감쇠된다는 것
을 보여주고 있다.
잔류응력을 고려했을 때와 고려하지 않았을 때 열라체팅 사이클이 진
행됨에 따른 잔류변형률 및 잔류변위 변화 추이는 그림 3.2.1-55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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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응력이 잔류변위 및 변형률에 미치는 영향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140
135
130
125
120
115
110
105

1

2

3

4

5

6

7

1

2

3

4

5

6

7

No. of ratchet cycles

No. of ratchet cy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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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잔류변위

그림 3.2.1-55 Y-구조 시험편의 변형률 및 변위 추이

용접부 잔류응력의 평가
용접부 잔류응력 평가기술 정립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그림 3.2.1-56
과 같은 형상의 T-평판과 T-배관 접합 용접구조물에 대해 영국의 임페리
얼칼리지(IC)와 공동으로 잔류응력 평가 연구를 수행했다. 먼저 IC가 중
성자 회절법을 이용하여 잔류응력을 측정한 결과와 잔류응력 평가지침인
R6와 BS7910의 평가절차가 제시하는 잔류응력 분포 제시식을 이용하여
T-평판에서 잔류응력 거동에 대한 평가를 수행했다. 여기서 T-평판의 재
료는 발전소 및 앞바다(offshore) 구조재료로 사용되고 있는 영국의 재료
규격 B3 EN 10025 Grade S355인 탄소강이고, T-배관 재료는 탄소강인
BS 7191 Grade 355 EMZ이다.
그림 3.2.1-56(a)에서 용접 toe인 A점으로부터 수직인 y축 방향으로
측정선(measuring line)을 따라 측정한 T-평판의 잔류응력 분포는 다음의
그림 3.2.1-57과 같이 세 방향 모두 용접 toe부분에서 최대 잔류응력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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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하고, 두께 방향으로 힘의 평형을 만족하는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
서 각 용접구조물의 횡(transverse)방향, 길이(longitudinal) 방향 및 수직
(normal) 방향은 그림 3.2.1-56에 정의되어 있다.
longitudinal

A

tt==5050
250

OD = 275
t = 25

transverse

105

normal

longitudinal

45

A
A

C
normal

C

z

W = 50

transverse

crown
OD = 406
t = 25

x

y

S

longitudinal

normal

50

500

S

saddle

transverse

530

(a) T-평판

(b) T-배관

그림 3.2.1-56 T-평판 및 T-배관 용접구조물

페라이트강 및 오스테나이트강으로 만들어진 T-평판에 대해 영국의
평가지침인 R6와 BS7910이 제시하는 잔류응력 분포식은 그림 3.2.1-57(b)
에서와 같이 주어진다. 여기서 횡축은 두께방향으로 무차원화된 좌표로 ‘0’
은 그림 3.2.1-56(a)의 상부 표면인 A점을 의미하고, ‘1’은 두께방향으로
y=50mm인 하부 표면을 의미하며, 종축은 항복응력으로 무차원화시킨 잔
류응력을 의미한다.
1.2
y

Transverse
Longitudunal
Normal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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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malised residual Stress, /

Normalised residual Stress, σ /σ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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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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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측정결과

0.0

0.2

0.4
0.6
Normalised position, y/W

0.8

1.0

(b) R6/BS7910 제시 분포도

그림 3.2.1-57 T-평판의 측정치와 R6 및 BS7910 제시 잔류응력 분포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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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57의 좌우 두 그림을 비교해보면 왼쪽의 측정치는 대략 두
께방향으로 평형(self-equilibrating)을 만족하고 있지만, 우측의 제시식은
모두 인장 잔류응력으로 평형식을 만족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평가의 보수성을 위해 평가절차가 많은 측정 데이터의 상계
(upper bound) 값에 기초하여 잔류응력분포를 보수적으로 제시했기 때문
이다. 한편 그림 3.2.1-56(b)에 제시된 T-배관의 crown 위치와 saddle 위
치에서 측정한 잔류응력 분포는 그림 3.2.1-58에 나타난 바와 같이 종방향,
횡방향 등 모든 방향의 잔류응력 분포 양상이 T-평관과는 판이하게 다르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중성자 회절법으로 측정한 잔류응력 분포도는
T-배관의 용접 특성상 자체 구속으로 인해 힘의 평형을 만족하는 형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용접과정에서 외부 또는 자체 구조물의 구속이 가해지
면 잔류응력은 구속된만큼 가중되고, 또한 평형을 만족하는 형태보다는 그
림 3.2.1-58(a)에서와 비슷하게 선형 형태의 분포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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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rown 위치

(b) saddle 위치

그림 3.2.1-58 T-배관의 잔류응력 분포도 (측정치)

T-배관에 대해 R6와 BS7910이 제시하는 잔류응력 분포도는 그림
3.2.1-59에서와 같이 BS7910은 포물선 함수형태로 제시되었지만, R6는 본
T-배관에 대해서는 두께방향으로 균일하게 항복응력이 작용하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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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59 T-배관의 측정치와 R6 및 BS7910 제시 잔류응력 분포 비교

한편 T-평판과 T-배관의 용접 toe(그림 3.2.1-56(a)에서 A점)에서
균열을 여는 하중인 횡(transverse) 잔류응력을 모으면 그림 3.2.1-60과 같
이 나타난다. 두께방향을 나타내는 수평축에 대해 평판 및 튜브의 두께 방
향으로 단조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튜브의 saddle 위치에서는 중간에
횡방향 잔류응력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튜브에서 crown과 saddle 위
치는 그림 3.2.1-56(b)에 제시되어 있으며 T-평판의 S355는 중간 강도(σy
=348MPa)의 탄소강이고, SE702는 고강도(σy=700MPa) 탄소강이다. 이
들 횡방향 잔류응력 측정데이터를 통계적으로 처리하면 평균치와 표준편
차 등을 구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뒤에 더 자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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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60 T-평판, T-배관의 횡방향 잔류응력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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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평판과 T-배관의 유한요소 해석 모델은 그림 3.2.1-61에서와 같다.
T-평판은 평면 변형률 문제로, T-배관은 그림 3.2.1-61(b) 형상으로 근사
화시킨 축대칭 모델로 해석을 수행했다.

(a) T-평판

(b) T-배관
그림 3.2.1-61 유한요소 해석모델

R6 절차가 추천하는 T-평판의 두께방향 횡(transverse)방향 잔류응력
분포는 상계 이직선(bilinear) 식을 사용한다. 즉 R6는 잔류응력 최대값은
구조물의 용접 toe에서 모재의 항복강도와 동일하고, toe로부터 ro만큼 떨
어진 곳에서 잔류응력이 영이 되도록 선형으로 감소되는 이직선 형태로
그 분포도는 그림 3.2.1-56(b)에 제시되어 있다. R6는 이와 같이 소성역의
계산에 의한 잔류응력 분포를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서 ro는 Leggatt이 제
안한 소성역의 크기로 다음 식과 같이 표현된다.
⎛ Cηq ⎞
⎟
ro = ⎜
⎜ σ yp v ⎟
⎝
⎠

0 .5

(3.2.1-54)

여기서 σyp는 모재의 항복응력이며 η는 공정효율 인자, q는 아크의 출력
(in J/s), v는 용접 이동속도(in mm/s), C는 열팽창계수와 영률 밀도 및
비열의

함수로

나타나는

재료상수이다.

Ferritic강에서

통상

C=153Nmm/J, η=0.8의 값을 사용한다.
반면 BS7910에서는 그림 3.2.1-56(b)와 같은 형상의 T-평판 맞대기
용접에서 횡방향 잔류응력 분포에 대해 다음과 같은 다항식 형태의 잔류
응력 분포식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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σ res = σ yp [ 0 .97 + 2 .3267 ( y / W ) − 24 .125 ( y / W ) 2
+ 42 .485 ( y / W ) 3 − 21 .087 ( y / W ) 4 ]

(3.2.1-55)

여기서 y와 W는 그림 3.2.1-56(a)에서 수직방향의 좌표 및 판의 두께이
다.

그림 3.2.1-62 T-평판의 횡방향 측정 잔류응력을 입력할 경우의 응력분포

두께 방향으로 식 (3.2.1-56)을 따른 잔류응력을 가할 때 T-평판의
용접 toe에 수직 방향으로 가공된 균열을 여는 횡방향 응력분포는 그림
3.2.1-62에서와 같이 나타났다. 그림 3.2.1-60의 시험에서 측정한 횡방향 잔
류응력을 가했을 때 ABAQUS 응력 해석결과는 그림 3.2.1-6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최대 Mises 응력은 215MPa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잔류응력에 따른 응력강도계수(SIF) 평가
T-평판의 파괴해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그림 3.2.1-63에서와 같이
용접 toe로부터 가공된 균열비(a/W)가 0.3인 균열체 T-평판에 그림
3.2.1-56(a)의 잔류응력 측정선을 따라 잔류응력을 부가하고, 파괴변수인
응력강도계수(stress intensity factor:SIF)를 계산했다. 균열체에 부가한
하중조건은 그림 3.2.1-57과 같이 시험에서 측정한 잔류응력과 R6의 잔류
응력 및 BS7910의 잔류응력을 용접 toe로부터 두께방향으로 작용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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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63 균열비(a/W)가 0.3인 T-평판의 변형도

균열이 존재하는 T-평판의 변형도는 그림 3.2.1-63에서와 같다. 선형
탄성 파괴역학(LEFM) 개념에 기초한 해석을 수행한 결과 T-평판에 측
정치 잔류응력이 부가될 때의 응력분포도는 그림 3.2.1-64에서와 같이 균
열선단에서 응력집중이 발생하며 최대 응력강도는 약 400MPa 정도이지만
BS7910의 잔류응력 부가했을 때 LEFM에 따른 응력강도 계산치는 약
1,930MPa로 매우 크게 나타났다. 이는 탄성해석에 따른 계산치이며 실제
소성거동을 고려하면 응력강도는 훨씬 줄어들게 된다.

(a) 횡방향 측정치 잔류응력 부가시

(b) BS7910의 잔류응력 부가

그림 3.2.1-64 균열비(a/W)가 0.3인 T-평판에 잔류응력이 부가될 때의 응력분포

T-평판에 부가한 세 가지 경우의 잔류응력에 따른 응력강도계수는
표 3.2.1-7에 나타난 바와 같이 횡방향 잔류응력 측정치를 적용할 경우 계
산된 SIF가 175.73 MPa√m로 가장 작게 나왔고, BS7910 분포를 적용시켰
을 때 SIF값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즉 평가절차인 R6 및 BS7910의 잔류
응력을 부가시킬 때가 시험측정치를 입력할 때에 비해 SIF 계산치가 상당
히 보수적인 결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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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7 횡방향 잔류응력에 따른 응력강도(SIF) 계산 결과
Crack surface stress

Calculated SIF
(MPa√m)

Measured data
R6

175.73
920.33

BS7910

1013.16

포괄적 잔류응력 분포선도 개발
영국의 R6와 BS7910은 각각 상온 용접 구조물의 기하학적 형상에 따
라 잔류응력 분포식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은 잔류응력 측정 결과에 기초
하여 데이터세트를 아우르는 상계 분포선도를 제시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매우 보수적인 결과를 준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용접구조 형상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
으면서도 보수성이 기존의 R6, BS7910보다 더 작은 단순화된 잔류응력
분포식을 개발했다. 먼저 자료조사를 통해 잔류응력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그림 3.2.1-65와 같은 용접구조 형상, 즉 T-평판, 튜브형 T-접합체,
튜브형 Y-접합체, 배관 맞대기 용접, Tube-on-plate 및 곡관 및 보수용접
(repair weld)의 경우에 대해 횡방향 잔류응력 데이터를 수집한 데이터세
트는 그림 3.2.1-66(a)와 같이 나타났다.
이 데이터세트에서 두께방향으로 반(y/W=0.5)까지의 데이터에 대해
선형 회귀선(linear regression line)을 구하면 그림 3.2.1-66(b)와 같이 평
균 데이터선(mean line)을 기준으로 'mean±1SD(평균±1×표준편차)' 및
'mean±2SD(평균±2×표준편차)‘ 범위를 구할 수 있다. 여기서 표준편차는
표본 집단의 데이터들이 평균값에서 벗어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편차가 클수록 분산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mean±2SD'는 95%
의 표본 데이터를 포함하는 범위이다. 이 표준편차 범위(±1SD, ±2SD)는
해당 문제의 요구되는 신뢰성에 따라 높게 또는 낮게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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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65 다양한 형상의 용접 구조물 및 보수 용접 구조

(a) 횡방향 잔류응력 데이터 모음 (b) 두께 반(y/W=0.5)까지의 데이터 추이
도

그림 3.2.1-66 횡방향 잔류응력 데이터 모음 및 데이터 추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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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각 용접구조물의 선형 근사식은 표 3.2.1-8에 나타낸 바와 같이
‘pipe-on-plate'에서 가장 기울기가 크고, 'pipe butt'에서 기울기가 역전되
어 중간에서 잔류응력이 크게 분포하는 경향을 보이며 분산도는 'pipe-on
-plate'가 가장 크고, 'cold bent tube'가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1-8 각 용접구조물의 선형 근사식
Case

Welds

All

Linear Regression Line

Standard Deviation(SD)

T-butt

-1.852x + 0.485

0.361

Tubular T

-2.001x+ 0.563

0.373

Tubular Y

-2.261x + 0.791

0.386

Pipe Butt

+0.197x - 0.006

0.235

Pipe on plate

-2.626x + 1.020

0.451

Cold bent tube

-0.634x + 0.399

0.135

All

-1.755x + 0.551

0.260

1.4

normalised residual stress

Mean + 2SD
1
Mean + SD
0.6

0.2

Mean
Mean + Bend(2SD)

-0.2
0

0.1

0.2

0.3

0.4

0.5

normalised position, y / W

그림 3.2.1-67 잔류응력 분포선
영국 평가절차를 따른 두께 방향의 잔류응력 분포는 각 용접구조 형
상에 대해 다르며 T-평판에 대해 제시한 분포는 그림 3.2.1-57(b)에 제시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형상의 용접구조물 및 보수용접에 따른 잔
류응력 데이터세트에 기초하여 그림 3.2.1-67에서와 같은 3가지 분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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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SD','Mean+2SD','Mean+Bend')에 대해 파괴해석에 통한 사례연
구를 수행했다. 각 잔류응력 분포선 하중의 경우에 대해 T-평판 및 튜브
에 대해 SIF 평가를 수행한 결과는 그림 3.2.1-68에 나타난 바와 같이 단
순한 이직선 형태의 'Mean+Bend' 분포선도가 가장 우수한 거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7

normalised SIF, K I /

y √W

2.3
1.9
1.5

normalisednormalised
stress, KI SIF
/ σy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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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0.7
0.3

1.6

data (c rown)
R6
BS 7910
Mea n + S D

1.2

Mea n + 2S D
Mea n + Bend

0.8

0.4

0

-0.1
0.1

0.2

0.3
0.4
normalised crack leng th, a/W

0.5

0.1

0.2

0.3

0.4

0.5

normalised crack length, a / W

(a) T-plate

(b) Tubular T-joint

그림 3.2.1-68 T-평판 및 튜브의 응력강도계수 계산 결과

즉 ‘MEAN+Bend‘ 분포선도는 그림 3.2.1-65에 제시된 모든 용접구조
물은 물론 보수 용접에 의해 발생하는 잔류응력까지 균열 건전성 관점에
서 커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MEAN+Bend‘

분포선도는 그림 3.2.1-6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영국의 R6 및 BS7910보다
우수한 거동을 보였다. 그림 3.2.1-68에서 보는 바와 같이 ‘MEAN+Bend
‘라는 하나의 이직선은 그림 3.2.1-65에서 고려된 모든 용접 구조물의 기하
학적 형상과 해당 재료 및 냉간가공 배관과 보수 용접 등에 의해 발생하
는 횡방향 잔류응력을 커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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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온 잔류응력 완화거동 평가
잔류응력은 일반적으로 용접 잔류응력이 전형적인 것이지만 과하중
(overload), 소성 가공 및 기계가공 등에 의해서도 발생한다. 고온에서 잔
류응력의 완화거동을 모사하기 위해 본 해석에서는 T-평판에 대해 그림
3.2.1-69와 같이 4점굽힘(4 Point Bend:4PB)하중을 주고, 하중을 제거함
으로써 잔류응력을 발생시킨 후 고온 완화거동을 평가했다. 4PB 해석모델
링 시 그림 3.2.1-69의 상부 두 하중점 사이에서는 순수 굽힘하중이 작용
하도록 하중점 및 지지점을 결정하고, 평면변형률(PE)인 경우와 평면응력
(PS) 상태인 경우에 대해 316H 스테인레스강 재료에 대한 크립 물성치를
고려해 완화거동을 평가했다.

P

P

W

residual stresses

그림 3.2.1-69

과하중에 의한 잔류응력 발생

또한 다른 해석 모델링으로 그림 3.2.1-70에서와 같이 T-평판의 우측
반을 built-in된 외팔보로 가정하고, 역시 평면변형률 및 평면응력 조건에
서 위로 굽힘하중을 가한 후 잔류응력을 발생시키고, 이의 완화거동을 평
가했다. 4점 굽힘보와 외팔보에 과하중을 작용시키고, 제하한 후에 부재의
두께방향으로 남는 잔류응력 분포는 그림 3.2.1-71에서와 같이 나타났다.
그림 3.2.1-71에서 평면변형률 상태의 4점 굽힘(4PB-PE)에서 가장 큰 잔
류응력이 발생했고, 외팔보 평면응력(Cantilever-PS)에서 가장 낮은 잔류
응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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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W

P

P
그림 3.2.1-70 Cantilever modeling of T-plate
1.3

1.3

O verlo ad

4PB - PE
4PB - PS

normalised residual stres

normalised residual stress

0.9

Cantilever - PS
0.5

Cantilever - PE
weld (S355)

0.1

weld (SE702)

-0.3

W eld S res (S E 7 02)
W eld S res (S 355)

0.9

0.5

0.1

-0.3

-0.7

-0.7

0

0.1

0.2

0.3

0.4

0.5

0

0.1

0.2

0.3

0 .4

0.5

n o r ma lise d p o sitio n , y / W

normalised position, y / W

(a)

(b)

그림 3.2.1-71 과하중 및 용접에 의한 잔류응력 비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하중에 의한 잔류응력도 용접잔류 응력과 비슷
한 형태로 표면 부근에서 피크가 발생하고, 두께방향으로 감쇠되고 있다는
점이다. 과하중에 의한 잔류응력은 하중을 주는 방식과 하중 크기에 따라
크게 변할 수 있다.
본 해석에서 과하중에 의해 발생한 잔류응력은 그림 3.2.1-71(b)에서
와 같이 용접잔류응력과 비슷한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고려한 과하중에
따른 잔류응력은 그림 3.2.1-67에 제시된 단순화된 선형분포 선도 안에 커
버된다는 데 의미가 있다.
크립거동은 다음의 Norton의 법칙을 따른다고 가정하며 여기서 크립
상수 A,n은 프랑스 RCC-MR 물성치와 BE(British Energy)의 물성치로서
다음과 같이 주어질 때 크립 물성치가 고온에서 잔류응력의 완화거동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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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ε = Aσ n

(3.2.1-56)

- RCC-MR : A=5.3e-26, n=8.2
- British Energy : A=7.23e-32, n=10.62
그림 3.2.1-71(a) 형태의 잔류응력은 고온 크립환경에 노출됨에 따라
응력재분포가 일어나게 된다.

4PB, PE, A=7.23e-32, n=10.62 [BE]

4PB,PE, A=5.3e-26, n=8.2 [RCC-MR]

Unloading

Unloading
200

t=

200

10 hr

t=

t= 500 hr

t= 500 hr

100

t= 1000 hr

t= 5000 hr

stress

stress

100

t= 10,000 hr

0

t= 1000 hr

t= 5000 hr

t= 10,000 hr

0

-100

-100

-200

10 hr

t= 100 hr

t= 100 hr

234 -> 102
56.4% relaxed

226 -> 68
70.0% relaxed
0

10

-200
20

30

40
50
position

(a) RCC-MR 물성치

0

10

20

30

40
50
position

(B) BE 물성치

그림 3.2.1-72 크립 물성치에 따른 완화거동 특성 (4PB, 평면 변형률)
4PB 부재를 550°C의 고온에 10,000시간 동안 노출시킬 때 평면변형
률 상태에서 잔류응력의 완화거동은 먼저 RCC-MR의 크립 물성치를 적
용할 때 그림 3.2.1-72에서와 같이 점진적으로 완화되고, 10,000시간 후에
는 피크 잔류응력이 약 70%가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BE의 크
립 물성치를 적용할 경우 피크 잔류응력은 10,000시간 이후 약 56.4%로
RCC-MR에 비해 비교적 완만하게 이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2.1-7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잔류응력의 고온 응력 재분포는 크립 물성치
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을 나타났다. 따라서 장시간 완화거동 평가에
서는 실제에 가까운 물성치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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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용접부 잔류응력 평가기술 보완 및 실험
액체금속로는 높은 신뢰도를 요구하는 설계 필요조건과 용접특성을
가지고 있다. 시스템을 구성하는 중요 구성기기는 원자로용기, 중간 열교
환기, 증기발생기, 소듐 배관 등이다. 이러한 구성기기의 용접특성은 많이
연구되어 왔고 액체금속로 설계시 고려해야 할 필수적인 사항이다. 액체금
속로에서 많이 사용되는 재료는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리스 강이다. 화학 공
정 및 석유 화학 시스템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테인리
스 강의 용접부에 대한 고온거동에 이용할 수 있는 자료는 별로 없는 실
정이다. 따라서 용접구조물의 설계 및 제작 시에 잔류응력 및 변형의 영향
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며 이러한 고려에 의해 건전한 용접 구조물을 유지
할 수 있다. 316L 스테인리스 강의 다층용접부는 액체금속로의 배관에서
널리 사용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316L

스테인리스강

배관

용접부의

잔류응력을

ANSYS 코드를 사용하여 유한요소법으로 계산하였다. 또한 두께 및 표면
에서의 잔류응력이 원자력연구소 소재 다목적 연구로인 하나로에 설치된
그림 3.2.1-73의 고분해능 중성자 분말 회절장치에 의하여 측정되었다. 잔
류응력은 표 3.2.1-9의 소형배관 시편(외경:114mm, t/d=0.075)과 중형배
관 시편(외경:273mm, t/d=0.034)의 각 18개 지점이 측정되었다. 실험 및
해석결과를 비교분석하고, 잔류응력의 분포특성에 대해 기술하였다.

표 3.2.1-9 다층용접 배관 시편의 치수
Standard
ANSI 4 inch
Schedule 80
ANSI 10 inch
Schedule 40

그림 3.2.1-73 다층용접 배관 시편의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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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pe

D

t

No. of

Weld

(mm)

(mm)

Weld Pass

SMAW

114

8.56

7

SMAW

273

9.27

8

해석 모델링
다층용접 배관의 해석영역에 대한 개념도는 그림 3.2.1-74에 나타내었
다. 2차원 축 대칭 모델을 사용하였으며 용접시편의 접합부 설계형상는 그
림 3.2.1-75와 같다. 다층용접의 온도 및 응력의 연계해석은 sequential
weak coupling analysis를 사용하였다. 해석요소로는 온도와 변위에 대한
자유도를 모두 갖는 PLANE 13을 사용하였으며 입열부는 세밀하게 모델
링하였다. 또한 각 용접패스의 용착부는 ANSYS Code의 element birth
and death option을 사용하여 각 패스의 용접직전에 용접영역에 부가되는
것으로 모델링하였다. 즉 첫번째 용접패스 동안에는 두번째 용접패스를 비
활성화 시킴으로써 실제 해석 시에는 모델로부터 제거시킨 후에 다시 활
성화시켜 입열량을 부가하고 해석에 적용한다. 그리고 용접패스 간에 냉각
되는 일정한 시간간격을 주어 해석에 적용하였다.
7층 및 8층 용접의 경우에 용입되는 용접재는 4개의 lumped pass로
모델링하여 하부에서 차례로 용접영역에 부가하였고 재료의 탄소성 거동
에서의 구성방정식은 bilinear kinematic hardening 영향을 고려하였다.
Y
Z

Analysis Area
X
o

t

1.6

30

Weld
Bead

w

1.6

그림 3.2.1-74 다층용접 배관 시편의 해석부 그림 3.2.1-75 용접 접합부 설계형상

해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316L 스테인리스 강 다층 용접배관의 잔류응력을 중
성자 회절법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소형 및 중형 배관 시편에 대하여 각
18개의 위치에 대한 표면 및 두께에 따른 잔류응력이 측정되었다. 원주방
향 잔류응력 해석결과는 소형 및 중형 배관의 실험결과와 비교적 잘 일치
하며 축방향 잔류응력은 다소 작게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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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형배관의 잔류응력 분포
용접비드의 진행방향에 평행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응력인 원주방향
응력은 sz, 축방향 응력은 sx로 각각 표시하였다. 소형배관(4inch schedule
80)의 두께 대 직경 비(t/d)는 0.075이며 용접부 중심에서 X-방향으로의
거리에 따른 배관외면에서의 잔류응력 분포를 그림 3.2.1-76(a)에 나타내
었다. 용접부 중심에서의 측정된 원주방향 잔류응력은 303MPa이고 해석
결과와 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400

M e a s u r e d ( s z)

500

M e a s u re d (s x)

400

Stress (MPa)

300
200
100
0

700

C a lc u la te d ( s z )

600

C a lc u la t e d ( s x )

500

Stress (MPa)

700

C a lc u la t e d ( s z )

600

300
200
100
0

200
100
0

-2 0 0

-2 0 0

-20 0

-3 0 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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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80

(a) 배관외면

M e a s u re d (s x)

300

-10 0

D is ta n c e f r o m w e ld c e n te r lin e ( m m )

M e a s u r e d ( s z)

400

M e a s u re d (s x)

-1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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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a lc u la te d ( s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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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e a s u r e d (s z)

-1 0 0

-3 0 0

C a lc u la te d ( s z )

600

C a lc u la te d ( s x )

Stress (MPa)

700

-30 0
0

20

40

60

D is ta n c e f r o m w e ld c e n t e r lin e ( m m )

(b) 배관중앙면

80

0

20

40

60

80

D is ta n c e f r o m w e ld c e n t e r lin e ( m m )

(c) 배관내면

그림 3.2.1-76 소형배관에서의 원주 및 축방향 응력(4 inch dia.)

해석결과에 의하면 용접부 중심선과 HAZ사이의 영역에서 고인장응
력이 발생하여 그 구역 내에서 최대 인장응력이 존재하였다. 그 이후에서
는 응력이 급격히 감소되며 용접부 중심에서 멀어지면 압축응력이 발생하
였다. 배관중앙면 및 내면에서의 응력분포를 그림 3.2.1-76(b)와 그림
3.2.1-76(c)에서 살펴보면 두 경우에서 최대 원주응력은 용접부 중심에서
발생하였다. 배관중앙면에서 451MPa의 최대 원주응력이 발생하였으며 배
관내면에서는 용접부 중심의 원주방향 응력이 가장 작게 측정되었다. 축방
향 잔류응력은 배관외면, 중앙면 및 내면에서 원주방향 잔류응력에 비해
용접부에서는 작은 인장응력을 나타냈으나 HAZ를 벗어나 모재에서는 더
큰 응력값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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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형배관의 잔류응력 분포
중형배관의 두께 대 직경의 비(t/d)는 0.034로서 큰 배관직경에 비하
여 두께가 작은 형태이다. 작은 압력과 큰 열하중이 가해질 때 배관 내외
면의 온도차를 감소시켜 열응력을 작게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용접부
중심에서부터 X-방향의 거리에 따른 중형배관(10 inch schedule 40) 외면
의 원주방향 잔류응력 분포는 그림 3.2.1-77(a)에서 보면 용접부 중심에서
측정된 값은 소형배관에 비해 작은 값을 나타내었으며 해석에 의한 값이
실험값에 비해 크게 계산되었다. 배관중앙면 및 내면에서의 원주방향 잔류
응력 분포는 그림 3.2.1-77(b) 및 그림 3.2.1-77(c)에서 살펴보면 실험값과
해석값의 결과가 정량적으로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정성적으로 잘 일치하
였으며 소형배관의 결과와 거의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용접중심에서
두께방향에 대한 잔류응력분포는 해석된 축방향 잔류응력이 배관외면보다
내면에서 더 큰 값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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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77 중형배관에서의 원주 및 축방향 응력(10 inch dia.)

(3) 고온구조 LBB 평가기술 개발
크립손상이 발생하지 않는 400℃ 이하에서 운전되는 가압경수로의 설
계에는 파단전누설(LBB;Leak Before Break) 기술이 비교적 잘 정립되어
경제성을 향상시키는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액체금속로에 적용할 고온
파단전누설은 그림 3.2.1-78과 같이 고온 크립손상에 대한 파괴역학적 평
가기술로 안전성의 향상을 위해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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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78 액체금속로 고온구조물 파단전누설 평가기술 현황

그림 3.2.1-79 고온 파단전누설 평가흐름도
고온 파단전누설의 전체적인 평가 흐름은 그림 3.2.1-79에 나타나 있
는 것과 같다. 첫 번째는 초기 미관통 균열을 가정하고, 고온 균열성장해
석을 수행하여 균열의 불안정 파괴의 발생여부 평가한다. 두 번째는 누설
을 수반하는 관통균열을 가정하고, 고온 균열성장평가를 수행하여 임계균
열로 성장하는지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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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크립-피로 균열발생 및 균열크기 결정
결함이 없는 구조물이 크립-피로 하중 환경에서 균열이 발생하는 현
상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메카니즘이 있는데 어느 정도 크기의 균열을 초
기균열발생으로 판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정확한 정의가 없
고, 또한 획일적인 정의를 내리기도 쉽지 않다. 이는 하중의 양상에 따라
서도 차이가 있지만 구조물의 크기나 균열이 발생하기 쉬운 결함 부위의
크기에 따라 차이가 많기 때문이다. 미국, 영국, 프랑스의 고온구조설계코
드에서 사용하고 있는 설계피로곡선은 주로 재료의 피로시험에서 5%～
25%의 하중 감소가 발생하는 횟수를 피로수명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때
시편에는 관찰할 수 있는 공학적 균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피로수명을 균
열발생수명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실험실에서 수
행하는 피로시험에는 주로 직경 8～10mm의 환봉시편을 사용하고 있고
피로수명시 발생하는 균열의 크기는 1～2mm 정도가 되어 실험실 시편보
다 두꺼운 구조물에서는 균열발생크기를 1～2mm로 볼 수 있지만 얇은
구조물에 적용할 수는 없다. 이에 대한 논의는 영국의 R5코드에서 잘 설
명하고 있으므로 여기서도 이 개념을 따르기로 한다. 두께가 얇은 구조물
에서의 초기균열발생 크기(  )는 구조물 두께의 10%보다 작은 값으로 선
정하되 반복소성영역의 크기를 주로 취한다.
균열발생 크기의 선정이 중요한 이유는 고온구조물의 수명을 평가할
때 균열발생 수명과 균열성장 수명으로 나누어 평가해야 하는데 이때 균
열발생으로 정할 균열의 크기에 따라 발생수명과 성장수명이 달라지기 때
문이다. 예를 들어 구조물의 내부에 노치가 있을 때 노치끝의 곡률반경에
따라 곡률반경이 크면 전체수명에서 발생수명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곡률반경이 작아지면 균열이 쉽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성장수명이 차
지하는 비중이 커지게 된다. 여기서는 균열의 발생수명을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본다.
균열의 발생수명을 다루기 위하여 균열의 크기에 대한 몇 가지 정의
를 다음과 같이 한다. 는 피로균열이 미시적 관점에서 생기는 크기를 나
타내며 0.02mm로 정의하고,  은 실험실에서 재료시편의 피로파손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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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균열의 크기를 나타낸다.  는 구조물에 공학적으로 균열이 발생하였다
고 판정할 수 있는 크기를 나타내고,  은 미시균열의 성장속도가 변하
는 지점의 균열크기를 나타내는데 0.2mm로 정의한다. 여기서 정의된 균
열크기는 오랜 경험과 실험자료에 근거한 것이고 각 균열의 정의에 대한
피로수명 횟수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는 0.02mm의 미시균열이 생성
되는 수명을 나타내고,  는 미시균열 가 실험실에서 파손균열 길이인
 로 성장할 때까지의 수명을 나타내고,  은 실험실에서 파손균열이 발생

하는 총수명을 나타내고,  는 공학적으로 균열이 발생하였다고 설정하는
크기의 균열이 발생하는데 소요되는 수명을 나타낸다. 즉, 균열의 발생수
명은  로 정의할 수 있고 두께가 두꺼운 구조물에서는    로 간주하여
   이 되는데 두께가 얇은 구조물에서는    이기 때문에    이

되며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  ,  은 미리 결정된 값들이고  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 값이 다

음 식에 사용될 M 값에 영향을 준다.

M=

amin ln(ao / amin ) + (amin − ai )
for ao > amin
amin ln(al / amin ) + (amin − ai )

(3.2.1-57)

M 값을 계산하고 나면 구조물 재료의 피로손상 곡선(  에 해당함)을
미시균열( ) 발생곡선과 미시균열크기에서 공학적 균열발생 크기(  )로
커지는데 소요되는 성장곡선으로 분할한다. 이때 미시균열 발생곡선은 다
음의 경험식으로 결정한다.

ln( N i ) = ln( N l ) − 8.06 N l−0.28

(3.2.1-58)

곡선을 계산하고 나면  와   곡선은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N g = Nl − Ni , N g′ = M ⋅ N g

(3.2.1-59)

구조물의 응력해석으로 구한 총변형률 범위를 위에서 구한 미시균열
발생곡선( )과 미시균열 성장곡선(   )에 적용하여 각각의 수명을 구하
여         로 계산하면 공학적 균열발생 수명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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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고온 균열 개시 및 잠복 시간
고온 구조물에서 초기 균열은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정의할 수 있
는데 해석적으로 설정한 ao 크기의 균열이나 설계 제작시 구조물의 검사
기준으로 설정한 최대 크기의 균열, 가동중검사시 발견한 균열크기, 또는
구조물의 건전성 평가를 위해 가정할 수 있는 최대크기의 균열 등이 있다.
이러한 균열은 실제로는 불균일한 형상을 갖고 있는데 건전성 평가를 위
해서는 ASME B&PV Code Section XI에서 제시한 방법을 따라 균열의
형상을 정형화하여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고온 구조물의 초기균열은 크립-피로 하중을 받을 때 성
장을 바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균열의 선단에 손상이 누적되어 일정시
간이 경과한 다음에 성장을 시작하는데 여기서는 균열의 개시 조건과 이
에 소요되는 잠복시간(incubation time) 평가기술을 설명하였다.
고온환경에서 균열은 그림 3.2.1-80과 같이 초기 균열의 선단에 손상
이 누적되고 둔화되는 과정을 거쳐서 성장하기 시작하는데 영국의 R5코드
에서는 그림 3.2.1-81과 같이 균열이 성장하는데 소요되는 잠복시간을 계
산하여 수명평가에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

Crack Size

Initial Sharp Crack
Crack Blunting
δi

Formation of a Short Crack
(less than δi) : t=ti
Creep Crack Growth

그림 3.2.1-80 고온 균열 개시 개념도

ag
ao
0

Lifetime=Lower{(ti+tg, TCD)}

Crack size to cause
Short term failure
Initial crack
ti
Incubation

tg
Growth

time
tCD

그림 3.2.1-81 균열성장 잠복시간 적용도

측정할 수 있는 최소균열 성장량(△a)은 0.2mm라고 하고 이에 소요
되는 균열성장 잠복시간 는 다음 식으로 구한다.
n
ti = {([δ i / R′(ao )]n /( n −1) − σ ref / E ) /( Dσ ref
)}1/ p

- 160 -

(3.2.1-60)

여기서,    이고   는 크립상수, 는 일 때의 균열선단 개구
  

변위를 나타내는데    

      ⋅⋅  이다.

이렇게 계산한 잠복시간이 균열을 탐지한 시간에 향후 운전시간을 더
한 값보다 크다면 균열의 성장해석은 필요하지 않게 된다. 만일 잠복시간
이 균열을 탐지한 시간보다 작다면 잠복시간의 고려는 의미가 없고 바로
균열의 성장을 해석해야 한다. 그리고 잠복시간이 균열을 탐지한 시간보다
크고 향후 운전시간보다 작을 경우에는 잠복시간 이후부터 남은 운전시간
에 대해 균열의 성장해석을 수행하면 된다. 이처럼 균열의 잠복시간을 평
가하는 것은 균열의 성장해석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는 균열의 건전
성과 직접적으로 연관되기 때문이다. 즉, 잠복시간이 길면 균열이 있다 하
더라도 고온 운전 환경에서 균열은 성장하지 않고 구조물의 운전도 가능
하게 된다.
영국의 R5코드에서는 위에서 제시한 잠복시간 계산 방법 외에도 그
림

3.2.1-82에

보인

것과

같이

TDFAD(Time

Dependent

Failure

Assessment Diagram) 방법을 제시하여 측정가능한 균열성장량(△a)의 발
생을 판정하고 시간을 산출할 수 있게 하였다.

탄성파괴
탄소성파괴

Crack extension
less than ∆a,
No creep rupture

소성붕괴

그림 3.2.1-82 오스테나이트강에 대한 TDFAD(600℃)

특징적인 것은 크립인성치에 대한 탄성응력확대계수의 비(  )와 소성
붕괴하중에 대한 작용하중의 비( Lr )를 이용하고 시간에 따라 평가곡선을
적용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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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r = K P (ao ) / K mat
c
c
Lr = P / PL (σ 0.2
, ao ) or σ ref / σ 0.2

(3.2.1-61)


여기서   는 초기균열크기에 대한 응력확대계수이고 
는 0.2% proof

stress로 크립을 고려한 등시곡선에서 구한 값이고,  는 참조응력을 나
타내고  은 재료의 시간의존 크립인성치를 나타낸다.
프랑스에서 최근 액체금속로 고온구조 설계코드 RCC-MR의 부록으로
추가한 A16은 고온 파단전누설해석 및 결함평가 기술을 포함하고 있는데
A16에서는 균열의 성장을 판정하는 방법으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
방법은 평가절차가 합리적이라 판단되고 또한 본 과제에서 고온구조설계코
드로 사용하고 있는 ASME NH의 크립-피로손상평가 절차를 같이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방법을 고온 균열 개시조
건 평가방법으로 잠정 선정하였고 개략적인 평가절차는 다음과 같다.
균열 또는 결함 선단에서 316 스테인레스강의 경우 d = 0.05mm 떨어
진 지점에서 응력범위를 다음과 같이 계산하고 이 결과로부터 총비탄성변
형률 범위를 고온유지시간 동안의 응력을 구하여 ASME-NH나 RCC-MR
코드에서 제시된 그림 3.2.1-83의 균열 개시 판정 곡선에 적용한다.
피로손상과 크립손상이 이직선 손상곡선 내에 위치하면 균열은 개시
되지 않은 것이고 이직선 손상곡선에 도달하면 균열 성장이 개시된 것으
로 이때 소요되는 하중 사이클을 계산하여 초기균열 잠복시간을 구할 수
있다. 이러한 균열의 개시조건 평가는 향후 고온 환경에서 관통균열의 파
단전누설 기술 개발에 이용될 수 있다.
Dc
1

균열성장시작

0.3

Safe
0

0.3

1

Df

그림 3.2.1-83 균열 개시 판정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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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크립-피로 균열성장 해석평가기술 예비 구축
액체금속로는 안전을 엄격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구조물에 균열 개시
및 이에 따른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설계지침을 정하고 있지만 실제
대부분의 구조물에는 원재료에 내재되었거나 제작, 설치시 생성된 균열이
나 균열로 발전할 수 있는 결함이 존재하게 된다. 고온에서 장시간 운전되
는 액체금속로는 균열성장에서 크립에 의한 영향이 크기 때문에 가상결함
에 대한 균열성장 평가가 필요하다.
크립에 의한 균열 성장은 균열선단에서의 응력과 변형률이 시간에 따
라 변화하고 탄성변형보다 크립 변형이 우세하므로 피로 균열성장에 사용
되는 응력확대계수나 J-적분 등은 적절한 크립 균열성장 평가 매개변수라
할 수 없다. 크립 조건에서 주로 사용되는 파괴 매개변수로는 C * , C( t) ,
Ct

등이 있다.
균열선단에서는 하중유지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크립 변형량이 탄성

변형량보다 우세한 크립 영역이 점차 증가하게 된다. 하중을 가한 직후에
는 크립영역이 균열선단 부근에서 국부적으로 작게 형성되는데 이를 소규
모크립(Small Scale Creep : SSC) 조건이라 한다. SSC 조건 이후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크립 영역이 균열선단에서 구조물 전체로 확장하게 되는
데 이를 확장크립(Extensive Creep : EC) 조건이라 한다. SSC 조건에서
EC 조건으로 변하는 과정을 천이크립(Transition Creep : TC) 조건이라
한다. SSC 조건과 TC 조건에서는 균열선단에서의 응력장이 시간에 따라
변하게 되므로 이를 과도크립(Transient Creep) 조건이라 한다. 반면에
EC 조건에서는 균열선단의 응력장이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고 일정하기
때문에 정상상태 크립조건(steady state creep condition)이라 부른다.
정상상태 크립조건에서는 2차 크립 변형만 존재하는데 크립 변형이
탄성 변형보다 우세하다. 균열선단의 변형은 Norton의 크립 법칙에 의해
지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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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62)

Norton의 크립 법칙과 재료의 지수법칙에 따른 소성 법칙의 유사성으
로부터 J-적분과 유사한 C * 적분이 정의된다.



Γ

정상상태




크립조건에서




     


 

C *는

균열선단에서의

(3.2.1-63)
특이응력장

세기

(intensity)를 나타낸다. σ - ε̇ 의 관계를 나타내는 Norton 크립 법칙에서 ε̇
는 σ 의 유일함수이므로 C * 는 적분경로와 관계없이 일정한 값을 갖는다.
이로부터 C * 는 정상상태 크립조건에서 크립 균열성장 속도를 특성화할
수 있는 좋은 매개변수가 된다.
천이 크립조건에서는 변형률속도는 응력뿐만 아니라 응력 속도, 즉
시간의 함수이다. 이는 크립 영역의 크기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커지게 되
어 크립 영역 주변의 탄성응력이 재분포되어 응력이 변하기 때문이다. 따
라서 응력-변형률 속도 관계는 다음과 같이 된다.
σ̇
ε̇ = ε ė + ε ċ =
+A σ n
E

(3.2.1-64)

하지만 하중을 가한 후 크립이 발생하면 ε ċ 가 ε ė 보다 우세한 영역이
형성된다. 이 영역에서만 적분경로를 선택하면 경로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균열선단에서의 적분을 C( t) 적분이라 하고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C( t) = ⌡ W s *dy - T i
Γε

(

∂ u i̇
ds
∂x

)

(3.2.1-65)

여기서 Γ ε 은 균열선단 부근에서의 작은 적분경로이다.
식 (3.2.1-63)과 (3.2.1-65)에서 크립 영역이 성장하여 SSC 조건에서
EC 조건으로 크립 조건이 변화함에 따라 C( t) 값이 C * 값에 접근하게 되
는데 이는 C( t) 적분이 C * 를 경로적분식을 통해 천이 크립조건으로 확장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C( t) 는 천이 크립조건과 정상상태 크립조
건을 포함하는 전 크립 영역에서의 균열선단 특이응력장 세기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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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고온구조 설계코드 RCC-MR A16에서는 균열성장량을 피로
균열성장과 크립 균열성장의 선형 합으로 표시된다.
피로 균열성장 :

( δ a f ) i = C⋅[ ( ΔK eff ) i ]

n

t +t
q
크립 균열성장 : ( δ a c ) i = ⌠
A⋅ ( C *i (t) ) dt
⌡
i

mi

ti

전체 균열성장 :

(3.2.1-66)

( δ a final ) i = ( δ a f ) i + ( δ a c ) i

즉, 피로 균열성장에서는 시간의 영향에 의한 성장량은 없고 크립 균
열성장에서는 사이클 수와는 무관하게 균열 성장이 평가된다. 그러므로
A16에서는 장시간 또는 많은 수의 사이클에 의한 상호간 균열 성장 영향
은 반영되지 않는다.
R5에서의 균열성장은 A16과 유사하지만 사이클 수에 따라서 피로 균
열성장량과 크립 균열성장량을 평가하는데 전체 균열성장량은 아래의 식
으로 표현된다.
da
=
dN

da
da
( dN
) + ( dN
)
f

(3.2.1-67)
c

여기서 피로 균열성장은 A16에서 제시한 관계식과 유사하게 응력강도계
수를 적용한 아래의 식을 이용한다.
da
( dN
) = C⋅( ΔK
f

eff )

ℓ

(3.2.1-68)

(라) 노치가 있는 고온구조물의 구조건전성 평가
주기적인 하중을 받는 구조물에서는 구조건전성에 가장 큰 영향을 끼
치는 것이 피로손상이지만 고온에서 장시간 운전되는 액체금속로 구조물
에서는 크립에 의한 손상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크립-피로 균열성장 평
가에 관한 코드들이 영국, 프랑스, 일본 등에서 만들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2002년 개정된 RCC-MR A16 코드를 따라 크립-피로 하중이 작용하는 원
통 구조시편의 균열에 대한

균열성장을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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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모델 및 하중 조건
크립-피로 균열성장 평가에 사용되는 모델은 외경이 60cm, 높이가
50cm, 두께가 5mm인 원통 구조물로서 실제 원자로 구조물에서는 원자로
용기의 축소모델 또는 배관 모델로 간주할 수 있다. 시편에서 균열은 인위
적인 방전가공으로 만들었는데 원주방향 관통균열은 폭이 0.35mm, 길이
가 20mm이다. 하중은 축방향으로 50톤의 인장하중이 작용하고 외부표면
의 온도가 545℃, 내부표면은 540℃이다. 1 사이클은 고온 도달시까지의
가열시간 8분, 고온유지시간은 1시간, 고온에서 상온으로의 냉각시간 30분
으로 이루어지는데 전체 400사이클의 크립-피로 하중을 가했다. 그림
3.2.1-84는 균열이 있는 고온 원통구조물에서의 온도분포와 시간에 따른
온도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50 ton

Unit : mm

높이

400

Temp(°C )
500

400 Cycles

550

1Hr

100
온도(ºC) 550 530 150 100
Outer Surface
Inner Surface

600

t=5

30

1 Cycle

t=5

8

68

128

Time (min)

2c=20

그림 3.2.1-84 균열이 있는 고온구조물의 온도 분포 및 시간에 따른 온도분포

재료는 SS316L을 사용하였다. 축방향 인장력과 열하중이 동시에 작
용하기 때문에 A16에서의 하중조건 중 기계적하중과 열하중이 조합된 조
건을 적용하였다. 본 해석에서는 수평 결함부에서 수 사이클 후에 피로-균
열 하중에 의한 균열성장이 시작되었다고 가정하고 A16 절차에 따라 피
로 균열성장과 크립 균열성장 해석을 각각 수행하여 그 선형합으로 전체
균열성장량을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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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로 균열성장 해석
피로 균열성장 평가에 사용되는 식은 다음의 식 (3.2.1-69)과 같다.
da
= C ( ΔK eff ) n = 4.662×10 - 7 ( ΔK eff ) 2.339
dN

(3.2.1-69)

유효응력강도계수를 구하기 위한 J s 는 아래의 식을 적용한다.
Js =

[

J me
el

σ me + th
+ me + th
σ el

J th
el

]

+ th
E ε me
ref
⋅
+ th
σ me
ref

(3.2.1-70)

여기서 J el = K 2eq / E , K 2eq = K 2I + K 2II + K 2III/(1- ν ) 이다.
5t 원통 구조물에 대하여 참조응력과 참조변형률을 고려하여 유효응
      
 가 된다. 유효응력강도계수로

력강도계수를 구하면

부터 피로 균열성장량을 구하면 다음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    



(3.2.1-71)

크립 균열성장 해석
크립 균열성장 평가에는 식 (3.2.1-72)를 적용한다.
q
da
= A ( C * ) = 1.117×10 - 2 (C * ) 0.673
dt

(3.2.1-72)

축방향 인장력과 열하중이 동시에 작용하기 때문에 매개변수 C * 는
아래의 식을 적용한다.
C* =

[

J me
el +

σ me + th (t)
+ th
σ me
el

]

J th
el ⋅

+ th
E ε̇ me
(t)
ref
me + th
σ ref (t)

(3.2.1-73)

사이클당 고온유지시간은 1시간이고 시간에 따른 참조응력과 참조변
형률범위를 고려한 매개변수 값을 구하면      ⋅ 가 되어
단위시간당 크립 균열성장량은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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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74)

RCC-MR A16에서의 크립-피로 균열성장량은 피로 균열성장량과 크
립 균열성장량의 단순합으로 계산되는데 식 (3.2.1-71)과 식 (3.2.1-74)로
부터 400사이클에 대한 균열성장량은   로 평가되었다.

다. 고온구조물 크립-피로 손상시험
(1) 고온 용접구조물 열라체팅 변형시험
고온 열하중을 받는 용접구조물의 열라체팅 하중에 따른 변형률 평가
를 위해 그림 3.2.1-85와 같이 두 가지 원자로배플(reactor baffle) 형상을
모사하는

용접

구조시험편으로

열라체팅

구조시험을

수행했다.

그림

3.2.1-86(a)의 평판-원통 접합구조물(plate-to-shell junction)은 그림 3.2.185(a)를 모사하기 위한 것이고, 그림 3.2.1-86(b)는 그림 3.2.1-85(b)를 모
사하기 위한 것이다.

(a)

(b)

그림 3.2.1-85 원자로용기 열응력완화 위한 원자로배플 구조물

- 168 -

(a) 평판-원통 접합구조물

(b) Y-구조 원통

구조물 그림 3.2.1-86 용접구조물

그림 3.2.1-87 평판-원통 접합구조물의 온도 측정치

평판-원통 접합구조물에서 원통 내면의 축방향으로 설치된 열전대를
이용해 측정한 온도분포도는 그림 3.2.1-87과 같이 시험원통이 수조 쪽으로
이동함에 따라 온도분포가 일정한 형태를 가지고 우측으로 이동하는 경향
을 나타냈으며, Y-구조 시편에서도 온도분포는 거의 같게 나타났다. 그림
3.2.1-86의 평판-원통 접합구조물과 원통의 중간에 3mm 두께의 평판이 용
접되는 시편에 대해 레이저변위센서로 측정한 시험편의 잔류변위량은 그림
3.2.1-88과 같이 용접부를 전후로 변형량의 반전이 일어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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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88 평판-원통 및 Y-구조 시편의 라체팅 변형 양상 (측정치)

7사이클 기준으로 원통구조물의 하부에서는 원통의 수축과 팽창이
동시에 발생하는데 최대 변형량은 7사이클 기준으로 2.15mm가 팽창하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Y-구조 시편에 대한 측정 결과는 그림 3.2.1-88(b)에
서와 같이 시험 원통 구조물이 바깥으로 팽창하는 형태로 점진적 변형이
일어남을 알 수 있다.
한편 고온 구조물에 용접부위가 존재할 때 매끈한 원통에 비해 열라
체팅 거동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시험결과를 비교해보면 그림
3.2.1-89와 같이 용접불연속 부위로 인해 잔류변형량은 매끈한 원통에 비
해 줄어드는 반면 변형에 대한 구속이 커져 여기서 발생되는 응력은 증가

Residual displacement, Ur(mm)

하게 된다.

5

smooth
junction(3t)

4

smooth
3

C
L

2
with junction
1
0

0

2

4
6
8
No. of ratchet cycles

그림 3.2.1-89 평판-원통 접합구조물과 매끈한 원통의 변형량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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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10 평판-원통 접합구조물과 매끈한 원통의 열라체팅 응력 및
변형량 비교 (7 cycle 후)
Specimen
(cylinder)

⎜Ur⎜max (mm)

von Mises 응
력 (MPa)

⎜∆εR⎜, (%)

Smooth

2.15
(시험 : 1.56)

77.1

0.19

junction

1.86
(시험 : 1.31)

155.0

0.07

즉, 표 3.2.1-10에서와 같이 시험원통의 두께가 동일하게 3mm인 매끈
한 원통과 접합 불연속 부위가 존재하는 접합 원통에서 발생하는 응력은
접합원통에서가 155MPa로 두 배 정도 증가하지만 7사이클 기준으로 변형
량은 1.56mm에서 1.31mm로 감소함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해석결과
도 동일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매 사이클마다 증가되는 라체팅
변형량은 매끈한 원통에서 2배 이상으로 증가한다. 여기서

∆ε R

은 열라체

팅에 따른 변형률은 다음 식으로 표현되며 식에서 σθ,el은 탄성적으로 계산
된 원주방향 응력이다.
∆ε R =

(

2 σ θ ,el − σ y

)
(3.2.1-75)

E

용접부가 존재하는 구조시험편에 대해 라체팅 해석결과를 시험결과와
비교하면 그림 3.2.1-90에서와 같이 해석결과와 시험결과는 비슷하게 증가
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해석결과가 변형률 관점에서 다소 보수적인 결과를

Residual diplacement, ur (mm)

주었다.
2.0

Analysis

1.5

Test

1.0

0.5

0.0
0

2

4

6

8

10

No. of ratchet cycles

그림 3.2.1-90 용접구조 시험편의 라체팅 해석 및 시험 결과 비교

- 171 -

(2) Y-구조물 크립-피로 손상 시험
고온 구조물의 크립-피로 손상시험을 수행하기 위해 시험장치와 계측
계통을 구축하고 단순 원통구조시편을 장착하여 예비시험을 수행한 다음
그림 3.2.1-91에 보인 것과 같이 대표적인 불연속구조물인 Y-구조시편을
만들어서 크립-피로 시험을 수행하였다. 구조시편은 2가지를 만들었는데
직경과 높이는 각각 60cm, 50cm로 동일하고 두께가 첫 번째 시편은
7mm, 두 번째 시편은 5mm로 제작하였다.

D
t

t

c

b
a

d

L
2

250
t
d
d

t
c
a

그림 3.2.1-91 불연속 Y-구조 크립-피로 시편

첫 번째 시편에는 원주방향으로 90도 간격으로 길이 1cm의 2개의 관
통결함과 길이 2cm의 2개의 표면결함을 수직과 수평방향으로 가공하여
응력집중으로 인해 결함선단에서 크립-피로 손상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하
였다. 두 번째 시편은 관통결함의 길이를 2cm로 늘려 제작하였다. 물리량
의 측정을 위해 Entensometer, LVDT, 고온 스트레인게이지 및 온도측정
을 위한 열전대 등의 센서를 설치하고 데이터를 수집하였는데 전체적인
시험장치와 측정장치의 배치를 그림 3.2.1-92에 개략적으로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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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92 크립-피로 구조시험장치 및 측정장치 배치도

구조하중은 100톤 규모의 IST 인장시험기로 수직방향으로 50톤의 인
장하중을 가하였는데 7mm 두께의 시편에는 38MPa의 공칭 인장응력이
발생하고 5mm 두께의 시편에는 50MPa의 공칭 인장응력이 발생하도록
하였다. 가열장치는 그림 3.2.1-92에 보인 것과 같이 50kW의 고주파유도
가열기를 사용하고 가열코일은 6 turns로 설계하였는데 시편의 중앙부에
서 길이방향으로 20cm 구간을 가열하도록 하였다.
7mm 두께의 구조시험편은 총 100사이클의 시험을 수행하였는데 인
장하중을 가하고 시편을 최대출력으로 가열을 시작하면 가열구간이 550℃
에 도달하는데 약 8분이 소요되고 이 상태로 feedback control을 이용하고
1시간을 고온 상태로 유지한 다음 인장하중을 제거하고 시편을 냉각시키
는데 현재 별도의 냉각장치를 구축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냉각에 약 1시간
이 소요된다. 따라서 1사이클 시험하는데 총 소요시간은 130분 정도가 소
요되고 전후의 준비시간과 데이터 수집정리 시간을 포함하면 약 3시간이
소요된다. K-type 열전대 44 채널을 시편의 안팎에 설치하여 수집한 온도
데이터는 그림 3.2.1-9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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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93 온도수집데이터

그림 3.2.1-94 축방향 extensometer 데이터

고온 extensometer를 사용하여 축방향 변형을 측정한 결과는 그림
3.2.1-94에 나타내었고 축방향과 원주방향으로 고온 스트레인게이지를 부
착하여 수집한 데이터는 그림 3.2.1-95에 나타내었다. 그림 3.2.1-96은 시편
하단에서 30cm 위치에서 반경방향 변위를 LVDT를 사용하여 수집한 데
이터를 보여주고 있다.

LV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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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op St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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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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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95 스트레인게이지 데이터 그림 3.2.1-96 LVDT 수집데이터
(축방향/원주방향)

(반경방향)

5mm 두께의 구조시험편에는 총 400사이클의 하중을 가한 크립-피로
시험을 수행하였는데 고온 유지시간은 1시간으로 동일하지만 송풍 방식의
냉각기를 설치하여 냉각시간을 줄여서 1사이클의 시험시간을 100분 정도
로 단축하였다. 수집된 온도 데이터는 탄성 및 비탄성 유한요소해석에 입
력자료로 활용되었고 측정된 변위와 변형률은 해석결과와 비교하였고 구
조물 표면 손상을 관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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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립-피로 손상 관찰
고온 구조물의 손상을 평가하는 방법은 크게 물리적 성질의 변화와
금속조직학적 변화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 금속 조직학적
방법은 손상을 직접 육안으로 검출할 수 있어서 실용성이 크다. 따라서 크
립-피로 구조시험을 수행한 뒤 구조물의 표면을 처리하고 직접 광학 현미
경으로 관찰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데 배율이 높은 광학 현미경을 현장에
서 사용하는 것은 어렵고 또한 크립-피로 구조시험편의 시험이 종료가 되
고 나면 직접 조직을 떼어서 전자현미경으로 고배율 관찰을 하면 되지만
시험의 중간 단계에서는 조직을 떼어낼 수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 본
실험에서는 비파괴검사와 이동식 줌 현미경을 사용하여 현장에서 3500배
까지 표면 조직을 관찰하고 또한 표면복제를 하여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하
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였다.
5mm 두께의 구조시험편의 크립-피로 손상은 크게 두가지로 관찰된
다. 입계에서의 공동(cavity)와 탄화물의 축적인데 실제로 구조물의 표면
에서 공동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기술이 요구된다. 316 스테인레스
강의 크립-피로 손상은 입계에서의 탄화물의 축적으로 정량화될 수 있는
데 표면처리 과정중 부식 단계에서 탄화물이 떨어져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주의가 요구된다. 그림 3.2.1-97과 그림 3.2.1-98은 이동식 줌 광학현
미경으로 수직관통부위를 100사이클과 400사이클 시험후에 조직관찰한 것
을 보여주고 있는데 400사이클 후에 결함의 선단에서 크립-피로 미소균열
이 발생하여 성장하기 시작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2.1-97 수직관통부 100사이클
(광학 ×350)

그림 3.2.1-98 수직관통부 400사이클
(광학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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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99 수평관통부위 100사이클

그림 3.2.1-100 수평관통부위 400사이클

(SEM×2000)

(SEM×2000)

그림 3.2.1-99와 그림 3.2.1-100은 수평관통부위를 100사이클과 400사
이클 후에 표면복제하여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400사이클 후에는 입계에 탄화물 석출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판단
되어 본 실험의 결과 결함부위에서는 크립-피로 손상이 발생하기 시작한
것을 알 수 있었고 결함 이외의 부위에서는 손상이 나타나지 않아 이를
위해서는 훨씬 많은 횟수의 시험이 요구됨을 알 수 있었다.

크립-피로 손상 구조해석
316 스테인레스강으로 만든 불연속 Y-구조시편의 크립-피로손상을
평가하기 위하여 시험에서 수집된 온도 데이터를 이용하여 탄성응력해석
과 NONSTA-VP 프로그램을 이용한 비탄성응력해석을 수행하였다. 해석
에는 ABAQUS 코드를 사용하였고 그림 3.2.1-101에 보인 것과 같이 6절
점 축대칭 열전달 요소인 DCAX6 요소 및 DCAX8 요소는 구조요소인
CAX6 요소 및 CAX8 요소를 사용하여 모델링 하였고 316 스테인레스강
의 물성치는 온도의 함수로 입력하였다.
그림 3.2.1-101은 구조시편의 가열부위가 550℃로 도달했을 때의 변형
도와

불연속부에서의

응력강도분포를

보여주고

있는데

절점

extensometer, 스트레인게이지, LVDT로 변형을 측정했던 위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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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은

인장하중

CL

#92

#68
가열
구간

가열후

#8
#387

그림 3.2.1-101 불연속 Y-구조시편 해석 모델 및 가열후 변형과 응력강도 분포도

불연속부를 포함한 대부분의 영역에서 Sx, Sxy는 미약하고 가열속도
(1.2℃/s)에 비해 늦은 냉각속도(0.15℃/s)로 인해 열충격효과가 작게 발
생하였고 응력은 굽힘응력 양상을 나타내었다. 축방향 응력(Sy)의 특징은
막응력은 작지만 큰 굽힘응력이 발생하고 원주방향 응력(Sz)은 굽힘응력
은 작지만 큰 막응력이 발생하는 특징이 있다.
그림 3.2.1-102와 그림 3.2.1-103은 7mm 두께 구조시험편과 5mm 두
께 구조시험편의 변위, 변형률 측정 위치에서 고온 스트레인게이지와
extensometer 및 LVDT로 측정한 축방향 변형률과 원주방향 변형률 및
반경방향 변위를 탄성해석결과와 NONSTA-VP를 활용한 비탄성해석 결
과와 비교하였는데 4～10% 오차범위로 일치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0 .0 1 4

e22_ex tensometer e22_SG

0.014

e22해석(Elastic)

0 .0 1 2

0.012

0 .0 1

0.01

Elastic

VP

MicroStrain

Ex tensometer
0 .0 0 8

e33해석(El, VP)

e22해석(VP)

e33_SG

0 .0 0 6

0.008
SG

0.006
0.004

0 .0 0 4

0.002
0 .0 0 2

0
0
0

2000

4000

6000

8000

-0.002

10000

0

2000

4000

6000

Time(sec)

-0 .0 0 2

그림 3.2.1-102 측정값과 해석결과 비교 그림 3.2.1-103 LVDT 측정과 해석결과 비교
(절점119)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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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변형률 범위를 설계피로곡선에 적용하면 7mm 두께 구조시험
편에서는 허용사이클이 2000회가 되는데 100사이클의 하중에 대해서 피로
손상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그리고

⎛ n ⎞
100
= 0.05 (# 257)
⎟ =
2000
j =1 ⎝
d ⎠j
P

∑⎜ N

(3.2.1-76)

Sr
146
=
= 219 (M Pa)
로
0.67
K'

평가되어 이를 크립파단곡선에 적용하면

Df =

허용시간이 각각 18,000시간, 6500시간이 되는데 고온 유지시간 100시간에
대한 크립손상은 다음과 같다.
Dc =

⎛ ∆t ⎞
100
= 0.006 (# 257)
⎟ =
18000
k =1 ⎝ d ⎠ k
q

∑⎜T

(3.2.1-77)

위에서 구한 5mm 두께 구조시험편의 피로손상과 크립손상을 이직선
크립-피로 손상평가 선도에 적용하면 그림 3.2.1-104에 보인 것과 같이 무
척 작은 값이고 앞 장에서 금속학적 표면 조직검사를 수행하여 결함을 제
외한 부분에서 크립-피로 손상이 관찰되지 않은 것과 부합되는 결과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고온구조 크립-피로해석코드인 NONSTA-VP를
사용한 비탄성해석을 수행하였는데 이 경우 장점은 탄성해석법을 ASME
NH에 적용할 때 발생하는 복잡한 과정을 따를 필요가 없이 바로 비탄성
변형률과 응력값이 결정되고 이를 손상평가에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해석결과 최대 비탄성변형률 범위는 5mm 두께 구조시험편의 불연속부위
절점68에서 0.001이 나왔는데 설계피로곡선에 적용하면 허용 사이클은
400,000회가 되어 피로손상은 0.001로 계산되었다. 크립손상을 구하기 위해
절점

68에서의

응력값들을

이용하여

등가응력

이력을

구하면

그림

3.2.1-104와 같이 되는데 이를 몇구간의 평탄한 응력구간으로 나누고 각
구간에 해당하는 크립파단시간을 적용하면 크립손상은 0.0013으로 계산된
다. 이를 그림 3.2.1-105에 표시하면 탄성해석법에 의한 결과와 마찬가지로
극히 작은 손상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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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ig_e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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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104 절점68에서 등가응력이력

6000

S AFE Z ONE

0
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

그림 3.2.1-105 크립-피로 손상 평가

두 가지 해석결과를 이용하여 그림 3.2.1-105에서 손상이 발생하기까
지의 수명을 평가하면 탄성해석방법에 의하면 총 4000사이클, 비탄성해석
방법에 의하면 총 100,000사이클이 소요될 것으로 나타났다.
본 시험에서는 Y-구조시편의 크립-피로손상 발생을 위해 상당한 횟
수의 시험을 요할 것을 미리 예상하였기 때문에 손상을 가속화하기 위하
여 원주방향으로 4개의 결함을 방전가공으로 만들고 결함선단에서의 손상
을 관찰하고 평가하였고 이는 앞 장의 노치가 있는 고온구조물의 건전성
평가에서 설명하였다.

(3) 고온 용접용기 손상시험
본 시험연구에서는 그림 3.2.1-92(a)와 같은 크립-피로 시험장치(인장
하중 용량 : 1MN)와 그림 3.2.1-106과 같은 형상의 용접 구조시편을 이용
하여 크립-피로 손상시험을 수행하였다. 시편은 304 및 316L 스테인리스
강 평판을 피복아크용접(SMAW) 및 가스-텅스텐 아크용접(GTAW : 일
명 TIG)으로 용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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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106 용접 구조시편 형상

시편에는 8개의 결함을 그림 3.2.1-107에서와 같이 가공했는데 2개의
결함(2,6)은 수직결함이고, 나머지 6개의 결함은 수평결함이다. 또한 두 개
의 결함(1,5)는 내부 표면으로부터 두께의 반까지 가공된 표면결함이고,
나머지 6개는 관통결함이다. 모든 결함은 높이 0.2mm, 길이 35mm의 사
각형 형태로

방전 가공했다.
270°

90°

0°

SMAW (L5)

TIG (L3)

TIG (L1)

304
7
TIG (C1)
6
5

SMAW (C2)

SMAW (C3)
8

360°

2

1

3
TIG(C4)

4

SMAW (L4)

TIG (L2)

316L

그림 3.2.1-107 용접 구조시편 전개도 및 결함 가공

시편에는 그림 3.2.1-108과 같은 형태의 열하중과 기계적 하중을 작용
시켰다. 용접구조시편의 내․외부 표면에 열전대를 부착하여 온도를 측정했
는데 그림 3.2.1-109는 시편의 외부에서 측정한 온도이력을 보여주고 있다.
중앙부위가 600°C의 정상상태에 도달하는 데는 약 8분이 소요되었으며 정
상 상태에서 1시간 유지하중을 가하고, 그 후 열 및 기계적 하중을 제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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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앙부위 온도가 고온에서 70°C까지 떨어지면 1사이클이 종료된 것으
로 시험조건을 설정했다. 1회의 크립-피로 하중 사이클에는 약 85분이 소
요되었고, 2004년 12월 3일에 300회 크립-피로 시험을 완료한 후 시험을
중단했다.

P(ton)
T(C)

LS3

L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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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LS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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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8

68+1
68

8
1 cycle (85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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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ycle (~85min)

85

t (min)

* : Load Step

(a) 열 하중

(b) 기계적 하중

그림 3.2.1-108 크립-피로 하중
1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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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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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0
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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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109 온도수집 데이터

용접시편의 변형량은 그림 3.2.1-110에서와 같이 스트레인게이지와
extensometer 및 LVDT를 이용해 측정했다. 스트레인게이지는 높이 22cm
위치에서 수평 및 수직방향 변형률을 측정했고, extensometer는 21cm 높이
에서 수직방향으로, LVDT는 22cm 높이에서 반경방향의 변형량을 측정했
다. 측정된 변형량 형태는 그림 3.2.1-110에서와 같이 측정 위치는 다르지만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extensometer의 위치에서의
변형량 측정치와 해석치는 그림 3.2.1-111에서와 같이 소성과 크립을 고려
한 ABAQUS 비탄성 해석결과가 측정치에 근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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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스트레인게이지

(b) Extensometer

(c) LVDT

그림 3.2.1-110 변형량 수집 데이터

그림 3.2.1-111 Extensometer 위치 변형량의 측정치 및 해석치 비교

손상 관찰결과
용접용기 시편의 주요 결함 부위에 대한 크립-피로 손상은 100회,
200회, 300회 시험을 종료한 후 이동식 광학현미경을 이용하여 비파괴적으
로 관찰하였다. 그림 3.2.1-107의 전개도에서 결함 위치별로 손상을 관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용접 시편의 316L 모재 및 용접재 부분에 걸쳐 존재하는 수직
결함 2번에서 하중 사이클이 100회로부터 300회까지 증가할 때 손상은 그
림 3.2.1-112에서와 같이 용접영향 부위인 결함의 상단 부분에서 조금씩
진전해나가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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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112 2번 결함의 손상 관찰결과

2번 수직결함의 상부 용접은 피복아크용접(SMAW)된 것이다. 또한
같은 수직결함으로 상부 용접이 TIG 용접된 6번 결함에 대해 200회 사이
클에서의 관찰결과는 그림 3.2.1-113에서와 같이 손상이 위의 200회 후의
2번 결함에서보다 약간 크게 나타났다. 현재는 손상 정도가 작고, 한 부위
에서의 관찰결과이기 때문에 TIG용접과 SMAW가 어느 것의 거동이 더
우수하다는 것을 비교평가하는 것은 곤란하다.

그림 3.2.1-113 6번 결함의 손상 관찰결과 (200th 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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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수평결함 3번에서의 관찰결과는 그림 3.2.1-114에서 보는 바와 같
이 앞의 수직결함들에 비해 손상이 다소 크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이
는 구조시편이 수직방향으로 일차응력을 받기 때문에 수평방향으로 가공된
결함에서 손상이 크게 발생했기 때문이다. 그림 3.2.1-114는 304SS HAZ(열
영향부) 부분의 손상관찰 결과이며 용접은 SMAW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그림 3.2.1-114 3번 수평결함의 손상 관찰결과
반면 그림 3.2.1-115에서와 같이 304와 316L 강의 용접계면에서 관찰한
손상 결과는 사이클이 진행됨에 따라 크립-피로 손상이 결함 선단에서 다
른 결함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3번, 4번 결함
의 손상 정도를 비교해보면 일단은 3번 결함의 HAZ 부분 손상이 다소 커
보이지만 손상의 발전양상은 추가 시험을 통해 관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3.2.1-115 4번 수평결함의 손상 관찰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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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재와 HAZ 부분에 걸쳐 있는 표면 결함인 5번 결함의 양 선단에서
의 손상 양상은 그림 3.2.1-116에서와 같이 현 단계에서는 구별이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2.1-116 5번 수평결함의 손상 관찰결과 (100th cycle 후)

원통의 상하부 경계선 용접부에 위치하고 있는 4번과 8번 계면 결함
을 비교 관찰한 결과 TIG와 SMAW 용접부에서 손상의 크기가 크게 다
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2.1-1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 단계에
서는 어느 용접방법이 고온에서의 거동이 우수한지 판별하는 것이 아직은
어려운 상태이다.

그림 3.2.1-117 4번 및 8번 결함의 손상 관찰결과 (200th cycle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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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손상이 크게 나타난 304SS 재질의 3번 결함에서 사이클이 진행
됨에 따른 손상진행도는 그림 3.2.1-1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험전 →
100 → 200 → 300 사이클로 진행되면서 손상이 상대적으로 가장 크게 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모재 부분으로 위의 HAZ 부분보다 손상이
크게 관찰되었는데 이는 통상 용접부위가 모재부위보다

취약하다는 통상

의 개념과 배치되는 것으로 제작결함 등의 기존 결함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2.1-118 3번 결함의 손상 진행과정 관찰결과

설계절차를 따른 손상 평가
설계절차를 따른 크립-피로 손상 평가를 위해 용접시편은 대칭성을
고려하여 3차원으로 ABAQUS를 이용해 그림 3.2.1-119(a)와 같이 모델링
하였다. 기계적 하중은 그림 3.2.1-1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60톤을 작용시
켰는데 이는 공칭응력으로 45.1MPa의 일차응력을 야기하게 된다. 모델의
대칭성으로부터 4개의 결함을 모델링하였으며 설계평가 절차를 따르기 위
해 선형탄성 해석을 수행했다. 그림 3.2.1-119(b)는 용접시편에 대한 축방
향 변형률 분포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탄성평가를 수행했을 때 최대 총변
형률은 1.24%로 비교적 크게 나타났다. 용접시편 해석 모델에 존재하는 4
개의 결함 중 가장 변형이 큰 3번 결함에서의 변형률 해석 결과는 그림
3.2.1-120에서와 같이 계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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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기계적 하중 및 경계조건

(b) 축방향 변형률

그림 3.2.1-119 FE 해석 모델링

El : 21828

ε 11= 0.0111,

σ 11= 48.02 (MPa)

ε 22 = 0.0109,

σ 22 = 2.18

ε 33= 0.0116,

σ 33= 203.8

그림 3.2.1-120 결함선단 변형률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결함 선단 부분에서
각 방향의 응력은 차이가 크지만, 변형률은 3축 방향으로 모두 1% 내외의
비슷한 크기로 크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따라서 두 개의 과도 시점에서 식
(3.2.1-79)를 따른 등가 변형률 범위는 변형률의 차이가 중요하기 때문에
ASME-NH를 따를 경우 등가변형률(equivalent strain)은 매우 작게 평가
된다는 점이다.

(

) (

)

(

)

1

2 ⎡
3
⎤2
∆ε equiv ,i =
∆ε x i − ∆ε y i 2 + ∆ε y i − ∆ε z i 2 + (∆ε z i − ∆ε x i ) 2 + ∆γ 2 xy i + ∆γ 2 yz i + ∆γ 2 zx i ⎥
2
2(1 + ν * ) ⎢⎣
⎦

(3.2.1-78)

결함부에 대한 크립-피로 손상 평가는 기하학적 불연속 부위에 대한
평가절차를 가지고 있는 지침을 따라야 한다. RCC-MR의 경우 기하학적
불연속부위에 관한 지침으로 명시된 RB 3262.13이 아직 공백상태인 관계
로 본 연구에서는 RCC-MR 부록인 A16을 따라 평가를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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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ME-NH의 경우 당초 지침은 노치 또는 날카로운 결함을 대상으로 개
발된

것은

아니지만

본

연구에서는

응력집중

계수

K를

고려하여

ASME-NH에의 적용성을 검토해보았다.

RCC-MR의 A16을 따른 크립-피로 손상 평가
A16은 결함부 크립-피로 평가를 위해 ‘σd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A16은 ASME-NH의 Appendix T(크립-피로 평가절차 제시)가 그렇듯
강제(mandaroty) 조항은 아니다. A16은 크립 또는 크립-피로 하중에서
균열의 incubation의 평가를 위해 적용되는 방법이다. 형상 불연속에 대해
결함 성장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적용하는 파괴역학 개념 기반
의 ‘σd 방법’에서는 불연속 부위로부터 특성길이(characteristic length) 'd'
만큼 떨어진 위치에서의 응력과 변형률을 이용하여 손상을 평가한다. 오스
테나이트강의 경우 특성길이 ‘d'는 50μm로 설정되어 있다.

σd 방법에서는 그림 3.2.1-121과 같이 둥근 형태의 노치에 대해 해석
적 해를 제공하는 Creager의 공식을 이용하는데 여기서 응력평가를 위한
선단 부근의 좌표는 (ρ/2+r)로 곡률 반경의 반을 고려하여 계산한다.

r
ρ/2

θ

ρ/2

그림 3.2.1-121 결함선단 형상
균열에 대한 응력강도(K)해인 K-장(K-field)의 해는 균열길이의 약
10% 이내 영역에서 잘 맞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성 길이 0.05mm는 매
우 작은 길이로 유한요소 모델링에서 특히 3차원 결함 모델링의 경우 자
유도가 과도하게 증가할 수 있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그림 3.2.1-122
의 적분점(Gauss point)에서의 응력값을 이용해 ‘d' 위치에서의 응력을 다
음과 같은 방법으로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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σyy

y

σd

underestimation
due to meshing

σG⋅P
G.P

d

l

그림 3.2.1-122 결함선단 요소

KI =σd

σd =

2π d = σ G ⋅ P

2π l

l
⋅ σ G ⋅P
d

(3.2.1-79)

본 해석모델 선단에서 적분점까지의 거리인 0.615mm를 고려하여 계
산하면 ‘d' 위치에서의 응력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σd =

0.615(mm)
l
σd =
σ d = 3.51 σ d
0.05(mm)
d

(3.2.1-80)

A16 절차를 따라 ‘d' 위치에서의 변형률 범위를 구하면

(∆ε ) = ∆ε
i

el + pl

+ ∆ε fl = 0.004316

(3.2.1-81)

크립에 의한 변형률 범위 증가치를 계산하기 위해 물성치에 관한 부
록인 A3에서 304SS의 관련식을 적용하면 크립 변형률 증가량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

ε f = ε f (1 − e − rt ) + ε x (1 − e − st ) + ε m t
= 0.044(%)

(3.2.1-82)

A16의 피로평가에서는 RCC-MR의 RB-3200에서와는 달리 변형률 범
위에 당초 설계물청치에 포함된 안전계수(K=1.5)를 제거하고, 이에 대한
피로수명, Nd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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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6의

크립평가에서는

∆ε i 0.00459
=
= 0.00288
1 .5
K

(3.2.1-83)

N d = 6572.9

(3.2.1-84)

RCC-MR의

RB-3200과는

달리

유지응력

(sustained stress) σk/k에 안전계수로 나누었던 k(=0.9)를 나누지 않는다
(즉, k=1). 절차를 따라 평가하면 크립 파단시간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Td = 75.8

(3.2.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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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t
+
6573 76

(3.2.1-86)

이 식은 RCC-MR의 크립-피로 손상에 관한 허용 이직선에 적용하면
유지시간이 1시간인 본 크립-피로 구조시험에서 76사이클 정도에서 크립피로 손상이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허용 이직선은 RCC-MR의
A16에서 균열의 초기 생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손상 평가결과와 그림
3.2.1-118의 손상관찰 사진을 비교해보면 구조시험에서 관찰된 3번 결함의
손상은 마이크로 단위 수준이므로 A16의 평가절차가 비교적 보수적인 결
과를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A16 절차를 따른 용접부에 대한 크립-피로 손상은 모재의 재료 파단
응력 Sr이 Jr․Sr로 대체되는데 여기서 Jr은 용접 파단특성 계수이다. 또한
피로 손상에 대해 변형률 범위에 용접 피로특성 계수인 Jf를 를 곱해준다.
본

해석에서

Jr=0.94,

Jf=1.25이며

이로부터

결정한

피로

수명은

Nd=2419.5이며, 크립파단 시간은 Td=43.5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용접부에
서 크립-피로 손상은 다음 식으로 표현된다.
V +W =

n
t
+
2420 44

(3.2.1-87)

즉 용접부에서 크립-피로 손상에 의한 균열 초기 발생은 대략 44 유지
시간(44 사이클) 후에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3번 결함 선단에서
의 시험 관찰결과와 비교할 때 A16 평가절차는 보수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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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ME-NH를 따른 크립-피로 손상 평가
ASME-NH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대로 노치 선단에서의 삼축방향 변
형률이 크지만 크기가 비슷하기 때문에 유효변형률 범위가 매우 작게 계
산되었으며 이로부터 구한 전체 변형률 범위도 다음 식에서와 같이
0.0146%로 매우 작게 계산되었다.
∆ε t = K v ∆ε mod + K∆ε c = 0.000146

(3.2.1-88)

이에 따라 ASME-NH의 절차를 따른 모재 및 용접재에서 피로한도
는 무한대로 계산되었다. ASME-NH는 용접 열영향부에 대해서는 피로수
명을 모재의 반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크립손상에 대해서는 아래의 그
림 3.2.1-123에서와 같이 응력 파단곡선에서 용접강도 감소계수를 의미하
는 응력파단계수(stress rupture factor : 1에서 0.8사이)를 이용하여 모재
의 파단곡선을 아래로 끌어내려 이 곡선을 용접부의 크립 파단 물성치로
사용한다.

σ

σ-t
σ-t curve
/R
(용접부)

t
그림 3.2.1-123 ASME-NH 용접부의 응력파단선 결정
ASME-NH의 절차를 따라 평가한 크립손상은 약 30만 시간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ASME-NH를 따른 용접 구조시편 결함부 선단 부위에서
의 크립-피로 손상은 다음 식과 같이 표현된다.
V +W ≈

n
t
+ 5
∞ 30

(3.2.1-89)

실제 크립-피로 손상이 결함선단 부근에서 실험적으로 관찰된 바
ASME-NH를 따른 위의 평가결과는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완만한 기하학적 불연속 부위까지를 고려하고 있는 ASME-NH는 날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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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결함 또는 노치에 대해서는 선단 부분에서 삼축 변형률에 가까운 비슷
한 크기의 큰 변형률이 발생함에 따라 유효변형률 범위가 작아져 결과적
으로 크립 및 피로 손상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
라서

균열에

가까운

결함부의

평가에

ASME-NH는

부적절하며,

RCC-MR의 A16절차를 따르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4) 고온구조물 손상 측정기술 분석
액체금속로는 500℃ 이상의 고온에서 가동되고 있어 원자로 및 일차
계통의 주요 구조물의 구조재료는 피로, 크립, 산화, 회복 및 동적변형시효
등과 같은 손상기구에 의해 손상을 받는다. 이들 손상기구 중에서 정상운
전 및 비정상운전의 온도 변화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피로와 크립손상이
액체금속로 1차 계통 구조재료의 주요 손상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액체금
속로의 주요 구조재료인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레스 강에서 발생하는 고온
크립-피로 손상은 그림 3.2.1-124와 같이 결정입계에서 탄화물 석출
(precipitate)과 기공(cavity) 생성과 같은 미세손상이다. 이러한 기공과 석
출물은 결정입계를 따라 성장하여 미세 균열이 발생되고 균열성장으로 이
어진다. 크립-피로 손상에서는 피로가 균열의 생성에 기여하고 크립이 균
열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고온 크립-피로 손상은 표면 손상과 내
부 손상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주로 균열의 생성은 내부보다는 표면에 생
성되어 입계를 따라서 전파된다. 크립-피로와 라체팅과 같은 점진적인 열
손상에 의한 액체금속로 구조재료의 열화는 구조물의 기계적 특성 및 파
괴저항성을 저하시켜 수명을 단축시키고 대형 원전사고의 가능성을 증가
시키므로 구조물의 안전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고온구조 열화
손상의 탐지와 평가기법에 대한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재료의 열화손상으
로 구조재료의 조직과 물성이 미세하게 변화하게 되고 이 변화를 비파괴
측정기술을 이용하여 탐지하고 손상 정도를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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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온 크립 피로 손상

Ultrasonic
Magnetic

Potential
Drop

Hardness
Replica

Microstructure Change
Micro Damage

Surface Damage

Micro-Crack Growth

Surface Crack
Cavity
Precipitate
Micro Crack
Inner Damage

그림 3.2.1-124 고온 크립-피로 손상 기구 및 비파괴측정 방법

구조 손상 및 재료열화 기구는 크게 피로, 크립-피로, 소성, 열, 방사
능조사 취화, 부식, 침식, 잔류응력으로 분류할 수 있고 이러한 구조 손상
을 탐지할 수 있는 비파괴평가 기법은 검사 원리에 의해 크게 다음과 같
이 분류할 수 있다.
․탄성파(Elastic Wave): 초음파(ultrasonic), 전자기초음파(EMAT),
음향방출(acoustic emission)
․전자기파(Electromagnetic Wave) : X-선, γ선, 자기, 열적외선,
바크하우젠 노이즈(BN), 자기음향방출(MAE), 미소자성,
전기전도도(Conductivity),

전기비저항,

․입자 방출(Particle Radiation) : 중성자, Positrons annihilation,
전자/이온(Electron/Ion Microscopy)
․기타 : 경도측정(Hardness), 육안검사, 액체침투탐상(PT),
표면복제(Repl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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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11 주요 손상기구에 대한 비파괴측정법
손상 기구

비파괴 측정법

피로손상(fatigue damage)

Positrons Annihilation
Magnetic Properties

응력부식균열(stress corrosion cracking)

Electrochemical Noise Method

고온 열화 (thermal ageing)

Replication
Hardness
Thermoelectric Power

크립 (creep)

Replication
Photothermal Microscopy
Barkhausen Noise

Positrons Annihilation
Magnetic Properties
방사능 취화 (irradiation embrittlement)
Hardness
Thermoelectric Power

유럽에서

수행된

AMES-NDT(Ageing

Material

Evaluation

and

Studies by Non-Destructive Techniques) 국제공동 연구에서는 실증시험
을 통해 여러 가지 재료열화 비파괴평가 방법의 적용성과 제한성을 평가
하였으며 주요 손상에 대하여 유효한 비파괴평가 방법을 표 3.2.1-11과 같
이 제시하였다.
본 과제에서 수행증인 316L 스테인레스 강의 고온 크립-피로 손상시
험에 적용할 수 있는 측정 기법을 기술적인 관점에서 레프리카(replica)법,
초음파 검사법, 전기전도도(conductivity) 측정법 및 액체침투탐상법(PT)
을 선정하였다.

- 194 -

라. 고온구조 건전성 평가용 재료특성 시험자료 구축
액체금속로 고온구조 비탄성해석코드인 NONSTA의 재료상수 결정을
위한 기본 자료를 구축하기 위해 316L 스테인레스강 재료에 대한 고온 인
장 시험과 고온 피로시험을 수행하였다. 15% 냉간가공된 316L 스테인레
스강 인장시험편과 피로시험편은 ASTM 규격에 의하여 그림 3.2.1-125와
같이 각각 직경이 6mm, 7mm이고 게이지 길이가 30mm, 15mm인 환봉시
험편으로 제작하였다.

(a) 인장시험편
그림 3.2.1-125

(b) 피로시험편
고온 인장시험편 및 피로시험편

고온 인장시험은 Instron 4505 재료시험기를 사용하였고 고온 피로시
험은 Instron 8516 피로시험기를 사용하였다(그림 3.2.1-126). 고온 인장시
험은 25℃ 상온과 100℃부터 700℃까지는 100℃ 간격으로 총 8가지 온도
조건에서 수행하여 각 온도에 따른 316L강의 인장곡선 변화특성을 분석하
였고, RCC-MR 코드의 인장곡선 데이터와 인장특성 경향을 비교하였다.

그림 3.2.1-126 고온피로시험 재료시험기 (Instron 8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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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온 인장시험에서는 온도의 균일함을 얻기 위해 시험온도에서 90분
동안 유지 후 안정된 온도조건에서 온도 편차를 2℃ 이내로 제어하여 시
험을 수행하였다. 인장시험의 변형속도는 3mm/min로 설정하고 변위제어
로 실험하였다. 316L 봉재 시험편의 상온과 고온 인장시험에서 얻은 응력
변위 곡선은 그림 3.2.1-127과 같이 나타났다. 각 온도별 항복응력과 최대
인장강도(UTS)는 그림 3.2.1-128에서 보인 것처럼 500℃까지는 온도가 증
가할수록 7% 미만으로 점차 감소하다가 500℃ 이상에서는 급격히 감소하
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800

Stress (MPa)

600

R.T
o
100 C
o
200 C
o
300 C
o
400 C
o
500 C
o
600 C
o
700 C

400

200

0
0

2

4

6

8

10

12

Displacem ent (m m)

그림 3.2.1-127 인장시험 응력 변위곡선

그림 3.2.1-128 항복응력, UTS, 연신률

또한 500℃와 600℃에서는 하중 변위곡선이 dynamic strain aging 효
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연신률은 상온에서 300℃까지는 감소하
지만 그 이후로 증가추세를 보이면서 700℃에서는 급격히 증가하는
recovery 효과를 보이면서 상온과 같이 35%로 나타났다.
고온 피로시험은 상온과 300℃, 500℃, 600℃의 시험온도에서 변형률
범위를 ±0.4%, ±0.5%, ±0.75%, ±1.0%의 4 가지 값으로 설정하였고
0.2%/sec 변형속도로 변형률제어 시험을 수행하였다. 표 3.2.1-12는 고온
피로시험 데이터베이스 목록을 나타내고 있다. 재료의 피로 수명(Nf)은
steady state에서 응력이 25% 감소되는 시점으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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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12 피로시험 데이터베이스

그림 3.2.1-129에서 보인 것과 같이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각각의 변
형률 범위에서 피로 수명이 뚜렷하게 감소하고 변형률 범위에 따른 수명
저하 현상도 관찰할 수 있다. 그림 3.2.1-130의 소성변형률 값은 각 온도의
steady state 상태에서 얻은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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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stic strain range(ep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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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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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129 피로 수명 곡선

15000

그림 3.2.1-130 피로 수명 곡선

(전변형률범위)

전변형률범위(total

10000

Cycle to failure, Nf

strain

range)와

(소성변형률범위)

소성변형률범위(plastic

strain

range)의 피로 수명 곡선은 서로 비슷한 양상을 보였으나 500℃에서는
dynamic strain aging 효과로 소성변형률 값이 다른 온도에서 보다 작게 나
타났다. 그림 3.2.1-131과 3.2.1-132는 600℃ 고온에서 stress-cycle curves 와
hysteresis loops을 보여주고 있다. 같은 온도에서 변형률범위가 증가할수록
인장첨두응력(tensile peak stress)도 증가하는데 600℃에서는 그림 3.2.1-131
과 같이 초기에 0.8% 변형률범위의 인장첨두응력 값이 1.0% 경우보다

크

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3.2.1-133은 각각의 변형률 범위에 대한 반복 인장압축시험을 수행하여 안정화 상태에 도달했을 때의 응력 범위와 변형률 범
위의 반값을 사용하여 구성한 주기곡선(cyclic curve)를 나타내고 있다. 추
가적으로 그림 3.2.1-134는 600℃에서 0.2%/sec와 0.02%/sec의 변형률 속도
를 적용한 인장곡선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NONSTA 코드의 시간의존
기능을 모사하는 상수값을 결정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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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131 첨두응력 수명곡선

그림 3.2.1-133 응력-변형률 주기곡선

그림 3.2.1-132 Hysteresis 루프

그림 3.2.1-134 변형률속도에 따른 인장곡선

종합적으로 냉간가공된 316L 강의 고온 인장 곡선, 피로 Hysteresis
곡선과 인장첨두응력 피로수명 곡선, 및 주기곡선(cyclic curve) 등을 구하
여 고온구조 건전성평가용 NONSTA 코드의 입력 데이터로 사용될 고온
인장 및 피로 특성 시험자료를 그림 3.2.1-135와 같이 구축하였으며 앞으
로도 계속 보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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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t 단순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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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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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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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t 평판용접원통
Laser Sensor 변위 측정값

6t 평판용접원통

LVDT 변위 측정값

3t Y-구조 원통

열전대 측정값(Labview)
7t 단순원통모델

고온구조 크립피로시험

7t 불연속원통모델
5t 불연곳원통모델

열전대 측정값(HP-Logger)
Test Cycle
No. 선택
(1 ~ 400)

IST Load Cell 측정값
IST Position Sensor 측정값
수평 스트레인게이지 측정값

7t 용접용기모델

수직 스트레인게이지 측정값
고온 익스텐소미터 측정값

고온구조 결함진전시험
금속조직손상도 - 광학현미경
고온 인장시험

금속조직손상도 - 전자현미경

상온 ····· 600°C 고온 선택

EXCEL 데이터 및 챠트

고온 저주기피로시험

상온 ···· 600°C 고온 선택

0.2% ····· 1%
변형률범위 선택

그림 3.2.1-135 고온 구조시험 및 재료물성치 시험자료 구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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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온 지진좌굴 해석체제 개발
액체금속로 구조물은 특성상 500℃ 이상의 고온과 대기압에서 운전되
며 고온, 저압 환경 하에서 발생 가능한 열응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상대
적으로 두께를 최소화한 박막구조로 되어 있다. 이러한 구조의 액체금속로
에 있어서 지진하중에 대한 좌굴방지는 구조설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설
계사항 중의 하나이다. 1차년도에는 상온 지진좌굴 해석 평가기술을 개발
하고, 2차년도에는 고온 열좌굴 해석평가 기술개발을 위해 진행성 열좌굴
해석체제를 개발하였으며, 3차년도에는 고온 박막 원자로용기 지진좌굴 해
석평가 기술을 개발하였다.
가. 고온 지진좌굴 해석평가기술 개발
얇은 원통구조물이 전단하중을 받을 경우 발생 가능한 좌굴특성에는
크게 굽힘좌굴, 전단좌굴 그리고 굽힘과 전단 좌굴이 동시에 발생되는 복
합 좌굴특성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좌굴특성들은 원통구조물의 제원 즉,
길이, 외경, 두께와 관련된 세장비(L/R), 재료의 항복특성, 하중 경계조건
그리고 초기형상결함 정도 등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런 인자들 중에서 재
료의 소성거동을 포함하는 항복특성과 초기형상결함은 얇은 원통형 실린
더의 좌굴하중(buckling Load 또는 Limit Load)에 크게 영향을 미치며
세장비는 좌굴형상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는 지진 좌굴특성 평가를 위한 축소 원통구조물에서 세가지
모델을 선정하고, 세장비 변화에 따른 소성거동을 고려한 평가식과 상용유
한요소 해석코드(ANSYS)를 이용하여 비선형 탄소성 좌굴수치해석을 수
행한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차후 초기형상결함을 고려한 좌굴해석
모델의 평가를 위하여 형상결함 측정 장치를 제안하였다.
세장비 변화에 따른 좌굴해석은 Okada 등의 평가식을 이용하였으며, 수치
해석을 위해 상용 유한요소해석 프로그램인 ANSYS 5.6 에서 비선형 좌굴해
석을 위한 소성대변형 쉘 요소인 4절점 Shell43 요소를 사용하였다. 또한 해석
상의 편의를 위해 1/2 대칭모델을 이용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그림 3.2.2-1

은 위 Okada 등이 제안한 평가식에 대한 계산 흐름도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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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1 평가식에 대한 계산 흐름도

그림 3.2.2-2는 해석에 사용된 원통구조물의 개념도를 나타낸 것으로,
이 모델은 shear load를 가할 때 국부적인 변형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하
단을 변형이 허용되지 않는 강체로 규정하고 자유도를 각각 구속하였다.
사용된 재료는 SS304이며, 좌굴 평가식에는 탄성계수 E=194GPa, 포와송
비 υ=0.29, 밀도 ρ=7800kg/㎥, 0.2% 진응력 σ 0.2 =225.6MPa의 재료상수
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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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2

유한요소 해석 모델(원통 구조물)

비선형 탄소성 해석에 사용된 재료의 응력-변형률 곡선은 그림
3.2.2-3과 같다. 표 3.2.2-1은 위 조건과 차후 실시될 실험 조건을 고려하여
세장비(slenderness ratio:L/R)에 따라 여러 형상이 나올 수 있도록 결정
하였다.

300

250

Stress (MPa)

200

150

100

Material = 304SS
o
Temp = 21 C

50

0
0.0

0.2

0.4

0.6

0.8

1.0

1.2

Strain (%)

그림 3.2.2-3

비선형 탄소성 해석에 사용된 재료의 응력-변형률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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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2-1 실험 조건을 고려한 시편의 세장비
L(mm

Buckling Load(kN)

D(mm) t(mm) L/R

)

평가식

수치해석

Shape

Model-A

100

200

0.5

1.0

17.21

24.05

Shear

Model-B

200

200

0.5

2.0

13.75

17.33

Mixed

Model-C

480

200

0.5

4.8

5.73

8.50

Bending

그림 3.2.2-4는 형상비(R/t)가 200.0(t=0.5mm, D=200mm)인 얇은
원통구조물에 대한 세장비(L/R) 변화에 따른 좌굴하중의 변화를 Okada
의 좌굴평가식에 의해 계산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에서 소성거동의
영향은 좌굴하중에 크게 작용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초기 형상결함의
영향은 매우 작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탄성거동의 영향을 고려한
탄성굽힘 좌굴하중과 탄성전단 좌굴하중은 세장비가 작아질수록 급격하게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세장비의 증가에 따라 전단보다는 굽힘에 의한
좌굴 영향을 받게 됨을 알 수 있다. 즉 원통구조물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전단좌굴 특성에서 굽힘좌굴 특성으로 변화됨을 알 수 있다.

40

30

Qcr(kN)

Elastic Bending
Elastic Shear
Plastic
Plastic and Imperfection

b

Q

cr,e

s

Q cr,e

*R/t=200.0

20

Qcr,0
Qcr

10

0

0

1

2

3

4

5

Slenderness Ratio(L/R)

그림 3.2.2-4

좌굴평가식에 의한 계산 결과(t=0.5mm, D=20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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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ction Force(kN)

25

FEM Analysis

1.0
2.0
4.0
1.0
2.0
4.8

20

Evaluation
Formule

15

10

5

0
0.0

0.2

0.4

0.6

0.8

1.0

(a)

Time(s)

(b)

(c)

Model-A
Model-B
Model-C
그림 3.2.2-5 시험모델의 하중-시간 곡선 그림 3.2.2-6 시험모델의 좌굴모드

그림 3.2.2-5와 3.2.2-6은 각각 1.0, 2.0, 4.8의 세장비를 갖는 해석모델
에 대한 좌굴형상 및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세장비 1.0을 갖는 해석모델
은 전체적으로 원통 둘레에 경사각을 갖는 전단하중이 지배적인 형상을
보이고 있으며 하중이 가해지는 지점의 반대편 상부 지지점 부위에서 약
간의 굽힘 좌굴 형상이 나타났다. 세장비 2.0을 갖는 모델은 하중이 가해
지는 지점의 반대 상부 지지점 부분에서 굽힘좌굴과 원통 둘레에는 경사
각을 갖는 전단좌굴이 동시에 나타나는 복합좌굴특성이 발생하였다. 세장
비 4.8은 하중이 가해지는 지점의 반대편 상부 지지점 부위에서 순수 굽힘
좌굴 형상이 나타났다.

40

Q

30

Qcr(kN)

Elastic Bending
Elastic Shear
Plastic
Plastic and Imperfection
By Elastic-Plastic FEM

b
cr,e

s

Q cr,e

*R/t=200.0

20

Qcr,0
Qcr

10

0

0

1

그림 3.2.2-7

2

3

4

세장비에 따른 좌굴 강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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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림 3.2.2-7은 세장비 변화에 따른 평가식과 수치해석 결과들을 종합
적으로 도시한 그림이다. 그림에서 나타난 것처럼 평가식과 수치해석에 의
한 좌굴하중 예측 결과는 비교적 근사하게 나타났다. 세가지 세장비 변화
에 대한 모델들은 모두 소성거동에 의해 좌굴특성이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 고온 열좌굴 해석평가기술 개발
액체금속로의 고온환경 좌굴평가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적용 예로 국
내에서 개념 설계된 KALIMER-150에 적용된 운전하중 조건으로는 고온
운전 과도조건을 적용하였다. 이는 원자로내의 일차소듐냉각재가 팽창 또
는 수축을 하여 고온풀의 냉각재 자유표면이 상하로 이동하게 되는 현상
이다. 이 중에서 사고운전시에 작동되는 피동안전 잔열제거계통 PSDRS
(Passive Safety Decay Heat Removal System)의 운전은 원자로 정지후
중간열전달계통의 기능상실로 인해 일차냉각재의 온도가 높아지면서 점차
팽창하여 배플끝단에서 넘치는 운전조건이 된다. 이러한 PSDRS 운전이
반복되면 고온풀의 자유액면이 이동한 부위에 라체팅 변형이 발생하게 되
며 이러한 누적되는 라체팅 변형으로 인해 원통형 실린더인 원자로배플
상단 끝이 점차 소성응력 상태에 가까워지면 비대칭 형상결함과 유사한
비대칭 라체팅 변형이 발생하다가 이후 갑자기 변형이 급격히 증가하는
진행성 열좌굴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림 3.2.2-8은 열좌굴 발생과정을 나타
낸 것이다.

그림 3.2.2-8 열좌굴 발생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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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ANSYS

7.1에서

제공하는

통합소성거동모델인

Chaboche모델과 등방경화모델을 사용하여 원통형 실린더인 액체금속로 원
자로배플에

대한

진행성

열좌굴

해석을

수행하였다.

해석에

사용된

Chaboche 재료상수는 316SS 재료에 대해 Fortunier가 제공한 자료를 사용하
였다. 해석에 사용된 KALIMER 원자로구조물인 원통형 원자로배플에서의
이동성 고온 열하중에 대한 개념도 및 가상 온도분포는 그림 3.2.2-9와 같다.

그림 3.2.2-9

이동성 고온 열하중 개념도

사용된 가상 열하중은 모든 중간열교환기의 기능상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보수적인 운전조건들을 가정하여 결정하였다. 먼저
정상운전상태에서 상단 끝단이 열려있는 원통형 구조물인 원자로배플 부
근에서의 열적경계 온도조건은 그림 3.2.2-10(a)와 같다. 그림에서와 같이
냉각재 온도는 530℃이며 내부가스온도는 400℃로 가정하였다. 이러한 정
상운전조건에서 중간열교환기의 기능상실사고가 발생하면 일차 냉각펌프
가 정지하고 그림 3.2.2-10(b)에서와 같이 저온 냉각재 수위가 급상승해서
고온냉각재 수위와 같아지며 노심붕괴열로 인해 냉각재 온도가 600℃까지
상승하면서 냉각재가 팽창하며 그림과 같이 냉각재 자유표면이 상승한다.
약

1000초 후에

냉각재

표면은

원자로배플

상단에

도달하여

그림

3.2.2-10(c)에서와 같이 overflow가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위에서
가정한 이동성 고온 열하중은 원자로 전수명 동안에 10번 반복하여 발생
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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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out

Air-in

Thermal shie ld

Gas
400oC

Gas
400oC

530oC

600oC

Ho t Pool RB

RV

CV

AS

(a) 정상운전조건

Ho t Pool RB

RV

CV

AS

(b) 과도운전조건

Ho t Pool

RB

RV

CV

AS

(c) Overflow 발생조

건
그림 3.2.2-10 운전조건에 따른 온도경계조건

그림 3.2.2-11은 해석에 사용된 원통형 원자로배플의 해석치수를 나타
낸 것이고 그림 3.2.2-12는 PSDRS 운전 열하중 주기에 대한 과도 열전달
해석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와 같이 초기 정상상태 운전조건에서
발생하는 고온 냉각재 자유표면에서의 축방향 온도구배는 냉각재가 상승
함에 점차 상단으로 이동하게 된다. 최대 600℃의 고온 냉각재가 원자로배
플 상단에 이러면 냉각재의 자연순환에 의해 열제거가 활발히 발생하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차 핵연료 재장전 온도인 200℃까지 하강하게 된
다. 해석에 사용된 액체금속로 원자로배플의 두께대비 반경비는 각각
Case-1:R/t=137.4와 Case-2:R/t=440.0을 사용하였다.
Free Edge
Moving Zone
30cm
L= 5m
t = 2.5cm

D

그림 3.2.2-11 원통형 원자로배플 해석 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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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

600

(f)

Co

550
(a) (b)

(c) (d) (e)

(a) Time = 0.0s
(b) Time = 250s
(c) Time = 500s
(d) Time = 750s
(e) Time = 875s
(f) Time = 1000s

500

Temperature,

450

400

350
4.2

4.4

4.6

4.8

5.0

5.2

Elevations, m

그림 3.2.2-12 1사이클에 대한 과도 열전달 해석 결과

두께대비 반경비가 작은 Case-1의 경우 반복 이동성 고온 열좌굴이
진행됨에 따라서 그림 3.2.2-13(a)에서와 같이 열하중 이동영역인 고온 냉
각재 상단부위에 점진적으로 누적되는 반경방향 열라체팅 변형이 발생하
지만 급격한 열좌굴 변형은 발생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두께대비 반경비
가 비교적 큰 Case-2의 경우에는 그림 3.2.2-13(b)와 같이 초기 반복 하중
에 순수 누적 열라체팅이 발생하다가 5주기가 지난 후에는 매우 작은 비
대칭 라체팅 변형이 발생하면서 6번 반복하중 후에는 매우 심각한 진행성
열좌굴 변형이 발생한다. 8번 반복하중 후의 최대변형량은 Case-1의 경우
는 2.5cm이지만 Case-2의 경우에는 20.0cm로 매우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두께대비 반경비가 클수록 열좌굴 발생이 용이한 것으로 나타낸다.

(a) Case-1 : R/t=137.4

(b) Case-2 : R/t=440.0

그림 3.2.2-13 진행성 열라체팅 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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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14(a)는 Case-1의 경우 10번 반복하중 후에 대한 변형형상
을 나타낸 것이며 그림 3.2.2-14(b)는 7번 반복하중 후 열좌굴이 발생한
변형형상을 나타낸 것이다.

(a) Case-1, 1/4 Model

(b) Case-2, 1/4 Model

그림 3.2.2-14 Case에 따른 열좌굴 변형 형상
본 연구에서는 반복 이동성 고온 열하중 조건을 갖는 액체금속로 원
자로배플에 대한 진행성 열좌굴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였다. 해석결과 열린
끝단을 갖는 원통형 구조물에 있어서 끝단 부위의 고온 자유액면이 이동
하는 열하중이 반복될 경우에는 초기 순수 열라체팅 변형이 발생하다가
반복횟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진행성 열좌굴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진행성 열좌굴은 열린 자유 끝단을 갖는 원통형 구조물에
반복 이동성 고온 자유액면 존재하고 두께대비 반경비 (R/t)가 큰 박막
구조물에 쉽게 발생할 수 있다.

다. 동특성을 고려한 지진좌굴 해석평가기술 개발
본 연구에서는 지진발생시 원자로용기의 관성력을 포함한 동적변수들을
모두 고려하여 ANSYS에서 제공하는 SHELL43(4-node plastic large strain
shell) 요소를 사용한 시간이력 동적 지진좌굴 해석평가기술을 개발하는 것
이다. 해석에는 원자로용기의 제원과 감쇠정도를 고려하여 4가지 Case를 설
정하였으며 각 경우에 대한 해석방법론의 타당성과 문제점 들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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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2-2

Case에 따른 해석모델 제원

R/t

L/R

t (mm) R(mm) L(mm) modal damping(%)

Case1

200

4

0.8

160

640

0.3

Case2

1000

4

0.16

160

640

감쇠 무시

Case3

500

1.5

0.5

250

375

1.0 %

Case4

1000

1.5

0.25

250

375

감쇠 무시

표 3.2.2-2는 해석에 사용된 각 Case별 해석모델 제원을 나타낸 것이다.
해석에 사용된 모델의 물성치는 탄성계수 E=2.1×105 MPa, Poisson‘s
Ratio   , 밀도    × , 항복응력   (Case1, 2),
  (Case3, 4), 경화계수 H'=754MPa 이다.

Case1의 경우, 해석결과를 0.1초까지 얻지 못하고 0.09초에서 해석이
수렴되지 못하고 멈추었다. 이러한 결과는 time step 사이의 substep의 증
가와 요소의 크기를 작게 함으로서 극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Case2의 경우, 해석결과를 살펴보면, 기존의 연구결과보다 상당히 많
은 변위를 나타내고 있다. 해석의 경우는 Case1의 경우보다 실린더의 윗
부분으로 갈수록 요소의 사이즈가 커진다. 하드웨어에 의한 메모리의 제약
으로 요소를 더 작게 하는 시도는 0.05～0.06초 사이에서 더 이상의 결과
를 얻을 수 없었다. 또한 Case1과 같은 time step을 가정하여 계산을 수행
하였지만, substep 등으로 소요된 step을 고려한 cumulative의 경우 Case1
은 703, Case 2는 1346으로 약 두 배에 달한다.
Case3의 경우 또한 Case1과 마찬가지로 목표 시간까지의 해석결과를
얻을 수 없었다. 목표 시간은 0.12초인 반면, 해석결과는 약 0.1초 정도에
머물렀다. 요소를 shell 43이 아닌 shell 181로 바꾸어서 해석을 하면 0.12
초까지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현재의 결과는 shell 43을 이용한 해석의
결과이다. Maximum stress의 변화도한 매끄럽지 못한 분포를 보인다.
Case4의 경우 또한 Case3과 비교하여 해석결과를 얻는 데에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또한 top mass의 가속도 변화 또한 매우 매끄럽
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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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15는 Case3에 대한 지진발생 방향의 동적 변위 분포도를
나타낸 것이며 그림 3.2.2-16은 응력분포도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3.2.2-17
은 해석에 사용된 지진가속도 곡선을 나타낸 것이며 그림 3.2.2-18에서 그
림 3.2.2-20은 시간에 따른 상단질량부에서의 상대변위응답, 가속도응답,
그리고 최대응력응답을 각각 나타낸 것이다.

그림 3.2.2-15 X-방향 동적 변위 분포도

그림 3.2.2-16 응력분포도

0.005

5000

0.000

relative displacement of top (m)

Table Acceleration(gal)

4000

3000

2000

1000

0
0.00

0.02

0.04

0.06

0.08

0.10

0.12

-0.005
-0.010
-0.015
-0.020
-0.025
-0.030
0.00

그림 3.2.2-17 지진가속도 곡선

0.02

0.04

0.06

0.08

0.10

Time(sec)

Time(sec)

그림 3.2.2-18 상단질량부에서의 상대변위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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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imum von Mises stress(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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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leration of top mass(m/sec )

14
12
10
8
6
4
2
0
0.00

0.02

0.04

0.06

0.08

2.00E+008

1.50E+008

1.00E+008

5.00E+007

0.00E+000
0.00

0.10

0.02

Time(sec)

0.04

0.06

0.08

0.10

Time(sec)

그림 3.2.2-19 상단질량부의 가속도응답

그림 3.2.2-20 상단질량부의 최대응력응답

3. 노심 출구 유동에 대한 상부구조물 해석체제 개발
집합체 출구 온도차에 따른 방어구조 평가에서는 1차년도와 2차년도
에 수행한 집합체 출구 온도와 유속분포에 따른 유동기인진동평가를 기술
하였다.

가. 집합체 출구 온도차에 따른 방어구조 평가
UIS 하단부의 집합체 출구 온도차에 따른 방어구조는 첫째, 열스트라
이핑 하중에도 견딜 수 있는 고강도 재질을 사용하는 것과 둘째, 라이너
등의 thermal shield를 설치하여 ΔT 하중으로부터 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셋째, 소듐 유동의 혼합이 잘 될 수 있도록 보조 구조물을 설치하
여 ΔT 크기 약 30℃ 이하로 작게 하는 방법이 있다. 현재까지의 연구결과
는 별도의 열스트라이핑 라이너의 설치를 하지 않고 그림 3.2.3-1과 같이
구조하중을 전달하지 않는 원판라이너를 하단부에 부착하면 열충격과 열
스트라이핑

하중에

대한

방어가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향후

KALIMER-600 UIS 하단구조물 표면에서의 ΔT 크기를 Mock-up 실험과
해석을 통한 신뢰성 있는 결과가 제공되면 구체적인 건전성 평가와 방어
대책을 연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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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 Dry Well
UIS
Cylinder
Support Plate

CRD Shroud
Tube

Bottom Plate
UIS

Thermal
Shock Liner

90cm

5cm

Core
Assemblies

Thermal
Striping Liner

Top of Core

Cold Sodium
Hot Sodium

그림 3.2.3-1

KALIMER-150 UIS 하단부 개념도

나. 유속분포에 따른 유동기인 진동평가
본 연구에서는 액체금속로 KALIMER 원자로상부 내부구조물의 유동
기인진동(FIV)을 해석하기 위한 기술개발 연구를 수행하였다. 주요 내용
은 기술현황의 조사분석, 유동기인진동 현상의 검토, 유체 부가질량 및 부
가감쇠 모델링, 유동기인진동을 고려한 설계절차의 수립 등 크게 네가지
분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최근까지의 대상구조물의 개념설계를 토대로
하여 주요한 구조적 변경이 없다고 가정하였으며 각 분야별로 현행기술을
분석하고 가능한한 효율적인 설계절차와 연관된 주요 지침이나 코드의 연
구를 활용하였다.

(1) 기술현황 분석
현행 기술현황의 분석을 통하여 최근까지 연구된 액체금속로 원자로
내부상부구조물의 구조 동특성 및 지진응답해석 방법과 구조물 부품별 기
능 및 구조적 특성을 검토하였으며 현재까지의 유동기인진동의 연구현황
을 파악하였다.

- 214 -

원자로 내부상부구조물의 3차원 동적 단순화모델에 대한 모드해석 및
지진해석 결과 분석을 통하여 동특성에 주는 개방공간의 존재영향, 슬롯의
영향 등과 고유진동수가 면진주파수와 떨어진 정도 등을 파악하여 향후
제시될 소듐의 유동특성과의 연계성 분석에 대비하였다.

(2) 유동기인진동 현상 검토
유동기인진동을 발생시키는 원인에 따른 분류 및 유동유속에 따른 분
류 등을 시도하였으며 이론적 연구 및 실험을 통하여 현재까지 정립된 공
학적 분석체계를 토대로 대상구조물에 적합한 진동현상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유동기인진동의 기본 요소로서 물체진동체, 유체진동체, 그리고 가진
원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그들의 특성 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물체진동체(Body Oscillators)
강체 또는 그 부품으로서 탄성적으로 지지되어 선형적 또는 각운동을 하
는 경우와, 탄성체 또는 그 부품으로서 유연한 거동을 하는 대상물을 말한다.

유체진동체(Fluid Oscillators)
유체압축성 또는 중력에 의해 주로 지배되는 진동현상을 일으키는 무
작동 유체질량을 말한다. 도 경우 다 진동하는 유체질량은 유한하며 부분
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가진원(Source of Excitation)
물체진동체와 유체진동체를 가진시키는 가진원은 다양하며 다음의 세
가지 분야로 나눌 수 있다.
- 외부기인 가진(EIE) : 구조거동과 무관한 유속 및 압력변동에
의한 가진 현상
- 불안정성기인 가진(IIE) : 대상구조물에 의해 발생되는 유동에
의한 가진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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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동기인 가진(MIE) : 진동하는 물체 또는 유체진동체의 거동
에 의한 파동력

(3) 연계된 유체-구조물의 부가질량 및 부가감쇠 모델
해석 대상물에 적합한 유체 부가질량 및 부가감쇠를 적절히 모델하기
위하여 대상구조물을 단순화 하였으며 유사형상 및 조건에 맞는 사례 및
해석을 통하여 원자로상부구조물의 유동기인진동 해석을 위해 필요한 주
요 물리적 변수들을 모델하고 일부에 대해 평가를 시도하였다. 참조 연구
의 영향으로 모델변수들은 주로 틈새가 유체로 채워진 동심원통형 쉘에
대한 것이다.

유체 부가질량
동심 원통의 경우 양단 경계조건과 유체의 비압축성 여부, 입접한 쉘
구조물의 유연성 여부 등에 의하여 수력학적 질량행렬의 유도 및 계산 방
법에 차이가 있다.

유체 부가감쇠
유체틈새의 유체 점성이 유체-쉘 계통의 유효감쇠를 증가시킨다. 등
가 수력학적 모드감쇠비는 동점성과 내부원통직경 및 각진동수로 표현되
는 무차원수와 관련이 있는데 그 일반식은 매우 복잡하지만 정지된 동심
원통의 경우 기본 보모드에 대한 등가감쇠비를 제시한다.

(4) 유동기인진동을 고려한 설계 절차
실제 적용하기 위한 설계절차를 수립하기 위하여 최근까지 정립된 개
념설계를 토대로 하여 제시된 3차원 모델 및 동적해석 결과를 분석하였으
며 이와 관련된 공학적 지침서와 ASME 코드 등을 참고로 하여 유동기인
진동 현상을 해석하기 위한 설계절차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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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 상부구조물과 유사한 대상구조물의 유동기인진동의 평가절차
는 다음과 같다.
- 1 단계 : 다음 요소들의 상세 조사 및 분류
a. 물체 진동체
b. 유체 진동체
c. 외부 기인 가진원
d. 불안정 기인 가진원
e. 거동 기인 가진원
f. 다변수 기인 가진원
- 2 단계 : 상기 현상 a, b에 대하여 c～f와 각각 연계되는 다양한
조합 진동의 평가
- 3 단계 : 각 조합들간의 공진 가능성 및 특히 c와 d에 의한 주요
주파수 파악
그림 3.2.3-2는 설계시 적용절차를 요약한 것으로 구조적 특성에 따른
예상되는 각 현상을 분류 및 분석하고 각 기여도에 의한 분류를 통하여
주요도가 높은 대상 순으로 모델링을 통한 해석을 실시하며 그 결과의 동
적 응답들을 적절한 방법(SRSS 또는 SRSSE 등)에 의해 조합한다. 결과
적으로 원자로내 핵연료집합체 덕트로부터 방출되는 유동은 원자로냉각재
펌프가 작동하는 경우 상부구조물을 특정주파수로 가진시켜 공진이 나타
날 수 있으며 구조적특성상 난류유동에 의한 진동은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주로 축류에 의한 영향이 지배적이므로 난류에 의
한 가진 영향은 크지 않으며 국부적 난류 및 음향파 등의 영향에 의한 표
면압 파동에 기인하는 진동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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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2 유동기인진동을 고려한 설계 절차

대부분의 연구 결과는 대상구조물을 단순화했을 때를 가정하여 수행
된 결과이므로 실제와 적지 않은 오차가 있을 수 있어 향후 실제 설계에
적용시 해석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대상구조물의 주요 유동경로의
특징을 유사하게 모사하는 단순축소 모델시험을 통한 검증 및 매개변수들
의 분석, 그리고, 이론적 해석방법과의 비교 분석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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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심 동적응답 해석코드 개발
액체금속로 고유한 노심구조는 서로 3mm～5mm의 간격을 둔 밀집형
태의 육각형 노심집합체와 집합체의 구조적 지지가 중상부에서는 없고 하
부에서만 이루어지는 하부지지방식 등이다. 노심지진해석은 노심을 구성하
고 있는 집합체들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충돌현상을 고려해야 하
며 이러한 충돌현상은 매우 복잡한 비선형 특성을 나타낸다. 이러한 구조
해석은 상용프로그램으로 계산하지 못하여 여러 나라에서 자체 프로그램
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차년도에서는 IAEA 보고서를 바탕으로
프랑스 RAPSODIE 모형노심에 대한 해석모델을 사용하여 SAC-CORE2.0
코드의 정확성을 예비 검증하였다. 2차년도에는 노심지진 해석모델에서 각
각의 덕트집합체 거동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덕트 간에 상호 연계특성을
가지는 유체부가질량행렬을 결정하는 유한요소 해석프로그램인 FAMD 코
드를 개발하였다. 3차년도에는 FAMD 코드를 사용한 유체-구조물 상호작
용 해석코드의 정확성을 검증하고 이를 이용하여 SAC-CORE3.0코드를
사용한 유체속 노심 덕트집합체의 진동특성 해석기술 개발을 위하여 7-덕
트 시스템의 축소시험체를 제작하고 가진응답시험을 수행하였다.

가. 노심 구조동특성 해석모델 개발
일반적으로 액체금속로 노심은 핵연료, 블랭킷, 중성자 차폐체 등으로
이루이진 수백개의 덕트집합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두 소듐 냉각재 속에
잠겨있다. 이들 덕트집합체는 6각형 단면을 가진 얇은 실린더이며 수 mm
간격을 갖고 서로 아주 가까이 밀집해 있다. 이들 덕트집합체들 사이에 존
재하는 얇은 유체영역은 지진 또는 진동 발생시에 유체관성과 점성으로
인해 유체-구조물 상호작용을 일으키며 응답특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실제로 유체-구조물 상호작용이 구조물 응답에 미치는 영향은 구조
물 해석시에 유체부가질량 효과만을 고려함으로써 단순히 해결해 왔으며
Fritz 등은 다양한 단면형상에 대한 유체부가질량 계산 공식들을 해석적으
로 유도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식들은 비점성 유체의 경우에 적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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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유동장이 점성으로 인해 복잡하게 되는 점성유체의 경우에는 적용이
곤란하다. 또한 동축원통과 같이 단순한 시스템의 경우에는 점성유체에 대
해서도 해석적인 방법으로 엄밀해 등을 구할 수 있으나 단면형상이 복잡
하고 여러 개의 구조물이 유체속에 잠겨있을 경우에 해석적인 방법으로
유체부가질량을 결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러한 경우에는 유한요
소해석법 등과 같은 수치적인 접근법이 매우 유용하다.
본 연구에서는 점성유체에 대한 Navier-Stokes 지배방정식의 유한요
소 정식화 과정을 유도하고 임의단면형상 구조물에 대한 유체부가질량 및
감쇠를 평가할 수 있는 유한요소 해석프로그램인 있는 FAMD(Fluid
Added Mass and Damping) 코드를 개발하였다. 유한요소 정식화에는 8
절점 사각요소를 사용하였으며 수치해석시 발생할 수 있는 해의 변동
(oscillation)을 없애기 위하여 유체속도 변수의 형상함수가 유체압력 변수
보다 1차수 높은 Mixed interpolation method를 사용하였다. 해석에 필요
한 유한요소 입력자료인 절점좌표과 요소생성 그리고 유체경계영역의 절
점정보 생성 등은 상용 유한요소해석 코드인 ANSYS의 전처리 기능을 활
용하였다.
본 연구의 적용 예로서 물속에 잠긴 동축 원통구조물에 대한 유체부
가질량 및 감쇠 특성을 평가하였다. 해석에 사용된 점성유체의 동점성
(Dynamic viscosity)은 상온에서 9.54×10-4 Ns/m2 , 밀도는 1000kg/m3이
다. 사용된 동축 원통실린더에서 내부원통 직경은 15cm이며 내부원통과
 이다.
외부원통의 직경비는 D/d =3/ 

그림 3.2.4-1은 평가에 사용된 동축 원통구조물의 유한요소 해석모델
을 나타낸다. 해석에 필요한 절점좌표와 요소 생성은 상용 유한요소 해석
프로그램인 ANSYS 5.6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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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2

X1

그림 3.2.4-1 동축 원통구조물 유한요소 해석모델

그림 3.2.4-2는 레이놀즈수에 따른 내부원통의 유체부가질량 및 감쇠
특성 평가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와 같이 레니놀즈수가 작은 영역
에서는 점성영향에 의해 유체부가질량이 비점성 유체에 비해 증가하며 레
이놀즈수가 증가할수록 유체부가질량은 비점성 유체의 결과에 접근함을
알 수 있다(비점성 유체의 경우 유체부가질량은

강체구조물의 진동주파

수에 무관). 그리고 유체감쇠계수, Cv는 레이놀즈수가 증가할수록 급격히
감소하여 영에 접근함을 알 수 있다.

Cm : Added mass Coefficient
Cv : Fluid damping coefficient

10

Coefficients

Added mass for invicid case
(theory)

1

0.1
10

100

1000

1000

Reynolds number

그림 3.2.4-2 내부원통의 유체부가질량 및 감쇠특성 평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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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4-1 비점성 유체의 경우에 대한 동축 원통구조물의 유체부가질량
1-X
100
100
1-X

400

1-Y
900

400

400

35.1

100

400

900

-52.9
(-53.0)
34.3

-51.7
35.1

-52.7
35.2
(35.4)

-51.7

-52.9
(-53.0)
103.8

-52.7

900
100
2-Y

900

-52.7

900

2-X

2-Y

400

35.2
(35.4)

400

400

100
-51.7

100

100

2-X
900

34.3

900

1-Y

100

105.5
-52.9
(-53.0)

105.8
(106.0)
-51.7

400

103.8
-52.7

900

105.5
-52.9
(-53.0)

105.8
(106.0

표 3.2.4-1은 제안된 유한요소접근법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비
점성 유체의 경우에 대해 Fritz 등이 제안한 이론해와의 비교결과를 나타
낸 것이다. 표에서와 같이 제안된 유한요소접근법은 이론해 결과와 매우
잘 일치하며 요소개수를 증가할수록 유한요소 해석결과는 이론해와 거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액체금속로의 경우에 사용되는 노심은 6각형 덕트실린더 내에 핵연료
봉이 채워지는 덕트집합체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3.2.4-3은 단일 덕트집
합체에 대해 유체-구조물 상호작용 특성평가를 위한 유한요소 해석모델을
나타낸 것이다.
X2

X1

그림 3.2.4-3 단일 덕트집합체에 대해 유한요소 해석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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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에서 덕트 직경은 d=15cm이며 덕트와 외부원통 직경비는 앞절
에서 사용한 동축원통과 동일한 제원을 사용하였다. 그림 3.2.4-4는 레이놀
즈수에 따른 단일 덕트집합체의 유체부가질량 및 감쇠특성 평가결과를 나
타낸 것이다. 덕트집합체의 유체-구조물 상호작용 특성은 전반적으로 앞절
의 동축원통 결과와 유사하지만 그림 3.2.4-5의 비교결과와 같이 원통실린
더에 비하여 6각형 실린더 형상에 부가되는 유체질량이 약 22% 크게 나
타났다.

Cm : Added mass coefficient
Cv : Fluid damping coefficient

10

Added mass for invicid case
(theory)

Coefficients

1

0.1
10

100

1000

10000

Reynolds number

그림 3.2.4-4 레이놀즈수에 따른
단일 덕트집합체의 유체부가질량 및 감쇠특성 평가결과

4.0

Cm : Cylindrical shell

3.5

Cm : Hexagon

3.0

2.5

Coefficients

2.0

1.5
10

100

1000

10000

Reynolds number

그림 3.2.4-5 동축 원통실린더와 6각 실린더에 대한 유체부가질량계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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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2
1
7

5
6

그림 3.2.4-6 7-덕트집합체 시스템에 대한 유한요소 해석모델

그림 3.2.4-6은 7-덕트집합체 시스템에 대한 유한요소 해석모델을 나
타낸 것이다. 표 3.2.4-2는 유체간격비 g/r=0.06 (0.45mm), 레이놀즈수
Re=500인 경우에 대한 X1방향의 유체부가질량 계수,  평가결과를 나
타낸 것이며 표 3.2.4-3은 유체감쇠계수,  평가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표 3.2.4-2 7-덕트집합체 시스템에 대한 비점성유체의 유체부가질량계수( ) 비교
1-X

2-X

3-X

4-X

5-X

6-X

1-X

14.6

2-X

-3.6

8.6

3-X

3.1

-1.6

5.7

4-X

-3.6

-2.0

-1.6

8.6

5-X

-3.1

-0.8

0.3

3.6

8.6

6-X

3.1

0.2

0.8

0.2

-1.6

5.7

7-X

-3.6

3.6

0.3

-0.8

-2.0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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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X

8.6

표 3.2.4-3 7-덕트집합체 시스템에 대한 비점성유체의 유체감쇠량계수(  ) 비
교
1-X

2-X

3-X

4-X

5-X

6-X

1-X

300.

2-X

-95.0

151.

3-X

40.6

-41.4

49.8

4-X

-95.0

-44.7

-38.9

151.

5-X

-95.0

-23.1

-5.7

59.1

151.

6-X

40.6

-5.9

2.1

-5.9

-41.4

49.8

7-X

-95.0

59.1

-5.7

-23.1

-44.7

-38.9

7-X

151.

그림 3.2.4-7은 레이놀즈수 Re=500의 경우 유체간격에 따른 중심부
덕트집합체(1번)에 대한

유체부가질량계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

서 유체간격이 작을수록 비점성유체 해법과 점성유체 해법에 의한 결과가
크게 발생하며 이는유체간격이 작을 수록 유체부가질량에 미치는 점성의
영향이 점점 커짐을 의미한다. 실제로 액체금속로 노심 덕트집합체간의 간
격은 0.3～0.5mm 정도로 설계되며 이 경우 유체점성의 영향이 지진 및
진동특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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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7 유체간격에 따른 중심부 덕트집합체의 유체부가질량계수 변화
그림 3.2.4-8은 유체간격에 따른 중심부 덕트집합체(1번)의 유체감쇠
계수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유체간격이 작을수록 레이놀즈수의 영향을 크
게 받으며 유체간격비 g/r=0.3 이상이 되면 강체구조물의 진동주파수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2.4-8 유체간격에 따른 중심부 덕트집합체의 유체감쇠계수 변화

나. 노심 진동 및 지진 해석기술 개발
일반적으로 유체 속에 잠긴 임의 구조물 형상에 대한 유체부가질량
해석은 2차원 유체-구조물 상호작용 해석을 통하여 구할 수 있다. 이때 구
한 유체부가질량 행렬은 대각선 행렬과 구조물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나타
내는 연계항(Coupling term)을 가지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계
질량항들을 노심지진 해석모델에 적용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개발하고자
한다.
실제로 원자로 노심에 대한 지진해석은 single row model이 사용되며
그림 3.2.4-9와 같이 보요소를 이용한 stick model로 표현된다. 그림에서 n
은 노심갯수이며 m은 보모델당 절점갯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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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1

Zi

Row-2

Row-n

Row-3

1,m

2,m

3,m

•

• •

•
•
•

•
•
•

•
•
•

•

• •

•
•
•

1,3

2,3

3,3

•

• •

n,3

Grid-3

1,2

2,2

3,2

•

• •

n,2

Grid-2

1,1

2,1

3,1

•

• •

n,1

Grid-1

n,m Grid-m

[n, m] = [# of Row, # of Grid]

그림 3.2.4-9 원자로 노심에 대한 지진해석을 위한 stick model

2차원 유체-구조물 상호작용 해석에서 구한 유체부가질량 행렬을 노
심지진모델에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각 노심들 간의 연계작용 요소를
만들 수 있는 절점들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각 노심의 절점들은 그림
3.2.4-9에서와 같이 같은 높이에서의 절점을 가지고 있도록 모델링 되어야
한다.
위의 해석모델에서 같은 높이에서의 절점들은 하나의 Grid로 연결되
는 유체부가질량행렬을 가지게 된다. i번째 Grid에서의 유체부가질량 행렬
[CFAM]은 다음의 식으로 주어진다.
⎡ M 11,,ii
⎢ 2 ,i
⎢ M 1,i
[CFAM ]i = Li x ⎢ M 13,i,i
⎢
⎢ Μ
⎢ M n ,i
⎣ 1,i

M 21,,ii
M 22,,ii
M 23,,ii
Μ
M 2n,,ii

M 31,,ii Λ M n1,,ii ⎤
⎥
M 32,,ii Λ M n2,,ii ⎥
M 33,,ii Λ M n3,,ii ⎥ , i = 1, 2, 3, ..., m
⎥
Μ Μ Μ⎥
M 3n,,ii Λ M nn,,ii ⎥⎦ i

(3.2.4-1)

위의 식에서 하첨자 i은 grid 번호를 나타내며 각 grid 요소 길이 Li은
그림 3.2.4-9의 보요소 길이들로부터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Li = ( Z i −1 + Z i ) / 2 , i = 1, 2, 3, ..., m

(3.2.4-2)

식 (3.2.4-2)에서 Zo와 Zm은 영이다. 식 (3.2.4-1)에서 grid 위치마다
구조물 사이의 유체간격이 다른 경우에는 유체부가질량 행렬도 따로 구해
서 구간별로 적용할 수 있다. 위의 각 grid 요소에 대한 유체부가질량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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렬은 개발된 노심지진해석 프로그램인 SAC-CORE3.0 코드에서 질량 시
스템행렬에 부가된다.
예를 들어 7개의 덕트집합체로 구성된 액체금속로 노심의 경우 노심
지진 해석모델은 외부원통을 포함하는 5개의 stick 모델을 갖는 single
row model로 표현될 수 있으며 이때 노심지진 해석모델에 적용되는 식
(3.2.4-1)의 유체부가질량 행렬은 다음과 같이 5×5 행렬이 된다.

⎡ M 11,,ii
⎢ 2 ,i
⎢ M 1,i
⎢ M 13,i,i
⎢ 4 ,i
⎢ M 1,i
⎢ M 5 ,i
⎣ 1,i

M 21,,ii
M 22,,ii
M 23,,ii

M 31,,ii
M 32,,ii
M 33,,ii

M 41,,ii
M 42,,ii
M 43,,ii

M 24,,ii
M 25,,ii

M 34,,ii
M 35,,ii

M 44,,ii
M 45,,ii

M 51,,ii ⎤
⎥
M 52,,ii ⎥
M 53,,ii ⎥
⎥
M 54,,ii ⎥
M 55,,ii ⎥⎦ i

(3.2.4-3)

액체금속로 노심의 경우 Grid 높이마다 유체간격이 일정하기 때문에
2차원 유체-구조물 상호작용 해석을 통해 구해진 위의 식 (3.2.4-3)은 grid
번호, i에 상관없이 일정하다.
본 연구의 적용 예로써 그림 3.2.4-10의 평면도와 같이 7개의 덕트집
합체로 구성된 액체금속로 노심을 사용하였다. 덕트집합체는 그림 3.2.4-11
의 정면도에서와 같이 육각형 단면을 갖는 덕트 본체와 하부판에 고정되
는 nosepiece로 가정하였다.

100 cm

그림 3.2.4-10 7-덕트집합체 평면도

B

A

B

90cm

그림 3.2.4-11 7-덕트집합체 정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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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트집합체 총 길이는 100cm이며 이중에 nosepiece의 길이는 10cm
이다. 덕트의 flat-to-flat 길이는 그림 3.2.4-10과 같이 모두 4cm이며 두께
는 0.2cm이다. 덕트 간의 간격은 0.2cm이고 외곽쪽 덕트와 원통실린더 간
의 간격은 10cm로 하였다. 해석에 사용된 덕트집합체는 A-Type과
B-Type의 두 종류로 하였으며 이들 덕트는 nosepiece 직경을 달리 함으
로서 강성을 다르게 설정하였다. A-Type 덕트의 nosepiece 직경은 1cm이
고 B-Type은 1.4cm로 하여 외곽 덕트인 B-Type이 A-type보다 강성을
크게 하였다.
그림 3.2.4-12는 유체-구조물 상호작용 해석에 사용된 FAMD 유한요
소 모델을 나타낸다. 해석에 사용된 절점수는 1050개이며 요소수는 288개,
레이놀즈수 Re=3000이다.

그림 3.2.4-12 유체-구조물 상호작용 해석에 사용된 FAMD 유한요소 모델

표 3.2.4-4는 계산된 유체부가질량 행렬을 나타낸 것으로 표에서와 같
이 7개의 덕트 중에서 유체부가질량은 중앙부 덕트 1에서     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중앙부 덕트 1의 거동에 대한 덕트 3과 덕트 6의 연
계 유체부가질량은      으로   에 비해 약 절반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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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4-4 계산된 유체부가질량 행렬(kg)
1-X

2-X

3-X

4-X

5-X

6-X

7-X

1-X

10.55

2-X

0.37

4.72

3-X

-4.75

1.18

7.06

4-X

0.37

0.43

1.14

4.72

5-X

0.37

-0.07

-1.10

-3.10

4.72

6-X

-4.75

-1.11

-1.15

-1.11

1.18

7.06

7-X

0.37

-3.10

-1.10

-0.07

0.43

1.14

4.72

8-X

-4.1

-4.18

-2.88

-4.18

-4.18

-2.88

-4.18

8-X

108.10

그림 3.2.4-13은 노심지진해석을 위한 single row 모델을 나타낸 것으
로 사용된 절점수는 35개, 보요소수는 18개, gap 요소수는 4개, 그리고 유
체부가질량행렬을 적용하기 위한 grid 수는 6개이다.

Gap-1

Gap-2

Gap-3

Gap-4

Analysis
Model
100 cm

B

A

B

90cm

Row-L

Row-C

Row-R

Input Motion

그림 3.2.4-13 노심지진해석을 위한 single row 모델

지진 거동시에 덕트들 사이의 충돌은 덕트집합체의 특성상 상단 꼭대
기에서만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그림 3.2.4-13에서와 같이 덕트
상단에는 충돌강성과 감쇠요소를 갖는 gap 요소를 고려하였다. 외곽 덕트
인 Row-L, Row-R과 원통용기와의 gap 크기는 100mm이며 Row-C와의
gap 크기는 2m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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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트 사이의 충돌강성과 감쇠값은 덕트 집합체의 지진응답에 크게 영
향을 미칠 수 있으며 따라서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덕트
충돌강성은 시험적 방법에 의하여 구할 수도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수치
해석적 방법을 사용하였다.
주어진 해석모델에 대여 공기중 조건, 유체부가질량 행렬에서 연계
질량항을 무시한 경우, 그리고 연계항을 모두 고려한 경우에 대한 동특성
해석을 개정된 SAC-CORE3.0 코드를 사용하여 수행하였다. 표 3.2.4-5는
각 경우들에 대한 고유진동수 해석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표 3.2.4-5 고유진동수 해석결과 비교(Hz)
Row-L

Row-C

Row-R

Air

Wate r
(Diagonal)

Wate r
(CFAM)

Air

Wate r
(Diagonal)

Wate r
(CFAM)

Air

Wate r
(Diagonal)

Wate r
(CFAM)

1st

12.3

6.7

6.3

6.4

3.0

2.9

12.3

6.7

6.3

2nd

186.5

96.4

9.3

164.1

71.2

9.3

186.5

96.4

9.3

3rd

550.3

247.5

64.0

423.9

157.3

64.0

550.3

247.5

64.0

공기중인

경우에

Row-L과

Row-R의

1차고유진동수는

12.3Hz,

Row-C는 6.4Hz로 나타났으며 덕트들은 각각 독립된 고유진동수를 갖는
다. 물속인 경우에 유체부가질량 행렬의 연계항들을 무시하고 대각선 항들
만 고려한 경우는 고유진동수가 크게 줄어들어 Row-L과 Row-R의 1차고
유진동수는 6.7Hz, Row-C는 3.0Hz로 낮아졌다. 반면에 연계 질량항을 고
려한 경우에 Row-L과 Row-R의 1차고유진동수는 6.3Hz, 2차고유진동수는
9.3Hz이고 Row-C의 1차고유진동수는2.9Hz, 2차고유진동수는 9.3Hz로 나
타났다. 진동모드 형상을 살펴보면 공기중인 경우에는 그림 3.2.4-14와 같
이 덕트집합체가 각각 전형적인 보 모드형상을 나타낸다. 그러나 물속인
경우에는 유체부가질량 행렬의 연계 질량항으로 인해 그림 3.2.4-15와 같
이 덕트집합체가 모두 연계된 모드 형상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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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st Mode

2nd Mode

3rd Mode

1st Mode

그림 3.2.4-14 공기중에서의 모드 형상

2nd Mode

3rd Mode

그림 3.2.4-15 물속에서의 모드 형상

1차 진동모드(2.9Hz)는 상대적으로 강성이 약한 Row-C 덕트의 1차
굽힘모드가 지배적으로 나타나며 2차 진동모드는 Row-L과 Row-R이 서
로 반대 위상을 가지는 굽힘모드(6.3Hz)가 지배적으로 나타난다. 3차 진동
모드는 덕트 모두 동위상을 가지고 연계진동을 하는 굽힘모드(9.3Hz)로
나타난다. 따라서 물속에서 노심집합체의 동특성은 유체-구조물 상호작용
의 영향으로 인하여 고유진동수 뿐만 아니라 진동 모드들도 크게 달라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연계 질량항을 갖는 유체부가질량 행렬을 노심지
진 해석모델에 적용하여 비선형 시간이력 노심지진응답 해석을 수행하였
다. 해석에 사용된 입력지진 파형은 US NRC Reg. 1.60에 따라서 생산된
0.15g를 사용하였다. 사용된 입력지진의 가속도 층응답스펙트럼을 나타낸
것으로 강주파수성분이 2Hz～10Hz 사이에 존재한다. 해석에 사용된 시간
간격은 2.0E-3초이며 총 해석시간은 21초이다. 덕트집합체의 구조감쇠는
3% 비례감쇠를 사용하였다. 그림 3.2.4-16은 공기중, 연계 질량항을 무시
한 유체부가질량 행렬, 그리고 연계 질량항을 고려한 유체부가질량 행렬
조건에 대하여 각각 덕트상단 절점에서의 시간이력 변위응답 해석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과 같이 공기중에 비하여 물속에서의 노심변위응답이
크게 나타나며, 특히 연계 질량항을 무시하고 대각선 행렬의 유체부가질량
만을 고려할 경우에 노심지진응답이 매우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러
한 이유는 그림 3.2.4-17에서와 같이 물속에서 덕트 간의 충돌거동이 매우
크게 일어나 변위응답을 증폭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해석결과에서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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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유체부가질량의 연계 질량항을 무시하고 대각선 항만 고려할 경우
에는 해석모델은 관성질량이 크게 늘어나 고유진동수가 낮아짐으로 인해
변위응답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3.2.4-16 덕트상단 절점에서의 시간이력 변위응답 해석결과

그림 3.2.4-17 물속에서의 덕트 간 충돌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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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유체속 구조물의 진동해석시

유체부가질량의 연계 질량항은

지진응답에 크게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또한 유체의 연계 질량항은
전체 진동모드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덕트 간의 충돌응답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림 3.2.4-18 Row-C에 대한 FFT 스펙트럼분석 결과

그림 3.2.4-18은 Row-C 상단절점의 가속도응답에 대한 50Hz Low
pass 필터링을 사용한 FFT 스펙트럼분석 결과이다. 그림에서와 같이 공
기중인 경우에 1차 고유진동수 6.4Hz에서 피크응답이 나타나며 물속의 경
우에는 2차 고유진동수인 9.3Hz에서 피크응답이 나타나며 1차 고유진동수
인 2.9Hz가 나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유는 그림 3.2.4-17의
충돌응답에서와 같이 충돌이 자주 일어남으로 인해 Row-C 덕트가 주변
덕트와 접촉시간이 길어져 1차 모드 응답이 사라지고 그림 3.2.4-15에서와
같이 모든 덕트가 동위상을 가지는 3차 진동모드(9.3Hz)가 지배적으로 나
타났기 때문이다. 실제로 덕트간의 간격이 매우 커서 충돌이 일어나지 않
는다고 가정할 경우 그림 3.2.4-19와 같이 1차 및 2차 진동모드에 해당하
는 피크응답이 모두 나타난다.

- 234 -

그림 3.2.4-19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의 FFT 스펙트럼 결과(물속)

다. 노심 지진 구조해석 모델 검증 시험
본 연구에서는 개발 중인 노심진진응답 해석코드인 SAC-CORE3.0과
유체-구조물 상호작용을 고려하기 위한 FAMD 코드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1단계 검증시험을 수행하였다. 검증시험에 사용된 소형 노심은
7-Hex system인데 그림 3.2.4-20과 같이 설치하여 그림 3.2.4-21과 같은
각 경우별 검증시험을 수행하였다.

그림 3.2.4-20

노심지진해석 검증을 위한 7-Hex system 시험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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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Model

Input Seismic Motions

Conditions

Schedule

In-Air

Complete

In-Water

Complete

In-Air

Complete

In-Water

Complete

In-Air

Complete

In-Water

Complete

- Elcentro
- ATH
- Kobe

1-Hex System

3-Hex System
(Single-Row)

- Elcentro
- ATH
- Kobe

7-Hex System

- Elcentro
- ATH
- Kobe

1

1 2 3

3 2
4 1 7
5 6

1-Hex System

3-Hex-System

7-Hex System

그림 3.2.4-21 검증시험의 종류 및 노심 모형 배치평면도

그림에서와 같이 검증시험에는 중앙에 1개의 덕트를 갖는 1-Hex
system과

일렬로

나열된

중앙의

3개

덕트를

갖는

3-Hex

system

(single-row), 그리고 7개의 덕트를 갖는 7-Hex System에 대하여 공기중
과 수중 동특성 및 지진응답 시험을 수행하고 이를 SAC-CORE3.0 해석
코드의 결과들과 비교평가하였다.
1-Hex System에 대한 노심지진응답 검증시험 및 SAC-CORE3.0에
의한 해석결과를 비교한 결과 Elcentro, ATH(인공지진), 그리고 Kobe 지
진입력 하중에 대해 덕트 상단에서의 변위 지진응답이 매우 잘 일치하는
결과를 얻었으며 그림 3.2.4-22(a)와 그림 3.2.4-22(b)는 Elcentro 지진하
중에 대해 공기중과 수중에서의 결과들을 각각 비교한 것이다. 그림에서와
같이 공기중과 수중에서의 시간이력 지진응답파형이 매우 상이함을 알 수
있고 최대 변위 진폭도 수중에서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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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공기중

(b) 물속

그림 3.2.4-22 1-덕트시스템의 Elcentro 지진하중에 대한 지진응답 비교

그림 3.2.4-23(a)와 그림 3.2.4-23(b)는 3-Hex system에 대해 Elcentro
입력 지진하중에 대한 공기중 및 수중에서의 지진응답을 비교한 것으로 검
증시험결과와 SAC-CORE3.0에 대한 해석결과가 매우 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Hex system에 비해 지진변위응답이 줄어들며 덕트간의 충
돌로 인한 지진응답파형이 매우 복잡하게 발생함을 알 수 있다.

(a)

공기중

(b)

물속

그림 3.2.4-23 3-덕트시스템의 Elcentro 지진하중에 대한 지진응답 비교

그림 3.2.4-24(a)와 그림 3.2.4-24(b)는 7-Hex system에 대한 공기중
및 수중에서의 검증시험 및 해석결과들을 각각 비교해 놓은 것이다. 그림
에서와 같이 공기중과 수중에서의 지진응답 파형이 크게 차이가 나며
FAMD 코드의 유체-구조물 상호작용 효과를 고려한 SAC-CORE3.0 해석
결과가 이러한 수중에서의 유체효과에 대해 정확히 시뮬레이션 할 수 있
는 해석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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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공기중

(b)

물속

그림 3.2.4-24 7-덕트시스템의 Elcentro 지진하중에 대한 지진응답비교

표 3.2.4-6은 각각의 덕트시스템에 대하여 지진하중에 대한 지진응답
시험 및 해석 결과를 비교한 것으로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0.1g의 3종류
지진가속도인 경우 중안 집합체의 변위응답은 1개 시험체의 경우 지진 입
력에 따라 7%, 7개 시험체 경우에는 입력지진에 따라 최대 11%의 편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두 결과는 비교적 잘 일치한다. 이로부터 노심지
진구조해석 모델이 검증되었고, 축소 규모 검증시험으로 이루어진 해석검
증이지만 개발된 노심지진해석코드의 신뢰도를 향상시켰다.

표 3.2.4-6 0.1g 크기의 가진에 대한 노심지진응답 모델검증시험
Elcentro (mm)

ATH (mm)

Kobe (mm)

Test

Analysis

Test

Analysis

Test

Analysis

1-Hex (In-Air)

8.89

9.10

14.70

14.58

3.37

3.12

1-Hex (In-Water)

6.88

7.69

11.14

12.12

4.99

4.25

3-Hex (In-Air)

3.23

2.90

4.60

4.00

2.15

3.28

3-Hex (In-Water)

4.00

4.35

4.96

4.94

3.21

3.85

7-Hex (In-Air)

4.38

4.13

5.31

5.99

3.54

3.63

7-Hex (In-Water)

3.50

3.54

4.38

4.38

4.32

4.39

표 3.2.4-7은 SAC-CORE3.0의 모드해석 성능을 검증한 것으로 각 검
증시험모델에 대한 고유진동수에 대한 시험결과와 해석결과를 나타낸 것
이다. 표에서와 같이 공기중에 비해 수중에서의 고유진동수가 감소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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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알 수 있고 특히 일반적으로 노심지진해석모델로 사용되는 single-row
model의 경우에는 full core model에 비하여 유체부가질량 효과가 크게 떨
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일반적으로 액체금속로 노심지진 해
석에 사용되는 single-row model은 전체 노심에서의 유체효과를 고려한
모델로 수정이 되어야 하며 FAMD 코드를 이용하여 전체 노심 덕트집합
체에 대한 유체부가질량 효과를 2차원 single-row model에 적용한 본 연
구에서 제시한 modified single-row model이 유체속에 잠긴 노심집합체의
동특성 및 지진응답 해석모델로 매우 효과적이고 정확함을 검증시험을 통
해 입증하였다.

표 3.2.4-7 고유진동수 검증
In-Air

Center
Duct

Outer
Ducts

In-Water
1-Hex

3-Hex

7-Hex

Test

4.64

4.35

4.15

3.62

SAC-CORE3.0

4.65

4.33

4.16

3.60

Test

9.10

-

8.37

7.71

SAC-CORE3.0

9.11

-

8.31

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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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및 관련 분야에의 기여도
제 1 절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3단계 연구개발 항목 및 목표 달성도는 다음과 같다.

세부연구목표

기계
계통
설계
기술
개발

신개념
원자로
구조개념
개발

주요 연구개발 실적

연구목표
가중치
달성도
(%)
(%)

- 원자로 내부구조물 단순화 구조개념 개발
- RV 열손상방지 구조개념 개발
- 원자로계통 기기개념 및 배치개발
- 원자로헤드 및 지지구조형상 개념 개발
- 원자로 격납구조 개념 개발
- 핵연료교환 및 이송계통 개념 개발

40

100

35

100

10

100

5

100

10

100

100

100

- 소듐환경 노내구조물 구조손상 감지기술
개발 및 적용성 확인
- 고온구조 비탄성 해석코드(NONSTA) 검증
- 고온구조 및 용접구조물 비탄성 변형률

고온구조
평가기술개발
비탄성 거동
평가기술 - 파괴역학적 고온구조 평가기술개발
개발
- 고온 불연속구조물 크립-피로 손상시험
- 고온 구조건전성 평가지침서(초안)
기계
계통

고온지진
좌굴
해석체제
개발

- 고온 열좌굴 해석평가 기술 개발
- 고온 박막 원자로용기 지진좌굴
해석평가 기술개발

건전성
평가
노심 출구
기술
유동에 대한 - 집합체 출구온도차에 따른 방어구조 평가
개발
상부구조물 - 유속 분포에 따른 유동기인 진동 평가
해석체제
(2차년도 종료)
개발
노심
동적응답
해석코드
개발

- 노심 구조동특성 해석모델개발
- 노심지진 구조해석 모델 검증시험
- 노심지진 동적응답 해석코드
(SAC-CORE3.0)개발
총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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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계통 설계기술 개발
- 원자로 구조건전성과 경제성 향상 관점에서 원자로 내부구조물을
단순화하고 원자로계통 기기들을 배치하였으며 원자로헤드 및 원
자로 지지구조물, 배관구조 및 격납구조 등에 대한 설계 경험을 바
탕으로 신개념 원자로에 적합한 구조개념을 도출함.
- 원자로용기 열손상 방지 구조개념과 핵연료 교환기의 구조개념을
설정하고 원자로건물의 3차원 면진 타당성을 분석하며 노내구조물
구조손상 감지센서를 개발하고 그 적용성을 확인함.

○ 기계계통 건전성 평가기술 개발
- 500℃ 이상의 고온 소듐환경에 노출되는 고온 원자로 구조물의 비
탄성거동 해석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NONSTA 전산코드를 개발하
고 이 코드에 사용되는 재료상수들의 민감도를 연구하여 그 적용성
을 향상시켰음.
- 고온 크립-피로 거동 시험을 본격적으로 수행하여 국내에서는 처음
으로 고온 구조물 손상시험 및 평가기술을 확보하고 고온구조 건전
성 평가지침서(안)을 작성함.
- 과도 열하중에 의해 발생하는 열좌굴 발생기구를 규명하고 원자로
조건에 따른 좌굴해석 및 평가를 수행하여 고온 열좌굴 해석평가
기술을 개발함. 고온 박막 원자로용기의 좌굴평가를 위한 고온 지
진좌굴 해석평가 기술 체제를 정립함.
- 노심 출구 유속 분포에 따른 상부내부구조물의 유동기인 진동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해석체제를 개발함.
- 액체금속로 노심에서의 유체 영향을 반영한 노심 지진응답 해석코
드(SAC-CORE)를 개발하였고 이를 검증하기 위한 축소 모델 시
험으로 결과의 정확성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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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관련 분야에의 기여도

- 신개념 원자로 KALIMER-600의 구조개념을 도출하여 기계계통 개
념설계를 위한 기술 기반 구축하고 고온 구조재가 사용되는 고온가
스로, 납냉각재로 등 Gen IV 원자로의 설계 능력을 향상시킴.
- 신개념 원자로 구조개념 개발을 수행하면서 도출된 고온구조물의
설계개선 항목은 4단계 핵심기술개발 과정에서 안전성과 경쟁성을
갖는 KALIMER-600 구조 개념설계에 활용될 수 있음.
- 기계계통 건전성평가 기술개발로 액체금속로 고온구조설계 능력 확
보 및 고온 원자로환경의 구조건전성 평가에 활용.
- 수렴성과 적용성을 향상시킨 고온구조 비탄성해석 전산코드 및 해
석체제는 원자로 내부구조물 및 노심구조물 등 원전관련 핵심구조
물의 고온 구조설계기술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
- 고온구조물의 크립-피로, 좌굴 특성 및 검증시험은 인허가시 설계
해석의 신뢰성 입증을 위한 기본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액체금속로 노심지진 응답해석을 위해 개발되는 SAC-CORE3.0과
FAMD 전산코드는 기존경수로의 노심지진거동해석에 적용 가능하
여 지진설계를 위한 기술적 지원가능.
- 개발된 설계 기술은 상용화를 목표로 두고 개발이 이루어진 것으로
서 액체금속로 건설 결정이 이루어지면 바로 상업적인 활용이 가능
하며, 원자력 기술경쟁력 향상으로 수입대체 효과 있음.
- 안정된 에너지 수급에 기여하여 궁극적으로 향상된 사회 복지 및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
- 개발된 기술들은 향후 전력에너지 자원 사용의 효율성을 획기적으
로 올릴 수 있고 또한 경수로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되는 고준위
폐기물의 저장부하를 감소시켜 경수로 산업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
는 중간단계 기술로서 사회 기초시설 구축에 기여함.
- 액체금속로 기계설계기술은 종합기술로 다양한 공학분야에 대한 기
여로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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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 기계계통 설계기술 개발
KALIMER-600 신개념 원자로의 구조개념 개발을 통하여 구축된 기
술은 4단계 핵심기술개발에서 안전성과 경쟁성을 갖는 KALIMER-600 구
조개념 설계에 활용할 계획이다. 고온 원자로 구조개념 기술은 액체금속로
뿐만 아니라 고온 구조재가 사용되는 고온가스로, 납냉각로 등의 원자로에
도 활용 가능하며 이는 원자로 상업화를 목표로 개발된 기술로서 원자력
기술경쟁력을 향상시켜 기술수입 대체효과가 있다.
원자로건물 면진기술은 원자로건물 뿐만 아니라 주요 기간시설의 안
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소듐환경 구조손상 감지기술은 육안검사가 불
가능한 산업현장에 적용하여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 기계계통 건전성 평가기술 개발
개발된 기계계통 건전성 평가기술은 원자로 내부구조물, 노심구조물
등과 같은 원전 핵심구조물에 대한 고온구조 설계능력 및 구조건전성 평
가기술 향상에 활용된다. 고온구조물의 크립-피로 손상시험, 균열성장 시
험 및 좌굴 특성 검증 시험은 원자로 인허가시 설계해석의 신뢰성 입증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된다. 500℃ 이상의 고온 구조물에 대한 비탄성해석
기술 및 건전성 평가기술은 화력발전소나 화학반응로와 같은 산업설비에
도 활용 가능하다. 액체금속로 노심지진 해석을 위해 개발된 SAC-CORE
와 FAMD 전산코드 기존의 경수로 노심지진 거동해석에 적용가능하며 지
진 설계를 위한 기술적 지원이 가능하다.
고온구조 해석 전산코드 개발과 검증시험 기술 및 설계 시험자료를
바탕으로 국제 공동연구에도 능동적으로 참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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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 과학기술 정보
- A Synthesis of the Fracture Assessment Methods Proposed in the
French RCC-MR Code for High Temperature, 1999, WRC.
- Assessment of the Integrity of Structures Containing Defects, R6
Revision 4, 2000, BE.
- Assessment of Procedure for the High Temperature Response of
Structures, R5 Issue 3, 2003, BE.
- Integrity of High Temperature Welds, 2003, IOM.
- Interim Report of Study on High-Temperature Flaw Assessment
Procedure, 1989, CRIEPI.
- LMFBR High-Temperature Flaw Assessment Procedure Final Report,
1991, ORNL.
- Prediction of Creep Crack Growth in a Range of Steels, 2003, Imperial
College.
- RCC-MR, Design and Construction Rules for Mechanical
Components of FBR Nuclear Islands, AFCEN, France, 2002.
- RCC-MR Appendix A16 : Guide for Leak Before Break Analysis
and Defect Assessment, 2002, afcen.
- Review and Assessment of Codes and Procedures for HTGR
Components, 2003, ANL.
- Review of Existing Fitness-for-Service Criteria for Crack-Like
Flaws, 1998, WRC.
- Rules for Construction of Nuclear Facility Components, ASME Code
Section III, Division 1-Subsection NB, 2004.
- Rules for Construction of Nuclear Facility Components, ASME Code
Section III, Division 1-Subsection NH,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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