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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월성 3호기 정지냉각계통 격리밸브 (3341-MV33) 밀봉용접부의 파손원인

분석을 위하여 미세조직, 파면, 성분분석, 경도측정, 응력해석 등을 수행하였

다.

모재부와 용접부의 재료성분을 EDS로 관찰한 결과 이상성분은 검출되지

않았고 미세조직도 정상적인 조직을 나타내었기 때문에 사용된 재료는 이상

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용접은 모재와 잘 접합되어 있고 용접부에서 어떤 특정한 균열발생장소는

관찰되지 않았다. 따라서 용접결함이나 용접이상에 의하여 균열이 발생하여

전파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용접부에서 관통균열은 세 곳에서 발생하였으며, 냉각수 누설에 의하여

관통균열 사이에 남아있던 잔존부분이 역학적으로 파괴되면서 균열이 46mm

정도 길게 일자형으로 보였다. 균열은 용접부 뿌리에서 생성되었으며, 피팅

이나 기공 등의 특정한 부위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전부위에서 시작되었

다. 균열의 진전은 용접부 뿌리에서 시작하여 수직방향으로 지그재그 형태로

진행하여 취성적 피로마크 양상과 2차 균열을 보였다. 모재와 파괴된 용접부

표면은 산화막으로 덮여 있어 균열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진행된 것을 알려

주었다.

파괴 미캐니즘은 취성적 피로마크와 2차균열 등 파면관찰과 균열진행 양

상 관찰 결과, 수용액 속에서 발생한 부식피로에 의한 파괴로 판단되었다.

밸브 몸체의 나사부가 불완전하게 체결되어 밀폐역할을 하지 못하여 냉각수

가 밀폐용접부까지 누설되어 두 몸체 연결부와 밀폐용접부 사이의 공간이

일종의 crevice 역할을 하여 부식환경을 조장하였고, 용접부의 뿌리는 노치

형상을 하고 있어 응력을 집중시켜 줄 수 있었기 때문에 부식피로가 발생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

본 밸브는 조립시 유격 발생 가능성이 있는 평행나사를 사용하였으나 가

스켓 등이 없는 단순한 밀폐 용접 방법을 활용하고 있으므로, 밸브 몸체부

연결을 위한 작업절차서와 용접절차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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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격리밸브 (3341-MV33)의 몸체 밀봉용접부의 냉각재 누설

1. 사건의 개요

2006년 4월 4일 월성원전 3호기는 제6차 계획예방정비 후 원자로 정격 열

출력의 100% 도달이후 원자로 건물내 삼중수소 농도가 정상치 보다 다소 높

은 상태에서 유지되어, 이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던 중 급작스런 원자로 건물

내 삼중수소 농도증가로 인해 원인파악 및 정비를 위해 제1정지 계통 수동

동작에 의해 원자로를 정지시켰다.

원자로정지 후 정밀점검 결과, 정지냉각계통과 정화계통간 격리밸브

(3341-MV33)의 몸체 밀봉용접 부위에서 냉각재가 누설되고 있음을 확인하

였다. (그림 1 참조)

정비작업은 결함원인을 정밀검사하기 위하여 손상부위를 채취한 후, 용접

부를 제거하고 절차에 따라 재용접하였다. 정비후 용접부 비파괴검사

(PT/MT) 를 수행하여 용접의 양호함을 확인하고 재가동하였다.

2. 누설부위 점검결과

그림 2에서와 같이 정지냉각계통과 정화계통간 격리밸브 (3341-MV33)의

몸체 밀봉용접 부위에서 외관적으로 약 46 mm의 선형결함이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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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격리밸브 밀봉용접부의 손상위치 및 손상부채취

정지냉각계통 격리밸브 (3341-MV33)는 4“ 크기의 Bellows Sealed Globe

Valve로서 Newman Hattersley (캐나다) 제품이고 Body connector의 두께는

9.85 mm, 밀봉 용접부의 두께는 약 1.5 mm이다. (그림 3 참조)

 

그림 3  격리밸브 개략도 및 밀봉용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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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접조건

모재는 SA105의 탄소강이고 용접은 filler metal AWS E7018로 flat하게

SMAW로 1회 수동으로 수행하였다. 밀봉용접부는 넓이가 6 mm이고 깊이가

1.5 mm이다. 용접후 열처리는 수행하지 않았으며, 용접건전성은 ASME III

NB 4367 및 NB 5370에 따른 염료침투시험과 육안검사를 수행하여 확인하

였다.

4. 정지냉각계통과 정화계통간 격리밸브 계통도

정지냉각계통 격리밸브는 정지냉각계통 펌프 후단에 연결되어 있고 정상

운전시 이 밸브는 닫힌 상태로 유지되며 정지냉각계통과 원자로냉각재계통

을 격리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림 4에는 원자로냉각재 흐름을 나타내었

는데 발전소 정상운전 중 정기냉각계통 격리밸브는 닫힌 상태로 운전되므로

a 경로를 통해 원자로냉각재가 누설되었으며 발전소 정지냉각 운전 중 이

밸브는 열린상태로 운전되므로 b 경로를 통해 원자로냉각재가 누설되었다.

 

그림 4  정상운전 및 정지냉각운전 중 원자로 냉각재의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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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모재 및 용접재의 재료특성

(1) 밸브모재

밸브모재는 ASTM A105 강을 사용하였으며, 그 화학조성과 기계적 특

성은 다음 표1, 2와 같다.

표 1. 모재의 화학조성 (wt%)

Element Composition, % Element Composition, %

C 0.35 max Cu 0.40 max

Mn 0.60-1.05 Ni 0.40 max

P 0.035 max Cr 0.30 max

S 0.040 max Mo 0.12 max

Si 0.10-0.35 V 0.08 max

표 2. 모재의 기계적 특성

항복강도, 최소값 MPa 인장강도, 최소값 MPa 연신율, %

250 485 30

(2) 용접재

용접재는 AWS E7018을 사용하였으며, 그 화학성분과 기계적 특성은 다

음 표 3, 4와 같다.

표 3. 용접재의 화학조성 (wt%)

Element Composition, %

C 0.07

Mn 0.96

P 0.013

S 0.007

Si 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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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용접재의 기계적 특성

항복강도 (MPa) 인장강도(MPa) 연신율 (%) 충격치 (J)

480 570 32 160

6. 시편의 채취 및 외관형상

(1) 누설부위 절단

손상원인 분석을 위한 시편은 균열부위의 밀봉용접부 상하를 절단기로 절

단하여 채취하였다. 채취한 시편 형태는 다음 그림 5에 나타내었다.

 

그림 5  채취시편의 앞면과 뒷면

- 균열의 거시적 관찰:

밀봉용접부에서 누설이 발생한 부위의 균열을 광학적으로 관찰한 결과를

그림 6에 확대하여 나타내었다. 수 개의 직선적 균열이 서로 연결되어 있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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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밀봉용접부에서의 균열의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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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단면 노출

파단면을 관찰하기 위하여 밀봉용접부의 균열면을 분리하였다. 외관상 균

열 (약 46mm)이 생성된 부분 중 약 35mm를 절단하였으나 균열면이 완전

분리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면 쪽의 틈새를 강제로 쪼개어서 분리하였다 (그

림 7 참조).

외관상 46mm의 균열이 연결되어 있는 듯이 관찰되었으나, 용접부 외곽부

에서 부분적으로 미관통 균열 (사진의 흰색 부분)이 잔존하고 있었다. 균열

을 약간 포함하고 있는 끝 미절단 부분은 옆면을 관찰하여 균열의 진전상태

를 관찰하였다.

그림 7 파단면 관찰을 위한 시편절단 및 파단면 분리

7. 파단면 관찰

(1) 파단면 전체 형상 관찰

파단면을 분리하여 육안관찰 결과 표면에 산화막이 존재하였는데 파단면

에서의 특이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파단면의 산화막을 제거하기 전에 손상

발생 상태의 파면을 관찰하였다. 광학현미경으로 파단면의 전반적인 모양과

beach mark 등을 저배율로 관찰한 결과를 그림 8에 나타내었다.

균열은 내부에서 시작되어 외부로 진전되어 세 부위 (화살표가 표시된 부

분)에서 최초로 관통되어 누설이 발생한 후, 관통 균열 사이의 잔류면이 찢

어지며 균열이 확장된 모습이다. 내부 균열의 시작은 특정한 부위에서 생성

된 것이 아니라 전체면에서 시작되었으며, 균열이 외부로 성장해 나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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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긴 수직골을 보여주고 있다. 균열길이는 외관적으로 약 45mm 발생하였으

나, 내부적으로는 채취한 시편 내부 전체에서 생성되어 있었다. 세 부분의

관통 균열 외에서도 균열은 이미 80% 이상 깊이로 진전되어 있으며, 특정한

곳의 내부 균열이 외부로 성장해 나가는 반달형의 균열면 현상은 관찰되지

않았다. 그리고 파면에서 beach mark는 뚜렷하지 않았다.

산화막을 ASTM G1의 Annexes A1 (Chemical cleaning procedures)에

따라서 제거한 후의 전자현미경으로 파면을 관찰하였다. 그림 9는 산화막 제

거후의 전체 파면 사진이다. 산화막 제거 전과 비교하여 큰 차이가 없었으

며, beach mark의 형태 또한 관찰할 수 없었다.

내부 균열의 길이를 예측하기 위하여 채취시편 중에서 절단하고 남은 끝

부분을 세 조각으로 잘라 균열의 길이를 측정하였다 (그림 10). 끝 부분으로

갈수록, 잔류면의 깊이가 두꺼워져, 균열의 깊이는 줄어드는 듯이 보인다. 그

러나 끝 부분의 균열 깊이를 근거로 유추할 때 내부 균열의 길이는 채취한

시편 바깥부분까지 연장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균열이 현재 누설이 발

생한 구역에서만 존재하는지 혹은 누설 위치 반대에도 존재하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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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파면의 전반적인 형상 관찰

그림 9 산화막 제거후 전체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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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채취시편 끝부분의 균열깊이

(2) 산화막 분석

모재 및 용접부 표면은 전반적으로 산화막으로 덮여 있었다. 이는 파면

잔체 사진에서 관찰된 것과 마찬가지로 균열이 생성되어 냉각수 속에 상당

기간 노출되어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었다. 산화막은 전자현미경에 부착된 성

분분석기 (EDS)를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표 5 및 그림 11).

C O Al Si S Mn Fe

용접부

　

2.26 23.58 　 0.5 　 0.45 73.21

2.74 33.09 　 0.48 　 0.56 63.12

4.29 32.87 　 0.51 　 　 62.33

모재　

　

3.2 33.6 0.23 0.64 　 0.65 61.68

2.84 23.26 　 0.42 　 　 73.48

2.97 34.09 　 0.4 0.43 0.69 59.67

열영향부　
3.82 28.82 0.41 0.53 0.38 0.5 65.54

3.06 38.97 　 0.76 0.21 0.29 56.71

표 5 표면 산화막 성분분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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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파면의 산화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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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균열시작부터 파손까지의 파면

모재와 용접부의 경계부분부터 용접부의 중앙부분, 용접부의 바깥부분까

지 산화막을 제거하기 전에 관찰한 결과를 그림 12에 나타내었다. 파면은 균

열이 내부에서부터 진전과 중단을 반복하며 불균일하게 성장한 파도 무늬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으며, 맨 외곽에서 최종적으로 찢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

다. 파면에는 부분적으로 2차 균열이 관찰되었으며, 입계파단면은 관찰되지

않았다. 용접부의 깊이는 약 2.5mm 정도로, 예측깊이 1.5mm보다 깊었다. 사

진상의 검은 흔적은 표면 오염 상태에 의하여 전자빔의 흡수현상 때문에 나

타난 시각적 자국으로, 파면 자체의 특별한 흔적은 아니었다.

경계부분부터 바깥까지 산화막을 제거한 후에 관찰한 사진은 그림 13이

다. 산화막 제거 전의 검은 흔적은 없어지고, 2차 균열은 더욱 뚜렷이 나타

났다. 균열초기부터 최종 파괴 직전까지의 파면양상은 유사하였으며, 맨 바

깥쪽은 역학적 연성 파괴에 의하여 찢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전체 파면 양상은 수용액 중에서 피로손상이 발생한 부식피로 (corrosion

fatigue)의 양상과 매우 흡사하였다. 뚜렷한 피팅 (pitting) 흔적 혹은 입계균

열은 관찰할 수 없으며, 딤플 (dimple)과 같은 기계적 연성파괴 양상도 관찰

할 수 없었다. 공기중에서 발생하는 순수 피로에 의한 전형적 피로마크

(striation)은 관찰되지 않았다. 부식피로에서 나타나는 전형적 세 양상 중에

서, 연성적 피로마크 (ductile striation) 양상이나 유사 벽개균열

(cleavage-like) 양상은 뚜렷하지 않고 취성적 피로마크 (brittle striation)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4) 균열 시작부의 파면

그림 14는 균열이 시작한 모재와 용접부의 용착부분 사진이다. 용접부 뿌

리에서 뚜렷한 용접 결함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용접부 밑부분에서 용착금

속이 모재부 쪽으로 흘러내린 자국이나 부분적 기공과 같은 것이 관찰되었

으나, 대체로 양호하게 잘 용접되어 있었다. 균열은 또한 기공부분과 같은

특정한 곳에서 시작하여 주위로 성장해 나간 것이 아니라 기공부위에서나

건전한 용착부에서 동일하게 시작하여 성장해 나간 현상을 보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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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산화막 제거전 파면 그림 13  산화막 제거후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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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모재와 용착부의 균열 시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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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열은 용접부 뿌리에서 시작하였으며, 초기부터 취성적 피로파괴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피팅과 같은 초기의 부식 흔적은 관찰할 수 없었다. 부식피

로의 시작점이 제2상 혹은 피팅 등의 응력집중 장소에서 시작하는 것이 일

반적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특정한 시작점이 관찰되지 않고 용접부 뿌리

전반에서 생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나사로 조인 밸브의 두 몸체 연결부

가 매우 밀접해 있어 용접부 뿌리 부분이 노치 형상이 되어 응력집중 장소

로 작용하여 균열의 시작점이 되었음을 알려주고 있다.

(5) 균열 성장부의 파면

그림 15는 균열 성장부의 파면 사진이다. 파괴양상은 전형적인 부식피로

파면으로, 취성적 피로마크와 2차 균열을 보이고 있었다. 용접부는 일반적으

로 미세조직이 매우 복잡하여 입계를 구분하기가 어려우나, 파면에서 입계균

열이라고 판단되는 부위를 관찰하기는 어려웠다. 그리고 cleavage-like 파괴

양상도 관찰되지 않았다.

2차 균열은 일반적으로 부식피로에서 수소 취성에 의하여 나타난다. 수소

취성은 매우 복잡한 현상으로, 여러 가지 미캐니즘 이론이 있으나 아직 불명

확한 것이 많다.

취성적 피로마크와 2차 균열 등은 전형적인 부식피로에서 나타는 파괴양

상이다. 수용액에 의한 부식환경은 균열 첨단에서 부식을 가속시켜 균열을

진전시키거나, 부식반응에 의하여 생성된 수소가 금속 내부로 흡수되고 흡수

된 수소가 균열첨단의 응력집중부에 확산되어 들어와 금속취성을 일으켜 균

열을 진전시키기도 한다. 좁은 틈새가 존재하는 곳에서 부식반응은 더욱 가

속되고, 부식부산물로 생성되는 수소는 틈새에 집중되어 금속 내부로 흡수가

잘 된다.

본 용접부의 손상이 일어난 부위는 밸브의 두 몸체가 나사에 의하여 체결

되고 밀폐를 위하여 용접한 곳이므로, 수용액이 나사부를 통하여 흘러들어

오면 일종의 crevice 역할을 하게 된다. 수용액에 의한 표면 산화가 발생하

면, 부산물인 수소는 crevice 속에서 농도가 높아지게 된다. 수소는 산화막으

로 덮인 금속표면에서 흡수되기는 어려우나, 피로 등에 의하여 산화막이 파

괴된 새로운 금속표면이 생성되면 쉽게 흡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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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균열 성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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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균열 끝부분의 파면

그림 16은 균열이 진전되어 최종적으로 파손된 부위의 파면 사진이다. 균

열은 용접부 끝부분까지 부식피로에 의하여 진전된 후에 그림 8에서처럼 세

곳에서 관통되었고, 관통된 후 냉각수 누설에 의하여 관통균열 사이에서 지

탱하고 있던 잔존부분이 역학적으로 찢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최종부

는 전형적인 딤플 양상을 보여 주었고, 그 직전까지는 취성적 피로마크를 보

여주고 있었다. 부식피로 균열의 끝단에서 부분적으로 기공 (cavity) 같은 흔

적이 남아 있는 곳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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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균열 끝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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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용접부의 미세조직

8. 용접부에서의 미세조직 및 화학성분

(1) 미세조직 관찰

용접부와 모재부의 광학현미경 고배율 관찰결과를 그림 17에 나타내었다.

용접부는 전형적인 주상조직을 나타내며 용접부 뿌리로부터 외부쪽으로 길

게 성장한 입자모습을 보였다. 미세조직은 베이나이트 조직을 보이며, 특이

한 개재물 혹은 용접균열 등은 관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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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모재 및 열영향부의 미세조직

그림 18은 모재 및 열영향부의 미세조직 사진이다. 모재는 전형적인 베이

나이트 조직을 보여주고 있다. 모재와 용접부는 매우 잘 접합되어 있으며,

미세조직이 서로 부합되어 있었다. 용착금속의 입자들이 모재의 입자조직과

연계성을 갖고 성장하였으며, 기공 혹은 개재물 등의 용접결함을 관찰할 수

없었다. 열영향부는 조대 입자크기를 보이는 전형적 미세조직을 보이고 있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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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재 및 용접부의 화학성분 분석

모재와 용접부의 재료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모재와 용접부의 화학

성분을 전자현미경에 부착된 성분분석기 (ED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림 19는 성분분석한 위치와 EDS 결과이며, 표 6은 화학성분 분석 결과이다.

화학적으로 산화막을 제거한 후에 성분분석을 하였으나, 표면에서 여전히 산

소가 검출되었다. 그러나 모재와 용접부의 성분분석 결과는 재료규격상의 화

학성분과 거의 동일하며, 특이한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즉, 모재와 용접재

는 규격에 적합한 소재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위치 C O Si Mn Fe Total

용접부

6.32 13.49 0.54 1.24 78.41 100.00

5.63 14.37 0.23 1.06 78.71 100.00

8.81 15.56 1.17 74.47 100.00

모재

8.84 11.12 0.80 79.24 100.00

1.08 0.93 0.94 97.05 100.00

9.51 90.49 100.00

표 6 모재 및 용접부의 화학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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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재

모재

그림 19  모재 및 용접재의 화학성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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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균열진전 형태

균열의 진전형태를 관찰하고자 절단한 시편의 옆면을 관찰하였다. 그림

20은 밸브 몸체의 연결부에서 용접부까지 균열의 모습을 관찰한 사진으로서,

균열은 몸체 연결부에서 시작하여 용접부를 수직으로 진전해 나갔음을 보여

주고 있다. 균열이 벌어진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시편을 자를 때 완화된 잔

류응력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균열은 대체로 직선적으로 진전된 것으로 보이

나, 중간 중간 방향을 바꾼 흔적도 보이고 있었다. 균열이 입계를 따라서 진

전한 것인지, 혹은 입내를 관통한 것인지는 복잡한 용접조직 때문에 엄격히

구분할 수가 없었으나 입계와 연계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그림 21은 균열의 모습을 확대하여 관찰한 사진이다. 균열의 시작은 밸브

의 두 몸체를 연결하여 밀폐용접한 용접부 뿌리에서 시작하였으며, 시작점에

서 부식에 의한 피팅이나 기공 같은 형상은 관찰되지 않았다. 이는 밸브 몸

체 연결부가 일종의 노치 역할을 하여 용접부 균열의 시작점이 된 것을 알

려주고 있다. 균열의 진전은 길게 늘어난 용접부 입계모양을 따라 수직 방향

으로 진행한 모습이며, 부분적으로 지그재그 형상을 보였다. 균열의 끝단에

서 사선 방향으로 날카롭게 균열이 진전한 것은 시편 절단시 이완된 잔류응

력에 의해서 생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균열의 진행모습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편을 추가로 절단하여 관찰하였다.

그림 22는 균열의 진행양상을 보여주는 사진으로, 주 균열은 지그재그 형태

로 진전하였으며 균열진행 방향 첨단에 미세한 2차 균열이 존재하고 있었다.

2차 균열은 주 균열의 끝 부분까지 관찰되었으며, 균열 끝은 시편절단에 따

른 응력이완 현상으로 벌어지면서 날카로운 2차 균열을 발생시킨 것으로 보

였다. 부식피로에서 2차 균열은 SCC 혹은 수소취성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재료는 SCC에 강한 재료이므로 2차균열은 수소취성에 의하

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균열 진전 형태는 전 항에서 기술한 그림 13, 15 등의 파단면 관찰 결과

와 일치하였다. 균열진전 방향으로의 울퉁불퉁한 굴곡과 취성적 피로마크는

지그재그 형태의 균열진전 양상과 일치한다. 파면과 파면이 서로 만나 형성

된 골 혹은 균열의 진전 방향이 변하는 곳에서 관찰되는 파면상의 2차균열

은 지그재그 균열의 첨단에서 관찰되는 그림 22의 2차균열과 일치한다.



- 24 -

그림 20 파단면과 수직인 면의 광학현미경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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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균열의 진전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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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2차 균열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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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모재 및 용접부의 경도 측정

용접부, 열영향부, 모재부의 경도를 측정하여 표 7에 나타내었다. 경도측

정의 하중은 500g이다. 열영향부위의 경도가 가장 높고 용접부의 경도가 가

장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표 7. 모재와 용접부의 경도

부위 Hv

모재 330

열영향부 421

용접부 301

용접부와 모재부의 기계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압입시험을 수행하였

다. 압입시험은 인장시험을 할 수 없는 경우 인장특성을 평가할 수 있는 장

치로서 기존의 인장시험 결과로부터 인장시험 결과 평가에 필요한 상수를

입력하여 시편에 압축하중을 가하여 그로부터 인장특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본 실험에서는 A105에 대한 인장특성 평가에 필요한 상수 값들이 없기 때문

에 Cr-Mo강의 상수를 사용하여 인장특성을 정성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인장특성을 표 8에 나타내었는데 경도시험 결과와 같이 모재부의 항복강도

가 높게 나타났다. 이 값은 용접재의 인장특성보다는 절대값은 높게 나타났

지만 A105에 적합한 상수를 제공하면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게 될 것이다.

표 8. 모재와 용접부의 인장특성의 상대비교

부위
항복강도

(임의단위)

최대인장강도

(임의단위)

모재 882 959

용접부 745 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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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부식피로에 대한 고찰

부식피로 (corrosion fatigue)란 재료가 부식환경 속에서 피로거동을 겪을

때 발생하는 균열현상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부식피로는 구조물의 수명과 건

전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부식현상이 뚜렷이 관찰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등 매우 복잡한 형상으로 관찰되므로 환경 조장 피로균열이라고 명명되기도

한다.

저합금강의 원자로압력용기 재료의 부식피로에 대해서 그 동안 많은 연구

를 해 왔으며, 그 결과는 ASME Code Section XI에 참고곡선으로 나와 있

다. 그림 23에서처럼 수용액에 의한 부식환경은 피로균열 진전속도를 가속화

시켜 통상 5배 혹은 10배까지 빠르게 진전시키기도 한다.

부식피로 현상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미캐니즘, 즉 용해제어

(dissolution-controlled) 미캐니즘과 수소조장 (hydrogen-induced) 미캐니즘

으로 설명되고 있다. 용해제어 미캐니즘은 균열첨단에서 금속의 양극용해

(anodic dissolution)에 의하여 제어되는 공정을 가리키며, 수소조장 미캐니즘

은 수소취성 (hydrogen embrittlement)에 의하여 균열첨단에서 기계적 파괴

공정을 가리킨다. 두 미캐니즘은 이론적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험적으

로 구별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림 24는 수소에 의하여 균열이 진전되는 미캐니즘을 도식화한 그림이

다. 수용액 환경에서 균열첨단의 전기화학적 조건은 전체 용액과 큰 차이가

있다. 균열 내부에서 산소는 소모되거나 부분적인 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수

소농도가 전기화학적 환경을 결정하는 주요한 인자가 된다. 틈새 속으로 산

소의 공급이 제한을 받아 균열첨단은 탈산소환경이 되어 수소환원 분위로

변하며, 따라서 수소가 금속 내부로 흡수되기가 용이해 진다. 수소흡수는 금

속표면에 산화막이 형성되어 있으면 억제된다. 그러나 피로에 의하여 균열이

진전되면 균열첨단에 금속표면이 노출되고 노출된 금속표면을 통하여 수소

는 반복적으로 흡수된다. 수소가 금속내부로 흡수되면, 수소는 균열첨단 전

방에 형성된 응력집중 영역으로 응력구배를 따라 확산된다. 응력집중 영역에

농축된 수소는 금속을 국소적으로 취약화시켜 균열을 진전시켜 나간다. MnS

와 같은 개재물은 수소를 붙들어 두는 장소가 되므로 수소취성에 주요한 역

할을 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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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ASME corrosion fatigue reference cu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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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수소유기 부식피로 미캐니즘의 도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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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식피로에 의한 균열 파단면은, 파면을 정의하는 용어에 대하여 여러 논

란이 있으나, 기본적으로 3 가지 양상을 갖고 있다: ① 입내, 연성적 피로마

크 (transgranular, ductile striation); ② 입내, 취성적 피로마크

(transgranular, brittle striation) ; ③ 벽개성 파면, 피로마크 없음

(striationless, cleavage-like fracture). 연성적 피로마크 양상은 깊은 피로마

크가 1차와 2차 형태로 나타나며, 균열진전 방향으로 마디가 별로 나타나지

않고 부채꼴 형상의 면도 보이지 않는다. 반면에 취성적 피로마크 양상은 피

로마크가 비교적 얕으며 균열진전 방향으로 마디들이 많이 나타나고 부채꼴

형상의 면이 보인다. 취성적 피로마크 양상은 일반적으로 MnS 등과 같은 석

출물이 많이 분포하고 있을 때 잘 나타난다. 벽개성 파면 양상은 취성적 파

면 양상과 유사하나 단지 피로마크가 보이지 않는다. 파면 양상은 일반적으

로 응력집중계수와 연계성을 갖고 있다. 그림 23에서처럼, 초기에는 일반적

으로 연성적 파면을 보이다가 환경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구역에서 취성

적 파면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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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계적 응력해석

부식피로를 일으킬 수 있는 응력원을 분석하기 위하여 2 가지의 가정을

통하여 기계적으로 응력해석을 수행하였다.

가정 1. bonnet 과 body 사이의 체결 나사가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냉

각수에 의한 하중을 체결나사부가 모두 수용한 경우

- 체결 나사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여 정확한 결론을 얻기 어려우나 체결나

사가 그 역할을 충분히 하는 경우 하중에 의한 용접부의 손상을 예상하기

어렵다.

- 밀봉을 위해 밀봉재를 사용한 경사진 나사를 사용하거나, 평행나사의 경우

O-ring 이나 가스켓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본 밸브에서 이러한 역할

을 하는 것이 seal 용접부이다. 즉 설계 개념 상 seal 용접부가 응력을 받도

록 설계되어서는 안 된다.

- 냉각수가 나사를 통해 누설되어 압력을 형성했을 경우 용접부 면압에 의

한 용접부 부하응력을 단순히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0.2 mm 틈에 의해 용접부 1mm 길이가 받는 면압은

용접부 면압 = 1 kgf/mm^2 * 0.2 mm2 = 0.2 kg

•1mm 길이 용접부가 모재에 붙어 있는 면적은

용접부 면압 = 2mm * 1 mm * 2 부분= 4 mm^2

•용접부의 응력

Sa = 0.2 kgf/4mm^2 = 0.05kgf/mm2 = 0.5 MPa

- 체결나사부가 전체하중을 받았다고 했을 때 용접부의 응력은 항복응력보

다 훨씬 낮으므로 용접부가 파손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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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2. bonnet 과 body 사이의 체결 나사가 역할을 하지 못했다: 냉각수의

하중을 용접부가 모두 받았을 경우

1) 해석해를 이용한 해석

- 이 경우 seam 용접부가 압력에 의한 하중을 모두 받게 된다. 용접부가 받

는 응력 S 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S = 압력에 의한 하중(P)/ 용접부의 단면적(Aw)

- 밸브의 운전 압력 100 bar = 1kgf/mm2

- 압력에 의한 하중 (나사 틈으로 유체가 새어나와 압력을 가해 준다고 극

한조건 가정, bonnet 의 외부 직경 = 100 mm )

bonnet 압력면적 = 50mm x50mm x 3.14 = 7850 mm2

P = 1 kgf/mm2 x 7850 mm2 = 7850 kgf

- 위의 하중을 용접부 단면적이 모두 받는다면 용접부가 받는 응력 S 는 다

음과 같이 계산된다.

용접부 면적 Aw = 2mm (용접부 두께) x 100 mm (직경) x 3.14

= 628 mm2

S = 7850 kgf / 628 mm2 = 12.5 kgf/mm2 = 125 MPa

- 용접부 밑의 notch 효과를 고려하는 경우 약 2~3 배정도의 응력을 예상하

면 용접부 밑단에 받는 응력 Sn 은

Sn=125 MPa x 2~3 = 250~375 MPa

- 설계의 경우 탄성 설계 기준은 항복응력의 2/3 및 인장강도의 1/2 값 중

작은 것을 기준으로 삼으므로 설계기준을 만족하지 못한다. (2Sy/3=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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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a, St=285 MPa : E7018 용접재료 항복강도 480 MPa, 인장강도 570

MPa) 그러나 위의 계산 과정은 극한 압력조건에서 안전을 고려한 정적인

상태에서의 설계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즉 실제로는 응력 집중을 고려한 응

력 값이 항복강도 480 MPa 보다 작으므로 실제 소성 파손은 발생하지 않거

나 노치가 있는 경우 매우 국소적인 소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외부 응력

에 의한 파단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즉 초기에 체결 나사가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 해도 seal 용접부가 정적인 하중을 어느 정도 견

디고 있었을 수 있는 가능성을 나타낸다.

- 그러나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용접부가 설계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으

므로 동적인 하중이 주어지거나 예상하지 못한 여러 운전 하중이 가해지는

경우 언제든지 파손될 수 있다. 더욱이 노치부와 같이 응력이 집중된 부분에

서의 부식 및 피로와 같은 여러 가지 손상거동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2) 상용코드를 이용한 균열 해석

- 파손 된 용접부 밑의 모양을 볼 때 초기에 bonnet 와 body 사이에 큰 틈

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즉 용접부의 밑 부분을 틈이 균열과 같은

역할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가정 1의 해석식을 이용한 해석보다

좀 더 보수적인 균열해석을 수행하였다.

- 나사가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bonnet 와 body 사이에 틈이 균열 역할

을 하며 틈의 간격이 운전 압력에 의해 변하는 경우 용접부가 받는, 즉 균열

선단에서 형성되는 J integral 값을 상용 전산해석 code 를 사용하여 계산하

였다.

- 밸브 조립 시 나사가 충분히 조여지지 않았다고 가정하는 경우 bonnet 과

body 사이의 유격 발생 가능성이 있다. 즉 밸브 제작 시에 나사를 완전히 조

이지 못한 상태에서 seal 용접을 수행한 경우 나사는 그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여, seal 용접부가 나사유격 한도 내에서 가해지는 하중을 모두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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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AQUS 를 사용하여 균열해석을 수행하였다. 축 대칭 모델로 가정하여

다음과 같이 균열 해석을 수행하였다.

- 재료의 인장 물성은 다음과 같이 SA508 상온 물성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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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석의 loading 은 boundary 에서 일정한 변위로 주어졌으며, 그에 따른

균열 선단에서의 J integral 값을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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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은 계산 결과로 볼 때 다음과 같이 손상 이유를 예상할 수 있다.

1) 나사의 유격 (bonnet 와 body 사이의 틈) 이 증가할수록 거의 직선적

으로 applied J integral 값이 증가하고 있다. 거의 0.5 mm 정도 이상의 틈에

서 재료의 한계 Jc 값, 약 200-300 N/mm 을 초과 할 것으로 보인다. 즉 0.5

mm 정도의 유격에 의해 용접부에 새로운 균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2) 원전의 운전기간 약 8년 동안 수십 회 이상의 밸브 작동이 지금까지

있었다고 볼 때 균열의 발생 및 멈춤이 계속되었을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

다. 밸브의 누출이 overhaul 기간 직 후 발생한 것도 이와 같은 이유로 설명

할 수 있다.

3) 평균 load 의 변화는 약 2000 kgf 정도에서 포화하고 있는 것을 그림

에서 볼 수 있다. 즉 0.5mm 정도의 틈 까지는 외력이 급하게 증가하나 이

이상의 틈에서는 외력의 변화가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 운전 압력에 의한

load 값이 7850 kgf 이므로, 운전 중에는 항시 나사의 유격만큼 벌어져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을 예상 할 수 있다.

4) 위와 같은 운전 압력에 의한 반복하중 외에 나사 유격에 의해 밸브의

bonnet 및 밸브 구동부가 좌우로 움직이는 경우 용접부에 고주기 저하중 피

로균열이 전파할 수 있는 충분한 반복 외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된다

(SA508 재료의 경우 ΔK 가 약 30 MPam1/2 의 경우 10-7 m/cycle 정도의 피

로 균열 속도를 나타내고 있음). 또한 균열 선단에서의 응력 집중에 의한 부

식과 같은 여러 가지 손상 이론을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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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파손원인 분석

(1) 재료의 성분과 미세조직

모재부와 용접부의 재료성분을 분석한 결과 이상성분은 검출되지 않았고

미세조직도 정상적인 조직을 나타내었기 때문에 사용된 재료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용접의 건전성

용접은 모재와 잘 접합되어 있고 용접부에서 어떤 특정한 균열발생장소는

관찰되지 않았다. 따라서 용접결함이나 용접이상에 의하여 균열이 발생하여

전파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3) 파괴형태

관통균열은 세 곳에서 발생하였으며, 냉각수 누설에 의하여 관통균열 사

이에 남아있던 잔존부분이 역학적으로 파괴되면서 균열이 46mm 정도 길게

일자형으로 보였다.

균열은 용접부 뿌리에서 생성되었으며, 피팅이나 기공 등의 특정한 부위

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전부위에서 시작되었다. 균열의 진전은 용접부 뿌

리에서 시작하여 수직방향으로 지그재그 형태로 진행하여 취성적 피로마크

양상과 2차 균열을 보였다. 모재와 파괴된 용접부 표면은 산화막으로 덮여

있어 균열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진행된 것을 알려주었다.

(4) 파괴 미캐니즘

취성적 피로마크와 2차균열 등 파면관찰과 균열진행 양상 관찰 결과, 파

괴 미캐니즘은 수용액 속에서 발생한 부식피로에 의한 파괴로 판단된다. 밸

브 몸체의 나사부가 완전한 밀폐역할을 하지 못하여 냉각수가 밀폐용접부까

지 누설되어 두 몸체 연결부와 밀폐용접부 사이의 공간이 일종의 crevice 역

할을 하여 부식환경을 조장하였고, 용접부의 뿌리는 노치 형상을 하고 있어

응력을 집중시켜 줄 수 있었기 때문에 부식피로가 발생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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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파괴발생 응력원

피로를 발생시키기 위한 응력원은 본 시편의 분석만으로 판단할 수 없었

다. 다만 용접부 뿌리부분이 이미 노치 형상을 하고 있었으므로 외부에서 작

은 하중이 가하져도 부식피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응력이 집중될 가능성이

있었다.

밸브 몸체를 체결한 나사부가 정상적인 경우는 냉각수의 압력에 의한 하

중을 체결나사부가 수용하게 되어 밀폐용접부에 가해지는 응력은 항복응력

보다 매우 낮게 계산되었으며, 용접부의 파괴를 발생시킬 수 없는 것으로 판

단되었다.

그러나 밸브 몸체 체결부 나사가 불완전하게 체결되어 유격이 존재할 경

우 응력해석을 수행한 결과, 용접부는 냉각수 압력에 의하여 유격만큼 변형

을 받을 수 있으며 용접부 뿌리에서의 노치 효과는 응력집중계수를 더욱 크

게 해 주어 부식피로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6) 건의사항

밸브몸체의 연결은 밀봉을 위해 밀봉재를 사용한 경사진 나사를 사용하거

나, 평행나사의 경우 O-ring 이나 가스켓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

나 본 밸브는 평행나사를 사용하였으나 가스켓 등이 없는 단순한 밀폐 용접

방법을 활용하였다. 더구나 평행나사는 불완전하게 조립시 유격이 발생할수

있으므로 몸체 나사 체결부의 완벽성이 밀봉 용접부의 건전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나사체결부가 완벽하지 못하여 냉각수가 나사산을 통하여 용접부까

지 누수되면 용접부 뿌리에서는 일종의 틈 (crevice)를 형성하게 되어 부식

반응을 촉진시킬 수 있으며, 밸브 운전에 따른 주기적 응력이 가해지면 부식

피로를 발생시킬 수 있다. .

따라서 밸브 몸체부 연결을 위한 작업절차서를 세밀히 검토하고, 작업시

철저한 품질관리가 되도록 관리해야 할 것이다. 특히 나사부 체결시 체결정

도를 확인하는 절차와 용접시 용접절차를 준수하여 잔류응력과 수분흡수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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