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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론

제 1절 배경 및 필요성

최근 노후화된 연구로와 발전소가 늘어남에 따라 원자력 시설의 해체가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1997년부터 연구용 원자로 1,2호기의 해체를 수

행하고 있으며 현재 연구용 원자로 2호기는 2006년에 해체가 완료되었고 연구용 

원자로 1호기는 기념관으로 보존하기 위해 고방사화 부분과 1호기를 제외한 주변

시설을 해체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국내 최초의 상업용 발전소인 고리 1

호기도 설계수명(2007년 6월 18일)에 도달하여 2007년 6월 9일에 운전이 중지되

었으며 현재 정부에서는 고리 1호기의 해체 또는 수명연장을 결정하기 위해 다방면

의 전문가를 통해 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며 월성 1호기도 2013년에 설계 수명이 다

해 해체를 맞이하게 된다. 

이와 같이 국내의 연구용 원자로뿐만 아니라 상용 발전소의 해체가 다가옴에 따

라 원자력 시설 해체를 위한 다양한 해체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원자력 시설의 해

체는 대부분 고방사능 환경과 같은 극한환경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므로 극한환경에 

적합한 해체기술이 필요하다. 따라서 고방사능 시설을 위한 해체기술은 다음 사항

을 만족해야 한다. 첫 번째, 해체작업 시 작업자의 피폭을 방지하기 위해 고방사능 

시설 해체작업은 원격으로 수행되어야 하므로 해체기술은 원격 제어가 가능해야 한

다. 두 번째, 대부분의 해체 대상물은 오랜 기간 동안 방사능에 의한 노출로 인해 

고방사화되어 절단방식에 따라 다량의 2차 폐기물이 발생될 수 있다. 이러한 2차 

폐기물은 처리하는데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고방사능 시설의 해체기술

은 2차 폐기물 발생이 최소로 발생되는 해체기술을 선정해야 한다. 세 번째, 고방

사능 시설은 대부분 두꺼운 부재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고방사능 시설을 절단 할 수 

있는 높은 절단 성능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고방사능 시설에는 스틸, 스테인레스

스틸, 알루미늄, 콘크리트, 합금류 등 다양한 재질의 절단 대상물이 존재한다. 따라

서 절단기술은 재질에 상관없이 절단이 가능해야 한다. 

이와 같이 고방사능 시설 해체를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조건을 만족하

는 해체기술을 적용해야 한다. 먼저,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개발되어 있는 각종 절단

기술에 대해 고방사능 시설의 해체기술로의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해 각 절단기술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였다. 그리고 새로운 절단기술로 대두되고 있는 극저온절단기

술들에 대한 기술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극저온 절단기술에 대한 물리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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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전산해석 및 절단성능 향상에 관련된 기술분석도 함께 수행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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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해체절단 기술 비교2

일반적으로 해체작업은 고방사화된 알루미늄 스틸 스테인레스스틸 등의 금속성, ,

재료를 절단하는 작업을 말한다 현재까지 일반 산업에서 금속성 재료를 절단하는.

기술은 매우 다양하며 대표적인 방법으로 휠 커팅 기술 유압 절단기술 다, Shear ,

이아몬드 와이어쏘 기술 워터젯 절단 기술과 같은 기계적 절단 방법과 플라즈마,

절단 기술 산소절단 기술 레이저 절단 기술과 같은 열적 절단 방법이 있으며, , ,

전기아크 절단 기술로 전기적 절단 방법이 있다 이러한 기술들에 대MDM, EDM, .

한 고방사능 시설에의 적용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 분석을 수행하였다.

제 절1 열적 절단 방법

플라즈마 절단 기술1.

절단 기술은 텅스텐 전극봉과 전도성을 띤 절단 대상물사이에 직류Plasma arc

가 발생되는 것을 배경으로 개발된 기술로서 가스 또는 혼합가스가 토치 노즐arc

안의 작은 출구를 통해 흐르면서 불꽃이 절단 대상물에 전달되는 것이다 양이온과.

자유전자의 구성으로 이루어진 는 거의 의 온도를 유지하면서 발생plasma 20,000℉

한다 높은 전압과 와 함께 노즐 로부터 생성된 가스는 대상 금속. arc torch plasma

물을 녹이고 불어내면서 절단하게 되는 것이다 전형적인 시스템에는. plasma arc

절단을 위해서 최고 의 전류를 유지하기 위한 높은 직류의 공급이 요구1000Amps

되어 진다 자동 장치를 위해서는 위치 고정 및 이동 장치 가스. plasma arc torch ,

토출 장치 가스 물 차폐장치 가스 공급장치 고주파 공급장치, / , plasma , , plasma

공급장치 및 보조가스 공급과 및 기계적인 이동 제어 장치가 필요하다 일arc arc .

부 수중에서는 대상물의 두께에 제한을 받기도 하지만 이 공법은 모든 금속 절단

대상물의 절단을 대기 중 또는 수중에서도 가능하게 한다 가끔 오염된 구성품 들.

의 절단을 위해서는 부분적인 임시 격납 관리가 필요하기도 하다 이러한 경우 내. ,

부에서의 수작업자를 위한 방독면 착용과 필터가 첨부된 환기시스템이 필요HEPA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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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플라즈마 절단 장비2.1

2. Oxy-Fuel Burning

은 간혹 산소아세틸렌 절단이라고도 불리며 토치의 작은 노즐Oxy-fuel burning ,

을 통해 공급되는 산소와 기타 연료가스의 혼합으로 이루어 진 시스템을 말하며 연

료가스는 아세틸렌 프로판 가솔린 또는 수소를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수동형태, , .

의 공정 또는 자동화된 고정식과 이동식으로 작업도 가능하다 이 기술은 산소연료.

를 사용하여 대상 금속의 급속 산화발열을 이용하여 절단하는 것으로burning torch

이때 해당되는 금속으로 일반적으로 카본 스틸이나 주철 제품 같은 제일철 금속이

며 알루미늄이나 스테인레스 스틸 같은 제일철이 아니거나 제일철 이면서 다른 성,

분이 포함된 금속의 절단에는 불가능하다 이 공법은 대기 중과 수중에서 모두 가.

능하나 수중 작업 경우는 많은 열의 손실로 그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해체활, .

동에 있어서 이 공법은 일반적으로 빔 기둥 또는 보 같은 카본 스틸로 구성된 구,

조물의 해체에 기본적으로 적용된다 그 이유로 이 기술은 가장 널리 알려졌고 장.

비의 취급에 숙련된 작업자를 어디에서든 쉽게 구할 수가 있기 때문이고 더 나아가

장비의 구매가 저렴하고 취급이 쉽고 빠르기 때문이다.

그림 절단2.2 Oxy-Fuel Bu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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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레이저 절단 기술

레이저 절단 기술은 원격에 의한 자동화가 용이하고 절단 시 절단속도와 절단 품

질이 좋아 최근 산업체에서 첨단 절단기술로 각광을 받고 있다 레이저 절단 기술.

은 절단 폭 이 매우 작기 때문에 고방사능 시설 해체에 적용 시 차 폐기물(Kerf) 2

발생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 기술은 원자력 시설 절단을 위해서는.

약 이상의 레이저 또는 이상의 레이저가 필요하나 이10 kW Nd-YGA 30 kW CO

를 개발하는데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이 기술을 원자력 시설 해체에 적

용하기 위해서는 고출력 레이저가 상용화 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레이저.

절단 시 강한 빛과 열이 동반되므로 화재에 민감한 재료는 절단에 적합하지 않으며

반사율이 높은 재료는 절단이 불가능 하다는 단점이 있다.

그림 레이저 절단 장비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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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기계적2 절단 방법

1. Shears

는 칼날화 된 절단 도구로써 가위나 작두 같은 개념으로 운영된다Shear . Shear

의 날은 내부를 따라 직선형태 또는 타원이나 원형 형태로 절단할 수 있다 규격의.

범위는 작고 수동적인 것부터 크게 장착된 것까지 다양하다 동력원은 전기식 압축. ,

공기식 또는 유압식을 들 수 있다 압축공기를 이용한 가장 상용화된 것 중의 하나.

가 자동차 사고 시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 차체를 뜯어내는 를 들 수“jaws of life"

있다 절단작업은 작은 또는 가벼운 금속 계측장치의 절단에. Shear pipe, conduit

매우 유용하다 큰 유압식 는 금속 구성품이나 대구경의 에 적용 가능하. shear pipe

다 절단 공법은 폐기물 취급을 고려한 여러종류의 금속물질로 구성된 구성. Shear

품의 감용이나 작은 조립건축물의 해체 목적에 가장 적합하다 그러나 금속 절단, .

시 고유의 형태가 파손되고 제한된 공간에서의 사용이 어렵고 항상 큰 힘의 반력, ,

이 작용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림 절단 장비2.4 Shear

2. Nibbler

는 구멍을 내거나 자르는 절단 도구로써 매우 빠른 회전률의 속도로 작동Nibbler

된다 작은 크기의 금속뿐만 아니라 연강 알루미늄 또는 스테인레스 강의 큰 규모. ,

의 금속 대상물도 절단 가능하며 최고 의 연강판을 절단 할 수 있다 돌력1/4 inch .

원으로는 와 마찬가지로 전기 압축공기 및 유압을 사용한다 원격조작이 가shear , .

능하고 수중에서의 절단도 가능하다 폐기물 처리를 위해 제거된 작은 금속조각들.

의 수집이 용이하고 먼지 및 공기입자의 발생에 대한 우려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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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절단 장비2.5 Nibbler

3. Saws

가장 보편화 된 절단 도구로써 자연적인 회전 왕복 및 띠 운동에 의해 작동된다, .

유압 전기 및 압축공기에 의해 작동되는 크고 고정식과 수동으로 작동되는 작은,

것으로 구분된다 여러작업 분야에 매우 유용한 이유로 화재 위해가 있는 불꽃의.

발생이 없으며 연기나 가스 같은 방사성 오염발생이 없기 때문에 취급이 쉽다 먼.

지 및 작은 부스러기의 발생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장점으로 적은 운영비용과 별도.

의 훈련이 필요 없고 높은 절단 속도와 주변기기의 손상 없이 작업이 가능한 점과

원격으로 조작이 가능한 점을 들 수 있다 좁은 공간을 포함한 어려운 작업 환경에.

서도 휴대용 톱으로 작업이 가능하며 작업자들이 작업에 있어 쉽게 친숙해 질 수

있다는 장점 또한 좋게 평가되고 있다 부품의 조달이 쉬어 항상 교체 및 수선이.

가능하다 그러나 절단 두께의 제한을 받으며 진동이 유발되며 두꺼운 금속대상물.

의 절단 시 날의 수명이 짧은 점과 모든 금속 대상물을 절단 할 수는 없다는 것이

단점으로 대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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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절단 장비2.6 Reciprocal saw

그림 절단 장비2.7 Band saw

4. Wheel cutting

에는 표면에 실리콘 카바이드 또는 알루미늄 산화물의 작은 조각들Wheel cutter

이 부착되어 있고 동력원으로는 전기 압축공기 및 유압을 사용한다 이 은, . Wheel

강도를 높이기 위해 유리섬유의 매트 형태로 짜여져 있고 금속을 갉아 내면서 대상

물을 절단하는 것이다 장점으로 빠른 절단속도와 모든 장비의 용이한 취급 및 적.

은 운영 경비를 들 수 있다 단점으로는 계속적인 불꽃의 발생으로 주변의 연소물.

질 취급에 부적합하고 제거된 조각들이 매우 작으므로 오염관리가 어렵다 또한 오, .

염된 먼지의 확산 방지를 위한 임시격납 시스템이 요구되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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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절단 장비2.8 Diamond rotary wheel saw

5. 다이아몬드 와이어 쏘 절단 기술

다이아몬드 와이어 쏘 절단 기술은 다이아몬트 팁을 붙인 와이어를 회전시켜 콘

크리트나 대형 철재 구조물을 절단하는 기술이다 이 기술은 상대적으로 소음이나.

진동 발생이 적어 공해없이 절단이 가능하고 절단깊이나 대상물의 재질에 제한이

없이 절단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고방사능 시설 해체에 적용 시 와이.

어의 쿨링을 위해 사용하는 다량의 물이 차 폐기물이 되어 이를 처리하는데 많은2

비용이 발생된다 또한 이 장비는 장비 특성상 원격으로 조작이 불가능하고 정밀한.

절단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그림 다이아몬드 와이어 쏘 절단 장비2.9

6. 워터젯 절단 기술

워터젯 절단 기술은 초고압의 물과 연마재를 작은 구멍의 오리피스에 통과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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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마재가 재료에 충격을 가해 마모 및 크랙을 유발시켜 절단하는 기술이다 이 기.

술은 고 에너지 밀도 가공법이므로 재료에 대한 변형 및 잔류응력이 없으며 대기

중 분진의 비산이 적고 작업환경이 양호하다 그리고 가공물에 노즐이 접촉하지 않.

고 자유롭게 곡선 및 곡면의 절단이 가능하며 절단 반력이 작아 노즐의 이동이 용

이하여 로봇에 의한 원격 제어가 쉽다 그러나 이 기술 역시 고방사능 시설 해체에.

적용 시 다량의 물을 처리해야 하는 단점이 발생한다.

그림 워터젯 절단 장비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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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전기적3 절단 방법

1. Metal Disintegration Machining(MDM)

은 전극봉을 이용하여 금속을 절단하는 공법으로 일정한 교류 전력의 공급MDM

이 필요하며 진동헤드와 장치가 요구된다 전극봉은 보통 흑연MDM water flush .

으로 만들어지고 어떠한 기계적인 형상도 절단할 수가 있으며 전력의 공급과 flush

장치의 작동으로 대상 금속물의 표면에서 매우 가깝게 진동을 하게 된다 이때 전.

극봉은 서서히 지정된 방향으로 구멍을 내기 시작하며 불꽃이 생성되어 대상물로.

부터 녹여진 작은 조각들을 제거하게 된다 부스러기 물의 화학적 요건 발생 연기. , ,

의 관리 등이 단점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림 장비 설치도 및 헤드 구성도2.11 MDM MDM

2. Electrical Discharge Machining(EDM)

은 과 비슷한 공법이긴 하나 제한된 파장의 교류 공급이 필요하다 이EDM MDM .

공법은 절단면이 비교적 섬세하고 정확하나 에 비해 절단속도가 느리고 낮은MDM

전류가 필요하다 이 공법은 방사화 정도가 확정된 압력용기의 재료 샘플을 수집하.

는데 사용되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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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을 이용한 절단 및 장비 배치2.12 EDM

3. Arc Saw Cutting

이 기술은 전기 용융 기술의 연장으로서 톱날이 없는 원형형태로 절단 대상 금속

물에 접촉이 없이 절단이 되는 공법으로 높은 전류의 전기 불꽃이 대상물과 blade

사이에 형성이 되면서 절단을 유도하는 것이다 는 연장을 만드는 스틸 연강. Blade ,

또는 구리 같은 전기 전도성 물질로 만들 수 있다 는 기본적으로 작동을 위. Blade

해 회전을 하며 회전속도는 약 에서 사이이다 의 회전은 대상300 1800 rpm . Blade

물의 패인 자리에서 에 의해 발생된 용융된 금속의 제거에도 기여한다 는arc . Blade

대기중에 물에 의한 냉각을 하여 사용되며 수중에서는 물에 의해 자체 냉각이 되,

기 때문에 수중작업도 가능하다 이 공법은 어떠한 전기 전도성 물질의 절단에도.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이다 예를 들어 스테인레스 스틸 고합금 스틸류 알루미늄. , ,

및 구리과 같은 높은 전도성을 가진 물질들은 각각의 물질이 소요하고 있는 강도

및 연성에 따라 빠르고 깨끗하게 절단할 수 있다 그중 카본 스틸류의 절단이 가장.

어려운데 그 이유는 절단부위에서 생성되는 가 절단속도를 저해하기 때문이다sla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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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그네슘 티타늄 및 아연성분의 물질을 절단할 때에는 수소가스가 발생되며 이는,

미세한 발화 및 폭발의 원인이 된다 아크 쏘 절단 기술의 단점은 의 직경에. blade

따라 공간이 필요하며 대기 중에서 거친 절단 작업 시 상당의 소음과 연기가 발생

된다 또 수중에서의 작업 시 물을 혼탁하게 하여 작업광경을 주시하기가 어렵다. .

4. Electric Arc Gouging

이 공법은 대상 금속표면으로부터 교류의 전력으로부터 제공된 에 의해touching

발생된 파편 등을 물이나 가스와 함께 전극봉을 사용하여 불어 내면서 절단하는 방

법이다 불꽃에서부터의 화재 예방 및 발생되는 연기의 정화를 위해 사전에 적절한.

시설의 설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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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극저온4 절단 방법

작동 원리1. Cryogenic jet

극저온 절단의 원리는 액체질소와 연마재를 혼합하여 초고압으로 노즐을 통과 시

켜 고속으로 대상물의 표면에 분사하면 연마재가 표면에 강한 충격을 주어 표면에

마모와 변형을 일으켜 절단이 이루어진다 여기서 분사된 액체질소는 상온 상태에.

서 쉽게 기화되므로 따로 처리해 줄 필요가 없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림 은. 1

극저온 절단 장비의 시스템 구성도를 나타내고 있다 먼저 액체질소를 가압하기 위.

하여 액체질소를 저압 약 의 압력으로 증압기로 이송한다 증압기는 파스( 500 kPa) .

칼의 원리를 이용하여 액체질소를 약 배 증압시키는 장치이며 증압비율은 증압20

기 내 피스톤의 직경 액체질소의 배출관의 직경 및 피스톤이 미는 압력에 의해 결,

정된다 증압기에서 나온 액체질소의 압력은 약 까지 증압되나 이 압력은. 400 MPa

시간에 따라 변하는 맥동파를 형성한다 이러한 맥동파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증압.

기에서 분사된 액체질소를 감쇠기 를 통과하여 시간에 대해 일정한 압(Attenuator)

력을 유지한 채 노즐로 이송된다 노즐 내부의 오리피스를 통과한 액체질소는 연마.

재와 혼합되고 노즐 관 관경 을 통해 대상물의 표면에 분사된다( 0.8 mm) .

그림 극저온 절단 장비 시스템 구성도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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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5 절단기술 비교

이상과 같이 고방사능 시설 해체에 적합한 해체기술을 선정하기 위하여 다양한

기술을 검토한 결과 전통적인 절단기술들은 고방사능 시설 해체에 적용 시 다량의,

차 폐기물 발생 원격 조작이 불가능 기술개발의 미비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2 , ,

생되었다 반면 극저온 절단기술은 고방사능 시설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인 차 폐. 2

기물을 거의 발생시키지 않으며 원격조작도 매우 용이하여 고방사능 해체기술로 매

우 적합한 기술로 판단되었다 현재 국내에는 극저온 절단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상태이며 전 세계적으로도 극저온 절단에 관한 연구는 초보적인 단계에 있다.

표 각 절단 기술 별 성능 비교2.1

해체공법

비교항목
워터젯

다이아몬드 와 

이어 쏘
레이저 플라즈마 극저온 절단

절단속도(6t) 분76 mm/ 분300 mm/ 분1000 mm/ 분6000 mm/ 분60 mm/

최대 절단 두께

연강( )
100mm 제한 없음 <12mm 50mm 10 mm

차 폐기물2 발생 발생 발생안함 발생 거의 발생안함

대상 재질 상관없음 상관없음 금속제 금속제 상관없음

절단면 품질 좋음 거침 좋음 거침 좋음

원격제어

가능 유무
O X O O O

수중 절단

가능 유무
X O X O X

절단 시 열발생

유무
저온 저온 고온 고온 저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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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극저온 절단 기술현황 분석3

본 리뷰의 목적은 극저온 절단 기술과 매우 관련이 높은 AWJ(Abrasive Water

등의 연구동향을 파악하므로써 극저온 절단 기술에Jet), WJ(Water Jet), IJ(Ice Jet)

대한 현재의 기술 상태와 연구방향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기술 분석은 해당 분야에.

서 보고된 여러 연구결과와 각종 저널지 컨퍼런스 프로시딩 및 포름 등에서 발표,

된 연구결과를 검토하고 요약하였다 다음 챕터에서는 절단의 개발 역. WJ, AWJ, IJ

사와 연구동향에 대해 소개하고 그 다음으로 극저온 절단 기술의 연구동향 및 적용

사례에 대해 설명하였다.

제 절 다양한 분사 기법1

및 프로세스 개발1. WJ AWJ

은 년대 구 소련과 뉴질랜드의 석탄 채굴에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여기서WJ 1800 .

는 암석 표면에서 붙어 있는 석탄을 쉽게 떼어내기 위해 강이나 하천의 물을 언WJ

덕 정상의 저장고로 이송한 후 파이프를 통해 채굴장에 있는 암석 표면에 상대적으

로 낮은 압력으로 분사하여 사용되었다 그 후 단단한 암석을 폭약을 사용하지 않.

고 절단함으로써 생산성 향상과 채굴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고압 절단이 시도WJ

되었다 하지만 당시 현재의 시스템에 사용하는 만큼의 높은 압력을 발생하는데는.

성공하였으나 압력이 매우 불안정하여 절단을 수행할 수 없었다 그러나 는. WJ

년대 의 압력을 발생시키는 새로운 압력 시스템이 미국에서 개발됨1970 4000 bar

에 따라 급속하게 발전하기 시작하였고 년대 초 산업 분야에서 재료의 절단1980

방법으로 광범위 하게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장비도 압력 시스템과 분사 시스템. WJ

이 하나로 통합된 형태로 개발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장비는 물에 의한 에너. WJ

지 전달률이 매우 낮아 절단 성능이 타 기술에 비해 낮은 단점을 갖고 있어 주로

나무 플라스틱 복합소재 종이 옷 등과 같은 비금속 물질을 절단하는데 국한되어, , , ,

사용되었다.

이러한 의 절단 성능과 절단 능력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년대 초 연마재WJ 1980

입자를 에 도입하였다 연마재를 이용한 실험과 특허 출원은 년대 후반에WJ . 1970

시작되었으나 실제적으로 장비가 정밀가공에 상용화되기 시작한 것은 년AWJ 1980

도 중반부터 시작되었다 연마재를 워터젯에 투입함으로써 물에 의한 에너지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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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이 크게 향상됨에 따라 대상 재료의 제거율이 급속하게 증가하게 되었다 또한.

가공하기 힘든 경화재질의 가공도 타 절단 기술에 비해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게 되

었다 이러한 이유로 은 단기간에 가공기술을 선도하는 기술 중에 하나가 되었. AWJ

다 과정에서 연마재 입자들은 혼합 챔버 내부에 물의 제트에 의해 형성된 진. AWJ

음압 으로 인해 대기압 상태에 있는 연마재가 혼합 챔버로 빨려(negative pressure)

들어가 연마재와 물의 혼합되어 일정 유체의 형태로 분사된다.

2. Cryogenic jet

과 은 일부 특수한 상황에서는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WJ AWJ

한다 즉 습도에 대해 화학적으로 반응성을 갖고 있는 물질의 가공 고전압 부근에. ,

서의 가공 독성 물질이나 방사능 물질의 가공 등과 같은 특수상황에서는 과, WJ

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 특히 독성 물질이나 방사능 물질의 가공에AWJ .

사용된 물은 오염되므로 이를 처리하는데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이와 같은 특수상.

황에서 절단을 수행하기 위해 고압 액체질소 분사 고압 분사 극저온 연마재, CO2 ,

분사와 같은 방법이 개발되었다 이 방법들은 모두 고압의 분사 유체로 극저온 제.

트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 유체는 극저온 온도 상태에서 화학적으로 불활성 상태이

고 폭발의 위험이 없고 생물학적으로 미생물이 발생하지 않는 특징이 있어 위에서

언급한 특수상황에 사용이 가능하다 예로 액체질소 분사는 식품산업에서 응용이.

가능하며 또한 클리닝이나 도장 제거 등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암모니아 분사.

는 암모니아의 화학적 용해특성으로 인해 화학무기의 해체에 사용된다.

3. CO2 jet

열역학적으로 불안정한 유체 중에서 는 응용분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CO2

는 물질 중에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는 도의 온도로 용기에 저장되며 그림. CO2 25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압력 에서 등가를 이루며 이 조건에서 는 포화3.1 67 bar CO2

액체 상태로 존재한다 를 고압으로 분사하면 노즐 출구에서는 의 압력이. CO2 , CO2

대기압인 로 떨어지고 이 압력상태에서 의 온도는 도로 떨어져 액0.1 MPa CO2 -78

체 는 기체와 고체가 혼합된 상태로 변하게 된다CO2 .

그림 는 드라이아이스 분사의 응용 사례에 대한 사진을 나타내고 있다 몇몇3.2 .

연구자들은 표면위의 오염물이나 코딩을 제거하기 위해 극저온 분사를 이용한CO2

기계가공 및 재료 제거 에 대한 타당성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material remov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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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의 제거율을 높이기 위하여 고체 팰렛을 함께 분사하는 가공 방법도 시도CO2

되었다 여기서 팰렛은 연마재의 역할로 열적충격 을 수반함으. CO2 (thermal shock)

로써 재료를 제거하게 된다 이와 같은 타당성 연구를 통해 극저온 분사방법이 표.

면 위의 오염물이나 코딩을 제거하는데 탁월한 성능을 발휘함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는 표면의 흙이나 페인트를 클리닝하기 위해 드라이아이스 분사 방법[4]

을 이용하여 실험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 실험에서 를 도의 온도에서. CO2 -80

의 압력으로 유지하여 드라이아이스 스노우를 생성하였으며 생성한 팰렛의 강1 bar

도는 석고의 강도와 유사한 정도로 나타났다 또한 참고문헌 에서2~3 Moh's . [15]

는 의 압력범위에서 액체 를 분사하여 드릴링과 절단에 대한 기35~350 MPa CO2

초연구를 수행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대상물과 노즐간의 거리에 따라 절단력이 감.

소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열역학적으로 불안정한 가 고속으로 이동함에 따라. CO2

액체에서 기체상태로 상변화가 일어나 노즐에서 분사되는 의 분사력이 재료를CO2

제거하는데 불충분히 형성하지 못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절단을 위해서는. CO2

대신 액체질소를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액체 의 열역학적 불안정 특성으로 인해 산업현장에서는 절단 및CO2

표면처리 장비의 개발을 위해 액체질소 분사로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하였다.

그림 의 상태 다이어그램3.1 CO2

그림 3.2 Dry ice bla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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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Liquid Ammonia jet

암모니아는 오랜 기간 다양한 분야에서 냉각제로 사용되고 있으며 암모니아는 대

기온도에서 의 압력을 주면 액화되기 때문에 실내 온도에서 액체 암모니0.78 MPa

아를 쉽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최근 액체 암모니아는 생화학 로켓.

을 해체하는데 매우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그 이유는 로.

켓용 추진제인 및 들이 암모니아에서 쉽게 용해되므로 이들을 쉽게AP, HMX RDX

제거할 수 있고 젤이나 고체 형태의 추진제도 무수 암모니아와 같은 액체 또는 기,

체 시약을 이용하여 모터로부터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제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고압 암모니아와 연마재의 분사를 통해 스틸이나 알루미늄 재질의 로켓 케이

싱을 절단도 가능하다.

그림 3.3 High-pressure ammonia pump

극저온 분사의 단점으로는 낮은 투과율 표면상의 낮은 충, high volumetric flow,

격량 등이 지적되고 있다 충격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극저온 분사에 연마재를 투입.

한 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ACJ .

5. Ice jet

은 금속의 표면을 클리닝을 위해 개발된 기술이다 과거에는 화학적 클리Ice jet .

닝 기법이 금속의 표면처리에 매우 효과적으로 사용되었으나 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화학적 클리닝 기법의 사용은 많은 제약을 받게 되었다 따.

라서 화학적 클리닝 기법을 대체할 새로운 기술이 필요하게 되었다 대체기술로 물.

분사 방법이 제안되었으며 표면처리에 매우 효과적이였다 그러나(Water blasting) .

이 기술은 표면에 가하는 충격력이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표면처리 시 많은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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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필요하였다 또한 사용된 물이 환경적으로 많은 폐해를 초래하였고 사용된 물을.

처리하는데도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발생되었다 물 분사 방법의 문제점.

인 표면의 충격력을 높이기 위해 물 속에 연마재를 첨가한 방법이 제안되었다 이.

방법을 통해 표면처리의 능력을 크게 향상시켰으나 연마재가 환경오염의 잠재적인

원인이 되었다 이와 같은 환경적인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물과 얼음을 혼.

합한 이 개발되었다 이 기법은 환경적인 문제점을 해결하였을 뿐만Water Ice jet .

아니라 표면처리 능력도 물 분사 방법에 비해 매우 향상되었다 이 기법은 식품가.

공 전자부품 의료 항공우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 , .

6. Liquid nitrogen jet

분사와 더불어 액체질소 분사에 대한 연구도 시도되었다 그림 는 액체CO2 . 3.4

질소 분사 시스템의 구성도를 나타내고 있다 액체질소 분사에 관한 실험을 수행한.

결과 액체질소 분사의 집속성 이 온도와 압력에 따라 크게 달라짐을 파(coherence)

악하였다 액체질소의 온도를 낮추면 낮출수록 분사의 집속성이 증가되는 것을 실.

험으로 확인되었으며 액체질소 분사의 절단성능은 과 마찬가지로 매우 떨어짐을WJ

확인하였다 일부 연구에서는 액체질소를 극저온 냉각 매체로 사용하여 공구의 수.

명을 연장시키기 위한 목적으로도 사용되었으며 또 다른 연구 분야에서는 액체금속

을 분말 형태로 만들기 위하여 액체질소 분사를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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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액체질소 분사 다이어그램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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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극저온 절단 성능 평가2

와 절단 성능 비교1. AWJ ACJ

년 는 극저온 절단의 적용성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1996 Hashish .

극저온 절단 실험으로 절단기술을 나무 유리 철판 티타늄Abrasive cryogenic , , , ,

니켈 등과 같은 다양한 재질의 대상물에 적용하여 절단성능을 파악하였다 절단 실.

험을 위해 그림 와 같은 실험 장치를 구축하였고 절단에 사용한 노즐은 사3.5 Flow

의 노즐을 사용하였다 극저온 절단에 사용한 절단조건은 다음과 같다Paser AWJ . .

그림 3.5 Sketch of setup for abrasive-cryogenic jet tests

압력 : 90~103 MPa

오리피스 직경 : 0.38 mm

혼합 튜브 직경 : 2.29 mm

연마재 : 120 mesh garnet

연마재 투입률 : 0.2 kg/min

표 은 극저온 절단 기술을 이용하여 재질 별 절단 두께와 이송속도3.1 Abrasive

를 실험을 통해 산출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절단 성능을 와 를 성능 비. AWJ ACJ

교 결과 연강을 기준으로 는 의 속도로 를 절단한 반면, AWJ 38 mm/min 9 mm ,

는 동일 속도에서 절단하여 가 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ACJ 7.9 mm AWJ AC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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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물의 비중이 극저온 물질인 액체질소의 비중 보다 높기 때문에 에너지

전달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연마재에 가해지는 힘이 가 높기 때문인 것으AWJ ACJ

로 파악된다.

표 재질별 절단 두께 및 이송속도 비교3.1

Material
Nozzle speed

(mm/min)

Max. Thickness

(mm)

Lexan 76-381 11.1

Titanium 38 5.6

Mild steel 23-38 7.9

Hastalloy Ni-based alloy 23 1.6

Plate glass 76 5.6

분사매질에 따른 특성2.

가. CO2 jet

분사와 분사를 비교하기 위하여 두 분사 매질의 열역학적 특징을CO2 Nitrogen

분석하였다 그림 은 의 선도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에서 의 임계. 3.6 CO2 T-S . CO2

온도와 압력이 각각 으로 는 실내 온도보다 약간 높은 온304.2 K, 7.39 MPa CO2

도에서 수 의 압력만 유지한다면 액체상태로 쉽게 존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MPa

다.

그림 3.6 Temperature-entropy chart for C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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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체 의 분사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분사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림 은CO2 . 3.7

분사를 위한 실험 장치를 나타내고 있다 먼저 오른쪽 노즐 부위에서 액체CO2 .

가 실린더로 투입되어 최대로 채워지면 체크벨브에 의해 입구가 닫힌다 실린CO2 .

더 내부에 있는 피스톤 로드는 높은 수압에 의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밀려지면 오

른쪽 실린더에 있는 액체 는 파스칼의 원리에 의해 초고압으로 노즐로 이송하CO2

여 분사하게 된다.

그림 3.7 Experimental setup used to generate CO2 jets

위의 실험 장치를 이용하여 액체 의 분사실험을 수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CO2 ,

과가 도출되었다 상대적으로 낮은 압력 상태에서 액체 를 오리피. (5-10 MPa) CO2

스에 통과하여 대기압 상태로 분사한 결과 증기와 고체입자 드라이아이스 가 함께, ( )

분사되는 결과를 얻었다 즉 액체 가 노즐을 통과하는 순간 액체와 고체 기체. CO2 /

사이의 상변화가 발생하였다 이에 반해 압력을 의 범위로 분사한 결. 70~350 MPa

과 가 액체에서 고체 기체로 상변화에 걸리는 시간이 가 노즐에서 대상물, CO2 / CO2

까지 도달하는 시간보다 더 소요되어 결과적으로 액체 분사는 완벽히 이루어CO2

졌으며 분사의 집속도도 매우 좋게 관찰되었다 그림 참조 하지만CO2 [ 3.8 ]. CO2

분사에 연마재를 혼합하여 분사한 결과 의 열역학적 불안정성으로 인해 혼합챔CO2

버 내에 가 액체 상태로 유지되지 못하여 연마재가 가속되지 못하는 문제점이CO2

발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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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Photographs of CO2 jets expelled through 0.38 mm orifice

나. LN2

그림 는 질소의 선도를 나타내고 있다 의 열역학적 특성 분석 결과3.9 T-S . N2

임계온도와 압력이 로 매우 낮은 온도에서 발생되므로 질소가126.2 K, 3.39 MPa

액체상태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매우 낮은 온도를 유지해야 함을 알 수 있었으며 액

체질소 분사의 절단력과 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액체질소의 온도 제어가coherency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림 은 질소가 액체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3.10

온도와 압력 조건을 찾기 위해 베르누이 방정식과 기체상태방정식을 이용하여 그린

그래프를 나타내고 있다 그래프에서 질소가 액체로 존재하기 위한 온도 범위가.

의 좁은 밴드를 형성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노즐에서 질소가 액체상태로15~50K .

분사되기 위해서는 가압된 질소의 정밀한 온도 제어가 필요함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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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Temperature-entropy chart for nitrogen

그림 3.10 Pressure vs Temperature plot for nitrogen

그림 은 액체질소 분사 실험을 수행하기 위한 장치 구성도를 나타낸다 그림3.11 .

에서 배관 내부에서 질소의 상변화를 방지하기 위한 온도 제어장치가 장착되어 있

다 온도 제어 방법은 그림 와 같은 열교환기 를 사용한다 이. 3.12 (heat exchanger) .

장비는 극저온 온도 센서를 이용하여 설정된 온도 범위를 벗어나면 Feed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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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를 조절하여 저압 냉매의 흐름을 조controller cryogenic metering valve LN2

절하여 온도제어를 수행하는 방식이다.

그림 3.11 Schematic of UHP LN2 jet experiment

그림 3.12 Schematic of downstream temperature control

그림 은 의 온도와 압력 변화에 따른 액체질소 분사의 변화를3.13 LN2 coherence

나타내고 있다 왼쪽 그림은 압력 로 유지한 후 온도를 에서 로. 55 MPa 161K 85K

낮출 때 분사의 를 나타내고 있다 온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의coherence . jet

는 좋아지는 결과를 알 수 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은 온도를 에서coherence . 90

로 유지하고 압력을 에서 로 변화할 때의 분사 를91 K 13 MPa 119 MPa coh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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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고 있다 분사압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의 는 좋아지는 것을 알. jet coherence

수 있다.

그림 3.13 Coherence of LN2 stream with respect to pressure and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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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극저온 절단 깊이 예측3

실제실험을 수행하기 이전에 다양한 실험 변수에 따른 극저온 절단 깊이를 미리

파악하는 것은 실험장치의 설계에 매우 중요하며 또한 실험변수들의 실험 범위 설

정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 따라서 극저온 절단 장비의 절단 깊이를 미연에 파악하.

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연구동향을 분석하였다.

절단 깊이 예측 이론식1.

가 변수에 따른 특성 파악. AWJ

는 실험과 이론 연구를 통해 분사의 절단 깊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Hashish AWJ

수를 파악하고 변수들에 의한 영향을 조사하였다 또한 이론적으로 연강. (Ductile

에 대한 분사의 절단 깊이 예측식을 개발하였으며 실험으로 이를 증명metal) AWJ

하였다 먼저 실험을 통해 변수들에 의한 효과를 관찰하였다. AWJ .

연마재-

먼저 다양한 연마재에 따른 절단 특성을 파악하였다 특히 와. glass bead silica

는 연마재로 부적합함을 확인하였으며 은 경도 및 비중이 높은 반면 저sand garnet

렴한 비용으로 의 연마재로 매우 적합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연마재 입자의 크기WJ .

에 따른 절단 깊이를 파악한 결과 연마재의 입자 크기가 클수록 절단 깊이는 작음

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연마재 투입율 효과의 경우 이론적으로는 유입률. , abrasive

이 높을수록 절단 깊이가 증가해야 하나 실험결과 높은 연마재 투입율은 입자간의

간섭을 초래하여 오히려 분사속도를 낮추어 절단 깊이가 낮아지는 역할을 하는 것

을 확인하였다.

압력-

분사 압력의 경우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절단 깊이는 선형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

인하였다 즉 압력은 절단 깊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높은 압력은 절.

단 깊이 향상에 직결된다 하지만 압력 증가에 소요되는 비용과 최대 압력 발생의.

한계로 인해 대부분 을 넘지 않게 설계하고 있다600 MPa .

절단속도 효과-

절단속도에 따른 절단 깊이를 측정한 결과 어떤 재료의 절단 깊이는 절단속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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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한 반면 어떤 재료는 절단속도에 둔감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절단속도와 절단.

깊이는 상호 복잡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노즐 직경에 따른 효과-

노즐 직경이 증가 할수록 절단 깊이도 선형적으로 증가하였다 하지만 노즐 직경이.

증가 할수록 에너지율도 증가함을 확인하였다jet power .

나 절단 깊이 예측식. AWJ

일반적으로 고속 솔리드 입자에 의한 연강의 침식 과정은 입사각(angle of

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작은 입사각에서의 침식은 절단 마모impingement) . ,

에 의해 발생되고 큰 입사각에서의 침식은 변형마모(cutting wear) (deformation

에 의해 발생된다 는 절단마모의 모델을 가 제안한 단일 입자wear) . Hashish Finnie

에 의한 침식 모델인 을 적용하였으며 이 모델을 이용micromachining mechanism

하여 재료를 절단하는 입자의 궤적을 계산하였으며 침식량을 두 개의 다른 충격각

으로 결정하였다.

절단 마모에 의한 절단깊이-

절단 마모에 의한 절단깊이를 계산에서 수식을 단순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

정하였다.

가정 절단 깊이 에 걸쳐 입자의 속도는 변하지 않는다: 1. h1 .

은 깊이에 따라 선형으로 변한다2. Angle .

는 차원으로 가정한다 즉 폭과 노즐의 지름은 같다3. jet 2 . .

가정에 의한 절단 마모에 의한 절단깊이식의 최종 유도 결과는 식 과 같다(3.1) .

̇
(3.1)

변형 마모에 의한 절단깊이-

변형 마모에 의한 절단깊이는 가 개발한 식을 이용하였으며 최종 유도한 수Bitter

식은 식 와 같다(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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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최종 절단 깊이식-

최종 절단 깊이는 절단 마모와 변형 마모가 동시에 발생되므로 식을(3.1), (3.2)

합하면 최종 절단 깊이 예측식이 된다 식 은 가 개발한 최종 절단 깊. (3.3) Hashishi

이식이다.

̇
(3.3)

여기서 는 를 의미하며 수식 를 통해 산출된다Flow stress (3.4) .

̇
̇
̇ (3.4)

여기서 는 온도T work piece , 은 주변 온도, 은 온도Melting , 은 변형률, n

은 지수strain hardening , ̇ 변형률 rate, ̇ 레퍼런스 변형률 은rate, m

strain-rate sensitivity rate.

절단 깊이 예측 실험식2.

은 워터젯 절단깊이 예측을 워터젯의 절단 깊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J. Wang

도출하고 상사법 을 이용하여 수식을 구성하고 수식에서 필(dimensional analysis)

요한 미지수들을 실험을 통해 산출하였다 상사법에 의해 산출된 절단 깊이식은 식.

와 같다(3.5) .

(3.5)

: Abrasive mass flow rate

: Fluid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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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verage particle diameter

물의 밀도:

노즐 지름:

노즐 이송속도:

: stand off distance

: material dynamic hardness

: modulus of elasticity

: flow stress

여기서 과 는 실험에 의해 결정되는 상수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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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극저온 절단 깊이 전산해석4

일반적으로 절단 깊이에 대한 이론식의 유도는 매우 복잡하고 어려우며 재료의

특성에 따라 결과가 맞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최근 이러한 문제는 유한요소 기.

법의 발달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출이 가능하다.

워터젯 절단 깊이 해석1.

워터젯의 경우 절단 깊이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유체의 모델링과 구조의 모델링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최근 유체와 구조를 동시에 푸는. FSI(Fluid-Struture

기법이 개발되고 있으나 유체의 속도가 고속이면 기법으로 해석이Interface) FSI

불가능 하다 그러나 유체의 구조를 입자 로 간주하여 해석을 수행하는. (Particle)

기법이 개발되었다 이 기법은 유체를 작SPH(Smoothed Particle Hydrodynamics) .

은 입자들의 합으로 간주하고 입자에 속도 질량과 같은 물성치를 대입하여 해석을,

수행하는 기법이다.

먼저 유체를 모델링하기 위해 그림 와 같이 노드를 만들고 각 노드의 중간점3.14

을 지나는 선을 연결하여 아래의 그림과 같이 셀을 만든다 이 셀을. Voronoi cell

이라고 한다 각 셀의 물성치는 전체 유체의 질량을 셀의 수로 나눈 값을 대입하며.

기타 밀도와 속도는 재료의 특성에 맞게 대입한다 그림 는 모델과. 3.15 SPH FEA

모델의 커플링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먼저 모델에 대한 속도 및 위치 변위를. SPH

를 이용하여 풀고 모델이 모델과 접촉하였을 때 두 모델을Solver SPH FEA

명령어로 연결한다 모델에 의한 변위와 변형률을 계산하고 모Contact . SPH FEA

델이 소성영역에 도달하면 메쉬가 사라지게 된다.

그림 3.14 Mesh-fre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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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 Coupling SHP with FEA

그림 은 유체 모델을 형태로 모델링 했을 때 시간에 따른 재료3.16 Rectangular

의 변형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3.16 Regular model for WJ penetration simulation (a) t=30 , (b)

t=56 , (c) t=70 , (d) t=88 ,

그림 은 모델로 시뮬레이션 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3.17 Voronoi ce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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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 Voronoi cell model for waterjet penetration

그림 은 시간에 따른 절단 깊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림 는 실험과 시3.18 , 3.19

뮬레에션을 와 재료 제거율에 대한 비교 결과를 나타내Kinematic waterjet energy

고 있다 시뮬레이션 결과가 실험 결과가 비교적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

그림 3.18 The erosion process of the centric cross section of target

그림 3.19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kinematic waterjet energy and the

removal mass of target



- 36 -

를 이용한 특성 해석2. CFD WJ

노즐에서 발생되는 워터젯을 해석 코드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노즐CFD Fluent

과 대상물 사이의 거리에 따른 속도 분포를 해석하였다 해석에 사용된 유체 모델.

링은 모델을 사용하였으며 모델의 경계조건 및 유체는 그림 과 같CFD 3.20

이 모델링 하였다.

그림 3.20 Computation domain and boundary conditions of CFD model

그림 은 노즐과 대상물 사이의 거리에 따른 노즐 중심부의 유체 속도를 나타3.21

내고 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까지는 유체의 속도가 감소하였으나. 15 mm

이후에는 속도 변화가 발생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노즐 중심부에서 속도15 mm .

변화율이 높으나 시간에 따라 유체의 속도는 중심부와 외부가 같아지므로 유체의

속도가 감소하다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게 된다.

그림 3.21 The axial velocity of water at the jet centre vs. axial d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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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은 노즐 직경방향의 거리에 따른 속도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유체는3.22 .

노즐의 외벽에 의한 마찰로 인해 속도가 낮고 이에 반해 중심부는 저항이 없어 상

대적으로 높은 속도를 유지한다 속도 분포는 전체적으로 볼록한 프로파일을 형성.

한다.

그림 3.22 Velocity profile

기법을 이용한 전산해석2.5.3 ALE WJ

기법은 유체와 구조가 연성된 문제를 푸는ALE(Arbitrary Lagrangian Eulerian)

기법 중 하나로 유체 부분은 오일러 방법으로 격자를 생성하고 구조 부분은 라그랑

지 방법으로 격자를 생성하여 두 기법을 연계하여 해석을 수행하는 방법이다. ALE

기법을 순수 분사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적용하였다WJ .

그림 은 전산 해석을 수행하기 위한 워터젯의 분사조건을 나타내고 있다 워3.23 .

터젯의 분사 속도는 로 가정하였으며 재료와의 거리는 이고 재료500 m/s 0.5 mm

의 두께는 로 설정하였다1mm .

그림 3.23 Schematic waterjet impact problem on tar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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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에 의한 압력과 공기에 의한 압력은 다음과 같은 수식을 통해 산출하였다.

(3.6)

여기서 는 압력을 나타내며p , 는 사용자 정의 상수값이며 e

는 초기 체적당 에너지를 말한다. 는 상대체적 의 함수이다V . 는 아

래의 로 정의하였다Table 3.2 .

표 3.2 are user defined constants

물 0 2.2 9.54 14.57 0.28 0.28 0

공기 0 0 0 0 0.401 0.401 0

그림 는 워터젯 전산해석을 수행하기 위한 격자모양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3.24 .

에서 라그랑지 격자는 물과 공기에 대한 격자인 오일러 격자가 겹쳐서 표현하였다.

총 수는 개이며 노드 수는 개가 사용되었다Element 48500 56000 .

그림 3.24 Model mesh

그림 는 모재의 표면에 응력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응력은3.25 Von-Mises . V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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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부에서 가장 높게 분포되었고 가장자리에 가장 낮게 분포되었다.

그림 3.25 Distributions of the Von-Mises stresses within the coating 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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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 Evolution of erosion

그림 은 물과 공기 분사를 약 동안 노출시켰을 때 모재의 마모 정도를3.26 6 ms

나타내고 있다 표면의 마모는 약 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 2~3 ms

다 그리고 일 때 제거된 부위의 크기는 약. 6 ms 0.4 mm2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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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극저온 절단 성능 향상을 위한 방법론5

고방사능 시설의 해체를 위해 순수 액체질소를 분사하여 절단을 수행하는 방법이

가장 합리적인 절단 방법이나 실제적으로 순수 액체질소 분사에서 생성되는 절단력

은 금속을 절단하는데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극저온 절단 방법의 절단력을 향상시.

키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연마재 투입1.

극저온 절단기술의 절단 성능을 높이는 기법으로 극저온 분사에 연마재를 혼합하

여 분사하는 방법이 가장 보편적이다 연마재는 크게 천연연마재. (natural

와 인공연마재 의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천연연마재의abrasives) (artificial abrasives) .

경우는 암석이나 광물을 분쇄 및 성형 작업을 거쳐 제작되며 인공연마재는 광물이,

나 금속을 열처리나 화학적인 반응을 통해 만들어진다 천연연마재로 이용되는 광.

물은 석류석 이 가장 일반적이고 그 밖에 십자석 규산광물(garnet) (staurolite),

장석 등(silica sand, diatomite, pumice, tripoli, rotten stone), (ground feldspar)

이 사용되고 있으며 인공연마재로는 전기로의 반응에 의해 생성된 silicon carbide,

를 비롯하여fused aluminium oxide boron carbide, boron oxide, diamond, iron

등이 쓰이고 있다 연마재는 입자의 크기에 따라oxide . 50 mesh(300 에서)

100 mesh(150 분류되며 연마재의 입자가 작을수록 절단면 품질이 좋아진다) .

그림 은 연마재 종류에 따른 절단 성능을 파악하기 위한 절단성능 평가 결과이2.27

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석류석이 다른 연마재에 비해 가장 절단성능이 우수.

하였으며 특히 석류석의 연마재 입자가 클수록 절단성능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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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7 Comparison of abrasive type

2. Nozzle oscillation technique

기존의 워터젯에서는 노즐에 분사되는 물과 연마재는 대상물에 항상 수직으로 분

사되어 절단이 수행되었다 그러나 이 방식은 노즐에서 분사된 물과 연마재가 표면.

에 부딪힌 후 그 반작용으로 다시 수직으로 튀어 오르게 되고 새로운 분사체와 부

딪혀 절단력을 상쇄시키는 역할을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최근 이러한 문제점을 극.

복하여 절단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그림 과 같은 분사 노즐 회전 기법이 제안3.28

되었다 이 방법은 기존의 수직인 노즐을 임의의 각도로 회전시켜 절단하는 방법이.

다.

그림 3.28 Schematic cutting head oscil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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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는 노즐 헤드의 회전 주파수에 대한 절단 깊이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3.29 .

그림의 운전조건은 회전각도는 이송속도는 노즐과 대상물사3.29 (a) 4°, 1 mm/s,

이의 거리는 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즐의 회전주기가 증가함에 따4 mm .

라 절단 깊이가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를 보면 회전 주파수와 절. 2.26 (b)

단깊이와의 관계가 이송속도에 관련이 있음을 나타낸다 즉 노즐의 이송속도가 높.

으면 노즐의 회전 주파수의 증가에 따라 절단 깊이가 증가하나 노즐의 이송속도가

낮으면 노즐의 회전 주파수의 증가에 따라 절단 깊이는 감소하게 된다.

그림 3.29 Effect of oscillation frequency on the depth of cut

그림 은 노즐 헤드의 회전각에 대한 절단 깊이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에서3.30 .

노즐의 회전각의 증가에 따라 절단 깊이가 대체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노즐의 회전각이 증가함에 따라 노즐에서 분사되는 유체의 흐름이 불안정하

게 되어 절단 성능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그림 3.30 Effect of oscillation angle on the depth of c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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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분사 기법6 Ice particle

극저온 절단 장비는 고방사능 시설의 해체에 매우 적합한 장비임이 입증되었으나

절단에 사용되는 연마재의 처리가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극저온 절단 장비.

에서 연마재의 역할은 절단성능을 크게 향상시키므로 필수적인 요소이나 절단 후

발생되는 분진의 비산은 자칫 다량의 차 폐기물이 되어 극저온 절단장비의 장점을2

희석시킬 수 있다 이러한 연마재의 처리공정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고체 연마재.

대신 을 연마재로 하여 절단하는 방법이 대두되고 있다 얼음 입자는Ice particle .

고체 연마재와 달리 대기중에 쉽게 증발하므로 따로 처리할 필요가 없는 장점을 가

지고 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기술현황을 분석하였다. .

얼음의 물리적 특성1.

가 물의 상태도.

그림 은 물에 대한 상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에서 대기압 상태에서는 물3.31 .

은 도 이하에서 고체로 존재하고 이상에서 기체로 되는 것을 알 수 있으며0 100 ,

의 압력조건일 때는 온도가 약 와 동일한 조건이 되는 것을 알 수200 MPa -20 ℃

있다 즉 압력이 에서 로 변할 때 온도도 에서 로 변. 0.1 MPa 200 MPa 0 -20℃ ℃

한다 이 특성은 고압의 물을 약간 냉각하면 쉽게 고체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의.

미한다.

그림 3.31 Phase diagram of water ice

나 물의 접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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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 입자를 사용하는데 있어 문제 중에 하나가 입자들 간의 접착성이다 따라.

서 아이스에 접착성이 가장 낮은 재료의 개발이 중요한 과제중 하나이다 많은 연.

구자들이 접착성에 대한 이론적인 모델을 제시하였으며 결론적으로 아이스의 접착

성은 정전기의 상호작용이 가장 큰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입증이 되었다 그림.

는 아이스의 온도에 따른 접착력의 그래프를 나타내고 있다 온도가 내려감에3.32 .

따라 접착력이 상대적으로 대폭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32 Strength of adhesion of ice particles

다 물의 밀도.

물의 밀도는 그림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온도의 함수이다 즉 물의 밀도는 수3.33 .

식 의 식으로 온도에 대한 밀도 변화를 쉽게 예측할 수 있다3.7 .

(3.7)

그림 3.33 Density of ice as a function of temperature at atmospheric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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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물의 인장항복 강도.

물의 인장항복 강도 역시 그림 에서 보는바와 같이 온도의 함수이다 물의3.34 .

인장항복 강도는 수식 을 통해 산출할 수 있다3.8 .

(3.8)

그림 3.34 Tensile strength of ice as a function of temperature

아이스 분사 시스템 설계 및 개발2.

그림 는 아이스 입자 발생 장치의 구성도를 나타내고 있다 먼저 물을 미세3.35 .

한 입자로 만들기 위해 초음파 를 장착하였다 물의 입자 발생장치로Atomizer .

초음파 등이 있으며 이중에서 저온Water spray, Pneumatic Atomizer, Atomizer

에서 입자를 발생시키는데 적합한 초음파 를 선정하였다 초음파Atomizer .

에서 생성된 입자는 열교환기 내에 분무되고 동시에 질Atomizer (Heat exchanger)

소 가스가 함께 분사되어 열교환기 내부에서 아이스 입자가 발생된다.

그림 은 아이스 분사 시스템의 실제 장비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림 은 장3.36 3.37

비 내부의 아이스 입자와 질소가스의 흐름 방향을 나타내고 있다 질소가스에 의해.

발생된 아이스 입자들은 열교환기 중간에 설치된 에 의해 아래로 떨어져Air flow

로 모이게 된다collector .



- 47 -

그림 3.35 Schematic of the ice slurry formation process

그림 3.36 Ice je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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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7 Droplets flow by an atomizer with nitrogen gas

그림 은 에 모아진 아이스 입자를 나타내고 있으며 아이스 입자의3.38 Collector

직경은 약 100 이다 그림 은 물에서 아이스 입자로 전환될 때 각 상태에서. 3.39

의 입장 모양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3.38 Image of falling particles against a black background taken at

the outlet of the heat exchanger

그림 3.39 Images of transition phases of water to ice particle a)Dilute

liquid, b)Dense liquid, c)Dilute solid and d)Dense so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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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 특성 분석3.

가 강도 특성.

산출한 아이스 입자의 강도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경도 측정 방법을 이용Brinell

하여 아이스 입자의 강도를 측정하였다 경도 측정에 사용된 조건은 다음과 같다.

Load : 100 kN

Indenter diameter : 10 mm

Time period allowed : 5 sec

그림 3.40 Schematic of the load application for Brinell hardness for ice

그림 은 경도 측정 구성도를 나타내고 있다 테스트를 수행한 후3.40 Brinell .

경도는 수식 를 이용하여 산출된다Brinell 3.9 .

(3.9)

여기서 는 를 의미하며 는 는F Load D Indenter diameter, Di Indention diameter

을 나타낸다.

그림 은 온도에 따른 아이스 입자의 경도를 나타내고 있다 아이스의3.41 Brinell .

온도가 낮을수록 경도는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하에서는 경도의. -50

변화가 별로 없음을 알 수 있다 경도를 경도로 바꾸면 약 에서. Brinell Moh's 1.5 3

사이에 있으며 이는 석고나 방해석의 경도와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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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 Brinell hardness of as a function of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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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기술현황 분석에 관한 고찰 및 결론4

제 절 해체절단 기술현황 분석에 대한 고찰1

지금까지 원자력 시설의 해체에 사용된 기술들은 대부분 일반 산업현장에서 사용

되고 있는 절단기술들을 그대로 적용하거나 해체조건에 맞게 변형하여 사용되어 왔

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을 고방사능 시설의 해체에 적용할 경우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기계적 절단기술에서 냉각제로 사용되는 물과 열.

적 절단기술에서 발생하는 다량의 흄은 고방사능 시설에서 차 폐기물화되어 이를2

처리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일부 해체기술은 차 폐기물은 발생되지 않으나 절단 기술 특성상 원격조작이 불가2

능하거나 절단 능력이 충분하지 않아 고방사능 시설 해체기술로 적합하지 않았다.

그리고 레이저와 같은 최신기술도 이미 산업 현장에서 상용화되고 있으나 원자력

시설 해체에 적용하기에는 아직 충분한 출력을 제공하지 못하며 원자력 시설 해체

에 충분한 고출력 레이저의 개발은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이 해체절단 기술현황 분석 결과 기존의 해체 절단기술은 고방사능 시설,

해체에 적용하기에는 상기와 같은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므로 고방사능 시설 해체에

적합한 새로운 개념의 절단기술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기술은.

향후 국내의 원자력 시설과 같은 고방사능 시설 해체에 대비하여 필수적으로 개발

해야 할 핵심기술로 판단되며 향후 원자력 선진국과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제 절 극저온 절단 기술현황 분석에 대한 고찰2

본 해체기술 현황 분석을 통해 고방사능 시설의 해체절단 기술로 극저온 절단기

술을 제시하였다 극저온 절단기술은 분사매질이 대기 중에 기화되기 때문에 차. 2

폐기물 발생이 상대적으로 매우 적게 발생되는 특징이 있다 또한 화재에 민감한.

재료의 절단이나 고전압 환경에서의 절단기술로 적합하고 대상물 절단뿐만 아니라,

대상물 표면제거를 통한 제염기술로도 활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극저온 절단기술도 순수 액체질소 분사만으로는 충분한 절단성능을 나타

내지 못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으므로 극저온 절단기술의 절단성능을 향상시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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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향후 극저온 절단기술에 대한 연.

구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전산 해석을 통한 절단 깊이 예측 연구-

예상결과물 전산 해석을 통한 장비 설계 및 실험 범위 도출:☞

극저온 절단 장비 성능 평가 연구-

성능 변수 압력 이송속도 노즐과 대상물 거리 노즐직경 연마제 투입량( , , , , ,·

연마제 특성 대상물 재질, )

예상결과물 절단 두께에 따른 극저온 절단장비 운전 조건 도출:☞

분진 회수 포집- Abrasive /

예상결과물 극저온 절단 장비 분진 회수 및 포집 방법론 도출:☞

극저온 절단 장비 제어 프로그래밍- (CNC )

예상결과물 불규칙 표면 절단을 위해 프로그램을 이용한 극저온 절: CNC☞

단장비 제어기술 확보

액체질소 온도 제어 시스템-

예상결과물 액체질소의 기화방지를 위한 액체질소 온도제어장치:☞

노즐 기술을 이용한 절단 성능 평가- Oscillation

파라메터 (Oscillation angle, Oscillation frequency)·

예상결과물 최대 절단성능 도출을 위한 조건 도출: Oscillation☞

제 절 결론3

지금까지 원자력 해체기술은 상업화된 절단기술을 해체 대상물에 맞게 적용하는

단계에 머물러 왔다 하지만 원자력 시설 해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원자력 발.

전소와 같은 고방사능 시설의 해체작업이 본격화 되므로써 일반 상용 절단기술의

적용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 일반 상용화된 절단기술에 대한 기술 분석을 통해 고.

방사능 시설 해체기술 적용 시 발생될 문제점 및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그리.

고 일반 상용 절단기술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고방사능 시설 해체에 적합한 절단기

술로 극저온 절단기술 을 새로운 해체기술로 제안하였다 그리고 극저온 절단기술“ ” .

의 적용가능성을 해외 사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었다.

극저온 절단 기술은 일반 상용 절단 기술에 비해 차 폐기물 저감과 같은 큰 장2

점이 있는 반면 절단 능력이 타 기술에 비해 낮아 이를 극복하는 것이 과제로 남,

아 있다 본 과제에서는 극저온 절단기술의 문제점을 해결을 위한 연구방향으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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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해석을 통한 절단 깊이 예측 연구 극저온 절단 장비 성능 평가 연구, , Abrasive

분진 회수 포집 극저온 절단 장비 제어 액체질소 온도 제어 시스템 노즐/ , , ,

기술을 이용한 절단 성능 평가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향후 개발된 극Oscillation .

저온절단 기술은 원자력 시설 해체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어 활용될 것

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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