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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펠 

원자력발전소의 충기발생기가 1960년대 초 쳐융으로 가동을 개시한 이래. 성능 

요건은 대처l로 만축시려 왔으나 풍기발생기의 운제가 계풍의 운천신뢰도， 발천소 

의 안전성 및 가용도를 감소시켜는 주요인이 되어 왔다. 증기발생기의 u-뮤브 집 

합체는 l차 계롱의 압력경계률 이루며 압력경겨l의 건천성에 영향을 주는 여려 형 

태의 튜복열화 문제율 격어 왔다. 재료의 열화로 인해 초래되는 튜브.의 손상 빛 

누셜은 l차 계롱에 의한 2착 계롱의 방사능오영율 야기시켜며. 이는 예상치 않윤 

발전소 정지와 류브플러경 또는 증기발생기의 교체 동 높은 벼용의 보수작업율 

펼요로 하께 된다. 월성원전 2. 3. 4호기와 깥은 중수로 중거발생기의 경우 추가 

로 고가의 충수비용을 부과하게 된다. 발천소 가통 충 증기벌생기 류브는 잠재척 

으로 해로운 환경에 노출됩으로써. \}-튜브집합체의 여러 부위에셔 튜브의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튜브손상의 형태는 증기발생기의 설계. 재료， 수철화학의 북합 

적인 효과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순수수절 용력부식균열. 업계휩투. 첩식. 두 

께손실， 덴팅， 마모 빛 피로 동에 의한 튜부의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본 보고 

서에서는， 밸천소 가동 중 발생활 수 있는 튜브손상에 대비하어 척용하고 있는 

재순판 종기발생거의 주요 설계인자툴율 종합척￡로 검토한 후， 캔두6형 월성원 

자력말전소 증기발생기의 셜계륙생들에 관하여 상세히 고찰하였다. 이률 위해 튜 

브채료. 2차측 열수력 특성， 휴브-튜브쉬트 이음부， 튜브^I^I 계통 설계， 수질화 

및 퇴적줍의 관리 둥율 다루었다. 



Summary 

Since the first operatian af nuclear stea빼“generatar early 1960s. 

i ts perfarmance requirements have been met but the steam generator 

problems have been majar cause af reducing the operatianal 

reliability. plant safety and availability. U-tube assembly af steam 

generator farms the primary system pressure bαmdary of 납1e plant and 

have experienced several types of tube degradation prablems. Tube 

failure and leakage resulting from the degradation will cause 

radioactive contaminatian of secandary system by the primary coolant. 

and this may lead to unplanned plant autages and costly repair 

。perations such as tube plugging or steam generatar replacement. Far 

the case af steam generatars for heavy water reactors. e.g. Wolsong 

2. 3 & 4 NPP. a high cost of heavy water will be imposed 

additionally. During the plant aperation, steam generator tubes can 

potentially be subject to adverse envirnmental conditians which will 

cause damages to U-tube assembly. Types of the damage depend upan the 

combined eífects of design factars , materials and chemical 

environment of steam generatar. and they are the pure water stress 

corrasion cracking. intergranular attack‘ pitting , wastage , denting, 

fretting and fatigue , etc. In this report. a comprehensive review af 

major design factors oí recirculating steam generators has been 

perfarmed against the potential tube damages. Then the design 

characteristics of CANDU-type Wolsong steam generator were 

investigated in detail. including tube material , thermalhydraulic 

aspects. tube-to-tubesheet joint, tube supports. water chemistry and 

sludge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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쩌I 1 장서 르르 
L-

원자력발천소의 중기발생기는 u-튜브 집.합체에서 일.이차계롱 간의 압력겸계를 

이루고 있으며， u-튜브의 건천성은 중기발생기의 성능 및 운천신뢰도와， 계통의 

안전성 및 경제성， 밸천소의 가용성 (availability)에 며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원자로계몽 및 기기셜계자의 주요 관심대상이 되어 왔다. 

증기발생기 u-튜브의 누출시 일차 냉각재의 방사성 룹질이 이차측￡로 이동한 

다. 이를 보수하기 위해 발전소률 정지， U-튜브 검사 및 수리률 하거나 때로는 

7]7] 천혜를 쿄혜해야 한다. 이는. 우션 밸천소의 정치. 교쳐l천력 (replacement 

power) , 보수 및 교쳐l비용율 부과하게 되고. 륙히 캔두형 원자로의 경우 고가의 

풍수 손실 및 쳐리바용을 추가로 부과하게 된다. 

가압수행 원자로 증기발생기가 1960년대 초 가동을 시작한 이래. 성능면에서는 

요구조건율 만축시컸으나 운전신뢰도 측면에서는 증기발생기의 문제가 발천소의 

가용성율 감소시키는 요인이 되어 왔다. 채순환식 중기벌생기의 문제는 얼부가 

기계적 결함에 의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재료의 부식이 튜브와 튜브지지 

i깐에 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기 때운이다. 튜브재료 열화의 범위는 증기발생 

기의 설계， 채료. 수질화합의 조건에 따라 각기 다르게 나타난다. 

각국의 원전계롱 설계사와 전력분야 연구소를 충심으로. 중기발생기 류브의 건 

전성을 확보하여 기가의 운전 신뢰성 및 발천소의 가용성을 중대시키려는 연구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활동은 튜브재료의 열화기구와 발생원인의 분 

석， 열화 완화 및 보수기술 개발， 튜브플러깅 (tube pl uggi ng) 의 칙침확립. 튜브 

결함 업계치 분석 및 u-뷰요 수명예축， 운전웅력 해석 및 절차 둥에 관하여 광범 

위하게 진행되고 있다(1-9) 륙히， U-류부의 용력부식균옐에 취약한 부위로 알려 

진 튜브집합체의 u-밴드 구역과 튜브-튜브쉬트(tube-to-tubesheet) 확관이융부 

(expansion joint)의 튜브잔류웅력의 이해. 운천웅력 해석， 이읍부의 성농분석 

및 설계개선에 맙은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3， 4 ， 6， 7， 8， 9) 

본 보고서의 몹적은， 원전 증기발생기 u-류브의 압력경계 건천성에 영향율 미 

치는 설계인자의 륙성율 이해하고. 이률 토대으로 하여 월성 원전 증기발생기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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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브의 건전성 및 운전신뢰성의 명가률 위한 설계 기초자료와 정보를 젝팡하는데 

있다. 이률 위하여， 월성원전 중기발생기의 설계륙생 중 튜브재료의 특생 빛 열 

화기구. 이차측 멸수력， 류브-류브쉬트이읍부 설계. 수철화학 요건 풍을 각각 다 

룹으로써. 설계단계에서 고려하고 있는 튜브열화 방지잭과 주요 설계인자틀의 종 

합척인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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쩌I 2 장 캔두 즘기발생기의 설계 특성 

이 장에서는 캔두원자로 핵중기공급계룡(NSSS)의 개요. 캔푸형 풍기 발생기 

설계륙성 빛 카나다천력공사의 벤지니어렁 접근방법에 관하여 셜명하고자 한다. 

제 l 절 캔두원자로 NSSS 계통 

원천의 중기발생기는 원자로계롱의 설계에 따라 각각 다른 륙성율 가지게 

된다. 그립 l에 월성 원전의 주혈수송계통 효름도가 나타나 있다. 캔두6형 원자 

로는 가압충수로형 (PHWR)이며 수펑으로 셜치된 압력관형 (pressure tube type) 원 

자로이다. 전연우라늄 핵연료률 사용하며 원자로 가통 충 연료의 재장천을 수행 

한다‘ 또한. 중성자 경제성을 고려하여 충수룰 냉각재와 감솜재로 사용하고 있 

다. 수명형 원자로와 회로률 구성하는 일차 계롱 측 주열수송계롱(primary heat 

transport systeml은 네 대의 중기발생기와 네 대의 주펌프， 이률율 원자로와 연 

결하는 공긍관( feeder). 모관(header) 빛 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쳐l적으로 

“8"자 모양의 열수송회로롤 이루고 있다. 

종기발생기의 기본적인 배치구초는 원자로의 륙성과 계롱 셜계파라메타의 영향 

을 받는다. 증기발생기의 설계축변에서 캔두원자로의 륙성을 살펴보면， 다른 원 

자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일자측의 압력강하가 크고 유량이 척다. PWR의 일착축 

과 이차측의 유량비가 12: 1 인 반면. 캔푸6형악 겸우 7: 1 이다. 압력관의 허용압 

력이 낮기 때문에 일차축 최고온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또한， 고가의 충수를 일 

차 냉가채로 사용하기 때문에 증기 발생기의 설계시 충수의 수용량(ho1d-ups)율 

가농한 척게 하여야 하는 제약조건이 있다. 중기압력이 과도하게 낮아지지 않토 

륙 하면서 증기생산의 성농율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처l 혐 예열기가 필요하게 되었 

다. 증기발생기의 예열기는 일차측 출구온도롤 포화온도 근방 또는 이하로 유지 

한다. 한면， 약 4%의 건도률 갖는 일자축의 이상유통(t\vo-phase f1ow) 조건윤 기 

기의 크기와 중량면에서 상당한 장점울 주고 있으며， 또한 일차측의 최고 옹도륭 

중가셔켜:;t.J 앞으면서도 평균옴도률 증가시킬 수 있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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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캔두6형 증기발생기 

캔두6형 증기발생기의 개략도가 고럼 2에 나타나 였으며 수적 u-튜브와. 자 

연순환형 이차축 열수력. 일체형 예열기와 중기분e) 기 및 중기드렴을 까지고 있 

다. 캔두6형 증기발생기의 주요 설계인자를이 표 I에 얼거되어 있다. 600 MW(e) 

급 캔두6형 원자로는 한 기당 네 대의 증기발생기를 필요로 하며. 중기발생기 당 

용량은 약 150 MW(e)이다. 중지E럽의 직경운 약 2.7 M, 길이는 약 19.3 M, 한 

대의 순중량은 약 230 론이다. 증기발생기의 셜계와 제초륙성은 사용재료， 사용 

응력 수준. 운천환경 풍의 여러 요소툴간의 북장한 상호작용으로 나타나며， 결국 

기기의 성능과 신뢰도에 영향율 준다. 따라서. 증기발생기 셜계요건의 설정과 저l 

초공정의 세뀔한 감시활동은 꺼기의 성농과 신뢰도를 달생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캔두6형 중기발생기 설계의 주요 륙성툴율 다읍에 서솔하였다. 

1. 이차축 재고량 

가압중수로의 안전성 요건에 따라 캔두중기발생기는 주요 열제거원 능력 

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증기빌생기는 2.5분(sec)의 천출력 채고량( fulJ 

power inventory)의 많은 이차축 재고랑을 가지고 있다. 

2. 순환비 (circuJation ratio) 

캔두형 충기벨생끼는 모두 채순환형이며 PWR 중기발생기에 비하여 이차촉 

유통의 순환벼가 상대척으로 높은 것이 특정이다. 이는 하강판의 유동율 류브집 

합체에 가농한 깊게 침투시 킴으로써 류브의 수명율 보다 길게 보항한다. 

3. 류부 집합쳐l 

증기발생기 튜브집합체의 설계요건음 성능 및 기계척 요건￡로 나눌 수 

있다. 튜혹집합쳐l는 유입되는 급수를 예열구간 내에서 포화옴도 까지 가열하며. 

비둥 또는 중빌구간율 거쳐서 펠요한 량의 증기를 생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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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6. 캔두6형 원천 풍기발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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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캔두6형 풍기발생기의 주요 셜계파라메타(12) 

Steam Pressure at Orum Take-off Nozz.lc 

Steam F10w Out 

4.7 MPa. Absolutc 

1033 kg/s (8.198 x 1061b/Hr) 

Minimum Steam Qu며iry at Steam Nozzle 

Steam Temperarure at Orum Take-경ff Nozz.le 26QoC (5000 F) 

Feedwater F10w 

Feedwaler lnlet Temperalure 

Blowdown F10w (Conrinuous) 

Heavy Water F10w 

Heavy Waler Inlet Temperat띠℃ 

Heavy Waler Inlet Quality (by weighl) 

Heavy Waler lnlet Pressurc (slatic) 

99.75% 

1034 kg/s (8.206 x l061b/Hr) 

186.70 C (3680 F) 

1 kg/s (7936 Ib/Hr) 

η00 kg/s (61.1 11 x l061b/Hr) 

3090 C (588.20 F) 

4.4% 

9.89 MPa, Absolute 

Maximum AJlowable Slanc Pressure Difference 
between 020 Nozz1e Terminal Points 0.283 MPa (41 psi) 

Required Heal Transfer Rale from D20 

Secondary Side Heat Loss 

2064 MW(lh) 

1 MW(th) 

최근의 모든 캔두형 발천소는 부르스 ’A’와 ’B’률 제외하고 져온지주(cold 

leg)축애 일체식 예열기률 가지고 있다. 풍기발생기의 여l열기는 천얼율율 증가시 

키기 위하여 유통방향 조절장치에 의한 평유통(cross f1 ow)율 이용하고 있기 때 

문에 이 구역은 튜브접합체의 유통유발진동(flow induced vibralion) 설계시 주 

” 
ω
 



요 관섬대상이다. 튜브집합체의 설계셔 다읍 사항툴율 고려한다. 

(1) 튜브집합체 고옹지주와 튜브접합체 지지계풍의 유공(porosity) 부위 

에 하강관 유동이 충분히 칩루하도록 하면셔， 전체척으로 이차측 유 

통저항과 압력손셜율 최소화. 

(2) 유통유발진동에 의한 류브마모 방지 

(3) 가상사고 빛 셜계기춘 지진하중하에서 구조척 건천생 유지 

튜브지지계룡의 유공도를 높게 하는 것은 이차측 유동의 패순환벼율을 증대시 

킬 뿐만 아니하， 튜브표면에 냉각재가 항시 정축하도록 하고 또한 화학물질의 잠 

북하는 것율 막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설계애서 얻율 수 있는 유공도는 

지지체롱의 기계적 강도와 쩌l 작상의 문제로 제한되어 있다. 튜브지지계롱의 실체 

는 밸전소별로 달러 사용되어 왔다. 피커렁’A’ 증기발생기에는 격자막대형 

(lattice bar type) 튜부지지대률 사용하였으며. 피커렁 NB’. 부르스 "A"와 ‘ B’ 

중기발생기에늠 3열 브로치흘(tri lobar broached hol e) 류브지지대률 사용하였 

다. 브로치홀은 유공도가 높고 3개의 지지점을 갖는다. 월생 l호기 증기발생기에 

는 스트럼으로 영상가공한 그러드형 (grid type) 지지대률 사용하였으며. 용타리 

오 하이드로의 탈링론 "A ’ 증기발생기에는 계한바구나형 (egg-crate type)를 사용 

하였다. 반면. 웰성원천 2. 3 & 4호기 중기발생기에는 그리드격자형 류브지지대 

를 사용하고 있다. 

튜브집합체의 u- 밴드 구역에는 고숙의 횡류가 촌재하기 때문에 유동유발진동 

방지률 위한 륙별한 설계요건율 만축하도록 한다 u-밴드의 45。 와 90。 방향으.로 

상대적으로 맙은 지지대률 설치하며. 조럽 또는 운전 중 튜브의 'Q임 (lockup)이 

일어나지 않토록 u-밴드가 충분한 유연성율 갖도록 한다. 

4. 앙력경껴l 설계 및 재료 

캔두6형 충기발생기의 압력경계에 사용되고 있는 재료는 기기의 크기 빛 

설계압력을 고려힐 때 저합금캉율 사용할 필요가 없으며， 튜브와 튜브쉬트 오배 

래이 (overlay)률 제외하면 모두 탄소강이다. 압력경계 재료로서 용접성이 우수한 

SA516 명만율 사용하기 때문에 제작이 용이하고 재료원가가 낮다. 한연. 탄소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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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부삭율 최소로 하기 위하여 수소이용놓도가 높고 용존산소량이 척운 수질화학 

을 필요로 한다. 압력경계의 모든 재료에 대하여 높은 연생이 요구되며. 기풀 연 

성천이용도(맥DT)는 ... 200 F이다. 튜브.*1트의 재료로는 SA508 C 1 ass 2 단초캉을 

사용하고 있다. 류부쉬트의 일차측에는 튜브-튜브쉬트 용접하기 위하여 Ni -Cr-Fe 

(lnconel) 합금을 텃씌우며. 튜브-튜브수l트 용접시 눔은 품질율 얻기 ￥l하여 철분 

희석 (iron dilution)을 줄여야 한다. 이률 위해 덧씌우기의 최소두께률 규정하고 

있다. 

5. 튜브-류브쉬트 용접 

캔두형 증기발생기의 튜부-류부쉬트. 용정은 필릿용접 (fi 11et weld)이며. 

착소 l. 25t (t=튜브 두께)의 누출경로를 갖는다. 용웅부률 통과하는 최단 직선을 

멸봉용첩부의 최소 누출두께로 정의한다. 한편， 충기발생기 류부의 교체시에는 

플러수l 용접법이 사용되며 이때 요구되는 최소 누출킬이는 O.8t이다. 필릿용첩법 

은 플러쉬용·접법에 비하여 누출경로 길。I와 기공결함의 수용 빛 용접부 품질면에 

서 장점을 가지고 였다. 

6 튜브-뷰브수l트 확관이음부(tube-to-tubesheet expansion joint) 

튜브-튜브쉬트 이읍부의 제작은 가확관(tack expans i on) . 튜보-류부쉬트 

용접， 로울러 또는 유압식 확관의 세 단계로 이루어 진다. 류브률 튜브쉬트에 설 

치혈 때 우l 치률 고정하기 우l 하여 15 ‘ 18mm 길어에 걸쳐서 카확관울 수행한다. 

가확관 0)우 튜흐-튜부수I 트 용접과 로올러 또논 유압식 확관법을 사용하여 확관 

。I음쑤찰 제착한다. 

로윷러 확판법율 사용하는 경우. 튜브수l 트 구멍길이의 두 위치에서 확관율 수 

행함으로써 틈새부식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생을 출이고 누출경호를 결케 한다. 

여 충 하나논 가확판과 겹침이 없이 바로 연결하여 수행하며. 두번째 확관은 튜 

브쉬트 이차면으로 부터 3mm 이내에 위치하도록 한다. 로올려 확관의 최소 킬이 

는 25mm이며. 확관시 류브두꺼l 감소량율 규정하고 였다. 튜브확관사 확장된 부위 

와 확장되지 않은 부우l 사이의 천이구역에서 발생된 튜브 잔류용력을 최소로 하 

기 우l 해서논 획관공정의 엄벌한 관리가 요구된다. 로올러 확관시 보통 냉간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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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잔류웅력율 칙l거하기 위해 열처리를 수행한다. 유압식 확관법은 그 동안 

몇몇 캔두6형 충기발생기의 류브모쳐l작업에 사용된 바 있으며. 확관쭈 열쳐리를 

수행하기 어 려울 경우에도 사용한다. 월생 2. 3 & 4효기 경우， 유압식 확관법을 

사용하며 튜브잔류웅력 제커률 위한 열처리를 수행하지 않는다. 폐 5 장 2 절에 

유앙식 확관법 및 공정륙성에 관하여 보다 상세히 기술하였다. 

져， 3 절 AECL의 셜계 첩근방법 

월성원천 핵중기공급계롱 설계 빛 기기공급의 주껴l 약자인 카나다천력공사 

(AEC니는 중기발생기의 상세설계자는 수행하지 않으며. 발천소의 수명기간 동안 

원자로계롱의 성농과 운전신뢰도툴 달생하기 위하여 중기발생기의 설계 및 제작 

에 관한 모든 기술적 요건툴율 셜정하고. 이률 만혹하는 기기률 산업체로 부터 

구매하는 방식율 채택하고 있다. 중기발생기의 구매에 적용하는 기술쩍인 요컨둘 

율 기술시방서 (technical specification)에 규정한다. 기기의 기술시방서는 완성 

된 기기의 성능규격 뿐 아니라. 기기씌 셜계 또는 해석절차 및 방법. 설계보고서 

의 제출. 기기의 재료 몇 제초방법， 시험검사 동에 관한 지l 반 기술쩍 요건툴윷 

상세 õ! 규정하고 있다 . 

.. \ECL은 기기공급자의 셜계/제작문서의 검토 및 숭띤율 통하여 기기빠 관한 주 

요 기술적 활동을 관리.감사하는 엽무률 수행하고 있다. 기기공급자는 기기의 설 

계 및 제작율 위해서 설계도면. 셜계보고서， 제초 및 시험/검사절차서를 채출하 

여 r\ECL의 검토 및 승인율 얻은 이후 관련 업무률 진행하도록 되어 았다. 이는 

계봉설계자(AEC니가 기기의 설계와 제작에 관한 기술척인 요건율 규정웰 뿐 아니 

라. 이러한 기술요건률이 세부척으로 구현되는 과정에도 일정 수춘 관여한다는 

것율 의미한다. 따라서. AECL의 기기엔지니어령은 여느 계통셜계자의 경우 보다 

기기의 공급 및 제작자와 활발한 상호작용과 긴밀한 업무연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계통설계자가 계롱에서 필요로 하는 기기의 기술척 요건율 

규정하고 。l 의 이행방법 및 절차는 기기공급자에게 일임하는 방법과 대초적이다. 

이 경우 기기의 셜계와 채작과정에서 계통설계자의 참여가 극히 제한척이다. 

또한. 꺼ECL의 증기발생기 기기엔지니어링은 장재적 기기공급자률의 설계 빛 제초 

- 16 -



능력울 자처i 평가하는 업무를 포합하고 았다. 여기에는 기기공급자의 셜찍l를 독 

립척S로 검증하는 활동이 포함되어 있다. 충기발생기의 경우 착쳐l 개발한 천산 

코드와 검증기법융 이용하여 기기의 열수력셜쩨와 튜브집합체의 썰계를 검증한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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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즙기발생기 튜브쩨료의 열화 

이 장에서는 중기발생기의 일.이차측 수철환경에 대한 튜브재료의열화기구 

와 이의 발생원인， 인코넬 튜브재료의 웅력부식균혈 져항성 및 열화방지 대책 풍 

에 관하여 서술하였다. 

채 l 철 중기발챙기 튜프 열화기구 

그림 3에 가동중인 증가발생기에셔 발생하는 운제률의 위치가 나타나 있다. 

여기서. 이러한 문제점틀의 약 3/4 이상이 u-튜브집합체의 재료. 셜계， 쩌l 초， 수 

절화학 퉁과 관련된 문제임융 왈 수 였다. 중기발생기 운전기간 중 국부척언 퇴 

적물과 오염된 급수환경에 노출되며， 재료의 종류. 중기발생기 설계 및 수궐화학 

조건에 따라 여러 형태의 열화기구에 의해 류부재료의 손상이 발생한다. 표 2에 

재순환식 증기발생기의 튜부에 발생하는 재료열화의 종류와 이들의 발생기구 및 

원인률이 옐거되어 있다 (5) 

1. 일차축 튜브옐화 

중기밸생기의 일차측 u-튜브재료 열화의 원인은 주로 순수수질에 의한 

용려부식균열 (!:ure 앤ater ~tress Çorrosion Çracking)이다. PWSCC는 튜날집합체 

의 u- 밴드구역. 튜브확관의 천이구역， 덴팅 (denting)위치의 튜브내면에서 발생한 

다. PWSCC의 원인￡로는 CORIOU 부석. 댄팅. 입자크기 및 미세조직 퉁이며， 류 

부의 높은 잔류용력과 연영， 미세조직에 업체단화물의 부재가 pwscc의 전제조건 

이다. 

중기발생기 U‘류요의 일차축애샤 용력부삭균열에 가장 취약한 구역은 굽협반경 

아 작은 u-밴드 중 튜브직선부와의 경계구깐과. 확관구역 중 비확장 튜브구간으 

로 이어지는 천이구역이다. 이 구간틀은 모두 류브의 굽힘가공 및 확판가공시 

소성변형￡로 인해 재료에 잔류웅력울 가지고 있는 구간이다. 지금까지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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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럽 3. 중기발생기의 운제 발생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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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중기발생기 류부의 열화기구 빛 원인 

Oegrada1ion 「 、grada1 ion 
쁘.!1L Site Slresso l"s 에echalli SIllS 

- Inside surface of Tube rolling and U-bcnd stresscs , PWSCC 
U-bends , roll- Coriou phenomcnon , dcnling. 
transition reqbions grain size , microstructure 
and dcn1cd tubc 
reglon 

a Oulside surface of Alkaline environmenl , presence IGSCC/IGA 
hot-leg tubes in thc of 504 and (03 anions 
lube-to-tube shect 
crcvlcc reglon 

3 Cold.leg side in Brack i sh ιatcr ， chlorides , Pi tt ing 
sluc ，~ pile , scalc oxyge!l.' and copper 
containing coppcr 
dep-o.s it s 

4 Outs ide surfacc Phosphate chemistry , μastage 
of tubing above chloride concen1ration , (thir.-
1ube shcet rcsin lcakage from ning) 

condensate polisher bcd 

5 Tubes in the tube- Oxygen , coppcr oxidc , Denti r.g 
support rcgions chloridc , 1empcralure , 

pH , crevicc condi1ions 

6 Contact points Flow-induced Fretting 
be1ween lube and vibrations 
antivibration bar 

1 Tube dented a1 Vibrations duc to high Il igh-cycle 
upper tube-suppor1 recirculation flows , fatigue 

slresses duc 10 denting 

8 Dented tubcs Thcrmal lransients LOν-cy<:l e 
faliguc 

/ 

용력부식균열은 모두 업계파꾀( i n lergranu 1 al‘ fracture)이며， 여기에 작용한 륙 

정 부석툴철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2. 이차축 튜브열화 

가. 입계첨투(i ntergr‘ anular att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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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웅력부식‘균열은 얼카리성 수철과 SO.와 C03 융어옹 환경에서 발생 

하며. 주로 류브칩합체의 고옹지주측 류부-튜브쉬트 를새에서 발생한다‘ 

나. 점식 (pitting corrosion) 

튜브의 첩석은 저온지주측 튜브/지지판의 환형부￥l 에서 국우척으로 얼 

어나거나. 컨벤서 냉각수의 다량 누출로 인하여 보다 광법위하게 튜브쉬토와 튜 

브지;1:1 판 사이에서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점식은 퇴척물 더미의 상부에서 국소 

칙으로 발생하는데， 부식재는 구리. 염화물. 황산업. 용존산소 퉁이다. 

다. 류브두께 손설 (wastage) 

충기발생기 급수의 조건. 샤용하는 화학물질악 영향. 컨댄서 냉작수의 

누출 둥요로 인하여 튜브에 국부적인 부식이 발생하며， 그 주원인은 인산염， 엽 

화물. 융축수쳐리기에서 누출된 레진이다. 국부척인 부식에 의해 튜브푸께 솜셀 

아 은히 발생하는 우l 치는 튜브쉬트 상부이며. 부식채가 집중하는 튜브-류브쉬트 

틈새에서도 발생한다. 

라. 튜브 댄팅 (d9nting) 

류브댄팅의 발생위치는 튜브지;1:1 대 구역이며. 주원인은 용존산소. 구 

i:! 1 산화물. 염화물. pH 및 틈새조건 둥야다. 

마. 마모( fretting)와 침식 

튜브의 마모는 기계적 손상이며 그의 주원인은 유통에 의해 유발되는 

륜부의 진통이다. 재순환식 중기밸생기 륜브의 마모는 주로 u-밴드 구역의 진동 

방지용 지 ;;(1 대에서 일어나며. 이는 류브에 섬각한 손상을 야기시킨다. 가장 현저 

한 따모형태는 터빈날캐 파면과 같은 중기발생기내에 유입된 외부물젤에 의해 얼 

어나며. 이로 인하여 류부의 파열과 일.이차축 유쳐l의 누설융 초래한다. 

/ 

채 2 철 튜보재료의 웅력부식균열 

재료의 웅력부식균열은 국부척으로 일어나며 국소 부우l률 져l외한 다른 분위 

에서는 전혀 발생하지 않는 륙정율 가지고 있다. 또한. 이는 채료의 셜계웅력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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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l 내에서 발생한다. 이 쩔에서는 중끼발생기의 얼.아차측 수질환경에 따른 웅력 

부식 특성과 이들 환경에 대한 채료의 scc저항성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1. 일차측 웅력부식 

PWR 중기발생기의 튜부채료로 낼리 사용되고 있는 Alloy 600 ,1.f- 690에 대 

해서는 얼차측 수절환경에서 째료의 scc 특성에 대하여 광법위한 연구가 수행되 
었으나， Alloy 800에 대해서는 scc민감성올 결정하는 제한적인 사혈이 수행된 바 

있다. 이 세 가지 튜브재료에 대한 EPRI 의 pwscc 시험결과률 다읍에 요약하였 
다(13.14 ’ 

일차측 수웰의 모의조건하에서 Alloy 600 , 690 , 800의 u-밴드시면에 대한 정하 

충 상태의 시험결과를 그럼 4에 보여주고 있다. 얘기서， Alloy 690과 800음 

12 ， 000시간 사협에서 P\YSCC률 나타내지 않았으며， mill annealing(MA) 및 

thermally treated(π) Alloy 600에서만 균열이 관찰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럼 

5에 680. F에서 수행한 얼청하풍 조건의 시협결과룰 보여주고 있눈데. 이 시험에 

샤 Alloy 690은 PWSCC률 보이고 있지 않지만， Alloy 600과 800은 2 ， 900시깐 L..ß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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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럽 4. 용도까숙(360 0 c) 조건의 얼차측 수질에 대한 웅력부식균열 

개시시간과 x-선회절법에 의한 응력측정 결과(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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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 5. 온도가숙(3600 c) 조건의 일착흡 수질에 대한 얼정하충 

웅력부식균열사혐 컬과(13’ 

PIVSCC를 발생시켰다. 두 종류의 u-밴도와 류브의 얀장시험에 사용된 Alloy 800은 

탄소함량이 낮은 채료이였다(0.02%). 한연. Alloy 800의 pwscc가 가통 충 원천의 

중기벌생기에서는 보고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Alloy 800의 PWSCC는 재료의 용력 

수준과 얼적/기계적 가공쳐리 방법에 크게 의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이차형·웅력부식 

가. 웅력부식균열 

( 1 ) 가성용액 (caus l i c) 

일반적으로 Alloy 800.은 가성용액에 대한 scc저항성이 양호하다. 

그림 6에 제시한 바와 같이 Alloy 800. 스테인혜스강 빛 나켈합금에 대한 비교 

결과. 50% NaOH 경우 용력부삭균열에 대한 니켈합항의 역할율 보여주고 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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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럽 6. 기포률 제거한 10% NaOH 용액 (3160 C. 노출기 간 6주)에서 u-밴드 시편의 

웅력부식사혐(16) 

10% NaOH 경우 소둔처리된 Alloy 600. 690. 800은 서로 비슷한 균열저항성율 북 

여주고 있다. 또한.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열쳐러 (TT) Alloy 690.은 가성균열 

에 대하여 Alloy 800보다 우수한 저항성율 7}지고 있다.‘15> 

수산화나트륨용액 (10% 농도. 350 0 C)에서 소둔(MA) 빛 만감화쳐 ~I 왼 Alloy 800 

에 대하여 수행한 저변형률사협 (Slow 응train Rate Iest) 결과. Alloy 800의 scc 
민감성은 재료의 화학조성과 열쳐t!1 조건에 따라 다르며， 채료내 티타늄과 알루 

/ 
미늄와 존재는 Alloy 800의 scc민감성율 감소시키고 있슴율 보여주고 있다(표 

4). 이 SSRT시험결과 Alloy 800융 민감화처리하면 소둔처리할 경우 보다 가성 

scc에 더욱 취약해지는 것율 보여주고 있으며， 시험에서 웅력부식균열의 모드는 

모두 입계파괴로 나타났다(16) 이 시험 결과로 부터. 재료의 성분조성율 초절하 

여 AJ Joy 800의 가성 scc저항성율 증대시킬 수 있으며. Alloy 690은 적어도 

Alloy 800보다 양호한 가성용액 scc저항성율 가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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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인코넬 합금재료의 가생 scc시 험 결과(15) 

METALLOGRAPHIC EXAMINATION 500 HOURS OF EXPOSURE 

MATERIAL 1-8며 1-8때 SP l용;90 TT 1-690 TT 
7-73243 81373 WF 816 T 764408 

ENVIRONMENT 

10% NaOH 70% 70% 0% 0% 
IGSCC IGSCC 

10% NaOH + 93% 80% 0% '0% 
0.01% OCu IGSCC IGSCC 

10% NaOH + 100% 100% 100% 100% 
0.1 M OPb TGSCC + TGSCC + TGSCC 'TGSCC 

IGSCC IGSCC 

50% NaOH + 100% 100% 100% 100% 
5% Na2S20 3 IGSCC + IGSCC + IGSCC + IGSCC + 

TGSCC TGSCC TGSCC TGSCC 

0.75 M Na2SO. 63% 93% 0% 0% 
+ 0.25 M FeSO. IGSCC IGSCC 

0.75 M Na 2SO. 18% 68% 0% 0% 
+0.25 M FeSO‘ IGSCC IGSCC 

+0.1 M OPb 

CRACK DEPTH (% WALL THICKNESS) 

(2) 납(lead) 

/ 

l동OOMA 

1450 

45% 
IGSCC 

40% 
IGSCC 

10% 
IGA 

100% 
IGSCC 

B~1o 
IGSCC 

100% 
IGSCC 

납율 함유하고 있는 용액 내 의 Alloy 690과 800의 scc 저 항생 에 

대하여 Briceno D.G .. et al 의 연구 결과가 보고된 바 있￡며 (lS} ， 이 재료는 모두 

가성용액과 냥을 함유하는 용액에서 scc에 취약합율 보이고 였다. 

(3) 염화물(chrol ides) 

일반척으로， 염화불균열에 대한 오스프나이트계 합금의 민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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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수산화나트륨 용액 빚 고순도 문에서 Alloy 800의 저변형율(=1 0-6S-1) 

SCC시 험 (350 0 C) 결과(1히 

‘ H nOe;a 시t~‘ ;‘ 긴l‘fi，띔; ·4석S:“‘i시、1 XR%f。‘:1‘AN’시L앗a’“q싫m“다‘:r/1닝R 、 .i;‘섬ιJ 낀;、:fIjilap$3 ;: ν:.i짝;/;Ii? X;넣욕~~‘‘i?R「‘zMO「?-A?τ。-i←r멘t싸r?‘쉰F;，·A:’:R:셨、았강￡; 싸줬 55li1f:ν원l:됩'.‘5);;%’상--fR“?Nt。”a1‘?Apη:r-‘-‘tL-x‘、§F; ·‘”싸“~~，‘‘·’ 

696 36.7 43.8 37.0 35.7 57.8 30.8 43.8 

758 35.6 43.8 36.8 33.9 43.8 8 29.2 36.1 23.8 

760 37.0 43.8 39.8 33.6 43.8 12.8 30.8 43.8 12.5 

761 36.8 43.8 37.7 34.5 43.8 5.5 35.6 43.8 12.0 

762 36.0 43.8 33.8 33.2 43.8 25.7 32.。 46.0 

764 36.8 43.8 38.1 32.1 43.8 28.8 40‘0 

H 17.6 27‘8 43.5 

U 30.9 43.9 13.5 

12A 17.5 27.9 27.7 31.9 12.8 23.6 42.5 . " ‘ 
ROA - % reduction 01 area 
FAR - Fracture Area Index (brittle areajfinal area) 

7에 니켈함량에 따른 균열 그럽 따라 증대된다. 증가함에 니켈함량이 ^H 료와 

Alloy 600과 690은 모두 코온의 낀김성의 변화블 개략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37) 

내에 염화불용액 Alloy 800은 보여주고 있지만， scc저항성을 1... H 에서 염화판용-엑 

저 힘량의 Ti /(C+~) 냉찬가공. Alloy 800의 민감화처 리 , 민감하다. 다소 scc에 서 

난1혀쳤다 117 ’ 것으로 저하시키는 균옐저항성을 환경에서 우!호}판/산소 .. '-:1.'‘~~- 까ζ 까，101 
0\.' , _i.-一 o ’ 

E! 타늄/ 낮추고 탄소함량윤 경우륜 쩌1 외하변， 민깎화 Alloy 800의 서힘에서. 이 

얻을 수 있다 염화휠에 대한 높은 균열저항성을 τ1 _<l. 
-‘- ... 一하여 탄소함밤 111 fr 읍- 눴게 

띈경에 염화문 소둔;i;! i! 1 왼 Alloy 800L의 함량의 저딴소 것좌 ]녕-어주고 있다. 
‘ -‘ 

동일한 민감화 조건에서는 균열이 멜생되었다. 양혼하였으나 대한 scc 저항성이 
또는 옐처리(TT) Alloy 600과 690은 scc를 보이 소둔(Mi\) 조건하에서 협화분용액 

。‘。~ rl 113) 
lñ N. ......... 

;.q 

이차측 수질환경에서 Alloy 800의 scc 거동은 Alloy 풍기발생기의 천펀직으로， 

전위 

성운조성과 연 

전기화학적 

Alloy 800의 

재료의 scc에 대한 민감성은 수잘과 

한연. 。 1 rL (1 8) 
....... -’ 

‘ ‘ l 
” 
ι
 

바
 

것으로 보고된 

또한， 앙으며 

三I케 좌우되는 

690보다 쏟지 

어1 



~I 리초건을 수정하여 몇몇 환경조건하에샤 scc저항성이 개선되었다. 

나. Alloy 800의 톰새부식 (crevice corrosion) 

겹쳐기 구명과 개스킷 (gasket) 표면， 노출된 룹새부삭윤 부식물질에 

표면 되척불이나 틈새 퉁에서 소량의 정체된 용액에 의해 국부적으로 강 。I 。 닙 
cτ-. 

일어나는 부삭현상으로서 퇴적불부삭 (deposit corrosion) 또는 깨스킷부삭 

손실 (phosphate wastage)이나 

하꺼l 

인산염에 의한 한다. (gasket corrosion) 이 라고도 

발생 유풍정체 구역에셔 

튜브-튜브쉬트 연결부의 환경조건율 모의하는 언산엽쳐러 

국부척혹로 증기발생기내 튜브부식은 흔히 형태의 다른 

사 한다. 풍기발생기의 

언산염 (phospha te sa I t ) 농도가 명균용·액보다 240 류부-튜부쉬등 틈새의 힘에서 

내에 저숙유통 혈교환기 집중현상은 이상으로 나타났다(19’ 이러한 인산염의 배
 

따라서. 의도적이든 아니돈 이차계롱에 투여 없다. 존재하는 한 1I1 할 수 우역이 

이 연 또한. 부식율 밸생시킬 수 있다. 된 고채 화학물질이 국부적으로 집중되어 

결과 약 500 ppm의 인산염율 구에서 Alloy 800류브와 탄소강 류브쉬트 모형사험 

인산염에 의한 튜브 

두께 손설 (phosphate wastage) 과 유사하였으나 그 정도는 매우 약했다. 

형태는 부식의 부식은 매우 며 01 하였다. 함유한 뜸새구역의 

’‘’‘ AC; AAHU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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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7. 니켈함량에 따른 균옐취약성의 변화(순수 또는 염화물 

수용액. 300 - 3500 C. O2 < 0.003)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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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브의 점식운 로울러확판(roller expansion) 인 경우에만 두두러지께 발생하였 

으며. 이는 Alloy 800이 인산염에 의한 튜브손실에 취약하며 틈새부식에도 저항 

성이 약하다는 것율 의미한다. 로울러를 이용한 기계삭 류브확관은 Alloy 800의 

부식량율 약간 증가시킨 반면， 유압식 확관율 사용한 경우 이고 인해 튜브의 손 

상율 나타내지 않았다. 

다. 입계침투(lnter-Çranular &ttack) 

일반적으로. Alloy 800의 IGA거동은 째료으l 초건파 환경에 따라 크 

게 달라지며. Alloy 800의 IGA저항성은 Alloy 600이나 690이 전반작으로 비슷한 

수준이다. 한 보고서에 의하면 .(l9) 해수가 누출되고(20 - 180 ppb 엽화물 놓도) 

튜브-튜브지지대 재료에 슐러지가 았는 재순환식 증기발생기 튜브의 lG t\ 민감성 

명가시협에서. 통일한 기간에 Alloy 600은 투께의 36%( 입자간 또는 업자통과) . 

Alloy 690은 6%의 균열침투를 보이고 있지만. 꺼 Iloy 800의 경우 lGA 손상이 없었 

다. 한편. 또 다른 보고서에 의하면， 웅축수 Pol isher 누출의 모의환경 조건하에 

서 Alloy 600. 690. 800이 모두 IGA를 보였으며. IGA 저항성은 '\lloy 690. 600. 

800순으로 나타났다 (20) 

라. 점식 (pitting) 

일반적￡로. 니켈‘크롭-철합금의 접식척힘은 합금의 윌리브댄 또는 

크롭의 합랑과 판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크콤과 니켈함량의 증가는 산성 

의 염화불 환경하에서 점식저항율 증대사다. (21) Alloy 800윤 Alloy 690파 600과 

유사한 점식 륙성율 가지고 있으며， 재료의 얼처리와 표면처리 초건에 따라 점식 

깊이가 달라 잔다. 실험실 연구결과. Alloy 800은 염화불 점식에 민감하다고 보 

고되어 왔지만， 가동 풍인 PIVR벌전소에서 Alloy 800의 중기발생기 튜브의 점식은 

보고된 바 었다. 
/ 

황산엽은 단묶으로 Alloy 800율 점식시키는 것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유황성 

분이 감소하면 염화불과 황산염 이온의 상숭작용에 의해 스테인레스강과 니켈계 

힘급율 점식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보롱의 염화불용액 내에 점식전위 

(pi tting potential) 축 재료의 점식저항성은 니켈함량에 따라 304SS < Alloy 

800 < Alloy 600 순요로 중가한다. 또한. 함산염 이 나 염 화문의 농도가 높은 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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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을 사용하는 경우 합금내에 몰리브덴 함량율 증가시키는 것율 추친하고 있다. 

마. 기타 

설협설 연구에서. Alloy 800은 해수와 염화나트륨-인산염용액에서 

scc저항성이 양호하지만. 중기밸생기의 운천경험으로 부터 해수와 염화나트륨-인 

산염여 "Iloy 800의 손설 원인￡로 나타났다. 

3. 류브재료의 열. 기계작 처 리 (thermomechanical processing) 효과 

가. 입자 크기 

r\ lloy 800 재료의 입자크기는 액체내에서 증기발생기 류브의 부식저 

항에 직접적인 영향율 주고 있지 않지만. 증기내에서의 부석저항은 업자크기가 

감소합에 따라 증가한다. Alloy 800의 입자크기는 열처리 초건과 탄소합량에 따 

라 탈라진다. 

나. 합금원소 칩가 

티타늄과 알루미늄 원소는 A1loy 800에 의도척으로 참가되며 이률 

원소의 농도가 증요하다. 탄소는 티타늄과 친화력여 매우 커서. 열쳐리를 정확히 

하면 탄소는 모두 TiC 형태로 존재한다. 티타늄/탄소 비올의 최적범위는 12 - 20 

으로 보고되었다. Alloy 800은 시효경화성 합금으로서 반얼 탄소원소가 모두 티 

타늄과 결합하지 봇하는 경우. 300 - 8500 C의 사용온도에서 MZ3C6 탄화불율 우 

션적으로 형성한다. 업자 경계에 MZ3C6가 석출하면 입자경계 부근에는 크롭결손 

지역이 생기게 되며， 이는 A1loy 800의 부식저항율 감소시킨다. 죽. 탄소함량이 

낮은 경우(0.03%) 티타늄과 알루미늄 원소의 첨가로 재료의 1 GSCC성농율 개션하 

지만. 탄소합량이 눔은 경우(0 ， 06%)에는 이로써 발생되는 역효과를 보상하지 못 

한다 탄소와 청합하지 않은 티타늄은 알루미늄 및 니켈과 반용하여 감마표라 

임 석출물율 생성시킴으로써 Alloy 800의 크힐파열 륙성율 개션시킨다 (22) 

다. 열처리 

가성용액내에서 Alloy 800의 scc 저항성에 대한 열쳐 êl 온도효과 

(500 - 8500 C) 에 대한 연구결과.(깅) 최대 균옐깊이에 대한 열처리시간과 온도효 

과를 그립 8에 나타냈으며， 여기에 scc저항성이 가장 큰 온도-시간조건어 표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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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럽 8. Alloy 800의 SCC에 대한 얼쳐리(TT)온도와 시간의 효과‘영i 

어 있다. 시편의 미세조직 관찰에서. 옐쳐리 (TT)된 시편이 일반작￡로 소문처리 

(MA)된 경우 보다 임자경계 빛 챙단 (intergranular and transgranular) 탄화물색 

출룰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눈 껏으로 나타났다. 

제 3 절 튜브열효F 대잭 

증기발생기 튜부 손상의 주요 원얀은 웅력부삭균열이다. 웅력부식에 의한 

손상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율 필요로 하는데， 이는 균열에 취약한 

채료. 높은 웅력， 부식환경이다. 따라서 이 중 에느 한 조건율 져l 거한다면 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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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식균열의 발생율 예방할 수 있거 때문에 중기발생기 산업체에셔는 아래의 세가 

지 첩근방법으로서 이 운쩌l률 해결하고자 노력해 왔다. 

(1) 내부식성 합금재료의 개발 

(2) 증기발생기의 수질환경 개선 

(3) 류브웅력 감소 

초기 가압경수로 충기발생기의 대부분에 사용되었댄 소둔쳐리펀 Alloy 600운 

고온과 고순도 수질의 환경에서 웅력부식균열 축 CORIOU 균열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순수 수질환경에서 Alloy 600의 내부식성올 개선시키는 열쳐리 

업 (thermal tr‘eatment)여 개발되어 불란서와 며국의 PWR에 적용되어 왔다. 

Alloy 800은 CORIOU 균열에 대한 ~I 항성을 가지고 있으며， 톱일의 KWU의 PWR과 

캐나다의 캔푸형 원자로에 사용되어 왔다. 열쳐리 (TT)한 Alloy 690 튜브도 또한 

CORIOU 균열에 대한 내성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 불란서. 영국 PWR의 교쳐l 증기 

말셈기에 사용되。l 왔다. 

두번째로는. 중기발생기 이차측 수질화학의 엄격한 관리이다. 대부분의 PIVR 원 

전얘서는 얀산염쳐 ë] 에 의한 수질관리법을 전후l 발쳐리법으로 변경하였다. 또한 

염화문. 용존산소， 실리콘 불순불 합량규격을 강화하였￡며， 이차계롱에 기포혜 

거기와 응축수 pol i shing을 채용하였다. 류브의 부식웅력균혈 취약생을 감소시키 

는 세번째 망안은 뷰용에 발생되는 웅력의 수준율 감소시키는 것이다. 튜브용력 

은 원자로 운잔 증 튜브의 내암 동에 의한 웅력과， 제조과정에서 생성되는 잔류 

용력이다. 따라서 튜용의 표면연마， 바로펴기 (straightening) ， 굽힘가공， 확관가 

공 동 제조공정에서 발생되는 잔류웅력의 수준윷 캄소시키는 껏응 휴브의 총 웅 

력을 감소셔키는.방법 중의 하나이다. 
/ 

튜브의 잔류용력수준을 낮추기 위해 여러가지 웅력제거방법이 척용되고 있다. 

캔푸형 원차로의 경우 온타 è]오 하이드로의 Bruce B 중기발생기 이천까지는. 튜 

브잔류웅력을 캄소시키기 위하여 증기드렴을 우착하기 전에 중기발생기 용기률 

부분적 또는 전체적￡로 웅력이완처리를 수행해 왔다. 이l를 률어 Bruce B의 경우 

Alloy 600의 튜브재료를 B75K에서 4시간 동안 천채 용기 웅력이완쳐리를 수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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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재료의 CRIOU 균열에 대한 저항성율 증가시컸다. 

한편， 중기발생기의 천체 용기에 대한 웅력이완척리는 튜브잔류웅력을 감소시 

키지만 중기발생기의 내부구초불에 대하여 섬각한 손상을 초래할 수 았다. 예툴 

툴어 온타리오 하이드로의 원천 피커렁 B와 다른 캔두6형 중기발생기의 경우 웅 

력이완공정을 충분히 관리하지 못해 튜효집합체의 손상 및 교체를 초래하였다‘ 

이로써， 증기발생기 용기 천체의 웅력이완쳐리 대신 튜브잔류융력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는 다른 방법률이 적용되고 었다. 

/ 

? 
>

? 

니
 



제 4 잠 u-튜브 째료의 특성 

제 I 절 Al1oy-800 튜브재료 특성 

Alloy 800 류브는 1949년 lnco사에 의해 전열기 재료로 사용 춤이댄 Alloy 

600의 대체재료로 개발되었으며. 현재는 가열로용 장비. 석유화학산업용 기기. 

말전소의 중기발생기 튜브 퉁으로 사용되고 있다. 원자력발전용으로는 톡일 

Kraftework Union(씨U) 의 PWR 발전소. 불란서의 액쳐l금속 고속증식로의 열교환기 

에. 그러고 캔두형 PHWR 밸천소에 사용되고 있다. AECL윤 에PD와 PIVR. 중기발생기 

의 경 험율 바탕으로 하여 인쿄넬 600율 부르스 ’A’와 ‘B’에 샤용하였다. 그러나. 

인코넬 600의 초기 성능이 좋지 않아. 순수 수질에 대한 부식저항성이 우수하고 

계몽 방사능이 낮은 장점을 고려하여 Alloy 800율 채택하였으며. 이 해료를 캔두 

형 표춘 증기발생기의 류브재료로서 사용해왔다. 

Alloy 800 튜브재료는 Alloy 600과 690과 같은 오스트나이동계 재료후서. 재료 

의 물리척. 기체적 특성은 꾀 Iloy 600과 690과 흡사하나. 이률깐 열전도 륙성은 

다소 다르다. 예률블이. 600 0 F에서 Alloy 800의 열천도율은 Alloy 600보다 14% 

낮고. Alloy 690보다 6%가 낮다. '\lloy 800은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티타늄. 알 

루미늄. 탄소에 대한 성분규격을 추가로 척용해 왔다. 즉. 크롭탄화몰 대신 티타 

늄탄화물을 형성하도록 터타늄율 첨가하면 채료의 민감화( Sens i t i za t i on )성향율 

감소시킨다. cJ 타늄 빛 탄소함량과 최종 얼쳐리 조건은 입자크기와 고용상태의 

잔류 터타늄 및 탄소맘율 결정하기 때문에 재료의 거동에 큰 영향율 주고 었다. 

알루미늄의 역힐은 티타늄 만큼 뚜렷하지 않~I 반， 균열선단 막 (Fi 1m) 의 안정성과 

갑마프라임 (Gamma pri 뼈) 석출량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격 있다. 

Alloy 800에 대한 종류별 성분조성율 표 5에 나타냈다. (24) Alloy 800은 상이한 

사용조건에 따라 t.lodified AJloy 800요로 밸전해 왔다. Alloy 800H는 고온특성 

때문에 모률형 고온중기로용으로 제안되고 있으나， 탄소함량이 눔아 엽계침투 

(intergranular attack)에 취약한 민감화 마세초직율 조성할 가농성이 높기 때문 

에 물과 접촉하는 환경조건에는 적 합하지 앙다. 1970년대 Alloy 800은 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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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식저항을 개선하기 위해 탄소함량율 0.06% 미만으로 낮추도록 수정되었￡며. 

이를 0.03" 미만의 탄소함량을 갖는 것융 Alloy 800L이라 부른다. 월생 2. 3 & 

4호기 증기발생기에 사용된 A110y 800 조성윤 A110y 800L과 유사하다. 어외， 훗 

피닝 (shot peening) 표면쳐러된 Alloy 800SP와 고온용 Alloy 800(Grade Tw이이 

있다. 

1. 화학조성 

앞에 언급한 바와 같이 . !\lloy 800은 사용초건에 따라 여 러가지로 생분 

과 조성율 변화시킬 수 있다. 중기발생기 튜브용으로는 “Modified Alloy 800"이 

가장 우수한 성분조합율 가지고 있다. UNS N08800의 루요 화학성분 및 역할을 다 

음에 기술하였다. 

당소(0.03 Ma~) 

Alloy 800내에서 탄소는 크롬과 반웅하여 크롭카바이드를 형성함으로써 크 

롬결손구역 (chr‘。mium-depleted zones)과 민감화 마세조직 (sensitized micro-

structure)율 형생하여 재료를 scc에 더욱 취약해지케 한다. 표춘 A110y 800에서 

는 탄소의 최대 함량이 0.10% 이지반. ’ Modi fied Al Joy 800"에서는 탄소합량융 

더욱 낮게 제한하고 있다. 

클를ifL요二-원，_Ql관:._L}켈않」호二뚫끄L 

표준 A110y 800 규격의 주요 합금원소로서. 크롬과 니켈합항의 증가에 따라 

재료의 부식저항이 증대된다. 

~I탄효m웰-二O펴.91 

탄소함량을 초과하도롭 티타늄율 과잉 첨가하면 크롬카바이드 대산 터타늄 

차바이드가 색훌되면서 재료가 국부칙으로 민감화되는 것을 막는다. 표준 Alloy 

800에서는 티타늄의 함량율 최소 0.15%로 뮤정하고 있지만. t.lodified Al10y 800 

에서는 이를 최소 0.35%로 증가시켜 탄소합량율 충분히 초과하도롭 한다. 

알품EI늄(0.15 ~ 0.4~l 

알루미늄 원소의 최대함량은 Modi fied A110y 800의 경우 표준 Alloy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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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Alloy 800의 종류 및 성분초성 

i~~~O~niÓn(~):， I \ : -~UOy 빼 
c I 0.10 m없. 

Modified' 1- ‘ B&W 
Allóy 800 ---- I 、 κ Spec 

0.03-0.06% <0.03 

‘ ι; ι’- ε ι 'l ~. ‘ 
800H 

0.05-0.10 

n” 

히
 -M 

빼
-
뼈
-
뼈
-
폈
-
폈
-
따
-
뼈
-
뼈

i
 
뼈
 

s
-
(뜨
 M
-
%
-
(
ω
 

쩌
-
꺼
 

1.0 max. I 0.75 max. 

15m없 I 1.00m없· 
O015m없 I 0.015 

19-23 121 - 경 
3ι35 132.5-35.0 

bal. I 벼 
075 I 0.75m없 
0.15-0.60 I 0.15깅 45 

0.15.0.60 I .35-.60 

1.0 max. 

1.5 max. 

0.015 max. 

19-23 

30-35 

baL 

0.75 

0.15-0.60 

0.15-0.60 

Ti:C 12 min 

Ti:C+N 

ottler 

8min. 

P=.015 max I Grain Size 
CO=.014 max I ASTM 50r 
N = .03 max I coarser 
N+P=.07 max 
Grain Size 
ASTM 5 1010 

heat treatme미 I mill an매aled 
퍼00-1800F 

mill annealed 
1760-1830F 

solution 
anneal 
2050F 

/ 

보다 다소 낮다. 알루미늄은 파잉 티타늄과 반웅하여 감마표라임 석출볼율 형성 

함으로써 ;;cR료의 크럼-파열 륙성을 개선시키고.또한 재료의 부식거동율 개선시키 

는 효과를 준다. 

코땀트(0.020 Max. O. 이 5 Ayg._l 

원전 계롱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와 마잔가지로， 발전소의 방사선준우|률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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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하기 워하여 Modi fied Alloy 800의 코발투 함량율 최소로 한다. 한연. 표준 

Allo:; 800의 겸우 코발트의 합랑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최소(0.03 Max) 

질소는 다타늄과 반용하여 티타늄철화불을 형생하여， 탄소와 반용하는 티타 

늄 가용량율 감소샤킨다. 따라서. Modi fied Alloy 800에서 켈소의 함량운 낯운 

수준4로 통져l된다- 한편. 표준 Alloy 800에셔는 절소 함량율 뮤정하지 않고 있 

다. 

E]담늄./1만소_ tJ] 율U_Z一믿iπ」 

두 원소 함량의 벼율율 규제하는 묵칙은 티타늄 함량이 한소의 놓도를 충분 

히 초과하도록 함으로써 재료의 민감화를 방지하기 우l 함이다. 실험결과에 의하면 

서 loy 800의 성능율 최척화하는 터타늄/탄소의 비율은 최소 12이다. 

톤1~탄효L(탄소c!_ 질소)_본1.:율(8 m셈」 

Alloy 800 재료 내에 티타늄의 초과량이 상당량 존재하도록 하면. 탄소는 

티타늄카바이드 형태로 석출하고， 터타늄이 충분히 남아 알루미늄과 함께 감마표 

라임 상올 형성한다. 

2. 기계적 성질 

Alloy 800의 겨계적 성질에 관한 요건은 SB-163의 규격에 따르며. 중기 

발생기의 가동초건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튜브째료의 균일성 빛 성농율 향상시키 

기 위하여 항북깅도. 인장강도(고옹 데이타 포합). 경도 풍 기계척 물성치의 허 

용범위룰 규정한다. 

3. 재료서협 

채료의 항북강도. 인장강도(고온 데이타 포함) . 경도시협 이에 보통 다 

음의 네 가지 시험을 수행한다. 

~]전l족침 」검즈 .. 

ASTM El2에 의거 Alloy 800의 며세조직검사률 수행하며， 검사는 업자쿄기에 

국한한다 입자크기는 ASTM No. 5 ‘ 10이내이어야 한다. 

분씌--신협 

쩌 -



부식시혐운 모든 i\ lloy 800재료의 규격으로서 항시 요구되며. 재료와 열척 

~I 가 적절히 수행되었는가 확인한다. “Streicher Test’률 수행하여 재료가 현저 

히 민감화되어 부식쳐항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률 검출한다. 또한. 부석강이 

흘 251lm 이하로 규정함으로써 재료 표변의 또는 국부척인 민감화 상태률 검출한 

다. 

플랜연링!_!:l훤--다larl.!lg __ ~~를ù 

확관가공되는 튜브가 이 풀래어링 시협에 통과하떤. 튜브쉬트 부근에서 부 

식개샤점요로 작용하는 결함율 발생시키지 않융 것으로 본다-

잎켠l갚풀U퍼j_:검즈1 

Alloy 800은 제조과정에서 고농도 산세척 리 (acid pickl ing) 용액에 노출되 

기 때운에， 튜브의 내부 또는 외부 표면에 윤옐이 발생휠 수 있다. 튜브표변의 

IGA는 해로운 물질을 포획하여 부식캐시점으로 작용한다. 완성된 튜브의 횡방항 

시편에 대한 금상학검사룰 수행하여 제죠공정 풍 엽계쑤식의 발생여부를 확인한 

다. 이 시 햄 은 ASTM G28 Method A에 의 거 하여 수행 한다. 

제 2 철 튜브잔류응력 생성 

증기말생기으I u-류브는 제조 및 조립공정 풍 표면연마. 바로펴기 

(strai ghteni ng). 굽협공정 (bendi ng). 튜브-튜브쉬트 밀용용접， 확관공정 동에서 

기채적 또는 열하중에 의한 재료의 소성변형으로 인해 생성된 잔류웅력울 갖게 

된다. 튜브표면의 인장 잔류웅력의 존재는 동옐한 하중조건하에서 채료의 균열발 

생시기율 단축시키고 또한 발생된 균열의 천파속도률 증대시키기 때문에 천책척 

/ 
으로 셰료의 용력부석균열에 대한 저항생올 약화시칸다. 

증기발생기 튜브에서 잔류용력이 존재하논 구역응 u-튜브 칙선구깐， u- 밴드 구 

역 빛 접선구간， 튜브확관 부우1. 밀봉용접 옐영향부우l 둥이다. 캔두 증기발생기 

는 소둔쳐리한(MA) 류브를 사용하기 때문에 류브 직선구간에서의 잔류웅력은 튜 

브 바로펴기와 표면쳐 ~I 결과로 부터 발생한 것이다- 튜브 바로펴기에 의한 잔류 

응력은 최고 140 MPa까지 올라가고 불균일하게 분포하며. 야후 수행되는 굽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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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가 표연쳐 èl 방법에 의하여 표면웅력 

표면연마에 의해 촉방향으.로 넓운 영역에서 

된다. 튜브의 변하케 의히l 다시 공에 

압축용력이 발생하며， 원 

주방향으로압축웅력과 또는 상대척으로 높운 인장 잔류용력율 생생시킨다. 유리 

결정된다. 

알피닝 (glass bead peening)율 수행하면. 높은 압축웅력이 튜브 외부표면에 발생 

하지만 내우로 가면 어느 정도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u-밴느 구간의 잔류용혀 

표면조건에 따랴 북잡해지지만 일반적으로 웅력제거쳐리 .!E.는 유리알 은 류부의 

피닝;;.]리를 하지 않는 경우 일부 구간에서 허용치를 초과한다. 

u-튜브집합쳐l의 류브쉬트 구간에서 튜브확관이 이루어진다. 튜브확관 이읍부에 

대한 r\ECL의 기술요간에 의하면(12’. 않을 정도 확관부률 통해서 누설이 일어나지 

의 기멜성을 요구하지 않지만. 튜브와 튜부쉬트 틈새률 닿게 하여 불러한 화학초 

휴브의 웅 류브확관부는 이의 기껴l 척 성능， 촉성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건이 

계속척인 

님
 
-휴

 
” 

효과 퉁과 관환하여 

왔다. 확관구간 충에서도 확관이 륜나논 천야구역에서 

의 길이방향 또는 원주방향의 잔류웅력이 높게 나타났다. 류브-튜브쉬트 확관부 

웅력이완의 잔류웅력의 영향， 력우식균열 저합성， 

되어 관심의 대상이 

전이구역의 류브 내변에서도 원주방향 및 길이방향 잔류웅력 결과， 의 부식시협 

이 높게 나타남과 일치함을 보여주고 있다. 

쳐 
‘-또는 튜브의 콜링팍관과 함께 일봉용접후 열처리 캔두 증기빌생기의 경우. 

웅녁이완망식윷 적용했었지만. 현재는 유압삭 확판을 사용하고 있다. 채 용기의 

웅력구배가 완만하고 또한 천이구역에서의 렐·렁꽉관법에 비하여 유앙식 확관은 

균열율 초 낫다. 튜.브의 허용 잔류웅력은 300 0 C 가성용액에서 수준이 -，\근。그} 

τ! -.r τ:> '4 

인코넬 600과 800이 200 

딩시 NaOH 농도에서 균엘운 말생시키는 응력범위는 140‘ 175 MPa여다. 

실협결과에 따르면 두고 있다. 기준을 래하는 수준에 

l 튜브 굽힘 

증기발생기 튜브의 u-밴드는 냉간 굽힘가공으로 제작되며. 이 때 밴드럴 

단면이 명명해저는 것은 최소 튜브칙경 튜브의 굽힘가공시 앞는다. 을 사용하지 

류브두께의 감소량은 AS~IE 재료규 율 1/16“ 이내로 초과하는 수준까지 허용하며， 

격 5B-163의 보완요건 (supplementary reQuireruents)에 따르되 튜브두께 ’T’룰 굽 

잔류웅력파 이를 A찌 A~ 'ÇI ξ: 
。 0-' ‘-굽힘가공사 한다. 류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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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시키기 위한 표면척리법 및 제조공정의 효파에 대한 연구가 수행된 바 있￡ 

며. 그 결과률 다음에 서술하였다 125) 

캔두 중기발생기에 사용되는 Alloy 800튜브는 제조흥정 최종단계에서 소둔쳐리 

(약 1263 0 K}. 바로펴기. 표면연마(grinding/polishing) ， 비파괴검사 퉁이 수행 

되며 이푸 팝힘가공이 이루어진다. 이 연구에서는 굽힘방법으로 압축굽힘 

(compression bending)과 인밸 또는 회전굽힘 (draw/rotary bending) 방식율 사용 

하였다. 또한. 튜브의 표면연마작업으로 가공경화충이 형성되고. 이것이 u-밴드 

맞 u-밴드와 직선구간의 친이구역에서 류브표면에 높윤 잔류웅력율 초래하기 때 

문에 lj-밴드 우역의 듀브잔츄응역수준율 감소시키는 방안율 시도하였다. 이는 

1 ) 류당굽힘가공 전에 약 o. 05 ~I~I정도로 전해연마하는 방법과， 공정순서률 변경 

과 2) 표면연마 후 비파괴검사 수행 전에 소둔쳐리와 11.로펴기률 수앵하여 각각 

의 잔류용력수준율 비교하였다. 설혐에 사용한 류강재료는 Nor‘sand사와 

~Iannes뻐nn사의 Alloy 800이며， x선 획절법율 이용하여 잔류웅력의 축정하였다. 

이 연구결과에 외하면， 

(l) 기존의 뷰브제조과정에서 표면연마로 인한 류혹표면의 냉간가공층의 

깊이는 약 50llm이며 튜브굽힘시 잔류웅력은 최대 750 MPa까지 상숭 

한다. 

(2) 튜브굽힘 바로 전에 2차 소둔 빛 바로펴기 작업율 수행하는 것이 전 

해연마룰 수행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며. 이 때 최대 잔류인장웅력 

수순은 200MPa 이 하로 나타났다. 

(3 ) 튜브의 잔류인장응력은 u-밴드의 팎대기와 천이구역에서 튜브 길이 

망향￡로 늪게 발생하며. 철정 인장응력이 말생하는 위치는 굽힘반 

성이 풍 .7~함에 따라 밴드의 측면에서 바깐쪽으로 이동하는 갓으로 

나타낮다.1 

2. 류브 확관 

튜브와 류딛쉬드의 벌봉용접 후 튜부쉬트 구멍내에서 확관에 의하여 튜브 

와 류브수l트의 이읍이 이루어 진다. 튜브쉬트 구명과 튜브의 이읍부는 튜브수l트 

의 이자축 떤에서 부식성 화학불겔의 축적을 방지하고， 튜브획관서 생성되는 잔 

-세 



류응력은 튜브의 웅력부식균열율 초래하지 않는 수준이어야 한다. 월생 원전율 

포함한 최근의 캔두형 원천의 증기발생기는 류부확판부의 제초를 위해 유압식 확 

관법을 사용한다. 유압삭 튜브확판공정의 특생과 잔류용력 형생에 관하여 다융에 

서솔하였다. 

유압식 류브획관은 Haskel 확관장치률 샤용하여 수행되며. 이 장치의 체략도를 

그럽 9 & 10에 나타냈다. 공정의 주요 파라메타는 유체 합력. 확판 길이， 확관 

횟수 둥이며. 확판 이음부의 품질인자로는 잔류용력 수준. 이용부 기벌성， 확판 

부의 길이 및 위치 뚱이다. 

카나다전력공사의 Chalk River Nuclear Lab.(CRNL)과 B&W사의 Alliance 

Research Center‘ (:\RCl에서는 소둔 빛 표면연마한 Alloy 800의 튜브확판시 주요 

공정변수에 따른 잔류웅력 해석과 측정을 통하여공정의 최최조건을 확립하였 

다.‘261 그럽 I1에 확관압력에 따른 축방향 표면잔류용력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 

다. 높운 압력융 사용할 때 천이구역에서의 웅력구배가 크며， 저압 확판시 튜브

튜브쉬드간 간극의 크가가 크게 나타남울 알 수 있다. 한면， 합격 기춘치의 류브 

-튜브수l 토 간곡 품질을 얻는데 높은 확관압력 (~248.2 MPa)이 척합한 것으로 보고 

되었다. 

튜부의 잔류웅력은 나켈합량이 많은 합금채료의 융력부식균열 취약성을 결정하 

는 주된 인자이며. CRNL과 ARC에서는 유압식 및 기계석 확판공정의 륙생과 확판 

전 열쳐리효과 둥윷 tll 교 검토하였다. 이 연구 결과에서. 튜브표연의 높은 잔류 

응력은 제조공정에서 수행되는 표면연마사 냉간가공에 기인한 것야며. 이후 열쳐 

èl 률 이용하여 잔류용g켓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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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9. 유압식 류브확관장치의 깨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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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10. 튜브확관장치의 탑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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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는 Alloy 800휴브를 

표면연마쳐리한 경우 확관 전 열쳐러룰 수행하면 잔류웅력율 용력부식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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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13. 튜혹표면하 잔류푸표융력의 류부김이 

수 있율 것￡로 오고 였다. ￥l 험이 없는 수준￡로 감소사킬 엘의 

유압식 확관에 의한 튜브‘튜브수l 트 이음부의 튜브잔류용력에 관한 연구가 며국 

오l 이 연구에서는 튜브잔류웅력 바 있다.‘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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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스팅하우스사에 의해서도 수행된 



에 확관튜브와 튜브쉬트와의 접촉압력 (contact pressure) , 이읍부의 기밀성， 하 

충지탱 능력과의 연판성율 다루었다. 아 연구의 결과에서도 류부잔류용력은 튜 

브확관의 천이구역에서 높은 인장웅력을 보이고 였으며. 휴브외경의 철청웅력윤 

튜브와 휴브쉬트와의 접촉이 끝나는 위치 부근에서 일어나는 축방향 웅력 0) 며. 

튜브내경에서는 전야구역과 정하는 비확판부위에서 발생되는 축방향 웅력으로 나 

타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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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1I 3 철 튜브응력척 &1 방법 몇 효과 

증거밥생기의 0-튜브내 잔류웅력율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튜브의 융 

력부식균열을 예방하기 위한 충요한 관건 중의 하나이며. 주요 판심 부위로는 튜 

브집합체의 u-밴드 구역과 튜브-튜브쉬트 이융부이다. 류브잔류용력 수춘을 감소 

시키기 위하여 그 동안 사용해 온 방법으로써. 중기발생기 용기얼쳐리 (vessel 

hea t lrea tment). 천기저항에 의한 국부척인 멸쳐리. 유 ëJ 알피녕 (glass bead 

peaning)올 이용한 표면쳐 리 둥이 있다. 지금까지의 성농가록으로 보면 캔두 중 

기발생기 류부의 용력부삭균열 발생률이 상대척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는 

부분적으로는 류브웅력제거의 효과로 보여진다. 표 6어l 착 증기발생기별로 척용 

한 류브용력쩌l거방법을 열거하였다. 튜부재료의 용력부식균열저항성윷 중대시킬 

목적으로 증기발생기 제작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는 튜브융력쳐리법율 정리하면 

다읍·과 집다. 

(1) .\s-received 초건의 튜$후률 사용하고. 튜브를 설치하기 전에 증기 발 

생기 용기의 용접후열쳐리 (PWHT) 수행. 

(2) Shot Peened 조건의 튜브률 사용하고， 튜브률 설치하기 천에 증가엘 

생기 용기의 용접쭈열처리 (p뻐T) 수행. 

(3) 굽힘카공 및 로내 열쳐리된 튜브흘 사용하고. 튜브률 설치하기 전에 

중 71 멜생기 용기의 용접추옐쳐리 (PIYHT) 수행. 

(4) . .\s-rece i ved 조건의 류브를 설치하고. 증기발생기 용기와 튜브집합 

체의 용·칩휴열쳐러( PI\'HT) 수행. 

(5) Local Inverted Vertica l(L1 V) 방법융 사용하여 증기발생기용기와 

튜브쉬트/구역의 부분척인 용접후얼처리 (PWHT)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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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vessel stress relief. Small U.bend5 

.electrically S/R at 1275K (instantaneous 

U-bends glas5 bead 야ened(G2) ). 

Vessel stress relief ar 825K. 

Full vessel stress relief at 880K. 

Vessel stress relief 8t 880K 

Tubesheet 5tre5s rel ief at 880K. U-bends 

electrically stress relieved 하 920K 

( instataneous). 

냐c81 5tres5 reJief of tubesheet. 

Full vesseJ 5tress relief at 88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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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화 Alloy 800 튜브재료의 웅력부식균열에 대한 져항성 판점에셔 껴1초공청 

의 선댁사항￡로서 여러가지 옐척 ~1 몇 표면처리 방법이 고려되었으며， 튜브융 

력쳐리 방법의 평가에 관한 B & W-ARC센타에서 수행한 연구결과를 다음에 요약하 
。-i .... t (28) 
4“-, 

‘. As-Received 튜브 

중기발생기 용기의 용정추열척리 빛 As-Received 튜브를 사용하는 경우， 

각각의 환경조건에 대한 안정화 Alloy 800튜브의 성능은 다음과 같이 나타놔다. 

가. 전휘발성쳐리 (All yolatile !reatment) 

AVT률 사용하는 경우와 유사한 pH. 운천 빛 잔류용력 초켠에셔 운천경 

험이 양호한 것a로 나타내고 있다. 

나. 순수룹( W/0z) 

1 ppm의 산소륭 함유한 전후l 멜성쳐리( AI.’T “10 NzHt ) 수질시협에서 휴 

브손상이 발생하지 않았다. 다른 시험에서도 as-received .-\lloy 800은 고온 순수 

뭔에서의 균열저항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녔다. 

다. 가성용액 

안정화 .-\lloy 800은 고온에서 NaOH 농도가 높은 용액에서 가성균열 

(caustic cracking)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낮다. 그러나. 100 g/) 농도 이하의 

NaOH ( 10% NaOH) 용액에서는 웅력수준이 항북강도 이상인 경우라도 웅력부식균열 

에 대한 저항성이 매우 큰 것A로 나타녔다. 

과. 염화룹 

15 - 20%셈 크롬율 합유하고 있는 모든 오스터l나이트계 채료는 고옴 

염화불용액에서 균열울 밸생시킬 수 였다. 이러한 재료는 용액내 산소가 존재하 

지 않율 경우. 염화물의 농도가 상당히 높은 경우에도 내식성을 유지하지반， 만 

일 용액 L~ 산소가 존재하면 상대척으로 낮윤 염화물 농도에서도 손상율 초래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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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hot Peened 튜브 

가. 업화물 

Shot peened 빛 안정화 Alloy 800류브는 염화불용액에서 용력부석균혈 

을 효과작으로 예방하지만. 용존산소를 함유하는 염화물 환경에서는 캠식에 추l 약 

하다. 따라서. 구명의 하부에서 인장웅력 상태에 었는 째료는 캠식에 의한 균열 

흘 벨으켈 수 있다. 

냐. 기타 환경 

다른 판경에서 shot peened Alloy 800의 부식성에 관한 레이타가 없:;f.J 

만 shot peened 류브는 다른 부식생 환경에셔 척어도 쳐러가 되지않윤 튜브 

(untreated tube)보다는 우수한 성농융 갖는다. 오스테나이투계 합금융 사용한 

다른 시험에서. shot peening처리는 튜브표면에 압축웅력을 밸생시켜 웅력부석균 

열을 예밤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3. Furnace Treated 류부 

가. 천￥l 밸성처리 (AVT) 

6070 C에서 8샤간 용력이완쳐러한 시연율 10ppm NaOH률 합유하는 AVT 

수질에 시험한 결과. 12.000시간 까지 손상이 딸견되지 양았다. 

나. 순수불( 19/02) 

소둔(MA)처리와 621 0 C/40사간 로냉시켠 비안정화 Alloy 800튜브는 36 

ppm의 산소를 함유하눈 순수 수질환경에서 353사깐 이내에 업계균열율 발생시켰 

다. 

다. 가성용액 
/ 

600~6500 C 법위에셔 열처리된 안정화 Alloy 800은 가성용액 용력부식 

균열에 륙별한 효과가 없는 것으호 나타났다. 

라. 염화불( W/02 또는 W0/02) 

얀정화 Alloy 800은 용액내 산소률 함유하는 염화물 환경에세는 용력 

부식균혈에 취약하지만. 산소를 합유하지 암는 환경내에서 웅력이완처리 (621 0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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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얀정화 AJl oy 800의 손상은 보고된 바 없다. 

4. 전기저항 열처리 튜브 

B&W사의 .",RC 연우 데이타에 의하면. 전기져항 열척리는 안정화 Alloy 800 

튜브의 가성용액 SCC 저항성에 .;:)명척인 역효과를 가져올 수 였다. 

5. 국소반전수직 법 (bocal lnverted 끄ertical Method) 튜브 

ll\‘법에 의하면 증기발생기 튜브쉬트 부분만을 607 0 C 로 열처리하기 때 

문에. 이는 튜브의 길이방향으로 올도구배를 야기시킨다. 566 0 C 야하의 용도에 

서 웅력이완쳐리률 하면 안정화 Alloy 800의 균열저항에 치명쩍인 역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낮다. 결과척으로.as-received Alloy 800 튜브채료는 캔 

투6헝 원자로 증기발생기의 수질환경에 장기간 사용사 웅력부식균열에 대하여 충 

분한 내성윤 가지고 있다고 보며. 이는 올타리오 하이드로 탈링톤발전소의 증기 

발생기에 쳐음 샤용된 이푸 루마나아 체료나보다(Cernavoda)와 월성 2 , 3 & 4 중 

기말생기에 사용되었다. 

Alloy 800에 Shot Peening쳐 리와 적 절한 열쳐 리를 수행하면 여 러 형태의 닝l 전 

형적인 수질화학 환경에 대하여 추가적인 보호효과률 주지만. 용존산소를 합유하 

는 수질애서는 이허한 쳐리로 인하여 균열저항성이 더 악화될 수 있다. 또한， 천 

기저항옐쳐리와 Ll V법에 의한 류브의 부분척인 열쳐리는 추천할 만하지 못하다. 

한연. 안정화 Alloy 800의 웅력균옐쩌항성에 대하여 shot peening 빛 로내 열처 

리， as-rece Î\’ed 조건의 효과에 대한 비교검토가 추가로 요구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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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창 u-튜브 집합처I 설계 특섬 

캔두6혐 월성원자로의 NSSS 륙성과 충기발생기 튜브재료의 열화기구 에 관 

해서는 이며 4장에서 논하였다. 중·기발생기의 셜계수명기간 동안 튜브의 압력경 

계 건전성율 유지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u-튜브집합쳐l의 셜계사 튜브의 열 

화요언율 치l 거하거나 혹은 열화수준율 허용치 이하로 낮추어야 한다. 이 장에서 

는 이러한 셜계요건을 충쭉시키기 위하여 월성원천 풍기발생기 u-류브 집합채의 

설계인자툴 분석하고 이틀의 륙성에 관하여 논하기로 한다. U-튜브 건청생에 영 

향율 미치는 류딛집합체 설계인자툴 아래의 여섯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2:4) 

(1) 튜브 재료 

(2) 이차측 열수력 륙성 

(3 ) 튜브-뷰부쉬트 이음부 설계 

(4 ) 튜브지지계봉 설계 

(5) 증기발생기 수질회학 

(6) 되적룹 관러 및 쳐리 

위의 인^! 증 뷰브재료에 대해서는 3장의 내용율 참조하고. 중기발생기 수질화 

학에 관해서는 별도로 6장에서 다루기로 한다. 

제 l 절 이차측 열수력 특성 

/ 

재순환식 증기벌생기 튜브의 설계수병율 탈성율 뷔한 가장 중요한 인자 중 

의 하나는 이차푹 열수력 륙성으로셔 고순·환비옳， 유통의 집합체 침투능력， 튜브 

와 지지만의 몽과숙도. 내진통 설계 퉁이다. U-튜브의 벼동구역에서 유동의 튜브 

표면 소해숙도률 충분히 높게 하여 국부적 인 과열혹 언한 고갈(Dry-out)율 방지 

하고 또한 불순룹의 집충 또는 퇴척을 억제함으로써 웅력부식균열에 의한 류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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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부지 ^I 대 채료의 열화률 방지할 수 있다. 튜브의 화학적 침투률 최소화하기 위 

헤 중기발생기의 내부구초툴 설계사 아래의 열수력척 성농요건을 고려하여야 한 

다(12) 

정상고수위혜벨(Fu11 천출력사 ~ß순환비옳。l 유통의 ( 1 ) 이차측 

Power Normal High Water Le~el)에서 5 :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여 

재순환벼는 하강판내 총 유동철랑과 충기출구의 총 증가량과 기서， 

의 비율로 정의된다. 

(2) 증기발생기내 특히 튜브쉬트 위에 고체물의 펙척융 최소로하도록 설 

트 위에 충기 빛 이률 위하여 중기발생끼는 튜브쉬 계되어야 얀다. 

튜브쉬트률 통과하는 유동의 소해 유동정처1구역을 최소로하는 한편， 

숙도가 최대가 되도룩 한다. 

집충을 최소로 지지계롱은 이차측에 화학물질이나 고체물의 (3) 튜브의 

。l률 위 않토록 설케하여야 한다. 덴팅 (denting) 이 발생되지 하며， 

가농한 진풍과 마모를 방지하면서도 

개방된 유동면척율 제공하도혹 설계하여야 현다. 

지지계롱은 튜브의 님
 

-튜
 

하여 

튜브집합쳐l 칩투와 튜브표변의 소해작용율 효과적으로 탈생하는 하강관 유동의 

고온지주륙에 도달하는 총 유통량이다. 일차측 유통의 입 데 중요한 파하메타는 

구축 류브쉬트 상단에서 유동의 유압량은 튜브의 수명에 중요한 인차이다. 중기 

말생가의 고온지주축 유엽량 축 이차측 순환비률 최대로 함으로써， 열전갈 성능， 

튜브표면의 유체고갈 똥의 문쩌l률 해 부식생성물의 이송. 류브수l 트 퇴적불 처리. 

결할 수 있다. 월성원전율 포함한 캔두6형 중기발생기의 이차측 유몽의 순환비융 

고온지주측에 도달하는 총 유통량을 이차측 유동의 순환버로 표가 

하연 순환배에서 11을 밴 값이다. 

은 6 : 1 이며， 

이차측 유동의 순환비를 높게 하려면 류부지지 

계몽과 중기분리기 동 내부 구초툴의 설계사 유동저항율 가능한 한 낮도록 한다. 

유통의 순환벼률 높케 하려면 자연히 유동숙도를 증가시켜야 하는데， 이는 한연. 

튜브집합체의 유동유발진동 셜계시 제한조건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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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철 튜브-튜브쉬트 이읍부 셜겨i 

튜브-튜브수l 트 이옴부의 설계는 접합강도가 휴혹가 튜부쉬트로 부터 분리되 

지 않토록 튜혹를 단단히 고정힐 수 있는 정합강도를 7 .. 지며 또한， 틈새부식이나 

응력부-식기구에 의한 튜브의 손상율 야기하는 초건율 만툴지 않토록 하여야 한 

다. 이러한 요건을 만록하기 의하여 류브의 일차측 압력경계에서 튜브수l트와 필 

렷용정 (fi Ilet ‘\'e ld)율 수행하고. 이차측에는 류브와 뷰브쉬트구멍 내벽과의 확 

관이음볍율 사용하여 이음부를 제착한다. 튜브-류브쉬트 이읍부의 가공품절 인자 

이툴 중 류브와 튜브쉬트의 

류브-류브쉬트 밀봉용접 , 튜브확판 둥에 관하여 기술하였다“12) 

영향율 미칙는데. 룹이 이읍부의 압력경계 건천성에 

가공. 

1. 튜브쉬트 가공 

류브쉬트구명의 가공시 기하학적 형상이나 조긴들이 튜브내에 허용치 이 

상의 웅력을 야기시키지 않토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웅력초건률은 튜브-류브쉬 

트 제조공정， 류트 조럽작업， 사용웅력 (in-service stress)으로 부터 기 인할 수 

있다. 튜브구멍 가공의 주요 품질인자률 다음에 열거하였다. 

(1) 길이방향 또는 원주방향 도렬자국 

(2) 튜브구벙의 국부적인 ~J수오차 

(3) 류브구벙 진원도 

(4 ) 쥬딛구멍 위치편착 

(5) 류브외면과 구멍 내면사이의 깐격 및 공차변화 

(6) 튜브구멍 청결도 

2. 류닫-류부수!트 용첩 

캔우형 증기발생기의 류브-류브쉬트 이음부의 용접설계 단면도가 그립 

14에 나타나 있다. 증기발생기 압력용기의 용접 빛 용접후열처리 추 튜브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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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t.i쉬트에 설치한다. 이훈 류브률 휴브쉬트 구멍의 일정위치에 고정하기 위하여 

가확관(tack expansion)공청율 수행한 후 Tl G용접법율 。I용하여 튜브와 튜브쉬트 

(a) Fillct Type 

x_ι、 . 1.1$' c: 

。verlay R ,!” • o.。 ，。·

(b) Flush Type 

/ 

그럽 14. 튜브-뮤브쉬트 빌봉용첩부의 반면도 

띠
 싸 



일차면을 펠릿용정한다. 용접부위에 대한 액체침루탑상시햄과 헬리움누출시혐을 

수행하여 정합부의 건천성을 검사한다. 

3. 튜브짝관 

류브와 튜부수I트의 밀용용접 추 류브쉬트 구멍내에서 확판율 이용한 류 

브와 류브쉬트의 。I읍이 이루어 진다. 류료쉬트 구명과 튜브의 이음부논 류보의 

야차휴 면에서 부삭성 화학물질의 축척율 방지할 수 있어야 하벼. 확판시 생성되 

는 잔류웅혁은 류브의 웅력부식균혈을 초래하지 않는 수준이어야 한다. 튜브확관 

앙법￡로서 압연식 확관(rolling expansion) 또는 유압식 확판(hydraul ic 

expansion)율 사용할 수 있으며. 롤링확관이 이용하는 경우에는 튜브잔류용력 이 

완쳐리를 수행해야 한다. 유압식 튜브확판공정의 룩성과 잔류용력 형성에 관해서 

는 제 4 장에 서술한 바 있다. 

채 3 절 튜브지지계통 셜체 및 전통해석 

원진 중기벌생기는 풍종 높은 유동속도와 크기까 작은 기기률 사용한다. 푹 

히. 고가의 중수를 얼차축 유체로 하고 있는 캔푸원전의 풍기발생기나 열쿄환기 

틀은 중수의 수용량율 최소로 하기 위하여 상대칙으로 콘 유통속도와 작은 직경 

의 튜브률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튜브지지계통의 셜계는 이차측 유통의 압력강 

하룹 최소로 하기 위해 구조물을 간소화하눈 한연， 유동유발진동( E.l ow !nduced 

Vibration)과 웅력부식 잠재성 및 제조 난이도흘 각각 고려하여 최척의 설계률 

찾아야 한다. 

진몽에 의한 튜브의 /71 계척 손상으로 인하여 여러 PWR 및 CANDU 증기발생기의 

튜브프러 깅 (tube plugging)이 수행되고 있다. 따라서 류브::tl;(! 구조물에서 마모 

에 의한 류브의 손상과 이의 발생량율 예축하기 워하여 류브집합쳐l와 지지대의 

기하학적 조건에 의한 류브의 진동륙성을 결정하는 것이 충요한 관건이다. 이때. 

증기발생기의 운천모드， 얼.이차측 혈수력 조건， 튜브와 지지대 채료간 상호작 

용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사항틀이다. 중기발생기 류부의 과도한 진동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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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샘되는 튜브의 충격마모( impact-fretting 빼ear) 또는 피로파괴는 증기발생기의 

수명을 단축샤킬 뿐만 아니라. 기기의 보수작업을 위한 발천소의 정지에 따른 경 

제적 손실을 야기시킨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셀계단계에서 예방하기 와해서 

는 유동유발진동과 류부 손상거구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우엇보다 종요하다. 

1. 유동 해석 

유통유밸전통율 이해하는 첫 단계는 유통초건을 명가하는 것야다. 증기 

밸샘기나 열교환기와 같이 기하학적 항상이 매우 복잡한 경우 단순한 해석모댈율 

적용할 수 없으며. 또한 진동문제가 대부분의 경우 유동속도가 큰 구역에서 일어 

나기 때문에 국부적인 유동초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주요 판섬구역 

응 급수의 입구 빛 출·구 근방， 튜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구간(tube-free 

lane) , U- 밴드 구역 둥이다. 중기벌생기의 열천탈， 압력강하 풍 천쳐l척￡로 설계 

따라메타의 명가에 이용하는 충류해석 (strea1Jl analysis)으로는 유동유발진동 해 

석에 충분한 정보률 주지 못한다. 따라서 중기발생기 내의 북잡한 유동현상에 관 

한 상세한 정보블 져l공할 수 있는 다차원 및 이상(two-phase) 유통에 대한 열수 

력해석이 필요하다. 또한 어러한 유동해석 결과로 부터 열천달율 저하시키고 부 

식이나 오염 (foul ing) 이 용이하게 일어나는 유동정체 구역을 파악할 수 있다. 

u- 벤드 구역의 유통은 보통 매우 불균얼하다. 이는 고옹 및 저온측 간의 불균 

멸한 열하중， 튜브 집합혜 수력저항의 이방과， 진동방지 지지대 C~nti -~ibration 

~ar) 의 영향 때문이다‘ 또한， 류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구간에 유풍방향율 조 

절하는 밀봉로드 또는 스트립 (Sealing Rods 0 1' Strips)율 셔용하는데， 이 밀봉장 

치 주위의 유통숙도가 높기 때문에 유동해석시 푸요 관심 대상이 되는 구역이다. 

2. 진동가전 기구(Vibration Exitation Mechanism) 

중기발생기 내 류브집합체의 진동은 주로 입구 근방이나 밀봉 스트럽 

(seal ing strip) 주위에서와 같이 과도한 유동숙도가 발생하는 지역에서 국부척 

으로 일어난다‘ 기기의 유동속도분포률 구하기 위해서 3차원 열수력해석이 필요 

하고， 기기의 진동웅탑율 예흡하기 위해서 진동가진기구( v i bra t i on ex i ta t i on 

mechanism)률 수식화하여야 한다. 유체의 유동에 의한 류브진통 가진거구는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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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얼거된 바와 같이 크케 네 종류로 구멸할 수 있다 (29 ’ 

(1) 불규 칙 난류 (random turbulance) 

(2) 유체-탄성 불안정 (fluid-elastic instability) 

(3) 주기 적 와류벌산(periodic wake shedding) 

(4) 읍항 공진 (acoustic resonance) 

불규칙 난류에 와한 진동은 축류(axial flow)에 있어서 주요한 가진기구이며， 

핑류(cross flow)에 있어서는 유쳐il- 탄성 불안정이 과도한 진동의 원인이 된다. 

축류 또는 횡류 동 유통의 조건에 따라 발생되는 진동가진 기구률이 표 7에 나타 

나 았다 13이 한면. 캔두 증가발생기와 열교환기의 u-튜부 유통해석와 튜브 가잔 

기구틀의 수식화 빛 진동해석절차가 M.J. Pettigrew 둥에 의해 확랩되었으며， 전 

용코드로서 THIRST와 PIPEt\U률 중기빌생기 이차축 열수력 륙성과 집합혜의 유동 

유말진동 설계의 검증에 이용하고 있다. 튜브의 유동유발진동 해석용으로 사용되 

고 있는 PIPE ,\C 코드는 유체탄성 불안정성. 불규칙 난류‘. 와류발산 퉁 세 가지의 

가진기구률 각각 다루고 있다. ‘ 30.31 ， 32，엽) 

가. 불규칙 난류(random turbulance) 

튜브집합체의 류브 주우l률 지나는 유동은 심한 난류이며， 아 유통에 

의해 류브표면에 불규칙한 압력장을 형성시키고 이러한 압력장은 불규칙한 가진 

력으로 활규칙한 튜브운동율 발생샤킨다. 난류유발 진동은 축류에 있어서 주요 

가진기구이나. 휩류에 있어서도 역시 중요하다. 유쳐1- 탄성 불안정과 주기적 와류 

발산에 와한 전통으로 튜브가 반기간에 파손을 일으킬 수 었는 반면. 난류유발 

진동윤 장기깐에 걸쳐 튜브의 마모손상을 일으킨다. 불규칙 난류에 의한 진풍은 

액상 맺 이상유통에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 

나. 유체-탄성불안정 (fluid-elastic instability) 

유체-탄성불안정에 의한 진통은 유통숙도가 충분히 커서 계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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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부터 받는 에너지가 캅쇄로 인해 소산되는 에녀지 보다 클 경우. 유동에 의한 

동하충과 구초물 운동의 상호작용에 의한 연성진동으로 벌생한다. 보통 이 진동 

음 과도한 진폭율 수반하며， 이 불안정성이 나타나는 최저숙도를 유혜-탄성 불 

안정의 임계숙도라고 한다. 유체‘한성불안정운 굽힐강성도(flexural rìgidity)7t 

상대적으로 큰 경우 축류내의 구조물에 대해서는 보통 문제가 되지 않￡나， 휩 

류내의 튜브 집합혜의 경우 진동가진의 중요한 역활율 한다. 따라셔， 유혜-한성 

불안정은 액체， 가스 또는 이상 횡류인 경우 모두 충요한 가진기구이다. 

표 7. 유동초건 및 진동 가진기구{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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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류 내에 튜브의 배열이 놓여 였으면 튜브률은 차선툴이 갖는 원래의 명형상 

태 위치로 부터 이동하게 되는데， 이때 류브 주위에 유동장의 l:I1 대청생이 형생된 

다. 이러한 유동의 비대청성으로 인하억 발생되는 유체의 힘이 류브에 작용한다. 

류브에 작용하는 유체의 힘이 튜흐진통계의 고유감쇄 효과에 의하여 소산될 수 

있는 그 이상의 에너지를 주는 겪우 큰 진폭의 진풍율 야까시킨다. 유체탄생 불 

안정에 의한 튜브진동의 허용기-전은 기준깐극속도(reference gap velocity)와 임 

계숙도(critical velocity)의 비울이 l보다 착아야 한다 (31) 

다. 주기척 와류밸산(periodic wake shedding) 

주기척 와류밸산윤 종종 횡류내에서 구조물과 인접한 하휴 유통에서 

발생하며. 주기적요로 유쳐l력율 발생시컨다. 와류밸산의 진풍수가 구조물의 고 

유진통수와 일치하는 경우 공진율 발생시킬 수 있으며， 만일 진동웅답이 충분히 

커서 와류발산 발생기구툴 지배힐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주기척인 힘은 공 

간적으로 모드형상(mode shape)과 연관되어 있으며. 때로 큰 진폭이 야기될 수 

있다. 횡류내에 존재하는 하나의 설련더 강쳐l에 대한 주기적 와류발산 현상은 고 

전적인 Karman 와류현상어다. 실련더가 탄성체인 경우 설린더는 고유의 진통수를 

가지고 전동하게 되는데. 와류벌산 주기는 실련더의 고유진동수어l 가캅다. 즉. 

와류발산의 주기가 실련더의 고유진동수에 맞추기 위해 연힐 수 있다. 이 경우， 

튜부의 운동은 와류를익 세가를 증가시키고 또 튜브 킬여률 따라 와류률 보다 더 

윤일하게 할 수 있다. 여러 튜브률의 집합쳐1 내에서 발생되는 현상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히 이해가 이루어 지지 않았지만， 류혹 집합채내에서도 주기척 와류발 

산의 공진이 일에날 수 있다는 연구보고가 있었다 (32) 주기적 와류별산운 기체 

평류의 경우에는 거의 문제가 되지 않;>:1 만， 상대적으로 큰 밀도를 갖는 액쳐1 의 

경우 발생되는 주기적 힘이 커서 과도한 진폭이 밸생될 수 있다. 

주기작 와류발산에/외한 튜브진통의 허용기준은 최대진폭이 진동수가 100Hz 이 

내인 경우에는 튜브칙경의 2%률 초과하지 않토록 하거나. 또는 튜브직경이 100Hz 

률 고유진동수로 나눈값의 2%를 초과하지 않토록 한다. Strouhal No. 가 I보다 큰 

겸우에는 와류벌산에 의한 튜브진동이 문제시 되지 앞는다. 

라. 음향 공명 (acoustic resonance) 

음향 공명현상은 평류 기체유통내의 튜tJ집합체에 발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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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와류발산 주가가 집합쳐l 주우I 의 구초물에 의해 형성된 음항공동( acoustic 

cavity)의 고유진동수와 일치할 때 발생한다. 이 읍향공동 공명현상운 심한 소읍 

율 발생시키며， 구조물의 섭각한 손상을 일￡킬 수 있다. 읍항공명은 원자력벌천 

소의 주증기관과 잡은 축류 기쳐l유동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또한. 배관의 밸브 

동에서 발생흰 읍항소융은 배판계의 수용부(receptive section)에서 융향정상파 

(acoustic standing wave)의 공명율 촉진시키며. 읍항공명의 주기가 배관의 고유 

진동수와 가까옳 때 큰 진폭의 배관진동이 얼어 날 수 있다. 

3. 휴브 지지대 설계 

튜브지지대계풍의 설계는 류브집합체와 중기발생기의 신뢰성을 결정하는 

충요한 인자이다. 튜브지지계통운 이차측에 화학물질이나 고채물이 집충하는 것 

율 최소로 하고， 튜브의 벤탕 (denting)이. 벌생되지 않토록 설계되어야 한다. 또 

한 류브의 과도한 잔동과 마모를 방지하면서도 가농한 크게 개방된 유혜유통 면 

적윷 제공힐 수 있어야 한다. 튜부지지대의 설계에 척용하는 기술척 요건을 요약 

하면 다음과 같다 <20 

(1) 과도한 진동으로 언한 류브의 손상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2) 압력강하률 최소로 하여 이차측 유통의 순환벼를 종대. 

(3) 튜브와 지지대의 접촉은 부식성 퇴척물의 누척율 최소화. 

(4) 튜꽉의 접촉웅력율 낮케 하여 튜브의 마모률 최소화. 

(5) 튜브지지대는 평방향 지진하충과 배판파멸하충에 충분한 강도를 갖 

도확 한다. 

(6) 계몽의 가열/시운전시 발생하는 튜브와 지지대의 열이동율 허용. 

/ 

훨성원전 증기발생기 튜브정합쳐l 지지계롱의 설계륙성 충. 그러드 격자형 설 

계， 류브지지대 재료‘ 혈수력 륙성. 유통유발진동 동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가. 그리도격자형 지지대 

그러드격자헝 튜브지지대의 전형척인 형상이 그럽 15에 나타나 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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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D PLAN 

/ 

그립 15. 그러드격자형 튜브지지대{B&W사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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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다이아몬드 모양의 공간에 튜브를 설치한다. 튜브와 지지대의 접촉옳 선접촉 

:로 함으로써. 이들 틈새면척융 척게하여 부삭생생물의 포획율 최소로 하는 한 

환 유동정체 면척을 제거하여 국부척 과옐로 언한 유쳐l고칼(dry-out)을 방지토록 

한다. 

나. 튜브지칙대 재료 

챈두6형 중기발생기에서는 Alloy 800 튜브와 점하는 그리드격자헝 

튜브지::t)대와 u-밴드지지대의 재료로서 Type 410S 스테언레스강을 사용하고 있 

다- 이 재료는 강도와 열팽창계수 풍의 요건율 만족하면서도 원천 증기발생기 튜 

브에 발생하는 덴텅현상에 가장 찰 견디는 재료로서 선정되었다. 1980년대 초까 

저 채순환영 증기발생기의 류브지지대용 재료로서 탄소강이 사용되어 왔으나， 이 

채료는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 초까지 류부지지대 부식문제의 주종인 류브댄 

팅의 주 원인으로 밝혀졌었으며. 이의 대체재료률 핫기위하여 기기의 셀계자인 

B&IY사는 여러 푸보채료에 대하여 광범위한 부식륙생 시험율 수행한 바 있다. 측. 

일차적으로 튜브렌팅사협율 수행하여 스테연레스강 Type 410S율 탄소강 대체재료 

로 선정하였￡며， 1991 년도에는 스테인레스강 Type 4105 용접부에 대한 부식사 

협율 통하여 이률 가장 척합한 재료로서 재확인하였다. 

Type 410S의 용접부의 융력이완쳐리를 적절히 수행하면 모패와 동등 또는 그 

이상의 용력부식균열 저항력을 갖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ype 410S 재료는 

중기발생가의 이차측 수절환경에 대하여 상당한 점삭저항과 부삭저항을 가지고 

있율 뿐 아니라 금속부식시 산화물의 체척변화량이 거의 없￡며， 이 재료를 

Alloy 600 , 690 , 800 튜부재료와 함께 사용할 때 류부마모에 대한 저항생이 양호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 열수력 특성 

웰생원천 증기밸생기에 사용된 그리드격자형 튜브지칙태는 유혜의 

유동저항이 쩍은 개방된 구조로서. 브로치가공(broached) 지지판 셜계때 비하여 

보다 큰 유동면척을 가지고 있다. 그리드격자형 빛 브로치가공 튜브지지대의 셜 

계형상율 그럽 16에 나타냈다. 그러드격자형 지지대는 이상유혜의 유통에 대해서 

놓은 유공도를 갖거 때문에 이를 통과하논 유체의 압력수두 손실율 낮추어 결국 

이차측의 순환비를 증대시킬 수 있다. 또한. 류브와 격자막대와의 선첩촉올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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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럽 16. 그랴도격자형 빛 브로치가공판 튜브ÃI 치대의 자유유동콩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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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브와 유쳐l의 접축을 보앙함으로썩 국부쩍인 튜브과열을 방~l 할 수 있는 한편 

재료의 섣-식환경을 반드는 틈새블 줄여서 회척물의 발생융 최소화하는 창점용 가 

지고 있다. B&W사는 닿렁톤 중기발생기의 실쩌1 크기인 8)(8 튜브접합체에 대한 유 

통시험을 수행하여 그리드격자혐 휴브지까l 대약 유통-저항륙성율 검증 하였으벼. 

설치l 길여의 중기발생기 모텔시험을 롱하여 위 시협에샤 구한 압력손설계수를 충 

기발생기의 성눔해석에 적용할 수 있읍융 검증한 바있다. 

라. 유동유발전동 

전함에서 거론한 바와 같이. 류브집합체에서 유동유발전동이 심한 

부우l 는 류브와 횡류가 존재하는 류브수l트 높이의 이차측 유동의 유입구역이며， 

뷰브의 진동운제를 피하도륙 지지대의 배열워 ~l률 최척팍하며. 하부 ::tl 지대악 위 

치는 류브쉬트에 카까이 설치한다. 탈렁톤 중기밸생기약 이차측 굽수유입구 실제 

크기의 튜브집합체(1 0 rows x 10 rows )( 3 spans) 유몽사햄을 수행하여 격자형 

류브지 ÃJ 대의 성농윷 시험한 결과， 내진동륙성이 우수한 껏으로 껍충된 바 있다. 

저l 4 절 퇴적불 처리 빚 관리 

줍기발생기내 되척물의 축척율 최소로하는 것이 증기발생기의 설계 및 운전 

의 주요 복표의 하나이다. 급수에 의해 운반되는 부식생성불이 1 ppb일 때. 매년 

약 90 lbs의 부식물이 증기말생기에 여송되며， 이는 4 대악 증가발생기률 갖는 

원전의 40 년 설계 수명기간 동안 대당 약 900 lbs의 퇴척물율 의 01 한다. 이 I 

및 과도운천 ppb 기준을 정상운천시에는 달성힐 수 있;;(.1 만. 계풍의 사운전， 정지 

기깐에는 이 기준율 훨씬 초과하는 것￡로 보고된 바 있다 (24) 증기발생기 획적 

쉰관리의 주요 몹표률 다읍의 네 가지로 운류힐 수 있다 
/ 

1 ) 부식생성불의 유입 최소화 

(2 ) 부식생성불악 퇴적 최소화 

(3 ) 중기발생기에 대한 영향 최소화 

(4 ) 퇴적불 처l거 용。l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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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네 가지 중에서 (1)은 중기발생기의 퇴적물 관리에 우션척￡로 고려되어 

야 하며， 。l 는 발천소 계통의 톡생 빛 재료와 수철관리 .lJ준 둥에 연관된 사항으 

로서 제 6장에서 별도로 다루기로 한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중기벌생기의 뀔계 

륙성 충 퇴적물의 최소화 및 제거 용어생과 중기발생기에 마치는 영향을 최소화 

6.는 설계인자에 관해서만 기술하기로 한다. 

1. 부삭생성물의 되적 최소화 

가. 추l 출장치 

풍기발생기 내에 퇴적물의 축적율 최소로 하는 첫번째 대책은 퇴쩍 

룰율 추l출(blowdown)율 통해 밖으로 빼내는 것이다. 부식 생성물 또는 오염물이 

01 상적S로 균질한 부유상태 또는 용해상태로 있는 경우 취출을 통해 이를 모두 

외부로 져l 거힐 수 있지만. 실제로 취출계룡의 설계가 잘 되어 있고 유동 순환비 

가 큰 경우에도(예， Point Lepreau NPP , 0.1 ‘ 0.2%의 추l 출률 사용) 유입된 부식 

생성불의 1/3 정도만 제거힐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웰성완전 증기발생기의 추l 출장，j:)의 단면도가 그럽 17에 나타나 었다. 。l 그럼 

에서， 추l 출구는 튜브쉬트 표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러한 취출장，j:J 의 배치 빛 

연결방법으로써 취출구멍의 침식량 기춘율 초과하지 않는 수준의 높은 숙도로 추l 

월할 수 있다. 예를틀이， 3%의 추l 출률율 사용힐 경우 두 개의 4“ SCH. 160 관율 

좁해 추l 출할 때， 추l 출숙도는 약 9 fpso) 며 이는 탄소강와 첩식 기준속도 보다 훨 

싼 작은 값이다. 

나， 뷰브표면 꾀적불 

추l 출어} 의해 외부로 제거되지 않고 중기발생기 내부에 잔류하는 부 

식물의 대우분운 튜부:표면에 퇴적된다. 이는 총 부식물의 80 ... 90%에 이료며. 이 

는 튜브의 혈천탈율 저하시킬 뿐 아니라 퇴척물의 성분과 수질초건에 따라 튜브 

의 부삭융 촉진시킬 수 있다. 튜브되쩍불웅 저l겨하기 위해서는 화학칙 세정작업 

이 휠요하다. 

다. 튜브쉬트 퇴적불 

튜브쉬트의 표변에 되죄하는 부식생성물의 량은 전쳐l 의 10 - 20%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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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17. 중기 발생기 취출장.xJ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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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만 이는 국부적인 다량의 질량으로서 튜혹에 매우 해롭게 작용한다. 튜브쉬 

트 퇴적물은 재료의 성분 빛 연령에 따라 아주 부드럽거나 매우 단단한 양상을 

보이며， 일체형 예혈기률 갖는 중기발생기의 경우 고용 지주측에반 생긴다. 확척 

불의 전형적인 분포도가 그럼 18에 나타나 었다 (3~) 튜브쉬트 표면의 퇴척불운 

고옹지주축 입구 축 얼유풍이 가장 많은 페역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이 지역에 화 

학작 오염물이 집중혈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튜브쉬트 획척율 피하는 방법운 우션 

유동을 튜브집합쳐l에 깊이 침투시킴으포써 부유물질。l 뢰적물 더미에 축척되는 

것율 방지하는 열수력설계가 필요하다. 

라. 류브지지대 되적흘 

튜브지지대 표면의 퇴적물은 류브집합체의 주지지대와 u- 밴드 지지대 

에 주로 발생하며. 이는 류흐지지대의 재료 또는 수질화학 초건에 따라 튜브의 

손상과 함께 이차측 혈수력에 척지 않은 영향율 줄 수가 었다. 

마 격자형 지지대 

격자형 튜브지지대와 명막대률 이용한 u-밴드 ̂ I^I 대는 부식물와 퇴 

적윷 최소화하도콕 설계된 것 ól 며， 유동의 저항과 되적불 축적의 관점에서 볼 때 

우수한 점블 가지고 있다. 

2. 중기발셈기에 대한 효과 최소화 

발천소의 설계수명기간 풍안 증기발생기 내에 어느 정도 퇴적물의 축적 

율 피힐 수 없는 현설여건에서. 축적룰이 중기발생기의 성능 및 기농에 미치는 

영향윤 최소로 하는 것여 펄요하다. 류브표면의 부식물 되적이 중기의 압력 및 

생산량에 미치는 효과플 감안힐 때 류부의 요염 또는 플러깅에 대한 여유률 가져 

야 하고， 류브 또는 u-밴드 지지대 설계시 튜브표면의 확적이 이차축 순환비에 

미치는 효과률 최소화하도록 한다. 류브와 류브지지대 .::tß료의 션정시 재료표면 

되직룹의 부식작용율 고려하여야 하고， 되적물에 의한 튜브와 지지대의 틈새부식 

율 최소화하고 또한 이툴의 꼬임( lockup)율 방지하도록 한다. 월성원전 증기발생 

거의 경우 개망헝격자 튜브지지대와 u-밴드 지지태의 셜계는 이러한 폭적을 달성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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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퇴척물 제거 용이성 

중기발생기 내에 퇴작물의 축척이 심한 발생한 경우. 워터탠싱 (water 

lancing)이나 화학세정 (chemical cleaning)율 사용하여 퇴척물율 제거한다. 보통 

워터랜성응 매 5년마다 그러고 화학세청은 설계수명의 반이 경과한 시기에 실시 

한다i 워터랜성이나 화학세정을 사용하여 u-튜브 뢰척불을 효과척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튜브집합쳐l의 주요 구역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셜계하고 또한 

화학서I 정에 적합한 재료롤 선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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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I 6 장 증거발생기 수질화학 

재순환식 중기발생기 류브재료의 열화는 여러가지 부식기구률이 그 원인이 

며， 부식기구는 일차축 냉각재와 이착측 급수의 수질화학과 직접적￡로 관련되어 

있다. 이 장에서는 월영원천 증기발생기 수철화학의 륙생과 기술쩍인 요건들어I 

관하여 서솔하였다. 

채 l 철 일차체통 수질화학 

캔두6형 발전소 일차계통 축 주열수송계롱의 주요 기기툴에 사용되고 있는 

재료는 다음과 겉다， 

(1) 지르코늄 합금계 연료 효l북관과 압력관 

(2) 탄소강 공급관(feeder ). 모관. 압력용기 

(3) 400계열 스테인레스강 압력관 빛 종단이읍새 (end fitting) 

(4 ) 인코냉 합금채 (Ni-Cr-Fe) 중기발생기와 열교환기 류브 

(5) 300체혈 스테인레스강 계축용 류브 

일차계봉 수질화학은 아래의 일반적인 요건에 맞추어 초l 척화된 조건툴이다.‘36) 

(1) 용존산소량울 최소로 하여 ;:.1 르코늄 합금의 부석률율 낮추고， 탄소 

강의 점식 (pitting)과 오스테나이트강의 웅력부식균열율 방^I 합. 

(2) 알카리성 조건율 유지하여 탄소강의 부삭률율 낮게 유지하고 부식생 

성툴의 이송 및 활성화를 최소로 합. 

일차계통의 수질조건과 관련된 부식문제는 별로 보고된 바 없다. 캔두6형 원진 

의 일차계통의 수질화학의 표준규격흘이 표 8에 나타나 였으며. 염화불， 불화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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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 및 용즌산소량 동이 수질관리의 주요 파라메타이다. 

표 8. 캔두 주열수송계롱의 수켈화학 파라메타(24) 

permissible Range 
Parameter (Optimum Values) Notes 

pH (25 0 C) apparent 10.2 to 10.8 Controls corrosion and activity 
(PH of 0 20) tr하1sport 

니 0.35 to 1.4 
mg 니jkg D20 (>0.35) 

Conductivity 0.9 to 3.6 Condu(펴vity. pH and li must be 
mSjm (25 0 C) (>0.9) considered together for effective 

control 

D2 3 to 10 {as low as 。llidizing cond삐ons 폐 toolow; 
mL (STP)jkg 0 20 possible within range to po앓ible hydriding of zr alloys if 

meet low dissolved O2) too low or too high 

0 7 < 10 Controlled by level of dissolved 
μgjkg D20 (undete다a비e) O2• appear to increase with 

increased boiling 

CI < 0.2 Co내d cause stress corrosion 
mgjkg DP (<0.05) cracking 01 austenitic materials -

hot operation not permitted at 
greater than 3 mg/kg 0 20 

F < 0.1 Aggressive to Zr alloys - unlikely 
mgjkg Op to be found 

CO2 < 0.5 Formed from organic impurítíes 
mL (STP)jkg 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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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 2 절 이차겨I풍 수질화학 

역상형 u-튜브(inverted U-tube)로 설계된 증기밸생기는 근원적요호 튜브손 

상에 취약한 약점율 가지고 있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거의 모든 경우에 있어서 

튜브킥 손상은 이차측 수질환경과 수절관리의 。l 탈이 그 원인이며. 또 많은 경우 

에 있어서 웅축기의 냉각수 유엽의 결과로 나타나 있다. 여기에 용촉기， 급수가 

열기 및 재가열기 재료의 부척절한 선정이 일부 기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캐나다에 소채하는 캔두원전은 호수. 강 또는 바닷물을 웅축기의 냉각수로 사 

용하고 있다. 카나다전력공사는 해수률 사용하는 월성 1호기 증기발생기에 대하 

여 쳐읍으로 비용해섬 물절과 유해한 용해물질이 중껴발생 7)로 0)송되는 것율 훌l 

소로 하는 수질화학 개념율 척용하였으며. 이률 아래에 요약하였다(표 9). 

(1) 잔휘발성처리법 (AVT) 사용: pH 초절용￡포 암모니아 또는 몰포린 

(morpho! ine)을 사용하고. 헤드라진율 과잉 사용하여 급수껴l통의 고 

온구역에서 잔류 용존산소를 져l거하며 풍기. 웅축수. 급수계롱에 히 

드라진 (hydrazine)이 잔류하도룩 함. 

(2) 급수계롱에 기포제꺼기( deaera lor ) 사용. 

(3) 고품질의 보충수(make-up wa ler‘) 사용: 나트륨 15ppb 이하. 염화불 

20ppb이 하， 총 실 i!J 차량 20ppb여 하， 천도도 O.02mS/m 이 하. 

(4 ) 중기. 웅축수. 급수계롱에 구리합금 채료률 사용하지 않읍. 

(5) 웅축기에 티타늄 튜브률 사용. 옹하인 튜날 세척기능 지l 공. 

(6) 비용해성 물질의 중기발생기내 이송율 최소화. 

카나다 Point Lepreau 원천율 제외한 모든 캔두원천은 이차측 수철의 화학처리 

로서 암모니아 또는 몰포린율 이용한 진휘발성처리법 (A\lT)을 사용하고 있다. AVT 

쩌랴법은 수소이온농도의 완충기능율 멸로 제공하지 못한다- 이론 및 실험적 연 

구결과에 의하면. 호수 또는 강불을 천후l 발생 화학물질만율 루압하여 충기발생기 

야차축에 공끔하면 pH가 중가하지만， 웅축기의 누출로 이차계롱에 유입된 해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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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플 감소시킨다. 후자의 경우 뷰브두꺼l 감소의 원인이 된다. 

AVT 처리법을 사용하고 웅축수 처리 (pol.ishing)를 하지 않는 경우， 증기발생기 

튜브로 해수가 유입되면 염화물의 효과로 인하여 튜브점식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인산염 화학쳐i!1률 적철히 사용하는 경우 점식이 얼어나지 않는다. 한면， 인산 

염율 첩가하여 。l 차측의 pH 완충눔력을 혜공하고 또한 인산엽 화학쳐리를 자동으 

로 수행하여 종기발생기 튜브푸께의 감소와 균열의 발생율 봉져l할 수 없다. 

표 9. 캔두원자로 증기발생기와 금수의 수칠화학 규격 (36’ 

PARAMETER SPECIFICATION COMMENT 

CANDU6 ONT.HYDRO 

FEF.D‘VATER 

pH 8.7109.3 8.8109.3 Copper 며Joy in thc 
fc:edwater syslem. 

::>9.4(morpho1ine) 9.5101 1.0 AU ferrou5 feedtrain 
::>9.6(ammonia) 

Hydr값inc 1 0--200 뼈kg 10-동Oug/kg AI )casl 3 timcs Ihc 
disso)vcd oxy응cn lcvcl. 

Disso)ved <.5 ug/kg <.5 u밍kg Mcasured althe inlel 
oxygen 10 Ihe slcam gcncralor. 

Iron <:10u밍kg 깅Ou밍kg TOlaJ Fe 

Copper 깅뼈kg 깅 뼈kg 

STEAM GENERATOR 

Sodium 긴Ouglkg <50 ug/kg 

C삐0꺼de <:100u밍lcg 긴Oug/kg Stoichiomctric 
여uiv외cnllo S여ium. 

Sulphate <:100 빠kg <:100 ug/kg 

Cation <û.1 mS/m <û.08 mS/m For 외1 anionic 

Conducrivity spccies which can forrn 
frec acid. 

Silica <1 mg/kg <1m밍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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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I 7 장결론 

월성 원천2.3 &4호기를 포함한 캔두형 종기발생기의 휴브 재효. 류브짐합쳐1 

열수력，튜브-류딛쉬트 여음부와 튜브지지 계롱의 설계.되척물 관려 및 처리 둥에 

관하어 상세히 논의함으로써 u-류혹의 건정성에 영향율 미치는 주요 설계인자률 

을 종합적으로 분석 및 고찰하였다. 

결론적으로. 중기발생기의 설계 및 제조방법 상의 여러 언자틀이 봅합적으로 

작용하여 u-류앙의 건천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거기의 설계수명기깐 동안 u

류브의 건전성과 중기발생기의 운천신뢰성율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튜브손 

상기구의 이해와 이에 대비한 튜브집합채의 설계기술의 확보가 중요하며， 또한 

기기의 제작과정에서 u-튜브의 건천성에 중요한 영향을 마쳐는 인자률에 대하여 

특별한 관리가 펠요하다. 

켄두형 증기벌생기의 류부 손상 및 플러깅률이 PWR에 비하여 매우 낮케 나타나 

고 있는데 (P\\'R: Cr\NDU형=1. 16%: O. 008%) , 어의 원인 충의 하나는 기기의 상세설계 

및 제작과정에 계붕설계자의 참여가 비교적 활발한 AECL 륙유의 중기발생기 엔지 

나이띔 접근방법으l 결과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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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위탁기관 I 계약 번호 

초록 (30C단어 La외 ) I 
원자력알전소의 중기발생기는 1960년대 초 처음으로 가동월 개시한 야 ëH 성능여껴은 

대체보 만-족시켜 왔으나 증기발생기 l'-뮤」후집합치l와 권련된 운제틀이 기기의 운전선펴 

도와 원전의 안선성 빚 가동율을 감소서키는 주요인이 되어 왔다. 증기말썽기 I -뷰·브 

집합쳐l 는 l 차 계몽악 압력경껴I첼 이추며. 여퍼 형태의 튜브열화 문제활 겪어 왔다. 엽 

화로 언해 초래되는 류브악 손상 빗 누설은 원천 2차 겨l롱의 방사능 오염운- 야기시키 

며. 이는 예상지 않은 t간선소 운선상지와 류브‘플러깅 또는 증기말생기의 _;J.세 동‘ 늪전: I 

닝 I 용-의 보수작엽윤 뭔요.화 하게 펜다， 캔두-헝 증기발생기의 경우에는 이에 추가식으파’ l 

고가의 중수처리 및 보충벼용이 소요된다. 원전의 가동 중 중기발생끼 류브는 잡재적.Q. I 

로 해로운 환경어l 노똘됨으로써. l"-듀부집합쳐l의 여러 부위에서 튜브의 손상이 말썽펠 l 
수 있다. 류브손상의 형태는 증·기발썽기의 설계， 재효" 수질화학의 복합적인 효과에 따 

바 다르게 나타나며， 듀·브의 순수수젤 웅력부식균열. 임계침투. 접식， 두께손설. 덴텅. 

마모 빚 고l 로 등의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띨전소 가동중 발생헐 수 

있는 튜브 손상에 대비하여 적용 .. 고 있는 재순환 중기발생기의 주요 설계 인자들을 종 

합척으로 검토한 푸， 캔두형 중기발생기의 설계인자 특성틀에 관하여 상세히 고찰하였 

다. 이릎 위해 류브 재료. 2차측 열수력 륙성， 튜브-튜브수ls 이음우.튜브지 ~j 계통설 

계， 수질화학 맺 놔식플 관 èj 등을 다루었다. 

주저l 병 키워 ζ ( 10단어 La외 ) 

캔두행 원자로r 풍기발생기. l"-튜브 건전성. 튜브집합쳐J. .o\ lloy 800 , 튜브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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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c lhe firSl operation of nl1clear slcam generatol' cady 1B60s , it5 pcrformí.lnce 
requirements ha\"c been met bUl steam generator problems ha\'e been major cause of 
1‘ ed\lcin닝 thc opera t i onnl rcl i nl> i I i ty , p l.1nt snfety and ß\'ai1ahi1i1y. t-TlIbe 
;J.1sembly of stcnm gcnerator fOI‘ms the pr i mnry sys tem pressure boundary and has 
û:-;pcr i cnced sc\'cra 1 types 0 f luhe degradat i on prob 1 ems. Tube fai1ure and 1eakage 
rcstllting from 1he degrfldé1 t i on 씨 11 cause radioacti\'Ð contamination in the 
sccclI1dary sysLCm of the planl , and lhis mily lead to unplanned plant ouwges ilnd 
cns 11 Y repa i r oper-a t i ons sllch η5 tube plugging or steam gener'ator replacemen t. In 
case of hcô\'y “ater rcactors , n hi 냉1 cos t 0 f heavy “ater wi I1 be requi red 
additionally. During the plant operation , steam generator‘ tubes can potentially be 
sllbjcct to fld\'erse environmenta1 conditions which will cause damages to the l-tube 
assembly. Types of the tube damage depend upon the combined effects of the dcsigll 
f i1Clors. matcrials and chcmical envjronment of steam generator. and they al‘e the 
purc Wéllcr str‘ess corros i on crnck i ng. intergranular attack , pitting, “astage, 
denling. rretting and fatigue , etc. In this report , a comrehensive review of major‘ 
design facLOrs of r'ecirculating steam generatúrs have been performed against the 
potential tube damages. ThE'n the individual design factor ’ s characteristics of 
C-\\DL type steam generator were investigated 11: detail , including tube materi ::l l , 

therma I-hydrauri c aspects. tube- to- tllbe sheet joint , tube supports , ‘’8ter 
chernistry and sludge management. 

Subjcct 1\('싸O때 (about 10 lI"ords) I 
C-\\DL Reactor. Steam Generator , L'-Tube Integrity, Tube -\ssembly , -\lloy 800 , 

Tubc Oegrada t i o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