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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제목

중수로 압력관 재료감시시험 기술개발

。 t
--,

II. 연구의 목적 및 중요성

- CANDU원자로의 카장 중요한 부품인 핵연료 압력관의 재질얼화는 압력관을 인훌하

여 시험(재료감시시험)함으로써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툴 통하여 월성 압력관의 건

전섬유지툴 위하여 재질얼화평가를 포함한 전반적인 평가기술을 확립하고자 한다.

- 국내에는 가동중인 월성 1효기 및 2，3，4호기(건설중)등 조만간 4기의 중수형 원자로를

보유하게 되눈데， KAERI내어|는 CANDU원자로의 핵심부품인 핵연료 압력관에 대한

연구체계가 미비하고 전담 연구인력도 부족하다.

- 가동중인 압력관의 수명제한요인이 다양하고 따라서， 관련법규 및 평가기준도 복합적

이며 분명하지 않아 지속적인 정보수집 및 분석이 중요하다.

- 현재 월성 1호기 압력관에 대한 재질시힘을 비롯한 전반적인 건전성평가가 전적으로

AECL에 의해 수행되고 있으며 수명기간중의 건전성확보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다.

III. 연구의 대용 및 범위

1. 압력관 수명제한요인 평가

2. 압력관 LBB평가 및 건전성유지기술 검토

3. 검사대상 압력관 선정기준 및 재료시험 관련규정 분석

4. 압력관 재료감시시험 절차분석

5. 월섬 1 호기 압력관재료 기본시힘(TEM ， texture, 성분분석등)

6. 시험잠치제작 및 시힘 (DHCV， 수소화I grip 및 인장시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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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결과 및 활용에 대한 건의

1. 최근의 압력관재료 정기 감시시험 관련규정 (CSA-N285.4-94 CL. 12.8)때 의해 4기의

월성발전소에 대해 압력관 재료감시시험 대상 호기 및 검사범위를 정하고， 종합적인

건전성확보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압력관재질의 얼화요인이 다양하므로 KAERIWI 여러 분야에서 분담·협력하여 (카나다

의 fuel channel R&D 프로그램에는 8개의 working pa야ies가 있음) 내실있는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며， 본 연구기간중 제작한 DHCV측정장치 및 수소화장치는 계

속적인 연구를 위하여 사용되고 국제공동시험 및 카나다와의 교류도 계속 추전되어야

한다.

3. 월성 원자로에서 인출한 압력관 재료시힘을 KAERIIMEF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장비

를 보완하고 모의시험을 통해 자체절차를 개발하여야 한다.

4. 월성 1호기 압력관재료에 대한 TEM관찰에 의하면 입자내에 전위가 많이 존재하며 두

께가 약 0.3μm인 길게 형성된 α-Zr 입자와 a입자를 둘러싸고 있는 β층의 입계조

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주요 불순물(H ， C, Fe, N, P)농도 분석결과 시밤서의 값

과 잘 일치하였다.

5. 월성 1 호기 압력관재료에 대한 texture 분석결과， 기저면 수직선(basal plane normals)

이 주로 원주방향으로 집중되어 있으며 촉방향으로 5°정도 기울어져 있다. 한편 수화

물은 판상의 형태로 원주방향에 따라 석출되었으며 수화물의 판상 수직선(plate

normal)이 압력관 냉간가공시의 최대 압축변형방향(반경방향)에 평행이며 최대 인장번

형방향(축방항)에 수직인 형태이다.

6. 소형 파괴인성시편을 가지고 수소화장비를 이용하여 수소압력을 가한 직후 냉각시킨

(냉각속도; 24
o
C/h깨결과， 수소압을 약 100mbar까지 가한 경우 수소가 거의 들어가지

않았으며， 200mbar로 가한 경우는 30-35ppm 정도의 수소가 장입된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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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 . Project Title

Development of Technology on the Material Surveillance of CANDU

Pressure Tubes

II. Objective and Significance

Material degradation of pressure tubes, which are the most important

components in CANDU fuel channel, can only be evaluated by

removing & examining them(material surveillance).

This study aimed at establishment of overall evaluation technology

incruding the evaluation of the material degradation for the integrity of

pressure tubes of Wolsung units.

A few years after, 4 domestic CANDU reactors in all will be 야쩌rated

야li1 e in operation and three under construction). However, in KAERI ,

research system is not organized efficiently and man-power is insufficient.

Because life limiting factors of operating pressure tubes are various and

ac∞rdingly ， related regulations and evaluation criteria are ∞mplex and

not clear, continuous ∞lIection and analysis of informa 힘ons are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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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present, comprehensive evaluation including material surveillan멍 for

the integrity of Wolsung unit 1 pressure tubes have been wholly carried

out by AECL, also assurance plan for the tube integrity during service

life time have not been prepared by oneself.

III. Scope and Contents

1. Evaluation on life limiting factors of pressure tubes

2. Review on leak-before-break and integrity maintenan∞ technology of

pressure tubes

3. Survey on selection criteria for tubes to be inspected and on related

reg비ations for material surveillanc멍

4. Analysis of material surveillance test pro∞dure

5. Basic examinations of Wolsung unit 1 pressure tube material(TEM I

texture, chemical composition etc}

6. Manufacture of test equipments and test (DHCV, hydriding, grip &

tensile specimen etc)

IV. Results and Proposal for Applications

1. By the application of the latest version on the periodic pressure tube

material surveillance (CSA-N285.4-94 CL.12.8), the unit to perform the

material surveillance and test s∞pe sho비d be defined for the Wolsung

reactors and ∞mprehensive plan for assurance of integrity shωId be

established.

2.-Many groups with different fields in KAERI should collaborate for

effective work because pressure tubes have been degraded from a
IV



variety of problems. ( 8 working parties in fuel channel R&D program

in Canada)

- DHCV measuring equipment and hydriding apparatus manufactured in

this project should be used continuously for the further study.

-International round robin test and exchange of informations with Canada

should be continued.

3‘ Additional test equipments should be supplemented to perform the

material surveillance on the pressure tubes removed from W미sung

reactors at IMEF, KAERI. The own pr。∞dure shωId be developed by

many trial examinations.

4. -It has been shown by TEM that the pressure tube material of Wolsung

unit 1 oonsists of elongated grains of a -Zr, about 0.3 μm thick, and

with a high dislocation density, surrounded by filaments of a β -phase

at grain boundaries.

- The concentration of the important impurities (H, C, Fe, N, & P)

analyzed with Wolsung-1 tube material corresponds to the technical

specifications wel l.

5. - The basal plane normals of Wolsung unit 1 tube offcut are ∞ncentrated

toward the circumferential direction, slightly tilted about 5 degrees

axially.

- The hydride precipitates tend to form as platelets with circumferential

direction, whose plate norm허s are parallel to the maximum compressive

strain and perpendicular to the maximum tensile strain during cold

wor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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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For small ∞mpact tension specimens hydrided with hydrogen

pressurization up to about 100mbar and ∞oled with a rate of 24°C/hr

immediately after. little hydrogen seemed to ingress into specimen.

However, in case of hydriding with about 200mbar, about 30 to 35ppm

of hydrogen have been thought to be diffused in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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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르서

수명을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부압력관은 원자로의핵연료원자로의CANDU

고속중성자

압력관

고온(250 - 300°C) , 고압(-10MPa)의 냉각재(020)와

재질이 열화(degradati。미된다. 이에 따라 운전중

품이며，사용중

(E>1Mev)조사에 의해서

의 건전성유지는 원자로의 안전운전에 필수적이며， 시험검사 및여러가동중에

및 건전성 상태를 평압력관에 존재할 수 있는 결합울 탐지하고 재질을 통하여

표준협회(CSA)규정인

CAN/CSA - N285.4(12절)1)에 따라 수명기간중 수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기검

주기로 실시하는 광범위한 가동중검사가 있

카나다검사는대한압력관에사용중인가하여야 한다.

사와 발전소 자체계획에 따라 1-2년

압력곤을 인출의해12.8절에본 규정의재료감시시험은압력관 정기검사중다.

크랙은 잔류응력이 예압력관에서의하여 재질멸화 상태등을 평가하는 시험이다.

불안정파괴주로 발생할 수 있으며， 크랙이 성장하여상되는 rolled joint 지역에서

누설탐지시스템(annulus gas system ; AGS)에 의해 탐지되어가 발생하기 전에

안전성을 항보장으로누설 (leak - before - break; LBB)의사전조치하는 파단전

상시킬 수 있되.

교켜
〈그다양하고달리 수명제한요인01압력용기와PWR으| 원자로압력관은CANOU

여러 평가기준압력관 건전성에 관련된연구에서는본복합적이므로，가기준도

평가시 적용할 수 있는 재료성검토하였으며，건전성절차와 개선방법에 대해t!1
;ξ

압력관에 대한 인출기준과 주실시할또한 감시시힘을질값에 대해 정리하였다.

조사하였으며， 감시시험관련 최근 규정을 해석하여 월성감시시험절차에 대해요

검토하였다. 원자력연구소내 IMEF hot cell1, 2 ,3 ，4호기에 대한 적용에 관하여

미세구조분석(TEM) ， 집합조직압력관의 offcut을 입수하여현황파악과 월성 1 호기

압력관 재료시물성시험을 수행하였으며및 주요 성분분석등 기본적인(texture)

αacking ; DHC)시험장비와지연수화물균열 (delayed hydride기본이 되는험에

및인또한 파괴인성시험시험하였다.

장시힘을 위한 grip 및 시험편을 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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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압력관 수명저I한(교처I)요인 평가

가동중인 CANDU 원자로 압력관의 수명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는 기준치를

초과하는 결합과 칼란드리아관의 접촉으로 생성되는 수화물 blister 및 파괴인성

저하등01다. CSA-N285.4의 12절에는 이에 대해 정기적인 검사 및 재질감시를 수

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관한 상세한 절차 및 허용기준은 Fitness for

Servic를 Guidelines(FFSG)2)으로 별도 개발되었고， 이는 ASME Boiler and

Pressure Vessel Code 으I Section X1 3
) 에 Zr 합금안 압력관재료에 대한 기술이

없지만 이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다.

그림 1 ， 그림2， 및 그림3 은 각각 압력관에서 발견되는 날카로운 크랙행태의 결

함과 무딘결함 및 수화물 blister에 대한 허용기준 및 평가절차를 보여주는 것이

다. 발견 결함에 대한 안전여유도(safety margin)는 가능한 모든 원자로조건 또는

하중조건(즉， service level A : 정상운전조건， B : upset조건， C : 간급

(emergency)조건， D : 사고(faulted)조건)에 대해 계산하며， 평가절차도에 명기된

기준이 되는 안전여유도는 ASME Sec. XI IWB-3610 과 Sec.1 1I
4

)으I NB-3221 및

NB-3224으| 값을 적용한 것이다. 그러나 두께가 앓은 Zr 합금 압력관에 대한 적

용과 stress intensity factor(Kt)값 계산시의 불확실성(un∞rtainty)등을 고려할 때

안전여유도적용에 대한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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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결합크기 결정 (at. cd

최초(사용전) 수소농도 결정

?‘.A,..‘
걷sτ-‘:

컬점

기간말~
Heq) 결정

「→ \11 1룹앓옳휠설랙
-τ

’
최종(명가기간말) 결함크기 결정 (at ， Ct) - -

가동중

영가기간 단축 l 칩루량

파괴개시 (a) 및 소섬붐펴 (b)가 발생하지 않도

‘ 록 다음의 허용기준이 만족도l는가?

쇄싫기
-원자로조건 A. B에 대해

a. Kl < &1피5
b. <1 'n < <1 'b,' 13{혹방향 결합)

de < l1.'/3(원주방향결합)

아니오 -원자로 조건 C. 0때 대해

a. Kl < &1핍 명가기

b ‘ dh < db’/1. 5(혹방향 결합) - 기간 g
l1. < σ.’ 11. 5(원추방향절함) 결합성

정상 가동중 수화물이 석훌되는가? 아니오

( 즉/ 평가기칸말에서 Heq > TSS ? )
예

명가기간단펄 예

분쩌l없나 결정론적 명가 l 확률론적 명가

아니오 아니오

정상가동중 Kz <K1fC?1 BBt울 일으킬 수 있

는 DHC의 확롤이 혀

예 용 기춘치 이하인가?

LBB 분석 아니오 예

아니오

댐B 보장되나? I
예

계속사용 부적합i 계속사용 적합

그림 1 CANDU 압력관의 날카로운 크랙형태의 결합에 대한 평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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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길이， 깊이 및 곡률로 결함륙섬

규명(실측 및 DB 보수적 적용)

최초(사용전)수소농도 결정

영가 기간 컬정

L
초I종(영가기간맙) 수소농도결정

l녁 평가 기간단축 |•

명가 기간 단축

피로크핵 발생 명가

τ
윈자로조건 A.B애 대해 피로크랙이 밥생

처 않기 위한 다음 기준이 만족되는가?

a. S뼈x <8th 또눈 b. U < 1. 0

l ←→가동중 풍수소 침

루량 겁정

鋼
태


예
-
낸
쩨「
오

縣
문
-
뼈

뼈나

크랙으로 간주하여

그림 1 의 절차에

따라 결함영가 수행

|예

아니오 l ’-
아 r-내 정상가동훌수화륨이 석흩?(Heq >TSS?) I
니 I I ‘ l 예
오 |

m:: 밟샘애 .1 I 절정본적 명카 |
대한 대책이 l l l l

나? I I 아니오

’예 | 정상가동중 κ&꾀 나

i예
LBB 분석

I
LBB가 보장되나?

팩
결합위치애서의 응력계산

l 아녁오
소성붕괴가 발생 ~I 않기 위한 다음의 ~’
허용기준이 만족되나?

- 원자로조건 A， B에 대해

I1 b < I1 h’ I 3.0 (축방향 결함)

σ. < 11. ’ / 3.0 (원추방향 결합)

- 원자로조건 c. 00\1 대해

I1 h < I1 h' I 1. 5 (축방향 결함)

11. < 11.’ I 1. 5 (원추방향 결함)

4
확톨본적 명가

BBL를 밀으월 수
있는 DHC의 획률
이 기훈치 이하?

예 I I 아니오

~

명가기간 단측에 •
푼쩨없나? I 예

I
아나오

l예
계속사용 적합 l I 계속사용 부적합

그림 2 CANDU 압력관의 무딘결함에 대한 평가절차

-5-



초|초(사용전) 수소농도절정

명가기간 결정

가동중 중수소 침투량 절정

명가기간 단축

‘
초|종(영가기감말) 수소농도u뼈)컬정

월자로조건 A， B어| 대해 접촉위치

에서의 최대 뼈p응력 결정

접촉위치에서의 1차열전달계톰，

갑속계톰 및 포화온도 결정

원자로조건 A， B에서의 임계수화를

blister생섭때 뭘요한 수소량(밥)절정

여!

명가기간 단측

에 문쩨없나?

아니오

명가기간중 입계 수화를 blister
아니오l 가 생성되지 않을 조건(Heq<Hcr포 l 예

함)01 만즉되는가? 뉴-I계속사용 적합

아니오

계속사용 부적합

그림 3 CANDU 압력관의 수화물 blister 에 대한 평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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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누설탐지후 연속적 과정(SOE)때 대환 LBB평가

다음은 뭘자로 가동정지시 압력과 온도가 감소하는 각 단계에서 계산되는 크랙월이와

CCl사이의 여유(m하gin)를 결정하기 위한 SOE 분석절차이다. SOE는 중수누설시 AGS

의 반응과 원자로 가동(정지)절차률 종합한 것이며， 분석절차는 다음과 갈다.

a.압력관벽 관통시의 크랙킬이(Lp)톨 접한다.

b. 온도에 따른 촉방향의 DHCV툴 구한다.

c. 누설율과 크랙길이의 관계식옵 곁정한다.

d. LBB 평가대상 원자로에 대해， 운전절차롭 정하고 누설탐지와 채널위치확인〈요구되

는 경우) 및 원자로의 냉각 - 갑압에 적용되는 action limits볼 결정한다.

e. 머 - d) 단계에서 요구되는 값은 평가 원자로초건올 고려하여 3·나 절에 기술한 DB

값이나 실험치를 적용합 수 있으며， 아래와 갈은 네 단계 SOE에서 예상되는 크랙

킬이와 CCl을 계산한다.

1. 누설압력관의 탐지 및 누설원 확인

2. OHC avoidance manoeuvre 시행(있는 경우)

3. 누설채널위치 확인(필요시}

4. 원자로 냉각 및 감압

각 단계에서의 크랙길이와 CCl값은 발전소 가동절차에 따른 온도I압력 조건에 기

초하여 계산힌다.

t. LBB보장을 위해서는， 모든 SOE단계떼서 예상되는 최대크랙킬미가 각 단계의 온도

l압력조건에서의 CCl하한치보다 크지 않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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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HC성장 크랙길이 평가절차

압력관의 결함이 평가기간중의 원자로 가동정지(냉각싸이클)와 일정 하중이 유저되는

조건(징상운전조건포함)에 악해 DHC성장하는 결함크기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구할

수 있다. 한편 가동시작(st하tu미시는 DHC발생에 필요한 잠복기 (incubation time)가 아주

길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가) 원자로 가동정지 싸이클중의 DHC 성장평가

평카기간중의 원자로가동정지 싸이클에 의해 예상되는 DHC성장량은 다음과 갈은

절차에 따라 구한다.

a 압력관 결합위치에서 평가기간말에 예상되는 최대 수소농도(Heq)를 다음 식에

의해 계산한다.

Heq=H，+흉 (HI: 초71 수소농도. 0 : 평가기간말까지의 예상 중수소 칩투량)

---‘---_.-‘-------…._-….. - (낀

b. 수소농도가 H뼈인 압력관에 대한 수화물 석출개시온도(T s)를 정한다.

C. 평가할 원자로 냉각과정(싸이클)의 시간에 따른 온도 및 압력곡선을 결정한다.

d. 냉각싸이를중때 온도 Ts에 상응하는 결합위치에서의 최대 압력을 구한다.

e. d.에서 구한 최대 압력조건에서 최초의 크기가 al 및 Cl인 결함에 대한 응력확대

계수(κ)를 계산한다.

f. κ이 κH보다 클 경우， 계속적인 (g-i) DHC결합성장 평가가 수행되어야 한다.

d. DHC발생여부에 대한 평가는 이 기준(즉 κ > κH)외에 아래의 2가지

로 대체할수 있다.

방법으

1. 결함끝에 걸리는 최대 응력값(6 max)OI DHC발생에 필요한 threshold음력보

다 작을 경우.DHC는 발샘하지 않는다.

2. 결함에 대한 분석 및 감시에 의해 성장하지 않는 결함으로 입증될 경우，

DHC 성장량 평가가 불필요하다.

g. 냉각곡선을 수화물 석출온도(Ts)로 부터 가동정지시의 온도와 κ이 κH보다 작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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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최대압력에 해당하는 온도중 높은 온도까지 최대 10분간격으로 분할한다.

h. 분할한 각 온도구간의 평균온도와 이 온도에서의 DHC성장속도evl>를 결정한다.

VI는 3·나 절에 기술한 식을 적용하거나 압력관을 인출한 경우 직접 구할 수 있

다.

i. 평가기간중의 냉각싸이클에 의한 총 크랙성장량은 다음 식에 의해 구한다.

Llat = [ 첼l(κ폐 N -'- (3)

여기서

dαt : 냉각싸이클중 DHC에 의한 총 크랙성장량(mm)

m : 냉각곡선의 분할 구간수

VI : 각 구간의 평균온도에 대한 DHC성장속도(mm/se뎌

tj : 각 구간의 기간(se마

N : 평가기간중에 예상되는 냉각싸이클 수

즉， 평가기간중의 냉각싸이클에 의해 DHC성장하는 평가가간말에서의 결함크기 (a2 : 깊

이， 2C2 : 길01)는 다음과 같다.

32 == a1 + .da t

C2 = C1 + 2.dat

나) 일정 하중(sustained loading)시의 DHC성장평가

평가기간중의 일정 하중 운전조건에 대해 예상되는 DHC성장량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구한다.

a. 평가기간중 예상되늠 모든 일장 하중조건(전출력 정상운전조건 포함)을 정하고 .이

조건에 대해 결함위치에서의 온도π)와 이 하중조건이 유지되는 시간( LIt，)을 결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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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결함온도(T~가 수화물 석훌개시온도 π's)보다 낮은 경우(즉， 수화물의 석출이 일머나

는 경우)， 평가합 하중조건과 냉각싸이클에 의해 결정된 결함크기(S2， 때에서의 응

력확대계수{κ)를 계산한다. (fs 및 κ 계산운 각각 1-b와 1용의 절차를 따른다J

C. 결합에서의 응력확대계수(κ)가 κH보다 클 경우(κ > κH) ， DHCOiI 의한 결함성장량

운 다음 식에 따라 구한다.

K

das= ZI 낀 At;

여기서

(4)

Aa, : T1 < Ts 이고 κ >

’‘
H인 일정 하중조건중 발생한 DHC어l 의한 전체 크랙

성장량(mm)

K: 평가기감중 일정 하중조건의 수

Vi : 온도 T쩨서의 DHC성장속도(mm/sec)

dι :평가활 일정 하중조건이 유지된 시간(sa히

d. κ과 K.H의 비교외에 DHC발생여부툴 평가하는 다른 방법은 1-1 떼 가술한 2

가지 방법과 동일하다.

d. 평가기간말까지의 냉각(가동정지)싸이클 및 일정하중조건에 의해 DHC성장하는 최

종 결휠크기는 다음과 갈은 식에 의해 결정된다.

af =a} + L1a,+ LIas = a2 + Aas

Cf = C} + 2Aa,+ 2Aa, = C2 + 2L1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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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안정파괴방지를 위한 원자로 가동정지 및 냉각조건

eel값은 온도가 낮아지면 감소하고， 압력이 작아지면 증가하기 때문에， 원자로를 접

지시키고 압력을 낮출 때의 압력·온도조건에 의한 CCl이 성장하는 크랙길이보다 작아져

서는 안된다. 즉 가동정지시 압력관에서 불안정 파괴가 일어나지 않아야 하며 다음은 이

를 보증하기 위해 압력-몬도를 걸징하는 절짜이다.

a. 벽관통 축방향 크랙에서 불안정파괴가 발생활 삿접(즉， 크랙킬이가 eel，에 도달)의

온도에 따른 하한치의 임계응력확대계수(Kc)를 컬접한다. 이 값은 암력관 파열시험

(tube burst te해으로 구하는 압력관 파괴인성치의 하한값으로 중설자조사량 및 수

소농도의 영향이 고려되어야 한다.

b. a에서 구한 κ값에 해당하는 압력관애 가해지는 제한 hoop 응력(c1 h)을. 다음 식에

의해 계산한다.

O' h= 츰끓 따cos [빼(靈닿)r1 _.-------‘

여기서 c: 크랙길이의 웅

M : bulging factor

0', : flow 응력 l= (1 ~; σ L)

c. b의 계산을 상온에서 가동온도까지의 여러 온도들메 대해서 반복하여 온도에 따른

제한 압력 (limiting stress, P)을 plotting 한다. 한편 P와 c1 h의 관계식은 다음과 같

다.

P= oh
[ (r;iω)+ 1]

여기서 7은 압력관의 내경이며， lf는 투꺼I

- -- (8)

d. 평가할 원자로의 가동정지 및 감압에 사용할 압력-온도 조건은 C단계에서 구한 압

력-온도 범위내에서 택하여， 원자로 냉각시 크랙길이가 CCl보다 커지지 않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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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건전성평가 적용 재료성질없

가동중인 CANDU 원자로의 Zr-2.5Nb 맙력관에 대한 건전성평가시 보수적으로 적용할

수 있눈 채료성질 DB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최종수소고용도 (terminal s미id s이ubility ; TSS)9)

이는 원자로 냉각시 수화물 석출개시온도와 온도에 따른 석출수확울의 양을 알 수 있

는 중요한 자료로서， Zr합금의 TSS를 현재까지 구한 데이타를 이용하여 식으로 나타내

면 다음과 같다. 이 관계식은 압력관에서 DHC 발생여부를 평가하는데 사용된다.

Cs=1.2x 105않p(瓚멘 ， P빼 앤)

R; 기채상수 (= 8.314 J/mol) , T ; [씨

이 식을 원자량 백분율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_ I -35810 \Cs = 1002 exp I ~~~V I
!" \ RT J

2) 인장성질1이 11)

(1 이

인장성질값은 크랙팀의 소성 (plasticity)과 소성붕괴하중 및 CCL등을 계산하는데 사용된

다.

a. 비조사재

CW Zr-2.5Nb 압력관의 인장성질은 조사량， 조사온도 및 시편방향성등의 함수이

며 표1은 촉방향 압력관재료의 항복용력 (6y) ， 최대인장응럭 (6u) ， 탄성계수{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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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sson’s ratio( v)의 하한치를 정리한 것이다. 여기서 6y 및 6 u 값은 비조사재 압

력관뿐 아니라 중성자조사량이 1 x 1024n/m2
( >1 MeV)보다 적은 경무에도 적용될

수있다.

표 1 비조사 압력관재료의 축방향 인장성질(하한치}

온도(lC) 20 50 100 150 200 250 300

0" y(MPa) 475 453 415 383 345 335 320

O" u(MPa) 710 680 625 575 520 505 480

E(GPa) 94.6 92.5 88.9 85.4 81.8 78.3 74.7

v 0.389 0.389 0.387 0.384 0.379 0.371 0.361

b. 조사재

가동중인 CANDU 원자로에서 인출한 압력관에 대한 인장시험결과 조사량이 1 x

1024n/m2
( >1MeV) 이상일 경우 더 이상의 조사강화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

다. 조사재에 대한 인장데이타를 최소 자승법 (least squares)을 이용하여 curve fit

한 결과 아래와 같은 선형식이 도출되었으며 이 식은 하한치를 나타내논 것으로

320°C까지 적용될 수 있다.

·원주방항시편

평가어I 사용되는 하한치의 95% confidence limits는 다음 식으로 표시된다.

6y = 988 - 1.154T ‘_._.…-、 - ‘ - - - ....…_._- ._.. ---““ …‘ (11 )

6 u = 1021 - 1.245T ----._._--... …••-••.••.•. _ •••.•••••.- .• -.-••- .•• (12)

·축방항시편

데이터가 충분치 않으나 다음 식은 보수적인 관계식을 나타낸다.

6y = 758 . 0.5953 T

6u = 907 - 0.7219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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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표팽카시 보다 보수적인 평가훌 위하여 인장성질값이 큰 원주방항의 값 및 랍력관

의 back end값 대신 크기가 작운 축방향 값 및 front end값을 적용할 수 있다.

3) DHC발생에 필요한 응력«(1Ih)
1잉 1찌

DHC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수소량이 TSS를 초과하여 곁합선단에 석출 수화물이 존재

해야만 하며， 또한 어느 값 이상의 응력이 필요하다.

a. 매끄러운 표면(nominally smooth su야ace)에서의 DHC 발생

매끄러운 표면이란 깊이 O.1mmol 하의 곁함만읍 포함하고 있는 표면을 의미하며， 가동

중검사시 곁합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Zr-2.5Nb 압력관의 매끄러운 표면에서 DHC가 발생

하는데 필요한 응력은 단순한 하나의 값으로 접해지지 않으며， DHC발생가능성운 여러카

지 요인에 의존한다. 그러므로 매끄러운 표면에서의 허용응력은 여러가지 다른 요인들을

고려했을 때 DHC발생확률이 충분히 낮게 될 때의 값이며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b. 노치에서의 DHC발생

노치깊이카 O.05mm - 1mm범위이고， 루트반경벌위가 O.05mm - O.64mm인 무딘곁함

(blunt flaw)을 가진 Zr-2.5Nb의 cantilever beam시편에 대해 oute바ibre응력 20Q-500MPa

범위에서 시험한 컬과， DHC발생에 필요한 응력( (J 꾀이 500MPa으로 구해졌으며 이는

적당한 하한치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근의 원자로조건 모의시험컬과 (1 th값

이 600MPa이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씨 DHC발생때 필요한 threshold 응력확대겨|수 (κH)1 의 1써

결합의 형상이 남카롭거나 크랙형태인 결함에서 DHC가 발생하려면 이 결함에서의 응

력확대계수까 K‘H보다 커야 한다.

노치가공한 can폐ever beam 시편과 소형 파괴인성시편 (CTAI 편) 을 이용하여 Zr-2.5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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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κ에 값을 구한 결과， 8.2±3.9MPa"짜 (95% ∞nfidence limits)로 나타났으며 크랙성장이 반

융정도로 분석되었다 수소량이 적을수록 낱카로운경방항일 때의 값이 원주방항얀 경우의

크랙댐메서 DHC발생에 필요한 κH값을 증가하늠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κH어| 대한 온도

의존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사량이 1 x 10
24
n/m

2
0I상인 경우에서는 조사

량의 영향도 별로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5) 파괴인성(κi)
1히 1꾀

임계응력확대계수(κ)로 나타낼

Zr-2.5Nb 압력관평가에 사용되는 아래의 K 식은 원자로에서 인출한 압력표멸-이용한 최

근의 파괴인성실헐 DB로 부터 구한 하한치똘 나타내며 재료변수， 방향성， 온도， 조사량

있으며，-“-r파괴발생시의파괴인성은압력관재료의

및 수소농도의 영향을 고려한 식이다.

(15)T : fC], ~ : (MPa끊Iκ = 26.3 + O.022T

다읍과 갈운J-적분값(J.)을재료의크랙발생시」-
」

하구파괴인성시험으로값은κ

plane - stress 식에 대입하여 계산할 수 있다.

(16)κ = (J,E)1/2

여기서 E는 탄성계수(GPa)이며 온도(Ie)에 따른 값은 다음 식g로 계산된다.

(1 7)E = 102.47 - 0.011743T - 8.06869 x 10-5T2

또한 κ 값은 radial - axial{RA)면에서의 축방향의 크랙성장에 해당하는 값이나 반경

방향으로도 적용휠 수 있다.

(15)식으로 부터 구하는 I<i 값이 적용될 수 있는 범위온도는 20 - 300°C이고， 조사량

은 0.2 X 1025
- 8 X 10

25 n/m2
( >1 Mev)이며 수소농도는 38ppmψ.32at%) 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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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계 수화물 blisters 생성에 필요한 수소랑(HCR)1 끼

압력관이 칼란드리아관과 접촉하게 되면 압력관외면 접촉부위에 수화물 blister(mm 크

기)가 생성되며 임계크기에 이르면 가동응력에 의해서 압력관 내면쪽으로 크랙이 생겨

DHC가 벌생할 수 있다.

HeR은 blister가 임계크기에 이르게 되는 수소량이며， 응력， 중수소침투율， 일차냉각재

및 갑속재온도， 그리고 포화온도에 의존하는 강으로 이에 관한 많은 실험이 행해져 있

다. 수화물 blister의 특성은 단순하지 않으며 한 blister내에 최대수소농도가

16,OOOppm(ZrH1.5, 8-수확물}에 달하는 지역과 모재와의 경계에서는 수천 ppm Hoi하인

지역이 같이 존재하기도 한다. 압력관내 blister의 성장으로 체적팽창이 증가(최대 17%)

함에 따라 blister표면의 응력상태는 압축에서 인장상태로 변하거l 되며， blister내부에는

큰 압축응력이 남아있게 된다. 이 압축응력은 blister와부의 인장응력과 평형이 되며 내부

의 크랙전파를 저지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blister'에서의 DHC발생시험은 매우 어려우며 몇몇 시험분석결과 blister 경계지역에 크

랙이 생긴다면 DHC발생에 필요한 K값이 압력관 재료의 일반적인 K，H값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7) DHCV찌

DHCV는 가동중인 CANDU 원자로에서 인출한 압력관을 가공하여 만든 cantilever

beam시편이나 소형 파괴인성시편를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DHCV어| 대한 온도， 조사량 및 수소농도의 영향은 다음과 같다.

a. 온도영향

D때의 빼은 절대온도의 역수(춘 )와 선형적안 관계(Arrhenius 관계식)가 있으며，

흔도가 증가함에 따라 속도가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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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조사영향

중성자조사에 의해 DHCV가 증가하지만 조사량보다 조사온도에 더 영향을 받는 것으

로 나타나 압력관 입구끝(inlet end)재료로 부터 구한 속도가 출구끝(outlet end)의 값보다

큰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인출 압력관의 이들 앙쪽 재료로 부터 구한 온도에 따른 DHC속도식은 다음과

같다.

Inlet end:

4084 , 25020095% upper bound : log1oV ::: 0.51 - 'iT + uv"!:?-vu

mean : IOQ 1oV = -0.97 -藥

Outlet end:

잃44 I 10240095% upper bound : log10V == -2.61 - G<r + .LU?VU ‘

1770mean: log10V = -3.75 _ H.:? “--““-

이를 종합한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 (18)

(1 밍

(20)

(21)

_ "" 2338 I 8456095% upper bound: IOQloV ‘ -2.3 - G<'Tu + 一F- -- -- ----- -- -- (22)

1949mean. IOQ10V = -3.33 - J.y;} ---,-------.--.-

여기서 V : [m/s] , T : [씨

(23)

한펀 월성 1호기 압력관평가시 적용된 속도식은 V==2.73 exp(-5049fT), mm/s로 다소·보

수적으로 적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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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수소농도 영향

수소농도 35ppmφ.32 at%)까지의 시험결과 DHCV에 대한 수소농도 차이의 영향은 나

타나지 않았다.

8) 최초 벽관통시 크랙길이(냐)에 18)

압력관벽을 처음 관통한 크랙의 촉방향 길이룹 의미하며， 이때부터 누설이 시작되고

초기부설율은 보수적으로 영(이이라고 가정한다.

냐는 압력관벽 두께뻐)의 함수이다. 그러나 Lp와 W의 관계식이 압촉응력이 작용하는

압력관의 rolled joint(RJ)지역에 대하여서는 DHC발생지점의 촉방향위치에 의존한다. 즉

burnish mark에서 시작되는 크랙은 RJ 압축응력의 영향므로 비대칭(asyrnmet끼cal)으로

성장하는 경항이 있으며 반면에 burnish m하k의 안쪽(inboard)에서 발생하는 크랙은 대칩

(symmet꺼cal)으로 성장한다.

Zr-2.5Nb 압력관의 burnish mark에서 시작되는 크랙의 경우 상한값의 냐는

3.9W(-16mm)인 반면 I burnish mark 안쪽에서 시작되는 크랙에 대해서는 4.8W(-20mm)

로 조사되었다. 또한 DHC시험에 의해 결정된 실험치가 이와 갈은 DB에 의한 값보다 클

때늠 보수적평가률위하여 실험에 의한 값이 적용될 수 있다.

9) 누설율(leak rat려찌

누설율이란 잃차계몽 냉각재([hO)카 벽을 관통한 크랙을 통해 AGS로 누설되는 속도

를 의미하며， 수집율(∞"ection rate)파 갈다고 가정한다. 누설율(수집율)은 인출 압력관을

이용하여 원자로 가동조건의 모의시험으로써 구할 수 있으며， 현재까지의 모든 시험 데

이타는 RJ지역의 크랙므로 부터 구한 값이다.

RJ burnish mark 지역에서 시작된 크랙과 안쪽에서 발생한 크랙에 대해 다음과 같은

크랙길이에 대한 누설율식이 도출되었으며， 이 식들의 기울기는 압력관에 따른 크랙형태

의 차이와 파면 거철기 및 누설율 측정의 부정확성등을 참작하여 best fit한 관계식의 기

울기룰 4 로 줄인 것야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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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J burnish mark 지역에서 발생한 크랙에 대한 누설율

Q = 0.7618L - 12.11

-RJ burnish mark 안쪽에서 시작된 크랙에 대한 누설율

Q = 0.7618L - 14.86

·여기서 Q: 누설율[kg/h깨， l: 크랙길이[mml

1이 CCl19
)

(24)

(25)

CCl 이란 압력관의 벽을 관통한 촉방항의 크랙이 성장하여 불안정파괴를시작하는 최

소 크랙길이를 의미하며， 압력관의 하중(6h)， 온도， 조사랑 및 수소농도에 의존하는 값이

다. 인출 압력관에 대한 CCl은 시험전에 압력관에 벽관통한 노치를 만들고 피로크랙을

생성시킨 후 tube burst시힘으로 Kc 값을 구하여 결정되며 120°C 이하와 DB어|는 소형

파괴인성시편(CT시편)을 이용한 시험결과가 포함되었다. 이 DB에 fit.된 하한곡선으로 부

터 (2히식을 이용하여 온도와 적용 응력(6h) 에 따른 CC냐l 하한값을 계산할 수 있다.

Cl = 2K~π

8샤rn[ sec(뿔담)]
,[m] -...-.----‘--.---- (26)

여기서

Kc: 불안정파괴가 시작될 때의 온도에 따른 임계 응력확대계수

(= [標 In ( sec뿔효)1 ~)， [MPa 과]

6t: 평균 11애 응력 (= (1 Y; (1 u) , (MPa]

= 1095.7 - 1.2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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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 온도와 조사랑에 따른 항복응력 • [MPal

(J u : 온도와 조사량에 따른 최종인장응력 • [MPa]

(J h : 크랙면에 대한 응력을 포합하는 적용 hoop 응력

(=셔꽃+1). Y;는 압력관반경 )

M : bulging factor

= [ 1+1.255~앙term뼈) - (0.01잃(려(rmW)선]1 /2

rm : 압력관반경의 평균치 , [m)

W: 압력관의 벽두께 • [m]

(2히식은 flow 응력에 크게 영항울 받므므로 압력관에 가해지는 hoop 응력이 소성붕괴

(미astic c메apse) 응력과 비슷한 경우에는 사용되어서는 안되며 이 식이 유효한 hoop 응

력 범위는 다음과 갈다.

(J h ~ 0.7 (1 f J M (2꺼

여기서 (J f.뻐은 앓은 압력관의 벅관통 크랙에 대한 소성붕괴응력으로 이 응력값의

70%이하인 hoop 응력에 대해서 CCl껴|산식이 유효함을 알 수 있다.

그림 4는 조사량 7.6x 1025n/m2 (>1MeV)까지의 tube burst 시험과 파괴인성시험( ζ

120°C)으로 부터 구한 온도에 따른 κ 값을 보여주는 것이며， 그림 5는 여러 시험온도에

서의 Kc하한치와 온도에 따른 hoop응력읍 식 (26) 에 대입하여 구한 CCL(하한치)을 나

타내는 것이다. 이틀 그림은 월성 3，4호기의 예비 안전성분석시에도 적용되었다.

a. 조사효과

파괴인성 (CC니어l 대한 중성자조사의 영향을 tube burst 시험으로 κ를 구하여 분석한

결과 3 x 1025n/m2
( >1 Mev)까지 파괴인성이 저하하다가 그 후 더 이상 감소하지 않는 것

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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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수소농도영향

수화물이 존째하는 경우 CCl은 감소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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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인출압력관의 온도에 따른 파괴인성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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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누설탐지시스텀 개선

CANDU 원자로 압력관의 파손에 대비한 LBB개념은 크랙이 진전하여 압력관

내벽을 판통하게 되면 모든 압력곤l을 제각기 둘러싸고 있는 AGS에 의해서 중

수누설이 탐지되며 크랙이 불안정 성장하여 파손이 발생하기 전에 조치를 취

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압력관의 LBB를 보다 확실히 보장하기 위하여

누설탑지시죠떨 최소화하고 누설이 일어난 압력표별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을

개선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주제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20)

- AGS 배열개조를 통한 누설감도개선

- 새로운 DP 감시시스템개발

- In-situ 및 원격적용을 위한 DP센서개발

1) 환형기체겨l동(annulus gas system ; AGS)

AGS는 header와 intermediate tubing ∞nnection으로 구성되어 있는 폐쇄 순

환루프로서 각 환형 계롱에 CO2 기체가 일정하게 흐르도록 설계되어 있다. 대

부분의 CANDU 원자로 AGS에는 header사이에 있는 하나의 string{월성 1 호기

에는 44개 strings) 에 대하여 3-11 개(원자로규모에 따라 다름)의 채널이 환형

으로 직렬 연결되어 있으며 정상가동시 순환모드로 운전된다. AGS에는

∞mpressors가 있어 가동시 CO2기체를 순환시키며， 운전시 압력은 약 103Kpa

이며 CO2의 이슬점(dew point ; DP)은 -30oe - -18°e의 범위이다.DP가 중수

누설이 아닌 운전중에 발생한 C02;， 1체의 만성적 누출로 인해 OOe에 도달하게.

되면 6N니S로 정화(purge)하여 -30oe가 되도록 하며 보통 주 1회 실시한다. 이

와같이 DP는 DP센서를 이용하여 계속적으로 감시되어야 하며， 누설발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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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가 높아지고 이어서 DP상승율이 증가하여 일정치를 초과하는 경우 환형기

체 공간의 전기전도도가 증가하게 되면 DP alarmOI 작동하여 누설을 알려준

다. 누설량이 많아질 경우 Beetle이라는 전자 수분탐지자는 누설된 중수의 수

집을 나타내며 적은 양의 누설이 발생했을 때는 DP센서보다 느리게 반응한다.

또한 C이d finger traps으로 부터 누설 중수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삼중수소를

분석함으로써 누설원이 감속재인지 1차계통 냉각재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

AGS는 누설발생후 4시간이내에 10g/hr으| 누설을 탐지할 수 있어야 하며，

AGS에 의한 누설확인 후 중수 수집율이 2kg/hr 이상이거나 Beetle alarm후 12

시간이 경과하게 되면 원자로를 100°C 또는 그 이하온도까지 냉각시키고 감압

하여야 한다 21) 이때 압력은 가능한 한 낮춰야 하며 DHC방지절차에 따라 냉

각한다. 월성1호기의 냉각절차는 가동온도에서 150°C까지는 2.t'C/min로 빨리

냉각시키고 그 후 100°C까지는 1.aoC/min로 냉각하며 4MPa까지 압력을 낮춘

후 상온까지 온도를 저하시킨다.

끽 AGS 배열개조를 통한 누설감도개선

이 방법은 누설탐지시간을 최소화함으로써 압력관에서 누설이 발생했을 때 탐

지 및 운전원의 후속조치에 필요한 시간이 압력관에서 크랙이 CCl까지 성장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보다 짧도록 하는 것과， 누설 압력관확인을 가능한 한 빠르게

하는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부터 출발하며， 현재으lAGS설계를 기

초로 하여 두 가지의 배열개조를 고려할 수 있다.

가) 1 차 개조

이 방법은 순환하는 CO2기체의 유속증가에 맞추어 원자로면에서의 AGS를 개

조하논 것으로， 노심을 4등분하여 각각에 대해서 subcircuits 에 의해 누설을 감시

하게 된다. 즉， 한 string 어| 대해 최대 11 개의 채널이 직렬 ‘연결된 모든 string들

을 채널수가 3-5개 되도록 다시 분할한다. 예를 들면 4807H 채널로 구성된 원자

로의 경우 노심을 4등분한 소회로에는 각각 120개의 채널들과 이들과 연결된 평

균 30개의 inlet 라인 및 약 6N니S의 순환률을 가진 2대의 ∞mpressors가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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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이와 같은 개량으로 누설탐지에 소요되느 시카으 .1_요 정도로 줄일 수L- • -, L.-:드 2 3

있다. 여러가지 개선방안중 이 방법이 AGS설계압력(약103kpa)에 큰 변화없이 최

소한의 부품추가와 개조로 누설탐지능력을 개선시킬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나) 2차 개조

이 배열에는 누설수분을 탐지하는데 전체(b비셔 및 선택적(selective) 수분감시법

등 AGS를 두개의 회로로 분할하여 감시하는 방법이 수반된다.

• 회로A는 전체 수분감시에 이용되며 기존의 환형 채널배치를 이용하여 노심

을 절반씩 분리하여 감시함으로써 전체 수분을 감시할 수 있도록 배열되어

있다.

• 휘로B는 선택적 수분감시용으로 multipart indexing 밸브를 이용하여 채널을

한 열씩 (row by row) 개별적이며 선택적으로 감시함으로써 일련의 열들이

감시되도록 배열되어 있다.

회로B는 각 채널의 벨로우즈 부착링에 새로 직경6mm의 출구표띨 삽입시킨 것

으로 누설이 일어난 어떤 크기의 균열에 대해서도 누설탐지 및 위치확인이 1.3시

간이내에 가능하도록 한다.

그러나 이와같은 개조방법은 원자로에 대해 영향을 줄 수 있는 등 현실적인 어려

움이 예상된다.

3) 새로운 DP 감시시스텀개발 : Bulk Differential Moisture Monitoring

Bulk differential 측정기술은 작은 누설에 대해서도 전체 시스템의 민감도를 증

가시키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 장바 본래의 특성과 electronics drift를 완화시킴으

로써 가능하게 된다. 이 개발기술은 미리 정해진 시간간격에 따라 양 탐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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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be) 사이의 CO2 기체의 방항을 번갈아 바꾸고 각 주기에서의 differential을

계산하는 것이며 누설이 없는 정상상태와의 편차를 쉽게 알 수 있다. 만약 누설

평가에 처음으I DP상승이 적용되면， 작은 누설이 있는 회로와 만성적 누설로 수

분이 많이 탑지된 정상 회로사이에 특징적인 차이점은 없다. 따라서 누설에 의해

서 differentialol 커지는 것을 평가하는 것이 DP상승속도가 증가하는 것을 분석하

는 방법와에 누설을 탐지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다. 이와같은 differential

system에서 사용되는 탐촉자에 대해 요구되는 성질로는 CO2 기체흐름에 의한

영향이 없어야 하며 중수누설에 대해 적절한 반응Al l!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탐

촉자의 감도가 높을수록 신호대 잡음비가 우수해 지며 보다 작은 누설을 탐지할

수 있다. Differential 탐촉자는 절대값 촉정에 유리한 것 보다는 기기의 gain과

response가 보정중에 ±10%01내로 우수하게 조화되어야 하며， 이 특성이 사용중

에도 잘 유지되는 것을 선택하여야 한다.

4) In-situ 및 원격적용을 위한 DP센서개발

가) In-situ detector

채널의 벨로우즈 부착링에 mm크기의 수분감지 탐촉자를 삽입시키는 방안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수행한 결과， 이와같은 장치로 모든 채널에 대해 각각 DP를

감시하여 누설을 탐지할 수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그러나 이 지역 0/ 비교적

높은 온도 (300°c) 와 고방사능 (10R/h) 지역이므로， 이것의 감지자에 대한 영향

에 대해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a. 열전대 (thermocouples ， TC) 및 저항온도감지자(resistance temperature

detectors, RTD)

채널에 설치해 사용할 수 있는 누설감지탐촉자로는 TC 및 RTD가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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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S없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순환형온도와 방사선에 의한 영향이며

중수와 C02의 혼합기압력관의 누설로 증기상태의가 있는 원자로에서

온도보다 낮게 되므체가 탑촉자로 보내지며， 이때의 온도가 정상상태의

hotRTD는있게 된다. TC와‘ A‘..탐지할누설을의해로 TC나 RTD어|

열에너지가 직접

전기적에너지(전압)로 전환되는 원리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hot junction

의 온도는 cold junction에 나타나는 전압을 측정함으로써 결정된다.

경우온도구배가 생길∞Id junction사01 어|junction과

RTD는 정확성 및 정밀도가 우수하며 다시 보정할 필요없이 사용합 수 있고

TC에 비하여 신호대 잡음비가 높은 장점이 있다.22)

월성 1호기에는 채널의 온도를 측정하기 위해 380개의 모든 출구(outlet)쪽과

20개 정도의 입구(inlet)쪽 feeder pipe 외벽에 RTD가 설치되어 원자로 출구

온도를 측정함으로써 출력 및 누설을 감시하고 있다.

fibre optic spectrophotometry(FOS)b.

FOS시스템은 scanning spectrophotometer와 분석할 유동기체속으로 삽

분석기기로 전달빛을 probe의 센서로 부터입되는 fibre optic probe 및

자외선， 가사광선 및 적외선이있으며하는 fibre optic cables로 구성되어

。 I I::::i논三
ε를I L-전달된다.분석기기로동하여cables을피막이 입혀진기체내으|

흡수 스펙트럼으다시 보내져흡수되지 않은 빛은 분석기기로흡수되며，

probe와된다.탐지하게분석하여

cable어| 대한 방사선의 영향을 평가하여야 한다.

으E설」}l유동지체의 성분을부터로

수분탐지센서 (ceramics humidity sensors)c. 세라믹

이를 이용한 방법은 누설수분의 농도에 따라 세라믹 센서재료의 capacit

ance 나 resistan∞가 변화하는 것을 측정하는 것이다. 이 센서재료는 방사·

선에 의해서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감도， 정밀도 및

drift 특성에 대한 방사선과 온도의 복합적 영향을 평가하는 실험이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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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다.

나) 원격적용 감지자

누설탐지 능력이 개선된 AGS에 사용할 센서에 대해 다읍과 같은 특성에 관한

검토가 수행되었으며， 후보 센서에 대해서는 원자로조건에서의 실험이 수행중이

다.

。 정밀도 : ·70oc -- '+20oc 사야의 DP범위에 대해 ±2oc 오차

。 장기간 사용시 drift: 매 4-6개월마다 1회씩 보정실시

。 AGS의 wet up 조건에 대한 센서 반응속도 :3분내 ±2°c 범위이내로 합지

AGS dry down 조건에 대한 센서 반응속도 : 10분내 ±2°c 범위이내로 탐지

라. 누설압력관 확인을 위한 안정 DHC촉진

압력관에서 벽을 관통한 크랙으로 인해 중수누설이 발생하면 확인 및 조치후

간단히 교체할 수 있지만， AGS에 의해 누설이 탐지된 경우라도 누설이 너무 작

은 경우는 누설압력관의 위치확인이 어렵게 된다. 본 장에서는 압력관의 불안정

한 파손을 야기시키지 않고 안정 크랙섬장을 촉진시켜 누설을 증대시킴으로써，

누설이 발생한 압력표}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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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압력관에서 누설률이 충분히 큰 경우는 누설 중수가 온도가 낮은 칼란드리아관

에서 응축되어 gas annulus에 고여 압력관의 외면과 접촉하게 된다. 이때 원자로

채널로 부터 감속재로 열손실이 일어나 채널출구의 온도가 감소하게 되므로 이를

측정해서 누설 압력표떨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누설율이 19th 정도로 누설위치

를 확인하기에 너무 작은 경우가 있다. 이때 원자로를 상온-상압상태로 가동정지

시킨 후 초음파탐상과 같은 비파괴방법으로 모든 압력표날플 대상으로 누설 압력관

을 찾는 일은 현실적이지 못하다. 또한 Pickering 3，4호기 23) 및 Bruce 2호기 24)에

서는 원자로온도를 180°c까지 낮추고 일정 압력으로 가압했을 때 방출되는 음항

의 frequency spectra를 분석하여 누설 압력표띨 확인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방법

도 보펀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법은 되지 못하므로， 보다 실제적인.표준 방법

이 제안되었다 25) 즉 누설율이 작아 위치 확인이 곤란한 경우 DHC를 촉진시켜

크랙을 통한 누설율을 크게하여 확인하는 방법이다. 이때 누설이 일어나는 크랙

이 성장하여 CCl을 초과하게 되거나， 혹시 존재할지 모르는 누설없는 크랙이 과

도하게 성장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DHC를 촉진시키기 전

에 크랙성장을 중지 또는 지연시켜서 운전기록을 점검하고 시행계획을 수립할 필

요가 있다. 크랙성장을 중지시키거나 지연시키는 일은 압력을 낮추어 압력관에

걸린 하중을 줄이고 원자로가 고온정지 상태에 있는 경우 DHC방지절차에 따라

냉각한 후 다시 온도를 올리거나 상온까지 냉각시킴으로써 가능하다. 하중을 줄

이는 경우는 또한 암력관의 CCl이 증가하게 되어 냉각중 불안정 파손에 대한 안

전여유가 커지논 엇점이 있다. 이와같이 크랙성장을 조절할 수 있게 되면 원자로

에 온도 싸이클을 주어 크랙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다. 중지된 크랙이 다시 성장

하는 경우 잠복기간 (incubation time ; tJ)이 필요하며 t J 경과 후 성장이 다시 시

작되더라도 CCl에는 훨씬 못 미치게 된다.

- 31-



수소용해도는 원자로 가동온도이하에서

취성을 갖는 판상(platelets)의 Zr수화물을 석출한다. 하중을 받

매우 낮아 수소량이 TSS를

2) DHC

Zr합금의

초과하는 겸우

선택적으로 용해된수화물로부터DHC는 Zr합금 모재에 있는는 구조물에서

수소가 응력구배에 의해 표면 결함끝으로 이동한 후 온도가 낮아질 때 수화물

재석출되어 일어난다. 수화물의 크기가 임계치에 도달하고

이러한 과정이 반복된다. 일정한 하중을 받는 구

응력이 충분히로

발생하며

고용된 온도에서 냉각되는 경우 크팩속도(v)는 최대가 되

응력확대계수 (K1)와는 무관하게 된다 2히 01때 크랙속도는 Arrhenius 타입의

큰 경우 첫 균열이

‘조볼이 수소가 완전

며

온도 의존식， 즉 v = A exp ( -B IT), 으로 표현된다.

된복잡하게보다크랙성장거동은가멸시의및켜으
〈그 l하중이 번하는한편

증가하는 경우 크랙속도는K1값이DHC에 의해 성장하는 크랙에서

작아지는 경우의

다 2끼28) 즉

크랙은 성장속도가 느려지거냐크게 영황받지 않으나 K.값이

도달하는시험온도에가열에 의해서또한잠복기가 필요하게 된다.중단되며

크랙속도보다 느리거나 어느 온도π。)01상이 되면경우 크랙속도는 냉각시의

크랙속도달하는 겸우는 냉각시와은 성장하지 않는다. 그러나 To도 냉각하여

억제DHC를이용하여이와같은 성질을크랙이 성장하게 된다.도식에 따라

누설압촉진(crack stimulation)시켜25)manoeuvre)시키거나26}

력관 위치확인에 적용할 수 있다.

3) 원전 적용절차25)

avoidance(DHC

그끄고출력블고온상태에서 원자로의발견되면중수누설이AGS에 의해서

운전원의 대응

조치틀 위한 가용시간( available time, ta )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시월 수 있다.

압력(6-8Mpa)으로 감압시킨다. 누설발견시은도에 해당하는 최저

-----~- "-'-'-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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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랙길이 l=16mm와 크랙성장속이 식에 처음 압력관 벽관통이 일어났을 때의

여하
~O도 V=2.7x 10-7m/s 등 보수적인 값을 대압하고 크랙성장에 대한 중수누설의

분석한

감압샤킴에 따라

가용시간(ta)을

운전 압력 (10.3Mpa) 에서

가용시간이 18시간에서 각각 24시간 및 33시간으로 증가하였다.

6Mpa로

고려치 않고， 250°c에서의

口|
Pζ8Mpa

및 응력재분포등을

결과， 원자로압력을

잠복기

압력이와같이

L..등 추가조치를 계획하기 위하여

점검할 기록 및 운전일지는 다음

크랙이 안정해짐에 따라 크랙촉진을 낮추어

발생까지의 운전기록을 점검·분석한다. 이때설

과 같다.

지속가간 평가를 위한 압력-온도이력- 크랙발생시의 운전조건과 이 조건의

위한상관관계 설정을온도이력과의누설수분과크랙성장기간 평가를 위해

AGS DP 상세기록

- 크랙성장여건이 조성된 기간 및 원인분석을 위한 운전일지

- 채널온도 분석을 위한 채널출구 온도일지

확인을 위해 DHC촉진을및 기록 점검결과 누설압력관위치이와같은 운전일지

절차에 따라서다음과 같은판단되면누설율을 증가사킬 필요가 있다고동하여

누설압력관 확인조치를 시행한다.

。-=•려
「

출가동온도(250°C)를 유지한 채누설이 탐지되면1. AGS DP센서에 의해서

끈다.

이때 가동압력을 7Mpa(6-8MPa)로 낮추어 크랙성장을 중지시키고 eCl을 크게2.

한다.

DHC를 중지시킴으로 크랙거동3. 250°c • 210°c • 250°c로 온도싸이클을 주어

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한다. (DHC avoidance thermal manoeuvre)

압력과 고온 가동정지상태를 유지한 채， 누설수분을 지속적으로 감시

운전기록을 점검하고 추가 조치를 계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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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크랙성장촉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DHC촉진을 위해 온도를 40°c 낮

추어 24시간동안 또는 누설 압력관이 확인될 때까지 유지시킨다.

6‘ 이와같은 조치로도 누설율이 증가하지 않는 겸우는， 압력을 O.5Mpa 묘념 증가

시켜 다시 24시간어나 누설 압력관이 확인될 때까지 유지시킨다. 이와같이 압

력을 약간 증가시킴으로써 표랙개시에 필요한 잠복기를 줄여 크랙성장을 촉진

시킬 수 있다.

7. 누설 압력관이 확인되면 상온까지 냉각시키고 완전 감압한 후 누설 압력표l을

인출한다.

그림 6은 이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절차는 실제 발전소경험뿐 아니라，

∞nstant KI시편이나 cantilever beam 시펀등 소형시편을 이용한 DHC촉진시험과

CRACLE이라는 장비를 이용， 실제 알력관에 대해 누설

모의시험을 통해서 수립된 것이다.

크랙을 성장시켜 실시한

그러나 이러한 DHC촉진에 의한 누설압력관 확인방법은 LBB가 보장되지 않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1983년 Pickering 2호기 G16 채널사고와 같

이 garter spring의 이탈로 압력관과 칼란드리아관이 여러 곳에서 접촉되어 긴 수

화물 blister가 생성되고 가동중 크랙이 발생한 경우 LBB가 보장되지 않으며， 이

경우에서는 크랙은 CCL을 훨씬 초과하였으나 관벽을 관통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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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 원전 경험사례

1985 Pickering 3호기에서 부분적인 누설촉진절차가 성공적으로 적용되었다 29}

정기보수기간이 끝난 후 원자로를 재가동하던 중 gas annulus에서 수분이 탐지되

어 분석한 걸과 약 19!h의 중수누설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누설율이 너무

작아 누설압력곤}을 확인할 수는 없었다. 운전기록 점검결과， 운전중 원자로가

260°0를 유지하는 도중， 온도가 콘트룰되지 않아 200°c까지 떨어졌다. 이때 DHC

방지 냉각절차 (DHC avoidance manoeuvre) 가 적용되지 않아 rolled joint에서

DHC가 발생하여 누설이 생겼다. 온도를 다시 260°c 로 올렸을 때 누설율이 일정

한 것으로 보아 크랙이 더 이상 성장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누설율이 누설

을 확안하기에 너무 적어 다음과 같은 DHC촉진절차가 적용되었다. 즉 온도를

210°c 로 낮추어 30분간 유지시키면 크랙은 O.1-0.2mm 묘멀 성장한다. 다시 온

도를 260°c 로 올려 gas annulus의 반응을 감시한 결과， 약 2시간이내에 채널출

구 온도측정에 의해 누설압력관이 F13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입구쪽 rolled joint

에 대해 비파괴검사를 수행한 결과 약 27mm 길이의 크랙을 확인하였으며 인출

하여 검사한 결과 DHC에 의해 파괴가 일어났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모든 누설확인절차가 다 성곰적이지는 않았다. 1986년 3월 Bruce 2호

기가 가동상의 문제로 정지되었다.잃) 온도싸이클 후 gas annulus에서 수분이 탐

지되었으며 중수 수잡율이 7kg/h에 이르렀을 때 원자로를 냉각 - 감압시켰다. 채

널출구 온도측점에 의해 누설이 발생한 string(11 개 채널로 구성)을 확인하였으며

11개 채널에 대해 음향방출(acoustic emission ; AE)을 이용， 정확한 채널을 알기

위하여 상온상태에서 가압하던 중 압력이 8.4Mpa에 도달하였을 때 N06 압력관

에서 파손이 발생하였다. 인출하여 검사한 결과， 결합은 압력관 제조과정줌 잉곳

상단부에서 발달한 긴 lamination 타입으로 여기에서 DHC가 발생한 것으로 판명

되었다. 이 압력관에서 크랙은 여러 인접한 위치에서 발생되었으나， 첫번째 누설

에 의해서 원자로를 가동정지시켰다. 상온에서 압력이 가해진 상태에서는 크랙길

이가 cel을 훨샌 초과하게 되나， 가동온도를 유지한 채 ‘압력을 낮춘 경우는

CCL을 초과하지 많았음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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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검사대상 압력관 선정기준 및 재료시험 규정

사용중인 압력관에 대한 검사는 규정에 의해 수명중 수회만 실시하는 정기검사

와 발전소에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1-2년 주기로 실시하는 가동중검사가 있다.

정기검사는 전반적인 노심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4·가에 기술한 요인들을 고

상황을수명기간중압력곤멀 선정·평가함으로써 전체 압력관의 일반적

감시하는 의무적인 검사이며， 가동중검사는 정기검사를 보완하는 것으로， 압력관

려하여

발견된 것이나 시운전이나 연료제작과정중의 문제점(제조결함， 조립상이점등 )0

장전 또는 보수기간 중 생긴 손상 동으로 다른 압력관보다 파손확률이 높은 압력

관에 대해 건전성을 감시하는 보다 광범위한 검사이다.

재료감시시험에한편 대해서 카나다에서는 180년대까지는 선행원전 (lead

reactor)으로 부터 매년 대략 하나의 압력곤}을 인출 • 평가함으로써 정기 감시시힘

과 가동중 시험을 동시에 수행해 왔다 31)

아래에 정기검사 및 가동중 검사대상 압력관 선정시 고려해야 합 내용들을 요

약하였으며， 이같은 지준은 새로운 자료 및 정보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수정·보완

되어야 한다.

가. 정기검사 압력관

CANDU 원자력 발전소에서 운전중 응력을 받는 부품들에 대한 정기검사는 카

나다 표준협회(CSA)으I CAN/CSA - N285.4에 의해 실시한다. 이 중 압력관 재료

동안수명기간12년후부터상업운전개시6개의에 의하면

정기 감시시험은 본 규정의 12.8절에 따라 실시하며 최근 발간된 ‘94년도 개정판

압력표별 선정한 후

정해진 시간간격에 따라 하나의 압력관씩 인출하여 재료감시시힘을 수행해야 환

다. 그러나 재료 감시시험은 모든 CANDU 원자로에 대해 실시하는 것은 아니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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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다에 이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정기검사는 가동전 작성된 정기검사계획서 (periodic inspection program

생각된다. 정기검사대상 압력표멸

document; PIPD)에 의거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초기검사(inaugural I baseline검

사)를 실시하는 압력관중에서 택한다. 월성1호기는 제작과정의 결합(lamination 타

입결함)이 의심되는 5개(고출력 4개， 저출력 1개)압력관이 지정되었고，32) 월성2호

기에서는 4재(고출력 3개， 저출력 1 개)의 압력관이 선정되었다.영} 검사범위는 칫

수 및 전장 결함검사가 포함되어 있으나， 재료시험에 대한 계획은 관련규정이 최

근(‘94년도)어| 완성되어 포함되지 못한 상태이다. 그러나 새로운 규정을 적용하여

재료시험계획을 추가로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선정할 때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34}

·압력관 제작자측의 사전검토와 설치후 검사(비파괴검사， 육안검사 및 칫수측

정 등)에 의해 중요한 신호j결함이 검출된 압력관

·압력관

압력관)

제작경로가 서로 다른 압력관(예를 르면 B처리한 것과 하지 않은

• 일반적인 제작 또는 설치방법에 있어서 상이점이 있는 압력관

·주위 암력관과 조성성분(특히 수소량)이 크게 차이가 있는 잉곳으로 제작된

압력관

• 잉곳에서 서로 위치가 다른(상단， 중간， 하단) billet으로 만든 압력관

·노심내 여러 운전조건(톡히 채널출구온도 및 고속줌성자속)들을 대표하는 위

치에 있는 압력관

이상 6가지의 해당사항이 같은 압력관중에서 선정하여야 할 경우는

근성(accessibil ity) 0 I 좋고 검사가 용이한 압력곤떨 선택한다.

-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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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동중검사 압력관

가동중검사 압력관 선정시 고려할 사항은 해당 원자로의 건전성 관심사항에 따

라 달라지며 검사대상 암력관의 수를 가급적 적게 하기 위하여 서로 다른 건전성

관심사항은 가능한 한 연합되어 적용되도록 하며， 이 전의 검사결과 및 정기검사

결과를 최대한 활용한다.

가동중 검사에는 다음과 같은 압력관이 포함되어야 한다.혀)

• 수소농도(Heq) 및 중수소 침투속도를 결정하기 위한 감시대상 압력관

• 임계크기의 수화물 blister 생성가능 압력관

• 제조과정중 발견되지 많은 결함(lamination 걸함)이 있는 압력관

• 시운전 또는 운전줌 생길 수 있는 결함(debris 손상I fretting 등)이 예상되는

압력관

• Rolled joint 에 결함이 있는 압력관

• 위처가 정정된 garter spring으| 가동중 이탈 가능성을 평가할 압력관

가동중 검사에는 CIGAR(CIGARene) 또는 PIPE장비에 의한 결함검사와 압력관

0付cut어| 대한 초음파 및 metallography 조직검사， 그리고 압력관LH벽에서 수소측

정용 시료를 채취·분석하는 scrape sampling 등이 있다. 검사결과 접촉기간이 1 년

이상 경과하였거나， blister신호가 검출된 압력관 및 수소량이 많이 분석된 압력관

중 입구끝(inlet end)쪽에서 접촉이 일어난 경우는 해당 압력곤냥즐 인출하여 재질

열화를 평가하여야 한다 35)

월성 1 호기에 대해서는 ‘90년， ’92년 및 ‘94년 3회에 걸쳐 CIGAR장비에 의한

가동중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검사결과 3개의 압력관(M-11 ， E-11 및 0-08)을 인

출하여 카나다 AECL에 의해 재료시협을 수행하였다 .36) 1992년에는 10개의 압력

곤띨 대상으로 scrape sampling에 의한 수소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이때 압력관 선

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3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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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GAR검사결과 문제점(접촉， 결합등)01 발견된 압력관

• offαJt 조직검사결과 아상이 발견된 압력관

• 0빠cut 수소분석에 의해 수소가 많이 검출된 압력관

• 가동전검사시 큰 결함이 발견된 압력관

• 연신량측정결과 연신율이 크거나 작게 나타난 압력관

• 가동중검사시 선정된 암력관(계속적인 감시대상 압력관임)

또한 SLAR장비를 이용， 점차적으로 모든 garter spring의 위치를 정정힐 예정

이며， KAERI에서 모든 압력관의 0빠αJt에 대해 초기 수소농도를 촉정하였으나 사

용전 자료에 비해 다소 높게 분석되어 데이타 신뢰성에 대한 검증이 진행중이

다 38)

다.재료감시시험

CSA • N285.4은 1975년 처음 예비규정으로 시작되었으며， 최근 1994년

도 재정판이 완성되었다. 1983년 4월 첫 상업운전을 시작한 월성 1 호기의

압력관에 대한 정기검사는 1983년도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며 거기에는 압

력관재료 감시시험에 관한 조항이 없어 현재 정기검사로는 칫수 및 결함

검사만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카나다에서 발생한 몇차례의 사

고이후 재질시험에 대한 중요성이 인식되어 개정판에는 12.8절로 재료 감

시시험항목이 추가되었다. 이에 따라 월성 1 호기 압력관에 대해서도 새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여겨지며， 특히 1997년 • 1999년중

준공예정인 월성 2, 3, 4호기에 대해서는 개정된 규정에 의현 정기검사계

획을 수립해야 한다. 규정에 의하면 재료감시시험은 모든 원전에 대해서

똑같이 수행하는 것 이 아나 라， CANDU lead unit 와 power plant lead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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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수립하여야 한다.

로 구분하여 실시하므로， 월성

검사계획을 초속히

1, 2, 3, 4호기에 대해 이에 대한 정의 및

표2는 1994년도 N285.4 의 12.8절에 명기된 CANDU lead unit 및

power plant lead unit 에 대한 재료시혐의

다.

- 41-

즈등도프0 ..., 및 시핫|를 보여주는 것이



뻐
-
〈
‘
〈
때
-
h
m
M때
써
둥
κ
폐
팎
M
패

‘‘

뎌 때〈 종〈뉴~ if.깐jjE배F0 해서

끄 솥 ;훌rn 잃「 <<F{ EFj 쩌강Dr

gaB 빼뼈Z。kgg(m〈=-…iaE@” i←@i@‘aE

r 훌 : 강 흉 훌

없 이 '()

패맘 ii@n 페=잉~패 =@K 패 ZR@-i〈니{뼈닮
tiD H iill 강r ! 파j 꾀r 파l 꾀「
:<n 원해 K'o 01Z I RO <ill 파i 빼
cr I ~J : ~J 갖J - . KO r.tl ll1I -:ε

갖j 짜r 묶 :<TIl

줌: 응빠디~ ~ 。 ‘'0 «미*" ~‘r 빼4버
-' VI H ... ~ 껴〕 ‘'5]o· -J~ I) ，.、 N→ ‘ &
짜회이‘ N빠r.V때이 r빼기빠빠페J ml•… 50‘”

K 원파「맘 힘 꺼맘이{!-
& 핑; F 꾀 힘 표‘。 m 흰 혀 m τ
; 한환 τ; τ 릎큰F*I; :r ::ε 솜힘강패

ifJ j{J 때{동Rn ‘ Fr - 히 갖1u 훈 Fξ F 효j 움 때
밴맨 :뽀풍릎I _ ... ~ 뽀 :맨줄← KG
hh : K 호 5 항1(10 I~ :T ;~:T획밍홉
…: . I..:

‘<

파D , Fn FM‘RM” R
k§gP F?D 빼im;: *Ii‘rl m띠 *i%t

w ~'KY ~;: I'~ 'f.i
갖P 견 、1 Kt @@”。IQ〉 iFj O뼈 랴， ii김'OJ 운 파~J ’7(\l ~ ol= ~ ~ ~
Flj1D-- 1J aZn:lr패nnR”n***g ‘찌에·“‘‘…·-아아뻐서·RR-- 아뻐서·얘·-。 F=‘-‘아뻐ιγ서· rγ빼A앙서·

< ·휠

당5 ;，뼈〈、μ， @§n

g공， 흩m fF aE> <

;E < i ;aj Rn
~ ft쳐 K 잃 h

센 즙 ’한II I ~ 꽤

iζ그-:C그

왜:f1mt없3
IF -@ 중

그。Q.

zt”1〕」@〉〉。a

c、j

벼

-42 -



5. 압력관 재료감사λl험절차

압력관 감시시험은 원자로 및 사용후 핵연료 저장조(spent fuel storage bay)때서의 육

안검사등 비파괴검사와， hot cell 내에서 실시하는 파괴시험으로 나눌 수 있으며， 위치별

로는 압력관 몸체(b내k)검사와 rolled joint 겁사로 구분할 수 있다. 정기 재료시힘으로눈

파괴인성시협， DHCV측정， 수소농도측정 등의 파괴시험과 육안검사 및 garter spring 위

치검사와 체적검사등 비파괴검사가 있으며， 가동중검사에 의한 인출시험에서는 필요한

추가적인 시험(인장시험， 부식시험， 잔류응력 측정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인출이 결장된

압력관에 대한 검사 및 주요 시험절차는 아래와 같다 36) 39)

가. 전반적 절차

1. 핵연료를 제거한 압력관을 노심에서 인출하기 전， 와전류탐상(EC끼， 초음파탐상

(U끼， 및 육안검사(비디오 김사)를 실시하여 가동중 생긴 결함과 제조결함을 탐지하

고， garter spring의 위치를 확인한다. 또한 처짐량 및 직경등을 측정한다. 이와같은

노내검사는 인출 후 실시하는 파괴시험에 대한 상세계획 및 범위를 정하는데 도움

이 된다.

2. 노심에서 인출한 압력관을 절단하기 전에 spent fuel storage bay에서 압력관 표면

(외면)에 대한 육안검사를 실시하여， 비정상 산화막과 같은 표면상태를 접검하고 가

동중의 GS위치 및 칼란드리아관과의 접촉부위를 확인한다. GS위치와 관련한 데이

터는 직경 및 처짐량 등과 같이 분석하여 중성자조사에 의한 creep과 growth의 정

도가 허용기준에 적합한지 평가할 수 있다.

3. 압력관 재료시험은 몸체 (bulk) 검사와 rolled joint 검사로 구분할 수 있으며， 시헐.용

도 및 범위에 따라 압력관을 위치별로 적당크기로 절단하고， 절단한 압력관을 이용

하여 hot cell에서 시편가공 및 시힘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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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 은 자료 및 AECL측과의 협의에 의해 도출한 인출압력관에 대한 개략적인 .재료

시험용 시편채취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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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시험절차

압력관재료 감시시험의 주 항목인 파괴인성시험과 DHCV측정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수소동위원소분석에 관하여 기솔하였다.

1) 파괴인성시험

본 시험은 소형 시편을 여용한 파괴인성시험으로 J-R곡선을 구하여 가동중인 압력관재

료의 파괴인성치 및 CCl을 걸정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중요한 시험으로 카나다(AEC니

의 표준시험방법이 제시되었다.뼈) 다음에 인출 압력관을 이용한 시편가공과 시험장비 및

시험절차때 대해 상세융| 기술하였다，

가) 시펀준비

파괴인성시험은 인출 압력관으로 부터 그림8과 같은 17mm curved ∞mpact

tension(C끼시편을 가공하여 수행하며 시편 각 첫수의 비율은 ASTM E813
41

)어| 따르고

시펀두께는 암력관 두께를 그대로 유지한다. 가공이 끝난 시편은 시험전에 모든 시편에

대해 칫수를 측정하여 계산시 사용하여야 한다. 시편까공은 hot cell내에서 spark

machining 에 의한 시편가공장치(일명 ∞。kie cutter)를 이용하며， 이 장처에는 curved

CTAI편의 형상 및 크기와 똑갈게 특수제작한 brass 전극이 사용되어 원격조정장치에 의

해 가공할 수 있다. 인출 압력관으로부터 spark machining 시편가공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인출 압력관으로 부터 재료시힘을 위해 적당크기로 절단한 압력관링을 위치별로 분

류·확인한 후， CT사편을 가공할 크기의 조각(보통 4cmx 4cm)으로 자른다.

2) 기계적인 방법 (milling rotation)을 이용하여 조각의 내면 산화충을 제거한다.

3) 조각의 안쪽면이 위를 향하도록 지지대에 고정시칸 후 spark machining 하여 시편

을 가공한다.

4) 절단용 톱을 이용하여 최종 시편의 형상을 완성시킨다.

5) 시편표면에 있는 pin hole 과 notch 등을 제거하기 위해 시편을 산세 (pickling) 용액

에 넣고 젓으면서 30-90초간 유지시킨다.

6) 증류수로 세척하고 아세톤 및 알콜을 이용하여 깨끗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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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B)

그림 8 소형 파괴인성시편(A) 및 cantilever beam시펀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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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험장비

파괴인성시험에서는 시험중 시편에 가해지는 하중과 하중점변위 및 크랙진전길이를 졸

시에 계속적으로 측정하여야 한다.

·기본장비

시험에 필요한 기본 설비로는 ASTM E4어| 의한 시험기기 (Instron동)와 시편을 지지하

는 p비I rod 빛 g끼P， 그리고 시험온도조절용 furnace 등이 있다. Pull ro깅의 채짙은 스테

인리스강이며， 9꺼p(또는 앙evis허은 Zr·2.5Nb을 가공한 후 공기중에서 800°C· 15분간 얼

처리 및 수냉하여 표면산화막을 생성시킨다. 이와 갈이 g끼p을 절연시키는 이유는 직류전

위 강하법(DC potential drop method ;DCPO)을 이용하여 크랙진전량을 측정할 때 전류

가 시편이외의 부품으로 흐르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여다. 한편 핀은 뒤톨림

(def1않삐on)을 방지하기 위하여 강화시킨 강으로 만든다.

·변위측정장비

변위는 상부 p비I rod에 부확시킨 2대의 LVOT를 시편의 양면에 위치하게 하여 grip의

이동거리를 측정함으로써 시편 양면에서의 번위량룹 측정한다. 이때 핀과 grip의 편차량

을 보정하여 측정치에서 뼈준 값이 실제 변위량이다.

과거에는 하중선 변위툴 측정하기 위하여 하중선 안쪽의 시편업구에 clip gage를 부착

하여 측정하기도 하였으나， 회전보정인자(rotational ∞rrection fa여or)가 시편재질에 따라

달라지고 시험중 값이 일정치 않아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크랙진전량 측정

크랙진전량은 OCPOOlI 의해서 크랙이 진전함에 따라 전위강하가 증가하는 관계를 이

용하여 측정할 수 있으며， 이 비례식은 a/w=O.5-0.75 사이에서 유효하다. 이 식의 비례상

수(기울기)는 시편인성 및 시험온도등에 의존하므로， 이 값은 시험이 끝난 각 시편의 총

크랙진전랑과 전위강하크기에 의해서 보정되어야 한다.

전위강하는 hot cell내에서 특수 spot wei이ing jig 를 이용하여 크랙입구 양편 1mmO\ 내

에 Zr-2.5Nb선(O.5mm 0)을 용접시켜 측정한다. 또한 전류는 시편 전면의 상하 양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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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선을 연결시켜 공급하며 시험전에 전원을 켜서 연결상태를 점검하여 접촉저항이 작

도록 하여야 한다. 공급전류는 17mm CT시편에서 보통 6A가 사용되며 0.35-0.55V사이

의 전압강하가 있는 경우 접촉저항에 문제가 없눈 것으로 간주합 수 있다.

다) 시험절차

·피로크랙절차

1. 시편을 grip에 부착하고 주위의 선에 걸리지 않도록 하여 시험기기에 장착한 후， 전

위강하측정을 위한 모든 전선을 최종 연결한다.

2. 전원을 켜고 약 1시간동안 유지하여 시험기기를 안정시키며， 시험개시전 적어도 5

분동안 전위강하량이 일정하여야 한다.

3. 피로크랙은 ASTM E399의 A22에 따라 수행하며， 시편번호 및 전위강하 영점등 시

험개시의 데이터를 기록한다.

4. 피로크랙을 생성시키기 위해 최초의 최대응력확대계수 (κ뼈)가 약 20Mpav좌이 되도

록 하중을 카하며， 이 값보다 작게 되는 경우는 크랙이 투께 전체에 걸쳐서 진전되

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시편의 초기 인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피로크랙 진

전중 파손위험이 있을 경우는 하증(κlax) 값을 줄여야 한다. 시펀 전후면에 피로크

랙진전량이 일정하도록 1-2
0
정도 경사진 핀을 가공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경사진 핀은 압력관 곡면을 유지한 시편의 bending 응력을 보정하기 위해 시편의

바깥면에 더 많은 하중이 걸리케 한다.

5. 반복하중(cycling load)은 4-20 Mpa V과 에서 실시하며 전위강하기록을 계속 감시하

고 피로크랙이 발생하면 하증을 줄여서 크랙성장속도가 적절하게 유지되도룩 한다.

6. 시험중 응력확대계수가 20Mpav잃 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피로크랙 최종

단계에서의 K값은 최대 15Mpa"과이거나 초기 인성치의 60%를 넘지 않도록 한다.

최종 피로크랙 길이는 atw 값이 적어도 0.5가 되도록 1.5-2.0 mm 를 생성시켜야 한

다.

시험도중 전위강하신호를 계속 김시하여 최종 피로크랙의 종료시점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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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괴인성시험절차

1. 본 시험전에 시편에 약간의 인장하증을 가하고 load콤트롤로 한 후， 시험온도룹 유

지시켜 전위강하랑에 따라 평형상태가 되도록 한다.

2. 진전시킬 최종 크랙길이를 결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전위강하량을 계산한다. 데이터

acquisition시스템을 이용하여 한 조건의 시힘에 대해 100·200개의 하종， 하중점면

위， 전위강하 및 온도가 시험중 연속적으로 측정 • 기록되어야 한다. 이둡로 부터 크

랙킬이에 대한 J적분값이 계산되어 'J-R곡선을 얻을 수 있으며. J-R곡선과 압력관의

αack driving force 곡선(JeD샤으로 부터 CCl읍 구합 수 있다.

3. 시편에 가해지는 하중윷(dk[dt)OI 0.3-1.0 Mpa v'과린 되도록 일정한 연신율(17mm

CT시협의 경우 0.25-1.0 mm/min)로 시협을 시작한다.

4. DCPD에 의해 최종 크랙길이가 4mm정도될 때까지 진전시킨 후 하증을 제거한다.

5. 시험이 끝난 시편을 시험온도(또는 시험온도가 200
0
COI하일 때는 200°C)에서 20분

간 heat tinting하고 상온(또는 냉각질쇼)냉각시킨 후 째뜨려 최종 크랙갈이툴 측정

한다. heat 힌nting중 약간의 인장하중을 가함으로써 크랙파면을 산화시켜서 크랙진

전량을 구분합 수 있도록 한다.

6. 파면에서의 안정크랙성장량은 시편두께를 g등분하여 피로크랙탑으로 부터 촉정한

후 평균치 ( ~a)를 사용한다. 이 평균값의 크랙진전랑과 시힘후의 총 전위강하량으로

부터 처음에 구한 전위강하 보정식을 채보장할 수 있으며， 필요시 시험도중 구한

J-R곡선도 다시 계산할 수 있다.

그림9 는 파괴인성시험에 사용되는 데이터 sheet앙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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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men J.D.

SPECIMEN DIMENSIO~S (mm)

Thickness B
Notch length an

PRECRACK PARAMETERS

Stress .ratio (PmliP1IY1l)

I띠tial PDIU (kN)

Test Temperature

Width W

I피“al K lIYx (MPa애m)

K IlWl for the last 0.5 nun (MPa'뼈)

FATIGUE CRACK LENGTH MEASUREMENTS

Nine point measurements of intial crack Ie뻗h ~ (mm)

(__/2+ __+__+__+ __+ +‘_+__+_n.)/8 =

M없im파n deviation from the average a，。

TEST PARAMETERS

Sσoke rate (mm1min)

(nun)

dKIdt (MPavm/s)

(%)

Stable crack size from nine point measurements af (mm)

(-_I?+--_ .... _-+--+--+--+--+--+

Average stable crack growth lia (mm)

POTENTIAL DROP METHOD (IF USED)

/2)/8=

Excitation current (A)
Final PO, V, (mY)

COMPLIANCE METHOD (IF USED)

Initial PO at ao , V0 (mY)
lia/liPD (mm/mY)

Half of imtial clip gauge openmg (mm)
Half of specimen loadin싣 pomts (mm)
Calculated effcc lI\lC modulus per ASTM E 1152 (GPa)

그림 9 파괴인성시힘 data sheet 양식 (윗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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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RESULTS

JO.2 。이1m)

dJ/da αr1:Pa)

J at 1.5

COMMENTS

펙랬펀그측·

‘

Maxirnwn Load (kN)
J at maximwn load (kN/m)
Effective modulus E·

Photograph

。f

Please Include the lollowmg graphs and data

I A plot 아 IO:Jd 、 S lo.ld-p01nl dl~placcment

~ A plut 이 j ‘ ~.l.l “ IIh bl Ul1lJ ng lm t:ι ‘110 015 ‘ I 5 and 0.2 111111 011 、이
J A table In electronic fonnat 이 load (\..N), load-pOI n! dIsplacement (min) , crad. growlh !1‘I (111 11l). and J (I... N/ IIl)

그림 9 파괴인성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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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OHCV측정

압력관에서 DHC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길은 3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쩌

1. 크랙팀에서 수화물이 석출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소가 있어야 한다. (Heq > TSS)

2. 석출된 수화물에서 크랙이 발생합 수 있도룩 충분한 응력이 있어야 환다. (κ 〉κH)

3. 해당 온도-압력조건에서 크랙팀으로 수소가 확산한 후 냉각시 수화물이 생성·성장하

·고 크랙이 발생. 진전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이 있어야 한다.

가)시편

DHCV는 압력표을 50-60em 크기로 자른 후 not앙1형태의 결함(초기길이 1mm)을 가공

시킨 압력관을 이용한 파열시힘 (tube burst te왜이나 그림8 과 갈윤 소형시편(CT시편 또

는 can힌lever beam 시편)으로 측정할 수 있다. 권열성장은 파괴인성시험에서와 갈이

DCPO를 이용하여 감시한다. 또한 조사되지 않은 시편의 경우 수소를 장입시켜 보수적

인 실험식을 구할 수 있다.

나) DHCV 측정절차

1. 시편에 존재하는 모든 수소가 다 고용되도록 시편을 가열한 후 약 1시간동안 유지

시킨다. 이때 시편온도가 조사온도를 훨씬 초과하거나 너무 장시간 뮤지시키면 조

사손상이 소멸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한다.

2. 시편냉각은 월성 1호기 냉각절차를 적용하여 300°C에서 150°C까지는 2.t'C/min로，

그 다음 100°C까지는 1.SoC/min로 냉각시키며 압력은 해당 냉각온도에서의 압력을

유지한다. 100°C 이하에서는 4Mpa로 감압하므로 결함에 작용하는 응력확대계수(κ}

가 DHC발생 threshold 값(4.5Mpa 패)보다 작게 되어 더 이상의 OHC는 발생하지

않을 것므로 사료된다.

3. 냉각동안의 크랙성장속도는 최대 10°C단위의 온도간격으로 측정하는 방법

(temperature interval)과 최대 10분단위 간격으로 측정하는 방벌(time interv메이 있

다. 각 방법에 대한 구간마다의 개시온도와 종료온도로부터 평균온도를 구한 후

이 온도에서의 크랙성장속도(DHCV)를 계산하여 결함이 진전된 양과 누적 결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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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량을 구할 수 있다. DHC는 압력관에 존재하는 수소랑(H혜이 냉각중 TSS를 초

과할 때 즉시 발생하는 것으로 거정한다. (실제는 수화물 생성에 잠복기간이 요구

되므로 보수적인 평가임.)

4. 이와 같은 방법에 따라 100°C까지 실시하여 온도에 따른 크랙성장속도식과최종 크

랙길이를 계산환다.

- 등온시험 (isothermal test)43)

• 한편 수소를 장입시킨 CT시편을 이용하여 냉각 싸이클종 머느 한 온도에서의 평균

DHCV를 측정하고자 할 때는， 정적 하중(P)을 가하여 ASTM E399-8316)에 따라 아래

식에 의해 notch 탑에서의 초기 응력확대계수(씨가 15Mpav'감정도되도록 한다.

융V다， ] (2+α{(1 -α3/2] (0.886 + 4.64C - 13.32C2

+ 14.72C3
- 5.6C예 --- (29)

여기서 P: 하중

B: 시편두께

c: 와W (a : 균얼길이， W: 시편폭)

• 크랙이 진전함에 따라 최종 K값은 30Mpaym정도로 증가하나 시협중 이 값을 초과

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a/W값°10.7 정도되도록 3mmOl하의 크랙을 진전시킨다 .

• 시힘이 끝난 시편은 heat tinting 한 후 액체질소에서 파피하여 파단면으로 부터 실제

균열길이를 측접한다 .

• 평균 균열킬이( L1a)와 균열진전시간 (t, 단 잠복기간은 제외)으로 부터 시험온도에서

의 평균 균열속도(즉， DHCV = L1a/t)를 구한다.

3} 수소동위원소분석쩌

수소동위원소 및 수화불에 대한 분석은 압력관 몸체와 r이Ie이 joint에 대해 실시하며， 몸

체에서는 길이방향으로 최대 7군데(입구끝으로부터 0.5, 1.5, 3.2, ‘ 4.0, 5.0, 5.5, 및 5.8m)

에 대해 원주방향으로 네 곳(3， 6, 9 및 12시방향)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rolled joint에서

는 12시 방향의 시료를 분석할 수 있다. 또한 칼란드리아관과 접촉이 발생한 경우 접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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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가 포함되어야 한다. 수소/중수소분석은 DSC(differential scanning calo끼meby)와

HVEMS(hot vacuum extraction mass spectroscopy)등을 이용하여 수행하며， KAERI에는

DSC만 있고 수소동위원소를 분석할 HVEMsol 없어 이의 확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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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인출압력관 시험시설 및 KAERIIMEF 현황

핵연료를 제거한 후 노심에서 일차검사를 마한 압력곤단를 인출하여 차폐용기에 의

해 물속에서 사용후 핵연료 저장조의 검사대로 이동시킨다. 검사대에서 육안검사，

표면사진촬영 및 7-선 측정등 여러가지 검사를 수행한 후， 재료시힘을 위해 물

속에서 특수 절단장비 (abrasive cut-off wheel)를 이용하여 50em 정도로 자른다.

자른 압력관의 표면선랑(7 선)이 수만 A/h정도로 매우 높아， 여러 차폐시설을 이

용하여 시험줌 5mR/h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째

이와같온 고방사능 조사재에 대한 검사 및 재료시험(기계적성질시험 및

metallography) 을 위해， 현장에서 필요한 여러 검사장비와 차폐용기외에도， 원격

조정장치 및 fume hood시설 01 갖추어진 hot e리|이 여러 개 필요하다. Hot c페|내

에는 각종 검사I시험장비와 시편가공장치 및 조종기구(handling tools)등이 설치되

어야 한다. 그림10 과 표3 은 각각 KAERI IMEF hot cell의 설계도와 그 규모 및

기능현황올 보여주는 것이다.쩨 Hot c리l벽은 30-12Ocm 두째의 콘크리트등와 납유

리로 차폐되어 있어 조사재시험에 적합하나， 현재는 주로 핵연료검사와 하나로에

서 조사시킨 시편올 이용한 시험 및 PWR원자로 압력용기에 대한 감시시험등을

합 수 있도록 설계·배치되어 있으므로， hot c페|내에서 암력관으로 부터 시편을 가

공하여 시험·분석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설비 및 시험 장비와 절차개발등의 보완

이 필요한 상황01 다.

표4 는 IMEF에 있는 재료시힐관련 기기현황이다.뼈

압력관재료시힘을 위해서는 h이 C페l내어IDHCV측정장비， 수소동위원소 분석장비

(HVEMS 등)， 파면분석 (AES) 및 촬영장비， 압력관 파멸시휠장비， 잔류응력측정장

비 및 주사전자현미겸 (SEM)등의 장비와 전극올 이용한 서편가공장치(∞ okie

αJtte다동이 추가로 필요하며， 비조사 압력표떨 이용한 수차례의 모의시험으로 부

족한 시설 및 기술을 보완하여야 한다. 또한 조사재에서 rEM시편을 채취·가공할

수 있는 장비와 기술을 개발하여 < C > - 타입 전위농도분석등 조직분석을 할

수 있어야 하며， 파괴인성시편의 파면으로 부터 파괴인성올 저하시키는 것으로

알려친 염소이온(el)등의 불순물을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뼈

一 56 -



폈
패
한

께
센랩
패

:(111

버
-
R찌

=
φ
Q“
。ζ
ι
띠
-
-
-。F

패n

마
해AV

00

맘

대

매

한

」O
[>

a

m
서rn
#
에

〈
E
a
띠~
를
비
j
F

패m
-R

-57-



표3 조사재사험시설 규모 및 기능

pool/hot cells 크기 (m) 차펴i능(Ci) 기능

pool 3 X 6x10 100만 시료 핫셀반입l반흩

M1 7.0 X 3X6 100만 비파괴시험(주로 사용후핵연료 검사용)

M2 7.0 x 3x6 100만 캡슐l핵연료 해체 및 기계시험편 채작

M3 4.7 X 3x6 100만 조직시험 시편제작

M4 2.3 X 3x6 100만 시료저장

M5a 7.1 X 2x4 1000 기계적특성시험 (Cv 충격시험， 얼전도도 및 열팽창율)

M5b 4.7 x 2x4 1000 기계적특성시험(정적 및 동적 인장시험기)

M6 23.6 x 2x4 20만 다용도 시험(DUPIC시험시설)

M7 2.5x1.4x2.6 50 초직관찰(금속현미경)

표4 조사재시험사설(fME티 재료시힘관;련 기기

- 조사장치(capsule 등) 해체장비(universal milling machine)

- Charpy impact tester

Expansion measuring device

High-s∞pe

- Dynamic tensile tester

- Static tensile tester

Heating furnace (air atmosphere/vaαJum)

Micro-cutter/Polisher/Mounting press

- Thermal diffusivity measurement equip.

Dilatometer

- Metallographic microscope

- 200kV TEM

- Ion milling

- 40kV EPMA

- Au/C ∞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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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월성 1호기 압력관특성시험 47)뼈49)

총 380개로 구성된 월성 1호기의 CW Zr-2.5wt% Nb 압력관(heat수 : 257H)은 지르코늄

스폰지로부터 잉곳제작시 2효| 용융띠auble-arc melting)하여 만든 것으로 수소량을

15ppmOl하로 제한하고 있다. 한편 월성 3，4호기 압력관은 4회 용융(quadruple melting)

으로 수소(5ppm이하)를 포함한 불순물합량을 최소화하여 파괴인성이 우수한 것으로 알

려져 있다.94년 월성 1호기에서 인출한 3개의 압력관중 하나의 압력관(008)이 4회 용

융하여 제작된 것으로 판명되어 현재 이를 이용한 시험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칼란드리

아관과의 접촉을 방지하는 4개의 garter spring은 1호기에서는 느슨하게 설치되어(금번

교체한 3개 채널에 대해서는 꼭맞케 설치) 현재 대부분 원 위치를 01탈한 것으로 밝혀져

모든 채널에 대해 위치정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2， 3 ， 4호기에서는 고정설치되어 시운전I

운전중 이동하지 못하도록 개선되었다. 한편 원자로 건전성 및 수명에 미치는 압력관 재

질의 중요성이 크게 인식되어 3，4호기의 안전성 분석보고서에는 압력관의 구조적 건전성

에 관해 파괴인성， DHC ， 중수소침투 및 건전성평가등이 상세히 분석되어 있다.

가. 마세구조 및 성분

1) TEM

Zr-2.5 Nb 월성 1호기 압력관은 그립 11 과 같은 제작과정중 상태도상의 (α+β) 온도구

역(-830°C)에서 압출(extrusion)되며， 이 과정에서 집합조직 (texture) 및 입자형태등 미세

구조가 거의 정해진다 50) 압출온도에서의 조직은 ....20%의 a상(HCP)과 - 80%의 β상

(BCC)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압출 후 공냉 (air ∞ollng)에 의해서 β상은 기존의 a 입자에

서 점차 성장함으로써 a 입자로 변태해 가며， 남은 β상은 점차적으로 Nb농도가 -20%

될 때까지 Nb량이 증가한다 51) 압력관의 주 성분인 2.5wt% Nb은 6000e 이하에서 a 입

자내에 -O.6wt%, β 입계상에 -1.9wt%만큼 고용되어 있으며， 압출 압력관의 미세구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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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방향으로 길거| 늘어난 a 입자와 a입자툴 툴러싸고 있는 -20%Nb을 포함한 불안정

(metastable)한 β 입계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속적 형태의 β상은 400°C메서의 응력

제거멸처리에 의해 연속성이 깨어지기도 하며 불안정한 a상(Zr-20%N이은 오랜 사용중

가동온도(-300°C)에 의해서 다음과 갈이 분해된다.때

B • ω + βenr • a + ω + βenr • a + Benr • a + Benr+ βNb • a + BNb

ω상은 NbO/ 풍부한 β상이 가동온도에서 장기간 유지될 때 매우 작은 크기(25nmx

25nm)의 판상으로 석훌되며 상온에서 불안정하다.

Double(Quadruple) Arc - Melted Ingot

Forge to Bar

.
Machine Hollow Billets

Preheat Billets to 1120K and Extrude into a Tube

Cold Dra써 10 to 15"

Cold Draw 10 to 15"

Stress Relieve in a Autoclave for 24h at 675K

그림 11 CW Zr-2.5Nb 압력관의 제조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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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2 는 각각 월성 1 호기 압력관재료의 radial - axial면(RA면)과 radial - transverse면

(RT면) 및 transverse - axial면πA면)에 대한 TEM조직사진이다. TEM시편은 가능한 한

앓게 가공·연마한 시료를 에탄올 : 과염소산 = 90:10 비율의 용액에서 상온(10
0
C). 35V.

1BmA의 조건으로 jet thinning한 박판(thin foil)이며. TEM(모델명 JEOL 2000FX II)을 이

용하여 200KV에서 20 ，OOO~30，OOO배의 배율로 관찰하였다. RA면 사진에서 a 입자카 촉

방향으로 길게 늘어남( -15 x 0.3μm) 조직을 확인하였으며. RT면에서는 a 입자의 형

태가.길이와 폭의 비가 약 5 : 1(~1.5 x 0.3μm)인 압력관 두께곡면에 따라 다소 긴

타원형의 입자를 관찰하였다. 또한 TA면 조직에서는 a 입자의 형태를 뚜렷이 구분하기

어려웠으며， 이는 입자의 전체 형상이 TA면에서는 경우에 따라서 나타나지 않을 수 있

기 때문이다. 이들 사진으로 부터 월성 1호기 압력관의 a 입자형태가 촉방향으로 길게(원

주방향 × 촉방향 X 반경방향 = -1.5 x 15 x 0.3μm)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 입자의 반경방향 두께는 제조과정중 billet에서의 a 입자크기와 암훌전 예얼시간

및 온도， 그러고 압출비에 의해 정해진다 5이

또한 EDX에 의한 분석결과 a 입자에서는 Nbol 거의 검출되지 않았으며， β 입계에서

만 7-12 at%의 NbOI 검출되었다. 이는 a상의 면적비율이 β상에 비해 훨씬 크지만，

넓은 면적비율의 a 입자에는 2.5wt% Nb중 약 0.6%Nb만이 용해되어 ’있어 경우에 따라

서 Nb검출이 어려운데 반해， 면적비율이 작은 a상에는 상대적으로 1.9% Nbol 분포되

어 NbOI enrich되어 있키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그립 13 은 입계에서의 EDX 분석결과

를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모든 TEM조직사전에서 압력관 제작과정중 25% 냉간가공에

의해 a 입자내에 전위 (dislocation)가 많이 샘성(전위농도 ; -3 to 7 x 10
14
m치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C>-타입의 dislocation은 중성자조사에 의해 증가하여 압력관 변형량에

비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4기 에 따라 조사재뿐 아니라 비조사 압력관재료에 대한

<C>- dislocation 농도를 측정하는 것이 번형량 예측에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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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월성 1 호기 압력관 조직(입겨I) EDX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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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집 합조직 (texture)

냉간가공된 Zr-2.5Nb 압력관의 집합조직(texture)은 제조과정중 압출(extrusion)단

계에서 대부분의 기저면 수직선(basal plane nonnals)이 원주방향으로 배열되며

이와같은 배열로 인해 원주방향의 언장강도가 증가하게 되고 조사크립 및 성장에

의해 직경이 커지는 것이 억제된다. 그러나 축방향의 연신율은 다소 중가하며 특

히 수화물의 석출에 영향을 주야 DHC에 취약한 특성을 갖게 한다. 즉 압력관에

서 수화물석출 habit면 (UO 17}a) 이 basal면과 거의 평행 04.'t)하므로 수화물이

반경방향으로 재배열되어 석출될 경우 가동용력 (hoop옹력)에 의해서 DHC에 의

한 따손이 발생할 수 있다.않} 현재 상용되는 압력관의 basal pole의 분해분율

(resolved fraction)은 원주방향 : 반경방향 : 축방향 = 0.62 : 0.32 : 0.06으로 알려

져 있으며닮) 압출조건을 변경하거나 냉간가공에 의해서 이와칼은 집합조직을 개

선시키려는 연구가 진행중이다.

본 연구에서는 direct pole figure 방법띨을 이용하여 Zr-2.5Nb 압력관의 집합조

직을 분석하였다.

가) 시편준벼

(0002) basal p이e에 대한 분포를 조사하기 위하여， 압력관의 RL변에서 가능한

한 앓은 판재형태(4mm X 20.5mm)의 시료를 여러개 채취하여 가로， 세로의 길

이가 각각 20.5 mm되도록 불힌 후， 표면연마를 거쳐 X-ray pole figure 분석용

시편을 준비하였다.

나) (0002) basal pole 분포

압력관재료의 집합조직분석은 원래 TL변을 박판으로 가공하여 (어02) basal

pole 분포를 조사하였을 때 그림 14와 같은 전형적인 분포흘 얻을 수 있다. 그러

나 본 연구에서는 시편가공과 X-ray분석절차의 어려움으로 TL면 대신 RL변을

택하여 분석하였다. 그림 15 는 RL면에 대해 (0002) basal pole 분포를 조사한 결

과이다. basal pole의 분포가 pole figure상의 중앙 (T 방향)에 집중되어 상용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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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관의 집합조직과 동일하게 (0002) basal pole이 대부분 transverse 방향 (원주방

향)으로 배열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러한 basal pole은 축방향으로 약 5

。 이내 범위에서 조금 기울어진 배열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

정배열을 도식적으로 나타내면 그립 16 과 칼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가지 제한으

로 한 변에 대한 정성적 분석만을 수행하였으나， 차후 분석장비의 보완과 기술개

발에 의해서 모든 면(TL， RL, TR)에 대해 정량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월성압력관

의 집합조직특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L

「、------------‘、 \1- - --、. - ~

|)〉-Jr「)~E딛

Lc ~‘---‘ →r걱::::=二==

灣받 r?r강?τ

그림14 Zr-2.5Nb 압력관의 (0002)basal pole어| 대한

direct pole 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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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T
Maximum 16.2

R

그림15 원주방향으로 발달된 (0002)basal pole에 대한

direct pole figure

L : longitudinal. R : rae피떠， T : transverse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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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d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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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ve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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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ngitud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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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

그림16 월성 1호기 압력관의 texture 모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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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성성분

압력관 제조과정중주는 것으로

Zr-2.5Nb 압력관의 조성중 Zr, "Nb외에 산소가 주요 합금원소이며， 나머지 잔류원소는 불

순물로 간주된다. 압력관의 잔류원소는 부식 및 수소l중수소 칩투거동에 가장 큰 영향을

앓려져 었으며， 파괴인성저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5회

잉곳 및 billet 단계와 냉간가공시킨 압력관에 대해 성분을 분석하여 불순물의 합량을 엄

격히 제한하고 있다. 특히 수소는 초기농도에 가동중 흡수되는 양이 더해져 수명을 저하

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가능한 한 적게 유지되어야 한다.

또한 염소(c1)이온은 지르코늄합급 제조과정중 수반되는 불순물로서 초기에는 제한규정이

없었으나， 압력관의 촉방향파손중 높은 밀도의 microfissure 를 생성시켜 인성을 저하시키

는 것으로 알려져 현재는 극히 쩍은 량«O.5ppm)으로 제한하고 있다.쩨 이밖에 철(Fe)은

수소칩투율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서 처음때 비해 현재는 절반이하로 제한하고 있

으며， Hf 은 중성자포획단면적을낮게 유지시키기 위하여 가능한 한 적게 유입되도록 하

여야 한다. 이와갈은 불순물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초기에는 잉곳제조시 2효| 진공아크

용융하던 것을 현재는 4회 용융시켜 수소를 포힘한 불순물 합량을 가능한 한 적게 유지

시킨다.

표5 는 CANDU압력관 조성에 대한 초기와 현재의 규격읍 비교한 것이며，%) 금번 실시한

월성1 호기 압력관 offcut어| 대한 주요 원소 분석결과도 같이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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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Zr·2.5Nb 압력관의 성분규격 및 월성 1호기 분석결과

[ppm

원 ~‘- 1982년 1992년 월성1호기 。Iffcut

Nb 2.4-2.8wt% 2.5-2.8wt%

o 900-1300 1000-1300

H < 20(25) < 5 4

c < 270 < 125 50

Fe < 1500 < 650 600

N < 65(80) < 65 8

P not covered 10 10

Cl not covered 0.5 -

Cr < 200 < 100 ‘

Ni < 70 < 35

Si < 120 < 100

Ta < 200 < 100

기타 bal bal

( ( )는 최종 압력관수치)

표5어| 의하면 압력관의 강도를 증가시키는 산소는 과거에 비해 약간 늘어났으나 파괴인

성저하에 영향이 우려되는 탄소는 절반이하로 줄었다. 월성 1호기 압력관 offcut의 분석결

과 탄소농도는 평균 50ppm으로 나타나 규격보다 훨씬 적었므며， 수소는 5ppm으로， 수

년전 실시한 월성 1 호기 전체 offcut에 대한 분석치(10-20ppm)보다 훨씬 낮게 분석되었

다. 압력관에서 초기 농도값이 중요한 수소의 분석과정중 시료준비 과정에서 오염등으로

오차가 생킬 수 있어 압력관 수소분석절차에 대한 세심한 점검이 요구된다. 또한 질소

(8ppm) , 철(600ppm)의 농도도 제한치 이하로 검출되었다.

그러나 염소이온(음이온) 농도 분석은 분석장비의 며비와 기술상의 어려움으로 점량적 분

석이 곤란하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 69-



쫓필 댁펼



7. 시험장치 제작 및 시험

가.DHCV 측정장치 제작 및 시험

압력판 파괴인성시편(Cf시편)을 이용하여 지연수화물균열(D H디의 시간에 따

른 성장속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lever beam 형태의 정하중 인장시험기률 제작하

였으며， 그 설계도를 그림 17에 나타냈다. 그 원리는 정하중 크렵시험기와 동일한

것으로 1:10 비율의 지렛대 원리률 이용하여 원하는 크기의 인장하중을 추

(weight) 무게를 조절하여 파괴인성 시편에 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험장치의

용량은 최대 200kg의 인장하중을 가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으며 p띠I rod는 304

S떼피ess steel로 체작하였다. 하부 pull rod에는 self-alignment용 치구를 부착하여 상

부 pull rod에 의해 가해지는 하중이 향상 시험시펀과 일직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DHCV는 대개 DCPD(direct current potential dropi7) 및 AE(acoustic

emission) 방법5찌을 사용하여 측정하는데 특히 DCPD방법의 경우는 시편이 맹p 및

pull rod와 전기적으로 완벽히 절연되어서 시편 외부로의 천류누셜이 전혀 없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파괴인성시편용 grip은 고강도를 갖는 부도체로 제작하였다.

즉， grip을 Zr-2.5%Nb block재료로 가공한 후 공기중 600t에서 3시간 열처리하여

강도가 높으면서도 부도체 성질을 갖는 약간 회색의 Zr02 산화막을 형성시킴으로

써 시편과 전기절연이 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제작된 gnp 표면의 전기저항 측

정결과， 일반 시험장비로서는 측정아 불가능한 수백 MQ 이상의 거의 무한대의 전

기저항을 보여 절연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시편가열을 위한 전기로는 최고 사용온도 1, lOO "C 용량의 개폐식 3-zone

type으로 제작하여 부착하였으며 각 zone은 progranunable PIO conσoller를 사용하

여 송온l냉각속도를 차유로이 체어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화물 재배열(hydride

reorientation) 시험도 가능하도록 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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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18 은 DHCV측정을 위한 둥온시험(isothennal test) 절차도이다. 수소를 장입시

킨(-6Oppm) CI‘시편을 이용하여 본 절차에 의 해 22sOC, 200°C 빛 17sOC에서의

DHCV 측정결과 각각 2.12 X1O-8mjs, 1.48 X l0-8mjs 빛 5.87 X 1O-9mjs로 계산되었으

며， 비조사재 시편임을 감안할 때 이 값들은 본 보고서에 기술한 DB에 의한 속

도와 비교적 잘 일치하였다. 이 값을 최소자송법(least square method)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Arrhenius타입의 열적활성화과정의 속도식으로 표시되었

다.

3 I -45.αB \ .-- =1.12 × 10-a exo l l m/dt ν V\ RT I ’ “” (3이

그러나 시험중 DCPD의 적용이 불안정하고 DHC진전시간과 잠복기의 구분이 어

려우며 파면양상도 불분명하여 DHC성장올 평가하는데 어려움이 많아， 추가의 연

구와 장치 및 절차개발이 수행되어야 한다.

그림 19는 시험에 사용된 수소화(-6Opprh)시킨 압력관의 3면 시료에 대한 사진이

다. 수화물이 원주방향(약간 곡선도 있옴)과 축방향으로 곧고 길게 석출된 판상

(platelets)의 형태임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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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면

60ppm

RT면

60ppm

TA면

60ppm

그림 19 DHCV측정 수소화시펀 조직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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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소장입장치 제작 및 시험

1) 장치 구성 및 채원

압력관 시편내에 원하는 양의 수소를 정확히 장입시킬 수 있도록 가스 수소

장입장치를 제작완료하였으며， 이 장쳐의 구성도를 그림 20 에 나타냈다. 로타리방

식 진공펌프애 의해 지원되는 확산펌프를 열처리로 내부에 위치한 내경 40nun의

석영관과 연결하여 시편을 진공중에서 가열한 후 띠σa pure carrier(upC, 99.999%)

급 수소가스를 충진시켜 수소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였다. 진공 system은

Pirani gauge 2개와 Magnetron 고진공 gauge 1개를 동시 에 제어할 수 있는 Edwards

사의 ac디ve gauge controller를 사용하여 전자동으로 작동되도록 하였다. 친공 valve

는 모두 공기압에 의하여 개폐되도록 하였으며， 진공 system 및 석영관 내부의 용

적은 각각 3660cc 및 1885cc이다. 장치내 수소부피를 임의로 조절할 수 있도록 가

스처장.용기를 부착하였으며， 수소화처리중 수소압력의 변화는 Edward사의 total

press따e gauge (EMV251MB)를 사용하여 1 mbar 단위로 압력을 원고 동시에 전기

신호로 그 변화를 연속적요로 기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석영관은 내경 4Omm, 두

께 5mm, 길이 1 ，5빠run의 대형관을 사용하여 많은 시편을 동일한 조건에서 동시

에 수소화 처리할 수 있을 뿐만 아나라， 대형 시편의 진공열처리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범용으로 체작하였다. 열처리로는 가열/냉각속도의 조절이 가능하도록

programmable PID conσoller를 사용하였으며， 보다 넓은 구간에서 온도를 균일하게

유지시킬 수 있도록 3-zone type으로 제작하였다. 수소장입장치의 사양은 다음과

같다.

- 최저 도달 진공도 : 5E-6 torr (after 5hr operation)

- 진공도 측정한계 : lE-8 torr (Magnetron gauge)

lE-4 torr (pirani gauge)

- 최대 열처리 옹도 : 1,OOOt

- 열처 리 hot zone : + 1t/lOO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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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수소압/측정정도 :10여 mbar/lmbar

- leak rate : 1야피n (lE-5 to lE-3 to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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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소화 시험

제작된 가스수소화 장치를 이용하여 표준규격의 압력관 파괴인성시펀(그림8 )

에 대해 수소장입실험을 실시하여， 시편내 수소농도를 정확히 조절할 수 있도록

장치 보정을 시행하였다.

산세처리한 파괴인성시편을 석영관 내부에 장입시킨 후 4OO"C에서 진공을 유지

시킨 다음 여러 조건의 수소압력을 가하여 시편내부에 수소가 장입토록 하였으며

수소압력을 가한 직후 사편 온도를 24tfhr의 속도로 냉각시켰다. 상온까지 시편

을 냉각시킨 다음에는 각 시편을 pyrex관을 사용하여 진공 밀봉한 후 400t 에서

10일간 열처리하여 수소가 시편내부에 균일하게 확산되도록 균질화처리하였다 59)

그 후 각 시편의 수소량을 분석하였고 수화물 분포 및 정성분석을 위한 조직검사

를 수행하였다. 표 6에 수소장입시험 결과를 정리하였다.

표 6 수소화시협 조건 빛 결과

Hydriding Hydrogen
Hydrogen

Specimen Concentration 비 고
Temperature Pressure

(ppm)

400+ I·e 50 mbar 6

2 400+ 1"c 103 mbar 10

3 400+ 1"c 200 mbar 42

그림 21은 각 시편의 길이방향과 수직한 단면의 수화물 분포를 나타낸 조직사진

으로 도표상의 수소분석결과와 잘 일치함을 정성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균

질화 열처리에 의해 시편의 두께 방향에 걸쳐 수화풀이 균일하게 분포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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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소화장치 사용절차

1. 진공 system과 연결된 냉각수 및 압축공기 valve를 연다.

2. HV(high vacuum) valve가 닫혀진 상태에서 댄NT valve를 open하여 석 영관 내

부를 상압으로 만든 후， 시편 장업용 FLANGE를 열어 산세처리된 시편을 석영

관 내부 중심으로 장입하고 FLANGE를 닫는다.

3. VENT valve를 닫고 진공 syst뼈의 power 및 start switch를 on 시킨다. (이후

rotary 및 diffusion pump가 자동으로 작동되어 전체 system의 진공도가 5E-6 torr

에 도달할 때까지 대기)

3. 수소공급 line valve를 열어 피Ie 내부에 존재하는 공기를 제거한 다음 가스

regulator의 valve를 약 10초간 열어 수소가스툴 진공 systl빼내부로 공급시켜 순

수한 수소만이 공급되도록 준비한 후 valve툴 닫는다.

4. 열처리로 power를 on 시켜 400t 까지 가열한다.

5. 시편온도가 일정해지면 진공 system을 manual contr이로 전환한 후 HV valve 및

석영관으로 통하는 중간 valve를 닫고 수소공급 line valve를 열어 원하는 압력

만큼의 수소를 공급한다(아때 압력은 total press따e gauge로 측정). 그 후 바로

중간 valve를 열어 석영관 내부로 수소가 들어가도록 한다. 이때 부피 중가에

의한 수소압력의 감소치를 total press따e gauge의 출력단자와 연결된 chart

recorder를 이용하여 기록한다.

6. 곧바로 열처리로의 옹도체어기를 조작하여 24t /hI 로 시편이 냉각되도록 한다.

7. 시편이 상온으로 냉각되면 중간 valve를 열어 잔류 수소가스를 제거한 후 HV

valve를 닫고 VENT valve률 열어 석영관 내부를 상압으로 만든 후 시편을 꺼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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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 파괴인성시편 grip 및 인장시험편 제작

SCM41 빛 SKDll강을 이용하여 압력관 파괴인성시험용 gnp올 제작하였다.

그립22;는 이것의 설계도이며 상부 pull 뼈에 self - ali맑ment치구를 부착하

여 하부 pull rod에 의해 가해지눈 하중이 시편의 하중선과 일직선이 되도록

하였다. 또한 그림23 은 압력관 재료틀 이용하여 가공한 축방향 및 원주방향

의 인장시편 모형도이다.

-82 -



r’
l,,
,
‘‘
-----,

‘--

4‘
l기

파괴인성시펀 g꺼p설계도

- 83-

그림22



TYPEA
44.5 _I

r12.7 ‘ I L 12.7 ‘ J ， _-12~7]
때 l -lf • -, )‘ r!
NII -ti7 4.32

• J J• 3.18 R
6.35

TYPEB

R
”
니세
싫

게 F
2

A J[ c>둠3

그림23 인장시편 설계도 (A : 축방향시편， B : 원주방향시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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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결론 및 건의사항

1. 준공섯점에서 크게 차이(14-16년)가 있는 월성1호기 및 2, 3， 4，호기에 대해 규제기관

(KINS)과 협의하여 CANDU lead reactor.와 power plant lead reactor를 정하고， 최근

와 압력관재료시힘 관련규정 (CSA-N285.4-94 CL 12.8)을 적용하여 4기의 월성 압력

관에 대한 종합적인 재질열확 평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월성 1효기 및 2, 3, 4，효기의 참조원전인 카나다의 Point Lepreau와 루마니아의

Cernavoda(또는 월성 1효.7 1)발전소 압력관에 대한 재료시험결과와 가동중검사계획등

을 분석하여 월성압력관의 건전성평가시 참고하여야 하며， 월성압력관의 건전성평가

에 적용될 재료성질값의 데이타베이스룰 수집·분석하여야 한다.

3. 압력관의 주 파손기구인 DHC의 진전속도결정을 위하여 ∞mpact tension시편.

cantilever beam시편 및 ∞nstant κ 시편등을 이용하여 a∞ustic emission(A티과

direct current potential drop(DCPD) 밤법어| 의한 크랙발생 감시 및 크랙성장량 측정

기술을 조속히 개발하여야 한다.

4. 카동중인 압력관의 재질열화평가에 압력관 내벽에서의 scrape sampling에 의한 수소

동위원소 농도측정과 중수소칩투율 평가가 매우 중요하므로， 한전(월성)의 장비를 이

용하여 채취한 후 KAERI어|서 분석·평가 할 수 있도록 중수소칩투 모델개발과 IMEF를

이용한 분석기술개발 및 분석장비(HVEMS등)의 확보가 요구된다.

5. KAERI IMEF내에 압력관재료시험을 위한 시편가공장치(일명 ∞okie cutter)와 DHCV

측정장치등을 포함한 시험장비의 확보가 필요하며， 원격조정장치에 의한 시험기술 및

절차의 개발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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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CANDU원자로 압력관은 PWR의 원자로 압력용기와 달리， 재질 열화요인이 다양화고

복합적이며 관련기준이 뚜렷이 명문화되어 있지 못하므로， 여러 분야의 시험 및 평가

기술개발과 그에 따른 기준개발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국제공동연구참여 및 해외(카

나다)훈련등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hot cell내에서 원격장치에 의해 고방사능(-수만

R/h이상)의 압력관을 이용하여 시험해야 하는 어려운 분야안데 반해 국내 연구체계가

01비하고 전문인력과 경험이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수립이 시급하다.

7. 가동중인 압력관의 건전성유지에는 증수누설 탐지시스템인 AGS가 매우 중요하며， 특

히 월성 2， 3， 4호기에 대해서는 상업운전시작전에 누설모의시험을 실시하여， 압력관

의 위치별 탐지시간과 탐지가능한 누설량 및 크랙길이에 따른 누설율등에 대한 데이

타베이스를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월성 1호기의 RTD를 이용한 원자로 출구 온도측정

가능을 개선하여 누설탐지에 적극 활용하고， 미량의 누설시 압력관 확인을 위한 절차

때I ， 안정 DHC촉진 방법등)를 수립하여야 한다.

8. 월성 압력판에 대한 기본 이력자료를 검토·분석하여 제조과정이 상이한 압력관(예를

들면， 월성 1호기의 008압력관은 4회 용융된 것)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

하여야 한다.

9. 압력관재질시험외에도 garter spring , calandria tube, end fittIng , flux detector 및

liquid-zone control units떼 대한 시험 및 열화평 7~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야 하며，

또한 압력관과 달리 교체가 어려운 calandria vessel의 용접지역( 8-ferrite가 포함된

스테인리스강)에 대한 조사취화연구를 병행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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