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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I. 제  목

  원전 구조재의 자연결함 제조 및 정 진단 기술개발

II.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본 연구의 목적은 원전 구조재의 자연결함 시편 제작과 이를 이용한 구

조재 손상의 정 진단 기술개발에 있다. 

III.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1. 증기발생기 전열관 자연결함 제조

    ∙자연결함 sizing 결정

      자연결함의 길이, 깊이, 폭, 직경 등이 가동 원전 증기발생기 전열관에  

      서 발생되는 실제결함들의 sizing과 동일하도록 설정

    ∙균열성/체적성 자연결함제조기술

      증기발생기 전열관의 대표적 손상유형 중 균열성 결함에 해당하는 1/  

      2차측 응력부식균열(PWSCC, ODSCC)와 체적성 결함인 입계부식     

      (IGA), pitting의 자연결함 시편의 제조

  2. 기계가공시편 제작

     원전 증기발생기 전열관의 1, 2차측에서 많이 발생하는 축방향 균열의  

     깊이, 길이, 폭 및 근접도에 대한 ECT 신호특성분석용 표준시험편 제작  

  3. 정 진단 기술개발

    ∙ECT 신호특성 평가

      - 결함유형별 자연결함/기계가공결함의 ECT 신호특성 비교평가

      - 결함유형/탐촉자/주파수별 변수에 따른 탐지능과 탐지한도 평가

      - 결함종류별 최적 탐지조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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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전열관 주요손상 정 진단 기술개발

      - 표준원전 증기발생기 전열관 마모손상 정 진단 및 원인규명

      - 전열관 균열결함의 관통/비관통 여부 정 진단 평가기법개발

      - 표준원전 증기발생기 폭발확관부 원주균열 정 진단 및 원인규명

IV. 연구개발결과

  1. 증기발생기 전열관 자연결함제조 기술력 확보 - 국내 최초 성공

   가) Alloy 600 전열관 자연결함 제조조건 최적화

     ∙PWSCC : 피로균열 생성조건 최적화 및 균열크기/다중성 정 제어 

     ∙ODSCC : 균열생성 압력/부식용액/온도조건 최적화

     ∙IGA : 예민화열처리, 부식용액/온도, 직경/깊이, masking기법 최적화

     ∙Pitting : 부식용액/온도, 깊이, masking 기법 최적화

   

   나) 자연결함 제조 (정 제어 성공시편 기준)

     ∙PWSCC - 2종 8개 제작(Single 및 multiple crack)

        - 균열길이 0.5∼3 mm, 균열간격 : 2∼4 mm, aspect ratio : 6∼7

     ∙ODSCC - 4개 제작

        - 균열길이 : < 5 mm, opening : 20∼30 ㎛

     ∙IGA - 직경별 다수 제작

        - 결함깊이 : 20∼60%, 직경 2∼5 mm

     ∙Pitting - 다수(다중생성 특성)

        - 깊이 : 20∼100%

  2. 자연결함시편을 이용한 ECT 신호특성평가 및 정 진단 기술력 확보

   ∙자연결함의 길이, 깊이, 폭, 다중성에 대한 ECT 신호특성 평가 및

     해석을 성공적으로 수행함.

   ∙결함별/탐촉자별 결함 탐지능 비교평가를 수행하여 결함유형별 ECT

     탐지능에 대한 중요한 정보들을 획득함.

   ∙탐촉자의 주파수 변수에 의한 탐지한도/탐지능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획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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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함유형/탐촉자/주파수변수에 의한 결함별 최적탐지조건 및 정 진단

     신기술력 확보에 성공함.

 

  3. 가동 원전 증기발생기 주요손상 정 진단 및 진단기법 개발

   가) 한국 표준형원전 마모손상 정 진단 수행/원인규명

     ∙마모손상부 전열관/반진동구조물 배열상태 동시 탐지 정 진단기법  

       개발 성공(국내 최초) 및 두산중공업측에 구조개선안 제시(특허 3건)

     ∙표준원전 마모손상 원인규명 : 전열관/반진동구조물간 비정상적      

       배열에 기인하여 전열관표면에 국부적으로 높은 응력이 작용하여    

       손상이 급속히 진행됨.  

   나) 증기발생기 전열관 확관부 원주균열 발생 구조적요인 정 진단기법   

       개발 성공 (국내 최초) 및 원인규명

     ∙확관부 원주균열/dent 상관관계, 발생위치 정 진단 결과 공개

     ∙Dent의 발생이 원주균열의 직접적 발생원인이었음을 밝힘

     ∙폭발확관시 확관위치의 정 제어 필요성 두산중공업측에 제시

   다) 축방향 균열 관통/비관통 정 진단기법 개발 성공 (국내 최초) 및 

       관통균열길이 측정기법 개발(비공개) - (특허 1건)   

V.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가) 연구실적 연계 과제추진

      ∙원자력 실용화연구사업 수주 수행중

        - 증기발생기 전열관 자연결함 제조기술력 인정

        - 과제명 : 증기발생기 전열관 손상 정 진단용 자연결함시편 제조

   

      ∙중장기연구개발사업 신규 단위과제 선정

        - 본 연구과제의 실적을 바탕으로 중장기과제화 추진 달성

        - 과제명 : 구조재 손상 정 진단/감시 및 제어 기술개발

 나) 기술지원

       국내 가동 원전의 증기발생기 손상에 대한 정 진단 및 원인규명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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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에 대한 기술설명회 및 기술지원을 이미 수차례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으

며, 개발기술의 현장 시범적용 등을 통한 지속적인 기술지원을 수행할 계획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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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 Project Title

  Development of technology on natural flaw fabrication and precise 

diagnosis for the major components in NPPs

II. Objectives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develop a fabrication technology of 

natural flaw specimen of major components in NPPs and a technology of 

precise diagnosis for failure and degradation of components using natural 

flaw specimen.

III.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1. Fabrication of natural flaw specimen of steam generator tube

  ∙Setting of natural flaw size

    Setting of length, depth, width, and diameter of natural flaws to      

    simulate accurately the actual defect size of SG tube

  ∙Fabrication of cracking/volumetric natural flaws

    - Cracking flaw

      Primary water stress corrosion cracking(PWSCC)

    - Volumetric flaws

      Outer diameter stress corrosion cracking(ODSCC), intergranular      

      attack(IGA) and pitting specimens

 2. Fabrication of EDM standard defect specimen 

   ∙Fabrication of EDM standard axial crack specimen with different     

     length, depth, width, and proximity to be used for the evaluation

     on ECT signal of each de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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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Development of precise diagnosis on defect using fabricated 

    natural flaws

   ∙Comparative evaluation on ECT signal characteristic of natural flaws  

     and EDM defects

   ∙Evaluation on the detectability and accuracy of ECT depending on   

     the combination of probe and frequency

   ∙Determination of optimum condition of ECT evaluation on the       

     different defects

 4. Development of precise ECT diagnosis in order to analyze the tube    

    failure of SG in operation

   ∙Precise diagnosis and analysis on fretting wear of KSNP SG

   ∙Development of precise diagnosis technology for ODSCC at tube     

     expanded region of KSNP SG

   ∙Development of a unique technology to determine the characteristic

     of through/non-through wall of axial crack

IV. Results of the Project

 1. Successful development of the natural flaw fabrication technology of   

    SG tube

  (1) Optimization of the natural flaw fabrication process and technical    

      condition of Alloy 600 SG tube material

    ∙PWSCC

      Controlled single and multiple axial cracks simulating PWSCC on   

      the inner surface of tube are formed by fatigue loading using       

      special equipment. 

    ∙ODSCC

      Optimum crack formation conditions of pressure, chemical solution,  

      and temperature are established.

    ∙I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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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tablishment of optimum process conditions of sensitization heat   

      treatment, temperature of chemical solution, diameter/depth of      

      defect, and masking technique

    ∙Pitting

      Establishment of optimum process conditions of temperature of     

      chemical solution, depth of defect, and masking technique   

  (2) Fabricated natural flaw specimens

    ∙PWSCC

      - 8 specimens with single and multiple axial cracks

      - crack length ; 0.5-3 mm, intervals ; 2-4 mm, aspect ratio ; 6-7

    ∙ODSCC

      - 4 specimens

      - crack length ; < 5 mm, opening ; 20-30 ㎛

    ∙IGA

      - Several specimens with different size of diameter

      - defect depth ; 20-60%, diameter ; 2-5 mm

    ∙Pitting

      - Several specimens with multiple pits

      - depth ; 20-100%

 2. Evaluation of ECT signals and development of precise diagnosis using  

    the fabricated natural flaw specimens

    ∙Length, depth, width, and multiplicity of fabricated natural flaws

      are determined by evaluation and analysis on ECT signals.          

    ∙Informations about detectability and accuracy of ECT evaluation     

      on various kinds of defects are collected when the combination of  

      probe and frequency is changed.

    ∙An advanced technology for precise ECT evaluation is esta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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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using natural flaw specimens and proper combination of         

      probe/frequency.

 3. Application of precise ECT diagnosis to the failure analysis of SG     

    tube in operation

  (1) Fretting wear of KSNP SG

    ∙The arrangement between tube and anti-vibration structure at       

      fretting wear is precisely diagnosed by applying ECT-MRPC to

      both structures simultaneously.

    ∙From this analysis, it can be elucidated that fretting wear was      

      caused by a local high stress at tube surface due to an abnormal   

      arrangement between two structures.

 

  (2) ODSCC at tube expanded region of KSNP SG

    ∙Geometric characteristic between tube expanded area and tube      

      sheet around ODSCC occurred was analyzed by precise ECT.

    ∙In this evaluation, location of ODSCC, occurrence of dent and      

      protrusion were revealed, and also the relationship between         

      ODSCC, dent, and protrusion were elucidated.

  (3) Determination of through/non-through wall of axial crack

    ∙A unique technology to decide not only whether an axial crack

      at tube surface is through wall or non-through wall condition

      but also its length can be accurately measured is developed.

  

V. Proposal for Application

   - A practical use project entitled 'Manufacturing steam generator tube  

     specimen with natural flaw for precise diagnosis' is in progress. 

   - Based on the achievement of this study, a new mid-long te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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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earch project entitled 'Development of precise diagnosis/          

     monitoring and control of structural component failure' will be       

     launched in this year. 

   - Continuous technical supports related to the precise diagnosis for     

     NPPs in operation are planned.



- x -

목    차

요 약 문    ...........................................................................................................  i

Summary   ...........................................................................................................  v    

목    차    ...........................................................................................................  x

표 목 차    ..........................................................................................................  xi

그림목차    ........................................................................................................... xii

제 1 장 서  론    ...............................................................................................  1

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  4

제 3 장 연구개발수행내용 및 결과    ..........................................................  8

 제 3.1 절 증기발생기 전열관 자연결함 및 기계가공결함 제조    ......  8

   3.1.1 자연결함 제조 및 제어특성    ........................................................  8

   3.1.2 기계가공결함 제조    ........................................................................  17

 제 3.2 절 제조결함의 ECT 신호특성 평가    ...........................................  19

   3.2.1 전열관 내면 축방향 균열    ............................................................  19

   3.2.2 입계부식 결함........................................................................................  31

   3.2.3 기계가공시편    ..................................................................................  36

 제 3.3 절 전열관 주요손상 정 진단 기술개발    ..................................  49

   3.3.1 표준원전 증기발생기 마모손상 정 진단    ...............................  49

   3.3.2 균열결함 관통/비관통 판정 정 진단기술    ............................  69

   3.3.3 표준원전 증기발생기 전열관 2차측 원주균열 정 진단    ....  69

제 4 장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및 대외 기여도    ..................................  79

제 5 장 연구결과의 활용    ...........................................................................  81

참고문헌    .........................................................................................................  82



- xi -

표   목   차

Table  1 Comparison of characteristic between EDM and

         natural flaw specimen     ...............................................................  2

Table  2 EDM notched specimen with different

         crack depth     ...................................................................................  20

Table  3 EDM notched TW specimen with different 

         crack length    ....................................................................................  20

Table  4 EDM notched specimen with different

         crack length (80% D)     ................................................................  21

Table  5 EDM notched specimen with different

         crack length (60% D)     ................................................................  21

Table  6 EDM notched specimen with different 

         crack length (40% D)     ................................................................  22

Table  7 EDM notched TW specimen with different 

         crack width     ..................................................................................  22

Table  8 EDM notched TW specimen varied with proximity

         between cracks     ...........................................................................  22

Table  9 No. of wear/plugged tubes for KSNP SG     ........................  51

Table 10 Details of wear tubes in this ECT evaluation     ..................  57

Table 11 Differences in wear aspect of two plants with 

         different operation years     .........................................................  68

Table 12 Wear depth distribution     ..........................................................  68

Table 13 Wear location distribution     ......................................................  68

Table 14 N ⇄ W-side wear progress (YGN 3)     ................................  68

Table 15 Scope of ECT data analysis for cracked tubes

         in YGN-4     ....................................................................................  74



- xii -

그  림  목  차

Fig. 1  Device setup for manufacturing ID axial crack    ......................  10

Fig. 2  Dependence of maximum ID hoop stress upon 

        the magnitude of compressive deflection    ................................  12

Fig. 3  Changes of hoop stress with angular ID positions of tube  ...  12

Fig. 4  Morphology of a single axial ID crack formed by 

        fatigue loading    ................................................................................  13

Fig. 5  ODSCC morphology ; (a) penetration test, (b) SEM image

        and (c) the corresponding ECT signals    ...................................  15

Fig. 6  IGA morphology ; (a) OD surface, (b) cross section    ............  16

Fig. 7  Pit morphology ; (a) OD surface, (b) cross section and 

       (c) the corresponding ECT signals    ..............................................  18 

Fig. 8  MRPC C-scan of 3 axial ID cracks with different lengths   ...  24

Fig. 9-a Morphology of the manufactured axial ID crack #1    ..........  25

Fig. 9-b Morphology of the manufactured axial ID crack #2    ..........  26

Fig. 9-c Morphology of the manufactured axial ID crack #3    ..........  26

Fig. 10 Morphology of multiple axial ID cracks in the pulled 

        tube from UCN 1    ..........................................................................  27

Fig. 11 MRPC C-scan of 4 axial ID cracks with different 

        intervals    ...........................................................................................  29   

Fig. 12 Morphology of 4 axial ID cracks with different 

        intervals    ............................................................................................  30

Fig. 13 Comparison of the eddy current signals obtained

        from IGA   ...........................................................................................  32

Fig. 14 Variation of ECT signal amplitude with IGA depth 

        measured by bobbin differential coil    ......................................  34

Fig. 15 Comparison of actual IGA depth and ECT depth 

        measured by bobbin differential coil    ......................................  35

Fig. 16 Schematic of a motorized rotating probe    ...............................  37



- xiii -

Fig. 17 Variation of ECT signal amplitude with notch 

        length measured by bobbin coil    ..............................................  39

Fig. 18 Variation of ECT signal amplitude with notch

        width measured by bobbin coil    ..............................................  40

Fig. 19 Comparison of actual notch depth and ECT

        depth measured by bobbin coil    ..............................................  42

Fig. 20 Variation of ECT signal amplitude with notch 

        depth measured by bobbin absolute coil    .............................  43

Fig. 21 Variation of ECT signal amplitude with notch

        depth measured by bobbin differential coil    ........................  44

Fig. 22 Variation of ECT signal amplitude with notch

        length measured by MRPC    ......................................................  46

Fig. 23 Variation of ECT signal amplitude with notch

        width measured by MRPC    ......................................................  47

Fig. 24 Variation of ECT signal amplitude with inner 

        wall notch depth measured by MRPC    ................................  48

Fig. 25 Variation of ECT signal amplitude with outer

        wall notch depth measured by MRPC    ................................  50

Fig. 26 Comparison of plugging rate due to wear 

        for some of Korean NPPs    .......................................................  52

Fig. 27 Potential area of tube wear for CE type SG    ......................  53

Fig. 28 Anti-vibration structure of KSNP SG    ....................................  55

Fig. 29 Array of SG tube, VS, and HS    ...............................................  56

Fig. 30 MRPC C-scan signals showing the relation of 

        arrangement between SG tube and AVS

        at wear area - UCN 4, R35/C73    ..........................................  58

Fig. 31 MRPC C-scan signals showing the relation of

        arrangement between SG tube and AVS

        at wear area - UCN 4, R35/C93    ..........................................  59

Fig. 32 MRPC C-scan signals showing the relation of



- xiv -

        arrangement between SG tube and AVS

        at wear area - UCN 4, R94/C58    ..........................................  60

Fig. 33 MRPC C-scan signals showing the relation of

        arrangement between SG tube and AVS 

        at wear area - YGN 3, R27/C67    ..........................................  61

Fig. 34 MRPC C-scan signals showing the relation of

        arrangement between SG tube and AVS

        at wear area - YGN 3, R25/C101   ..........................................  62

Fig. 35 MRPC C-scan signals showing the relation of

        arrangement between SG tube and AVS 

        at wear area - YGN 3, R37/C83    ..........................................  63

Fig. 36 BW/VS structure of KSNP SGs    .............................................  64

Fig. 37 Impedance functions of a) non through-wall crack 

        and b) through-wall crack    .....................................................  70

Fig. 38 Map showing the location of cracked tubes in steam

        generators of YGN 4    ...............................................................  72

Fig. 39 Results of profilometry analysis for R69C83 cracked

        tube in SG1 of YGN 4    ...........................................................  73

Fig. 40 History of ID profile changes in R69C83 cracked

        tube in SG1 of YGN 4    ...........................................................  75

Fig. 41 History of ID profile changes in R36C114 cracked

        tube in SG2 of YGN 4    ...........................................................  76

Fig. 42 History of ID profile changes in R49C63 cracked

        tube in SG2 of YGN 4    ...........................................................  77



- 1 -

제 1 장 서  론

    원자력발전소의 주요 구조재는 가동중 환경적 요인 및 재료의 열화에 

따라 여러 유형의 부식 및 기계적 손상을 나타내게 되며, 이러한 손상은 원

전의 안전성, 가동률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손상으로 인한 방

사능 누출문제가 발생될 경우 원자력발전 자체에 대한 사회적 여론의 악화

로 국가적 차원의 전력정책에 큰 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원전 계통내 

구조재의 건전성 확보를 통한 원전의 안전성 제고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

소임이 강조된다. 

  원전 구조재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하드웨어 기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

어 볼 수 있다. 즉, 재료 고유의 물성평가와 가동조건을 고려한 재료의 손상

특성을 평가/예측하는 재료 건전성평가 기술과 가동 중에 발생되는 손상의 

유무판정, 대략적인 크기, 위치 등에 대하여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비파

괴검사기술로서 대별할 수 있다. 재료 건전성평가의 경우, 일반적으로 실제 

또는 모사 가동환경조건에서 재료특성을 평가하여 이로부터 얻어지는 자료

로서 건전성을 평가/예측하며 대개의 경우 파괴검사/분석방법에 의존하는 

특징을 갖는다. 이러한 건전성평가 고유의 기술이 손상특성을 평가/예측하는

데 있어서 매우 유용함에는 틀림없으나, 가동 원전에서 발생/진행되고 있는 

손상결함의 실제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평가하는 기능까지 수행하지는 못한

다. 한편 손상에 대한 진단과 이에 근거하는 보수 및 규제는 기본적으로 비

파괴검사 결과에 의존하게 되나, 기존의 통상적인 비파괴평가기술에 있어서 

결함의 정 탐지능력과 신뢰성이 결여된다는 점이 전 세계적으로 문제되고 

있다.

원전 구조재의 손상을 평가하는 비파괴검사 기술은 증기발생기 전열관에 대

한 와전류탐상(ECT)과 압력용기, 배관, 볼트 등의 기계부품에 대한 초음파탐

상(UT)으로 나눌 수 있다. 이들 검사의 신뢰성은 재료내에 생성된 균열 등의 

결함을 정확히 검출하고 그 크기를 정 하게 측정, 평가할 수 있는 탐지능과 

정 도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그러나 다음의 표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방

전가공(EDM)에 의한 기계적 노치(notch) 또는 드릴 홀(drill hole)을 재료에 

가공하여 사용되는 현재의 모의결함 표준시편은 실제 자연결함과는 근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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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차이를 가지며, 이로 인해 검사신호를 정확히 모사할 수 없는 단점을 갖

기 때문에 비파괴검사 신뢰성을 고도화하는데 한계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기존 비파괴검사 기술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구조재에서 발

생하는 실제와 동일한 결함을 제작한 다음 여기서 얻어지는 신호를 해석, 평

가하여 탐지능과 정 도를 높인 표준자료를 생산할 수 있는 자연결함 제작

과 정 진단 기술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Table. 1 Comparison of characteristic between EDM and natural flaw specimen  

EDM Natural flaw

Formation  mechanical machining
 under the simulated operation

 condition/environment

IGSCC

- wide notch slit (0.005“)

- impossible to simulate

  intergranular crack morphology 

- same size(crack width) as

  actual crack

- intergranular crack morphology 

   Fatigue  impossible to simulate  possible to simulate

IGA            "           "

Sludge effect            "           "

Reliability  low  very high

Cost  low  high 

  미국 및 유럽에서는 압력용기, 배관, 볼트 등의 원전 구조재 UT검사 교정

표준 및 자격인증시험시 자연결함 시편을 이용하도록 ASME code에 규정하

으며, 이의 준수를 위한 대규모 연구 program을 수행중이다. 증기발생기 

전열관에 대한 ECT검사의 경우도 제 3자 평가법을 적용하는 등 신뢰성 확보

를 위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러한 안전규제의 강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국내의 기반기술 구축이 절실히 요구된다. 따라서 자연결함 

제조기술의 확립과 이를 통한 안전성 정 진단의 신뢰성을 고도화시키기 위

해서는, 

  ∙증기발생기 전열관재료에서 발생되는 응력부식균열(PWSCC, ODSCC),   

    입계부식(IGA), 공식(pitting) 등의 각종 부식손상 결함과

  ∙스테인레스강 배관재에서 발생되는 열-피로, 피로균열, 입계응력부식균열  

    (IGSCC) 등을 동일하게 모사할 수 있는 

    i) 자연(부식)결함 제조의 정량적 제어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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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 이를 이용한 손상 정 진단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개발과제는 국내 원전에 대한 안전규제요건 강화라는 강제성 요소

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수행되어야 하는 불가피성과 더불어 보다 

근본적으로 원전 구조재의 건전성과 안전성향상을 위한 핵심기술의 국내 자

체 기술력확보 필요성과 가능성에 입각하여 중장기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배경을 갖는다.

  자연결함 제조 및 이를 활용한 정 진단 기술의 국내 자체 기술력 확보는 

그 자체로서 관련기술의 해외 의존도를 크게 낮추어 외화지출의 절감효과를 

가져올 뿐더러 가동원전 보수/규제기준 최적화, 검사/보수주기 최적화, 불시

정지의 최소화 등에 의해 궁극적으로 원전의 가동율을 향상시키고 안전성 

확보를 통한 수명연장을 가능케 함으로서 경제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

게 된다. 또한 손상개선 기술개발로부터 도출되는 구조/설계/제작상의 개선

사항들을 향후 국내 건설예정 원전과 수출용 원전에 적용하게 되면 안전성

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게 되므로 관련 원전 산업계의 국제 경쟁력 향상

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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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원전 구조재에 대한 정기적인 가동중 검사에도 불구하고 구조재의 손상사고

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새로운 유형의 결함이 발생하고, 그 발생 위치도 다

양해짐에 따라 각국의 규제기관, 연구기관, 발전소 운 자, 비파괴 검사업체는 

막대한 비용과 노력을 투입하여 엄격한 검사기준 설정, 비파괴 검사 신뢰도 향

상, 새로운 검사기법의 개발, 가동 성능개선을 위한 연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

다. 국내에서도 가동 원전의 수가 16기 이르고 해마다 구조재의 손상이 증가하

는 추세에 있으므로 가동중 비파괴 검사의 정확성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높아

지고 있으며, 검사 신뢰도에 대한 정량적 기준이 요구되고 있다. 

 1. 자연결함 제작

    <국내>

  한국원자력연구소는 본 연구과제를 통하여 증기발생기 전열관의 대표적인 

손상유형인 PWSCC, ODSCC, IGA, Pitting 자연결함 제작을 국내 최초로 성공

시키므로서 이를 활용한 정 진단 기술개발이 가능토록 하는 길을 열었다. 국

내 비파괴 검사업체들은 검사 신뢰성 향상과 새롭고 정 한 손상 진단기술 개

발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으나, 연구인력 및 연구비 부족 등의 어려운 

여건으로 인하여 관련 기술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한국원

자력연구소의 연구개발 추이에 매우 높은 관심을 갖고 있다. 한편 원전 산업계

는 자연결함을 이용한 기량검증을 요구받고 있으나 막대한 비용과 기술적 어

려움으로 법규적용을 시행하고 있지 못하며, 한수원의 경우 미국/유럽의 기량

검증시스템에 대한 기초조사를 완료하 고 이의 적용을 위한 자연결함 시편은 

전량 수입할 계획이다. 따라서 향후 배관재 등 기량검증용 자연결함 시편의 국

내 제작 기술개발에 많은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해외>

   배관재 손상에 대한 비파괴검사(UT) 기량검증 요건의 수립으로 열-피로 

균열 등의 자연결함을 구조내에 삽입한 mock-up 시편의 제작 기술력을 확

보하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자연결함을 고가에 판매하고 있을 뿐더러 검증

시험 수행 등의 응용 기술력에 있어서도 상당한 기술축적이 이루어진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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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판단된다. 증기발생기 전열관의 자연결함도 비파괴검사 신뢰성향상 시험

용으로 제작 판매하는 수준이다.

 2. 증기발생기 전열관 - ECT 검사

    <국내>

  국내 가동중 원전의 증기발생기 전열관 ECT 검사는 국내 비파괴검사 전문

업체에 의해 수행되고 있으며, ECT 장비의 민감도 측정 및 교정을 위하여 

상용 전열관 표면에 drill hole 및 EDM 가공으로 모의결함을 만든 교정표준 

전열관을 사용하고 있다. 인출 전열관의 파괴검사로부터 얻어지는 결함특성 

평가결과와 ECT 검사결과를 비교하여 보면, ECT 검사결과가 과대 또는 과

소평가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ECT 장비, 탐촉자 종류, 검사자의 기준 등

의 기본적인 향인자 외에 기계가공한 교정표준 전열관을 사용하는데서 비

롯되는 원천적인 문제가 크게 작용하기 때문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인

식하에 관련기관들은 발전소에서 발생되는 결함과 동일한 부식기구에 의하

여 형성된 부식결함 시편의 제작과 이를 이용하여 검사의 신뢰성제고를 확

보하는 기술개발을 요청하고 있다. 특히 가동중 전열관에 형성된 것과 유사

한 형태의 부식결함을 형성시키는 것은 가능하지만, 전열관 표면에 국부적으

로 제한된 위치에 결함을 형성시키거나, 균열성 결함의 방향 및 크기를 조절

할 수 있는 결함발생 및 성장 제어기술의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의 

기술개발을 중점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해외>

  미국의 NRC에서는 전열관의 결함을 탐지하고 감시하기 위한 절차를  

Regulatory Guide 1.83에 규정하 다(1975년). 그 이후로 가동 중 발전소에서

의 부식손상이 더욱 심각해짐에 따라 EPRI에서도 1981년부터 신뢰성 있는 

비파괴 검사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설정하 고 그 개정본을 발

표하고 있다. 미국의 NRC는 손상이 빈번히 발생하는 증기발생기 전열관 건

전성 확보를 목표로 SG tube Integrity Program을 수행하여 왔다. 1단계 연

구로서 손상 전열관에 대한 파열압력의 예측과 검증 그리고 손상 결함에 대

한 비파괴검사 방법 및 신뢰성에 관한 실험적 연구가 1986년까지 진행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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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이후로 새로운 형태의 결함들이 발견되고 비파괴검사 기술의 발전, 

그리고 결함 형태에 따른 새로운 관막음 기준을 적용하는 추세를 반 하기 

위하여 1996년부터 2001년까지 2단계 연구를 수행하 다. 현재 3단계 연구를 

준비중이다. 또한 EPRI는 1970년 후반부터 Steam Generator Management 

Program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의 주요 연구내용은 자연결함

과 실제결함을 이용하여 평가한 검사 신뢰도 향상에 관한 내용이다.

  국내에서와 같이 각국의 발전소에서는 손상 전열관을 인출하여 파괴검사

를 수행함으로써 비파괴 검사의 신뢰성을 평가하고 있다. 또한 교체된 퇴역 

증기발생기 (예 : Surry 2)의 전열관을 인출하여 매우 다양한 비파괴 검사를 

실시하고 이를 파괴검사 결과와 비교함으로써 풍부한 database를 구축함과 

동시에 검사의 신뢰성 제고에 막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3. 구조재 기량검증 - UT 검사

    <국내> 

  원전 산업계에서는 자연결함을 이용한 UT검사에 대한 기량검증을 요구받

고 있으나 막대한 비용과 기술적인 어려움으로 법규적용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법규적용을 계속 미룰 수 없으므로 이에 대비하여 관

련기술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한전은 미국/유럽의 기량검증 시스템에 대한 

비교 등 기초조사를 완료하 으며, 자연결함 시편을 외국으로부터 구매하여 

기량검증에 사용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1997년도에 프로젝트 수행계획이 

수립된 바 있으며, 앞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

  80년대초 미국의 BWR에서 발생된 IGSCC 및 피로균열에 의한 파단사고시 

기존의 UT검사기술로서 미세결함을 검출할 수 없다는 점이 밝혀진 이래, 기

존의 UT검사 자격인증요건과 달리 검사대상주위(압력용기, 배관, 볼트/스터

드)의 full scale mock-up 내에 자연결함을 삽입하여 결함을 검출해야 하는 

신규요건이 1989년 ASME code에 명문화되었다. 이러한 UT검사의 교정표준 

및 검사원의 자격인증 시험에 자연결함을 사용하는 검사요건을 기량검증

(Performance Demonstration) 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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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경우, 1998년부터 NRC의 주도로 초음파검사 기량검증체제의 법제

화를 추진하 으며, ASME Sec. XI App. VIII 준수를 위한 대규모의 

PDI(Performance Demonstration Initiative) project를 7년 이상 계속 수행중

이며 일부 적용단계에 있다. Project 수행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므로 규제

기관, 발전소 운 자 및 비파괴검사 업체 등 관련기관의 협동연구체제를 갖

추고 있다. 유럽에서는 1970년대 부터 PISC(Programme for Inspection of 

Steel Components)를 통한 검사신뢰도 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며, 국, 프랑

스, 벨기에 등 9개국이 참여하여 ENIQ(European Network for Inspection 

Qualification)라는 조직을 설립하여 기량검증을 수행중이다. 국의 경우, 

Sizewell B PWR 1기를 위하여 원자로/배관을 대상으로 결함특성/발생기구/

모재 두께별로 mock-up 제작하여 기량검증을 수행하고 있다. 프랑스는 표준

형 원자로이므로 결함 발생부위가 거의 비슷하여 결함 발생 경험부위, 발생 

가능성이 큰 부위에 대해서만 자연결함이 내장된 full scale mock-up 시편을 

제작하여 기량검증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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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수행내용 및 결과

제 3.1 절 증기발생기 전열관 자연결함 및 기계가공결함 제조

 3.1.1 자연결함 제조 및 제어특성

  

  3.1.1.1 증기발생기 전열관 내면 축방향 균열(자연결함)

   1. 개요

      웨스팅하우스 모델 51B형 증기발생기를 갖는 울진 1,2호기는 전열관이 

열처리(thermally treated ; TT)된 합금 600재질을 사용하 음에도 불구하고 

4주기 가동 후에 관지지대 상부 확관 천이부(hard roll)에서 1차측 응력부식

에 의한 다수의 축방향 균열의 발생이 탐지된 바 있다. 5주기 가동 후에 균

열의 발생 및 성장을 억제하기 위해 숏피닝 처리를 적용하 으나 균열의 발

생 및 성장은 계속되어 울진 1호기의 경우 8주기, 울진 2호기의 경우 7주기 

운전시 냉각수의 누설이 관찰되었으며 그 이후 누설량 증가로 인한 가동중

지를 경험하기도 하 다. 확관부위에 대한 숏피닝 처리는 가동전에 적용된 

경우 균열발생의 억제효과가 나타나나, 이미 균열이 발생된 경우는 억제효과

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울진 1, 2호기 증기발생기의 경우

는 ECT를 통하여 균열을 최초로 탐지한 4주기 이전에 이미 상당수의 균열이 

발생하 음을 예측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예를 통하여 알 수 있듯이 결함의 초기 발생을 가능한 한 빨리 

검출하여 억제 또는 방지 방안을 조기에 적용하여야만 그 효과를 극대화시

킬 수 있고, 또한 발생된 결함의 유형과 크기 및 발전 양상 등의 정량적 데

이터에 기초한 안전성 평가를 통하여 파열 및 누설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ECT 검사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의 개발은 매우 중요하

다.

  본 연구에서는 증기발생기 전열관 내면에 축방향 균열을 제어하여 형성시

키는 기술을 확립하 으며 이 방법을 이용하여 단일 및 다중균열을 갖는 전

열관 시편을 제작하여 ECT 탐촉자별 검출한계와 분리한계 등의 결함 평가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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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비교 분석하고 또한 결함의 관통여부를 판정하는 정 진단 기술을 개

발하는데 사용하 다.  

   2. 전열관 내면 축방향 균열 형성 제어 기술

      전열관 내면에 축방향 응력부식 균열을 형성시키기 위해서는 부식성 

분위기 용액하에서 전열관에 원주방향으로 주응력이 가해지도록 내압을 가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방법은 원주방향 응력이 전열관의 원주상에 균일하

게 분포되기 때문에 균열의 수, 생성위치 그리고 길이 및 깊이 등을 제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부식에 대한 민감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필수적으로 전

열관에 적용하여야 하는 추가 열처리(예민화 등)로 인하여 미세조직 및 강도 

등이 실제 사용재료와 달라지는 문제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

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전열관의 반경방향으로 압축하중이 작용되는 경우 원

주방향 최대 응력이 하중점의 내면에 형성되는 것을 이용하여 압축 피로하

중을 가하여 단일 축방향 균열의 형성시키고 그의 형상 및 길이를 제어하는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 다. 이 방법을 통해 형성되는 피로균열은 입계 응력

부식균열과 비교할 때 균열의 분지화(branching)가 없고 동일한 균열길이에

서 균열이 보다 직선적이라서 실제 균열총합길이가 짧으며 균열의 개구

(opening)가 작은 등 형상적 차이는 있지만 ECT검출 특성상에서는 입계균열

에 비해 더 보수적인 평가특성을 보일 것으로 기대되어 본 연구목적에 더 

적합한 균열형태이다.  

  그림 1은 피로 압축하중을 가하여 전열관 내면에 축방향 균열을 형성시키

기 위해 제작 사용한 치구이다. SS304 재질의 이 치구를 2 ton 용량의 

Instron 8872 유압식 피로전용시험기에 연결하여 외경 3/4“의 합금600(한국 

표준형 원전 증기발생기 사용재료와 동일) 전열관 시편에 압축 피로하중을 

가하 으며 하부 지지대는 시편보다 직경이 더 큰 원형으로 제작하여 응력

을 분산시킴으로서 내면 균열이 시편 상부 하중이 가해지는 접촉부위에서만 

발생되도록 하 다. 이 부위의 원주방향 최대응력은 다음과 같은 식 (1)로 구

할 수 있다[1]. 





- 11 -

                    
σ t=

δ(x)Ee(cosθ-
2
π
)

4(
π
4
-
2
π
)(1-ν

2
)R
2             ............... (1)

여기서, 

      σ t : 원주방향 응력

      δ(x) : 하중선 변위

      E : 전열관의 탄성계수

      e : 전열관의 두께

      θ : 위치각

      ν : poisson's ratio

      R : 전열관의 평균 반경 

  즉, 이 식을 살펴보면 압축 변위량을 제어함으로써 원주방향 최대 응력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고, 그 상관관계는 그림 2와 같은 비례관계를 보인다. 

그림 3은 내면에 30 ㎏/㎟의 최대 인장 원주응력이 작용하는 경우에 위치각 

변화에 따른 원주응력의 변화를 예로 나타낸 계산결과인데 하중 접촉부로부

터 위치각이 벗어나면 응력은 급격히 감소하므로 인접부위에 큰 향을 미

치지 않은 상태에서 단일균열의 제어가 가능함을 알 수 있다.   

  예비 실험에서 최대 압축 변위량은 시편 내면에 형성되는 denting을 최소

화하기 위하여 항복응력보다 약 20% 더 큰 최대 인장 원주응력이 가해지는 

조건으로 제어하 는데 이 경우 압축 변위량은 0.1 mm 이내로 매우 작았으

며 이러한 미소량 제어에 실험실의 온도변화에 따른 시험기 및 치구의 열팽

창/수축 변위가 큰 향을 미쳐 실험중 최대 인장 원주응력을 일정하게 유

지시키는 것이 불가능하 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최대 인장 원주응력 목

표값에 상응하는 압축 하중을 측정하고 이 하중을 제어하여 실험하 으며 

균열성장에 의한 변위 최대값의 변화 또는 피로 주기수를 균열크기 및 형상

의 정량적 제어인자로 사용하 다. 피로하중은 하중비 0.05의 sine 파형을 적

용하 다. 

  울진 1호기 증기발생기 인출 전열관의 경우(두께 1.27 mm) 약 6-7 mm길

이의 축방향 균열이 거의 관통형태로 나타났던 것[2]을 참고하여 균열의 길

이와 깊이의 비(aspect ratio)는 약 6 내외의 값을 갖는 균열의 제조를 목표

로 하 다. 그림 4는 여러 가지 제어변수의 변화를 통하여 얻은 최적 제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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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에서 형성된 축방향 균열들에 대한 파괴검사의 한 예인데 aspect ratio 6.8

을 갖는 축방향 단일결함이 성공적으로 제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

  3.1.1.2 이차측 응력부식균열

        전열관에 균열을 생성시키고자 하는 부위를 제외한 지역을 masking

한 다음 응력을 가한 상태로 상온 부근에서 환원성 황화물을 함유한 부식용

액에 노출시켜 균열이 생성되도록 한다. 이때 가하는 응력의 형태에 따라서 

축방향 또는 원주방향의 균열을 생성시킬 수 있게 된다. 시험 중간에 ECT로 

균열성장 정도를 미리 측정할 수 있다. 그림 5는 비확관부 전열관의 표면에 

형성된 축방향 균열에 대한 PT 시험 결과와 SEM으로 관찰한 균열 형상 및 

관련된 ECT 자료를 보여주고 있다. 균열이 입계를 따라서 성장하 으며 표

면에 부식생성물도 발달하 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실제 증기발생기에서 관

찰되는 외면 응력부식균열과 매우 유사한 형태이다. 

  3.1.1.3 입계부식

         입계부식 기구는 결정립계에 크롬탄화물이 석출하면서 입계에 크

롬 농도가 상대적으로 고갈되면서 부식에 민감해지는 현상이다. 따라서 산화

가 일어나지 않도록 진공에서 전열관을 예민화 열처리를 하 다. 이 때의 열

처리 조건은 700℃, 3 시간이었다. 예민화 처리한 시편은 40℃의 0.1 M 

sodium tetrathionate(Na2S4O6) 용액에서 침지하여 입계부식을 형성시켰다. 

이 때 결함의 형태는 전열관 외면에서의 직경이 2∼6 mm가 되도록 결함을 

형성시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masking 하 으며, 침지시간을 조절

하여 결함의 깊이를 조절하 다. 전열관 표면과 단면에서의 IGA 시험 결과 

및 관련된 ECT 신호에 대한 분석은 3.2.2절에서 상세히 기술하기로 한다. 

  그림 6은 생성된 입계부식에 대한 전열관 표면 및 단면방향에서의 양상을 

나타낸 것이다. 특히 단면에서의 형상은 시편을 전열관의 두께방향으로 절단

하여 polishing한 후 관찰하 다. 입계부식이 발생한 지역은 에칭을 하지 않

은 상태에서도 결정립계가 관찰되었다. 5% nital 용액에서 전해 에칭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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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에서와 같이 입계부식 역을 보다 선명히 구분할 수 있었다. 노출된 표

면의 모든 결정립계에서 부식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가동중 증기발생기 전열

관에서 발견되는 결함 형태와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다[3]. 한편 입계부식 

선단의 깊이는 위치에 따라서 다소 차이를 나타내었으므로 최대 깊이를 결

함의 깊이로 규정하여 평가하 다. 

  3.1.1.4 Pitting

        전열관에 핏트를 생성시키고자 하는 부위를 제외한 지역을 masking

한 다음 염화물을 함유한 280℃의 부식용액에 침지하여 핏트가 생성되도록 

한다. 그림 7에 그 예를 나타내었다. 전열관 표면에 독립적으로 핏트가 형성

되었으며, 핏트의 단면에 대한 관찰로부터 핏트의 내부에는 부식생성물로 채

워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때 핏트 내부 부식생성물의 성분은 부식용액의 

조성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이는 발전소에서 관찰되는 핏트의 형태와 일치

하며, drill hole을 이용한 표준시편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3.1.2 기계가공결함 제조

      표준시험편은 검사대상 시험체와 같은 형상, 크기, 표면상태 및 금속

적 특성을 가진 시편에 인공결함을 가공한 것으로써 와전류 검사 장비점검 

및 조정, 탐촉자 특성시험 및 결함 평가에 사용된다.

  표준시험편의 제작에 관한 사항은 ASME Section XI 및 Section V에 규정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는 flat bottomed holes 형태의 인공결함을 가진 표준

시험편이 증기발생기 전열관에 대한 와전류검사에 주로 사용되고 있지만 

ASME Code는 이미 알고있는 검사체의 상황을 모의하는 표준시험편도 사용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즉, 원주 및 축 방향 균열, 반진동 구조물 위치의 

마모, 덴트 및 전열관 지지판 등을 모의하여 사용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

다.

  따라서 본 과제에서는 현재 한국 표준원전에서 사용중인 증기발생기 전열

관 재료를 사용하여 원전 증기발생기 전열관의 1, 2차측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축방향 균열에 대하여 결함의 깊이, 길이, 폭 및 근접도를 변화시켜 이



(a)

(b) (c)

3.93 volts   115 deg  58 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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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 대한 와전류 신호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표준시험편을 제작하 다. 

표준원전의 전열관 재질은 Alloy 600 HTMA이며, 공칭 외경은 0.750" (19.05 

mm)이고, 관 벽두께는 0.042 in (1.067 mm) 이다. 

  제작된 표준시험편의 제반 사양은 표 2 - 표 8에 나타내었다. 표 2는 결함

의 깊이 변화에 대한 와전류 신호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모든 결함의 길

이는 0.276" (7 mm), 폭은 0.005" (0.127 mm)로 일정하게 두고 결함의 깊이

를 전열관 외면에서 20%, 40%, 60%, 80%, 100% 및 전열관 내면에서 80%, 

60%, 40%, 20%로 변화시켜 제작된 사양이다. 표 3, 4, 5 및 6은 결함의 길이 

변화에 대한 와전류 신호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100%, 80%, 60%, 40% 외

면 및 내면 결함에 대하여 길이를 변화 시켜 제작된 사양으로, 표 3의 100%

는 2 mm에서 7 mm 사이는 1 mm 간격으로, 7 mm에서 17 mm 사이는 2 

mm 간격으로 결함을 가공하 으며, 표 4, 5 및 6의 80%, 60% 및 40%는 외

면 및 내면 결함에 대하여 2, 4, 6, 8, 10 mm 결함을 가공하 다. 표 7은 결

함의 폭 변화에 대한 와전류 신호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모든 결함의 길

이는 0.276" (7 mm), 깊이는 100%로 일정하게 두고 결함의 폭을 0.005, 

0.010, 0.015, 0.020"로 제작된 사양이며, 표 8은 결함의 근접도 변화, 즉 결함

간의 간섭에 대한 와전류 신호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모든 결함의 길이는 

0.276" (7 mm), 폭은 0.005" (0.127 mm)로 일정하게 두고 결함의 간격을 원

주 방향으로 12.4
o
, 36.12

o
, 72.24

o
, 120.40

o
로 제작된 사양이다. 표준시험편은 

가공에 대한 정 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모든 결함에 대하여 방전가공법을 

적용하 다. 근접한 결함에 의하여 서로 간섭을 받지 않도록 각 결함간의 거

리를 1.0" (25.4 mm)로 하 으며, 또한 제작상 편리를 위해 결함들을 7개의 

전열관에 각각 나누어 제작하 다. 

제 3.2 절 제조결함의 ECT 신호특성 평가

 3.2.1 전열관 내면 축방향 균열

  3.2.1.1 MRPC 탐촉자 코일별 단일결함 검출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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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RPC 탐촉자의 코일별 결함 검출능(탐지한도)을 비교 평가하기 

위하여 전열관 내면에 원주방향 45°의 간격으로 길이 ~2, ~1, ~0.5 mm의 축

방향 미소 결함을 제작하 다. 제작된 결함의 검사는 +Point 610-115/ 

36/S80 탐촉자로 주파수 400, 300, 100, 10 kHz 조건에서의 신호를 수집하

으며 장비 보정에는 EDM notch standard tube를 사용하 다.

  그림 8은 300 kHz에서 얻어진 pancake과 plus point coil 신호의 c-scan 

결과인데 #1, 2, 3은 각각 길이 ~2, ~0.5, ~1.0 mm의 결함을 제조한 원주방

향상의 위치를 표시한 것이다. 그림 9의 a, b, c는 각각 파괴시험을 통해 얻

은 #1, 2, 3 균열의 크기 및 형상을 분석한 결과이다. #1 결함(그림 9-a)은 길

이가 2.7 mm이며 두께방향으로 약 37%의 깊이를 갖는 축방향 단일 균열임

을 알 수 있으며, #2 결함(그림 9-b)은 길이 약 0.5 mm의 축방향 단일 균열

이었고 #3 결함(그림 9-c)은 길이 약 0.7 mm 및 0.2 mm의 축방향 균열 2개

가 동시에 존재하는 형상이었으며 이들 1 mm이하의 균열들에 대한 깊이는 

시편의 정  절단이 불가능하여 분석하지 못하 다. 

  그림 8의 c-scan 결과를 보면 pancake과 plus point coil 모두 #1 결함만 

뚜렷한 결함신호를 보이고 #2 및 #3 결함은 아주 미약한 신호를 보이기는 

하지만 그 크기가 기저신호(background signal)를 초과하지 못하여 결함으로 

판정할 수는 없는 정도이다. 따라서 축방향 단일결함의 검출한계는 pancake

과 plus point coil에서 모두 길이 ~2 mm 이상, 깊이 ~30% 이상임을 알 수 

있었다. 반면에 검출능 면에서는 plus point coil이 pancake coil보다 신호 대 

잡음비(S/N)가 커서 훨씬 유리하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1 결함에 대해 각 coil 신호의 위상각 분석을 통해 얻은 균열의 깊이는 

pancake coil의 경우 8%, plus point coil의 경우 19%로 과소 평가되어, 실제 

깊이 37%와는 큰 차이를 보 으나 plus point coil의 경우가 실제와 더 근접

한 평가결과를 보임을 알 수 있었다.

  3.2.1.2 MRPC 탐촉자 코일별 다중결함 검출능

  

         그림 10은 울진 1호기 전열관 인출검사[2]를 통해 확인된 관판 상

부 확관부위에 발생한 1차측 응력부식균열에 의한 축방향 결함의 실제 형상



crack

MRPC C-Scan of pancake coil 

MRPC C-Scan of plus coil 

# 1

# 1
32



Axial direction

Aspect ratio : 2.7 mm/ 0.4 mm = 6.75

2.7 mm

Crack # 1



Crack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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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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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여주고 있는데 원주방향 확관부를 따라 다수개의 축방향 균열들이 존

재함을 알 수 있으며 특히 매우 가깝게 인접한 결함(그림상에 원으로 표시)

은 ECT 평가상에서 분리하여 인식하지 못하고 한 개의 결함으로 평가되어 

전체 결함의 숫자를 과소 평가하게 되는 등 검사 신뢰성이 결여되는 문제점

이 발생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동일한 축방향 위치에 원주방향을 따라 존재하

는 축방향 다중결함에 대한 MRPC 탐촉자의 코일별 결함 분리한계를 비교평

가하기 위하여 원주상 거리로 4, 3, 2 mm의 간격을 갖는 길이 2 mm의 축

방향 균열 4개를 전열관의 동일 축선상 내면에 제작하 다. 제작된 결함의 

검사는 +Point 610-115/36/S80 탐촉자로 주파수 400, 300, 100, 10 kHz 조건

에서의 신호를 수집하 으며 장비 보정에는 EDM notch standard tube를 사

용하 다. 그림 11은 제작된 축방향 다중 결함시편에 대해 300 kHz에서 얻

은 pancake과 plus point coil 검사신호의 c-scan 결과이며 그림 12는 파괴시

험을 통해 얻은 제조된 균열들의 길이 및 간격을 측정한 결과이다. 제작된 4

개 균열의 길이는 1.88~2.75 mm의 범위로 처음 의도한 길이 2 mm에서 크

게 벗어나지 않고 비교적 잘 제어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결함간의 간격은 

4.2, 2.8, 2.3 mm로 10%이내의 제어 오차범위에서 성공적으로 제조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12의 c-scan 결과를 보면 제작된 축방향 다중 결함시편에 대해 

pancake coil의 경우는 2개의 분리된 결함신호가 나타나고 있으며 plus 

point coil의 경우는 분리되지 않은 1개의 결함신호가 얻어졌다. 즉, pancake 

coil 신호는 간격 4 mm의 축방향 균열을 독립된 2개의 균열로 평가가 가능

하 지만 plus point coil 신호는 독립된 균열로 평가하지 못하 다. 반면에 

신호 대 잡음비(S/N)는 pancake coil 신호보다 plus point coil의 신호가 더 

컸다. 결론적으로, 다중결함의 분해능 면에서는 pancake coil이 유리하나 결

함의 검출능 면에서는 plus point coil이 유리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여

기서 그림 12의 plus point coil의 c-scan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비록 인접

한 결함들 간의 신호 간섭으로 인해 분리된 결함신호는 보이고 있지 않으나 

결함 신호상에서 4개의 peak가 나타나고 있다.  현재로서는 이들 peak가 서

로 인접된 결함의 개수를 나타내는 가에 대해서는 확실치 않으며 이와 관련



Pancake coil - 0.115”

Plus point  coil



L : 2.0         1.88 2.75       2.37mm

4.2        2.8    2.3 mm

1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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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더 많은 제조결함을 이용한 추가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

다. 

 3.2.2 입계부식 결함

  3.2.2.1 ECT 탐지조건

        입계부식 결함을 제조하기 위하여 외경 19.05 mm 두께 1.07 mm의 

Alloy 600 전열관을 사용하 다. 전열관을 8 cm 길이로 절단한 다음 산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진공에서 예민화 열처리를 하 다. 이 때의 열처리 조건은 

700℃, 3 시간이었다. 예민화 처리한 시편은 40℃의 0.1 M sodium 

tetrathionate(Na2S4O6) 용액에서 침지하여 입계부식을 형성시켰다. 

  이 때 결함의 형태는 전열관 외면에서의 직경이 2∼6 mm가 되도록 결함

을 형성시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masking 하 으며, 침지시간을 

조절하여 결함의 깊이를 조절하 다. 결함 형성 후 bobbin coil, pancake 

coil, plus coil을 사용하여 입계부식 정도를 검사하 고, 그 중 검출능이 가

장 우수한 bobbin coil을 사용하여 입계부식의 깊이와 부피의 변화에 따른 

진폭 및 검출능, 검출한도를 도출하기 위해 주파수 100, 300, 550 kHz에 대

하여 각각 평가하 다.

  입계부식의 깊이에 대한 정량적 평가를 위하여 사용한 표준 시편은 20% 

깊이의 flat bottomed hole을 갖는 ASME 표준 결함튜브이며, 신호진폭은 주

파수 550 kHz에서 20% 깊이의 외면결함 신호를 5 volt로 setting하고 다른 

주파수에서는 이 값에 대한 상대적 진폭을 갖도록 설정하 다. ECT 검사를 

마친 후 결함을 전열관 두께방향으로 절단하여 단면에서의 결함형태를 관찰

하고 최대깊이를 측정하 다.

  3.2.2.2 탐지능 평가

      

         탐촉자의 종류에 따른 ECT 신호를 평가한 결과를 그림 13에 나타

내었다. 그림에서 입계부식 결함 #1은 파괴검사 결과 실제 깊이가 14%, #2



(a)

(b)

#4
#3
#2
#1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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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33%, #3는 34%, #4는 44% 다. Bobbin coil의 경우 미약하지만 #1 결함

에 대한 신호를 보여주고 있으며 나머지 3개 결함에 대하여는 뚜렷하게 검

출하고 있다. 그러나 pancake과 plus coil은 #1에 대한 결함신호를 전혀 검

출하지 못하 다. 또한 #3 결함에 대하여 pancake coil은 약간의 신호를 나

타내었으나 plus coil의 경우는 거의 신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즉, 입계

부식에 대한 검출능은 bobbin coil이 가장 우수하 으며 pancake coil, plus 

coil의 순서로 검출능이 저하하 다. 이와 같은 결과는 모든 결함에서 일관되

게 관찰되었다. 입계부식에 대한 검출능이 bobbin coil에서 가장 우수하 으

므로 깊이에 대한 정량적인 평가는 bobbin coil의 결과만을 제시하기로 한다.

  그림 14는 결함의 깊이에 따른 bobbin coil의 진폭변화를 주파수별로 나타

낸 것이다. 결함의 크기에 관계없이 300 kHz에서 진폭값이 가장 크게 나타

났으며 100, 550 kHz의 순서로 진폭값이 작게 나타났다. 이는 300 kHz에서 

입계부식에 대한 검출능이 가장 우수함을 의미한다. 

   파괴검사에 의하여 측정한 결함의 실제깊이와 bobbin coil로 평가한 ECT 

깊이와의 관계를 그림 15에 나타내었다. 여기서 음(-)의 깊이는 위상각으로부

터 내면 결함으로 판정된 것을 의미한다. 실제의 깊이가 40% 이하인 결함의 

경우 ECT 예측 결과가 매우 분산되어 나타났다. 40% 이상의 깊이를 갖는 

결함에 대해서도 그 숫자가 3개에 불과하나 매우 과소평가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실제의 깊이가 50∼60%인 경우에도 ECT로 20% 미만으로 평

가되었다. 관막음 기준이 40%이므로 40%이상의 깊이를 갖는 결함을 추가로 

제작하여 이에 대한 보다 분명한 결론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결과로

부터 ECT를 이용한 입계부식 결함의 깊이에 대한 정량적인 평가는 매우 어

려움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입계부식의 경우 결함의 검출여부 그 자체에 의

미가 있으며, 검출확률을 제고할 수 있는 탐촉자 및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주목할 점의 하나로는 결함신호가 뚜렷하게 검출은 되지만 결함깊이

가 0%로 평가된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이는 ASME의 flat bottomed drill 

hole을 표준시편으로 사용함에 따른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입계부식은 

결정립계만 부식이 되고 나머지 결정립 내부는 전혀 부식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 내부가 완전히 비어있는 drill hole에 비하여 매우 작은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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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을 나타낼 것이다. 또한 표준시편은 결함의 바닥이 편평하고 각이 진 형태

인 반면에 입계부식은 곡선형태로서 불규칙하다. 그러므로 표준시편으로 사

용한 drill hole의 위상은 입계부식 결함에서 나오는 위상과는 다를 것으로 

추정된다. 즉 결함깊이 대 위상각의 상관곡선(correlation curve)이 drill hole

의 경우는 기울기가 크게 나타나지만 입계부식의 경우는 보다 완만하게 나

타날 것이다.

   이상에서 기술한 입계부식 자연결함에 대한 ECT 신호특성에 대하여 요약

하면 다음과 같다.

   i) 입계부식에 대한 검출능은 bobbin coil이 가장 우수하 으며 pancake   

   coil, plus coil의 순서로 검출능이 저하하 다.

  ii) 입계부식에 대한 bobbin coil의 주파수별 신호특성은 550, 100, 300 kHz  

  의 순서로 진폭이 크게 나타났으므로 300 kHz에서 검출능이 가장 우수  

  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300 kHz의 경우 550 kHz에 비하여 약 2배 이  

  상 진폭 값이 크게 나타났다.

  iii) Bobbin coil에 의한 입계부식의 깊이평가는 40% 이하의 결함에 대하여  

   는 매우 분산된 경향을, 40% 이상의 결함은 매우 과소평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결론적으로 입계부식의 깊이에 대한 정량적인 ECT 평가는  

   신뢰도가 매우 낮았다. 따라서 입계부식에 대하여는 결함의 검출여부  

   가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판단된다.

  3.2.3 기계가공시편 

   3.2.3.1 ECT 탐지조건

          3.1.2절에서 기술한 다양한 형태의 노치 시험편에 대하여 ECT 신

호를 수집하여 분석하 다. ECT 검사 장비는 MIZ-30A Remote Data 

Acquisition Unit/Eddynet Data Analysis System을 사용하 으며, 탐촉자로

는 bobbin coil과 모터구동형 회전탐촉자 (MRPC, motorized rotating 

pancake coil)를 이용하 다. 특히 MRPC는 +Point-720-115/36/S80 모델로서 

그림 16에 나타낸 바와 같이 세 종류의 coil, 즉 primary pancake test coil,



#1 coil#2 coil#3 coil

0.115" primary 
pancake test coilplus coil

0.080" high frequency shielded coil

#1 coil

#2 coil#3 c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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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us coil, high frequency shielded coil이 탐촉자의 원주방향으로 120도 간

격으로 설치되어 있다[4]. Pancake coil은 직경이 2.9 mm (0.115")인 환상으로 

coil이 감겨 있으므로 원형으로 와전류가 발생되며, coil의 결선방식상 절대법

(absolute)을 적용한다. Plus coil은 각각의 coil 길이가 약 1.5 mm인 두 coil

이 한 층씩 직각으로 교차되게 +자 형태로 감겨 있으므로 서로 직교하는 두 

개의 와전류 흐름이 발생한다. 또한 두 코일이 서로 비교하는 차동법

(differential)을 적용하기 때문에 전열관의 형상변화, lift-off 변화 및 sludge 

신호 등 결함 외적인 신호를 최소화할 수 있다[4]. 와전류 검사시 탐촉자의 

인출속도는 0.2 inch/sec, 회전속도는 300 rpm, 사용 주파수는 100∼400 kHz

이었다. 

 

   3.2.3.2 탐촉자별 탐지능 평가

    1. Bobbin Coil

       Bobbin coil을 이용하여 주파수 100, 300, 550 kHz에서 노치의 길이

에 따른 진폭변화를 측정하 다. 절대법과 차동법에 관계없이 길이가 11 

mm인 노치이고 주파수가 300 kHz일 때 가장 큰 진폭을 나타내었다. 그림 

17은 이 최대 진폭값을 기준으로 길이 및 주파수에 따른 진폭변화의 크기를 

normalization하여 표시한 것이다. 주파수에 관계없이 길이가 약 7 mm까지

는 진폭 값이 직선적으로 증가하 다. 그 이후에는 진폭 증가가 다소 둔화되

기는 하 으나 길이가 11 mm까지 길어지더라도 진폭 값이 포화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거동을 나타내었다. 진폭 증가에 기여하는 인자로는 결

함의 길이, 결함의 깊이, 결함의 폭을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bobbin의 경우 

적어도 11 mm의 긴 결함에서도 진폭증가가 길이에 좌우되므로 결함의 깊이

나 폭이 진폭 값에 기여하는 정도를 분리하기가 불가능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진폭은 주파수 300 KHz에서 가장 큰 값을 나타내었으며 550, 100 

kHz의 순서로 감소하 다. 특히 300 kHz에서는 다른 두 주파수에 비하여 

약 2배의 큰 값을 보이는 것으로부터 검출능이 특히 우수함을 알 수 있다.

  그림 18은 길이가 7 mm이고 깊이가 100%인 노치의 폭을 변화시켰을 때

의 진폭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노치의 폭이 가장 작은 127 ㎛를 기준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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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때에 폭이 2배로 넓어지더라도 진폭의 증가는 10% 이내로 매우 작았으

며 그 이상에서는 변화가 없었다. 이와 같은 거동은 주파수에 관계없이 유사

하게 나타났다. 한편 이 경우에도 300 kHz에서의 진폭값이 다른 두 주파수

에서의 진폭값에 비하여 약 2배의 큰 값을 나타내었다.

  그림 19는 길이가 7 mm로 일정한 노치에 대하여 내면과 외면에 가공한 

노치의 깊이를 변화시켰을 때 bobbin coil에 의하여 예측된 깊이와 실제 깊

이와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주파수에 관계없이 내면 노치에 대하여는 그 

깊이를 과대평가, 외면 노치에 대하여는 과소평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파수별로는 550 kHz에서 내외면 노치 모두에서 실제에 가장 근접한 깊이 평

가가 가능함을 알 수 있다. 

  그림 20과 21은 전열관의 내외면에 7 mm 길이로 가공한 노치의 깊이에 

따른 진폭 변화를 bobbin coil로 측정한 것이다. 그림에서는 가장 큰 진폭값

을 나타낸 300 kHz에서의 100% 관통 균열의 진폭값을 기준으로 

normalization하여 표시하 다. 깊이가 80%까지는 진폭증가가 완만하지만 

100%로 관통될 경우 급격히 증가하 다. 즉 내면 노치에 대하여 절대법으로 

측정한 550 kHz를 예로 들면 깊이가 80%에 이르기까지는 매 20% 깊이 증

가에 따라 대략 2 배 정도 진폭 값이 증가하 으나, 80%에서 100%로 깊이가 

증가할 경우에는 무려 6 배의 진폭 값 증가가 관찰되었다. 이러한 거동은 절

대법과 차동법에 관계없이 그리고 내면 노치와 외면 노치에 관계없이 유사

하게 관찰되었다. 또한 pancake과 plus coil에 대하여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에 대하여는 다음의 MRPC 결과에서 기술하기로 한다. 이러한 결과는 결

론적으로 단일균열에 있어서 균열 길이는 동일하나 현격한 진폭 증가를 보

이는 경우 관통 균열일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임을 시사한다.

    2. MRPC 

       MRPC에 장착된 pancake coil과 plus coil을 이용하여 주파수 100, 

300, 400 kHz에서 노치의 길이에 따른 신호를 수집하 다. 이 때 노치의 깊

이에 따른 변수를 없애기 위하여 길이와 관계없이 모두 100% 관통 깊이를 

갖는 노치를 사용하 다. 먼저 pancake coil에 대하여 각각의 주파수와 길이

별로 얻은 진폭분포 곡선에서 최대 진폭 값을 노치의 길이에 따라서 표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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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그림 22-(a)와 같다. 진폭은 주파수에 관계없이 노치의 길이가 길어짐에 

따라 증가하다가 대략 11 mm에서 포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진폭 값은 균열

성 결함의 길이, 깊이, 근접도, 표면의 저항 등에 따라 달라진다[5, 6]. 이 결

과는 균열 길이가 11 mm가 될 때까지는 균열의 깊이와 폭 뿐만 아니라 길

이 자체가 진폭변화의 주요 인자이지만 그 이상의 균열 길이에서는 길이 자

체는 진폭 값에 향을 주지 않음을 의미한다. 한편 주파수별로 진폭은 길이

가 7 mm까지는 300 kHz와 400 kHz에서 거의 동일하 으나 8 mm 보다 길

어질 경우 300 kHz에서 다소 큰 값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100 kHz의 경우

는 300 kHz에서보다 약 1/5의 작은 진폭 값을 나타내었다. 

  한편 plus coil의 경우에는 그림 22-(b)에서와 같이 진폭 값이 노치의 길이

가 길어짐에 따라 증가하다가 대략 7 mm에서 포화되어 거의 증가하지 않았

다. 이 값은 pancake coil의 11 mm에 비하여 약 4 mm 정도 작은 값이다. 

이 결과는 plus coil이 4 mm 이상의 관통 균열의 폭에 대한 진폭변화를 보

다 민감하게 탐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Pancake coil에서와 같이 진폭 값

이 포화되는 노치 길이는 주파수에 관계없이 일정하 으며, 300 kHz에서 가

장 큰 진폭 값을 나타내었다. 

  그림 23은 길이가 7 mm이고 깊이가 100%가 되도록 가공한 노치 폭의 변

화에 따른 진폭 값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Pancake coil의 경우 노치의 폭

이 127 ㎛를 기준으로 2∼4배로 넓어지더라도 진폭의 증가는 300 kHz에서 

최대 14%, 다른 두 주파수에서는 10% 이내에 불과하 다. 그러나 Plus coil

에서는 노치의 폭이 127 ㎛를 기준으로 2∼4배로 넓어지더라도 진폭의 증가

는 거의 관찰되지 않았다.

  그림 24는 전열관 내면에 7 mm 길이로 가공한 노치의 깊이에 따른 진폭 

변화를 측정한 것이다. 그림에서는 가장 큰 진폭 값을 나타낸 300 kHz에서

의 100% 관통 균열의 진폭 값을 기준으로 normalization하여 표시하 다. 

Pancake coil의 경우 깊이가 80%까지는 진폭증가가 완만하지만 100% 깊이일 

경우 급격히 증가하 으며 80% 깊이에 비하여 약 2.3배의 큰 값을 나타내었

다. 이와 같은 거동은 시험에 사용된 100, 300, 400 kHz의 주파수 모두에서 

거의 동일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Plus coil의 경우도 전체적인 거동은 

pancake coil에서 얻어진 것과 유사하 다. 그러나 80% 깊이까지의 진폭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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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훨씬 완만하 으며, 특히 주파수에 관계없이 관통 균열의 진폭 값은 80% 

깊이에 비하여 약 3.9배의 매우 큰 차이를 나타내었다. 본 시험에 사용된 

Alloy 600 재료에 있어서 300 kHz의 경우 평면파에서 정의된 표준침투깊이

[6, 7]를 계산하면 0.90 mm, 즉 70% 깊이가 되지만, 100 kHz에서는 관두께

보다 더 큰 1.55 mm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파수에 관계없이 유사한 

진폭 변화거동을 나타내었다. 한편 그림 25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전열관 외

면에 7 mm 길이로 가공한 노치의 깊이에 따른 진폭 변화 역시 유사한 거동

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이러한 거동은 노치의 관통 여부에 따라 나타나는 현

상임이 분명하다. 이의 원인에 대한 해석을 위해서는 보다 정 한 전자기적 

접근이 필요하나 정성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즉 균열

이 일정한 깊이를 가질 때는 와전류가 균열의 둘레 뿐만 아니라 밑으로도 

흐르게 된다. 그러나 관통 균열일 경우에는 균열 밑으로의 와전류 흐름이 완

전히 단절되어 path가 왜곡되고 길어지게 된다. 따라서 급격한 저항의 증가

로 진폭 값이 크게 증가하게 될 것이다. 요약하면 와전류 진폭값은 노치의 

관통 여부에 따라 급격한 변화를 나타내며, 이 때 plus coil은 pancake coil

에 비하여 관통 여부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하 다. 따라서 단일균열에 있어

서 균열 길이는 동일하나 현격한 진폭 증가를 보이는 경우 관통 균열일 가

능성이 매우 높을 것임을 시사한다.

제 3.3 절 전열관 주요손상 정 진단 기술개발 

 3.3.1 표준원전 증기발생기 마모손상 정 진단

  3.3.1.1 표준원전 증기발생기의 기본 구조 및 마모손상 현황

   1. 표준원전 증기발생기 설계개요

      한국 표준원전(KSNP)은 미국의 Palo Verde(1,300 MWe) 원전을 참조

발전소로 하여 이를 1,000 MWe 급으로 축소한 것이다. 증기발생기는 CE형 

원자로를 기본 모델로 만들어졌으며 호기 별로 2대의 증기발생기가 있으며, 

증기발생기당 8,214개의 전열관이 배열하고 있다. WH사의 증기발생기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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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이들 증기발생기의 반진동구조물은 bat wing(BW)과 vertical strip(VS)

이라는 구조물이 격자모양으로 전열관을 지지하고 있다. 또한, 관판 고정에 

이용되는 약 36인치 직경의 원통모양의 스테이 실린더(stay cylinder)가 증기

발생기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전열관 다발의 중앙은 비어 있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2. 증기발생기 전열관 마모손상 현황

      표준원전 증기발생기의 마모손상은 CE형 증기발생기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알려져 있으나, 그림 26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표준

원전의 마모손상이 다른 증기발생기 모델에 비해 초기부터 상대적으로 빠르

게 진행된다는 특징을 갖는다. 이는 표준원전 증기발생기의 구조적 특징에 

기인하기 때문으로 판단되고 있다. 즉, stay cylinder 상부의 상향류 유속이 

Palo Verde 발전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른 조건에서, 유체유발진동(FIV; 

flow induced vibration)의 발생으로 전열관과 반진동구조물간의 충돌과 미

끄러짐의 반복작용에 기인하는 프레팅 마모(fretting wear)로 발전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마모손상의 위치는 그림 27에 나타낸 바와 같이 

stay cylinder 상부의 반진동구조물 역(row no. 22-40)에 집중되는 특징을 

갖는데 이는 stay cylinder 상부의 유속이 빨라 다른 역에 비해 큰 진동을 

보인다는 점과 이 역에서의 가동온도 역시 마모 진행의 속도에 향을 미

치기 때문으로 판단되고 있다. 표 9는 가동중 KSNP의 마모손상 전열관 수와 

이에 따른 관막음수 이력을 나타낸 것이다.

Table 9 No. of wear/plugged tubes for KSNP SG (2001. 6)

                                                No. of wear tube(plugged)

       Plant
 ISI

YGN 3 YGN 4 UCN 3 UCN 4

1st - - 44(3) 101(5)

2nd 26(0) 44(1) 169(8)

3rd 70(3) 137(42)

4th 53(15) 147(20)

5th 61(25)        (37)

Total 184(43) 310(99) 88(4) 270(13)



4

3

2-4, 1-2 : WH model-F
3-4, 3-4 : KSNP - C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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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전열관과 반진동구조물의 배열구조

      표준원전 증기발생기 내부에는 “⊓”자형 구조로 꺾여져 있는 상부 전

열관 다발의 진동을 억제하기 위한 반진동구조물이 설치되어 있다. 그림 28

은 표준원전 증기발생기내 반진동 구조물과 전열관의 배열 중 일부분을 보

여주는 것으로서, 반진동 구조물은 최상단 풀 타입(full type) 튜브 써포트 

플레이트(tube support plate) 상부의 전열관 다발 중 튜브 써포트 플레이트 

구조물에 의한 지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설치되어 있으며, BW, VS, 

horizontal strip(HS) 등의 주요 구성부품으로 이루어져 있다.

  BW는 V자형의 양날개 형태이며 전열관들이 90도 각도로 꺾이는 곡관부

를 따라 위치하게 된다. VS는 수직방향으로 BW와 일체형으로 연결되어 있

다. BW의 양쪽 날개 각각에 2개씩의 VS가 연결되므로 BW 1조에 VS이 총 

4개가 연결된 구조를 갖는다. 이들 BW와 VS는 두께와 폭이 각각 2.29 mm, 

50.8 mm인 얇은 판재이며, 각 판재에는 유체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2열의 직원형(直圓型) 구멍들이 이들 구조물의 길이방향과 평행한 방향으로 

엇갈리게 천공되어 있다. HS는 그림 29에 나타낸 바와 같이 VS의 양단에 

수직방향으로 엇갈리게 끼워지는 판재로서 이와 같은 구성으로 형성되는 사

각형 단면구조의 격자사이로 전열관들이 일정하게 배열된다. 이러한 HS는 

전열관 배열구조상 VS의 일정 높이 이상에만 설치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러한 반진동 구조물과 전열관들의 배열상태에서 유체흐름에 의한 진동

으로 반진동 구조물과 전열관이 접촉하여 전열관 표면에 마모손상이 발생된

다. BW 및 VS와 전열관 표면 사이의 간격은 제작규격상 약 0.33 mm이며, 

HS와 전열관 표면 사이의 간격은 약 0.44 mm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다. 따

라서 이들 구조물들간에 약간의 비틀림이나 변위가 존재할 경우, 유체진동

에 의한 반진동 구조물과 전열관간의 접촉(선접촉 또는 점접촉)이 매우 쉽

게 일어나며 진동에 의하여 접촉부위에서는 높은 접촉응력의 반복작용에 기

인하는 전열관 표면의 국부적인 마모손상이 급격히 진행되는 문제점을 갖게 

된다.

  3.3.1.2 마모손상부 ECT 정 진단 및 원인규명





HS

VS

VS : Vertical Strip
HS : Horizontal Str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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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열관과 반진동구조물 배열상태 동시 정 진단

      일반적인 가동중 ECT 검사에서는 전열관에 존재하는 결함만을 탐지하

여 분석하나, 본 연구에서는 전열관 표면의 마모손상 신호와 이에 대응되는 

위치에 존재하는 반진동구조물의 신호를 동시에 얻어 이들의 배열상태가 마

모손상에 미치는 상호간의 향을 분석하는 기법을 도입하 다. ECT 검사는 

MRPC로 수행되었으며, 저주파수를 사용하 다. 검사 및 평가 대상 범위는 

울진 4호기 1차 ISI에서 관두께 30% 이상의 마모손상 신호를 나타낸 16개의 

결함(전열관 수 16개)와 광 3호기 5차 ISI에서 40% 이상의 결함신호를 나

타낸 28개 결함(전열관 수 19개)를 대상으로 하 으며, 이들의 상세내용을 표 

10에 나타내었다.  

Table 10 Details of wear tubes in this ECT evaluation 

   2. 정 진단 결과

      그림 30-32는 1차 ISI(울진 4), 그림 33-35는 5차 ISI( 광 3)의 동시 정

진단으로부터 얻어진 ECT c-scan의 결과 중 일부를 나타낸 것으로서, 마모

손상부의 전열관과 반진동구조물간의 배열상태에 대한 몇 가지 대표적인 유

형을 잘 나타내고 있다. 각 그림 중 전열관의 마모손상 신호를 나타내는 위

의 c-scan 그림에서 화살표로 표시된 곳이 마모위치에 해당되며, peak의 높

이는 마모손상(마모깊이)의 상대적인 크기만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마모가 발생된 전열관 표면위치의 앞뒤에 존재하는 BW 또는 VS(또는 

상하의 HS) 판재의 배열상태에 대한 신호가 아래의 c-scan 그림이다. 이러한 

판재 구조물의 c-scan 그림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그림 36에 BW/VS 판재 

구성부분의 개략도를 나타내었다. 그림에 나타낸 바와 같이, BW과 VS의 길

이 방향에 평행하게 천공된 2열의 각 구멍을 중심으로 좌우로 각각 넓은 폭

SG #
No. of 

defect

Location

BW VS HS

UCN 4

(1st ISI)

1 11 6 4 1

2 5 3 2

YGN 3

(5th ISI)

1 8 4 4

2 20 8 12



AVS

W - side

N - side

UCN-4, SG1-(5),   R35/C73, BWH-N, 49%

–



UCN-4, SG1-(6),   R35/C93, 3VS-W, 31%

–



HS

HS

UCN-4, SG1-(11),   R94/C58, 2VS-HB, 33%

–



YGN-3, SG1-(1), R27/C67, BWH-W, 47%

–



YGN-3, SG2-(1), R25/C101, BWH-N, 44%

–



YGN-3, SG2-(9), R37/C83, BWH-N, 52%

–



N : narrow-side
W : wide-side

N-side

W-side

VS

B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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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ide)과 좁은 폭(N-side)의 부분이 형성된다. 따라서 판재 c-scan의 신호는 

이러한 형태에 대응하여 나타나게 된다. 즉, 그림 30의 판재 c-scan 그림(아

래)에 표시한 바와 같이, 신호의 폭이 넓게 나타나는 역은 판재의 W-side

에 대응되는 것이고 좁게 나타나는 역은 N-side에 해당된다. 그리고 두 신

호 사이에 푹 꺼진 부분은 구멍부분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가) C-scan 결과해석 

        그림 30-35의 대부분의 경우에서, 전열관 마모신호(위 그림)와 일대

일 대응되는 위치에서 높은 peak(진폭) 값을 갖는 구조물의 신호(아래 그림)

가 잘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판재의 폭 방향으로 진폭이 연속적으로 변화된 

신호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구조물 판재의 신호에서 진폭의 차이는 

전열관 표면과 구조물간의 거리 즉, 상대적 근접도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으

로서 높은 진폭을 나타내는 부분은 전열관과 구조물이 아주 가깝게 위치함

을, 반대로 낮은 진폭 부분은 전열관과 구조물간의 거리가 상대적으로 더 떨

어져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림 30의 경우, i) 전열관 마모위치에서 전열관과 구조물 판재가 

착되어 있거나 또는 판재 N-side의 끝부분이 이미 전열관의 마모깊이(이 

경우 두께 49%에 해당)까지 침투된 배열상태임을 알 수 있고, ii) 판재의 

W-side 쪽은 두 구조물간에 상대적으로 떨어져 있어서 현재까지 전열관 표

면에 마모 손상이 유발되지 않았음을 보여 주며, iii) 한편, 마모손상부 맞은

편(마모손상부와 180°반대편의 전열관 표면)의 경우, 판재와 전열관 표면간

에 어느 정도의 간격이 유지된 채 마모가 발생되지 않은 상태임을 보여 준

다. 

  전열관과 반진동구조물에 대한 동시 진단에서 얻어지는 이러한 정보로부

터 그림 30 경우의 마모특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중요한 결과들을 도출할 

수 있다. i) 마모손상 발생위치에서 전열관과 판재 두 구조물이 서로 평행하

게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지 못하고 약간 경사지게 배열되어 판재의 N- side 

또는 W-side의 끝부분 모서리와 전열관 표면의 국부적 접촉부분이 형성되므

로서, FIV 조건에서 이들 접촉부분의 마찰이 급속한 마모손상의 직접적인 원

인임을 확인할 수 있고, ii) 전열관을 중심으로 앞뒤에 존재하는 구조물 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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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의 배열상태 중, 전열관/구조물 판재간의 비정상적 뒤틀림이 상대적으로 

큰 한쪽 면에서 먼저 마모가 진행된 단면 마모거동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 밖의 그림 31-35의 경우에 대한 해석도 위와 같은 기준에 따르게 되므

로 각 경우에 있어서 마모거동의 특징만을 간략히 기술하기로 한다. 그림 31

의 마모거동은 그림 30과 거의 유사한 경우이나, 마모손상부 맞은편의 전열

관과 판재가 상당히 근접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모손상이 나타나지 않은 

경우이다. 이는 판재의 폭 방향 진폭변화가 거의 없는 점으로부터 알 수 있

듯이 두 구조물이 비교적 평행하게 일정 간격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

석할 수 있다. 그림 32의 경우는 분석대상 44개 결함 중 유일하게 전열관 상

하에 위치하는 HS의 비정상적 배열에 의해 마모가 발생된 경우이다.

  그림 33-35는 이미 5주기가 경과된 시점에서 마모손상부에 대하여 검사한 

결과이므로 그림 30-32의 1주기 후 마모거동과 다른 양상을 띨 것으로 예상

되었으며 실제 결과에 있어서도 다른 점을 찾을 수 있었다. 

  그림 33은 단면 마모거동을 보이고 있으나 마모결함 부위 및 판재의 신호

가 1주기 결과와 달리 날카롭지 못한 특징을 보이고 있고, 특히 판재의 마모

도 일부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그림 34는 가동년수가 긴 경

우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었던 전열관 표면의 양면 마모거동을 나타

내고 있다. 전열관 양쪽 판재의 근접도와 경사배열 신호로부터 양면 마모의 

진행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그림 35 역시 가동년수가 긴 경우에 예측되는 

심각한 마모손상의 예이다. 이 경우는 단면마모에 해당하나 전열관 표면에서

의 마모가 두 군데에서 진행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즉, 판재의 N-side에 대

응되는 표면에서 마모가 많이 진행됨과 동시에 이보다는 작지만 W-side에 

대응되는 표면에서도 마모가 발생되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와 같은 경우

는 1차적으로 N-side의 모서리와 전열관 표면간의 마모가 상당량 진행되어 

N-side 부분의 판재 폭이 전열관 표면의 두께방향으로 깊숙이 들어가게 되

면 이어서 인접한 구멍의 안쪽 모서리와 전열관 표면의 새로운 접촉이 발생

되는 기하학적 조건에서 W-side 판재 폭 방향(전열관 길이방향)으로 2차적인 

마모가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따라서 마모량(마모 깊이)

도 커지게 되는데 이 경우 실제로 최대 마모깊이가 전열관 두께의 52%로 매

우 크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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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단결과 요약 

        전체 44개 결함에 대한 c-scan 해석으로부터, 울진 4(1차 ISI), 광 

3(5차 ISI) 호기 다음과 같은 마모손상 거동의 공통사항을 알 수 있었다.

  - 마모부위의 전열관과 반진동구조물 판재가 평행하게 배열되지 못하고 비  

    정상적으로 비틀려 경사각을 이룬 배열상태를 이루고 있다.

  - 두 구조물간의 정렬각(비틀림)이 큰 부위에서 마모가 심하게 나타난다.

  - N-side 접촉부에서의 마모발생율(개시율)이 W-side에 비해 높았다.

  - Hot-leg에서의 마모발생이 cold-leg에 비해 약 2∼3배 높게 나타났다.

한편 두 발전소의 가동기간 차이에 따른 마모거동의 차이점은 다음의 표 11

에 정리한 바와 같다.

  표 12는 마모깊이의 분포특성을 분석한 것으로서, 5주기 가동후의 광 3

호기의 평균 마모깊이가 다소 큼을 알 수 있으며, 특히 1주기 가동후인 울진 

4호기의 경우 전열관 두께 35% 이상의 마모손상은 모두 N-side의 접촉부에

서 발생된 특징을 보 다. 또한 마모발생 위치와 반진동구조물 판재 위치간

의 관계를 정리한 표 1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두 발전소 공히 BW와 

VS의 N-side 접촉부에서의 마모발생이 현저하게 높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

다. N ⇄ W 경사마모(1차 → 2차 마모진행)의 진행은 가동년수가 긴 광 3

호기에서만 나타났으며, 이때 N → W 경사마모가 절대적으로 많이 진행된 

결과를 표 14에서 볼 수 있다.

   3. 표준원전 마모손상 원인규명

      이상에서 살펴본 진단결과 해석에 따라 표준원전의 마모손상 원인을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 전열관과 반진동구조물 판재(BW, VS, HS)간의 경사진 비정상적인 배열  

    상태가 마모를 유발시키는 1차적 원인으로 볼 수 있다.

  - 유체유발진동(FIV) 조건에서 반진동구조물 판재의 모서리 부분, 즉 판재

    양단의 모서리 및 구멍의 모서리와 전열관 표면이 접촉된 부분에 국부  

    적으로 높은 응력이 작용되므로 마모손상이 급격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dge effect with high local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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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Differences in wear aspect of two plants with different operation years 

Table 12 Wear depth distribution 

Table 13 Wear location distribution 

Table 14 N ⇄ W-side wear progress (YGN 3) 

UCN 4 (1st ISI) YGN 3 (5th ISI)

Wear surface  Most are one side of tube  Several are both sides of tube 

Wear volume  relatively small  relatively large

Wear location/
characteristic

- Most of wear are located at
  N-side of AVS
- sharp and deep appearance 

- Comparable distribution in wear
  location
- N→W wear are in progress

UCN 4 (1st ISI) YGN 3 (5th ISI)

N W N W

Avg.(%) 38 31 44 45

max/min(%) 49/40 - 52/40 55/40

No. of defects(D>35%) No. of defects(D>40%)

8 0 17 11

N-side W-side
HS

BW VS BW VS

UCN 4 9 4 0 2 1

Total 13 (81%) 2 (13%)

YGN 3 8 9 4 7 -

Total 17 (61%) 11 (39%)

UCN 4 (1st ISI) YGN 3 (5th ISI)

Wear surface  Most are one side of tube  Several are both sides of tube 

Wear volume  relatively small  relatively large

Wear location/
characteristic

- Most of wear are located at
  N-side of AVS
- sharp and deep appearance 

- Comparable distribution in wear
  location
- N→W wear are in progress

N → W-side W → N-side

BW VS BW VS

5 9 0 1

(5/8)

63%

(9/9)

100%

(1/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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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2 균열결함 관통/비관통 판정 정 진단기술 

      증기발생기 전열관에서 균열의 관통은 파열에 의한 냉각재 손실 사고 

위험성을 증가시키며, 울진 1,2호기의 경험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2] 길이가 

짧은 축방향 관통균열에 의해 소량의 누설이 발생하는 경우도 누설량 제한

치를 초과하여 가동 중지가 야기 된 바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고 위험성

을 예방하고 무 누설 운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누설이 발생된 전열관과 이

미 관통되어 누설 또는 파열가능성이 있는 전열관을 조기에 탐지하여 보수

하여야 하며 이러한 보수대상 전열관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결함의 관통/비

관통 여부에 대한 판별은 매우 중요한 인자이다. 불행히도 현재까지의 비파

괴적 검사기술은 균열의 길이, 방향 등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만을 제공할 뿐 

관통 및 누설 여부에 관한 정보는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축방향 균열의 관통/비관통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혁신적인 새로운 

정 진단기술의 개발을 시도하 다. 

  정 판정 기술의 개발을 위해 길이 약 4~10mm의 축방향 단일균열을 갖는 

비관통 및 관통 균열시편들을 제작하 으며 이들 결함신호의 impedance 특

성변화를 분석하여 관통시 가장 큰 변화를 보이는 함수관계를 도출하 다. 

그림 37은 약 10mm의 길이를 갖는 미관통 및 관통 축방향 균열에 대해 이 

함수관계를 적용한 결과로서 impedance 함수의 변화로부터 관통여부를 판정

할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3.3.3 표준원전 증기발생기 전열관 2차측 원주균열 정 진단

  3.3.3.1 개요    

        

         현재 가동중인 한국 표준형 원전 중의 하나인 광 4호기에서 제 

5차 계획 예방정비 기간(2001.5.3∼6.22)중 시행한 증기발생기 전열관 와전

류탐상시험 결과, 총 35개의 전열관에서 2차측 응력부식에 의한 원주균열

이 발견되었으며 이어서 울진 3호기 제3차 계획예방정비 기간(2001.6.30∼

8.2)중 시행한 증기발생기 세관 와전류탐상시험 결과에서도 광 4호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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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발생한 결함과 유사한 2차측 응력부식균열이 6개의 전열관에서 발견되었

다. 균열은 공통적으로 관판상부(TTS) 확관지역에서 발생하 으며, 광 4호

기의 균열발생 전열관 위치를 나타낸 그림 38과 같이 균열이 특정 지역에 

위치한 전열관들에 집중되어 발생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결함발생이 관판상

부의 슬러지 퇴적과 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 표준형 원전 증기발생기의 전열관은 관판과의 기계적 접합을 위하여 

폭발 확관방법을 사용하는데 이 폭발 확관부에 대해 여러 가지 분석방법을 

사용한 잔류응력 측정결과에 의하면 전열관 외면에는 원주방향 및 길이방향

으로 모두 압축 잔류응력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8]. 따라서 이와 

같이 응력부식균열에 대해 저항적인 잔류응력 분포를 갖는 확관부에서 비교

적 짧은 기간인 5주기 및 3주기 가동후에 원주균열이 발생한 사실은 전열관 

외면에 산화막과 슬러지의 형성에 의해 잔류응력이 변화하고 또한 가혹한 

부식환경이 제공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응력의 상승인자, 즉, 전열관 

외면에 큰 인장응력이 부가되도록 하는 또다른 외부적 인자가 작용하 다는 

가능성을 배제한 상태에서는 설명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동

중 전열관 확관부에 큰 응력을 야기시킬 수 있는 형상변화, 즉, 관판과 전열

관사이의 틈새(크레비스)에 위치한 철산화물이 팽창하여 전열관을 변형시키

는 denting 현상의 존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열관 확관지역의 내경 변

화를 비파괴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profilometry 분석을 광 4호기 결함 전

열관들에 대하여 실시하 다. 

   3.3.3.2 결함 전열관의 내경 변화 분석

   

          표 15는 본 연구에서 수행한 광 4호기 결함 전열관들의 ECT 검

사결과에 대한 정 분석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주 관심대상인 profilometry 

분석의 경우 3차 가동중 검사가 cold-leg에 대해서만 수행되었기 때문에 이

를 제외한 가동초기부터 결함 발생시까지의 전체 결함 전열관의 내경변화 

이력을 분석하 다.

  그림 39-a는 광 4호기 증기발생기 #1의 R69C83 결함발생 전열관에 대해 

5주기 가동후 내경 profile을 분석한 결과이다.  이 결과를 보면 확관 천이지 





dent

protrusion

tubesheet

T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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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5 Scope of ECT data analysis for cracked tubes in YGN-4 

  

역의 내경변화가 S자 형태로 불규칙하게 변화하고 있는데, 관판상부(TTS) 바

로 윗 부분에서는 전열관이 돌출(protrusion)되었고 관판상부 지점에서는 전

열관이 함몰(denting)되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이러한 내경 분포로부터 

이 부위의 형상을 도식적으로 나타낸 것이 그림 39-b 이다. 따라서 이 전열

관에서 2차측 원주균열의 발생은 가동중 denting으로 인해 전열관 외면에 인

장응력이 작용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임을 알 수 있으며 이를 확인하기 위하

여 가동 전부터 결함발생까지의 내경 변화이력을 분석하 다. 그 결과는 그

림 40과 같은데 관판상부 윗 부분의 내경 돌출은 이미 가동전 부터 존재하

음을 제작검사(PSI)결과로부터 확인할 수 있었으며 내경의 함몰은 제작당

시에는 없었으나 1주기 가동부터 시작되어 4주기 및 5주기 가동중에 크게 

증가하 음을 보여주고 있다. 동일한 방법으로 35개 결함관 전체에 대해 분

석을 수행한 결과, 증기발생기 #2의 R36C114를 제외한 모든 전열관에서 가

동중 denting이 발생하 음을 확인하 으며 이를 통하여 균열의 발생이 

denting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음을 검증할 수 있었다. 증기발생기 #2의 

R36C114의 경우는 현장 비파괴검사에서 균열이 발생한 것으로 평가되었으

나, 본 연구를 통한 분석결과에서는 가동중에 denting이 일어나지 않은 예외

적인 경우인데, 이에 대한 가동중 내경 변화이력과 5주기 후 MRPC 결함신

호를 나타낸 그림 41을 보면 결함신호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어 결함

관으로 판정하기에는 불확실성이 큼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광 4호기 결함 

전열관들은 모두 가동중 관판상부에 발생한 denting에 의해 전열관 외면에 

인장응력이 작용하여 2차측 응력부식균열 현상이 가속화되어 일어났다는 사

실을 본 정 진단 해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으며 조기 결함발생의 직접적

인 원인은 슬러지 퇴적에 의한 가혹한 부식환경과 더불어 denting이 전열관

 Bobbin  Profilometry  MRPC  

PSI - 35 - 

1st - 35 - 

2nd - 35 - 

3rd - 1 - 

4th - 34 2 

5th 35 35 35 



D

PSI(1994) 1st(1996) 2nd(1997)

3rd(1999) 4th(2000) 5th(2001)



PSI(1994) 1st(1996) 2nd(1997)

3rd(1999) 4th(2000) 5th(2001)



PSI(1994) 1st(1996) 2nd(1997)

3rd(1999) 4th(2000) 5th(2001)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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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큰 인장응력을 제공하 기 때문이었음을 규명하 다.    

  이와 더불어 제작 당시의 관판상부 윗 부분 전열관 내경의 돌출현상과 가

동중 denting의 발생과의 연관성과 관련해서는, denting이 발생한 대부분의 

결함관은 제작당시부터 관판상부 윗 부분의 내경이 돌출된 상태 으나, 증기

발생기 #2의 R49C63의 경우 제작시 내경이 돌출되지 않았지만 가동중에 

denting이 발생하 기 때문에(그림 42) 현재까지의 결과로는 돌출현상이 

denting을 유발시키는 필수 조건이라는 결론은 내리기 어려우며 이와 관련해

서는 더 많은 결함 전열관 및 무결함 전열관에 대한 정 분석이 이루어 져

야만 정확한 상관관계를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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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및 대외 기여도

가. 연구목표 달성도

연구목표 연구결과
달성도 

(%)

∙자연결함 기준시편 제조 제어기술 최적화

 <증기발생기 전열관> 

 - 1, 2차측 응력부식균열(PWSCC/ODSCC),

   입계부식(IGA), Pitting 자연결함 제조 

 - 결함별 제어조건 최적화 

 - EDM 가공 모의결함시편 제작 및

 <SS 배관재>  

 - 피로균열, IGSCC 결함 제어조건 평가

∙Alloy 600 전열관 자연결함제조 (국내 최초 성공)  

  및 결함별 제조 최적조건/공정 확립 

 - PWSCC : 다중결함 및 단일결함 제조

   균열생성조건 최적화/균열크기/다중성 정 제어

 - ODSCC : 단일결함

   균열생성 압력/부식용액/온도조건 최적화 

 - IGA : 예민화열처리, 부식용액/온도, 직경/깊이,  

   masking 기법 최적화 

 - Pitting : 용액/온도/깊이, masking기법 최적화  

100

∙SS 배관재 

 - CSS 재료확보(OD : 6", t : 0.8")

 - 기량검증용 시편제작 관련 자료수집/분석

 - 기술/여건상 어려움으로 기반기술구축 목표미달

80

∙결함진단 신뢰성 향상 평가

 - SG 전열관 결함유형별 ECT 신호특성    

   평가 및 신뢰성향상 검증

 - 탐촉자별 탐지능, 탐지한도 및 주파수별 

   결함평가 특성 정량화

∙결함유형별 ECT 신호특성 평가

 - 결함유형별 자연결함/기계가공결함 ECT신호특성  

   비교평가 및 자료생산

 - Bobbin, MRPC 탐촉자 사용 -  결함유형 대비

   탐촉자별 탐지능/탐지한도 평가

 - 결함종류별 탐지조건 최적화            

100

∙자연결함 이용 정 진단기술개발 

 - SG 전열관 마모결함 진단

 - SG 전열관 균열결함 관통/비관통 여부   

   정 진단 평가기법개발 및 신뢰도평가

 - SG 전열관손상 정 진단 신기술 확립

 - 마모손상부 상태 정 진단기법 개발 (특허 3건)  

   및 표준원전 마모손상 원인규명                

 - 균열의 관통 판정기법 개발 및 관통균열길이     

   측정 정 진단기법 개발 (특허 1건)             

 - 전열관 확관부 원주균열/dent 정 진단기법 개발  

   및 광 4 원주균열 발생원인 규명

100

나. 대외기여도

   ∎ 국내 가동 원전 손상 정 진단/원인규명결과 기술설명회 및 기술지원

    1) KSNP SG 마모손상 원인규명 공개발표

       -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두산중공업 대상 기술설명회 개최,

         ‘한국 표준형원전 증기발생기 마모손상 정 진단’, 2001. 7. 3

       - 과기부, 한수원, KINS, 울진, 광발전소 결과발표 및 기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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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광 4호기 원주균열 ODSCC 원인규명 공개발표

       - ‘세관 균열 정 진단 ( 광 4호기 원주균열)’, 증기발생기 열화대책  

         Workshop, 2001. 8. 23

       - 과기부, 한수원, KINS, 발전소, KEPRI 대상 기술설명 및 기술지원

    3) 증기발생기 전열관 균열 관통여부 판정 ECT 정 진단기법 기술설명  

       (비공개) - KAERI, K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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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결과의 활용

  1) 증기발생기 손상원인 규명에 따른 기술지원

     국내 가동 원전의 증기발생기 손상에 대한 정 진단을 수행하고 이로 

부터 손상원인을 규명하여 발전소 및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하여 기술설명회 

및 기술지원을 실시하 다.

    ∙KSNP SG 마모손상 원인규명 공개발표

    ∙ 광 4호기 원주균열 ODSCC 원인규명 공개발표

    ∙증기발생기 전열관 균열 관통여부 판정 ECT 정 진단기법 기술설명   

      (비공개)

  2) 원자력 실용화연구사업 수주 수행중

     본 연구과제의 1차년도(99. 12 - 00. 12) 성과중, 국내 최초로 성공을 거

둔 자연결함제조 기술력을 인정받아 이의 산업체 기술이전을 목표로 하는 

원자력 실용화연구사업을 수주, 수행중이다.

  기술이전 내용은 자연결함 시편들과 자연결함 내재 모의 집합체를 제작하

여 비파괴검사업체인 (주)카이텍에 공급하는 것이며, 이의 활용을 통한 ECT 

평가의 신뢰도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과제명 : 증기발생기 전열관 손상 정 진단용 자연결함시편 제조

  ∙주관연구기관(책임자) : 한국원자력연구소 (한정호)

  ∙참여기업(공동연구기관) : (주)카이텍 (임창재)

  ∙연구기간 : 2000. 11. 10 - 2002. 11. 9 (2년)

  ∙총연구비 : 187,000천원 (기업부담금 포함)

  3) 중장기 연구개발사업 신규 단위과제 선정

    본 연구과제의 성과를 바탕으로 현재 진행중인 중장기연구개발사업(2단

계) 기초.기반분과의 신규 단위과제로 채택되어 중장기연구과제의 연계하는 

성과를 달성하 다.

  ∙과제명 : 구조재 손상 정 진단/감시 및 제어 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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