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보고서                                 KAERI/RR-2514/2004

원자력재료 내환경 특성 평가 

향상 기술개발

Characterization and Improvement of 

Nuclear Materials

부식환경 특성평가  처기술개발

Assessment of Corrosion Characteristics 

and Development of Remedial Technology

in Nuclear Materials

연구기

한국원자력연구소

과 학  기  술  부



제   출   문

과 학 기 술 부 장  귀하

본 보고서를  “원자력재료 내환경 특성 평가  향상 기술개발” 과제 (세부과제 

“부식환경 특성평가  처기술개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5. 4. 

                                      연 구 기  명     : 한국원자력연구소

                                      연 구 책 임 자     : 김 정 수

                                      연    구    원     : 김홍표   임연수

김성수   이덕

황성식   이용선

김동진   정만교

홍 화   권

권상철   이윤상

김 환   최권재

                                           

                                        탁연구기 명 (책임자) :

                                        성균 학교  (김 진)

                                        울산 학교    (김흥식)



과제 리

번호

해당당계

연구기
한국원자력연구소 단계구분 (2)/(3)

연구사업명
 사 업 명 장기계획사업

 세부 사업명  

연구과제명
 과제명 원자력재료 내환경 특성평가  향상기술 개발

 세부과제명 부식환경특성평가  처기술개발

연구기 명

(연구책임자)

한국원자력연구

소(김정수)

해당단계연

구인력

내부 :17.3 M․Y
연구비

정부
:2,889,00

0  
천원

외부 :22.5 M․Y 민간 :  -   천원

계 :39.8 M․Y 계
:2,889,00

0 
천원

탁연구
 연구기 : 성균 학교       연구책임자:  김 진

 연구기 : 울산 학교         연구책임자:  김흥식

국제공동연구  상 국명:             상 국연구기 명: 참여기업

색 인 어

(각5개이상)

한 :증기발생기, 부식 항, 열 , 응력부식균열, 표면개질, 부식억제, 보수

어
:steam generator, corrosion resistance, tube, stress corrosion cracking, 

surface modification, corrosion inhibition, tube sleeving 

 요약(연구결과를 심으로 개조식 500자 이내) 면수 503면

 1. 연구개발목표  내용

 - 부식손상 특성평가기술 개발/특성평가 자료생산/손상기구규명  DB 구축

 - 부식손상에 한 안 성 측모델  처 기반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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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연구결과

 - 국내 가동원  증기발생기 열  신 부식손상 결함 특성평가기술 개발  발생요인 분석

 - 확 부  잔류응력 측정기술 개발  자료생산

 - 국내 가동원  archive 열  재료의 PWSCC 특성평가

 - Alloy 600 용 재(Alloy 182)의 미세조직 분석  PWSCC 특성평가       

 - 기화학  방법에 의한 응력부식균열의 생성  성장 감시 기반기술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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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 원소 첨가  serrated 열처리에 의한 니 기 합 의 응력부식균열 특성 20-30% 향상

 - Ni-도 에 의한 Alloy 600 재료 2차측 응력부식균열 방지 가능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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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가동원  증기발생기의 구조 건 성  안 성 평가에 용하여 효과 인 손상 측/수명 리

 - 핵심부품 설계개선  재료설계 사양결정에 주요 자료로 활용

 - 손상 열 에 한 구조  안 성  설 측모델 개발로 증기발생기의 보수기 , 규제기  

    안 가동 기  등의 설정

 - 응력부식균열 억제기술 개발에 의한 증기발생기의 수명 리, 원  가동율 향상, 수명향상

 - 장수명화 열  재료  미래형 원  열  재료기술 개발 기반자료로 활용

 - 열  재료기술 자립 고도화  국제화로 한국표 형 원  수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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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I. 제 목 

  

   부식환경특성평가  처기술개발

II. 연구개발의 목   필요성

   원자력발 소에서 사용되는 핵심 부품  구조물에는 부식 항성이 우수한 재

료가 사용되고 있으나, 고온.고압의 원  가동조건에서 장시간 사용됨에 따라 각종 

국부부식에 의한 많은 손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손은 가동원 의  잦은 불

시 가동정지를 가져와 가동률 하  보수공기 증가를 유발하게 되며, 결과 으로 

막 한 경제  손실을 래할 수 있다. 한, 부품의 손은 1차측 냉각수의 설 

 그에 따른 방사능 오염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부식과 련되는 부품의 열화

는 원 의 안 성을 하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원자력발 소 1차측과 2차측의 

경계를 이루는 증기발생기 열 은 부식에 의하여 가장 많이 손상을 받는 부품

의 하나이다. 따라서 원 의 안 성 확보와 가동률 향상을 하여 열  부식손상 

에 한 원인규명과 처기술 개발, 손상 리  수명향상기술 개발이 실히 요구

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가동원  증기발생기 archive 열  재료에 한 

PWSCC 특성평가 자료를 생산하여 database화 하 다. 한, Alloy 600 용 재인 

Alloy 182의 PWSCC 특성을 평가하 다. 한국표 형 원 의 열  확  천이부

에서 발생하고 있는 원주방향의 응력부식균열 손상원인 규명을 하여 확 부  

잔류응력을 측정기술을 확보하 다. 증기발생기 열 의 2차측 응력부식균열 억제

기술 공정개발과 손상 열 의 구조  설 안 성을 측하기 한 모델을 개발

하 으며, 보수 공정기술을 개발하여 원  안 가동/손상 리/수명향상을 한 기반

기술을 확보하 다.  한 열 의 건 성 향상을 한 재료개량과 각종 국부부식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Ni-도 피막기술을 개발하여 도 피막에 한 각종 물성평

가(기계  특성, 응력부식균열 특성 등)를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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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개발 내용  범

   1. 부식손상 특성평가기술 개발/특성평가 자료생산/손상기구규명  DB 구축

      가. 국내 가동원  증기발생기 열  신 부식손상 결함 특성평가기술 개발 

           발생요인 분석

         (1) 원주균열

         (2) 부식마멸

      나. 확 부  잔류응력 측정기술 개발  자료생산

      다. 국내 가동원  archive 열  재료의 PWSCC 특성평가 

      라. Alloy 600 용 재(Alloy 182)의 미세조직 분석  PWSCC 특성평가

      마. Database 구축

   2. 부식손상에 한 안 성 측모델  처 기반기술 개발  

      가. 기화학  방법에 의한 응력부식균열의 생성  성장 감시기술 개발

      나. 손상 열 의 구조  건 성  설 측모델 개발

      다. 손상 열  보수기술 개발

      라. 증기발생기 열  2차측 응력부식균열의 억제기술 개발

   3. 부식손상에 한 장수명화/미래형 재료기술 개발

      가. 합 원소 첨가에 의한 니 기 합 의 개량기술개발

      나. Serrated 열처리에 의한 니 기 합 의 개량기술개발

 

   4. 표면개질에 의한 부식손상 방지기술 개발

      가. Ni-도 에 의한 Alloy 600 재료 응력부식균열 방지기술 개발

   

IV. 연구개발 결과

   1. 부식손상 특성평가기술 개발/특성평가 자료생산/손상기구규명  DB 구축

      가. 국내 가동원  증기발생기 열  신 부식손상 결함 특성평가기술 개발 

           발생요인 분석 

          원주결함 발생 양상을 보면 (1)결함이 검출된 부 는 고온  상

단 확  천이지역이고, (2)결함 열 은 모두 dent가 발생하고 있으며, (3) 가동 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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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dent 신호가 커지는 경향을 보 고, (4)SCC의 생성은 sludge가 고착화된 앙

지역에 집 되는 특성을 보임.  마모는 KSNP에서는 주로 열 과 bat wing 

는 vertical strip 사이의 central cavity 주변에서 집 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가

동년수가 증가함에 따라 결함의 발생 치가 다른 지역으로 퍼져나가고 있음. 

      나. 확 부  잔류응력 측정기술 개발  자료생산

         확 한 방법과 확 변수에 따른 잔류응력의 변화는 거의 없었음.  일반

으로 폭발확 한 Alloy 600의 경우 외부표면의 축방향 잔류응력이 확 부 와 

확 천이 부  사이에서 가장 높은 응력(일부 인장응력)을 보이나 그 외 부 에서

는 압축응력을 보임.  Alloy 690의 경우 확  천이부 를 포함한 모든 부 에서 압

축응력을 보 음.  수압확 의 경우 Alloy 600은 축방향 잔류응력은 압축응력으로 

측정되었으나 Alloy 690은 확 부 의 잔류응력이 주로 인장응력으로 나타났음.

 

      다. 국내 가동원  archive 열  재료의 PWSCC 특성평가

         PWSCC 발생특성을 보면 울진 4호기 Alloy 600 HTMA, 울진 3호기 

serrated/TT  TT 재료와 Alloy 690을 제외한 모든 재료는 15,000 시간 이내에

서 균열이 발생하 음.  성장특성은  3/4호기  울진 4호기 재료의 PWSCC 

속도가 다른 재료에 비하여 느린 것으로 측정되었음.  이러한 결과로부터 재료의 

미세조직이 PWSCC의 발생과 성장에 크게 향을 미치는 것으로 단됨.

      라. Alloy 600 용 재(Alloy 182)의 미세조직 분석  PWSCC 특성평가

         용 재의 (Alloy 182) 미세조직 상세분석과 PWSCC 특성평가를 

1200ppm B, 2ppm Li, 45cc/kg H2, 325℃, pH 5.8 가동 모사조건 수행하 으며 

Alloy 182의 경우 PWSCC 성장속도가 3 ~ 3.5 x 10-10 m/s로 측정되었으나 

Alloy 600의 균열성장 속도는 Alloy 182보다 약 1.5 ~ 2.0배 빠르게 측정되었음.

      마. Database 구축 

         생산된 자료  미세조직 분석자료  PWSCC, PbSCC, Pitting 등의 

자료를 excel file로 data sheet로 작성하여 database를 구축하여 입력하 음. 

          

   2. 부식손상에 한 안 성 측모델  처 기반기술 개발    

      가. 기화학  방법에 의한 응력부식균열의 생성  성장 감시기술 개발

         응력부식균열 발생/성장 감시기술개발을 하여 민화시킨 Alloy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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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MA) 열  시편의 SCC 시험을 Na2S4O6 용액에서 실시하 음. 검출된 신호와 

찰된 균열의 비교는 기화학  방법에 의한 응력부식균열 발생과 성장의 감시가 

가능할 수도 있음을 보여 주었음. 한, 시험 에 얻어진 잡음신호를 통계학  분

석하 으며, 그 결과는 이 통계학  방법이 감시기술 개발에 이용될 수도 있음을 

보여 주었음.  

      나. 손상 열 의 구조  건 성  설 측모델 개발

           가동원  열 의 건 성 측을 하여 유한요소 한계해석을 이용한 

열압력식을 한계하 (limit load)에 근거하여 도출하 음. 이 식을 이용함으로써 

지나치게 보수 인 결과 는 hoop stress의 비고려에 의한 비보수 인 결과를 가

져오는 기존의  모델들보다 정확한 건 성 평가를 할 수 있음.  이 외에 열 의 

구조  건 성  설을 측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 고, 이 모델에 들어갈 변

수 ( 괴인성과 COD)의 측정을 한 실험  방안을 제시하 음.

      다. 손상 열  보수기술 개발

          니 합  도  변수들인 pH, 온도, 류 도, 펄스의 duty cycle, 첨

가제의 향을 평가하기 하여 도 효율, 조성, 분극곡선, 교류임피던스, XRD 결

과, 경도, 인장특성, 내부응력, 미세조직 등의 특성을 비교분석하 으며, 도 공정을 

최 화하 음.

     

      라. 증기발생기 열  2차측 응력부식균열의 억제기술 개발

         본 연구에서 개발된 2종의 보라이드(세륨보라이드와 란타늄보라이드)의 

입계 SCC 억제기구규명과 장 용성 검토를 한 연구를 수행되었음. 염기성 용

액에서 를 인가하고 Alloy 600 시편에 한 응력부식균열 시험을 수행되었음 

억제제가 첨가됨에 따라 열  재료의 표면 산화피막이 얇아졌고 부식속도가 감소

하는 결과를 얻었음. 부식속도의 감소가 재료의 응력부식균열 항성 향상의 원인

으로 단됨.

   3. 부식손상에 한 장수명화/미래형 재료기술 개발

      가. 합 원소 첨가에 의한 니 기 합 의 개량기술개발

         첨가 원소의 니 기 합  응력부식균열 거동에 미치는 향을 평가하

기 하여 기 합 으로서 고순도 Alloy 600과 세륨을 포함하는 모델 합 을 제조

하 음.  어닐링과 TT를 포함하는 한 열처리 조건을 얻었고 열처리 후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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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크기는 35㎛ 음. 입계탄화물 coverage는 15시간에서 최 가 되었고, Ce 첨가한 

합 의 경우가 첨가하지 않은 경우보다 20% 이상의 응력부식균열 항성 향상을 

보 음.  이 연구는 니 기 합 에 세륨을 첨가함으로서 응력부식균열 항

성이 향상될 수 있음을 보여 주었음.

      나. Serrated 열처리에 의한 니 기 합 의 개량기술개발

         형입계(Serrated grain boundary)를 형성하는 기구를 규명되었음. 

형입계는 (1)입계 크롬탄화물의 석출  결정입계와 비정합 결정립 방향으로 성

장, (2) 이에 따른 두 결정립에서의 크롬고갈 차이, 즉 조성 차이의 발생, (3) 조성

차이를 구동력으로 하는 결정립 계면이동, 그리고 (4) 결정립계 이동  입계 크롬

탄화물의 계면이동 억제효과 등이 서로 상호작용하여 형성되는 것으로 단됨.  

 

   4. 표면개질에 의한 부식손상 방지기술 개발

      가. Ni-도 에 의한 Alloy 600 재료 응력부식균열 방지기술 개발

         Strike 층 에 100㎛ 정도의 Ni 층을 도 한 후 315℃, 40wt% 

NaOH 용액에서 180 mV의 를 가하여  조건에서 응력부식균열 특성평가 시

험을 수행하 다. Alloy 600 재료는 응력부식균열이 발생 하 으나 Ni 층과의 

경계면에서 균열이 멈춘 것을 확인함.  한 순수 Ni을 500㎛ 두께의 도 층으로 

상기와 같은 조건에서 균열시험을 하 을 경우에도 균열이 발생하지 않았음.

 

V.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수행하여 온 국내 가동원  증기발생기 archive 열

에 한 PWSCC 특성평가를 종료하 다. 손상 열 의 구조  건 성  설  

측모델을 개발하 고, 1단계에서 기반기술로 개발한 손상 열  보수기술  염

기성 2차측 ODSCC 억제 공정기술 개발과 열  재료의 개량기술 개발을 수행하

다. 그리고 Ni-도 에 의한 Alloy 600 재료 응력부식균열 방지기술에 한 기반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장기 인 원  핵심부품 재료에 한 공정기술을 확보하

다. 3단계에서는 이러한 기술들을 장에 용하기 한 연구가 수행될 것이다.

  

   1. 부식손상 특성평가기술 개발/특성평가 자료생산/손상기구규명  DB 구축.

      가. 국내 가동원  증기발생기의 구조 건 성  안 성 평가에 용하여 효

과 인 손상 측/수명 리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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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국내 가동원  안 가동 조건기 (guide line) 설정에 활용

      다. 핵심부품 설계개선  재료설계 사양결정에 주요 자료로 활용

      라. 구축된 database는 부식손상 원인규명, 손상 리, 수명 측, 재료설계 사

양, 수명연장  안 가동을 한 기 , 규제기   정비기  설정 등에 

활용.

   2. 부식손상에 한 안 성 측모델  처 기반기술 개발    

       가. 손상 열 에 한 구조  안 성  설 측모델 개발로 증기발생

기의 보수기 , 규제기   안 가동 기  등의 설정에 활용.

       나. 응력부식균열 억제기술 개발에 의한 증기발생기의 수명 리, 원  가동

율 향상, 수명향상에 활용

       다. 가동원  증기발생기 손상 열  보수 기술 개발로 증기발생기 열효   

율 향상  건 성 향상에 활용.

       라. 열  재료기술 자립 고도화  국제화로 한국표 형 원  수출 활성

화에 활용.

   

   3. 부식손상에 한 장수명화/미래형 재료기술 개발

        가. 장수명화 열  재료  미래형 원  열  재료기술 개발 기반자료

로 활용

        나. 원  증기발생기 열  재료 국산화.

        다. 실질 인 원  기술 자립화 

        라. 미래 열  재료 제조 공정개발

   4. 표면개질에 의한 부식손상 방지기술 개발

        가. 원  부품재료의 부식손상 방지로 원 의 가동율/안 성 향상  수명

연장

        나. 개발된 기술의 일반산업체 부품재료에 용함으로써 산업체의 경쟁력 

향상  제품의 품질 향상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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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 Project Title 

  

   Assessment of corrosion characteristics and development of remedial 

technologies  

II. Objectives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Main components and structures in nuclear power plants generally use 

materials having superior resistance to corrosion.  However, during 

long-term operations in the high operating temperature and pressure 

condition, damages of the components and structures are frequently caused 

by localized-corrosion related degradations.  Frequently unexpected 

shutdowns of plants by the damages may lower the operating efficiency of 

the nuclear power plants (NNPs) and expand the repair period, which 

results in a huge economical loss. Also, since the damages may cause a 

leakage of the primary coolant that brings about a contamination by 

radioactive substances, the corrosion related degradations of structural 

materials have become a menace to the safety of NPPs.  The steam 

generator tubing forming a boundary between the primary and secondary 

sides of NPPs is one of the main components that are most damaged by 

corrosion.  Therefore, it is strongly required to verify the mechanisms of 

the steam generator tubing degradations, to develop remedial techniques for 

the degradations, to manage the damages, and to develop techniques for the 

extension of the plant's life.  

   In this study, the PWSCC characteristics of the archived steam generator 

tube materials in the domestic NPPs were evaluated and the databases of 

the obtained results were established. Also, the PWSCC characteristics of the 

welding material, Alloy 182, for Alloy 600, were evaluated.  To verify the da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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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chanisms of the circumferential SCC occurring in the expansion transition region 

of the tubes in the Korean standard NPPS, the evaluation technique for the 

residual stresses in the expanded region was acquired. A procedure of the 

inhibition technique for the SCC occurring in the secondary side of steam 

generators and a model for estimating the safety of damaged tubes by the 

structural leakage were developed, by which the fundamental technologies for 

the safe operations of NPPs, the management of the damages, and the 

expansion of the plant life were acquired.  The material improvement 

technique for the integrity enhancement of tubes was developed.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the Ni-coating technique the evaluation of the properties 

such as mechanical and SCC properties of the coated film was performed.  

    

III.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1. Development of Assessment Techniques for Corrosion Damage, 

Production of Assessment Data using the Techniques, Verification of 

its Damage Mechanism and Preparation of DB

      A. Development of Assessment Techniques and Cause Analysis for the 

Corrosion Damages Occurring Newly in Steam Generator Tubes of 

Domestic Operating NPPs 

         (1) Circumferential Cracks

         (2) Corrosion Wear

      B. Development of Measurement Technique of the Residual Stresses in 

the Expanded Regions and Data Production 

      C. Assessment of PWSCC Properties of the Archived Tubing Materials 

in Domestic NPPs

      D. Analysis of Microstructure and Assessment of PWSCC Properties 

for Welding Material of Alloy 600(Alloy 182) 

      E. Preparation of Database

 

   2. Development of Safety Prediction Model and Remedial Basic 

Technology for Corrosion Damage 

      A. Development of SCC Initiation and Growth Monitoring Technique 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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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ochemical Method

      B. Development of a Prediction Model of Structural Integrity and 

Leakage for Damaged Steam Generator Tubes

      C. Development of a Repair Technique for Damaged Steam Generator 

Tubes

      D. Development of an Inhibition Technique of ODSCC in the Secondary 

Side Condition of Steam Generators   

   3. Development of Material Techniques for Extended Lifetime and Future 

Materials

      A. Material Property Improvement of Ni-base Alloys by Addition of 

Alloying Elements

      B. Development of a Technique for the Materials Property 

Improvement of Ni-base Alloy using Serration Heat Treatment

   4. Development of Corrosion Damage Protection Technique by Surface 

Modification

      A. Development of SCC Protection Technique for Alloy 600 using Ni 

Electroplating

  

IV. Results of the Project

   1. Development of Assessment Techniques for Corrosion Damage, 

Production of Assessment Data using the Techniques, Verification of 

its Damage Mechanism and Preparation of DB

      A. Development of Assessment Techniques and Cause Analysis for the 

Corrosion Damages Occurring Newly in Steam Generator Tubes of 

Domestic Operating NPPs 

        The Characteristics of the circumferential cracks occurrence are 

as follows; i) Defects were detected at the expansion transition region of the 

upper part in the high temperature tubes, ii) all the damaged tubes was accompan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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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nting, iii) the signal by denting increased as the operation time increased, and  iv) 

the initiation of the SCC was concentrated at the central area where sludge 

was solidified.  In the KSNPs, fretting wear occurred most at tubes, bat 

wings, and the central cavity between vertical strip, but it was observed at 

other locations as the operation time increased.

      B. Development of Measurement Technique of the Residual Stresses in 

the Expanded Regions and Data Production 

        There were no differences in the residual stresses between tubes 

prepared by different expansion methods and different expansion 

parameters.  In the case of Alloy 600 expanded by explosion, the highest 

stress (some tensile stresses) was obtained between the expanded region 

and transition region, and only compressive stresses were obtained at other 

regions.  In the case of hydrolic expansion, Alloy 600 showed compressive 

residual stresses in the axial direction, while tensile stresses were obtained 

in the expanded region of Alloy 690.    

      C. Assessment of PWSCC Properties of the Archived Tubing Materials 

in Domestic NPPs

        Within 15,000 h SCC cracks initiated in all the materials, except for the 

tubing of Ulchin unit 4, serrated Alloy 600 TT and Alloy 600 TT of Ulchin unit 

3, and Alloy 690. The materials of Yonggwang units 3 & 4 and Ulchin unit 4 

showed slower SCC propagation rates, which implies that the initiation and 

propagation of PWSCC were greatly affected by the microstructures 

      D. Analysis of Microstructure and Assessment of PWSCC Properties 

for Welding Material of Alloy 600(Alloy 182) 

         The microstructure of welding material, Alloy 182, was analysed in the 

detailed manner. The characteristices of PWSCC were evaluated in the simulated 

operation condition of 1200 ppm Li, 45 kg/cc H2, 325℃, pH 5.8.  The PWS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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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agation rate of Alloy 182 was 3 ~ 3.5 x 10-10 m/s and that of Alloy 600 

was 1.5 to 2 times faster than that of Alloy 182. 

      E. Preparation of Database

        Among produced materials, the data on microstructure analysis, 

PWSCC, PbSCC, and pitting were databased in MS Excel files.

 

   2. Development of Safety Prediction Model and Remedial Basic 

Technology for Corrosion Damage 

      A. Development of SCC Initiation and Growth Monitoring Technique 

using Electrochemical Method

         In order to develop a monitoring technique for SCC initiation and 

propagation, SCC tests on sensitized Alloy 600 (HTMA) tube samples were 

performed in a Na2S4O6 solution.  The comparison of the detected signals with 

the observed cracks suggested that the SCC initiation and growth might be able 

to be monitored by this technique.  The noisy signals during the tests were 

statistically analysed, which results showed that this method using the statistical 

analysis might be used in the development of the monitoring technique.

      B. Development of a Prediction Model of Structural Integrity and 

Leakage for Damaged Steam Generator Tubes

         For the purpose of the prediction of tube integrity in operating 

NPPs, an equation using the finite element limit analysis was induced based 

on the “load limit” condition.  The equation allows us to more accurately 

evaluate the integrity than the conventional models that resulted in 

extremely conservative or non-conservative results by not considering the 

hoop stress.  Besides this a model was developed to predict the structural 

integrity and leakage of tubes and a method by which some parameters 

(fracture toughness and COD) in the model can be measured was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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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Development of a Repair Technique for Damaged Steam Generator 

Tubes

         By comparing and analysing coating efficiencies, compositions, 

polarization curves, AC impedances, XRD results, hardnesses, internal 

stresses, microstructures, the effects of pH, temperature, current density, 

duty cycle of pulse, additives on the coating were evalated.  Through these 

analyses, the coating procedure was optimized.

      D. Development of an Inhibition Technique of ODSCC in the Secondary 

Side Condition of Steam Generators   

    

        Studies were performed to verify the SCC inhibition mechanisms of 

the candidate inhibitors, two borides (cerium boride and lantanium botide), 

already developed in this project, and to review their applicability to NPPs.  

SCC tests using Alloy 600 samples were performed under the condition of 

the open circuit potential (OCP) in a caustic solution.  By the addition of 

the candidate inhibitors to the solution, the surface oxides on the tube 

materials became thinner and the corrosion current densities decreased.  It 

was judged that the decrease in the corrosion current densities resulted in 

the increase in the resistance to the SCC of the materials.

   3. Development of Material Techniques for Extended Lifetime and Future 

Materials

      A. Material Property Improvement of Ni-base Alloys by Addition of 

Alloying Elements

      

        To evaluate the effect of alloying elements on the SCC behavior of 

Ni-base alloys, high purity model alloy 600 as a reference and Ce containing 

model aloy were produced.  Proper heat treatment conditions including 

annealing and thermal treatment for the model alloys were determined.  After 

the heat treatments, the grain size was 35㎛.  The grain boundary coverag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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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bides was a maximum when the alloys were thermally treated for 15 h.  

The model alloy containing Ce showed higher resistance to SCC by 20 % 

than the reference alloy.  This study suggested that the resistance to SCC of 

Ni-base alloys can be enhanced by the addition of Ce as an alloying element.

      B. Development of a Technique for the Materials Property 

Improvement of Ni-base Alloy using Serration Heat Treatment

        The mechanisms of serrated grain boundary formation were verified.  

It was judged that the serrated grain boundaries were formed i) by the 

precipitation and growth of Cr carbides in the incoherent direction to the 

grain orientation, ii) by the occurrence of difference in the degrees of Cr 

depletion, that means the difference in compositions between two grains, iii) 

by the grain boundary migration by the differences in compositions as a 

driving force, and iv) by the Cr carbides that suppressed the migration.

   4. Development of Corrosion Damage Protection Technique by Surface 

Modification

      A. Development of SCC Protection Technique for Alloy 600 using Ni 

Electroplating

    

         Using a sample coated with Ni to 100㎛ above the strike layer, 

an SCC test was performed in 315℃, 40wt% NaOH solution.  To accelerate 

the SCC, a potential of 180 mV was applied to the sample.  It was identified 

that a crack that was initiated in Alloy 600 stopped at the boundary between 

the base alloy and the coated layer.  Also, no cracking occurred on a 

sample with a 500 ㎛ thick Ni layer in the same experimental condition.

V. Proposal for Applications

   In the second phase of this project, the evaluation of PWSCC 

characteristics for the archived steam generator tubes in domestic operating NP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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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d been completed.  A prediction model for structural integrity and leakage of 

damaged tubes was developed and the studies on the development of 

inhibition procedure, repair, and material improvement technologies were 

performed.  By the development of a basic technique for the Alloy 600 SCC 

inhibition using Ni coating, the process technique for the materials for main 

components in NPPs was acquired.  In the third phase, studies on the 

applications of these techniques to NPPs will be performed. 

   1. Development of Assessment Techniques for Corrosion Damage, 

Production of Assessment Data using the Techniques, Verification of 

its Damage Mechanism and Preparation of DB

      A. To be used for the damage prediction and life management by 

applying to the evaluation of structural integrity and safety of the 

steam generators in the domestic operating NPPs.   

      B. To be used for the establishment of t safe operation guide lines in 

the domestic NPPs.

      C. To be used for the design improvement of main components and 

the determination of material design specification. 

      D. To be used for the guidelines of the cause verification of corrosion 

damages, damage management, life prediction, material design 

specification, life extension, safe operation, regulation, and 

maintenance.

2. Development of Safety Prediction Model and Remedial Basic Technology 

for Corrosion Damage 

      A. To be used for the establishment of guidelines for repair, 

regulation, maintenance by the development of prediction models 

for the structural integrity and leakage of damaged tubes. 

      B. To be used for the life management and the enhancement of operating 

efficiency and life by the development of SCC inhibiting techniques.

      C. To be used for the enhancement of operating efficiency and integ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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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he development of repair techniques of damaged tubes in the 

operating NPPs.

      D. To be used for the revitalization of KNSP exports by high-tech 

tubing materials technologies and their internationalization.  

   3. Development of Material Techniques for Extended Lifetime and Future 

Materials

      A. To be used as basic data for the development of long life and 

future steam generator tubing materials

      B. Localization of steam generator tubing materials for NPPs.

      C. Establishment of self-supporting technology for NPPs.

      D. Establishment of the manufacturing process of tubing materials in 

the future.

 4. Development of Corrosion Damage Protection Technique by Surface 

Modification

      A. To be used for the enhancement of the operating efficiency and 

safety and the extension of life.

      B. To be used for the enhancement of competitive power of industries 

and of product quality by applying the developed technique to 

general industries as product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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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원자력발 소는 고온.고압 냉각수 분 기의 가혹한 조건에서 가동되므로 가동년

수가 증가함에 따라 핵심부품  설비 재료의 부식손상에 의한 손사고로 가동 

인 발 소를 강제로 불시 가동정지하여야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이러한 사

고는  발 소의 가동율 하뿐만 아니라 손상 부품  설비의 교체  보수로 인한 

유지보수비 증가 등 막 한 경제  손실을 가져오고 있다.  특히 핵심부품  설비 

재료의 손에 따른 일차측 방사선 출 등으로 발 소의 안 을 하시키고, 이는 

한 국민의 원자력발 에 한 반감을 증폭시켜 신규 발 소나 방사선 폐기물처리

장 같은 원자력 련 시설건설을 한 부지확보가 어려워지는 결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국내의 에 지 자원빈곤으로 원자력에 의존하고 있는 원자력 에 지 공

련 정부정책을 변경하라는 요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재 국내외의 가동원 에서 발생하고 있는 핵심부품 재료의 부식손상에 의한 

손사례를 보면 증기발생기의 열 에서 가장 많은 부식손상이 발생하고 있다.  

증기발생기 열  재료로 사용되고 있는 재료는 Ni-기 합 인 Inconel 600(Alloy 

600이라고도 함.)로 주요 합  원소로 Fe가 6-10 wt%, Cr이 14-17 wt%가 함유되어 

있으며, 미세조직은 오스테나이트 단상으로 되어 있다.  원래 Inconel 600은 내식성

이 강하고 기계  특성이 우수한 재료이나 원  가동 조건인 고압.고온 하에서 장

시간 사용됨에 따라 pitting, wastage, denting, IGA/IGSCC(intergranular attack/ 

intergranular stress corrosion cracking), PWSCC(primary water stress corrosion cracking) 

등의 여러 가지 국부부식이 발생하여 방사능으로 오염된 1차측 냉각수가 2차측으로 

설되어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원인이 되기도 한다.  특히 가동년도가 얼마 되지 

않는 한국표 형 원  증기발생기에서는 새로운 손상인  상단 원주방향 

PWSCC  ODSCC가 발생하고 있으며, 지지   U-tube bundle에서의 batwing, 

수직 strip과 수평 strip에서 유체유기진동(fluid induced vibration)에 의한 fretting이 다

량 발생하고 있다. 증기발생기 열  부식 손으로 세계 으로 많은 원자력발 소

에서 막 한 비용을 투입하여 증기발생기를 교체하 으며, 국내에서도 국내 최 의 

원자력발 소인 고리 원자력 1호기 증기발생기를 1998년 교체하 다. 한 2002년

도 4월에는 국내외 으로 유래가 없는 형태의 열  단사고가 상업운 을 시작

한지 2년 밖에 되지 않은 발 소에서 발생하여 원  안 성을 크게 한 경우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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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oy 600 재료는 증기발생기 열  뿐만 아니라 원자로헤드 통  노즐(Reactor 

Vessel Head Penetration Nozzle)이나 계측기 노즐(Instrument Nozzle), 각종 sleeve 등에 

사용되고 있으나 많은 발 소에서 PWSCC가 발생하여 일차측 냉각수의 설이 발

생하는 사고가 다량 발생하고 있다. 특히 2002년 3월 미국 Davis-Besse 발 소에서 

발생한 원자로 헤드의 붕산부식에 의한 손상사고는 원자로헤드 통 인 Alloy 600 

용 부에서 생긴 균열로 인한 일차측 냉각수 설로 원자로헤드가 안쪽 벽 클래드

까지 부식이 심하게 발생한 경우이다. 

  

국내  5호기에서는 이탈된 thermal sleeve에 의해 원자로 용기 하부에서 구조

재인 합 강(SA508)의 부식을 방지하는 스테인 스강(SS309) 클래딩층에 흠집이 

발생하여 합 강이 일차측 냉각수에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하 다.  합 강의 

냉각수 노출에 의한 각종 부식발생 가능성으로 원자로의 안 성 문제 때문에 발

소의 가동이 한동안 지되어 막 한 경제  손실을 가져왔다.

이 외에도 2004년 8월 일본 미하마 원  3호기에서 2차계통 냉각수가 흐르는 복

수계통 배 의 열에 의한 고온고압의 냉각수가 증기가 되어 분출하는 사고가 발

생 다.  사고원인은 배 을 흐르는 냉각수의 유동에 의한 배 두께의 감육으로 얇

아진 부분에서 높은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열된 것으로 이와 유사한 사고 사례가 

1986년 미국 Surry 2  2001년 일본 하마오카 1호기에서 발생하기도 하 다.  

이와 같은 부식손상에 의하여 원  핵심부품  설비 재료에서 손사고가 발생

하면 원자력발 소를 강제로 불시 정지시켜 손상된 부분을 보수하여야 한다. 따라

서 경제 인 면이나 안  면에서 가동 원  핵심부품  설비의 건 성 유지  확

보가 매우 요하다. 원 의 건 성 유지  안 성을 확보하고 가동율 향상을 도

모하기 하여 핵심부품  설비에서 발생하고 있는 부식손상에 한 특성평가 시

험기술 개발과 특성평가 자료 생산  손상원인규명으로 손상을 측하고 손상을 

억제 는 방지할 수 있는 처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한 재료의 개량이나 개선

을 통한 부품재료의 설계개선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목 을 하여 

원자력 장기 사업의 하나로 핵심 부품  설비 재료의 부식손상 특성평가  

처기술개발에 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지난 1단계(‘97-’01) 5년 동안에는 국내 가동원  증기발생기 archive 열 을 확

보하고, 확보된 재료의 상세 미세조직 분석과 각종 축방향 응력부식균열(IGA/ 

IGSCC, PWSCC, PbSCC) 손상특성 평가기술을 개발하 다. 개발된 기술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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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방향 응력부식균열 손상원인 규명/원  안 가동/손상 리/수명향상을 한 손상

특성 평가자료를 생산하여 database를 구축을 한 기반기술을 확보하 다. 그리고 

열 의 수명향상을 한 재료개량, 응력부식균열 부식손상 억제  손상 열  

재생 련 기반기술 개발과 국산시제 열  재료에 한 각종 물성평가(기계  특

성, 응력부식균열 특성 등)  열  제조공정기술을 개발하 다. 

2단계(‘02-’04)에서는 국내 가동 한국표 형 원  증기발생기에서 발생하고 있는 

신규 부식손상(원주방향 응력부식균열, fretting)에 한 원인규명을 한 자료수집 

 분석을 수행하 고 생산된 자료에 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수행하 다. 1단계

에서 기반기술로 개발한 재료개량, 손상억제, 손상 열  재생기술의 실용화( 장 

용)를 하여 각 기술에 한 각종 세부공정 개발  공정 최 화기술을 개발하

고 생산된 시편에 한 응력부식균열 특성을 평가하여 개발된 공정에 한 성능

검증을 수행하 다.  한 손상된 열 의 안 가동과 보수  규제기 을 설정하

기 한 설/ 열압력 측모델을 개발하 으며, 기화학  방법에 의한 국부부식

의 생성과 를 감시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 다. 

3단계(‘05-’06)에서는 2단계에서 공정기술이 개발된 손상억제기술, 손상 열  

재생보수기술의 실용화기술을 개발하고, 원주균열에 한 확 부  잔류응력의 

향을 평가하며, Alloy 600/182 용 재에 한 PWSCC 특성을 평가하는 계획으로 추

진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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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황

  제 1   부식손상 특성평가기술 개발/특성평가 자료생산/손상기

구규명  DB 구축

1. 국내가동 원  증기발생기 열  신 부식손상 특성평가기술 개발  발

생요인  분석

가. 원주균열

국내 증기발생기  상단의 확  부 에서 2차측 원주방향 응력부식균열이 발

견되어 안 문제로 두되고 있다. 2001년도에 수행된  4호기의 제 5차 계획 

방정비 시에 35개의 ODSCC가 발견되었고, 울진 3호기의 제 3차 계획 방정비 

시에 6개의 ODSCC가 발견되었다. 그 후에도 이러한 결함의 발생경향을 계속되고 

있다. 국내외 원 의 원주결함 황은 아래의 Table 2.1.1.1과 같다.

 이러한 원주균열의 발생지역은 슬러지 퇴 지역과 연 되어 있다.  이것은 원주방

향의 응력부식균열 발생이 슬러지 퇴 과 무 하지 않음을 보여 주는 것으로 실제

로 슬러지 퇴 은 (tubesheet) 상단부근(확 천이 부 )의 잔류응력을 변화시킨다

는 보고도 나오고 있다.  상단에 퇴 된 슬러지는 열 차단 효과로 열  2차

측의 온도를 상승시킬 뿐만 아니라 열 과 슬러지 사이의 틈새를 만들어 틈새에

서 국부 인 비등이 일어나 불순물이 농축되는 장소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러한 

원주균열 억제하기 한 방안으로 국내에서는 여러 가지 확 차(폭발, 수압)에 따

른 잔류응력 정도를 평가하고 이러한 시편을 이용하여 응력부식균열 정도를 평가함

으로써 가동 인 발 소에서 발생하고 있는 원주균열이 확 차에 기인된 것인지

를 확인하고자 하는 연구가 수행 이다. 그 연구 내용을 살펴보면 열  확 천이 

부 에 작용하고 있는 잔류응력, 슬러지의 퇴 과의 연 성 연구에 집 되고 있다. 

나. 부식마모

국내 원 에서의 마모결함은 CE형 증기발생기에서 공통 으로 발견되고 있는데, 

이는 설계특성에 따라 마모가 잘 일어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마모결함은 열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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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t wing 는 vertical strip 사이의 앙 공공 (central cavity) 주변에서 집 으로 

발생하는 데, 이는 이 부 에서 2차 냉각수 유속이 빠르고 지지구조물의 설계특성

상 특정부  (Row 25-40) 열 의 natural frequency가 낮기 때문인 것으로 악되

고 있다.  Row 41번 이상은 horizontal strip이 지지하고, Row 1번 이하부터는 bat 

wing 사이 간격이 짧아진다.  한 열  지지간격이 길어 진동폭이 클 경우나, 지

지구조물과 열  사이의 틈새 제작 공차 등에 의한 불규칙한 분포도 마모발생의 

주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  CE형 증기발생기에서 마모는 Row 25-40, Column 

64-120 사이의 약 167개 정도에서 집 으로 일어나고 있다.  다음 Fig. 2.1.1.1과 

Table 2.1.1.2는  3, 4호기  울진 3,4호기에서 마모결함이 검출된 치를 나타

낸 것이다.[1]

Table 2.1.1.3은 각 증기발생기에서 검출된 마모결함의 발생 추세를 나타내고 있

다.  표에서 보듯이, 울진 3,4호기에서는 첫 주기부터 마모손상이 발견되었으며, 

 4호기에서는 2주기, 그리고  3호기에서는 3주기부터 마모손상이 발생하 음

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마모결함에 해 설계사인 CE사는 마모결함은 주로 증기발

생기의 앙 부 인 Row 25-40번, Column 64-120번 사이의 167개 열 에 집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 으나, 실제로는 울진 4호기 1차 검사와  4호기 4차 

검사에서는 이러한 부 에서 뿐 아니라 CE사가 측한 167개 집지역을 벗어난 

외곽지역에서도 마모손상이 많이 검출되었다.

가장 잘 알려진 마모에 의한 증기발생기 열 의 손사례는 North Anna 1호기 

 일본의 Mihama 2호기이다.  North Anna 1호기의 경우, 열  단이 일어난 곳

은 coldleg 쪽의 Row 9, Column 51의 최상부 열  지지 에서 360°의 체 열

 단이 발생하 다.  단면에서 응력부식균열의 흔 은 찰되지 않았으며, 이

러한 사고가 있은 후, 체 열 의 검사를 통해 열  지지 의 피로 괴에 

한 EPRI 규정 (1994년)에 의해 약 178개의 열 이 막음되었다.  일본의 Mihama 

2호기 경우, U-band 역에서 고주기 피로에 의해 coldleg 부 의 Row 14, Column 

45의 열  지지  상부에서 단이 발생하 다.  이러한 사고는 약 360°의 원주방

향으로 열 이 완 단된 사고 다.  그 원인은 Fig. 2.1.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제 설계사양과 다른 반진동  (anti-vibration bar, AVB)의 잘못된 설치에 의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실제 AVB이 설치될 때 작업자의 실수에 의해 잘못 설

치된 AVB에서 우선 으로 고주기 피로가 발생하여 결국 면 인 단사고가 발생

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두 가지 사고의 성은 1차 경계에서의 냉각수 유

출이라는 에 있었다.  AVB의 U-band 역과 bat wing 지지 에서의 마모는 CE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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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 아니라, WH형 증기발생기에서도 모두 발생하는 데, AVB에 의한 마모 상은 

1973년 San Onogre 1호기에서 처음 발견된 이래 여러 가지 형태의 다른 증기발생기

에서도 자주 발생하 다.  재까지  세계 으로 100여개에 가까운 원자력발 소

에서 이러한 AVB에 의한 마모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마모

에 의한 열 의 손상사례 모습을 Fig. 2.1.1.3에 나타냈는데, 보는 바와 같이 마모

손상은 열 과 지지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한 열 들 간의 마모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의 에서 보는 바와 같이, AVB나 열  지지 에 

의해 열 에서의 마모손상이 야기되는 데, 열 의 두께는 매우 얇고 실제 진동

에 의한 피로/마모 균열 성장속도는 매우 빠르기 때문에, 일단 시작된 손상이 완

히 하기까지는 매우 짧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피로  마모로 인한 손상 

에서 부분의 단이 완  단이라는 것을 볼 때, 이는 매우 심각한 형태의 열화 

상이라고 할 수 있다.

증기발생기 열 의 렛  마모 상을 이해하기 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우선 열 과 지지구조물 사이의 유체유발진동을 일으키는 기하

학 인 배열  두 물체 사이의 상호 작용력, 진동수 그리고 진동폭 등의 차이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마모가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두 물체의 표면 거칠기  표면 

형태, 재질 특성 뿐 아니라, 유체의 종류  가동온도, 가동시간 등도 마모 거

동에 큰 향을 미친다.[2-5]

마모 발생기구는 손상된 증기발생기에서 채취한 열  시편을 이용하여 연구되

어 왔는데, 실험실 연구에서 열  지지 과 유사한 환경을 모사하기 한 시도를 

많이 수행하 다.  이곳에서 유체의 흐름으로 인한 열  진동모드가 측정되었으

며, 열  지지 에서 마모로 인한 열  손상은 ECT (eddy current inspection)으

로 검출되거나 감시된다.  마모손상을 억제 내지는 방지하는 방법으로는 지지구조

물 설계변경, 유체흐름의 개선 내지는 수정, 열  지지 의 교체, 마모를 가속시

키는 부식 환경의 형성을 억제하기 한 수화학의 개선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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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1.1. History of circumferential ODSCC in steam generator tubes 

 

Table 2.1.1.2. CE형 증기발생기에서 치별 마모결함 분포

BWH = bat wing hotleg, BWC = bat wing coldleg, VS = vertical strip

 치
 3호기

4주기

 4호기

3주기

울진 3호기

1주기

울진 4호기

1주기

BWH 54 160 69 38

2VS 94 78 56 48

3VS 40 58 28 20

BWC 47 72 39 17

기 타 2 0 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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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1.3. CE형 증기발생기에서 마모에 의한 결함 발생 추세

(마모손상 열  수 / 막음 열  수)  총 열  수 = 8214 / SG

주 

기

 3호기  4호기 울진 3호기 울진 4호기

SG A SG B SG A SG B SG A SG B SG A SG B

PSI / 5

1 17 / 
2

27 / 
1

78 / 
3

26 / 
2

2 22 / 
0 5 / 0

3 18 / 
1

52 / 
2

98 / 
37

69 / 
7

4 38 / 
3

 68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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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1.1. Locations of wear damage occurrence in Yonggwang Unit 3/4

Fig. 2.1.1.2. Locations of S/G tube failure & AVB set-up in Mihama Unit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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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1.3. Photographs of wear-damaged S/G tub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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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확  부  잔류응력 측정 기술 개발  자료 생산 

가.  개 요

한국형 표 원 (KSNP)  Alloy 600 HTMA (high temperature mill anneal) 재료

를 증기발생기 열 으로 사용하고 있는 발 소(  3, 4, 5, 6호기  울진 3, 4

호기)의 증기발생기 tube sheet 상단의 열  확  부 에서 circumferential ODSCC 

(outer diameter stress corrosion cracking)와 denting이 찰되고 있다. SCC(stress 

corrosion cracking)은 특정 환경에 있는 특정 재료에서 인장 응력이 작용 시 발생하

지만 압축 응력이 작용할 때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부 보고서에 의하면 폭발 확  열 의 2차 측 (TTS) 상단 확 부 에 

압축 잔류 응력이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되어 있다. 그 다면  3, 4호기  울진 

3, 4호기 등의 KSNP에서 발생 하고 있는 circumferential ODSCC는 무엇에 기인하는

가 하는 문제이다. 

응력의 에서 여러 가지를 상할 수 있다. 첫째는 제작시에 이 부분에 인장 

잔류응력이 작용한 확  열 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며, 둘째 이유는 가동조건

에서(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가동  수처리가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확  방법의 고

유 특성 때문에 압축 응력이 작용하던 2차 측에 인장 응력이 작용할 수 있다는 것

이다. 셋째로 수처리 등과 련하여 denting은 없어도 sludge 퇴 에 의하여 열

의 2차 측에 압축 잔류 응력이  인장 응력으로 변화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마지막으

로  3, 4호기  울진 3, 4호기 등의 KSNP 증기발생기 열 의 손상 원인으로 

지목되는 denting에 의해  2차 측 압축 응력이 인장 응력으로 바뀔 수 있다. 

따라서 원주 방향 2차 측 균열 발생에 한 제작상(확 )의 문제인가 아니면 가

동 에 다른 요인에 의하여 잔류응력의 변화에 의한 원주균열이 발생한 것인가에 

한 평가를 하여 먼  증기발생기 제작 시 수행한 확  방법에 따른 확  부  

잔류 응력에 한 정확한 잔류 응력의 형태(인장 는 압축)가 정의되어야 한다.  그 

다음 확 된 부 에서의 2차측 응력 부식 균열 민감성에 한 정  특성 평가를 수

행하여 확 된 부분의 응력 부식 균열이 무엇에 기인하는 지를 정확히 밝힐 수 있

는 특성 평가가 수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열 의 확  부  잔류 응력 평가를 여러 가지 방법(strain gau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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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RD  해연마 등)으로 측정하고 해석하기 한 것이다.  여기서 주된 심은 여

러 가지 확  방법(수압 혹은 폭발 확 )에 의한 확 시 2차 측에 존재하는 잔류 응

력의 형태(압축 혹은 인장 응력)와 크기, 그리고 transition region에서의 응력 분포를 

정 하게 측정한다.  잔류 응력의 특성 평가와 확  열 의 건 성 평가 결과로부

터 앞으로 후속 증기발생기 열  확  방법으로 수용될 정인 수압 확 의 확  

공정 최 화를 통한 공정 개선이 이루어 질 정이다.  

 
나. 증기발생기 열  확 부  2차측 잔류응력 고찰 

가압수형 원자력발 소의 증기발생기는 원자로와 가압기에서 가열, 가압된 1차계

통의 고온, 고압수가 터빈을 돌리는 2차계통수와 열 교환을 일으켜 고온, 고압의 증

기를 발생시키는 곳으로 원자력발 소 각 구성 요소  가장 요한 부분의 하나이

다. 즉 이 증기발생기가 방사능에 오염된 1차 측과 터빈을 돌리는 2차 측을 구분(분

리)시켜 주며, 증기발생기 튜 의 손상 등으로 인한 수 상이 일어날 경우 2차 

측으로의 방사능 유출이라는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80년  이후 재까지 pitting, SCC 등에 의한 튜  손이 부분을 유하고 있

는데 이는 튜 시트 상부의 슬러지 침 이나 증기발생기 제작시 심한 가공 잔류 응

력 발생 때문인 것으로 유추된다. 특히 최근에는 튜 /튜 시트 합 부 의 확 천

이 지 에서 응력부식균열로 추정되는 결함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

서 증기발생기 기 제작시 튜 /튜 시트 합 부 의 잔류응력 평가와 이에 따른 

응력 부식 괴의 악은 매우 요하다. 

응력 부식 괴는 잘 알려져 있듯이 SCC에 민감한 특정한 재료와 특수한 부식 

환경 하에서 어떤 응력(특히 인장응력)이 존재할 때 이러한 세 가지 조건의 조합으

로 발생하는 부식 괴 메커니즘이다.  따라서 응력부식균열을 방지하려면 이 세 가

지 조건  하나 는 그 이상을 변화시켜 서로의 조합이 어 나게 하면 된다.  

를 들면 재료의 내응력 부식 특성을 향상시키거나 환경을 변화시켜 응력부식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 된다.  는 재료와 환경을 개선하여도 응력부식균열을 방지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시스템에 작용하고 있는 응력을 제거하면 된다.  응력부식

괴에 있어서 응력의 향은 매우 요하다. 일반 으로 응력부식균열에 의한 튜

 손상  응력과는 아래와 같은 계가 있다.

 
SCC Rate ∝ σn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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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n은 1차측 응력부식균열일 경우  4 ≤ n ≤ 6, 2치측 응력부식균열일 경우 4 

≤ n ≤ 9로 알려져 있어, 응력부식균열 성장 속도는 작용 응력에 상당히 민감함을 

알 수 있다. 

증기발생기 열 에 작용하는 응력에는 증기발생기 제품 제작 시에 도입되는 

잔류응력과 운  시에 인가되는 온도와 압력  구성부품 재료의 열팽창계수 차이

에서 오는 뒤틀림 응력 등의 부가응력이 있는데, 운  시에 도입되는 부가응력도 

요하지만 증기발생기 제작 시 도입되는 잔류응력에 해서 조사해 보고자 한다. 

증기발생기 제작시 잔류응력이 도입되는 부분은 상부의 U-Bend 부 와 튜 /튜

시트 합부 로 별할 수 있다. 특히 가동  응력부식 괴에 의한 튜 손상

이 많이 발생하는 곳으로 증기발생기 제작 시 튜 /튜 시트 착을 한 확 작업

으로 잔류응력이 많이 도입되는 부분이다.   확  부 에 도입되는 잔류응력의 크기

와 분포는 확  방법에 따라, 그리고 재료의 기계  특성에 따라 다르다.  

 
(1)  확  방법에 따른 잔류응력 변화

확  방법에 따른 잔류응력은 주로 기계  롤 확 한 경우가 가장 높은 잔류응

력을 유발하고 폭발확  방법이나 수압확 으로 확 한 경우는 Fig. 2.1.2.1에서 보

는 것처럼 매우 낮은 값을 보이고 있다.  

Fig. 2.1.2.1은 각 확  방법에 따른 확  천이부  잔류응력의 크기를 C-ring이나 

정하 으로 하  변화에 따른 응력부식균열 손상 시간을 측정하여 그래 를 구한 

것이다. 그 후 같은 열  재료를 사용하여 확 한 시편을 같은 시험조건 하에서 

응력부식균열 시험을 수행하여 각 확  방법에 따른 균열 발생 시간을 측정함으로

써 각 확 시편의 잔류응력을 유추해 내는 것이다. 

이 그래 에 의하면 확  천이 부 의 잔류응력을 감소시키기 해서 개발한 

kiss roll 방법으로 확 한 열 의 잔류응력이 폭발 확 이나 수압 확 한 열

의 잔류응력보다 큰 것을 알 수 있다.  한 특이한 것은 확  천이 부  내부 면이

나 외부 면에서의 잔류응력이 서로 유사하다는 것이다.  일반 으로 확 천이부 의 

내부 표면 잔류응력이 외부 표면의 잔류응력보다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Fig. 2.1.2.2는 세 가지 확 방법(기계 인 roll, kiss roll  수압확 )으로 확 한 

열 의 확  천이 부  내부  외부 표면의 잔류응력을 비교한 것으로 내부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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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의 잔류응력이 외부 표면의 잔류응력보다 매우 크다는 것을 보이고 있다.  

Fig. 2.1.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열  확 천이부  내부표면의 축 방향  원

주 방향의 잔류응력이 인장으로 측정된 반면에 외부표면의 두 방향 잔류응력은 압

축응력으로 측정되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확 천이부 의 외부표면 잔

류응력이 압축응력이라면 확 만으로는 2차 측에 축 방향 는 원주방향의 응력부

식균열이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결과는 Fig. 2.1.2.1에서 보

인 결과와 서로 배치되는 것으로써 실험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2)  TTS 상단 sludge 퇴 에 의한 확  천이 부 의 잔류응력 변화

앞의 개요에서도 언 하 듯이  상단(TTS)에 퇴 하는 sludge에 의하여 열

 확  천이 부 의 잔류응력 상태가 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sludge에 의한 

잔류응력 상태의 변화는 크게 2가지로 나 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퇴 된 sludge에 

의한 denting 발생으로 국부 인 잔류응력 변화이고 다른 하나는 sludge 퇴  그 자

체만으로 확  천이 부 의 잔류응력 상태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Fig. 2.1.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TTS 상단에서 denting이 발생할 경우 확  천이 

부 의 형상이 변하게 되어 1차 측( 열  내면)과 2차 측( 열  외면)에 높은 인

장 응력이 발생하는 굴곡 부 가 생기게 된다.   따라서 denting에 의하여 1차 측  

2차 측 응력부식균열이 TTS 상단 부근에 발생할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다.  

Denting의 발생은 철 성분을 함유한 퇴  sludge가 단단하게 굳으면서 철 성분이 

산화 반응을 일으켜 sludge의 부피 팽창에 의한 원인이 있으며, 두 번째로 열  

확  천이 부 와  사이에 생긴 틈새환경에 의하여 산화되면서 부피 팽창에 의

한 국부 인 변형이 일어남으로써 denting이 발생할 수 있다.  

TTS에서 denting이 발생하지 않고 단지 sludge의 퇴 만으로도 확  천이 부 의 

잔류응력 상태가 변한다.  Table 2.1.2.1에서 보는 것처럼 sludge가 퇴 되면 확 방법

에 무 하게 확  천이 부  내부 표면의 축 방향의 잔류응력은 증가를 하고 외부 

표면의 잔류응력은 감소한다.   이러한 상은 수치 해석 으로 계산한 확  천이 

부  잔류응력 분포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다.(Fig. 2.1.2.5)  이 그림에 나타

난 결과는 앞에서 언 한 결과와는 달리 sludge가 없는 경우 2차측 축 방향의 잔류

응력이 1차 측의 축 방향 잔류응력(압축응력)보다 크며, 원주 방향의 잔류응력은 1

차 측이 2차 측보다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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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잔류응력의 분포가 sludge가 퇴 되면 2차 측 원주방향  축방향의 잔류

응력이 감소하여 축 방향의 잔류응력은 압축 응력으로 바 다.  반면에 1차 측 확  

천이 부 의 축 방향 잔류응력은 높은 값의 인장으로 바 고 원주방향의 잔류응력

은 약간 감소한다.  퇴  sludge에 의하여 확 천이부 의 잔류응력이 이처럼 2차 측 

잔류응력을 감소시키고 1차 측 축방향의 잔류응력을 증가시키는 상은 1차 측 원

주 방향의 응력부식균열(PWSCC)을 조장하는 결과를 래하게 된다.  실제로 KSNP 

증기발생기 열  확 천이 부 에서 발생하는 PWSCC는 부분은 Fig. 2.1.2.6에

서 보는 바와 같이 sludge가 퇴 한 부 에 집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상단에 퇴 되는 sludge에 의한 증기발생기 확  천이 부 에

서의 잔류응력 변화를 고찰하여 본 결과에 의하면 결국 상단 확  천이 부 에

서 발생하는 원주 방향의 ODSCC나 PWSCC는 모두 sludge와 연 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4호기의 경우 sludge 퇴 이 거의 없는 경우에도 denting 이 

발생하여 원주방향의 ODSCC를 발생시킨 가 있긴 하지만  ODSCC를 주로 유발하

는 denting도 결국 sludge의 퇴  부분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원주방향의 응력부식균열 발생을 제어하기 해서는 수화학 처리로 

sludge의 퇴 을 최 한 억제하는 것이 좋은 방법임을 알 수 있다.  퇴 되는 sludge

는 확  천이 부 에서의 잔류응력을 변화시키는 역할 뿐만 아니라 열 과 sludge 

사이에 틈새를 형성하여 틈새 부식을 가속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응력부식균열을 

일으키는 3  조건 에서 sludge는 인가 응력  부식 환경을 조장하는 2가지 요인

을 유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3)  확 부  측정 잔류응력의 종류

(가) 구속 잔류 응력

구속 잔류응력은 튜 가 튜  시트 홀 내에서 확 된 후 확  과정에 의해 튜

가 튜 시트에 구속됨으로써 튜 시트가 튜 에 가하는 응력. 즉, 튜 /튜 시트 상

호 작용에 의해 튜 에 부가되는 응력으로 이는 strain gauge를 튜  내부에 부착한 

후 튜 시트 mock-up block을 제거시킬 때 해방되는 응력 값으로 산출된다.

(나) 열  자체 순수 잔류응력

튜 가 튜 시트 홀 내에서 유효 간격(stand-off distance)만큼 확 될 때 튜 가 

소성 변형 되면서 튜  내부에 도입되는 잔류응력으로 이는 X-Ray 응력 측정과 

해 연마 등을 통해 측정된다.  튜  자체 순수 잔류응력은 튜  외면 잔류응력과 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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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면 잔류응력으로 구분된다. 이 응력은 튜 시트 Block을 제거한 후 튜 외면의 

균일 확 지 과 확 천이지 에서의 튜 외면 순수잔류응력을 X-Ray를 통해 측정

한다.

한편, 튜  내면의 균일 확  지 과 확  천이 지 에 응력측정용 strain gauge

를 부착하고, 해 연마용 탱크에 해 연마액을 채운 다음 이 튜 를 연마 탱크에 

담근 후 해 연마를 실시한다. 이때 튜  외면이 계속 으로 연마되면서 해소되는 

응력 정도를  strain gauge와 연결된 변형 측정 시스템을 이용하여 측정한다. 이때 튜

 내면으로는 해액이 침투되지 못하도록 고무 패킹으로 완  한 후 실험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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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2.1. Change in axial total residual stress in transition region by  the 
deposition of TTS sludge 

Location No Sludge With Sludge

ID

· Hard Rolling

· Kiss Rolling

· Explosive Expansion

· Hydraulic Expansion

 

345MPa (50ksi)

310MPa (45ksi)

276MPa (40ksi)

276MPa (40ksi)

 

379MPa (55ksi)

414MPa (60ksi)

310MPa (45ksi)

310MPa (45ksi)

OD

· Hard Rolling

· Kiss Rolling

· Explosive Expansion

· Hydraulic Expansion

 

172MPa (25ksi)

138MPa (20ksi)

103MPa (15ksi)

103MPa (15ksi)

 

138MPa (20ksi)

103MPa (15ksi)

69MPa (10ksi)

69MPa (10k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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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2.1.  The magnitude of the residual stress in the expanded region according to 

the expansion methods

 

 

 

Fig. 2.1.2.2. The magnitude of the residual stress at the inside and outside surface in 
the expanded region according to the expansion methods (mechanical roll, 
kiss roll, and hydraulic expa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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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2.3. Residual stresses at inside and outside tube in the expanded region by a 

explosive expansion

 

 

Fig. 2.1.2.4. Change in residual stress in the expanded region by denting occurred in the 
T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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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Fig. 2.1.2.5. Change in residual stress in the expanded region by sludge deposition at 

TTS, (a) outside tube surface, (b) outside tube surface 

Fig. 2.1.2.6. A diagram showing that the sludge deposition region is same as a location 
where the primary and secondary side SCC occurred in the Korean 
Standard Nuclear Power plant steam gene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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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 가동원  archive 열  재료의 PWSCC 특성평가

Inconel 합  600 증기발생기 열  재료의 1차측 응력부식균열(Primary Water 

Stress Corrosion Cracking ; 이하 PWSCC로 통칭)은 환경(온도, 수화학)과 재료의 강

도(잔류 응력)  미세조직(결정립 크기, 탄화물분포) 등에 큰 향을 받으며 실제 

원 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보 (archive) 재료에 해 모사 분 기에서의 실험을 통

하여 원  가동  PWSCC의 생성  성장을 측 평가하려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

어 왔다. 

랑스 EDF와 Framatome에서는 reverse u-bend(RUB) 시편을 사용한 실험결과와 

실제 원  가동  데이터의 확률론  분석에 재료지수(material index)를 도입하여 보

다 정확한 PWSCC 생성시간의 측이 가능해 졌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1] 

시간에 따른 균열생성의 확률을 나타내는 Weibull 분포함수는

 
 

로 정의되는데 여기서 

to : the origin of the distribution, hours

η : the characteristic life or scale parameter

β : the shape parameter or the slope of the linear transform

이다. 

재료지수 im은 

  

  

의 계로부터 

   

이 된다. 즉, 재료지수 1을 갖는 증기발생기 열  재료는 325℃의 원  1차측 냉

각수 는 실험실  모사 분 기 하에서 450MPa의 응력이 작용되는 경우 10,000시

간 는 그 이상에서 균열이 생성되는 재료로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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β는 응력의 크기에 의존하는데    

 ×    

로 응력이 커질수록 증가한다. 

균열의 생성시간은 온도와 응력의 크기에 의존하는데 이를 고려하면 식 2.1.3.4는

    

  ×
 

  ×
 

의 계를 갖는다. (T in Kelvin, σ in MPa)

이 기법은 많은 원 에서 시간에 따른 결함 발생율을 측하는데 사용되었으며 

특히 국내 울진 1호기 증기발생기 열  확  천이지역에서의 PWSCC 손상의 경

우 사용된 재료의 민감도 지수로부터 3개 증기발생기 각각의 가동 시간별 결함  

발생속도를 비교  정확히 측할 수 있었다.[2]

 

1차측 응력부식균열 성장속도의 측과 련해서는 실제 원  손상  실험 데

이터에 한 분석으로부터 Scott 모델이 제안되었으며 그 후 온도의 향을 고려한 

modified Scott 모델로 발 되었다.[3] 이 균열성장 모델은 

   
   

의 계식으로 표 되는데 실제 원  손상  실험 데이터와 비교한 결과 균열성장

속도의 보수 인 측치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상과 같이 외국에서는 archive 재료에 한 실험  연구를 통해 가동  균열생

성  성장속도를 측하는 기술이 개발 완료되어 용단계에 있는데, 국내에서도 

원자력 장기 연구를 통해 1차측 응력부식균열을 모사할 수 있는 시험장치를 구축

하고 련된 평가 기술을 개발 완료하 으며[4] 원  호기별 archive 열  재료를 

상으로 PWSCC 생성  성장속도 등 건 성을 평가하기 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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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lloy 600 용 재(Alloy 182)의 미세조직 분석  PWSCC 특성평가

2002년 3월 미국 Davis-Besse 원 의 원자로 헤드 부 에서 상치 못한 큰 손상

이 발견되었는 데, 손상 부 는 원자로 헤드 통부 제어 구동기구 (control rod 

drive mechanism, CRDM) 노즐 주변으로 원자로 냉각재의 압력경계를 이루는 부 이

다. 손상의 크기는 폭이 10 - 13 cm이고, 깊이는 약 15 cm로서, Fig. 2.1.4.1에서처럼 

원자로 내부 클래딩 부  (두께 약 1 cm)를 제외하고는 원자로 헤드 모재가 모두 

통된 상태 다. 비록 원자로 헤드에 큰 손상이 있었지만, 원자로 내부 클래딩이 

원자로 1차 계통의 압력을 유지함으로써 더 이상 원자로 손이나 냉각재 설사고

는 다행히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손상은 상하지 않았던 부 에서 발생

한 형 손상으로써 원자로 냉각재 압력경계의 건 성 (integrity)이 상실되고, 한 

냉각재상실사고 (loss of coolant accident, LOCA)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 때

문에 USNRC에서는 이 문제를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고 긴  책과 장기 책을 수

립하여 시행 에 있다.[1] 이 사고와 련하여 USNRC에서는 Bulletin 2002-01 

(2002.3.18)을 발행하여, 미국 내 체 PWR형 원  운 자에게 그 동안에 수행된 

‘원자로 헤드 검사 황  결과’와 ‘붕산부식 (boric acid corrosion, BAC) 로그램

의 결과‘를 제출하고 차기 Over Haul 기간 에 원자로 헤드에 한 검사를 수행하

도록 요구한 바 있다.

사고의 발생원인은 원자로 헤드 통   주 의 용 부가 1차 냉각수에 의한 

응력부식균열 (primary water stress corrosion cracking, PWSCC)에 의해 균열이 발생되

고, 이 발생된 균열을 통해 1차 냉각수 에 함유된 붕산이 CRDM 통  는 

CRDM flange를 통해 원자로 헤드 로 설된 후, 증발/건조 과정을 거쳐 붕산이 

농축됨에 따라 붕산수와 하는 부 에서 붕산에 의한 부식 (boric acid corrosion, 

BAC)이 발생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통 의 재질은 니 기 합 인 Alloy 600이

고, 주 의 구성재료로 원자로 헤드는 두께가 15 cm인 SA-533 Gr.B의 합 강, 원

자로 헤드 면의 클래딩 재료는 두께 9.5 mm의 304 스테인리스강 등이 사용되며, 

통 과 원자로 헤드의 용 부 재질은 Alloy 600과 유사한 화학 조성을 갖는 Alloy 

182 는 Alloy 82이다. Alloy 600은 원자로 환경에서 비교  부식 항성이 양호하

고 기계  특성도 좋은 반면, 잔류응력이 존재할 경우 PWSCC에 상당히 민감하다고 

알려져 있다. 통 에서의 손상은 기 통  제작 시의 잔류응력과, 용  작업 

후 통 의 직진도를 유지시키기 한 공정에서의 잔류응력 등이 통 에서의 

PWSCC 균열개시  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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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 헤드 통  주변에서의 균열 발생  이에 따른 냉각재 설사고는 

Davis-Besse 원 에서 뿐 아니라  세계 으로 자주 발생하고 있는 데, 를 들에 

랑스의 Bugey 3 원 에서도 1991년도에 원자로 압력용기에서 설사고가 발생하

다.[2] 검사결과, Alloy 600으로 제작된 통  내경에서 축 방향 균열이 시작된 

후, 통 을 거쳐 J-groove 용 부까지 균열이 진행된 것으로 확인 다. 일반 으로 

균열은 Alloy 600의 모재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부분이지만, 통  주변의 용

부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많이 발견된다. 즉, 2000년 미국의 Oconee 1호기 원자로의 

경우, J-groove 용 부에서 균열이 개시되어 용 부를 거쳐 통  노즐의 외경 주

까지 균열이 진행되어 냉각수 설경로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3] 이때까지만 

해도 PWSCC에 의해 발생한 균열은 의 내부에서 통 의 축 방향으로 성장하

으며,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 원 의 안 성에 그다지 큰 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어 심각한 우려를 낳지는 않았다. 하지만, 2001년 Oconee 원자로 3호기에서 

발생한 범 한 CRDM 노즐 균열은 많은 사람들의 심을 일으켰는 데, 이는 지

까지 주로 찰된 축 방향 균열뿐 아니라, 통 의 외경 주 로부터 원주 방향 

균열이 새로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원주 균열이 발생하면 심한 경우 통 의 

면 인 단사고를 일으킬 수 있을 뿐 아니라, CRDM의 동작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원주 균열의 상당히 험한 형태의 균열이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미

루어볼 때, 용 부에서 발생한 축 방향 PWSCC가 퉁  노즐의 모재에서의 균열에 

선행되어 일어나고, 이 축 균열이 원주 균열로 발 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4]

이러한 잦은 원자로 압력용기 헤드 사고와 련하여 미국에서는 문제가 된 

Davis-Besse 원 과 Oconee 3호기의 원자로 헤드를 완  교체하 으며, 한 원자로 

헤드에서의 균열 발생 징후로 인해 교체가 필요한 원자로 헤드는 2007년까지 약 19

기에 이르는 것으로 발표되었다.[5]

국내에서는 Davis-Besse 원 에서와 같은 심각한 원자로 헤드 통  사고가 아

직 발생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지 까지 일어난 각종 손상사례의 원인을 분석함으

로써, 향후 국내에서 이와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 을 경우 이에 한 후속조치 등 

종합 인 책수립이 필요하다. 한 련 연구도 심도있게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원자로 압력용기의 건 성  안 성을 확보하기 해 최

근 발표된 압력용기 통 에서의 손상 발생  손상 황에 해 세인들의 많은 

심을 끌었던 Davis-Besse 원   Oconee 원 을 로 들어 악하 다. 그리고 

가장 요한 손상원인으로 지목된 통   그 주변 용 부에서의 PWSCC 특성을, 

구성 재료인 Alloy 600  Alloy 182,82의 에서 지 까지 연구된 PWSCC 균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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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  성장에 한 연구결과를 정리하 다. 한 Alloy 600/182 용 재를 제작하

여 미세조직 찰  1차측 분 기에서의 PWSCC실험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분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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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4.1. Photo of the degraded area adjacent to CRDM nozzle #3 in              
Davis-Besse nuclear s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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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Database 구축

원  증기발생기 열  재료는 제조변수, 가동환경, 응력조건 등의 복합 인 요

인에 의해 가동  각종 형태의 부식손상을 나타낸다. 이러한 부식손상은 발 소의 

가동률을 하시킴은 물론 안 성에 직 인 향을 미치게 된다. 국내에서도 가

동 원 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그리고 가동년수가 증가함에 따라 여러 형태의 손

상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의 보수, 유지를 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국내 원

에서 발생되는 열  재료의 문제 들에 한 원인을 규명하고 책을 수립할 

수 있는 국내 자체의 건 성 평가 기술체계 구축을 해서는, 재 국내 원 에서 

사용되고 있는 실제 증기발생기 열  재료 (archive 재료) 뿐 아니라, 동시에 각 

종 상용 재료의 물성  응력부식균열 특성을 포함한 여러 부식손상에 한 자료생

산과 확보를 통한 고유 database의 구축이 요구된다.

본 과제에서 생산된 국내 가동 원  증기발생기 archive 열   상용 재료에 

한 부식 손상 특성 평가자료는 모두 database를 구축하고 있으며, 구축된 자료는 

부식손상 원인규명, 손상 리, 수명 측, 재료설계 사양재료, 수명향상  안 가동

을 한 기 , 규제기   정비기  등에 활용할 정이다. 각 호기별 열  

archive 재료를 이용해 생산된 자료는 각 발 소별 (plant specific) 고유 손상에 한 

각종 가이드라인 설정 등에 필요한 필수 인 자료로 재 구축된 datasheet 양식에 

수록하여 database를 계속 확충  보완해 나가고 있다. Archive 열  재료  이

에 하는 각종 상용재료에 한 손상특성 평가 자료에 한 구축 뿐 아니라, 부식

항성이 우수한 재료의 개량/개선  부식 억제기술, 열  제조 공정기술 개발과 

련된 자료도 모두 database화하여 언제나 자료를 필요로 하는 이용자들이 근하

여 활용할 수 있도록 database의 로그램을 설계하고 운   운 하고 있다. 재

는 본 과제에서 생산된 자료 만 수집하여 수록하고 있으나, 향후 타 과제뿐 아니라 

국내의 련 자료도 수록하여 database를 명실상부한 국내 유수의 부식 손상 련 

database가 되도록 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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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부식손상에 한 안 성 측모델  처 기반기술 개발

1. 기화학  방법에 의한 응력부식균열의 생성  성장 감시기술 개발

기화학  기법에 의하여 산업 장의 부식문제를 실시간으로 제어하는 기술이 

UMIST Corrosion Center에서 1980년 에 개발되기 시작하 다.[1,2] 기화학  임

피던스법을 이용하면 uniform corrosion rate를 비교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 즉, 

임피던스를 측정하여 Nyquist plot을 하면 해질용액의 항(Rs)과 분극 항(Rp)을 

분리할 수 있는데, 임피던스 측정에 의하여 측정한 분극 항을 Stern-Geary Equation

에 입하면 부식 속도를 계산할 수 있다.

 
 ․



                            R : gas constant

                            T : temperature(°K)

                            Z : valence of corroding metal

                            F : Faraday constant

                            Rp : polarization resistance

상기 부식 류(Icorr)로부터 균일부식속도는 계산할 수 있지만 국부부식속도는 계산되

지 않는다.

Hladky와 Dawson등은 기화학  Noise를 연구하다가 노이스 항(Rn)이 분극

항(Rp)과 거의 일치함을 찰하고 그 결과를 이용하여 corrosion monitoring에 이용하

고자 하 다.[1~3]

 


          σV : Standard deviation of potential fluctuations

          σI : Standard deviation of corrosion current fluctuations

   

특히 Chen과 Bogaerts[4]는 노이즈 항은 분극 항과 동일하다는 것을 이론 으

로 입증하 다. 이를 간단히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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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1.1은 노이즈 항 측정에서 이용되는 작동 극의 구성을 보이고 있는데 

ZRA에 의해 연결된 두 이상 인 작동 극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두 작동 

극은 같은 재료로 되어있어도, 매우 작은 갈바닉 류 I가 작동 극사이에서 조  

다른 부식 활동 때문에 발생된다. 따라서 한 작동 극의 open circuit 는 다른 

작동 극의 open circuit 와 약간 다르다. 실제 두 극간 약간의 상이한 부식 

활동과 수소의 활동 혹은 다른 부식생성물 등의 향으로 인해 순간 인 부식  

Vt는 부식  Vcorr의 역에서 유동한다. 이에 따라서 순간 인 류 It는 부식 류 

Icorr 주 에서 유동한다.  

두 작동 극에서 양극과 음극 반응이 활성제어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Butler-Volmer 방정식에 따라서 양극  음극 류는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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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작동 극의 음극 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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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io.a와 io.c는 각각 양극, 음극의 교환 류 도이고, βa와 βc는 symmetry factor, 

Ve.a와 Ve.c는 평형 , V는 작동 극의 , Aa와 Ac는 양극  음극 의 면 이

며, ba와 bc는 각각 양극과 음극의 Tafel 상수이다.

순간 압 Vt에서의 순간 류의 변화는 다음과 같이 표 될 수 있다.

                



  

 



   

 (3)

부식 에서, 양극 류 Ia = Icorr 이다. 즉,

         



  

                                            (4)

이다. 그리고 부식 에서 음극 류 Ic = -Icorr이고,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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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Vt = Vcorr인 경우, 즉, 부식 의 변화가 없는 경우는 식 (3) ~ (5)로부터 It - 

Icorr = Icorr - Icorr가 되어 It = Icorr 가 된다. 다시 말해서 부식 류에서 류의 변화가 

없다. 

식(4)와 (5)를 식(3)에 입하면 다음 방정식이 유도된다.

    



  

 



   

                         (6)

  균일 부식에서 순간 부식 는 부식 로부터 크게 다른 유동을 보이지는 

않는다. 어떤 한 짧은 시간동안에 최  유동은 일반 으로 1mV 보다 작다. 그러므

로, Taylor 계열을 이용하여 식 (6)에 입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7)

여기서 분극 항 Rp를   


 로 취하면, 

              (8)

식 (8)를 표  편차 공식에 입하면 다음과 같다.

  








   


 





 



   


    (9)

여기서 σV 와 σI는  노이즈와 류 노이즈의 표  편차이다. 따라서 노이즈 

항의 이론  유도가 기  기화학 이론에 바탕을 두고 표  되어 분극 항과 동일

함이 이론 으로 입증되었다.

이처럼 실시간 부식 monitoring 방법인 기화학  노이즈기법은 일반부식 항

측정뿐만 아니라 분극 항기법으로 검출할 수 없는 국부부식의 발생과 속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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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으로 직  검출할 수 있다는 장 이 있어서 그 활용가치가 크다. 

그러나 노이즈기법을 이용하여 얻은 국부부식 신호가 어떤 종류의 국부부식인가

에 한 연구는 재 계속 진행되고 있다. 국부부식에 한 연구로부터 아래와 같

이 국부부식지수(localization index, L.I.)와 공식지표(pitting function, P.F.)가 정의되어 

이용되고 있다.

                            

                     


        

                  

PF =  
ΣΔi(n)
n

․ σI
Irms

           

여기서, Irms 는 류 노이즈의 RMS(root mean square) 값을 의미하며, Δi(n)은 일

정한 시간 간격(1~4 ) 사이에 변화된 류값, n은 시간 간격의 횟수를 말한다.

    

국부부식 지수는 균일 부식인 경우에는 10-3의 값을 보인다. 그러나 국부부식이 

일어날 때는 1에 가까운 값을 나타낸다. 반면 류가 제로 값에서 천천히 변화하는 

균일부식의 경우에 국부부식 지수의 분모 값이 작아서 커지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

를 보정하기 해서 공식지표를 사용하게 되었다. 즉, 노이즈 결과를 얻는 주기 동

안에 류의 변화량을 모두 합해서 시간의 총 주기로 나  값을 국부부식 지수에 

곱하면 공식이 발생하 을 때 균일부식인 경우보다 훨씬 큰 값을 보이게 된다. 

이상과 같은 기화학  노이즈기법은 1978년에 미국의 력연구원(EPRI)이 

UMIST CORROSION CENTER에 발 기 배기가스의 dewpoint corrosion에 한 연구

를 의뢰하므로서 연구개발이 시작되었으며 이 방법을 이용하여 1981년에 발 기의 

배기가스 온도를 감소시켜 력생산비를 크게 약할 수 있게 되었다.

1984년에는 기화학  임피던스와 기화학  노이즈기법을 동시에 이용하여 

Plant Corrosion을 monitoring하는 EPRI Project에 착수하여 1992년까지 7개의 Project

를 성공 으로 수행하 다.

EPRI Project가 성공 으로 수행되어 기화학  노이즈에 한 연구가 활성화된 

결과로 1994년 에 캐나다의 퀘백에서 기화학 노이즈 부식연구에 한 제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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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심포지움이 개최되었고 여기에 총 27개의 연구논문이 발표되었다. 이  8개의 

논문이 기화학  노이즈기법으로 Plant의 실시간 부식 제어를 성공 으로 수행한 

결과를 공개하 다.

그 이후에 지난 7년 사이에 기화학  노이즈 테크닉을 여러 분야의 산업 즉 

정유와 가스, 화석연료 발 , 석유화학, 원자력 발 과 같은 분야의 부식 련 문제 

해결에 많은 기여를 하 다.

최근에 Plant의 실시간 부식 제어를 한 기 연구를 가장 효과 으로 수행하는 

연구 으로서 주목할만한 연구결과를 계속 발표하고 있는 연구 은 미국에 지부의 

Hanford 재료  부식연구 이다. 이들은 핵폐기물을 장하는 탄소강 탱크재료의 

Pitting과 응력부식에 한 노이즈를 실시간으로 채취하고 이 노이즈 신호로부터 국

부부식의 발생  속도를 알아보기 한 실험을 재도 계속 진행하고 있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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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1.1. The assembly of the working electrode in the calculation of noise 
re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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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손상 열 의 구조  건 성  설 측모델 개발

 
1978년 고리 1호기가 최 로 상업가동 된 이래 2005년 2월 재 국내 상업가동 

인 원 이 19기이며, 재 건설 인 원 이 7기로서 원자력에 의한 발 량은 국

내 총 발 량 비 약 40%를 기록하고 있다. 가압경수로 원자력발 소는 크게 1차

계통과 2차계통으로 분류되며, 1차계통의 주요기기로는 원자로, 증기발생기, 가압기, 

원자로 냉각재 배   펌  등이 있고 2차계통은 터빈, 발 기, 복수기  각종 배

  펌 들로 구성된다. 이  증기발생기는 1차 냉각계통으로부터 2차 냉각계통

으로 열을 달하는 열교환기이며, 그 주요부품인 증기발생기 세 의 열 달면 은 

체 1차 압력경계의 50% 이상을 이루고 있다. 세 이 단될 경우 1차측으로부터 

2차측으로 방사성물질을 함유한 냉각재가 흘러나와 기 확산  주변 환경의 오염

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다.[1,2] 따라서 방사능 차단막으로서의 기능을 효과 으로 

수행하려면 세 은 그 구조  건 성을 유지해야 한다. 

증기발생기는 게는 약 3,300개에서 많게는 약 8,300개의 U자형 세 으로 이루

어져 있으며, 증기발생기 세 의 벽두께는 약 1～1.3mm이다. 이러한 증기발생기 세

은 1차측 응력부식균열(Primary Water Stress Corrosion Cracking: PWSCC), 2차측 

응력부식균열(Outside Diameter Stress Corrosion Cracking: ODSCC), 피 (pitting), 덴

(denting),  마모(fretting wear) 등과 같은 다양한 열화기구에 의해 결함이 발생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 괴검사(Non-Destructive Evaluation: NDE)를 수행하여 

결함이 발견된 경우, USNRC(U.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의 Regulatory Guide 

1.121(1976)과 ASME(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 Sec. XI, IWB 

3521.1(1998)에서는 세 의 요성을 감안하여 세  벽두께가 40% 이상 감육된 경

우에는 해당 세 을 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증기발생기 세  벽두께에 

근거하여 USNRC에서 사용하고 있는 재의 막음기 은 특정 열화기구  세  

손상 치에 해 지나치게 보수 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최근

에는 결함의 유형과 치에 따라 서로 다른 기 을 용하는 증기발생기 결함고유

리(Steam Generator Defect Specific Management: SGDSM) 개념이  확산되고 있

으며, 체보수기 (Alternative Repair Criteria: ARC)을 개발하기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추세이다.  

지 까지 체보수기  개발을 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된 바 있다. 유 [3] 

등은 소성붕괴이론(plastic collapse theory)과 단 설(leak before break) 개념에 기

한 체보수기 을 제시하 으며, Cochet[4], Gorman[5] 등은 증기발생기 세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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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방향 통균열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그 길이가 특정값 이하이면 건 성에는 문제

가 없음을 입증하 다.

국내의 경우 고리 1호기  울진 1, 2호기에서 세  문제로 인해 증기발생기를 

교체하거나 운   감시를 강화한 바 있다. 고리 1호기의 경우 1978년 이후 증기

발생기 세 에서 다양한 결함이 발생하여 일부는 보수기 에 따라 막음을 수행하

고 일부는 슬리빙(sleeving) 등의 기술을 이용하여 재생하 으나, 결국 막음 제한

치에 근하게 되어 1998년에는 증기발생기 2기를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한 바 있

다. 라마톰이 제작한 울진 1, 2호기의 경우에도 많은 결함이 보고되고 있으며 

재 그 교체여부를 검토할 단계까지 이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6] 그러나 아직까지 

원 가동 조건인 부식환경에서 결함이 존재하는 세 의 손거동을 정확하게 측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국내 증기발생기  상단의 확 부 에서 2차측 원주방향 응력부식균열

이 발견되어 안 문제로 두되고 있다. 2001년도에 수행된  4호기의 제 5차 

계획 방정비시에 35개의 ODSCC가 발견 되었고, 울진 3호기의 제 3차 계획 방정

비시에 6개의 ODSCC가 발견되었다. 이러한 2차측 응력부식균열에 의한 보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재 발견된 원주방향 균열에 해서 공

학  평가없이 보수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증기발생기 세 에서 발생하는 표 인 손상유형은 1차 냉각수 응력부식

균열과 2차측에서 발생하는 입계부식 등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원주방향 균열, 불연

속 인 축방향 균열 등도 발견되고 있다. 이로 인한 세 의 손상은 원자력발 소 

가동에 있어서 경제 , 안 성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따라서 원자

력 선진국을 비롯하여 국내에서도 세  건 성 확보를 하여 해석  평가기법 제

시  실증시험 등의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손상특성에 근거한 평가기 을 

정립하기 해서는 균열의 크기  형상에 따른 열압력과 설률(leak rate) 사이

의 계를 종합 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증기발생기 세 의 손모드는 소성붕괴이

며 한계하 법을 사용하면 소성붕괴되는 하 을 잘 측할 수 있는 것으로 리 알

려져 있다. 한 정상운   비상운  조건하에서의 증기발생기 세 의 재료거동

에 미치는 온도에 의한 향은 미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모든 

결함의 특성을 고려한 종합 인 건 성평가 방법은 확보되지 않은 실정이며, 실증

시험을 수행하기 해서는 상당한 시간 , 경제  비용이 소요되므로 균열거동 

측을 한 해석  방법의 개발은 필수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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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원자력발 소 증기발생기의 손상세 에 한 막음기 은 손상유형에 

계없이 일 으로 40% 두께 기 을 용하여 왔으나 매우 보수 인 측면이 있

기 때문에 많은 발 소에서는 이러한 과도한 보수성을 피하기 하여 손상유형별기

(degradation specific criteria)을 용하는 체보수기 을 용하고 있거나 개발 

에 있다. 

체보수기 을 용하려면 손상세 이 가동과 설계기  사고시에 구조 으로 

건 함을 입증할 수 있는 기  구조변수를 설정하여야 한다. Fig. 2.2.2.1은 건 성평

가 개념도를 나타낸 것이다. 구조변수와 열압력의 상 계를 나타내는 열압력 

측식에 작용압력과 세 의 강도  치수를 입하여 기 구조변수를 구한 후 안

계수와 보강효과, 비 괴 측정오차, 균열성장속도 등 제반 인자를 고려하여 

세  열이 일어나지 않는 최 허용 구조변수, 즉 체 보수기 을 설정하여야 

한다. 확 천이 역에 존재하는 축방향 균열에 한 길이기반 막음기  설정방법

은 벨기에, 랑스, EPRI에서 각각 개발[7]된바 있으며, 열압력 측식과 자료선정

기 , 용순서  방법이 서로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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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2.1. General concept of structural integrity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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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손상 열  보수기술 개발

가압형 원자로(PWR) 계통에서 증기발생기 열 은 가장 큰 1, 2차측 경계면의 

면 을 나타낸다. 따라서 발 소 정비를 하는 동안 열 에 해서 ECT 검사를 하

는 것이 매우 요한 업무 의 하나이다. 한 발 소 수명기간인 약 40년 동안 

증기발생기 열 을 교체하게 될 때, 교체비용 뿐만 아니라 교체기간(3~6개월) 

의 교체 력 비용까지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그 비용 한 매우 크다. 이 게 열

에 해서 ECT 검사를 행한 후, 부식이나 열화가 있는 경우에 러깅(plugging)이

나 기존의 용  혹은 기계 인 슬리빙(sleeving)을 한다. 

이 에서 슬리빙 방법으로써 결함이 존재하는 열  내벽에 슬리 를 넣어 양

끝을 기계 으로 확 을 하거나 용 하여, 열 의 결함부와 반응유체의 을 

방지하고, 기계  성질을 회복시켜 사용하는 방법들이 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존의 슬리빙 기술은 기계 인 변형응력이나, 고온의 열을 필요로 하기 때

문에, 높은 잔류응력, 열 향부(heat affected zone, HAZ)의 발생, 의 변형과 미세조

직의 변화를 래한다. 따라서 이를 제거하기 해 후열처리를 진행해야 한다. 한 

열  내벽과 슬리  외벽사이에 틈새가 존재하게 되면 틈새부식이 발생하여 열

 열화가 가속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단 을 보완할 수 있는 다른 슬리빙 기술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

에 한 안으로써 기도  기술을 이용한 electrosleeve 기술이 캐나다의 OHT와 

랑스의 라마톰(Framatome Technologies, Inc.)에 의해 개발되었다. Electrosleeve 기

술은 온에서 수행하며 열 에 열 는 응력의 인가가 없으므로 잔류응력, 열

향부, 모재 미세조직 변화 등의 문제가 없다. 한 모재에 고강도의 미소 니  합

이 모재의 변형을 래하지 않고, 연속 으로 결합되므로 별도의 응력 제거를 한 

처리가 필요하지 않다. 

1985년 이래로, 유럽에서는 이미 라마톰에 의해서 약 2000개 이상의 열 에 

해서 성공 으로 니  도 이 이루어졌다. 이때의 목 은 내부식성 피막의 형성

이 이었고, 1차측에서 2차측으로 냉각수가 새는 것을 방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니

 도 층이 강도가 크지 않기 때문에 구조재 역할을 하는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

었다. 그러나 최근 기술의 발 과 더불어, 고강도, 열  안정성이 확보된 니  합

도 이 가능해짐에 따라서 구조재 역할도 할 수 있는 보다 우수한 도 층의 확보가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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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electrosleeve 기술을 1994년 Ontario Hydro Pickering unit에 용하 으며, 

1995년에는 Duke Power Oconee unit에 용하 다. 1999년에는 미국 NRC가 2주기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제한 인 승인을 한 가운데 미국의 Callaway 발 소에 해서 

57개의 열 이 electrosleeve 기술을 통해서 성공 으로 보수되었다.[1-4] 

OHT와 라마톰은 electrosleeve 기술 용을 해 핵심 기술 의 하나인 양극을 

설계, 제작하여 착을 한 처리 공정으로써 세척, 탈지, 착층 형성을 거친 후, 

주로 Ni-P의 본 합  도 층을 형성하 다.[4-6]  

우선 양극의 제조에 해서, 열 내에 삽입되어 용액이 새지 않고, 고정 하기 

해서 공압을 이용하여 양극이 고정되도록 설계하 다. 한 양극의 역할을 하는 

재료는 백 이 코 된 타이타늄 재질로 사용하 다. 양극이 열 내 고정되면 외

부의 도  용액이 양극 내부로 들어오고, 나가는 순환을 거치는 동안 정류기를 통

해서 인가된 류에 의해 열  내면에 도 이 이루어진다. 

펄스를 인가하여 주로 0.1~2mm 두께의 도 층에 해서, 통상 으로 250 이상의 

비커스 경도, 100Ksi 이상의 항복강도, 150Ksi 이상의 인장강도, 괴시까지의 연신

률은 10% 이상의 특성을 확보하 다고 보고하 다. 이때의 결정립 크기는 

20~5000nm 범 이며, 최  결정립 크기는 100~200nm 범 다. 

열 내 성공 으로 도 층 형성을 해서는 다양한 변수들인 류의 형식과 

류 도, 도  용액의 종류, 온도, 첨가제 등에 해 많은 축 된 기술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OHT와 라마톰은 이에 해 폭넓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생

각된다. 이들은 특히 도 층의 응력부식균열에 한 항성에 해서 정(twin)과 

같은 특수 결정립 계면이 많아서 마치 단결정과 같은 성질이 나타나서 응력부식균

열 항성이 커진다고 설명하 다. Palumbo 등[7]은 결정립 크기가 작아질수록 균열

성장을 멈추게 하기 해 필요한, 응력부식균열에 민감하지 않는 입계의 비율이 

어지고, 따라서 균열성장이 멈추는 확률도 높다고 하 다.  

이러한 electrosleeving 기술이 미국 등에 주요한 보수기술로 채택이 될 경우 그 

효과는 매우 크며, 해외 기술 의존 인 그 보수비용은 매우 클 것으로 추정된

다. 이에 OHT나 라마톰이 보유한 기술에 한 응기술의 개발이 매우 실하다

고 할 수 있다. 이미 라마톰 등은 80년  반부터 열  내부 니  도 을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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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고, 발 시켜왔으므로, 그 기술 격차를 극복하기 해서는 보다 체계 이고, 집

인 연구가 한 매우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해서 본 연구에서는 열  내 도 을 한 양극을 개발하고, 동시에 도

 물성을 결정하는 다양한 변수, 류 도, 류 형, 합 원소, 첨가제, 온도, pH 

등에 한 도 층의 기계  특성  재료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 다. 한 착층 

형성 조건을 확보하 다. 이와 아울러, SCC 특성 분석을 통해서, 형성된 열 내 

도 층의 내부식성을 평가하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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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증기발생기 열  2차측 응력부식균열의 억제기술 개발

가압경수로형 원자력발 소의 증기발생기에서 1차측과 2차측의 경계가 되는 

열 은 양 쪽 수화학 환경에 동시에 노출되기 때문에 다른 구조물에 비해 환경으로 

인한 열화  손 가능성이 더 높다. 기에는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 스강이 

열  재료로 사용되었으나, 부식으로 인한 스테인 스강 열 의 손상이 확인되

어, 그 후 Alloy 600을 열  재료로 사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60년  후반부터 

Alloy 600 열 에서도 부식과 련된 열화가 발견되어 80년  이후에 건설되거나 

증기발생기를 교체하는 발 소에서는 새로 개발된 Alloy 690을 사용하고 있다. 미국

의 황을 살펴보면, 미국내 가압경수로형 원자력발 소 69개  53개가 Alloy 

600MA (mill annealed) 열 을  사용하여 건설되었으나 2003년 재 23개 발 소

가 원래의 600MA 열 을 그 로 사용하고 있고, 30개의 발 소는 600TT나 

690TT로 교체되었다.[1]  한국의 경우, 처음부터 690TT를 사용한 울진 5,6호기 이외

의 가압경수로형 발 소들은 600MA를 사용하 고 최근 고리 1호기가 690TT 증기

발생기로 교체되었다. 

증기발생기 열 이 열화에 의해 손되는 경우, 막음 (tube plugging)을 하여 

1차측 냉각수의 2차측으로의 유입을 막게 된다. 증기발생기 열  막음의 원인

들은 시간에 따라 변화해 왔는데, 최근에는 2차측 응력부식균열 (outer diameter 

stress corrosion cracking, ODSCC)이 막음의 가장 주된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다.[2] 

2차측 응력부식균열은 유체의 흐름이 제한되는 tube sheet나 tube support plate와 

열  사이의 틈새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3] 열  틈새는 “열 달틈새 (heat 

transfer crevice)"로 특징 지워지는 틈새로서, 열 달의 존재는 2차측 bulk와는 다른 

농축된 화학물질들을 만들어 낸다. Fig. 2.2.4.1에 열 달 틈새의 모식도를 나타내었

다. 그림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은 틈새에서 국부 인 비등이 일어나기 때문에 불순

물들이 농축된다. 농축된 화학 물질들은 틈새 내부의 수화학 환경을 바꾸게 되고 

이 게 바 어진 환경이 2차측 응력부식균열의 주된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4]  보

통 Sludge로 덮이는 틈새는 직  근하기 어렵기 때문에 내부의 수화학 환경을 직

 측정이나 찰로 알아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Hide-out Return 분석이

나 실험실에서 모사된 틈새를 이용하는 등의 간 인 방법을 통해서 틈새 수화학 

환경을 추정하고 있다.[5,6] 이 연구들은 열  2차측 열화의 가능한 요인들로서 

염기성환경, 납 (Pb), 황 (S)등을 제안하고 있다. 열화 요인이 되는 가능한 수화학 

환경에 근거하여 각 원자력 발 소들은 한 2차측 수화학 처리를 통하여 2차 측 

응력부식균열 억제를 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Fig. 2.2.4.2는 1995년부터 199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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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걸쳐 미국내 가압경수로형 발 소에서 수행된  수화학 처리를 분류하여 도표화

한 것이다.[7] 표에서 보여지는 몰비 조 이나 하이드 이진처리 붕산처리이외에도 

슬러지 랜싱 는 화학세정에 의한 슬러지 제거[8]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2차 측 

응력부식균열은 계속해서 증기발생기 열  열화의 주된 기구가 되고 있다. 

증기발생기 열 에서 부식에 의하여 일어나는 여러 가지 열화들을 감시킬 

수 있는 방법과 련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연구되고 있는 방법  실험

실규모에서 연구되어 상당한 가능성을 보여  근법은 부식억제제를 2차 수에 

공 하는 것이다.[9] 

부식억제제 개발과 련된 연구는 미국과 랑스에서 가장 활발히 진행되어 왔

다. 미국은 EPRI 주도로 연구 로그램들이 진행되었고 랑스는 CEA를 심으로 

련 기 들이 연구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외국에서의 련 연구는 먼  실험실 

규모에서 성능평가를 통하여 후보억제제를 선택한 후, 모델 보일러를 이용한 실증 

시험을 거쳐 실제 원자력 발 소에 시험 용하는 단계를 거친다. 

실험실에서의 후보억제제 성능 평가는 보통 실제 발 소 2차측 환경에 비하여 

훨씬 가혹한 환경에서 이루어진다. 표 인 기  환경의 로서 최  50%까지의 

고온 NaOH 용액에서 행해졌으며, 부분의 경우 기  용액에서 응력부식균열을 가

속시키기 하여 시험편에 를 가하고 연구를 수행하 다. 표 2.2.4.1은 실험실에

서 수행된 후보억제제의 성능 평가 결과를 한 로서 보여 다.[10] 50% NaOH + 

1% Na2CO3를 기 용액으로 사용하 고 C-ring 시험편을 제작 4개의 인가  조건

에서 첨가된 후보 억제제의 응력부식균열 억제 성능을 비교 평가하 다. 표에서 보

여지는 바와 같이 티타늄 산화물이나 티타늄 보라이드등 티타늄 화합물이 부식 

항성을 가장 크게 증가시키고 있다. Miglin등은 [11] 유사한 환경조건에서 SSRT 시

험을 통하여 첨가제의 억제성능을 비교하 고 붕산 (H3BO3)이 억제성능이 있다고 

보고하 다. 다른 연구기 에서도 유사한 환경에서 연구가 진행되어 수산화티타늄 

[(TiOH)2] 이나 세륨 아세테이트 [(CH3COO)3Ce]등도 제안되었으나, 연구기 에 따라 

결과가 달라져 그 억제성능평가 결과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실험실규모의 연구에서 제안된 후보 억제제  몇몇은 모델보일러를 이용하여 평

가되거나 실제 발 소에의 용되어 그의 응력부식균열 억제성과 장에의 용성

이 검토되었다. Prairie Island 1 [9] 와 Ringhals 3 [12]에 티타늄 산화물이 주입한 

에 속하며, Farley 2 등 [13] 여러 발 소에서는 2차측 시스템에 붕산을 주입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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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산은 염기성 분 기를 성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2차측 냉각수에 주입된 

첫 번째 부식억제제이다.[14] 실제 발 소 용 결과 분석에서는 정 인 가능성을 

보여주는 도 있으나, 용성을 확정 으로 보여주는 억제제는 아직 없는 실정이

다.  

증기발생기 열  열화의 주된 요인인 2차측 응력부식균열을 감하거나 억제

시킬 수 있는 처기술의 개발은 발 소의 경제성 향상  안 성 확보 측면에서 

요하고도 시 한 연구 주제가 되고 있다. 외국의 경우, 미국과 랑스를 심으로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어 왔고, 몇몇 제안된 후보억제제들이 실제 발 소에 용되

기도 했으나, 그 실효성에는 의문 이 남아 있다.  2차측 응력부식균열 억제제 개발

은 원자력발 소 장에 직  용되는 기술개발에 속하기 때문에 억제성능과 장 

용성을 갖춘 억제제가 개발될 경우, 그에 따른 경제 이득이 막 할 것이다. 따라

서, 체계 인 계획하에 그에 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하고 그에 상응하는 국가 인 

지원도 필요하다고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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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2.4.1. Effect of inhibitors on the SCC of Alloy 600 MA in alkaline solutions 

[J.B. Lumsden et al., in: Proceedings of the Seven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Environmental Degradation of Materials in Nuclear Power Systems-Water Reactors, 

7-10 August 1995, Breckenridge, Colorado,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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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4.1. A schematic of a heat transfer crevice between the tube and tube sh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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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4.2. Percent of US PWRs using different strategies for water treatment from 
1985 through 1998 [P.J. Millett and C.J. Wood, 1998 JAIF International 
Conference on Water Chemistry in Nuclear Power Plants: Water Chemistry 
98' (199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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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부식손상에 한 장수명화/미래형 재료기술 개발

    1. 합 원소 첨가에 의한 니 기 합 의 개량기술개발 

가압경수로형 증기발생기의 열 는 운  각종 열화가 발생함에 따라, 그 

처 방안으로서 열화기구의 해명과 그 원인 분석등의 연구를 통하여 재료의 개량이 

이루어져 왔다. 표 2.3.1.1은 증기발생기 열  재료의 변천과정을 보여 다.[1] 

기에는 열  재료로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 스강이 사용되었으나, 염기성용액에

서의 응력부식균열 는 염소 유기 응력부식균열이 (Caustic SCC or Chloride-induced 

SCC) 발생하여 니 기 합 인 Alloy 600로 바 었다. 그러나 60년  후반부터 70  

반에 걸쳐 Mill annealed 된 Alloy 600 (MA)에서 1차측과 2차측 응력부식균열의 

발생이 보고되기 시작하 다. 1973년 Coriou는 Alloy 600을 민화 처리할 경우, 

Alloy 600의 응력부식균열 항성이 증가하는 것을 발견하 고, 그 결과에 근거하여 

새로운 열처리 (TT: Thermally treated) 방법이 도입되었다. 1980년 에 들어와서는 

TT처리된 Alloy 600 TT가 사용되기 시작하 다. TT 처리에 의해 Alloy 600 합 의 

응력부식균열 항성이 증가하 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발 소에서 1차측 응력부식

균열이 보고되었다. 그에 따라 근본 으로 응력부식균열에 한 항성을 갖는 새

로운 합 개발에 한 연구가 시작되었고, 그 연구에서 같은 니 기 합 이면서 크

롬함량을 2배정도 (30%) 높인 Alloy 690이  개발되어 1985년부터 체 증기발생기 

열  재료로 사용되기 시작하 다. Alloy 690 열 에서는 재까지 응력부식균

열이 보고되지 않고 있다.[2] 이상의 변천은 Westinghouse, Combustion Engineering, 

그리고 Bobcock & Wilcox 설계 증기발생기에서의 재료의 변천이며, Siemens 사의 

증기발생기의 경우는 기 Alloy 600 MA를 사용하다가 70년  들어 Alloy 800, 최

근 교체증기발생기에서는 Alloy 800NG (Nuclear Grade) 나 Alloy 690 TT가 사용되고 

있다.

재료의 개량은 주로 합 제조 산업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로 상용화되기 

 개발 인 재료에 한 정보는 거의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실제로 기존 재료에 

비해 향상된 응력부식균열 항성을 갖는 재료에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을 것으

로 단된다. 국내의 경우, 1993년부터 한국원자력연구소와 창원특수강(주)이 공동

으로 열  제조용 Alloy 600  Alloy 690 개발을 한  공동연구를 수행하 고, 

Alloy 600과 Alloy 690의 국산화에 성공하 다. 국내 제조 Alloy 600과 Alloy 690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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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특성을 포함한 기본 품질에서 외국제품과 등한 것으로 명되었다. 그러

나, 원자력발 소에 사용하기 한 추가 인 요구조건에 한 평가는 완료되지 않

은 상태이고, 제조 설비등의 문제로 국산화 합 들은 아직 사용되지는 않고 있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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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be Material*Tube
Orientation

Recirculating or 
Once Through

Typical Design 
T H (°C)

Model/Lead Plant (First Commercial 
Operation)

Government Laboratory Designs

Westinghouse and Licensee Designs

SS then 600 MAHorizontalRecirculating279N Reactor (1965)

SS then 600 MAHorizontalRecirculating283Shippingport (1957)

Combustion Engineering and Licensee Designs

600 TTVerticalRecirculatingSee note 2Latest Replacement Designs (1988)

600 TTVerticalRecirculating326Preheater 600 TT Designs (1986)

600 TTVerticalRecirculating326Model F Type (1983)

600 MAVerticalRecirculating326-330Preheater 600 MA Designs (1983)

600 MAVerticalRecirculating323-324Later 600 MA Designs (1981)

600 MAVerticalRecirculating317-322Intermediate 600 MA Designs (1977)

600 MAVerticalRecirculating310-318Early 600 MA Designs (1968)

304 SSVerticalRecirculating288 - 302Early SS Designs (1961)

Babcock & Wilcox Designs

Siemens

600 TTVerticalRecirculating322Latest Korean Model

600 MAVerticalRecirculating327Economizer Model (1986)

600 MAVerticalRecirculating321Later Designs (1983)

600 MAVerticalRecirculating313Intermediate Designs (1973)

600 MAVerticalRecirculating315First Design (1971)

600 TTVerticalRecirculatingSee note 2Replacement RSGs (1992 and later)

600 MA + 
sensitized

VerticalOnce-Through317-320Once-Through Design (1973 and 
later)

304 SSHorizontalRecirculating271Prototype Plant Design (1963)

800 NG or 690 TTVerticalRecirculatingSee note 2Replacement Design 1989)

800 NGVerticalRecirculating329Preheater Design (~1983)

800 NGVerticalRecirculating314-319Second-Generation Design (1972)

600 MAVerticalRecirculating312Lead Plant Design (1969)

Notes:

1 Variety of full depth tube sheet expansion designs used in Japan.

2 T H of replacement SGs is usually lower than that of original SGs.

* MA = Mill annealed, TT = Thermally treaded, NG = Nuclear grade

** PDR = Part depth roll, FDR = Full depth roll, KR = Kiss roll, FDE = Full depth explosive, FDH = Full depth hydrau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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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irculating or 
Once Through

Typical Design 
T H (°C)

Model/Lead Plant (First Commercial 
Operation)

Government Laboratory Desig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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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 then 600 MAHorizontalRecirculating283Shippingport (1957)

Combustion Engineering and Licensee Desig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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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s:

1 Variety of full depth tube sheet expansion designs used in Japan.

2 T H of replacement SGs is usually lower than that of original SGs.

* MA = Mill annealed, TT = Thermally treaded, NG = Nuclear grade

** PDR = Part depth roll, FDR = Full depth roll, KR = Kiss roll, FDE = Full depth explosive, FDH = Full depth hydraulic

Table 2.3.1.1. PWR steam generator tubing material evolution [St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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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errated 열처리에 의한 니 기 합 의 개량기술개발

원  증기발생기 열  재료는 제조변수, 가동환경, 응력조건 등의 복합 인 요

인에 의해 가동  각종 형태의 부식손상을 나타낸다. 이러한 부식손상은 발 소의 

가동 효율을 하시킴은 물론 안 성에 직 인 향을 미치게 된다. 국내에서도 

가동 원 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그리고 가동년수가 증가함에 따라 여러 형태의 

손상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의 보수, 유지를 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증기발생기 열  재료로서는 고온 기계  성질과 내식성이 우수한 Alloy 600이 

리 사용되어 왔다. 이 합 은 Ni-15Cr-9Fe를 주성분으로 하는 오스테나이트계 고

용체 합 으로서 우수한 고온 특성과 내식성을 갖기 때문에 증기발생기 열  재

료뿐만 아니라 기타 구조재료로서 범 하게 사용된다. 그러나 원  가동  재질, 

환경, 응력의 복합  작용으로 입계응력부식균열  각종 부식 손상이 발생되는 문

제 을 갖고 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Cr의 함량을 약 2배 증가시킨 Ni-30Cr-9Fe 조성

의 Alloy 690 재료의 사용이 일반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Cr함량의 증가는 탄화물 

석출시 문제되는 결정입계의 Cr 고갈 상을 하게 억제시키게 되므로, Alloy 600

에 비하여 부식손상 항성이 훨씬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합 성분의 변화로부터 부식 항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외에 결정입계

의 거동을 조 하여 재료의 물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다각 으로 진행되어 

왔다. 특히 결정입계를 serrated (톱니모양 는 형입계) 형태로 조 함으로써 고온 

내열합 의 creep-fatigue 특성을 향상시키려는 연구 개념이 표 인 경우이다.[1,2] 

결정립계를 형으로 하 을 경우, 고온 creep-fatigue 특성이 향상되는 것으로 알려

져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형입계 처리를 통해 Alloy 600이나 690의 응력부식균열 

항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Serrated 결정입계의 형성은 기본 으

로 열처리 과정  발생하는 I) 결정립 성장 시 결정입계의 이동 상과 ii) 결정입계 

는 결정입내에 석출하는 석출물의 생성  성장의 상호작용으로 일어나는 상이

다. Serrated 결정입계 형성의 구동력과 기구에 한 이론으로써, 체 입계에 지 

감소에 의한 형성[3], 석출물 사이의 결정입계 이동에 의한 형성[4], 석출물 이동에 

의한 형성[5], 석출물의 비 칭  성장에 의한 형성[6] 등이 제안되었으나 이러한 이

론들은 재까지 명확하게 검증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제

조된 Alloy 690 재료의 각종 열처리를 통해 serrated 결정입계형성 과정과 형성 

mechanism을 악하고자 기 인 연구를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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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표면개질에 의한 부식손상 방지기술 개발

1. Ni-도 에 의한 Alloy 600 재료 응력부식균열 방지기술 개발

니  도 은 철강  구리합  등에 직  도 을 하여 방식과 장식의 목 으로 

사용하는 외에 각종 소지 속 상에 최종 크롬도 을 행하는 하지도 으로서 리 

사용되고 있다. 

니 도 은 색이 좋고, 비교  변색도 으며, 경도가 당하여 기계  성질도 

좋아서, 재의 도  품종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1] 

원자력발 소 장에서도 니  도 을 이용하고자 시도가 이루어져, 1985년 부터 

Belgatom(laborelec)과 Framatome에서 열 에 해서 니  도 을 진행하고자 하는 

연구를 진행해 왔다. 열  내부에 약 100μm 정도 두께의 니  도 을 진행하 으

며, 다음과 같이 크게 4단계에 걸친 공정이 이루어진다.  

- Brushing under water(표면 산화물과 표면 생성물 제거)

- Electrochemical cleaning(깨끗한 표면 비)

- Bonding layer deposit(우수한 착성 확보)

- Nickel layer deposit(특정 두께의 니  도 층 형성)

이와 같은 열 내 니  도 은 3가지 용도로 활용된다.

첫째, 1차측에서 2차측으로의 냉각수 유출을 막기 해 니  도 을 한다. 1985와 

1986년에 벨기에의 Doel 2호기에 해서 100개의 열 을 성공 으로 니  도 을 

실시하 다. 

둘째, 1990년 Doel 2호기의 345개의 열 에 해서 균열 형성을 방지하기 해

서 니  도 이 이루어졌다.

셋째, Doel 3호기, Ringhals 3호기, Tihange 2호기에 해서 존재하는 균열의 성장 

억제를 해서 니  도 이 시행되었다.[2,3] 

이 게 실시된 니  도 층은 alloy 600 PWSCC 문제를 억제하는 유용한 방법으

로써 사용가능하다. 그러나 비교  큰 통균열로 성장된 균열에 해서는 얇은 니

 도 층이 구조재 역할을 할 수 없고, 한 강도  경도가 작아서 용에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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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이 있다. 

니  도  용액으로는 염화니 욕과 황산니 욕, 설 민산니 욕 등이 잘 알려져 

있다. 염화니 욕의 특성은 경도와 인장강도가 가장 높고, 수지상 결정과 피트 발생

이 으며, 욕의 도도가 우수하기 때문에 낮은 욕 압에서 사용 가능한 장 이 

있다. 그러나 pH 변동이 크고, 착응력이 매우 높다는 단 이 있다. 한 염화 니

욕은 부식성이 강한 염소이온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열  보수후 잔류 염소이

온에 의한 부식증 의 문제 을 안고 있다. 

황산니 욕은 착응력이 비교  크며, 두꺼운 주도 에서는 박리와 균열 등의 

문제 을 가지고 있다. 반면 설 민산니 욕은 착응력이 낮고, 온에서 고 류

도 사용이 가능하며, 인장강도는 류 도 증가에 따라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잔류응력이 낮고, 고속 도 이 비교  용이한 설 민산니 욕을 

이용하여 니  도 을 실시하고, 이에 한 특성을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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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결과

제 1   부식손상 특성평가기술 개발/특성평가 자료생산/손상기구

규명  DB 구축

1. 국내가동 원  증기발생기 열  신 부식손상 특성평가기술 개발  발

생요인  분석

가. 원주균열 

원주결함 발생양상을 살펴보면, (1) 결함 검출된 부 는 고온  tubesheet 상단 확

 천이 지역이고, (2) 결함 열 은 모두 dent가 발생하고 있으며, (3) 가동 년수에 

따라 dent 신호가 커지는 경향을 확인하 고, (4) SCC의 생성은 sludge가 고착화된 

앙지역에 집 되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원주균열의 발생 양상은 확 과정과 무 하지 않은 것으로 단되는데 

Fig. 3.1.1.1은 여러 가지 확 법의 차이에 따른  외면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폭

발확 의 경우,  외면의 확  흔 이 수평을 이루지 않고 경사진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는 에 가해진 응력의 상태가 부 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며, 이러한 응력상태의 차이로 인해 원주균열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나. 부식마모

(1) 마모손상에 한 구조건 성 평가

마모손상에 하여 미국 NRC는 1997년 8월 “Draft Generic Letter(steam generator 

tube integrity)와 1997년 9월 “Draft Reg Guide DG-1074(steam generator tube intergrity)

를 통하여 정비기 을 설정하 다.  미국 EPRI도 역시 1997년 12월 NEI 97-06(steam 

generator program guideline)을 지침으로 하여 1999년부터 용하고 있으며, 2000년 3

월에는 새로운 건 성 평가에 한 지침을 제시한 바 있다.[1] 이러한 모든 지침서

들은 마모결함에 한 정량 인 건 성 평가를 요구하고 있으며, 한 체 정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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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지침을 요구한다.

마모결함에 의해 정상가동  혹은 설계기 사고가 발생하 을 때, 열 의 

단사고나 냉각수의 과도한 설을 방지하기 해서는 타당한 정비기 을 설정하여

야 한다.  한 마모 열 에 한 정비기 을 설정하기 해서는 장의 검사자

료 분석  구조 건 성 평가가 필수 이다.  발 소 장에서 마모손상이 검출된 

열 의 경우 Bobbin 검사를 통하여 결함의 깊이를 평가하고 있다.  재 국내의 

열  정비기 은 40 % 두께 기 이다.  Bobbin 검사는 voltage를 측정하여 결함 

깊이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결함 길이가 0.5 inch인 표 시험편을 기 으로 하여 결

함 깊이가 40 % 이상이면 막음 상이 된다.  하지만 동일한 깊이라도 길이가 길

어지면 voltage가 증가하여 깊이가 과 평가될 수 있다.  따라서 Bobbin 신호로 40 

% 이상인 열 에 해서는 MRPC(motorized rotating pancake coil) 검사를 추가

으로 실시하여 정확한 길이를 평가한 후, 평가된 길이를 기 으로 Bobbin 신호를 

재평가하게 된다.  이러한 차를 거쳐 결함 깊이가 두께의 40 % 이상이라고 

단되면 막음하게 된다.  즉, 결함깊이가 두께의 40 % 이상이면 결함의 유형이

나 발생 치에 계없이 정비하도록 되어 있다.

지 까지의 마모에 한 각종 실험결과에 의하면, 결함의 깊이 뿐만 아니라 결함

의 길이, 기울기 등 모든 결함 형상 요인들이 열 의 열압력(burst pressure)에 

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즉, 재 용하고 있는 일률 인 막음 기  

(즉 40 %)이 구조 건 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최  조건이 아님을 의미한다.  최

근 미국에서는 NEI 97-06 "Steam Generator Program Guidelines (1997. 8)"을 바탕으로 

한 성능기 을 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NDE 검사결과와 각 발 소 고유의 데

이터를 반 하여 결함 유형별로 정량 인 건 성을 평가하고, 건 성 평가결과에 

근거한 정비기 을 수립하고 있다.  한 EPRI에서는 "EPRI Steam Generator 

Integrity Assessment G/L, Revision 1 (2000. 3)"에 근거한 건 성 평가지침을 제시한 

바가 있다.[1]  Fig. 2.2.2.1는 EPRI의 가동  구조건 성 평가 차를 도식 으로 나

타낸 것이다.

EPRI 지침에 따르면 건 성 평가의 기 이 되는 열압력은 정상가동압력과 설

계기 사고압력에 안 계수 3과 1.4를 각각 곱한 3ΔPNO와 1.4ΔPACC  큰 값을 

선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Fig. 2.2.2.1에서 열 조건(burst requirement) 선

은 3ΔPNO와 1.4ΔPACC 에서 큰 값이 작용하는 경우를 고려한 성능기

(performance criteria)을 나타낸다. 이 열조건선과 열압력 상 계(burst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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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onship) 선이 교차하는 치로부터 열이 발생하는 임계조건 즉, 기  결함크

기(reference defect size)가 결정된다. 이러한 열압력 상 계식은 ASME 코드식을 

이용하거나 혹은 직  실험을 통해 얻은 데이터로부터 실험 으로 결정할 수 있다.

기  결함크기를 구한 후에는 Fig. 2.2.2.1에 나타낸 각각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정비기 (repair limit)를 설정하게 되는 데, 불확실성은 산술 인 방법, 단순통계 인 

방법, 그리고 Monte Carlo 방법 등을 용한다.  산술 인 방법에서는 불확실성 인

자들을 기  결함크기에서 직  빼 다.  단순 통계방법에서는 각 불확실성 인자들

의 기하평균(제곱의 합의 제곱근)을 계산하여 반 한다.  그리고 Monte Carlo 방법

에서 불확실성은 표본에 의한 불확실성과 Monte Carlo 분석으로 구한 불확실성의 

분포를 조합하여 결정한다. 세 방법 에서 산술 인 방법이 가장 간단하면서도 보

수 인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Fig. 2.2.2.1에서 표시된 계 불확실성

(relational uncertainty)은 실험을 통해 얻은 데이터 사이의 편차로 인한 불확실성이며 

재질특성 불확실성(material properties uncertainty)는 열 의 재료 강도를 통계처리

하 을 때 편차를 반 한 값이고, 측정 불확실성(measurement uncertainty)는 NDE를 

통해 열 의 결함 형상이나 깊이를 평가할 때 NDE 자체의 검사기술에 한 불확

실성과 평가자에 한 불확실성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함성장량(growth)은 검

사자료로부터 결함성장속도(growth rate)를 구한 후 이로부터 다음 주기까지의 가동

시간을 고려하여 상되는 결함성장량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기 결함길이에서 

각종의 불확실성 요인과 다음 가동주기까지의 상 결함성장량을 뺀 값이 정비기

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모든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설정된 정비기 보다 실제 결함

크기가 작으면 다음 주기 말까지 열  열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구조 인 건

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상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EPRI 정비기 의 타당성에 하여 다양한 확증실험이 수행되었다.  

그 에서, 실제로 마모결함 시편을 제작/가공하여 열실험을 수행한 결과에 의하면

[2], ECT로 측정한 결함의 깊이가 체 두께의 55% 미만이면 정상가동압력의 3배 

혹은 설계기 사고압력의 1.4배의 압력이 작용하여도 다음 주기말까지 열  열

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구조  건 성이 확보될 수 있음을 보 다.  이러한 결과는 

증기발생기 내의 상부지지 구조물에 발생하는 마모손상에 하여 재 용되고 있

는 EPRI의 40% 정비기 은 열  단사고를 방지하기 한 구조 건 성을 충분

히 확보하는 매우 보수 인 정비기 이며 정비기 을 약 55%까지 완화하여도 구조 

건 성이 유지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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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모 발생기구

- 유체유발진동(flow induced vibration)

Fig. 3.1.1.2는 재순환형 U-tube 증기발생기에서 냉각수의 흐름을 도식 으로 나타

내고 있는데, 열 의 진동을 일으키는 유체 흐름은 fluidelastic exitation, turbulence 

그리고 vortex shedding 등 3가지 종류로 구분된다.[3] 이  vortex shedding은 2상 

유체(two-phase flow)에서는 잘 일어나지 않으며, 한 Reynolds 수가 높은 유체에서

는 그 강도가 크게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요인에 의해서 증기발생기 

가동조건에서 그 요성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정하게 배열된 

열  집합체 내에서 유체가 흐를 때, 유체의 속도에 따라 열  주 에서 유체

의 흐름이 fluidelastic excitation이나 turbulence 거동을 보인다. 다음 Fig. 3.1.1.3은 유

체의 속도에 따른 열 의 진동 거동을 보이고 있는 데,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유체의 속도가 어느 일정한 크기의 임계속도(threshold flow velocity)를 넘게 되면, 

열 의 진동폭(vibration amplitude)이 격히 증가하게 된다. 이때 유체의 흐름은 

fluidelastic excitation 거동을 보이게 되는 데, 열  집합체에서 fluidelastic vibration

이 일어나게 되면 열 의 간부 에서의 진동폭이 열 과 지지구조물 사이의 

틈새 공차보다 10 배 이상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열 은 강한 충격을 받거나 

회 운동을 하게 되고, 이에 따라 지지구조물 부 에서 열 의 마모가 속히 일

어나게 되어 단시일 내에 열 의 마모손상을 가져온다. 이러한 fluidelastic 

vibration에 의한 마모손상은 설계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증기발생

기의 정상 운 조건에서는 잘 일어나지 않는다.

최근에는 열 이 장기간에 걸쳐 상 으로 작은 진동 상태를 유지할 때, 즉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진행하는 마모손상이 주요한 심사항이다.  열 이 

fluidelastic vibration에 의한 속한 손이 방지된 상태에서 일어나는 마모손상은 주

로 turbulence excitation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진동 운동은 주로 유체

의 흐름이 turbulence 상태일 때 발생하게 된다. 만일 유체의 속도가 임계속도 이하

이면, 유체의 흐름은 주로 turbulence 거동을 보이게 되고, 열 의 진동폭도 매우 

작아진다.  유체의 흐름에 의해 열  주 에 turbulence가 생기면 열 은 natural 

frequency에서 random vibration을 일으키게 된다.  

- 충격 렛  마모

열 에서의  마모는 주로 central cavity 상단에서 집 으로 발견되는 

데, 2차측 열수력 해석 결과에 의하면 hotleg의 유속이 coldleg보다 높고, 이러한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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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유속은 유체유발진동(flow induced vibration)을 일으킨다.  그리고 유체유발진동은 

열 과 인 하는 지지구조물 사이에 충격이나 마찰을 가져와 결과 으로 열

의  마모가 발생한다.   마모는 두 하는 물체 사이에서 작은 진폭

의 진동운동의 결과로써 일어나는 데, 이러한 작은 진폭의 상 운동은 Fig. 3.1.1.4에

서와 같이, 좀 더 일반 인 미끄럼 마모(sliding wear)와는 구분된다. 미끄럼 마모에 

있어서 운동 폭 혹은 진동 폭은 면 에 비해 상당히 커서 마모 입자(wear 

particles)들이 쉽게 물체로부터 떨어져 나간다. 반면, “고 인 의미”에서의  

마모(classical fretting wear)는 작은 진동폭에 의해 마모입자들이 두 물체의 표면

에서 빠져 나가지 못하고 포획됨으로써 마모 진행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증기발생기 열 에서와 같이 유체유발진동에 의해 발생하는 마모 상은 에 

언 한 고 인 형태의  마모와 충격-미끄럼(impact-sliding) 마모가 결합된 

형태이다.  이러한 형태의 마모를 고 인 마모와 구분하기 해 충격  마

모(impact fretting wear)라 하기도 한다.[4]  두 마모에 있어서 가장 요한 차이 은, 

충격  마모에서는 두 물체 사이에 가해지는 수직하 (normal load, preload)이 

상 으로 작아서 두 물체의 면이 쉽게 분리될 수 있다는 이다.  이러한 

면 의 주기 인 분리는 마모입자들이 마모계면(wear interface)으로부터 쉽게 떨어

져 나가게 하기도 하며, 한 두 면 사이에 주기 인 /분리에 의해 충격력

(impact force)을 가하기도 한다.

- Vingsbo & Soderberg (VS) 렛  맵

VS  맵은 두 물체 사이의 상  운동폭으로 정의되는 4가지 종류의 마

모 역을 나타내 다.[5]  Fig. 3.1.1.5에서 상 운동 폭이 수 ㎛ 정도인 역은 stick 

역으로 분류되는 데, 이 역에서는 상  운동폭이 매우 작아 하 에 의한 변형

은 물체의 탄성변형(elastic deflection)에 의해 쉽게 수용될 수 있기 때문에  

마모손상은 무시될 수 있을 정도로 작으며 피로균열 성장은 일어나지 않는다. 다음

으로 상  운동폭이 약 5 - 10 ㎛인 역을  mixed stick and slip 역이라 하는 데, 

이 역에서부터  피로 형상이 일어난다.  이 역에서는 마모와 부식효과가 

작긴 하지만, 가속된 균열속도가 부품의 피로수명(fatigue life)를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  실제 인  마모는 상  운동폭이 약 20 - 300 ㎛인  gross slip 역에

서 일어나는 데, 이 역에서는 부식과 결합된 마모에 의하여 심각한  마모

손상이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마모는 차 빠른 속도로 증가되기 때문에 피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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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자체는 억제된다.  이보다 상  운동폭이 더욱 증가되면 마모 손상은 일방향 미

끄럼마모의 특성을 갖게 된다.  증기발생기 열 에서의 마모손상은 상  운동폭

이 10 - 100 ㎛ 정도인 충격  마모이며, 따라서 이는  마모 (즉,  gross 

slip) 역에 해당한다.

- Work rate 모델

미끄럼 마모나  마모 등 마모 상을 측하는 데 있어서 기본 으로는 

Archard 마모방정식으로부터 출발한다. Archard 식 (1)에서 마모량(wear volume)은 다

음과 같이 정의된다.[6]

V = k F S / 3 H       -----------------     (1)

의 식에서 F는 가해  수직하 , S는 미끄럼 거리, H는 재료경도이다. 그리고 

비례상수인 k는 무차원의 마모계수(dimensionless wear coefficient)로 정의되는 데, 이

는 주어진 재료의 물질특성과 주 환경에 의해 결정되는 재료상수이다.  이 Archard 

방정식의 이론  배경은 응착(adhesion)에 있는 데, 마모는 미끄럼 과정  거친 표

면에 기인하는 응착의 결과라고 가정한다.  마모는 주어진 두 거친 물체표면이 서

로 착된 채로 있고, 두 물체 의 하나에서 떨어져 나온 물체의 편이 다른 표

면으로 이동한다는 시나리오에 의한다. Archard 식에 나오는 3의 인자는 두 거친 물

체표면 사이의 착부 가 원형이고 마모 편이 반구형이라는 가정으로부터 유래

한다.  Archard 식 이외에도 마모에 한 많은 형태의 방정식이 유도되었는데, 그 

부분이 Archard 식과 동일하게, 마모는 수직항력과 미끄럼 거리의 곱을 재료경도

로 나  선형방정식의 형태를 하고 있음을 나타냈다.[7]

Archard 식은 근사 으로 보았을 때 마모량이 미끄럼 거리와 수직하 에 선형

으로 비례하는 미끄럼 마모 형상을 기술하는 데 하다.  한 재료경도가 큰 물

질은 마모가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재료경도에 반비례하는 계로 표 되는 

Archard 식은 부분의 경우에 잘 용된다.  이와는 달리, 재료경도가 작더라도 내

마모성이 큰 경우도 존재한다.  를 들어, 재료경도가 작은 상용 순동의 경우, 

AISI 1045 강에 비해 마모 항성이 매우 크다.[6] 따라서 이러한 재료경도 값을 형

태인자(shape factor)와 더불어 무차원 마모계수 k에 포함시켜 새로운 마모계수 K의 

개념을 갖는 마모 방정식이 제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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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 K F S    ---------------------    (2)

윗 식에서 마모계수 K의 단 는 ㎡/N 혹은 Pa이고, F는 수직항력, 그리고 S는 

미끄럼 거리이다.

Ko는 물체 사이의 충격 운동(impacting motion) 보다는 마찰운동(rubbing motion)

에 의해 마모가 더욱 잘 일어남을 보 는데, 이로부터 그는 마찰이나 경사충격력

(oblique impact)에 의한 단응력(shear force)의 요성에 주목하 으며, 이러한 힘과 

운동을 결합하여 force function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 다.[8]

Ko의 force function 개념과 비슷하게, Frick 등은 work rate라 불리는 새로운 매개

변수를 고안하 다.[9]  Work rate는 력의 수직 성분 F를 미끄럼 거리 S 동안 

분한 값으로 정의된다.

W' = 1
t

⌠
⌡Fds    -------------------       (3)

Work rate는 력과 상 운동을 서로 곱하고, 힘의 단성분이나 수직성분을 

미분함으로써 얻어진다.  충격운동의 경우에는 력이 크긴 하지만 미끄럼 거리

가 작기 때문에 work rate는 작은 값을 갖는다.  

(1)의 Archard 마모식을 시간으로 미분하여 힘과 미끄럼 거리의 곱으로 치하면 

다음과 같은 work rate 식을 얻게 된다.

V' = K W'     ------------------------    (4)

(4)와 같은 형태로 표 되는 Archard 식으로부터, 마모율(wear rate)은 work rate에 

선형 으로 비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마모율의 work rate에 한 

선형 의존성은 모든 형태의 마모에 있어서 항상 타당한 것은 아니다.  어떤 경우에 

있어서, 특히 여러 가지 마모 역을 포함하는 넓은 범 의  조건 (즉, 마모 조

건) 에 있어서는, 마모계수 K가 고정된 값이 아니고 work rate에 의존하여 변할 수 

있다.  따라서 실제 으로는 마모율과 work rate 사이에는 비선형 계가 존재한다.  

(3)의 마모식에서 work rate는 력의 수직성분으로 표 되었지만, work rate는 

력의 단성분(shear component)의 항으로도 쉽게 유도될 수 있다.



- 64 -

(3) 마모에 미치는 주요 변수들의 향

마모는 어떠한 환경에 놓인 두 하고 있는 물체 사이에 하 이 가해진 상태

에서 주기 이고 반복 인 상 운동 (혹은 진동)이 일어남으로써, 결과 으로 재료

의 표면이 열화/손상되는 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마모 상은 하고 

있는 두 재료의 강도/경도  표면 거칠기와 같은 재료자체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한 마모가 진행되는 동안 재료 표면에는 마모에 의해 새로운 표면층이 형

성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마모 특성이나 마모 항성이 계속 변하게 된다.  

마모에 향을 주는 하 은 주로 충격하 (impact force)과 미끄러짐 하 (sliding 

force)으로 구성되며, 이 두 하 의 상 인 크기에 따라 마모 거동이 달라진다.  

여기에 진동의 크기 (혹은 진폭)나 주기 (혹은 주 수)와 더불어 두 물체의 정

도 (혹은 두 물체 사이의 틈 간격) 등이 주요 마모변수가 된다.  환경 인 측면에서 

가장 요한 요인은 온도가 있으며, 만일 마모가 부식 환경에서 진행될 경우, 마모

상은 부식에 의해 가속될 수 있으며, 이러한 형태의 마모를 부식마모(corrosive 

wear)라 불린다.  결과 으로, 마모 거동을 이해하는 데는 의 여러 가지 요인을 

모두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에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된다.

- 재질의 특성  조합

원자력발 소에서는 매우 많은 구성요소  얇고 긴 형태의 구조물이 유체유발

진동(FIV)에 노출되어 있다.  더구나 설계  가동조건에 따라 얇고 긴 열 과 지

지  혹은 AVB 사이의 틈이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FIV에 의해 열 과 지지  

사이에는 마모가 쉽게 발생할 요인이 존재하며, 이 부분에서의 마모 정도는 열

과 지지  재질의 선택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Fig. 3.1.1.6은 NRC(National Research Council of Canada)에서 발표한 실험결과로, 

250 ℃의 수용액에서 135분간 수행하 다.  실험에 사용된 열 의 재질은 Alloy 

600과 Alloy 690이고, AVB의 재질로는 403 스테인리스강과 Alloy 600cr을 사용하

다.  그리고 충격하 과 미끄러짐 하 을 주 수 5 - 20 Hz로 인가하 다. Alloy 

690 열 과 403 스테인리스강 AVB에 한 실험결과를 보면, 주 수 20 Hz의 순

수한 미끄러짐 하 만이 작용할 때 열 에서 보다 AVB에서 더 많은 질량감소가 

발생하 다.  그러나 동일한 미끄러짐 하 조건에 충격하 이 같이 작용할 경우, 

체 으로 보아 열   AVB에서 질량감소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그러나 

미끄러짐 하 의 주 수를 감소시킬 경우, 두 재질 모두에서 질량감소가 매우 낮은 

결과를 나타냈다. 따라서 이러한 실험결과로부터, 열 에 있어서 질량감소는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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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과 미끄러짐 하 의 조합이 이루어질 경우 매우 크게 나타나며 미끄러짐 하

의 주 수가 작을수록 질량감소가 크게 작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lloy 690의 

열 에 AVB의 재질을 Alloy 600cr로 교체할 경우, 두 재질에서의 질량감소가 

히 증가하 다.  따라서 마모의 에서 보았을 때, Alloy 690으로 제작된 열

에 한 AVB로는, 동일한 니 기 합 인 Alloy 600보다는 403 스테인리스강으로 

제작된 AVB가 더욱 마모 항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번에는 403 스

테인리스강 AVB에 열  재질이 Alloy 600인 경우, 순수한 미끄러짐 하 만 작용

할 때 질량감소는 Alloy 690인 경우에 비해 상당히 낮은 값을 보인 반면, 충격하

이 같이 작용하면 오히려 질량감소는 더욱 증가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이 경우에 

있어서도, 순수한 미끄러짐 하 만 있을 경우보다, 미끄러짐 하 과 충격하 이 동

시에 작용할 때 질량감소가 더욱 커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Ko 등도 이와 

유사한 실험을 수행하 는데, 마찬가지로 동일한 결과를 얻었음을 보고하 다.[10]  

Fig. 3.1.1.7은 NRC의 실험결과 (Fig. 3.1.1.6)를 그래 의 형태로 나타낸 것이다.

Fig. 3.1.1.8은 마모실험 후 표면에 발생한 마모손상을 나타내는 SEM 사진들로써, 

미끄러짐  충격하 이 모두 작용하는 경우 Alloy 690/403 스테인리스강에서는 매

우 심한 소성변형을 보이고 있으며, 403 스테인리스강의 표면은 얇은 각층으로 분

리된 것이 찰된다.  Alloy 690 표면에서 손상된 역은 충격  미끄러짐 하 으

로 인해 단단히 집된 입자들에 의한 손상으로 밝 졌다. 이에 반해, Alloy 

690/Alloy 600cr 재질 조합에서는 Alloy 600cr 표면은 아주 좁은 형태의 홈이 보이는 

데, 이는 충격  미끄러짐 하 에 의해 발생된 침식 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Alloy 690 표면에서는 두 재질 사이에서 형성된 마모 입자들이 층을 이루

며 덥 있다. 이 게 형성된 입자층은 Alloy 690에 한 보호층으로 작용하나 계속

인 충격  미끄러짐 하 에 의해 제거되어 마모가 진행되어 나간다.  순수한 미

끄러짐 하 만이 작용할 때, Alloy 600cr AVB의 경우, 매우 미세한 입자들과 소성

변형이 손상된 표면에서 발생하나, 403 스테인리스강에서는 얇은 각층이 형성된 것

을 알 수 있다.[10,11]  충격  미끄러짐 하 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표면의 소

성변형의 증거는 찰되었으나[12], 집 된 입자층에 한 확인은 아직 불충분하며, 

이 부분에 한 좀 더 많은 찰이 요구된다.

동일한 조성의 재료도 열처리 상태에 따라 평균결정립 크기, 입내/입계 석출 정

도 등 미세조직이 크게 달라지게 되며, 이에 따라 마모특성도 변화하게 된다.  홍과 

김[13]은 Alloy 690에서 열처리 조건을 변화시켜 가며, 평균결정립의 크기 뿐 아니

라 입계 크롬탄화물의 평균 크기와 도, 그리고 분포 형태를 변화시킨 후 마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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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을 수행하 다.  마모실험은 30 Hz의 진동수, 변 는 100 ㎛, 200 ㎛ 고, 총회

수는 27,000 - 108,000의 조건에서 수행하 다.  Fig. 3.1.1.9는 열처리에 따른 평균결

정립의 크기  입계 크롬탄화물 morphology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이 그림에서 

as-received 시편의 평균 결정립크기는 25 ㎛이고, 1150 ℃에서 1시간 동안 용체화처

리한 시편의 평균 결정립크기는 30 ㎛로 측정되었다.  그 후 700 - 800 ℃에서 1 시

간 동안 추가로 thermal treatment한 경우에는 평균 결정립크기 증가는 찰되지 않

았다. Fig. 3.1.1.10은 열처리의 변화, 즉 입계 크롬탄화물의 변화에 따른 마모감소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들은 연구결과로부터, 입계 크롬탄화물이 존재하는 경우, 

마모 항성은 입계 크롬탄화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서 다소 증가하고, 입

계 크롬탄화물의 형태가 조 할수록 마모 항성이 커지는 경향을 보 다. 그리고 

Fig. 3.1.1.11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입계 크롬탄화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세균열이 찰되지 않고 연삭마모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texture 형태의 손상이 

찰된 반면, 입계 크롬탄화물이 존재하는 시편의 마모 손상 표면에서는 균열이 

찰된다.  이러한 경향은 입계에 존재하는 크롬탄화물이 마모에 의한 균열의 생성 

 에 향을 미침을 보여주고 있다.

- 하 , 진동  변

하 은 열 과 지지  사이의 마모 정도를 결정하는 요한 변수로 알려져 있

다.  지지 에 걸리는 하 은 충격하 과 미끄러짐 하 이다.  실제 증기발생기 

열 과 지지 에 걸리는 하 의 정확한 측정자료는 없는 실정이지만, 일반 으로 

수행되는 실험에서 측정된 하 을 살펴보면 Fig. 3.1.1.12와 같다. 그림에서와 같이, 

충격하 은 낮은 하 범 에서 매우 우세하게 나타났으며 미끄러짐 하 은 정규분

포의 형태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하 의 분포는 실험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계속 으로 변화하는 데, 그 주된 원인은 마모에 의한 질량감소가 커질수록 열

과 지지  사이의 틈 간격이 변화하기 때문에 이에 걸리는 하  역시 변화한다.  

따라서 Fig. 3.1.1.13에서와 같이, 마모에 작용하는 하 은 열 과 지지  사이에 

작용하는 체 하 을 충분히 고려하여 용하여야 한다. 그 로써, Fig. 3.1.1.14는 

이러한 체 하 을 고려하여 마모속도를 열 과 지지  사이에 작용하는 하 의 

함수로 나타낸 것으로써, 열 의 재질이 Alloy 600이고 지지 은 탄소강, 그리고 

진동주 수가 25 - 30 Hz, diametral clearance가 0.3 - 0.4 mm일 때의 결과를 보여주

고 있다.

일반 으로 마모실험에는 각각 수직한 두 방향으로 가해  충격  미끄러짐 하

의 크기  변 를 측정한다.  열 의 진동이 마모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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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으로 모든 열  움직임 에서 단운동(shear)이 가장 요한 원인으로 

악된다.  충격하 에서 열  원주방향으로의 마모는 단운동 요소가 작기 때문

에 마모계수는 작은 값을 나타낸다.  Fig. 3.1.1.15는 하 비의 함수에 따른 열 의 

마모량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에서 보듯이, 하 비가 높을수록 마모깊이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한 마모에 미치는 열 의 진동은 충격하 보다는 미끄러짐 하

이 큰 향을 미치게 된다. 반면, 실제 증기발생기 내부에서는 순수한 미끄러짐 하

만이 존재하지 않고, 한 순수한 미끄러짐 하 만으로는 마모에 미치는 향이 

작기 때문에 미끄러짐 하 과 충격하 의 상호작용을 잘 고려하여야 한다.

열 에 가해  진동주 수도 마모특성에 큰 향을 미치게 되는 데, Fig. 

3.1.1.16은 이러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결과는 preload: 5.56 N, 충격하 : 39 

N, 열 /지지  diametral clearance: 0.78 mm의 실험조건에서 수행되었는데, 진동주

수가 ~ 40 Hz 이하에서는 높은 마모속도를 나타내는 반면, 진동주 수가 이보다 

커질 경우 마모속도는 격히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3.1.1.17은 Alloy 

690TT 열 과 403 스테인리스강 AVB 재료 조합에서 충격하   미끄러짐 하

의 진동주 수가 마모거동에 미치는 향을 보여주고 있다. 실험은 압력 5.5 MPa, 

250 ℃의 물 분 기에서 수행되었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미끄러짐 하   충

격하 의 진동주 수가 각각 20  10 Hz일 때 두 재료에서 모두 가장 큰 질량감소

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두 하 의 진동주 수 조합이 5/20 Hz일 때 Alloy 

690TT 열 의 질량감소가 가장 작았으며, 두 하 의 진동주 수 조합이 20/5 Hz

인 경우, 403 스테인리스강 AVB의 질량감소가 가장 작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열  집합체에서 각 열 의 진동 변  (혹은 진동 폭)은 증기발생기 내부를 

흐르는 유체의 속도에 따라 크게 변화한다.  Fig. 3.1.1.3에서 보듯이, 유속이 어느 

한계에 이르기까지 진동 변 는 매우 작은 값을 유지하다가 유속이 일정한 임계 속

도를 넘게 되면 진동 변 는 격히 증가한다.  한 Fig. 3.1.1.5의 VS  맵에

서 알 수 있듯이, 진동 변 가 증가함에 따라 마모계수도 역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

인다.  이와 같이 마모거동에 한 진동 변 의 향을 잘 정의되어 있는 반면에, 

실제 으로 증기발생기 내부에서 열 의 진동 변 를 정확히 측정한다는 것은 상

당히 어려운 문제이다.

- 열 /지지 의 상태  틈

하고 있는 두 물체의 표면 거칠기 정도, 상태, 면 , 혹은 두 물체 

사이의 틈 간격 등은 마모 정도를 결정하는 매우 요한 요인들이다.  증기발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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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지지 은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가 사용되고 있다.  Fig. 3.1.1.18은 Incoloy 

800/탄소강 조합에서, 지지 의 두께가 동일할 때 지지 의 모양에 따라 마모 깊이

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에서 보듯이, 원주방향의 면 이 

증가할수록 마모량이 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마모손상이라는 하나의 

만으로 볼 때 hole 형태의 지지 이 가장 나은 결과를 보이고 있지만, 지지 이 

이러한 형태를 갖게 되면 여러 종류의 부식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슬러지 집 을 

억제하기에는 다소 취약한 면을 가지게 된다.

다음으로는 동일한 형태의 지지 에 있어서, 지지 의 축 방향으로 두께 변화가 

마모손상에 미치는 향을 나타내는 결과를 Fig. 3.1.1.19에 나타냈다.  실험조건은 

Fig. 3.1.1.18과 동일하 다.  즉, 원  1차측 분 기에서 진동주 수 28 Hz이고 

tube/TSP diametral clearance 0.38 mm, 그리고 hole 형태의 지지 을 모사하여 실험하

다.  그림에서 보듯이 지지 의 두께가 증가할수록 마모손상은 작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나타내는 요인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체 질량감소가 

일정하다고 가정하 을 경우 면 이 증가하면 그에 따른 마모깊이의 감소를 

상할 수 있다.  이는 Fig. 3.1.1.18에서 동일한 두께를 갖는 지지 에 있어서 면

이 가장 큰 hole 형태의 지지 에서 마모깊이가 가장 작다는 사실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결론 으로, 열 과 하고 있는 지지 의 면 이 증가할

수록 마모속도는 감소된다고 할 수 있다.  혹은 면 이 증가함에 따라, 면

의 단  면  당 작용하는 하 이 감소하기 때문인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열 과 지지  사이의 틈 간격이 클수록 마모손상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하지만 틈이 계속 벌어져 더 이상 두 물체 사이의 이 유지되지 않게 되면 마모

손상은 다시 감소하게 된다.  이는 틈 간격의 변화에 따라 열 에서의 진동모드

가 변화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Fig. 3.1.1.20은 Alloy 600 열 /탄소강 지지

에서 틈 간격의 변화에 따른 마모깊이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 마모시간  온도

마모가 진행됨에 따라 마모되는 표면에서는 마모입자들이 계속 방출되게 되고, 

마모표면은 변형구조(tribological transformed structure, TTS)를 형성하며, 이에 따라 

마모 거동도 역시 달라지게 된다.  이와 같이, 마모에 따른 표면 변형층에 한 연

구[14]에 의하면, Alloy 600과 Alloy 690의 경우 기 높은 마찰계수 값에서 반복하

에 따른 가공경화로 인하여 표면경도가 증가할 경우 마찰계수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슬라이딩 거리가 증가할수록 마모속도의 증가폭은 둔화되는 경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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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다.  Fig. 3.1.1.21은 수직하 이 20 N, 진폭 210 ㎛, 주 수 30 Hz의 물 분 기 

하에서 수행한, cycle 수의 증가에 따른 마찰계수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Work rate 

모델은 마모과정  방출되는 마모량은 가해  work rate (하 X변 /시간)에 비례

하며, 이 때의 비례상수를 마모계수로 표 하고 있다.  그러나 마모입자의 방출은 

표면에서 충분한 소성변형을 경험하게 되며, 마모입자의 방출에 필요한 하 은 수

직하 보다는 면에서의 단하 이 주된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마찰계수

가 클 경우, 같은 수직하 에서 단하 이 증가하게 되어 마모 입자의 방출은 더

욱 용이하게 된다.  이러한 사실은 Fig. 3.1.1.22의 상 인 마모속도와 단하  사

이의 계로부터 알 수 있다.  그림에서 단하 에 따른 마모량의 변화는 어느 정

도 선형성(linearity)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데, 따라서 이 그림은 마모거동

을 타나내는 데 있어서, 마찰계수를 포함하고 있는 단하 으로 표 할 경우 마모

속도와 단하  사이에는 어느 정도 선형 인 계를 가지게 되고, 따라서 마모

상을 더욱 용이하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마모 과정 에서 표면층에서의 변형거동은 시간에 따른 마모특성에 

향을 미치게 된다.  일반 으로 마모손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느 특정 시간

까지 격히 증가하다가 어느 정도의 임계값에 도달하게 되면 증가속도가 서서히 

감소하거나 혹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Fig. 3.1.1.23은 excitation force: 6.14 N, 

진동주 수: 26 Hz, 열 /지지  diametral clearance: 0.78 mm, 지지  두께: 14.27 

mm, 그리고 preload: 5.56 N의 실험조건에서, 실험시간에 따른 마모율(혹은 마모속

도)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더불어 마모환경이 기와 더불어 물 분 기에

서 수행한 실험 결과를 Fig. 3.1.1.24에 보여주고 있다.  Preload를 가해주지 않은 것

을 제외하고 모든 실험조건은 Fig. 3.1.1.23의 경우와 동일하 다.  공기 에서와는 

달리 물 분 기에서는 마모속도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오히려 차 증가하는 경

향을 보이고 있는 데, 이는 마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두 재질 사이에 새로운 제3

의 상 (phase)이 물 분 기 하에서 형성되어 마모를 더욱 증가시킨 것으로 보인다.

온도는 마모 특성에 매우 큰 향을 다.[15]  온도의 변화에 따라 재료의 여러 

가지 기계 , 물리화학  특성이 변할 뿐 아니라, 유체의 도(viscosity)  수화학 

등 유체의 특성, 그리고 열팽창에 따른 열 과 지지  사이의 diametral clearance 

변화 등을 수반하게 된다.

Ko[16]의 실험결과에 따르면, Incoloy 800/304 스테인리스강  Incoloy/탄소강으

로 조합된 열 /지지 에서 Fig. 3.1.1.25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온도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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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에 따라 마모속도도 역시 증가하는 경향을 갖는다. 이러한 Ko의 데이터를 근거

로, Guerout 등[15]은 마모속도 신에 마모계수를 온도의 함수로 나타냈는데 그 결

과는 Fig. 3.1.1.26과 같다. 이 그림에서 보듯이, 마모계수 역시 온도에 큰 향을 받

는 것을 알 수 있는 데, 이와 같이 고온에서 마모율이나 마모계수의 증가는 재료 

강도의 감소나 표면에서 발생하는 산화가 주된 원인이라고 Ko는 주장하 다.  Ko

는 본인이 실험을 통해 얻은 자료가 불충분하기는 하 지만, 수집된 자료를 근거로 

하여 온도와 마모속도 사이의 power relationship을 제안하 으며, 약 200 ℃ 근처에 

입계온도(threshold temperature)가 존재할 것이라고 주장하 다.

실험을 통해 마모속도나 마모계수를 얻게 되면, 이 값을 근거로 두 물체 간의 

운동  소실된 에 지율을 의미하는 work rate를 계산할 수 있는 데, Fig. 3.1.1.27

은 이와 같은 work rate 모델을 통해 Fig. 3.1.1.25와 Fig. 3.1.1.26의 데이터를 이용하

여 각각 25 ℃, 215 ℃ 그리고 265 ℃에서 얻은 마모율과 work rate 사이의 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 그림을 통해서 이 온도 역에서는 마모율과 work rate 사이에

는 근사 으로 선형 인 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마모계수가 25 - 215 ℃

까지는 증가하다가, 더 높은 온도에서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데, 

이러한 사실은 다른 연구자들[17,18]의 실험결과에서도 확인되었을 뿐 아니라, Ko가 

약 200 ℃에서의 임계온도의 존재를 주장하는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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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c)

Fig. 3.1.1.1. (a) Tube surface after mechanical hard rolling (Kori-1), (b) 
Mechanical(Hard rolling & Kiss rolling)- Ulchin-1, (c) Explosive rolling 
Ulchin-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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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2. Schematic of a re-circulating type U-tube steam gene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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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3. Variation of tube vibration amplitude as a function of flow               
velocity in the steam generator

               

Fig. 3.1.1.4. Type of w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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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5. Vingsbo and Soderberg' fretting map

Fig. 3.1.1.6. Results of mass loss by NRC t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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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7. Comparison of mass losses of four combi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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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8. Photographs of worn areas showing various types of da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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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8. Photographs of worn areas showing various types of damage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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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8. Photographs of worn areas showing various types of damage (continued)



- 80 -

Fig. 3.1.1.9. Intergranular Cr-carbide morphologies of (a) SAH (solution                
annealed at 1150 ℃ for 1 hr), (b) SAH701 (solution annealed         
at 1150 ℃ for 1 hr, thermally treated at 700 ℃ for 1 hr), (c)        
AS (as-received), and (d) solution annealed at 1150 ℃ for 1          
hr, thermally treated at 800 ℃ for 1 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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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10. Dependence of weight loss on intergranular Cr carbide                
 morph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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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3.1.1.11. SEM images of worn surface depending on intergranular                
Cr carbide morph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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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12. Force histograms between S/G tube and support p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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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13. Correlation between wear and the distribution of force                
components in a force sig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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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14. Equivalent depth of wear of Alloy 600 tubing vs. tube-                
 support reaction force for Alloy 600/carbon steel combination

       

Fig. 3.1.1.15. Effect of the ration of two orthogonal force components on              
w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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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16. Wear rate variation with frequency, impact force: 39 N,                
 tube/TSP diametral clearance: 0.78 mm, material: carbon              
 steel, preload: 5.56 N

       

Fig. 3.1.1.17. Comparison of mass losses for different combined                
impact-sliding mo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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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18. Variation of wear depth depending on the TSP shape

Fig. 3.1.1.19. Effect of tube support-land length on the w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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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20. Effect of diametral clearance on the wear rate of Alloy 600             
tubing

         

Fig. 3.1.1.21. Variations of friction coefficient depending on total cycle                
incr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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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22. Work rate model considering the modified friction coeffic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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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23. Wear rate as a function of test d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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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24. Comparison of wear rates in-air and in-water tests

Fig. 3.1.1.25. Effect of temperature on fretting-wear r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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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26. Interpretation of Ko's data in terms of wear                
coefficient

     

Fig. 3.1.1.27. Fretting wear results obtained at 25, 215 and 2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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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확  부  잔류응력 측정 기술 개발  자료 생산 

 가.  기술개발수행 내용

(1) 시험 시편

(가) 확  열 의 성질  제원

실험에 사용한 Inconel 재료의 기계 , 물리  성질, 경도 등은 Table 3.1.2.1에 나

타내었으며, 화학 성분은 Table 3.1.2.2에 정리하 다. 본 연구에 사용한 튜 는 alloy 

600튜 (평균외경: 18.94㎜, 평균내경: 16.8㎜)와 alloy 690튜 (평균외경: 18.96㎜, 평

균내경: 16.7 ㎜)로 길이는 106㎜이다. 

(나) 시편제작

시험 시편은 폭발 확 과 수압 확 에 의해 제작되었는데 폭발 확  공정은 화

약인 도폭선을 튜 시트 투께와 동일하게 단하여 완충재 홀 내면에 삽입한 완충

재 조립체를 열  내경 부 에 삽입한 후 도화선의 화와 뇌 의 기폭에 의해 

도폭선이 기폭되어 폭발압력에 의해 열 을 확 시키는 공정이다. 완충제는 화약 

폭발시 화약이 튜  내면에 직  하는 것을 방지하여 화약 잔류물이 튜  내면

에 부착되지 않도록 하고, 튜  손상을 방지하며, 폭발력을 균일하게 분산시키는 역

할을 하는 것으로 본 실험에 사용된 완충제는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고연성, 

도 폴리에틸  소재로 제작하 다. 한 확 길이를 정확하게 하고 화약조립  장

입을 편리하도록 하기 해 끝단을 End-Cap으로 연결하는 형태로 설계, 제작하 다.

 
(2)  ECT측정 

폭발확  열 의 ECT검사는 MRPC  Bobbin probe를 이용하여 수행하 다. 

두 probe로는 확  열  내부에 다른 결함이 존재하지 않는지를 상세 검사하는 

데 사용하 으며, 확  부  형상 형상변화를 알아보기 하여 profilometry로 측정 

하 다.  

(튜 시트) 두께와 화약 길이를 동일하게 한 열 의 경우 확 이 정상 으

로 이루어졌으나, 튜 시트 두께보다 화약 길이를 3.2mm 길게 한 경우 (over 

expansion, 과학 이라 칭함) 확 부  상단, 즉  상단(TTS)에 돌출부가 나타났

다.  이 돌출부는 가동 원 에서  상단과의 틈새를 만들어 denting을 유발하는 

것으로 찰되었다. 유발된 denting에 의하여 2차 측 원주 방향 응력부식균열

(ODSCC)을 유발하는 결과를 래하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과확  된 시편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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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확 된 시편의 확 천이 부 에서의 잔류응력 비교를 수행함으로써 과학 에 의

한 잔류응력의 특성을 평가하려고 한다.

(3) 구속 잔류 응력 측정시험

 (가) Strain gauge 부착

구속 잔류 응력을 측정하기 해 튜  내면에 lead wire가 달린 strain gauge를 균

일 확  지 과 천이 확  지 에 부착하 다. 여기에서 사용된 strain gauge는 TML

사의 FRA-3-11-1L타입의 45˚ /90˚ 3-element rosette strain gauge이다.

2차 확  열과 시편에 해서는 미확  부분과 천이 확  부분, 균일 확  부

분에 해서 strain gauge를 부착하 다. 추가 으로 천이 확  부분의 축 방향 잔류

응력 분포를 조사하기 해 gauge 간 2㎜ 정도 이격되어 5부분의 잔류응력을 측정

할 수 있는 TML사의 TXV-1-11-1L타입의 single 5-Element in X axis strain gauge를 

사용하 다.

Strain gauge 부착 치는 각 재료에 해 Fig. 3.1.2.1, Fig. 3.1.2.2와 같다. 각 그

림의 도표는 천이 확  역의 외경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정상 확 은 화약길이

가 튜 시트 두께와 동일하게 제작하여 확 한 경우이며 과확 은 화약 길이가 튜

시트 두께보다 3.2㎜ 길게 제작하여 확 한 것이다. 그림에서 보면 정상 확 과 

과확 의 천이 확  역에 부착한 strain gauge는 부착 치가 다름을 확인할 수 있

다. 이것은 도표에서 보듯이 과 확 의 경우 TTS부근에서 외경은 일정함을 유지하

고 있어 천이확  시작부분이 TTS 외부에 있지만 정상 확 의 경우는 TTS부근에서

의 외경이 갑자기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므로 천이확  시작부분이 TTS 내

부에 있기 때문이다.

(나) 튜 시트제거  구속 잔류응력 측정

확  합 후 열 과 튜 시트의 합체에서 열 을 구속하는 응력을 측정

하기 해 링 커터를 사용하여 튜 시트를 서서히 분리할 때 발생하는 이완 변형

률을 측정하 다. 

 (4) XRD를 이용한 외부 잔류응력 측정

구속 잔류 응력 측정의 다음 단계로 튜 시트 블럭을 제거한 튜  외면을 깨끗

하게 세척한 후 열 은 XRD를 이용하여 튜 외면의 균일 확  지 과 확  천이 

지 에서의 튜  외면 순수 잔류응력을 측정하 고 열 은 Fig.3.1.2.3에서 나타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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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에 튜  외면 순수 잔류응력을 측정하 다. 이 측정 치는  구속응력 측정을 

해 부착한 strain gauge 치에 따른 것이다. 

측정 장비는 Siemens D5000 XRD 이다. 이 장비의 최  출력은 3kw, 시험에 사

용된 Target은  Cu를 사용하 으며, 시험에 사용한 출력은 2.2kw이다. 잔류응력 측정

에 사용한 면은 420면이고 측정각도는 0, 5, 10, 15, 25, 30, 35, 40, 45, 50°에 해 

측정하 다. 회 Peak는 Bragg’s law에 의해, Alloy 690의 경우 2θ0= 148.8°, Alloy 

600의 경우 2θ0= 150.3°에서 발생하 다. 이 값은 합 의 조성  상태에 따라 약

간 달라질 수 있으며, 잔류 응력의 측정에 상 인 면간 거리의 변화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이 값 자체는 그 게 요하다고 할 수 없다. 

Fig. 3.1.2.4, 3.1.2.5는 확  시편을 Siemens D5000 XRD에 장착한 상태를 보여주

고 있다.  Fig. 3.1.2.5에서 보면 측정 부 에 구멍이 뚫린 알루미늄 foil을 부착한 것

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측정되는 범 가 원하고자 하는 부 보다 넓어 측정하고자 

하는 부분 외에 그 주변도 측정되어 원하고자 하는 결과 값을 구별할 수가 없는데, 

여기서는 알루미늄 foil이 잔류응력을 측정하는 부 에서만 회 이 일어나도록 해주

는 역할을 하여 확  천이 부분과 같이 형상의 변화가 있는 부분을 구분할 수 있도

록 해 다. 알루미늄이 잔류응력을 측정하기 해 사용하는 peak에 향을 주지 않

는다는 것은 실측하여 확인하 다.

 

(5) 해연마를 통한 내부 잔류응력 측정

튜  내면에 스트 인 게이지를 부착한 후 해연마를 통해서 튜  외면을 제거

할 때 생기는 변형률을 측정한다. 스트 인 게이지 부착 치는 구속응력을 측정하

기 한 치와 동일하다. 사용한 해연마 용액은 황산(22.5%) + 인산(22.5%) + 증

류수(55%) + 크롬산(30g/ℓ)이다.

해 연마 조건은 류 도 3.2A/㎠이고 시험이 끝날 때까지 이 상태를 유지하

다. 그리고 실험 시작  해 연마 용액의 기온도는 50℃이다. 해연마 시간은 

40분을 유지하 고 두께감소는 0.5㎜ ± 0.05㎜ 연마되었다. 

나. 기술개발 결과

(1) 폭발 확  열   

 (가) 튜 외면 총 잔류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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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2.6  3.1.2.7은 재질에 따른 확 율 별 튜 외면 총 잔류응력 변화를 나

타내는 그래 이다. 튜  외면의 원주 방향 총 잔류응력은 천이 확  부분에 부

분 인장 응력 값을 보이고 있고 특히 Inconel 600의 경우 항복 응력보다 1.5배 이상

의 인장 잔류응력을 나타내고 있다. 그 지만 축 방향 응력은 균일 확  역과 천

이 확  역에서 부분 큰 압축 응력을 보이고 있다.

그림에서 보면 확 율에 따라 잔류응력 값의 변화가 일 성 있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상은 실험 으로 측정하는데 에서 오는 산란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

만 다른 하나는 폭발 확 의 특성에서 오는 것이 큰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추

정된다.  즉, 폭발 확 은 Fig. 3.1.2.8에서 보는 것처럼 확 이 균일하게 되지 않고 

편심을 가지고 확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폭발 확  시 증기발생기를 뉘

어 놓고 확 을 수행하 기 때문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편심으로 치별로 확  정

도가 다 다르게 나타난다.  실제로 strain gauge를 부착하는 치는 이러한 편심 정도

와 치를  고려할 수 없는 상태임으로 strain gauge 부착 치에 따라 측정 잔

류응력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나) 튜 내면 총 잔류응력

Fig. 3.1.2.9  3.1.2.10은 재질에 따른 확 율 별 튜  내면 총 잔류응력 변화를 

나타내는 그래 이다. 여기서 보듯이 체 으로 인장응력 값을 보이고 있다. 한 

균일 확  역에서 측정되는 인장 잔류응력에 비해 천이 확  역에서 측정되는 

인장 잔류응력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튜 가 튜 시트에서 확 될 때 튜 의 확  합부에 도입되는 총 잔류응력은 

구속 응력과 Table 3.1.2.4  3.1.2.5의 잔류응력 값을 합치는 것으로 간단히 총 잔

류응력을 산출하 다. 따라서 튜  외, 내면에 도입되는 총 잔류응력 값은 Table 

3.1.2.6  3.1.2.7과 같다.

(2) 수압 확  열   

 (가) Alloy 600 총 잔류응력

Alloy 600 열  시편의 원주방향 외부 총 잔류응력을 Table 3.1.2.7에 수치 으

로 나타내었고 Fig. 3.1.2.11에 이것을 도식 으로 나타내었다. 구속 잔류 응력이 상

으로 작기 때문에 순수 외부 잔류응력과 총 외부 잔류응력과는 크게 차이가 나

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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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방향 순수 외부 잔류응력과 같이 총 잔류응력도 열 에 따라 균일 확  

부   확 천이부 에서 인장응력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일부 열 에서는 압축

응력으로 표시되기도 한다.  다만 확 천이부 와 미 확 부  사이 지 과 미확  

부 에서는 압축응력이 작용하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Alloy 600 열  시편의 축 방향 총 외부 잔류응력은 Table 3.1.2.8  Fig. 

3.1.2.12에 나타낸 것처럼 부분의 열 에서 균일 확  부 , 확 천이부   미

확  부 에서 압축응력이 찰되었다.  구속 잔류 응력에서나 순수 외부 잔류응력

에서 처럼 수압확  조건변화에 따른 상 계는 없으며, 잔류응력이 열 에 따

라 심한 산란을 보이고 있다.

Alloy 600 열  시편의 축 방향 총 내부 잔류응력은 Fig. 3.1.2.13에 나타낸 것

처럼 산란이 매우 큰 편이며 부분 100 - 500 MPa 정도의 범 를 나타내었다. 한

편, 횡 방향 총 내부 잔류응력은 0-400 MPa 정도의 범 를 나타내었다.

    

(나) Alloy 690 총 잔류응력

Table 3.1.2.9  Fig. 3.1.2.15에 수압 확 한 Alloy 690 열 의 원주방향 외부 

총 잔류응력을 나타내었다. 균일 확  부 의 원주방향 총 잔류응력은 인장응력이

나 확 천이 부 에서는 인장  압축응력으로 심한 산란을 보이고 있다.  체

으로 균일 확  부 와 확 천이 부  사이 지 의 잔류응력은 인장응력이나 미확

 부 와 확 천이 부  상단에서의 잔류응력은 압축응력으로 측정되었다.  이러

한 응력분포는 균일 확  부 와  상단(TTS)에서의 축 방향 응력부식균열 생성

을 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Alloy 690 열 의 축 방향 잔류응력도 Table 3.1.2.10  Fig. 3.1.2.16에서 보는 

것처럼 원주방향의 외부 잔류응력의 분포와 유사하게 측정되었다. 이것은 Inconel 

600 열 의 경우와는 사뭇 다른 양상으로 Alloy 600 시편에서는 축 방향 잔류응

력이 주로 압축응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1.2.8  Fig. 3.1.2.12 참

조)  이상의 결과에서 보면 Alloy 690 열 의 경우 TTS에서의 원주방향  축방

향 외부 잔류응력이 인장이므로 가동  축 방향  원주방향의 응력부식균열이 발

생할 수 있는 응력조건을 제공하는 것으로 단할 수 있다.

Alloy 690 열 의 축 방향 내부 표면 잔류응력은 Fig. 3.1.2.17에 보인 바와 같

이 확  부 에 가까운 천이 역은 0에 가까운 값을 나타낸 반면 다른 측정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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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많은 산란을 보 다. 한편 Fig. 3.1.2.18에서 보는 것처럼 원주방향의 내부 잔

류응력은 비교  산란이 게 나타났으며, 천이 구역에서는 부분 -100 - -300 정

도의 압축 잔류응력을 나타내었으나 확 된 부 나 확 되지 않은 부 는 50 - 250 

MPa 정도의 잔류응력 분포를 나타내었다.

(3) C‐ring 응력부식균열  시험법에 의한 잔류응력 측정

(가) 측정방법   

1) 시편제작

ASTM G 38의” Practice for Making and Using C‐Ring Stress Corrosion Test Specimens” 규정에 따

라 시편을 제작하 다.

시험에 사용한 재료는 Alloy 600 HTMA 열  재료를 폭이 10mm가 되게 단

하고 그  일부를 심각 60°가 되게 단하여 Fig. 3.1.2.10과 같이 제작하 다. 

Apex부분을 #600의 SiC 연마포로 연마해 주었다.  이들 시편에 재료별로 표시를 남

긴 뒤 아세톤과 증류수로 세척하고 건조시킨 다음 원하는 응력을 가하고, 시험용기

에 넣었다. 이때 볼트  트로 사용한 재료는 type 304 스테인 스 강이었다. 응

력도 ASTM G 38에서 정한 차에 따라 부가하 으며 항복강도가 넘는 응력을 주

기 해서 용한 방법은 아래와 같다. 

2) 응력조

C‐ring을 이용한 응력부식 시험에서는 시편의 외경 정 (apex) 부 에 인장응력이 

가해지도록 하 다. 각 재료별로 상온 항복강도의 150%에 해당하는 응력을 ASTM 

G38[40]의 규정에 따라 가해 주었는데 시편의 외경 변화와 가해진 응력간에는 아래 

식과 같은 계가 있다.

ODf = OD ‐ △ ...............................................(2)

△ =  fπD2/4EtZ .................................................(3)

여기서  ＯD : 응력을 가하기  C‐ring의 외경, ＯDf : 응력을 가한 후 C‐ring의 외

경, △ : 응력을 가할 때의 외경변화, f  : 원하는 응력, D  : 평균직경(OD‐t), t  : 

두께, E  : 탄성계수, Z  : 보정계수이다.

항복강도의 100%이상의 응력을 가할 때 주의할 은 단순히 Hooke의 법칙에 따

라 계산된 변형만을 가하게 되면 원하는 응력에 도달하지 못하게 된다는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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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Fig. 3.1.2.20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E1의 변형만으로는 σ1의 응력이 가해질 

뿐이며 탄성 변형이 Ee에 이르러야 1.5×σys에 해당하는 응력이 가해진다. 이 게 하

기 해서는 그림에서와 같이 시편에 응력을 가했다 풀었다하는 과정을 반복하여 

탄성범 를 크게 해주어야 한다. 이 게 될 때 최종 인 Ee값이 의 식(2)에 나타

난 △값과 비례하고, 탄성 역에서 용 가능한 식(2)를 이용하여 항복응력 이상의 

응력을  수 있다.

탄성 변형량은 곧 탄성 인 외경변화와 비례하므로 재료별로 외경변화를 기록하

고 이 값을 다른 모든 시편에 용하여 응력을 가해 주었다.

3) 응력부식균열 시험

Fig. 3.1.2.21에 나타낸 바와 같은 아크릴로 제작한 실험 용기를 사용하 다. 시험

용액은 질소가스로 1시간 동안 산소를 제거한 상온의 0.1 M의 sodium tetrathionate 

(Na2S4O6)용액이며 시험시간은 5시간, 10시간, 24시간 48시간으로 하 으며 균열 발

생여부 평가를 통해 추가의 실험시간 조건을 결정한다.  Table 3.1.2.11에 C‐ring을 

이용한 응력부식균열 시험조건을 나타내었다. 

시험 후 시편을 67 ~ 400배로 찰이 가능한 실체 미경(setereo microscope)으로 

균열 발생여부를 찰하고 일부시편은 SiC 날 단기로 단하여 에폭시에 마운

하고 알루미나로 연마한 뒤 균열생성 여부  양상을 50배, 100배로 학 미

경을 이용하여 찰하 다. 

스트 인 게이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값은 strain값이다. 하지만 측정된 strain값

으로 탄성 역인지 소성 역인지 단순하게 별 할 수 없다. Fig. 3.1.2.2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성 역에서 loading했을 때와 unloading했을 때의 stress‐strain curve에서 

A지 까지 loading을 하고 unloading을 했을 때, stress‐strain curve의 경로는 o→A→o

가 아닌o→A→B이다. 그러므로 소성 역에서 스트 인게이지를 이용하여 가해진 응

력을 계산하기 해서는 loading했을 때 얻을 수 있는 εloading만 가지고는 계산 할 

수 없다. 왜냐하면 σ=Eε을 가지고 계산 했을 경우 실제 응력은 σ만 가해 졌는데 계

산은 σ2가 된다. 그러므로 실제 가해진 응력을 알기 해서는 unloading 했을 때 측

정할 수 있는 εunloading도 측정해야 한다. 그러므로 loading을 했을 때 가해진 응력 

σ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구할 수 있다.

σ= E (εloading – εunloading)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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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응력부식균열 평가  

의 Table 3.1.2.11에 나타낸 바와 같이 HTMA재료와 Sensitized 시편으로 상온 

항복강도의 90% ~ 170%까지 응력을 가하고 0.1 M Na2S4O6에서 실험한 결과 민

화  시편은 응력정도에 따라 24시간 이내에 균열이 발생하기도 하 으며 HTMA 재

료의 경우 1080시간까지 균열이 발생하지 않았다. 

Fig. 3.1.2.21은 24시간  48시간 실험을 마친 뒤 육안 검사에서는 항복강도의 

150%에 해당하는 응력을 가하고 48시간 실험한 시편(동일조건 3개 시편)에서  두

께를 100% 통한 균열이 발생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정  검사를 해 시편을 세 조각으로 쪼개고 mounting하고 연마하여 학 미

경으로 찰한 결과 민화 처리하고 150%의 응력을 가한 시편을 24시간 실험한 

뒤 두께 50% 가량의 균열(시편번호 6AS8)이 찰되었다. (Fig. 3.1.2.22 참조)

Fig. 3.1.2.23은  표 17의 1차  2차 실험 결과를 정리한 것으로서 가해  응

력이 클수록 균열 발생시간이 짧아지는 경향을 확인했으며 170% YS 인 경우 24시

간 만에 균열이 발생했으며 120% YS 인 경우 84시간이 지나서 균열을 찰하 다. 

응력과 균열발생 시간의 계를 좀 더 정 하게 평가하기 하여  Table 

3.1.2.11의 3차 실험에서와 같이 응력을 작게  시편으로 실험하고 균열발생여부를 

찰하 다. Fig. 3.1.2.23에서의 결과에 기 하면 100%, 90%의 응력을  경우 균열

발생 시간이 84시간 보다 길 것으로 상되었다. 그러나 Fig. 3.1.2.24의 결과에서 보

는 바와 같이 120% YS시편은 물론 100, 90% 시편에서도 24시간 이내에 균열이 발

생하 다. 따라서 기존의 실험결과를 다시 수행하여 균열발생 시 을 정  평가할 

필요가 있다. 

Fig. 3.1.2.25는 90, 100, 120% YS시편의 균열 생성모습이다. 한편 열처리를 하지 

않은 Alloy 600 HTMA 시편은 120, 150, 170 % YS의 응력을 가해  경우에도 

1080시간이 경과할 때 까지 균열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그 결과를 Fig. 3.1.2.26에 표

시하 다. 

다. 결과요약

수압확  열 의 경우도 폭발확  열 과 마찬가지로 확  열 의 구속 

응력은 원주방향이나 축 방향에서 부분 압축응력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tube 



- 101 -

sheet를 제거한 후 XRD로 확  열  자체의 순수 외부 잔류응력을 측정한 결과를 

보면 많은 scattering을 보임을 알 수 있다. Alloy 600 열 의 경우 외부 잔류응력

은 주로 압축응력을 보이고 있으나 Alloy 690 열 의 경우에는 균일 확  부 와 

균일 확  부   확 천이 부  사이 지 에서의 축 방향  원주방향 잔류응력

은 인장응력을 보이고 있다. 이 결과는 폭발확  열 의 경우와는 다르게 나타난 

것으로 폭발확 에서는 원주방향의 잔류응력은 주로 인장응력으로 측정되었고 축방

향의 잔류응력은 모두 압축응력으로 측정되었다. 이러한 측정된 잔류응력 에 한 

신뢰도는 앞으로 추진될 응력부식균열 시험으로 확인될 정이다. 특히 잔류응력 

측정에 있어서 XRD로 원주방향의 잔류응력을 측정할 때 오차가 많이 발생할 수 있

는 데, 이것은 원주방향의 곡면으로 X‐ray 빔의 을 정확하게 시편표면에 수직으

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상온 응력부식균열 시험으로부터 확  부 에 가해진 응력을 유추하기 하여 

수행하는 연구는 우선 C‐ring 시편으로부터 인가된 응력에 따른 괴시간을 나타내

는 그래 를 구하는 것이다.  동일한 시험조건에서 확 된 시편으로 응력부식균열 

시험을 수행하여 응력부식균열이 발생하는 시간을 측정함으로써 이 그래 로부터 

확 된 부 의 응력을 유추할 수 있다. 이 방법에서 가장 향을  수 있는 변수

로는 C‐ring에 정확한 응력을 정확하게 인가하는 문제이며, 다음으로는 응력부식균

열의 생성시간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문제이다. 응력부식균열의 생성을 단하는 것

은 시편표면을 학 미경으로 균열유무를 찰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실제로 짧은 

균열이 시편표면에 생성되었을 지라도 학 미경으로 찰하지 못하면 응력부식균

열 생성시간에 한 오차가 많이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 을 유의하여 

측정한다면 이 방법이 매우 정확한 확 부  잔류응력 측정수단이 될 것이다.  일

단 상온에서 이 방법이 유용하게 활용되면, 같은 방법을 고온.고압 실증모사 분 기

에 용하여 고온에서의 확 부  잔류응력을 측정하는 수단으로 확장할 것이다.

이 방법은 시편의 균열생성 시간이 길어짐으로 인해서 실험기간이 길어질 염려

가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내에 많은 실험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단 이 있다.

  

라. 결 론

· 열  확 부  잔류응력 측정기술 확보

- Strain gauge 방법에 의한 열  확 부   확 천이 부  잔류응력 측정기

술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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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ray diffraction 방법에 의한 열  확 부   확 천이 부  외부표면잔류

응력 측정기술 확보

- 해연마에 의한 열  확 부   확 천이 부  내부표면잔류응력 측정기

술 확보

· 확 부   확 천이 부  잔류응력 측정결과

- 측정된 모든 잔류응력은 상당히 분신되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일부 폭발확 의 

특징인 확 부 의 비 칭성(편심)에 따른 것으로 추정되었다.

- 구속 잔류응력은 주로 압축응력으로 측정되었다.

- 확 천이 부 의 내부표면 응력의 크기는 외부 잔류응력 크기보다 크게 나타났

으며, 원주방향 잔류응력이 축 방향 잔류응력보다 크게 측정되었다.

- 확 천이 부분의 축 방향 잔류응력(원주방향의 응력부식균열을 유발하는 응력)

은 TTS 부근에서 가장 큰 인장응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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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편
  

성질
Inconel 600 Inconel690 SA 508 cl.3

튜 시트

탄성계수(E) 207Gpa 211Gpa 208Gpa

포아송비(n) 0.29 0.289 0.28

항복강도(Y.S) 236Mpa 384Mpa 510Mpa

인장강도(T.S) 957Mpa 660Mpa 670Mpa

연신률 (%) 43 46 -

경도 (HR B) 72.3 89 -

Table 3.1.2.1. Physical Mechanical properties of the steam generator tubing materials

 

Table 3.1.2.2. Chemical composition of the steam generator tubing and tube sheet 
materials

성분 Ni Cr Fe C Mn P S Si Cu

ASME 

SPEC.600

72.0 

Min.

14.0~

17.0

6.0~

10.0
0.1 

Max.
0.1 

Max.

0.015 

Max.

0.015 

Max.

0.5 

Max.

0.5 

Max.

Alloy 600 74.40 14.70 9.50 0.030 0.80 0.003 0.001 0.25 0.02

ASME 

SPEC.690

58.0 

Min.

27.0~

31.0

7.0~

11.0
0.05 
Max.

0.5 

Max.

0.015 

Max.

0.015 

Max.

0.5 

Max.

0.5 

Max.

Alloy 690 62.50 27.60 8.72 0.032 0.48 0.003 0.001 0.28 0.01

SA 508 Cl3 0.55 0.2 bal 0.25 0.02 0.02 0.3 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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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편 
균일확 지 확 천이지 미확 지

σθθ σzz σθθ σzz σθθ σzz

E-0-1 -96 -284 -196 +518 -286 0

E-0-2 -209 -531 -241 +474 -122 -176

E-0-3 -238 -572 -124 +430 -212 -149

E-0-7 -131 -449 -225 -247 -131 -526

E-0-8 -35 -342 +198 +770 +107 -293

E-0-9 -167 +619 -63 -594 -271 -438

E-1-1 +168 -786 +45 -549 -75 -426

E-1-2 +199 -486 +35 -433 +17 -554

E-1-3 +139 -318 +220 -604 -34 -559

E-1-7 +65 -730 -5.55 -671 +46 -431

E-1-8 +162 -463 +506 -306 -52 -563

E-1-9 +98 -395 +221 -790 0 -502

시편 
균일확 지 확 천이지 미확 지

σθθ σzz σθθ σzz σθθ σzz

E-0-1 +11 +20 +6 +31 +6 +20

E-0-2 +25 +8 +9 +13 +7 +21

E-0-3 +37 +41 +39 +11 +9 +27

E-0-7 +7 +22 +21 +3 +26 +3

E-0-8 +23 +22 +12 +28 +6 +23

E-0-9 +31 +18 +36 +31 +41 +35

E-1-1 +10 +7 +23 +5 +5 -0

E-1-2 +18 +15 +21 +12 +29 +11

E-1-3 +11 +12 +8 +9 +18 +9

E-1-7 +11 +27 +20 +20 +34 +27

E-1-8 +3 +23 +26 +18 +5 +12

E-1-9 +16 +12 +11 +10 +10 +3

Table 3.1.2.3. Results of the residual stress by XRD [MPa]

σθθ : 원주방향 응력, σzz : 축방향응력 , - : 압축응력, + : 인장응력

E-0-1,2,3,7,8,9 : Inconel 600 , E-1-1,2,3,7,8,9 : Inconel 690

 Table 3.1.2.4. Results of the residual stress by electrochemical polishing [MPa]

σθθ : 원주방향 응력, σzz : 축방향응력 , - : 압축응력, + : 인장응력

E-0-1,2,3,7,8,9 : Inconel 600 , E-1-1,2,3,7,8,9 : Inconel 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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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편 
균일확 지 확 천이지 미확 지

σθθ σzz σθθ σθθ σθθ σzz

E-0-1 -132 -297 -206 +514 -289 -0

E-0-2 -237 -536 -246 +469 -123 -177

E-0-3 -275 -584 -138 +422 -215 -151

E-0-7 -158 -456 -231 -249 -86 -527

E-0-8 +104 -355 +188 +765 +104 -294

E-0-9 -177 +609 -66 -596 -272 -438

E-1-1 +0 -791 +0 -551 -0 -426

E-1-2 +0 -491 +0 -436 +0 -555

E-1-3 +0 -320 +1 -607 -0 -559

E-1-7 +0 -736 +1 -675 +0 -431

E-1-8 +0 -472 +2 -311 -0 -565

E-1-9 +0 -407 +1 -793 -0 -503

시편 
균일확 지 확 천이지 미확 지

σθθ σzz σθθ σzz σθθ σzz

E-0-1 +0 +7 +29 +28 +6 +20

E-0-2 -2 +2 +4 +8 +6 +19

E-0-3 -25 +28 +15 +4 +22 +25

E-0-7 -20 +15 15 +1 +23 +2

E-0-8 +3 +9 +3 +23 +3 +21

E-0-9 +20 +9 +32 +28 +39 +35

E-1-1 -6 +1 +18 +3 +4 -1

E-1-2 +1 +9 +17 +9 +27 +10

E-1-3 +6 +10 +0 +6 +16 +9

E-1-7 -5 +20 +9 +16 +33 +10

E-1-8 +1 +14 +14 +12 +1 +9

E-1-9 -7 -0 +7 +6 +9 +1

Table 3.1.2.5. Results of the total residual stress in the outside tube [MPa]

σθθ : 원주방향 응력, σzz : 축방향응력 , - : 압축응력, + : 인장응력

E-0-1,2,3,7,8,9 : Inconel 600 , E-1-1,2,3,7,8,9 : Inconel690

 
 Table 3.1.2.6. Results of the total residual stress in the inside tube [MPa]

σθθ : 원주방향 응력, σzz : 축방향응력 , - : 압축응력, + : 인장응력

E-0-1,2,3,7,8,9 : Inconel600 , E-1-1,2,3,7,8,9 : Inconel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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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2.7. Total circumferential residual stress according to the location in Alloy 600 
tube [MPa]

E‐0‐1
3

E‐0‐1
4

E‐0‐1
5

E‐0‐1
6

E‐0‐1
7

E‐0‐1
8

E‐0‐2
5

E‐0‐2
6

E‐0‐2
7

E‐0‐2
8

E‐0‐2
9

E‐0‐3
0

10 ‐5 ‐66 ‐439 ‐220 ‐119 ‐100 ‐238 ‐462 ‐506 ‐508 ‐468 ‐528
2 ‐119 ‐125 ‐169 ‐139 ‐17 ‐210 ‐15 ‐172 ‐204 ‐192 30 ‐283
0 122 224 ‐201 202 1 26 ‐23 ‐41 ‐116 ‐52 12 ‐307
‐2 151 320 18 185 178 224 ‐46 ‐134 ‐2 ‐94 ‐13 ‐112
‐20 156 213 ‐131 44 ‐143 ‐153 ‐60 ‐211 ‐359 ‐59 ‐169 ‐233

Table 3.1.2.8. Total axial residual stress according to the location in Alloy 600 tube 
[MPa]

E‐0‐13 E‐0‐14 E‐0‐15 E‐0‐16 E‐0‐17 E‐0‐18 E‐0‐25 E‐0‐26 E‐0‐27 E‐0‐28 E‐0‐29 E‐0‐30

10 ‐169 600 ‐415 ‐742 ‐214 ‐121 ‐448 ‐640 ‐620 ‐639 ‐595 ‐601
2 ‐278 ‐5 ‐215 ‐856 ‐355 ‐273 68 ‐772 ‐12 ‐505 ‐611 ‐105

2

0 398 102 ‐629 ‐480 ‐357 181 ‐467 ‐454 ‐385 ‐563 ‐845 ‐164
2

‐2 188 273 ‐469 ‐320 ‐181 251 ‐360 56 ‐156 ‐361 ‐456 ‐33
‐20 ‐35 255 ‐454 ‐260 ‐564 ‐488 ‐512 ‐512 ‐417 ‐521 ‐468 ‐608

Table 3.1.2.9. Total circumferential residual stress according to the location in Alloy 690 
tube [MPa]

E‐1‐01 E‐1‐02 E‐1‐03 E‐1‐04 E‐1‐05 E‐1‐06 E‐1‐13 E‐1‐14 E‐1‐15 E‐1‐16 E‐1‐17 E‐1‐18

10 ‐285 ‐363 ‐239 ‐62 ‐82 ‐250 ‐129 ‐39 ‐180 ‐82 ‐62 ‐155
2 ‐271 ‐675 ‐15 ‐306 ‐3 ‐73 ‐185 ‐128 ‐195 ‐38 ‐9 ‐191
0 ‐398 ‐725 ‐142 ‐90 ‐43 32 143 372 59 266 113 87

‐2 ‐202 ‐411 130 62 110 ‐21 488 163 198 242 175 195

‐20 55 34 87 134 326 146 358 338 323 200 361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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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2.10. Total axial residual stress according to the location in Alloy 690 tube 
[MPa]

E‐1‐01 E‐1‐02 E‐1‐03 E‐1‐04 E‐1‐05 E‐1‐06 E‐1‐13 E‐1‐14 E‐1‐15 E‐1‐16 E‐1‐17 E‐1‐18

10 ‐270 ‐60 ‐218 ‐45 65 ‐404 ‐141 ‐1 ‐174 10 ‐163 139

2 458 ‐498 ‐93 ‐221 ‐358 ‐502 ‐356 ‐95 5 ‐237 ‐292 ‐304
0 ‐224 ‐341 ‐455 ‐510 ‐578 ‐264 ‐130 ‐199 ‐87 36 ‐85 ‐283
‐2 ‐21 ‐121 331 296 138 148 125 96 443 170 227 ‐23
‐20 ‐15 80 147 ‐95 361 293 ‐17 134 176 274 134 24

Table 3.1.2.11. Test conditions and number of C-ring specimens at room temperature 

5 10 24(1)48(2) - - - 5시간, 24시간 10시간,48시간

100% 3 3 3 3 - - - 6HA1~6HA3 6HA10~6HA12

120% 3 3 3 3 - - - 6HA4~6HA6 6HA13~6HA15

150% 3 3 3 3 - - - 6HA7~6HA9 6HA16~6HA18

100% 3 3 3 3 - - - 6AS1~6AS3 6AS10~6AS12

120% 3 3 3 3 - - - 6AS4~6AS6 6AS13~6AS15

150% 3 3 3 3 - - - 6AS7~6AS9 6AS16~6AS18

24 60 84 108 132 720 1080

120% 6 6 6 6 6 6 6 6HA19~6HA21 6HA28~6HA30

150% 6 6 6 6 6 6 6 6HA22~6HA24 6HA31~6HA33

170% 6 6 6 6 6 6 6 6HA25~6HA27 6HA34~6HA36

120% 6 6 6 6 - - - 6AS19~6AS21 6AS28~6AS30

150% 6 6 6 - - - - 6AS22~6AS24 6AS31~6AS33

170% 6 6 6 - - - - 6AS25~6AS27 6AS34~6AS36

24 48 - - - - -

90% 3 3 - - - - -

100% 3 3 - - - - -

24 - - - - - -

90% 1 - - - - - -

100% 1 - - - - - -

120% 2 - - - - - -

6AS43

6AS44

6AS45~6AS46

6AS37~6AS39

6AS40~6AS42

Alloy 600
HTMA

Sensitized

검사시점 (시간)

검사시점 (시간)

      

재료 열처리
응력(% of

σYS)
시편 일련 번호

Alloy 600
HTMA

Sensitized

실험용액: 0.1 M Na2S4O6, 상온(4차실험)

검사시점 (시간)

실험용액: 0.1 M Na2S4O6, 상온(3차실험)       

재료 열처리
응력(% of

σYS)
시편 일련 번호

Alloy 600
HTMA

As received

Sensitized

시편 일련 번호재료 열처리
응력(% of

σYS)

열처리재료
시편 일련 번호

실험용액: 0.1 M Na2S4O6, 상온(2차실험)       

검사시점 (시간)

      

As received

Sensitized

실험용액: 0.1 M Na2S4O6, 상온(1차실험)

Alloy 600
HTMA

응력(% of
σ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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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2.1. Schematic diagram showing locations of the strain gauge in Alloy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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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2.2. Schematic diagram showing locations of the strain gauge in Alloy 690

 

 
Fig. 3.1.2.3. Measurement position of residual stress by XRD in the explosive expansion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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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2.4.  Photograph showing a Siemens D5000 XRD with a four circle

 

 

 
Fig. 3.1.2.5. Photograph showing an attachment of a tube 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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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3.1.2.6. Total residual stress of Alloy 600 at outside tube, (a) total circumferential 
residual stress, (b) total axial residual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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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3.1.2.7. Total residual stress of Alloy 690 at outside tube, (a) total circumferential 
residual stress, (b) total axial residual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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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2.8. Uniformity of the expanded region according to expansion method



- 114 -

(a)

(b)

Fig. 3.1.2.9. Total residual stress of Alloy 600 at outside tube, (a) total circumferential 
residual stress, (b) total axial residual stress at inside 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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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3.1.2.10. Total residual stress of Alloy 690 at outside tube, (a) total circumferential 
residual stress at inside tube, (b) total circumferential residual stress at 
inside 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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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2.11. Total circumferential residual stress of Alloy 600 at outside tube by 
hydraulic expansion according to the location with respect to TTS

Fig. 3.1.2.12. Total axial residual stress of Alloy 600 at outside tube by hydraulic 
expansion according to the location with respect to T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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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2.13. Total circumferential residual stress of Alloy 600 at inside tube by 
hydraulic expansion according to the location with respect to TTS

Fig. 3.1.2.14. Total axial residual stress of Alloy 600 at inside tube by hydraulic 
expansion according to the location with respect to T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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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2.15. Total circumferential residual stress of Alloy 690 at outside tube by 
hydraulic expansion according to the location with respect to TTS 

Fig. 3.1.2.16. Total axial residual stress of Alloy 690 at outside tube by hydraulic 
expansion according to the location with respect to T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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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2.17. Total circumferential residual stress of Alloy 690 at inside tube by 
hydraulic expansion according to the location with respect to TTS

Fig. 3.1.2.18. Total axial residual stress of Alloy 690 at inside tube by hydraulic 
expansion according to the location with respect to T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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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2.19. Photograph for the C-ring stress corrosion cracking specimens

Fig. 3.1.2.20. Characteristics of the increase in stress by loading-unloading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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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2.21. Photograph showing in Alloy 600 HTMA, sensitized (600℃-48 hours) 
150% Yield stress, 0.1 M Na2S4O6, room temperature, 48 hours 
(Specimen ID: 6AS17)

Fig. 3.1.2.22. Photograph showing in Alloy 600 HTMA, sensitized(600℃-48 hours) 
C-ring at 150% yield stress, 0.1M Na2S4O6, room temperature, 24hours, 
(Specimen ID: 6AS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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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2.23. Relationship between applied stress and time to cracking on  sensitized 
Alloy 600 C‐ring specimens (100% ~ 170% Yield stress, 0.1 M Na2S4O6, 
room temperature)

Fig. 3.1.2.24. Relationship between applied stress and time to cracking on  sensitized 
Alloy 600 C-ring specimens (90%, 100, 120% Yield stress, 0.1 M 
Na2S4O6, room temperature)



- 123 -

Fig. 3.1.2.25. Photographs showing SCC cracks in Alloy 600 HTMA, sensitized, C‐ring, 
0.1 M, Na2S4O6, room temperature. (A) 90% Yield stress, (B) 100% 
Yield stress, (C) 120% Yield stress

Fig. 3.1.2.26. Relationship between applied stress vs. SCC cracking time in Alloy 600 
HTMA, C-ring, 0.1M Na2S4O6 (0.2M after 720hrs), at room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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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 가동원  archive 열  재료의 PWSCC 특성평가

본 연구에서는  단계 과제의 수행내용[1]에 이어서 국내 가동원  archive 열

의 재료지수 평가를 한 균열생성 항성 평가시험, 그리고 tube compact tension 

시편을 이용한 균열성장속도 측정시험 등을 수행하여 실제 국내 원  증기발생기 

열 의 가동  PWSCC 생성 시기와 성장속도를 측하기 한 실험자료 등을 생

산하 다.  

가. 실험방법  조건

Archive 열  재료의 PWSCC 특성을 평가하기 하여 2종류의 실험방법을 사

용하 다. 즉, 원  1차측 루 시험장치를 이용한 모사 분 기 내에서, ① archive 

열 의 재료지수 평가를 한 균열생성 항성 평가시험, 그리고 ③ tube compact 

tension 시편을 이용한 균열성장속도 측정시험 등을 수행하 다. 

 실험은 Fig. 3.1.3.1과 같이 한 개의 고온 고압수 순환 loop에 2종류 시험장치를 

직렬로 연결하여 균열 생성 항성 시험과 균열 성장속도 측정시험을 동시에 수행

하 다. Fig. 3.1.3.2는 균열생성 항성 시험에 사용된 RUB시편의 형상을 보여 주고 

있는데 archive 열 을 길이방향으로 개한 후 bender를 사용하여 내경면이 바깥

으로 향하도록 구부린 후 bolt로 고정시켰다. 이때 시편과 bolt  nut가 하는 부

분은 zirconia washer를 삽입하여 기 으로 연되도록 하 다.

균열 성장속도는 Fig. 3.1.3.3과 같은 tube compact tension 시편을 사용하여 측정

하 다. 이 형상에서 균열길이  하 에 따른 응력 확 계수는

  ××
  ×    

                 (K in MPa√m, P in N, and a in m)

로 주어진다.[2] 각 시편은 PWSCC에 의한 균열생성을 진시키고 기계  가공에 

의한 가공경화의 향을 배제하기 하여 기계  notch로부터 약 1mm 정도 피로 

비균열(fatigue pre-crack)을 형성시킨 후 실험하 다.  

균열생성 시편의 환경은 360℃/3,000psig의 순수가 시간당 1리터씩 순환되는 조건

으로 유지시켰으며 균열성장 시편의 경우는 330℃/3,000psig의 순수가 역시 시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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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리터씩 순환되는 조건에서 실험하 다. 수소는 순수 장탱크의 수소압력을 조 하

여 43ccSTP/kg-water의 농도로 유지시켰다.

균열 생성  성장시험 모두 하나의 고온 고압수 순환 loop를 사용하 기 때문에 

2,000시간 는 3,000시간의 동일기간으로 실험하 으며 균열 생성 시편의 경우 균

열의 생성이 찰되지 않은 시편은 재장입 하여  18,000시간까지 실험하 고 

균열성장시험의 경우 응력 확 계수 15, 20, 30  40MPa√m의 네 조건에서 실험하

다. 

나. 실험결과  고찰

(1) 국내 가동 원  호기별 증기발생기 열 의 균열생성 특성 평가

국내 가동 원  archive 열  재료에 해 PWSCC 생성 시간을 실험 으로 평

가하 다. Table. 3.1.3.1은 균열생성 실험에 사용된 열 의 종류와 개수  각 시

편에 한 설명을 정리한 것이다. 한국형 원  증기발생기 합  600 열  4종(울

진3, 울진4, 3/4, 5/6)과 고리 1호기 교체 증기발생기 합  690TT 열  1

종 등 5종의 국내 원  archive 열  외에 후속 열처리의 향을 평가하기 해 

울진 3 archive 열 에 해 TT 열처리, 형 입계 형성을 한 serration 열처리 

그리고 serration 열처리후 TT 열처리를 추가한 시편들을 비하 다. 한 창원 특

수강에서 제작된 국산 시제 합  600HTMA, 690MA와 690TT 등 3종의 열 도 외

산 archive 열 들과의 성능비교를 해 추가하 으며 실험조건  결과의 객

인 평가를 하여 PWSCC 민감도가 비교  큰 상용 합  600 열  3종도 함께 

실험하 다. 균열생성시험은 약 4년간에 걸쳐 1,000~3,000시간의 실험  검사주기

로 18,000시간까지 되었으며 그 결과를 정리하면 Fig. 3.1.3.4와 같다. 가장 먼  

균열이 발생된 재료는 상용 합  600 열 으로 1,000시간부터 균열의 생성이 

찰되어 3종 열  모두 6,000시간 이내에 모든 시편에서 균열이 생성되었으며 따

라서 PWSCC 생성을 야기 시키기 한 본 모사 실험조건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다음으로는 국산 시제 합  600 HTMA가 6,000~8,000시간 실험 후 

균열이 생성되었으며 울진 3 archive 열 이 8,000~13,000시간에 그리고  3/4, 

 5/6 archive 열 은 13,000시간에 균열의 생성이 찰되었고 울진 4 archive 

열 의 경우는 18,000시간 실험 후 2개 시편 모두 균열이 발생되었다. 즉, 합  

600 HTMA 열 의 균열생성에 한 항성은 국산 시제, 울진 3,  3/4  

 5/6, 울진 4 archive 열 의 순으로 커짐을 알 수 있었다. 울진 3 archive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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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serration 열처리를 추가한 시편과 serration  TT 열처리 추가한 시편들의 경우 

각각 15,000시간과 18,000시간 후에 균열이 생성되었으나 TT 열처리만을 추가한 시

편의 경우는 18,000 시간 후에도 균열이 발생되지 않아서 serration 열처리 보다는 

단독 TT 열처리가 균열생성을 지연시키는데 보다 효과 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합

 690 재질의 국산 시제  (MA와 TT)  고리 1호기 교체 증기발생기 archive 열

(TT)은 실험시간 내에서 균열의 생성이 찰되지 않았다. 

본 실험결과에서 한국형 원  증기발생기 archive 열  균열의 생성이 울진 

3 열  재료에서 가장 빨리 일어났으므로 이로부터 재료지수 평가를 통하여 실제 

원 의 가동  PWSCC 생성시간을 측하 다. 울진 3 archive 열 에서 균열은 

8,000시간 실험후 찰되었기 때문에 보수 으로 균열이 찰되지 않았던 6,000시간

을 균열생성시 으로 간주하 다. 사용된 reverse u-bend 시편에 가해진 응력은 x-ray

를 이용한 측정결과 최  인장응력 정도 크기의 잔류응력이 reverse u-bend 시편 내

에 존재한다는 연구보고[3]를 참고하여 650MPa로 가정하 다. 균열생성기간과 재료

지수와의 계는 식 (1)로 주어지는데 여기서 식 (2)의 온도 의존도와 식 (3)의 응력 

의존도에 각각 본 실험조건인 360℃와 650MPa를 입하여 계산하면 울진 3 열

의 재료지수는 0.05로 평가되며 이로부터 325℃에서 450MPa의 잔류응력이 존재하는 

경우(kiss roll 확  천이부 기 ) 균열생성까지는 약 200,000시간(~23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측된다. Fig. 3.1.3.4의 우측 y-축 scale은 열  시편들의 실험실  균열생

성시간에 응되는 가동조건에서의 균열생성 측시간을 환산하여 표시한 것이다. 

한국형 원  증기발생기의 경우 폭발확 이 용되었고 이 확  천이부 내면에 존

재하는 잔류응력의 크기는 기계식 확 방법 보다는 훨씬 작은 잔류응력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기 때문에[4] 실제 한국형 원  증기발생기 확  천이부에서의 

PWSCC 생성시간은 이 측치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상된다. 

   (1)

        (2)

      
  (3)

이상과 같은 RUB 시편을 이용한 가속화 실험을 통해 결함발생의 시 을 측하

는 방법은 실제 원  결함발생 부 의 잔류 응력이 올바르게 평가되었고 한 가동

에 잔류응력이 변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교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열 들 간에 잔류응력의 오차가 크고 외부  향(sludge축  는 denting 등)으로 

인해 가동  잔류 응력이 변화하는 경우에는 큰 오차가 발생될 수 있으며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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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고려한 개선된 측방법의 개발도 필요하다.  

(2) 국내 표  원  호기별 archive 열 의 균열성장 특성 평가 

 국내 표  원  증기발생기에 사용된 archive 열  재료의 PWSCC 성장 속도

를 실험 으로 평가하 다. Table. 3.1.3.2는 균열성장 실험에 사용된 열 의 종류

와 각 시편에 한 설명을 정리한 것이다. 표  원  증기발생기 합  600 archive 

열  4종 이외에 후속 열처리의 향을 평가하기 해 울진 3 archive 열 에 

TT 열처리와 serration 열처리를 추가한 시편들을 비하 다. 균열성장시험은 15, 

20, 30, 그리고 40MPa√m의 네 조건에서 시편당 2,000시간 실험한 후 면분석을 통

해 균열성장속도를 평가하 다.  

Fig. 3.1.3.5는 울진 3, 울진 4,  3/4 그리고  5/6 archive 열  시편을 

40MPa√m 조건에서 2,000시간 실험한 후 면을 찰한 사진이다. Fig. 3.1.3.3과 같

은 시편 형상에서 균열은 각 시편마다 두 군데의 두께면 상에서 동시에 성장하는데 

괴검사 결과 이들 간의 균열성장거동에는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한쪽 두께면

에 한 결과만을 실었다. 각 사진에서 피로 비균열은 왼쪽에 치하도록 시편을 

배열하 는데 PWSCC에 의한 형 인 입계 균열이 피로균열 선단에서부터 생성되

어 오른쪽으로 한 양상을 볼 수 있으며 입계균열 길이의 성장량은 동일한 실험

조건하에서 수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 별 archive 열  재료에 따라 큰 차이가 

나타났다. 즉, 면 상에서 입계균열 길이의 성장량은  5/6, 울진 3, 울진 4, 그

리고  3/4 archive 열 의 순으로 감소하 으며 그 차이는 약 10배에 달하는 

것으로 보인다. 울진 3 archive 열 에 TT  serration 열처리를 추가한 시편에 

해 동일한 조건하에서 실험한 결과는 Fig. 3.1.3.6과 같이 TT 열처리 시편의 경우는 

열처리 에 비하여 약 1/3로 균열성장량이 감소하 으나 serration 열처리 시편의 

경우는 거의 변화 없는 큰 균열성장량을 보 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로부터 결정입

계의 형상보다는 입계 탄화물의 분포  양이 균열의 성장을 억제시키는데 더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비교  큰 입계균열의 성장량을 보인 울진 3과  5/6 archive 열 에 해서

는 PWSCC 성장속도의 응력확 계수에 한 의존도를 평가하기 하여 30, 20, 그

리고 15MPa√m의 3종류 조건에서 실험을 추가로 수행하 으며 그 결과는 Fig. 

3.1.3.7과 같다. 여기서 15MPa√m 조건하에서의 실험은 20과 30MPa√m 조건과 동일

한 2,000시간 실험을 수행하는 경우 균열 성장량이 매우 작을 것으로 상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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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시간 동안 실험하 다. 균열성장량은 응력확 계수 값이 작아짐에 따라 감소하

으며 특히 15MPa√m 조건의 경우는 두 archive 열  모두에서 실험기간을 3,000

시간으로 연장하 음에도 불구하고 1~2개의 결정입에 한정된 입계 면만이 부분

으로 찰될 정도로 균열성장량이 하게 감소하여 균열성장의 임계조건

(threshold)에 도달하 음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면사진 상에서 균열의 길이를 측정하 는데 성장한 입계 균열의 

선단 형상이 시편 두께의 양쪽 표면보다는 심부가 더 긴 볼록한 모양이었기 때문

에 PWSCC에 의한 입계 균열의 성장 길이는 두께 내부의 가장 긴 입계 면의 거

리를 측정하여 얻었고 이 값들을 체 실험시간으로 나 어 균열의 최  성장속도

로 환산하 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얻은 표  원  archive 열 들 간의 PWSCC 

성장속도의 정량 인 차이와 응력확 계수의 의존 계를 도식하면 Fig. 3.1.3.8과 같

다. 응력확 계수 값은 각 시편에서 입계균열 길이를 측정한 두께면상의 동일 치

에서 피로 비균열까지의 체 균열길이롤 측정하여 계산하 으므로 시편마다 그

리고 동일한 시편에서도 양쪽 두께면 상에서의 균열길이가 달라 다소 차이를 보

다. 40MPa√m조건에서 수행된 결과를 보면 표  원  archive 열 의 PWSCC 성

장속도는 실제로 가해진 응력확 계수 값이 40~45MPa√m로 거의 동일함에도 불구

하고 원 별 재료에 따라 큰 차이를 보 는데 따라서 이러한 차이는 미세조직과 기

계  강도 등 재료별 특성을 반 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Fig. 3.1.3.8에서 실선은 

modified Scott 모델(식 (4))로 계산된 330℃에서의 균열성장속도 측 곡선인데 이를 

본 실험결과와 비교해 보면, archive 열  재료의 균열성장속도 측정결과는 조사

된 응력확 계수 체 범 에서 Scott 모델의 측치보다 항상 작게 나타났다. 따라

서 이 측식은 가동  표  원  증기발생기 열 의 균열성장속도를 보수 으로 

평가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본 실험과 동일한 규

격의 시편을 사용하여 보다 큰 응력확 계수(≥70MPa√m)에서 실험한 일본의 결과

[2]도 비교를 하여 Fig. 3.1.3.8에 함께 실었는데 최  균열성장속도 데이터의 일부

가 Scott 모델 측치보다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tube compact tension 시편의 

경우 30MPa√m 이내의 값에서만 -탄성거동을 보여 응력확 계수 계산치가 유효하

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이로 인한 실험의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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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3.1. Information about specimens used for crack initiation test

SPECIMEN 

ID 

ADDITIONAL HEAT 

TREATMENT 

 IN LAB. 

NO. 

OF 

RUBS

REMARKS 

UCN3 N/A 2 3/4”OD, Alloy 600 HTMA Archive 

UCN3+TT 705oC/16hrs→AC 2 TT 열처리추가 

UCN3+SER 

1000oC/5min→

700oC(1oC/min)→

AC 

2 파형입계형성 열처리 추가 

UCN3+SER

+TT 

1000oC/5min→

700oC(1oC/min)→

705oC/16hrs→AC 

2 파형입계형성 및 TT 열처리 추가 

UCN4 N/A 2 3/4”OD, Alloy 600 HTMA Archive 

YG3/4 N/A 2 3/4”OD, Alloy 600 HTMA Archive 

YG5/6 N/A 2 3/4”OD, Alloy 600 HTMA Archive 

K1-690TT N/A 2 3/4”OD, Alloy 690 TT Archive 

C600MA N/A 2 3/4”OD, Alloy 600 HTMA 국산시제

C690TT N/A 2 3/4”OD, Alloy 690 TT 국산시제 

C690MA N/A 2 3/4”OD, Alloy 690 MA 국산시제 

600MA-1 N/A 2 7/8”OD, Alloy 600 LTMA 상용 

600LC N/A 2 7/8”OD, Alloy 600 저탄소 상용 

600MA-2 N/A 2 7/8”OD, Alloy 600 LTMA 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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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MEN 

ID 

ADDITIONAL HEAT 

TREATMENT 

 IN LAB. 

REMARKS 

UCN3 N/A 3/4”OD, Alloy 600 HTMA Archive 

UCN3+TT 705oC/16hrs→AC TT 열처리추가 

UCN3+SER 
1000oC/5min→

700oC(1oC/min)→AC 
파형입계형성 열처리 추가 

UCN4 N/A 3/4”OD, Alloy 600 HTMA Archive 

YG3/4 N/A 3/4”OD, Alloy 600 HTMA Archive 

YG5/6 N/A 3/4”OD, Alloy 600 HTMA Archive 

 

Table 3.1.3.2. Information about specimens used for crack propagation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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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1. Schematic diagram of the autoclave for crack initiation test and the crack 
propagation tester connected to a primary water simulation test lo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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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5. Morphology of crack surfaces of alloy 600 HTMA archive tube crack 
propagation test specimens after 2,000 hours at 40MP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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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6. Comparison of crack surfaces for as-received, thermally treated and 
serration heat treated UCN3 archive tube crack propagation test specimens 
after 2,000 hours at 40MP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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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7. Fractographs showing the effect of stress intensity factor on the crack 
growth rate of UCN3 and YG5/6 archive tub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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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8. Primary water stress corrosion crack propagation rate of domestic steam 
generator archive tub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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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lloy 600 용 재(Alloy 182)의 미세조직 분석  PWSCC 특성평가

가. 원자로 헤드 통  손상  PWSCC 연구 황

(1) Davis-Besse 원 에서의 원자로 헤드 손상

원자로 압력용기는 고온, 고압의 부식 환경에서 운 됨에 따라 각종 부식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핵분열에 의해 발생하는 성자의 조사에 의한 

조사취화, 그리고 여러 운 과도 상태에 노출됨에 따라 피로손상이 발생한다. 특히 

응력부식균열 (stress corrosion cracking, SCC)은 재료가 부식 환경에 노출될 때, 그 

재료에 용   가공 잔류응력이나 운 응력 등 인장응력이 존재하고, 재료 자체가 

SCC 발생에 민감한 미세조직을 갖고 있을 때 쉽게 발생한다. 특히 재료의 에서 

보았을 때, SCC를 일으킬 수 있는 요한 인자들로는, 화학  조성, 냉간가공 정도, 

경도  항복강도, 결정립계  결정립 내부에서의 크롬탄화물 분포 양상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SCC 발생 조건을 만족시키는 증기발생기 열 에서는 1차측

과 2차측에서 SCC가 자주 발생되고 있다. 더욱이, CRDM 노즐의 용 부에서와 같

이 이 로 이어진 곳에는 부품과의 용  작업이 필요하고, 용  작업 후에는 필

연 으로 용  잔류응력이 존재하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곳에서 집 으로 SCC가 

발생할 수 있다.

원자로 헤드에는 핵연료의 연소도 조  목 의 제어  (control rod)을 구동시키

는 제어  구동기구 (control rod drive mechanism, CRDM)가 있는 데, David-Besse 원

의 원자로 헤드  손상부 를 도식 으로 나타내면 Fig. 3.1.4.1과 같다. 이  

CRDM 노즐은 약 1.6 cm 두께에 외경이 8.96 cm인 이 로써 니 기 합 인 

Alloy 600으로 제작된다. Alloy 600은 1010 - 1065 ℃에서 2 - 10분간 어닐링된 후, 

로타리 스트 이트닝 (straightening) 작업을 거쳐 기계 가공된다. 압력용기 헤드는 

시 모양으로 SA 533 Gr.B의 합 강 재료를 사용한다. CRDM 노즐은 원자로 헤드

에 통하여 삽입된 후, 헤드의 안 쪽에 J groove를 가공하여 partial penetration 용

된다. 용 방법은 shielded metal arc 용 이며 filler 재료로는 Alloy 600과 거의 동일

한 화학 조성을 갖는 Alloy 182를 사용한다. Fig. 3.1.4.1의 원 안은 CRDM 통  

 용 부 형상을 나타내고 있다.

Davis-Besse 원자로의 상부 헤드에서 균열이 발생한 CRDM 노즐은 #1 - #3, #5 

등으로 주로 헤드의 앙부에 치하고 있었다. 특히 #2 노즐에서는 노즐을 완 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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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통균열 (through wall crack) 뿐 아니라, 부분 통균열 그리고 원주 균열도 

발견되었다. #2 노즐에 형성된 원주 방향 표면균열은 다른 축방향 균열로 설된 

붕산수에 의한 2차 부식손상으로 단된다. 한 이 노즐 주변에서는 노즐을 둘러

싸고 있는 합 강의 부식도 함께 발생하 다. 상부 헤드 모재의 부식이 Fig. 

2.1.4.1에서와 같이 클래딩 부 까지 완 히 진행된 부 는 노즐 #3이다. 한 #5 노

즐에서는 비록 설 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균열이 발견되었다. 노즐에 발생한 

균열은 J groove 용 구간에 걸쳐서 상하로 연장된 PWSCC 균열 양상을 보이고 있

으며, 균열들은 체 으로 노즐 축에 해 평행한 치로 성장하는 축 방향 균열

들이며 이들은 용 부 경계선에서 개시되어 법선 방향으로 성장한 형태를 하고 있

었다. 손상이 발생한 각 노즐 부 에서의 균열  부식 양상을 Fig. 3.1.4.2에 나타냈

다.

Davis-Besse 원 의 손상 이력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90년 3월 경, 

#3 노즐에서 최 로 균열이 개시되었다. 그리고 축 방향으로의 균열 속도에 근

거하여 볼 때 1994년 - 1996년 사이에 이 균열은 노즐 벽을 완 히 통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후 이 균열을 통해 1차 냉각수가 원자로 헤드 상부로 출되기 시작

하 는 데, 1998년 - 2000년 기간 동안 노즐 설감시를 통해 균열의 심각성을 인식

하고 노즐 부 에 형성된 붕산 퇴 물을 제거할 수 있었으나, 이 기회를 상실하

다. 1999년에는 #3 노즐 부 의 압력용기 헤드에서의 붕산 부식에 의한 손상이 

히 진행되어 격납건물의 기 에서 철 산화물이 검출되기에 이르 으며, 2002

년에는 결국 #3 노즐 주변의 모재가 완 히 부식되어 클래딩 부 까지 이르는 형 

손상으로 발 하게 되었다.

원자로 내의 냉각수 에는 성자를 흡수하여 핵분열을 제어할 목 으로 붕산 

(H3BO3)을 첨가하며, 첨가된 붕산에 의한 냉각수의 산성화를 막고 염기성 분 기로 

환원시키기 해 LiOH를 첨가한다. 냉각수의 산성도는 pH 4.2 - 10.5를 유지한다. 

따라서 CRDM 노즐의 균열에 의해 설된 붕산수는 압력용기 헤드의 상부에서 증

발/건조 과정을 거치며 붕산 결정이나 붕산 화합물로 퇴 된다. 이 붕산 퇴 물은 

고온의 부식 환경에서 Fig. 3.1.4.3에서와 같이, 압력용기 헤드의 재질인 합 강에 

붕산에 의한 면부식 (boric acid corrosion, BAC)을 일으키게 된다. 실험에 의하면, 

이와 비슷한 부식 환경에서 붕산에 의한 합 강의 부식속도는 0.5inch/month에 이

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Davis-Besse 원자로에서 노즐 부   압력용기 랜

지에서 붕산 화합물이 된 양에 근거하여 볼 때 압력용기 헤드는 약 4년간에 걸

쳐서 상당한 속도로 붕산 부식이 진행된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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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Oconee 원 에서의 원자로 헤드 통  손상

- CRDM 노즐의 균열 발생 황  균열 특성

Oconee 원자력발 소는 Babcock&Wilcox (B&W)사가 설계하고 제작한 3개의 원

자로 site로 이루어져 있으며, 3개의 원자로에는 각각 69개의 CRDM 노즐이 등간격

으로 배치되어 있다. 그리고 Oconee 1호기에는 추가 으로 8개의 thermocouple (T/C) 

노즐이 CRDM 노즐 주 로 배치되어 있다. Oconee 1호기는 1973년, 그리고 2호기와 

3호기는 1974년부터 상업 인 운 을 시작하 다.

2000년 11월 Oconee 1호기에서는 핵연료 재장 을 한 원자로 정지기간  원

자로 압력용기 헤드의 육안검사가 수행되었다. 육안 검사 결과, 1개의 CRDM 노즐 

 여러 개의 T/C 노즐 주 에서 붕산 결정 (boric acid crystal)이 찰되었으며, 결

국 이러한 붕산 결정이 찰된 CRDM 노즐 #21 노즐과 T/C 노즐, 그리고 그 노즐

들의 J groove 용 부에서 균열이 확인되었다. Fig. 3.1.4.4(a)는 Oconee 1호기의 육안 

검시 시 CRDM 노즐 #21 주변에서 찰된 붕산 결정 침 물을 보여 주고 있다. 이

러한 붕산수 유출에 의한 붕산 결정 침 물 형성은 CRDM 노즐과 압력용기 헤드를 

연결하는 용 부의 내면으로부터 시작된 통 축 균열 (through-wall axial crack)이 

발생했음을 보여주는 최 의 사건으로 믿어지고 있다.

2001년 2월 수행한 Ocinee 3호기의 육안 검사 결과에서도, Fig. 3.1.4.4(a)의 

Oconee 1호기에서 발견된 것과 비슷한 형상으로 역시 9개의 CRDM 노즐 주변에서 

붕산 결정이 침 되어 있는 것이 찰되었다. 이 CRDM 노즐에 한 ECT (Eddy 

Current Testing), 음  시험 (Ultrasonic Testing), 염료 침투시험법 (Dye Penetrant 

testing, PT) 등의 시험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내면 (inner diameter, ID) 균열   깊

은 균열 등의 신호가 감지되었다. Fig. 4.1.3.4(b)는 PT 시험법에 의해 찰된 노즐과 

용  합부에서의 손상을 보여주고 있다.

2001년 4월에는 Oconee 2호기에 한 육안 검사를 수행하 는 데, 이 곳에서는 

4개의 CRDM 노즐 주변에 붕산 결정이 침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 다. 붕산이 축

된 4개의 CRDM 노즐에 해 통 균열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해 ECT 검사

를 수행하 다. 검사 결과, 1개의 노즐에서는 2개의 ID 균열이 발견되었으며, 4개의 

CRDM 노즐 모두에서는 잔 균열들이 발견되었다. PT 시험에서는 노즐의 외면 

(outer diameter, OD)에서 결함 신호가 감지되었다. OD 신호는 J groove 용 부, fil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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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부의 외면, 용 부와 노즐 합부의 끝에서 발생하 다. 마찬가지로 UT 검사에

서도 CRDM 노즐의 내면과 J groove 용 부에서뿐 아니라 노즐의 OD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많은 표면균열들이 감지되었다. 한 UT 검사를 통해 모든 노즐에서 부분

인 통균열이 일어났을 뿐 아니라, 원주 결함 (circumferential flaw)이 존재함을 확

인하 다.

Oconee에서 발생한 균열들은 J groove 용 부 부분까지 연결된 stub의 바깥 표

면에서 발생하거나, 혹은 용  용융부 (weld metal)에서 발견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

었다. 이러한 균열 발생은 기의 통 에서 발견되지 않았던 것으로, 따라서 새로

운 형태의 균열발생 거동으로 평가되었다. 한 Oconee에서 발견된 노즐부에서의 

원주균열 (circumferential crack)은 그것이 직  냉각수 유출사고 (loss of coolant 

acident, LOCA)나 CRDM의 동작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심각한 문제

으로 부각되었다.

Oconee 원자로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균열 결함들이 발견되었는 데, 이러한 결함

들은 크게 4종류로 구분된다.[1] 첫째는, 용 부에서 멀리 떨어진 노즐의 끝단에서 

발생하는 균열로써 주로 이 의 직진도를 유지하기 한 공정에서 발생한 잔류응

력에 의한 PWSCC인 것으로 생각된다. 두 번째는, 노즐 외부의 균열로써 용 부에

서 발생하여 노즐의 아래 부분으로 하는 형태의 균열이다. 이 균열의 는 

축방향과 각도를 이루면서 spiral 형태의 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균열은 상황

에 따라 원주 균열로 발 할 수 있는 소지를 내포하고 있는 형태의 균열이다. 세 

번째는 이  내부의 용 부에서 발생하여 두께 방향  축 방향으로 하는 균

열로써 두께 방향으로 통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 부에 존재하는 

작은 결함들 (cluster flaw)인데, 이 균열들은 여러 방향으로 배열되어 있다.

- 미세조직 특성

Oconee 1호기에서 손상된 CRDM 노즐 #21에 한 미세조직 찰 결과, CRDM 

노즐의 모재와 용 부에서 균열 의 주요한 구동인자는 PWSCC임이 밝 졌다. 

용  시 발생된 제조 결함 (manufacturing defects)이 PWSCC를 유발시킨다는 결정

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찰된 균열 형상은 Alloy 182 용 재에서의 

hot cracking이나 liquation cracking이 결함의 개시에 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균열 경로 (crack path)는 다 의 평행한 균열 (multiple parallel 

cracks)로 구성되어 있었다. 미세한 균열들이 평행한 균열들로부터 되어 나가고 

있었으며, 이러한 균열 틈새에는 부식 생성물이 침 되어 있었다. SEM-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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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nning electron microscopy/Energy dispersive spectroscopy)를 이용한 조성 분석 결

과, 이 부식 생성물은 주로 용 재의 합 원소로 구성되어 있었는 데, 특히 니오비

움이 가장 많고, 이보다는 지만 크롬과 철이 함유되어 있었다.

Oconee 3호기의 CRDM 노즐 하단에서 발견된 부분의 균열은 OD에서 개시되

었다. Fig. 4.1.3.5는 CRDM 노즐에서 찰되는 형 인 축 균열을 보여주고 있다. 

많은 OD 축 균열은 엄 히 말해 축 균열이라기보다는 CRDM 이 의 축에 해 

약간 각도를 이루며 하는 특성을 보인다. 이러한 부분의 균열들은 용 부에

서 발생되어, 노즐의 두께 방향과 노즐의 축을 따라 한다. 균열이 축 방향에 

해 약간 경사진 각도로 진행한다는 것은, 통  제작  용  작업  유발된 

hoop stress가 없고 균열의 선단이 용 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에 

spiral 형태의 잔류응력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지 까지 연구된 모든 

경우에 있어서, 원주 균열은 항상 축 균열과 연 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은, 축 균

열이 축 응력장 (axial stress field) 쪽으로 성장하다가 노즐 이 의 원주 방향으로 

환되었을 때만이 원주 균열이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용 부를 찰한 결과, 용  filler 재료인 Alloy 182 용  부 에서는 

interdendritic SCC가 찰되었으며, CRDM 노즐 자체에서는 Fig. 4.1.4.5에서 보는 바

와 같이, 균열들은 약간의 랜치 (branch)를 가지면서 모두 입계 (intergranular)를 따

라 하고 있다.[1] 반면, 입계 응력부식 (intergranular SCC, IGSCC)이 발생할 때 

흔히 동반되는 입계부식 (intergranular corrosion)은 찰되지 않았다. Alloy 600에서 

PWSCC 특징은 결정입자의 크기, 재료강도, 입계 크롬탄화물의 석출 정도, 고용된 

탄소량 등에 의해 크게 달라진다. 이 균열은 이 의 축과 평행하게 하고 있

는 축 방향 균열로써, 이러한 입계 균열 (intergranular cracking) 양상은 1차 냉각수 

조건에서 Alloy 600이 PWSCC가 발생할 때 나타나는 형 인 균열 양상이다. 균열 

표면에 한 EDS 분석결과, 부식 생성물은 정상 인 합  원소로 구성되어 있었다. 

결정립계를 따라 입계 크롬 탄화물이 찰된 반면, 결정립 내부에서는 크롬 탄화물

이 거의 찰되지 않았다. 입계 크롬탄화물은 연속 인 형태가 아닌 단속 인 분포

를 보이고 있었다. 찰된 시편 체에 걸쳐 결정립들은 균일한 크기를 보이고 있

었으며, 단면 시편에서 찰된 평균 결정립 크기는 ASTM 3 - 4 (90 - 125 ㎛)로 측

정되었다.

이 재료의 민화 정도를 알아보기 해 Modified Huey test를 수행하 다. 실험

결과 무게 감량은 600 - 700 mg/cm2/day로 측정되었는데, 이 값은 이  재료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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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히 민화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화학 조성분석에 의하면 손상된 CRDM 노즐 재

료는 통상 인 Alloy 600 재료의 화학 조성과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었다.

노즐의 두께 방향으로 미세경도 측정을 수행한 결과, ID에서는 Rb 80의 값을, 그

리고 OD에서는 Rb 95의 값을 나타냈다. 이러한 OD에서의 값은 MA (mill annealed) 

재료에서 요구되는 값보다는 좀 높은 편이다. 뿐만 아니라, 두께 방향으로의 경도 

분포도 정상 인 분포에서 상당히 벗어나 있었다. 보통의 CRDM 노즐의 경도는 OD

에서는 높고 두께 방향으로 차 감소하다가 ID 표면에서 약간 상승하는 경향을 갖

는다.

결론 으로, 균열이 발생한 CRDM 노즐 재료는 충분히 큰 결정립 크기를 가지고 

있으며, 결정립계를 따라 입계 크롬탄화물도 잘 발달한 것으로 보아서 이 재료는 

PWSCC에 하여 어느 정도 항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재료 자

체의 문제에 의해 PWSCC 균열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 경

우에는 CRDM 노즐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잔류응력의 존재가 PWSCC

를 일으킨 주요한 인자일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3) Alloy 600/182 용 부 PWSCC 특성

- PWSCC 균열 개시

지 까지 Alloy 600의 균열 개시에 한 연구가 단히 많이 이루어져 있는 데 

비해, Alloy 182나 Alloy 82에 한 연구는 아직까지는 미진한 편이다. 일반 으로 

변형량 (strain)과 시험온도를 증가시키면 단시간 (failure time)이 감소하고, 단율 

(failure rate)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Mullin과 Parrington[2]은 U-bend 시편과 C-ring 시편을 이용하여 Alloy 62와 Alloy 

82의 균열개시 실험을 수행하 다. PWR type의 환경 (pH: 10-10.3, H2: 25-45 cc/kg)

에서 온도를 각각 315, 338, 360℃로 변화시키고 시험시간은 249 weeks까지 수행하

으며, 변형량은 U-bend 시편의 경우 10%와 16%이고, C-ring 시편의 경우 0.45와 

4%이었다. 그들의 실험결과에 의하면, 이러한 실험조건에서 모든 시편에서 PWSCC 

균열이 찰되었다. 그리고 한 607℃에서 7시간 thermal treatment를 하면 PWSCC 

균열 개시을 억제하는 데 큰 효과가 있었으나, 완 히 없애지는 못하 다. 한 

Alloy 82의 탄소 함량이 높은 경우 (C>0.03 wt%), 낮은 탄소 함량을 갖는 Alloy 82 

(C<0.03 wt%)에 비해 단율이 약간 감소하 다. Alloy 600과 Alloy 82  Alloy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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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용 시편을 이용한 실험에서는 Fig. 3.1.4.6에서와 같이 모재, 모재의 열 향부  

(heat affected zone, HAZ), 그리고 용 부 3곳 모두에서 균열이 발생하 다.[2] 실험

은 수소함량이 40-60 cc/kg, 실험온도 360℃인 물에서 78 weeks 수행하 다. 그리고 

용 부에서 보다는 모재와 HAZ에서 균열이 더욱 깊은 양상을 나타냈다. 한 탄소

함량이 높을수록 Alloy 82의 SCC 항성이 더욱 좋은 결과를 나타냈다.

EDF의 Amzallag 등[3]은 인장시편을 이용하여 온도 330 - 360℃의 1차수 조건에

서 Alloy 182의 PWSCC 균열개시 실험을 수행하 다. 그들의 실험결과에 의하면, 

균열개시의 활성화 에 지 (activation energy)는 Alloy 600의 경우와 같이, 185 

kJ/mole로 측정되었다. 한 실험온도에서 인장시편에 가해진 응력이 2% 이상의 소

성변형 (plastic deformation)을 일으킬 때만이 균열이 발생하 음을 찰하 다. 이러

한 실험결과로부터, 그들은 Alloy 182의 PWSCC 발생을 한 threshold stress는 약 

350 MPa (51 ksi)로 결론지었는 데, 이는 이 재료의 항복강도의 하한값 (lower limit)

에 근 하는 값이다.

U-bend  constant load 방법을 이용하여 Alloy 182와 Alloy 82의 PWSCC 항성

에 한 비교실험 결과에 의하면, 균열이 개시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Alloy 82의 

경우 Alloy 182에 비해 4에서 10배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탄소와 실리콘의 

함량이 높은 Alloy 182은 균열  hot cracking에 매우 민감한 결과를 나타냈다. 약 

600℃에서의 응력제거 열처리는 표면 잔류응력을 감소시키는 데는 큰 효과를 보

으나, Alloy 182의 고유한 PWSCC 항성을 향상시키지는 못하 다.

- PWSCC 균열 성장

EPRI에서는 PWR 환경에서 Alloy 600과 Alloy 182의 균열 성장 거동에 한 연

구를 수행하 다.[4-6] 각 시편은 Alloy 600 재나 bar stock에 홈을 내고 그 홈 사

이를 Alloy 182로 용 한 후 용 부로부터 시편을 채취하 다. 그들은 compact 

tension (CT) 시편을 이용하여 균열 성장 시험을 수행하 다. 그리고 모든 시편에 있

어서 용  후 응력제거 열처리를 수행하지 않았다.

시험조건은 325℃에서 1200 ppm B, 2.0 ppm Li 그리고 25 cc/kg H2가 함유된 모

의 원자로 냉각 시스템 (simulated reactor coolant system, RCS)의 수화학을 사용하

다. 시편은 균열 성장 시험 , 피로에 의한 비균열 (fatigue precrack)을 만든 후 

수행하 다. 3600 마다 R = 0.7 (R ratio = mimimum load/maximum load)을 갖는 주

기 인 일정하  조건을 이용하 다. SCC 균열 길이는 DCPD (direct cur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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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tential drop) 기법을 이용하여 측정하 으며, 기화학  (electrochemical 

potential, ECP)는 외부에 Ag/AgCl 극을 이용하여 측정하 다. 모든 고온 극장치

는 지르코니아를 이용하여 제작하 다.

피로 비균열과 SCC 균열 길이는, 균열 길이에 한 정확한 압으로 보정된 

역 DC 차 압 측정법 (reverse DC potential difference voltage measurements)을 

이용하여 계산하 다. 총 17개의 용  시편을 시험하 으며, 시험이 끝난 시편은 공

기 에서 피로균열 (fatigue cracking)에 의해 개한 후 SEM을 통하여 단면 분석

을 수행하 다. 시험결과, Alloy 182에서 PWSCC에 의한 균열 성장 지역은 

interdenrtitic 단면의 특성을 보여주는 반면, 피로 비균열 지역  시험 후 피로

에 의해 개된 부분은 입내 단 (transgranular fracture) 형태를 보여 주었다.

Alloy 182의 균열 성장 시험 후 단면을 찰하여 보면 Fig. 3.1.4.7에 나타난 바

와 같이, 주 균열 (primary crack) 주 로 제2차 균열 (secondary crack)이 많이 존재하

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균열 형태는 입계를 따라 진행하는 입계 균열 

(intergranular)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균열은 시편의 TS orientation을 갖는 수

지상과 평행하게 진행하는 특성을 나타낸다.

SEM에 의해 측정된 기  최종 균열 크기는 균열 성장률 (crack growth rate)을 

결정하기 한 DCPD 독값을 보정하는 데 사용하 다. 균열 선단면의 불균일성 

때문에 시편을 가로질러 5 - 12회 측정을 한 후, 평균값을 균열 깊이로 하 다. 주

요 실험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응고 이방성의 향

용  공정 , 용 부가 응고함에 따라 수지상으로 구성되는 주상조직 (columnar 

structure)이 응고 방향으로 성장한다. 균열은 수지상을 가로지르는 방향보다는 수지

상과 평행한 방향으로 더욱 가 쉽게 일어난다. Fig. 3.1.4.8은 325 ℃에서 수행한 

6개의 시편에 한 결과인 데, 피로 비균열이 수지상과 평행한 방향 (TS  LS로 

표시됨)에서의 균열 가 수지상을 가로지르는 방향 (TL  LT로 표시됨)에서의 

균열 에 비해 5 - 10배 빠른 것을 알 수 있다. Fig. 3.1.4.8에서 선  실선은 

Alloy 600에 한 Scott의 균열 성장 모델을 나타낸다. 수지상은 용 부의 응고 방향

으로 배향하기 때문에, 실제로 용 에 발생하는 각종 용  결함도 수지상에 평행

한 방향으로 잘 발생하게 된다. EDF와 CEA에서 수행한 연구결과도 이와 마찬가지

로 수지상과 평행한 방향 (TS)으로의 균열 가 수지상에 수직한 방향으로의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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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속도에 비해 2배 이상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 온도의 향

온도는 Alloy 600에 있어서 균열 성장속도에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6] 증기발생기 세 의 장 경험으로부터 얻어 낸 균열 성장의 활성화 에 지 

(activation energy)는 약 135 kcal/mole이며, 한 후 을 이용하여 실험실 연구로부터 

얻은 결과도 이와 매우 비슷하다. Alloy 182에 있어서 PWSCC 균열 성장속도에 

한 온도 (290 - 342℃)의 향을 Fig. 3.1.4.9에 나타냈다. 그림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Alloy 182에 한 데이터는 정확한 활성화 에 지를 얻어 내기에는 무 제한

이긴 하지만, 체 으로는 Alloy 600의 경우와 동일한 일반 인 경향을 따르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을 통해 알 수 있듯이, 290 - 350 ℃의 온도 역에서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균열 성장속도가 크게 증가함을 쉽게 알 수 있다. 다른 연구자들에 

의한 실험 결과도 이와 비슷한 데, 를 들어, S.L. Hong 등[7] 등의 연구결과를 Fig. 

3..1.4.10에 나타냈다. 각각의 실험조건 즉, as-welded (AW), stress relieved (SR) 그리

고 cold worked 조건에서 마찬가지로 균열 성장속도는 온도의 향을 크게 받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은 이 데이터로부터 31 kcal/mole의 균열 성장 활성화 에 지 값을 

얻어냈다.

• 용 의 향

용  에는 다양한 변수들에 의해, 동일한 용  조건을 사용하여 용 을 하더라

도 최종 용 재는 다른 특성을 보일 수 있다. Fig. 3.1.4.11은 각각 EDF, Studsvik 그

리고 Westinghouse에서 제작한 용 부를 이용하여 얻은 결과인 데, 약간의 편차와 

복된 결과에도 불구하고 Westinghouse에서 제작한 용 재에 한 균열 성장속도

는 EDF의 그 것보다 낮은 값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Studsvik에서 제작한 용 재는 

이들 두 결과의 간에 치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용  재료나/(와) 용  

차가 PWSCC 균열 성장 거동에 큰 향을 미침을 잘 알 수 있다.

• Applied Stress Intensity Factor의 향

Stress intensity, K가 균열 성장 거동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하여 20-45 

MPa√m의 범  내에서 균열 성장 시험을 수행하 다. 실험결과, Fig. 3.1.4.11에서 알 

수 있듯이, 용  시편은 인가된 stress intensity factor가 증가함에 따라 균열 성장속

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주었는 데, Alloy 600 모재도 이와 비슷한 경향을 나타

고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경향을 좀 더 정량 으로 확인하기 해서는 좀 더 낮은 

stress intensity와 높은 stress inensity에서의 실험 데이터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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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RI의 연구 결과와는 달리 EDF/CEA에서 수행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15 - 65 

MPa√m의 stress intensity 역에서 균열 성장속도는 K 값에 크게 의존하지 않는다고 

보고하 다. 한 그들은 1차수 조건에서 SCC가 발생할 수 있는 threshold K, 즉 

KSCC를 약 9 MPa√m 정도로 추정하 다. 일반 으로 증기발생기 열 에 사용되

는 Alloy 600에 해 Scott model에 의하면, 균열 성장속도에 한 K의 향은 

(K-9)1.16
의 계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된다. 이에 반해 EDF/CEA에서는 Alloy 182에 

있어서 균열 성장속도에 한 K의 계를 (K-9)0.1
로 제시하 다.

• 용  후 응력 완화 열처리의 향

응력 완화 열처리는 용  후 발생하는 잔류응력을 감소시킬 목 으로 수행되지

만, 이러한 작업을 통해 오히려 재료가 균열 에 더욱 민감해 질 수 있는 효과

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 S.L. Hong 등[7]에 의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as-welded 조건

에 비해 응력 완화 열처리를 하 을 경우, 균열 속도가 약 2배 정도 감소하 음을 

보이고 있었다. 더욱이 응력 완화 열처리는 국부 으로 분포하고 있는 잔류 응력을 

완화하고, 결정립계에 존재하는 미세한 석출물을 변화시킬 수 있는 효과를 일으키

기도 한다.

• 냉간가공의 향

재료를 냉간가공하면 경도  강도가 증가하게 되며, 이는 균열 성장속도를 증가

시키게 된다. S.L. Hong 등[7]은 Alloy 182를 10% 냉간가공하 을 경우, 기 상태

의 재료에 비해 균열 성장속도가 증가하 음을 보고하 다. 균열 에 한 냉간

가공의 가속 효과는 용  후 열처리에 계없이 약 2배 정도인 것으로 추정된다. 

압력용기 CRDM 노즐이나 증기발생기 열  재료로 사용되는 Alloy 600의 경우에

도 동일한 경향이 찰된다.

• 균열 성장 모델

Fig. 3.1.4.11에 표시된 데이터를 근거로 하고, Scott이 제시한 균열 성장 모델에 5

의 인수를 용하여 만든 Alloy 182의 균열 성장 모델이 Fig. 3.1.4.11에 표시되어 있

다.  온도 325 ℃에서 Alloy 182의 PWSCC 균열 성장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여기서 K의 단 는 MPa√m이다.

                   da/dt = 1.4 x 10-11 (K-9)1.16 m/sec

EDF[7]에서도 그들이 수행한 연구 결과를 기 로 하여 PWSCC 균열 성장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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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만들었다. 각 매개변수가 서로 독립 이라고 가정하여, 정상 인 1차 냉각수 조

건에서 Alloy 182의 균열 성장속도를 분석 인 계식으로 도출하 다. 그들은 실험

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고려 사항을 균열 성장식에 도입하 다.

- K에 한 균열 성장속도의 plateau 거동, (K-9)0.1

- 활성화 에 지, 130 kJ/mole

- 10%의 냉간가공은 균열 성장속도를 2배 증가시킴

- 응력 완화 열처리는 균열 성장속도를 50% 감소시킴

- 응고 이방성, 수지상에 평행한 방향이 균열 에 2배의 효과

- cyclic loading은 균열 성장속도에 2배의 효과를 일으킴[8.9]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최종 으로 제시된 Alloy 182의 균열 성장식은 다음과 

같다.

(4) 붕산부식 (boric acid corrosion)

가압경수로의 1차 냉각수에는 붕산과 리튬이 수용액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 데, 

그 양은 약 1200 ppm B와  2 ppm Li 정도이고, 수소가 약 25 cc/kg 정도 용해되어 

있다. pH 값은 4.2 - 10.5로써 상 으로 넓은 범 에 걸쳐 있으며, 원자로가 정상

출력을 시작할 때 가장 산성도가 높다. 1차 냉각수에 함유된 붕산은 원자로 구성재

료인 스테인리스 강이나 니 기 합  등에 각종 부식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원자로 압력용기 헤드의 손상은, 우선 CRDM 노즐에 PWSCC에 의한 통균열이 

발생하고 이 통균열을 통해 설된 붕산수가 압력용기 헤드를 부식시키는 과정에 

의해 진행된다. 따라서 붕산이 부식손상에 미치는 역할이 CRDM 노즐과 압력용기 

헤드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CRDM 노즐 부 에서는 Alloy 600이나 

Alloy 182에 한 PWSCC 균열 발생  성장의 에서 악되어야 할 것이다. 하

지만 지 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붕산 자체가 Alloy 600에 있어서 PWSCC를 일

으키는 직 인 요인이라고 보고된 경우는 없다. 오히려 국내외 많은 원 들이 증

기발생기의 2차측에서 붕산을 denting 억제제, 입계부식 혹은 SCC를 조 하기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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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해 오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붕산이 Alloy 600이나 Alloy 182의 PWSCC 거

동에 미치는 향은 무시하여도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압력용기 헤드에서는 공식 (pitting)이나 SCC와 같은 국부부식 (localized 

corrosion)이 아닌, 재료 반에 걸쳐 일어나는 일반부식 (general corrosion)에 의한 

wastage가 요한 인자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붕산이 압력용기 재료인 합 강에 

있어서 일반부식에 미치는 향에 해 기술하고자 한다.

붕산 함유 수용액에서 탄소강의 부식 거동에 한 지 까지의 연구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사실이 알려져 있다.

(a)  합 강에서의 조성 변화는 부식속도 (corrosion rate)에 큰 향을 미  

    치지 않는다.

(b) 시험온도가 260 - 315℃의 범 에서는 속 부식속도에 큰 차이를 보이  

   지 않는다.

(c) 시험시편의 크기, 형태  표면처리 상태도 부식속도에 별다른 향을   

    주지 않는다.

원자로 환경에서 탄소강의 부식에 향을 미치는  다른 인자는 수용액의 pH이

다. pH가 9.5인 수용액에서 탄소강의 부식은 pH가 10.5 - 11.5일 경우보다 약 6배까

지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Fig. 3.1.4.12는 H3BO3 수용액에서 시험온도에 따른 부

식속도 변화를, Fig. 3.1.4.13은 H3BO3 수용액에 KOH나 LiOH를 첨가하 을 때의 시

험온도에 따른 부식속도 변화를 도시한 것이다. 그림으로부터, 용액의 온도가 물의 

비등온도 (즉, 212℉)까지 증가함에 따라 부식속도도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증가는 물의 비등 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되며, 그 후 부식속도는 

오히려 감소하기 시작하는 데 이는 아마도 용액  물의 감소 상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물의 비등 을 지나 부식속도의 감소 상은 (H3BO3 + LiOH) 수용액의 경

우 최소한 352℉까지, 그리고  H3BO3 수용액에 있어서는 600℉까지 이러한 경향이 

계속된다. 온도가 더욱 높아짐에 따라 수화물 에 포함된 물이 증발하게 되고, 이

에 따라 LiBO2 형태의 리튬인산염이 형성될 수 있으며, H3BO3의 경우도 H2O가 증

발해 나가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 높은 온도 역에서도 부식속도가 온도의 

증가에 따라 감소하기는 하지만 상당한 양의 속부식이 일어난다. Fig. 3.1.4.12  

Fig. 3.1.4.13에서 보듯이, 일정 온도에서 부식의 양상이 완 히 변한다는 것은 부식

을 일으키는 mechanism이 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데, 이에 해 지 까지 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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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된 결과는 없는 형편이다.

Fig. 3.1.4.12와 Fig. 3.1.4.13으로부터 우리가 추가 으로 얻을 수 있는 요한 결

과는 다음과 같다.[10]

(a) 이 실험에 사용된 합 강은 A193-B7, AISI 4135 그리고               

     A4130 등 여러 가지임에 불구하고, 각 시편의 화학조성은 부식속도에  

    거의 향을 끼치지 않았다. 이는 이미 언 한 내용을 확인시켜 주는   

     결과이다.

(b) 물의 비등 에 해당하는 온도까지는 용액  붕산의 농도가 크게 향  

   을 주지 않았다.

(c) H3BO3 수용액에 KOH나 LiOH를 첨가할 경우, 물의 비등 까지는 두 첨  

   가제가 부식속도에 미치는 향은 거의 비슷한 양상을 나타냈다.

한 H3BO3 수용액에 KOH나 LiOH를 소량 첨가시킬 경우, 높은 온도에서는 첨

가시키지 않았을 때 보다 합 강의 부식속도는 더욱 빨라짐을 알 수 있다. 반면, 

낮은 온도에서는 LiOH/KOH는 부식과정에 있어서 억제제 (inhibitor) 역할을 한다. 이

에 한 원인으로는, 온도가 높아지면 이온의 양 (amount of ionic species)이 증가하

고, 이들이 화학반응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데 기인하는 것으로 악되고 있다.

나. 실험방법

(1) Alloy 600/182 용 재 제작

Alloy 600/182 용 재는 (주)두산 공업에서 GTAW와 SMAW 방법을 이용하여 

제작하 다. 용   텅스텐 극으로는 직경 2 mm의 EWTH-2를, 그리고 filler 

metal로는 Alloy 182로 만든 ERNICr-3을 사용하 다. Alloy 600 base metal은 미국의 

GE에서 round robin test용으로 제작된 것으로 1회당 15%씩 2 회 즉, 총 30% 냉간 

가공 (cold working)된 재료 다. 용  과정 , 산화를 방지하기 하여 99.99% 순

도의 Ar 가스로 시편을 차페하 다. 용  후 liquid penetrant  radiographic 

examination을 통하여, 용  과정  기포 형성과 응고 균열과 같은 균열 문제가 발

생하지 않았음을 확인하 다. Table 3.1.4.1은 본 실험에 사용된 Alloy 600  Alloy 

182의 화학조성 (밝은 씨)을 나타내고 있는 데, 주요 속원소  탄소 등 비 속 

원소의 함량이 ASTM spec.에서 요구하는 범  (검은 씨)를 잘 만족시키고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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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 다. 

(2) 미세조직 찰

학 미경, SEM (JEOL 5200, 사용 압 25 kV), 그리고 Oxford Link (Model 

ISIS-5947)가 부착된 TEM (JEOL 2000FX-II, 사용 압 200 kV)을 이용하여 미세조직 

찰을 수행하 다. 해에칭용액은 10 % HNO3 + 90 % 메탄올 (일명 nital) 이었으

며, 에칭 압은 3 V, 그리고 에칭시간은 10 - 30  정도로 하 다. 학 미경  

SEM을 이용한 미세조직 찰, 특히 고온산화물  크롬탄화물 석출 거동은 2 % 

bromine + 98 % 메탄올 용액으로 화학에칭된 시편을 이용하 다. TEM 찰을 해 

두께가 약 60 ㎛ 정도까지 시편을 연마한 후, 7 % HClO4 + 93 % 메탄올 용액을 

이용하여 해연마하 다. 용액의 온도는 -40 ℃이하로 하 고, 류가 약 50 mA가 

되도록 압을 인가하 다

(3) CT (compact tension) 시편 제작

본 실험에서는 CT 시편을 이용하여 PWSCC 균열 성장 거동 실험을 수행하 다. 

CT 시편은 ASTM E647-00 규정[11]에 따라 제작하 으며, CT 시편의 dimensions을 

Fig. 3.1.4.14(a)에 나타냈다. 용 재는 응고 과정  수지상 형태 (dendritic 

morphology)에 따른 이방성 (microstructural anisotroy)에 의해, 용 부 각 방향에 있어

서의 SCC 균열 개시  균열 성장 거동, 즉 SCC 항성이 다르게 나타난다. 한 

냉간 가공 된 재료도 역시 냉간 가공 방향에 따라 SCC 항성이 크게 다르다. 따라

서 용  시편  냉간 가공 시편을 이용한 SCC 실험에 있어서의 실험시편은 Fig. 

3.1.4.14(b)에 나타낸 바와 같이, 각 방향성을 고려하여 시편을 채취하 다. 용  시

편의 경우, welding 방향은 그림에서 rolling 방향과 동일한 방향으로 설정하 다.

(4) 피로 비균열 실험

PWSCC 실험 , 피로시험기 (Instron 8516)을 이용하여 CT 시편에 비균열 

(pre-cracking)을 제작하 다. 비균열의 길이는 약 2 mm로 하 으며, 피로시험  

max. stress intensity factor (Kmax)는 25 MPa√m 이하를 유지하 다. 제작된 비균열

은 ASTM [11]에서 요구하는 바 로, 시편의 칭 면 (plane of symmetry)으로부터의  

out-of plane cracking 각이 20 deg. 이내에 있음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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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PWSCC 실험

PWSCC 균열 성장 실험은 1차측 분 기에서 일정 하 시험법 (constant load test)

으로 CT 시편을 이용하여 수행하 다. CT 시편의 균열 선단 (crack tip)에서의 Kmax

는 30 MPa√m이 되도록 하 을 인가하 다.[11] Fig. 3.1.4.15는 원  1차측 분 기 

모사 loop에 연결된 일정 하증 시험장치와 autoclave를 보여주고 있다. 시편의 환경

은 실험 체 기간에 걸쳐 325 ℃ / 2500 psi의 1차측 냉각수를 모사하는 용액이 시

간 당 1 liter씩 순환되는 조건을 유지시켰다. 용액은 1200 ppm B + 2 ppm Li가 첨

가된 1차측 수화학의 간 수명 (mid of life) 조건이었으며, 수소는 용액 장탱크의 

수소 압력을 조 하여 45 ccSTP/kg-water의 농도를 유지시켰다. 용존산소 농도는 실

험 기간 내내 5 ppb 이하를 유지하 으며, 배출되는 용액을 일부 채취하여 실험 용

액의 산소 (pH)를 측정하 다. 실험 시간은 1500 hr이었으다. 실험이 끝난 후 CT 시

편을 단시켜 PWSCC 평균 균열 성장속도를 측정하고, 학 미경  SEM을 이

용하여 균열 단면에 한 미세조직 찰을 수행하 다.

다. 결과  고찰

(1) 미세조직 찰

용 재는 응고 과정  수지상 형태 (dendritic morphology)에 따른 이방성 

(microstructural anisotroy)에 의해, 용 부 각 찰 면에서 미세조직이 달리 찰된다. 

한 냉간 가공 된 재료도 역시 냉간 가공 방향에 따라 미세조직이 크게 다르다. 

따라서 용  시편  냉간 가공 시편의 미세조직 찰을 해 각 시편에서의 찰

면을 Fig. 3.1.4.16과 같이 정의하 다. 즉, welding  rolling 방향을 X축으로 설정하

고, Y  Z축은 X축에 수직하게 정의하 다. 따라서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YZ면은 

welding  rolling direction에 수직한 면으로 이해할 수 있다.

- Alloy 600 base metal

Fig. 3.1.4.17(a)와 (b)는 각각 Alloy 600 base metal의 XY면과 YZ면에서 학 미

경으로 찰한 미세조직 사진이다. 평균 결정립 크기는 > 100 ㎛ 이상으로써 상당

히 조 하 으며, 결정립은 rolling 방향으로 연신된 형태를 하고 있었다. 결정립 내

부를 살펴보면 2가지의 다른 morphology를 보이고 있다. 즉,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

이,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으로써 이 2 가지 종류의 결정립에서는 크롬탄화물의 

석출 특성이 상당히 달랐다. Fig. 3.1.4.18은 TEM을 통하여 찰한 dis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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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phologies를 나타내고 잇는 데, 이 합 의 경우 냉간가공 (총 가공량 30%)의 

향으로 결정립 내부는 심하게 변형된 미세조직을 보이고 있었다.

- Alloy 182 용융부  (fusion zone)

Alloy 182 용 부의 미세조직은 응고 과정에 큰 향을 받는다. 응고 과정에서 

일어나는 주요한 상으로써는 응고된 미세조직 자체의 이방성, 불균질한 화학조성 

(즉, 결정립계를 따라 일어나는 미소편석 상), 그리고 응고 과정  용해되지 않는 

불순물들의 재분배 등이 있다. Fig. 3.1.4.19는 각각 XY, XZ  YZ면을 찰한 결과

를 보여주고 있는 데, 체 으로는 형 인 수지상 형태를 하고 있었다. 고상/액

상 경계부에서 액상이 표면을 향해서 응고될 때, 응고는 온도구배 (temperature 

gradient)에 하여 일정한 방향을 따라 일어나게 되며, 이에 따라 응고된 결정형태

는 Fig. 3.1.4.20(a)와 같이 수지상 (dendrites)의 형태로 성장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수지상을 각각의 수직한 두 면을 통해 보면 Fig. 3.1.4.20(b)와 (c)의 형태로 찰된

다. 한 결정립 내에는 Fig. 3.1.4.19(b)와 (c)에서처럼 동일한 결정학  방  

(crystallographic orientation)을 갖는 여러 개의 수지상으로 구성되며, 이러한 수지상

에서 각 수지 (dendrites)의 결정학  성장 방향은 fcc 구조의 경우 [100] 방향인 것

으로 잘 알려져 있다.[12] 이러한 수지상의 1차 수지 (primary dendrites)는 Fig. 

3.1.4.20(b)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로 모재로부터 표면 쪽으로 성장하게 된다. 한  

용융부 에서의 결정립들은 용융부  아래에 있는 열 향부  (heat affected zone, 

HAZ)에서 epitaxy하게 성장이 시작된다.

Fig. 3.1.4.21은 용융부 에서의 dislocation morphologies를 나타내는 TEM 사진들

로써, 이 부 에서는 높은 도 (dislocation density)를 보이고 있었다. 일반 으

로, 용 재에서는 이와 같이 높은 도가 찰된다. 이러한 많은 를 생성시

키는 요인으로써는 (1) 냉각  체  수축에 의해 야기되는 열잔류응력 (thermal 

residual stress)에 의한  생성, (2) 한 결정립내에서 동일한 성장 방향을 갖는 각 

cell 사이에서 약간의 misorientation을 수용하기 해 도입되는 1차 입계 망 

(primary grain boundary dislocation network), (3) 냉각  모재와 석출물/개재물 사이

의 체 팽창계수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국부 응력 (local stress)에 의해 석출물/개재

물 주 에서의  생성, (4)  사이의 상호작용  와 용질원자/석출물/개

재물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한  발생, 그리고 (5) 기타 원인 등을 들 수 있

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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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향부  (heat affected zone)

용  시 용융부  바로 아래 부분의 모재에서는 용   열 향에 의해 각 종 

미세조직 상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열 향부  (heat affected zone, HAZ)에서는 

용 부 에 가까울수록 열 향을 더 많이, 그리고 모재에 가까울수록 열 향을 덜 

받게 된다. 따라서, HAZ 내의 각 치에서 일어나는 속학 인 변화도 다르게 된

다. Fig. 3.1.4.22는 이러한 HAZ 내에서의 열 향에 의한 속학 인 변화를 잘 보여

주고 있다. Fig. 3.1.4.22(b)와 (c)는 각각 Fig. 3.1.4.22(a)에서 사각형으로 표시된 부분

들을 확 하여 은 사진들이다. 우선 열 향을 게 받은 Fig. 3.1.4.22(c)를 보면, 

기존의 결정립계에서 새로운 결정립들이 핵생성되어 성장하는 재결정화 (re- 

crystallization) 상이 일어나기 시작하 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새로운 결정립들

은 열 향을 더욱 많이 받는 용 부 로 갈수록 차 크게 성장한다. 그리고, 열

향을 가장 많이 받은 융 부  근처의 모재에서는 Fig. 3.1.4.22(b)에서 보는 바와 같

이, 기존의 결정립들은 모두 사라지고 재결정화에 의해 형성된 새로운 결정립들로

만 구성되어 있다. Fig. 3.1.4.22(b)에는 기존의 결정립계를 나타내는 흔 을 보이는 

데, 이는 기존의 결정립계에 석출되어 있던 입계 크롬탄화물이 모두 용해되지 않고 

일부가 남아 있어 나타나는 모습이다.

- 용융부에서 용질 원자의 재분배 (미소편석)

용질원자의 재분배, 혹은 cell의 단면을 가로 질러 특정 원소의 농도가 달라지는 

미소편석 (micro- segregation)은 응고  일어나는 주요 속학 인 상 의 하나

이다. Fig. 3.1.4.23(a)는 SEM으로 찰한 용융부 의 celluar-dendrites의 형상을, 그리

고 Fig. 3.1.4.23(b)는 cellular dendrite의 계면을 가로질러 SEM/EDS로 측정한 주요 구

성 원소의 농도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Fig. 3.1.4.23(b)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dendrite의 내부에는 Alloy 182 합 의 평균 조성에 비해 Mn이 많이 농축되어 있는 

반면, dendrite의 외부에는 Cr  Fe가 더 많이 농축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 합 의 

주요 원소인 Ni는 체 으로 균일한 분포를 하고 있었다.

(2) 석출상 분석

- Alloy 600 base metal

Fig. 3.1.4.24(a)와 (b)는 각각 Alloy 600 base metal에서 형성된 제 2차상 (second 

phases)을 보여주는 배율  고배율의 SEM 사진이다. 학 미경의 찰 결과 

(Fig. 3.1.4.17)에서와 마찬가지로 SEM 찰에서도 Alloy 600 base metal에 있는 결정

립은 SEM 사진을 통해서 밝게 나타나는 것과 어둡게 나타나는 것 등 2가지 종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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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된다. 이러한 상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하여 확 된 사진을 보면, Fig. 

3.1.4.24(b)에서처럼, 밝은 결정립 내부에는 미세한 침상 (needle type)의 석출물이 상

당히 많이 분포하고 있었다. 이에 반해 어둡게 나타나는 결정립 내부에는 침상의 

석출물이  찰되지 않고 있음을 잘 알 수 있다. 한 결정립계를 따라 조 하

고 둥근 형태의 석출물들이 분포하고 있음을 잘 알 수가 있는 데, TEM을 통하여 

이 합 에서 찰되는 각 종 제 2차상들에 한 상분석을 수행하 다.

Fig. 3.1.4.25(a)는 carbon extraction replica 시편을 통해 얻은 침상의 석출물에 

한 TEM bright field image이며, Fig. 3.1.4.25(b)는 이러한 침상의 석출물에 한 표

인 TEM/EDS spectra이다. 이 석출물에서는 속 원소로는 Cr만이 검출되었으며, 

미량의 Fe와 Ni가 포함되어 있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석출물이 속간 화합물은 

아니며, 따라서 비 속 Cr 화합물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이 석출물의 결

정구조를 확인하기 해 TEM 분석을 수행하 다. Fig. 4.1.4.26은 시편을 tilting시켜

가며 얻은 low index direction의 selected area diffraction pattern (SADP)들로써, 이 

SADP의 분석을 통해 이 석출물은 격자상수가  a = 13.980Å와 c = 4.523Å인 

hexagonal 구조인 것으로 해석되었다. Cr 화합물 에서 이러한 결정구조를 갖는 것

으로는 Cr7C3가 있으며,[14] 따라서 우리는 이 침상의 석출물이 Cr7C3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다음으로는 입계 석출물에 한 분석을 수행하 다. Fig. 3.1.4.27(a)는 결정립계에

서 찰되는 입계 석출물  련된 SADP이다. 이 석출물의 내부를 고배율로 확

하여 보면 매우 가늘고 조 한 선들이 찰된다. 이는 석출물 내부에 존재하는 

층 결함면 (stacking fault plane)에 의해 기인되며, 이러한 결함면이 존재하게 되면 

SADP 에는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회  (diffraction spots)을 심으로 streaks들

이 찰된다. 한 Fig. 3.1.4.27(a)의 조성 spectra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석출물에

서도 속 원소로는 Cr만이 검출되었으며, 미량의 Fe와 Ni가 포함되어 있었다. 

Cr7C3 내부에는 basal plane  이에 수직한 prismatic plane에 평행하게 stacking fault

가 존재하며 이러한 stacking fault에 의해 SADP 상에 streaks을 형성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17] 따라서 Alloy 600 base metal의 결정립계에 존재하는 입계 탄화물

도 역시 Cr7C3인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 열 향부  (heat affected zone)

용융부 로부터 HAZ에 가해지는 열은 HAZ에서 새로운 결정립의 핵생성  성

장뿐 아니라, 기존의 석출물의 용해와 새로운 석출물의 생성 등을 일으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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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4.28(a)는 HAZ를 나타내는 학 미경 배율 사진이고, Fig. 3.1.4.28(b) - 

(d)는 각각 Fig. 3.1.4.28(a)에 표시된 사각형 부분에서 SEM을 이용해 은 석출물들

의 사진이다. 열 향을 가장 게 받은 부  즉, Fig. 3.1.4.28(b)를 보면,  에서 

분석한 로, 기존의 결정립계를 따라 Cr7C3가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기존의 결정립계에서 새로운 결정립이 핵생성되어 성장하고 있었다. 하지만 아직 

이 단계에서는 새로운 결정립계나 결정립 내부에서 어떠한 석출물들도 생성되지 않

았음을 알 수 있다. Fig. 3.1.4.28(b)는 열 향을 좀 더 많이 받은 부 , 즉 HAZ의 

간 치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은 사진이다. 이 사진을 보면, 기존의 입계 크롬탄

화물은 Fig. 3.1.4.28(d)에 비해 작은 형태를 하고 있는 데, 이는 열 향에 의해 이 

입계 크롬탄화물이 차 용해되어 가는 과정이라 볼 수 있다 (그림에서 old ppts로 

표시된 부분). 그리고 성장해가는 새로운 결정립계를 따라 다른 입계 석출상이 새로

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에서 new ppts로 표시한 부분). 열 향

을 가장 많이 받은 Fig. 3.1.4.28(d)를 보면, 기존의 입계 크롬탄화물은 모두 용해되

어 없어지고, 새로운 입계 석출상이 차 더 성장한 것을 알 수 있다. TEM/EDS 분

석을 통하여 이 새로운 입계 석출상에 한 분석을 수행하 다.

 Fig. 3.1.4.29(a)와 (b)는 각각 carbon extract replica를 이용하여 얻은 이 새로운 입

계 석출물의 배율  고배율 TEM 사진이고, Fig. 3.1.4.29(c)는 표 인 TEM/EDS 

조성 pectra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에서 보듯이, 이 석출물은 크기가 매우 미세하며, 

입계를 따라 단속 으로 분포하고 있었다. Fig 3.4.29(c)를 보면 이 석출물의 주요 

속 원소는 Cr이며 그 외에도 Fe와 Ni가 소량 포함되어 있었다. Fig. 3.1.4.30은 

micro-beam을 이용하여 low index direction에서 이 석출물에서 얻은 micro-beam 

diffraction pattern들이다. Diffraction pattern 분석 결과, 이 석출물은 격자상수 값이 a 

= 1.06 nm인 fcc 구조로 밝  졌다. 이러한 결정구조를 갖는 Cr 화합물은 Cr-rich 

M23C6가 잘 알려져 있다.[15]

의 결정구조 분석을 통하여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알 수 있다. 용   이 

합 의 결정립계에 존재했던 Cr7C3 입계 크롬탄화물이 용 과정  열 향에 의해 

용해되고, 새로운 형태의 Cr-rich M23C6 입계 크롬탄화물이 석출했다는 이다. 

Alloy 600에서는 결정립계에 Cr-rich M23C6와 Cr7C3가 동시에 석출하거나[16] 혹은 주

로 Cr7C3가 석출하는데,[17] 주로 열처리 온도에 따라 석출되는 입계 크롬탄화물의 

종류가 달라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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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oy 182 용융부  (fusion zone)

용  에는 모재가 완 히 용융될 정도로 높은 온도가 가해지기 때문에 모재 

내에 존재하던 기존의 석출물들은 용   부분 용융/용해된다. 그리고 모재가 다

시 응고됨에 따라 수지상 내부나 혹은 계면을 따라 다른 형태의 제 2차상으로 재석

출된다. Alloy 182/82의 응고조직에서 찰되는 석출물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데 주로 니오비움 탄화물 (NbC)이나 Al, Mn, Cr  Ti가 풍부한 산화물 계통이 

부분이다. 특히 이러한 산화물들은 용융온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이들은 응고 기

에 형성되었을 것으로 단된다. EDF/CEA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Alloy 182의 응고 

미세조직에는 2가지 종류의 고온 석출물이 찰된다[7].  우선, 수지상의 계면에 있

는 석출물 (interdentritic precipitates)에는 수지상 방향으로 길쭉한 형태를 갖는 니오

비움 탄화물 (NbC)이 주로 찰된다.  한 Nb, Ti, Mn,  Cr이 풍부한 구형 

(spherical shape)의 석출물도 발견된다. 이에 비해 수지상 내의 석출물 (intradendritic 

precipitates)로는 Al, Mn, Cr  Ti가 풍부한 산화물 계통이 부분이다. 

Fig. 3.1.4.31(a)와 (b)는 각각 Alloy 182 용 재의 용융부 에서 찰한 배율  

고배율 SEM사진들이다. Fig. 3.1.4.31(a)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석출물들은 

체 으로 dendrites의 계면을 따라 분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Fig. 

3.1.4.31(b)의 사진을 보면 이 용융부 에는 체 으로 보아 3가지 종류의 석출물들

이 존재하고 있었다. 즉, 결정립계를 따라 분포하는 미세한 석출물, 조 하고 각진 

형태의 석출물, 그리고 둥근 형태의 석출물 등이다. 이 3가지 종류의 석출물들에 

해 각각 TEM/EDS를 통해 결정구조 분석을 수행하 다.

Fig. 3.1.4.32(a)는 결정립계에 분포하는 석출물의 암시야상 (centered dark field 

image)로써, 매우 미세하고 각진 형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3.1.4.32(b)의 조성 분석에 의하면, 이 석출물의 주요 속 원소는 Cr이고 소량의 Fe

와 Ni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Fig. 3.1.4.32(c)의 SADP로부터, 이 석출물의 결정

구조는 fcc이고 모재 (Alloy 600)의 한쪽 결정립과 cube-cube 방 계 즉, 

{100}ppt//{100}matrix, <100>ppt//<100>matrix를 이루며 반정합 상태로 석출하고 있었

다. 이러한 결정구조, 조성  석출 특성을 갖는 석출물은 Cr-rich M23C6이라는 것이 

잘 알려져 있다. 이 크롬탄화물은 용  공정에서 fusion zone이 응고되고 난 후, 냉

각되는 과정에서 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Fig. 3.4.1.33(a)는 결정립 내부에 형성된 입자 에서 조 하고 각진 형태의 석출

물을 carbon extraction relpica을 이용하여 은 TEM bright field image이고, F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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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3(b)는 이 석출물로부터 얻은 표 인 조성을 나타낸다. Fig. 3.1.4.33(b)를 보

면, 이 입자의 주요 속 원소는 Nb와 Ti으로 나타났다. 한 산소 원소가 검출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산화물 계통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3.1.4.34는 이 입자

를 tilting해서 얻은 주요 low index direction의 SADP들이다. SADP 분석결, 이 석출

물은 격자상수 값이 a = 4.48 Å의 fcc 구조인 것으로 밝 졌다. Nb  Ti 화합물 

, NbC와 TiC는 모두 fcc 구조를 가지며 격자상수는 각각 a = 4.4702Å (NbC)  

a = 4.3274Å (TiC)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19] Ni-Ti system에서 Nb와 Ti는 882 ℃ 

이상에서 두 원소는 서로 완 한 고용체를 이루고 있으며, 두 원소 사이에는 어떠

한 간 속간 화합물을 이루지 않는다.[19] 한 Nb와 Ti는 모두 아주 강한 질화

물 혹은 탄화물 형상인자로 잘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 석출물은 Nb와 Ti가 고용된 

(Nb,Ti)C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Fig. 3.1.4.35는 작고 둥근 형태의 입자에 한 TEM 사진들인데, Fig. 3.1.4.35(a)는 

carbon extraction relpica로, Fig. 3.1.4.35(b)는 thin film 시편으로부터 얻은 것이다. 

Fig. 3.1.4.35(a)의 carbon extraction replica 시편으로부터는 확실히 구분할 수 없지만, 

Fig. 3.1.4.35(b)의 thin film 시편으로부터 이 구형의 입자들도 2 가지로 다시 구분될 

수 있다. 즉, 그림에서 A로 표시된 입자는 밝고 석출물 내부에 무늬가 있는 것이 

찰된다. 이에 반해, B로 표시된 입자는 A에 비해 좀 더 크고, 체 으로 어두운 

형태를 하고 있었다.

Fig. 3.1.4.36(a)는 밝고 내부에 무늬가 있는 입자에 한 TEM 사진이고, Fig. 

3.1.4.36(b)는 이러한 형태의 석출물에 한 표 인 TEM/EDS 조성을 나타낸다. 

Fig. 3.1.4.36(a)에서 석출물 내부의 무늬 형상이 뚜렸이 찰된다. Fig. 3.1.4.36(b)

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입자에서는 각진 형태의 (Nb,Ti)C와는 달리 산소 peak가 매

우 강하게 검출되고, 주요 속 원소로는 Al이 가장 강하게 검출되고, Ti와 Mg가 

소량 검출된다. 그리고 속 원소와 산소 원소의 조성비는 atomic percent로 약 2 : 

3의 비율을 하고 있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종류의 입자는 Al2O3 type, 혹은 

Al-rich oxide라고 추측할 수 있다. Al-O에 한 binary alloy phase diagran에서 안정

된 phase로는 αAl2O3 만이 있으며, 그 외 다양한 metastable polymorphs (β, γ, δ, θ, 

κ, χ phases)가 존재한다. αAl2O3는 흔히 corundum으로 불리며 결정구조는 trigonal 

system에 a = 4.758Å, c = 12.991Å의 격자상수 값을 갖는다.[19]

2 가지 종류의 입자 , 어두운 형태로 찰되는 다른 한 가지 구형 입자에 한 

TEM 사진  조성 spectra를 Fig. 3.1.4.37에 나타냈다. Fig. 3.1.4.37(a)를 보면,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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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이 입자는 Fig. 3.1.4.36(a)와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Fig. 

3.1.4.37(b)에서, 이 입자에서도 역시 산소 peak가 매우 강하게 검출된다. 하지만 Fig. 

3.1.4.36(b)에서와는 달리, 이 입자에서는 속 원소로는 Ti가 가장 많이 검출되고 그 

외 Al이 소량 검출된다. 그리고 속 원소와 산소 원소의 조성비는 atomic percent로 

약 1 : 2의 비율을 하고 있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종류의 입자는 TiO2 type, 혹

은 Ti-rich oxide라고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TiO2 type oxide 외에도 TiO type oxide

들도 흔히 찰되었다. Ti-O에 한 binary alloy phase diagram을 보면, TiO, 5 가지

의 TiO2 polymorph, 그리고 Magneli phase라 불리는 stochiometric TinO2n-1 (2≤n≤9) 등 

매우 많은 phase들이 존재할 뿐 아니라, 수 많은 metastable phase  

non--stochiometric phase들이 존재한다.[19] 그 뿐 아니라, 본 실험에서 찰된 Ti-rich 

oxide에서 산소 원소의 조성비는 atomic percent로 40 - 60 at%로 넓은 범 에 걸쳐 

찰되었다. 따라서, 이 합 에 존재하는 Ti-rich oxide는 다양한 종류가 있을 것으로 

단되며, 어느 한 가지의 결정구조로 한정할 수 없었다. 이러한 다양한 Ti-rich 

oxide 에서 TiO type oxide에 한 결정구조 분석을 수행하 다.

Fig. 3.1.4.38(a)는 TiO type oxide를 보여주고 있으며, 사진에 이 입자의 조성을 표

시하 으며 Ti와 산소의 조성비가 atomic percent로 거의 1 : 1을 이루고 있었다. Fig. 

3.1.4.38(b)는 이 입자에서 beam direction을 low index로 하여 은 SADP이다. Fig. 

3.1.4.38(b)를 보면, 투과 에서 가장 가까이 치한 두 회  사이에 이루는 각이 

정확히 90 deg.가 아니고, 87 deg.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이 입자의 결정구조는 

cubic 이나 hexagonal system과 같이 단순한 구조가 아님을 쉽게 알 수 있다. 이러한 

종류의 입자에 한 정확한 결정구조 분석을 해 체계 인 TEM 찰을 수행하

다. Fig. 3.1.4.39는 시편을 tilting해 가며 얻은 low index SADPs를 나타내고 있다. 사

진에서 x, y로 표시 된 각은 시편이 tilting된 각을 나타낸다. 그리고 SADP에 주요 

회  사이의 각을 표시하 다. 결정구조 분석결과, 이 입자는 a = 7.39 Å, b = 

7.39 Å, c = 7.39 Å, α = 86.8˚, β = 93.2˚, γ = 93.2˚ 의 격자상수  결정축 사잇각

을 가는 triclinic system으로 밝 졌다. Fig. 3.1.4.39에 표시된 beam direction  회

들은 이러한 결정구조를 가정하여 indexing한 것이며, 이러한 triclinic system을 가

정하 을 때 SADP들을 체계 으로 분석하는 데 아무런 모순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결정구조 해석이 정확했음을 확인하 다. 용융부 에서의 이러한 (Nb,Ti)C  

oxide 찰 결과는 Mills 등[20]의 찰 결과와 잘 일치하고 있었다.

지 까지 보인 바와 같이, Al-rich oxide에는 Ti가, 그리고 Ti-rich oxide에는 Al이 

소량 포함되어 있었다. 즉, 두 가지 종류의 속 원소는 서로 일정량 고용된다. TiO 



- 161 -

type oxide에서 첨가된 Al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결정구조 특성이 체계 으로 변화

하는 흥미로운 사실이 찰되었다. Fig. 3.1.4.40은 이러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Fig. 3.1.4.40의 SADP들은 모두 beam direction [100]에서 은 것들이다. 그림에서 각 

입자에서 측정된 Al,Ti,O의 조성비를 atomic percent로 표시했다. Fig. 3.1.4.40(a)에서 

(d)로 갈수록 함유된 Al의 양이 차 증가하고 있다. 찰된 Al 양의 한도 내에서 

Al의 양에 계없이 모든 입자에서 결정구조는 에 분석한 바와 같은 triclinic syste

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200) 회 의 d spacing은 거의 동일하 다. 이는 격자상수

의 값에 큰 변화가 없음을 의마한다. 하지만, Al의 양이 차 증가함에 따라, (200)

과 (002) 회  시이의 각이 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는 데, 이는 Al의 

함유량이 차 증가함에 따라 결정구조가 좀 더 그러지는 모양으로 변화함을 의

미한다. 그리고 (200) 회  사이에 있는 (100) 회 의 강도가 차 강해지고 있

었다. 이는 결정구조가 좀 더 칭성 (symmetry)이 낮아지는 복잡한 구조로 변화되

어 감을 의미한다.

이러한 Al의 함유량의 변화에 따른 TiO type oxide의 결정구조 특성의 변화를 

Fig. 3.1.4.41에 도식 으로 나타낸 그림처럼 해석할 수 있다. Fig. 3.1.4.41의 (a)와 

(b)는 각각 fcc  simple cubic (sc) system에서 찰될 수 있는 회 들의 상 인 

치를 나타내고 있다. fcc system은 높은 칭성 혹은 structure factor effect에 의해 

sc system에서 나올 수 있는 {100}, {210}, {211} 등과 같은 회 들의 회 이 지

된다. TiO type oxide는 앞에서 보인 바와 같이, 가장 칭성이 낮은 triclinic system

이긴 하지만 a, b, c 세 결정축의 격자상수 값이 동일하고, 결정축 (crystal axes) 만

이 90˚에서 약 3.2˚ 정도 벗어나 있었다. 따라서 결정구조 특성이 fcc system과 거의 

동일한, 변형된 fcc 구조라고 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특성으로 인해 찰된 회

들은 Fig. 3.1.4.41(a)의 fcc 구조와 거의 동일하 다.. 이 TiO type oxide에 Al의 함

유량이 증가함에 따라, Fig. 3.1.4.40에서 보는 바와 같이 fcc system에서 지된 회

들이 나타나고 그 강도가 차 증가하고 있었다. 이는 Fig. 4.1.4.41(c)에서 보인 

바와 같이, Al의 첨가에 따라 TiO type oxide의 결정구조 특성이 fcc system에서 이 

입자의 고유한 triclinic system 특성으로 변화해감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Alloy 182 용융부 에서 입자들의 형성 과정에 해 알아보았다. 

Fig. 3.1.4.42는 용융부 에서 찰되는 각종 입자들의 다양한 morphology를 보여주

고 있다. 그림에서 보듯이, Al-rich  Ti-rich oxides는 단독으로 존재하거나, 혹은 

(Nb,Ti)C의 내부에 존재하고 있었다. 그리고 (Nb,Ti)C는 oxide 표면의 여러 치에서 

핵생성되어 독자 으로 충분히 성장한 후, 하나의 큰 석출물로 합체되었음을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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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용융부 가 응고되기 , 액상에서 먼  Al-rich  Ti-rich 

oxides가 먼  핵생성되어 성장한 후, 그 oxide 표면에서 (Nb,Ti)C가 석출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용고가 완 히 진행되고 나서 용융부 가 냉각됨에따라 결정립계

를 따라 입계 크롬탄화물이 석출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A182 weld에

서 용 과정  각종 석출물의 석출 순서는 Al-rich, Ti-rich oxide → (Nb,Ti)C → 

intergranular Cr-rich M23C6인 것으로 단된다. 참고로 탄화물들의 생성 엔탈피 

(enthalpy of formation) 혹은 생성 자유에 지 (free energy of formation)는 각각 

Cr23C6 ~ - 40 KJ/mole, NbC ~ - 130 KJ/mole, 그리고 TiC ~ - 180 KJ/mole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 까지 찰된 Alloy 600/182에 존재하는 각종 제 2차상들의 결정구조  석출 

특성을 종합하면 Fig. 3.1.4.43과 같다. Alloy 600 base metal에는 결정립계를 따라 조

하고 둥근 형태의 Cr7C3가 단속 인 형태로 분포하고 있으며, 일부 결정립 내부에

는 미세한 침상의 Cr7C3가 상당히 많이 존재했다. HAZ에서는 열 향에 의해 기존의 

크롬탄화물이 용해되고, 새로이 핵생성되어 성장한 결정립계를 따라 미세한 Cr-rich 

M23C6의 석출이 시작되었다. Alloy 182 용융부 의 결정립계를 따라 미세하고 각진 

Cr-rich M23C6이 단속 인 형태로 분포하고 있었으며, 결정립 내부에는 조 하고 각

진 (Nb,TiC), 그리고 작고 둥근 형태의 Al-rich oxide와 Ti-rich oxide가 찰되었다. 

용융부 에서는 액상 상태에서 oxide가 먼  핵생성되어 성장한 후, oxide 표면에서 

(Nb,Ti)C가 석출되었으며, 입계 크롬탄화물은 응고가 완료되고 냉각되는 과정에서 

석출된 것으로 생각된다.

(3) 미소경도 측정

Alloy 600/182 용 재에 한 미소경도 (micro-hardness) 측정 결과를 Fig. 3.1.4.44

에 나타냈다. 미소 경도 측정은 Shimadzu (Model HMV-200) 미세 경도기를 이용하

여 수행했으며, 각각 100 g과 200 g의 하 을 10 간 인가하 다. Fig. 3.1.4.44(a)는 

미세 경도 측정 후 은 학 미경 사진으로 미세 경도 측정 치를 나타내고 있

다. Fig. 3.1.4.44(b)의 측정 결과를 보면, Alloy 600 base metal에서 가장 높은 경도 

값을 나타내고 있으며, HAZ에서는 용융부 로 갈수록 차 측정 값이 감소하 다. 

그리고 용융부 에서는 다시 경도 값이 증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실험 결과는 쉽게 해석할 수가 있는 데, Alloy 600 base metal은 총 30 % 

가량 냉간가공된 재료로 이러한 냉간가공은 재료의 경도를 크게 증가시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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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HAZ에서는 용융부 로부터의 열의 주입에 의해 열처리된 시편에서와 같이 재

료의 강도가 감소하여 미세경도 값이 감소하게 된다. 한 용융부 는 속응고된 

미세조직을 갖게 되고, 이러한 속응고된 미세조직에서의 강도는 일반 재료에 비

해 증가하게 된다. 각 부 에서 측정한 평균 미세경도 값은 각각 Alloy 600 base 

metal : ~ 301 Hv, HAZ : 204 - 233 Hv, 그리고 용융부  : 240 Hv로 측정되었다.

(4) PWSCC 균열 성장

- 평균 균열 성장 속도

PWSCC 균열 성장 실험은 원  1차측 분 기  CT 시편의 비균열 선단에서

의 Kmax 값을 30 MPa√m의 조건으로 하여 1500 hr 동안 수행하 다. Fig. 3.1.4.45는 

그  실험이 완료된 CT 시편의 표면 사진 찰 결과를 나타낸다. 이 시편은 Alloy 

182 용 재의 용융부 에서 T-S orientation을 갖는 CT 시편이다. Fig. 3.1.4.45(a)는 

PWSCC 실험  피로 시험을 통해 생성된 비균열 (pre-cracking)의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Fig. 3.1.4.45(b)는 PWSCC 실험 후 찰된 PWSCC 균열 모습을 보이고 있는 

데, 이 사진으로부터 PWSCC 균열은 피로 비균열에 이어 계속 진행하 음을 잘 

알 수 있다. Fig. 3.1.4.46은 이 CT 시편에 충격 (impact)을 가하여 완 히 단시킨 

후 찰한 단면 사진이다. 그림에서 피로 균열부 와 PWSCC 균열부 를 구분하는 

경계선이 뚜렷이 보이고 있으며, 두 부 가 반원형의 형태로 형성된 모습을 하고 

있다.

CT 시편의 PWSCC 평균 균열 성장속도 (crack growth rate, CGR)는 무게측정법 

(weighing method)를 이용하여 구하 으며, 지 까지 모두 Alloy 182 용융부 로부터 

채취한 시편으로 제작한 총 4개 CT 시편의 실험을 완료하 다. 측정 결과, Alloy 

182 용 재의 평균 PWSCC CGR은 1.1 - 3.5 x 10-10 m/s의 범 에 치하고 있었다. 

Fig. 3.1.4.48은 본 실험 결과를 기존에 발표된 실험 결과에 더불어 표시한 것인 데,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본 실험 결과는 기존에 발표된 다른 연구자들의 결과와 오

차 범  내에서 잘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4] 동일한 방향성을 가진 시편 2개 

(T-S orientation)의 실험 결과가 각각 3.5 x 10-10 m/s와 2.9 x 10-10 m/s로 측정되었으

며, 두 값이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본 실험의 재 성이 매우 뛰어남을 보이고 

있었다. 그리고 T-S orientation 시편의 평균 CGR이 L-T나 T-L orientation을 갖는 시

편의 평균 CGR 보다 약 2 - 3 배정도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Fig. 

3.1.4.16의 용 재 용 방향, 3.1.4.14의 CT 시편 채취 방향, 그리고 Fig. 3.1.4.19와 

Fig. 3.1.4.20의 용 부 응고 미세조직의 결과를 종합하여 해석하면 쉽게 이해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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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균열은 수지상을 가로지르는 방향보다는 수지상과 평행한 방향으로 더욱 

가 쉽게 일어난다. 수지상은 용 부의 응고 방향으로 배향하기 때문에, 실제로 용

 에 발생하는 각종 용  결함도 수지상에 평행한 방향으로 잘 발생하게 된다는 

사실도 이로부터 기인한다. 실제로 EDF와 CEA에서 수행한 연구결과도 T-S 

orientation에서의 평균 CGR이 약 2배 이상 빠른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한 본 

실험 결과는 Fig. 3.1.4.8에 나타난 W.H. Bamford 등 [8]의 결과와도 잘 일치하고 있

었다.

- 단면 분석

PWSCC 실험이 끝난 후 CT 시편을 단시켜 학 미경  SEM을 통하여 단

면의 특성을 분석하 다. Fig. 4.1.4.49는 T-S orientation을 갖는 CT 시편의 학 미

경으로  찰한 단 사진이다. 그림에서 F는 fatigue pre-cracking 지역, S는 PWSCC 

발생 지역, 그리고 M은 실험 후 시편을 강제로 단시킨 impact failure 부분을 나타

낸다. Fig. 3.1.4.49(a)에서 알 수 있듯이, fatigue 지역은 nearly dendritic morphology를 

보이는 dendritic fatigue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그리고 Fig. 3.1.4.49(b)의 PWSCC가 

일어난 지역에서는 dendrite의 형상이 더욱 뚜렷한 형상을 하고 있었다. 한 주 균

열(primary crack) 주 로 제2차 균열(secondary crack)이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Alloy 182 용융부 에서의 균열 형태는 dendrite 계면을 따라 진행하는 

interdendritic cracking의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찰 결과는 

Fig. 3.1.4.7  Toivonen 등[21]의 찰 결과와 잘 일치한다. 이에 반해 강제로 단

시킨 M 지역에서는 Fig. 3.1.4.49(c)에서 보는 바와 같이 dimpled rupture의 형상을 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3.1.4.50은 동일 시편 내의 Alloy 600 base metal과 Alloy 182 용 부에서의 

단 특성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 CT 시편은 Alloy 182 용 부 , HAZ, 그리

고 Alloy 600 base metal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었다. Fig. 3.1.4.50의 각 역에 해 

앞 자는 각각 F, S 그리고 M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뒷 자는 각각 W, H 그리고 

B로 표 되어 있다. 앞 자의 표   F는 fatigue pre-cracking 역, S는  PWSCC 

cracking 역, 그리고 M은 impact failure 역을 의미한다. 그리고 뒷 자의 W는 

Alloy 182 용융부 , H는 열 향부 , 그리고 B는 Alloy 600 base metal을 의미한다. 

따라서 FW, FH  FB는 각각 Alloy 182의 용융부, HAD  Alloy 600 base metal의 

fatigue pre-cracking 역을 나타내고 있다. 한 SW, SH,  SB는 마찬가지로 각각 

Alloy 182의 용융부, HAZ  Alloy 600 base metal의 PWSCC cracking 역을 의미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MW와 MB는 각각 Alloy 182의 용융부와 Alloy 600 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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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l의 impact failure 역을 나타낸다. 이 각 지역에서의 SEM으로 찰한 fracture 

morphology를 Fig. 3.1.4.51에 나타냈다.

Fig. 3.1.4.51에서 FW, SW  MW에서의 fracture morphology, 즉 Alloy 182 용용

부에서의 단 양상은 이미 Fig. 3.1.4.49에서 설명한 것과 동일하다. Alloy 600 base 

metal에서의 단 특성을 살펴보면, FB로 표시된 fatigue pre-cracking 역에서의 

단 특성은 정확히 결정립계를 따른 단 양상을 보이고 있지는 않으나 입계 피로 

(intergranular fatigue)의 특성을 어느 정도 보이고 있다. PWSCC가 일어난 역, 즉 

SB에서는 단면에서 결정립계의 형상이 뚜렷이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Alloy 

600 base metal의 PWSCC 균열특성이 완 한 입계 균열 (intergranular cracking) 양상

을 보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원  1차측 분 기 하에서 Alloy 600 재료의 단 특성

이 intergranular cracking이라는 사실은 기존의 연구결과로부터 잘 알려져 있다. 그리

고 Alloy 600 base metal의 impact failure 역, 즉 MB에서는 quasi-cleavage 단 특

성을 보이고 있는 데, 이는 Alloy 192 용융부의 dimpled rupture 단 특성과는 크게 

비된다. 이러한 단 특성의 차이는 두 재료의 기계  성질과 매우 한 계

가 있다. Alloy 600 base metal은 약 30% 냉간가공된 재료이며, 따라서 재료의 강도

는 매우 크고 brittle한 성질을 갖는다. 이에 반해 Alloy 182 용융부는 재료의 강도는 

Alloy 600 base metal보다는 작은 값을 갖지만, 좀 더 ductile한 양상을 나타내게 된

다. 이러한 기계  특성의 차이가, 그림에서처럼 impact failure 역에서 단 양상

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FH  SH에서의 단 

모습은 Alloy 600 base metal에서와 거의 동일한 양상을 나타냈다.

라. 결론

가압경수로형 압력용기 헤드의 부식 손상에 미치는 향에 한 자료를 수집하

고, 손상 발생  황, 그리고 손상 발생 기구에 해 분석하 다. 한 Alloy 

600/182 용 재에 한 미세조직 찰, 석출상 분석, 미세경도 측정, 그리고 1차측 

분 기 하에서 PWSCC 균열 성장 실험을 수행하 다. 본 실험을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압력용기 헤드의 부식손상은 Alloy 600으로 제조되고 Alloy 182로 용 된 

CRDM 통 에서 PWSCC에 의한 균열이 발생하고, 이 균열을 통해 붕산수가 외부

로 유출된 후 장기간에 걸쳐 농축되어 일어나는 붕산부식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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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lloy 182 용융부는 dendritic morphlogy를 하고 있었으며, dendrite 내부에는 

Mn이 그리고 dendrite 외부에는 Cr과 Fe가 평균 조성에 비해 더 많이 편석되어 있었

다. Alloy 600 base metal은 냉간 가공의 향으로 결정립 내에는 많은 들이 있

었으며, 심하게 가공 변형된 미세조직을 보이고 있었다. HAZ는 기존의 결정립계에

서 새로운 결정립의 핵생성  성장이 일어났는 데, 열 향을 받은 정도에 따라 그 

양상이 상이하 다.

3. Alloy 600 base metal에서는 조 하고 둥근 크롬탄화물이, 그리고 결정립 내부

에는 미세한 침상의 크롬탄화물이 다량 찰되었다. Alloy 600 base metal에서 찰

된 모든 크롬탄화물은 Cr7C3로 확인되었다. HAZ에서는 열 향에 의해 기존의 크롬

탄화물이 용해되고, 새로운 결정립계를 따라 미세한 Cr-rich M23C6로 재석출되었다. 

Alloy 182용융부에서는 여러 가지 종류의 석출상들이 찰되었다. 결정립계를 따라 

미세하고 각진 Cr-rich M23C6가 조 하게 분포하고 있었다. 결정립 내부에서는 조

하고 각진 형태의 (Nb,Ti)C  작고 둥근 형태의 Al-rich oxide와 Ti-rich oxide가 

dendrite 계면을 따라 분포하고 있었다. 용융부 가 액상일 때 Al-rich  Ti-rich 

oxide가 먼  형성된 후, 이 oxide 표면에서 (Nb,Ti)C가 핵성생되어 성장되었으며, 용

고가 완료되어 냉각되는 과정에서 결정립계를 따라 Cr-rich M23C6가 석출된 것으로 

생각된다.

4. Alloy 600 base metal에서 가장 높은 미세 경도 값을 나타냈으며, 용융부 로 

갈수록 미세 경도 값이 감소하 다. 그리고 Alloy 182 용융부에서 다시 미세 경도 

값이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5. Alloy 182 용융부의 평균 PWSCC CGR은 1.1 - 3.5 x 10-10 m/s의 범 에 치

하고 있었다.  그리고 T-S orientation 시편의 평균 CGR이 L-T나 T-L orientation을 갖

는 시편의 평균 CGR 보다 약 2 - 3 배정도 큰 값을 나타냈는 데, 이는 응고조직의 

이방성에 의해 기인된 것으로 단된다. 단면 분석 결과, Alloy 600 base metal과 

Alloy 182 용융부의 PWSCC 단 특성은 각각 interdendritic cracking  intergranular 

cracking 양상을 나타냈다. Fatigue pre-cracking 지역에서는 PWSCC cracking 지역과 

비슷한 보이고 있었으며, impact failure 지역에서는 각각 quasi-cleavage  dimpled 

rupture 특성을 보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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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4.1. Chemical compositions of Alloy 600 and Alloy 182 used (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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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4.1. Schematic drawing of the reactor vessel head in Davis-Besse              
nuclear s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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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4.2. Crack/corrosion morphologies on the damaged CRDM nozzles in           
Davis-Besse nuclear s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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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4.3. Feasible model on PWSCC cracking and boric acid corrosion in a         
CRDM nozz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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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3.1.4.4. (a) Boric acid deposits found on Oconee unit 1 CRDM Nozzle #21,       
and (b) PT result on some Oconee unit 3 CRDM Nozzle 



- 174 -

Fig. 3.1.4.5. Optical micrograph of typical axial crack viewed parallel to the           
axis of pipe ( X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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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4.6. Schematic drawing of the cracking locations in Alloy 600/182             
weldment in a PWR type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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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4.7. Intergranular stress corrosion cracking of Alloy 182 with                
secondary cracks. TS ori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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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4.8. Effect of crack orientation on crack growth rates of Alloy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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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4.9. Effect of temperature on crack growth rates of Alloy 182.                
(K=22-26 MP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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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4.10. Influence of temperature on the max. crack growth rates                
 in Alloy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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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4.11. Effect of weld heats and stress intensity on crack growth rates           
of Alloy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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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4.12. Corrosion rates vs. 1/T in H3BO3 sol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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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4.13. Corrosion rates vs. 1/T in H3BO3 + (LiOH or KOH) sol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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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3.1.4.14. (a) Dimensions of CT specimens for PWSCC crack growth test,          
 and (b) terminology used for orientation of cracks in the welded        
 and cold rolled speci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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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4.15. Schematic diagram of the autoclave for crack growth test connected to a 
primary water simulation test lo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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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4.16. Terminology used for orientation of microstructural examination in        
 the welded and cold rolled speci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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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3.1.4.17. Optical micrographs showing the microstructres of (a) XY plane and (b) 
YZ planes in the Alloy 600 base me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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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3.1.4.18. Dislocation morphologies in the Alloy 600 base me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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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3.1.4.19. Optical micrographs showing the microstructres of (a) XY, (b) XZ, and 
(c) YZ planes in the fusion zone of the Alloy 182 w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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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3.1.4.20. (a) Dendritic solidification structure, and optical micrographs showing the 
solodofocation morphologies of (b) XY, and (c) YZ planes in the fusion 
zone of the Alloy 182 w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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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3.1.4.21. Dislocation morphologies in the fusion zone of Alloy 182 w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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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4.22. (a) Optical micrographs showing the microstructure of the heat           
affected zone of Alloy 600/182 weld, (b) and (c) the high            
magnified views of parts in (a) denoted by squa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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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4.23. (a) SEM image of cellular dendrites, and (b) compositional              
 variations across the cellular dendritic interfaces in the fusion         
 zone of Alloy 182 w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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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3.1.4.24. (a) Low magnified, and (b) high magnified SEM micrographs showing the 
second phases in the Alloy 600 base me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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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3.1.4.25. (a) TEM bright field image of niddle type precipitates, and (b)           
representative TEM/EDS spectra, taken from a carbon                
extraction replica of Alloy 182 w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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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4.26. Selected area diffraction patterns taken from the needle type precipitates in 
the Alloy 600 base metal, identified as Cr7C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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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3.1.4.27. (a) TEM image and SAPD of intergranular precipitates in the            
 Alloy 600 base metal and (b) their representative TEM/EDS           
 spec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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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c)                                    (d)

Fig. 3.1.4.28. (a) Optical micrograph of the heat affected zone of Alloy 600/           
182 weld, and (b)-(d) SEM micrographs of the parts in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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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3.1.4.29. (a) Low magnified, (b) high magnified TEM images of new precipitates 
in the grain boundary in the heat affected zone of Alloy 600/182 weld, 
and (c) their representative TEM/EDS spec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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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4.30. Micro-beam diffraction patterns taken from the new precipitates           
 in the heat affected zone of Alloy 600/182 weld, identified as a       
 fcc structure with lattice constant of a = 1.06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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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3.1.4.31. (a) Low magnified, and (b) high magnified SEM micrographs            
 showing the various second phases in the fusion zone of Alloy        
 182 w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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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3.1.4.32. (a) Centered dark field image, (b) their representative TEM/EDS          
spectra, and (c) selected area diffraction pattern, taken from the         
intergranular precipitates in the fusion zone of Alloy 182 w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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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3.1.4.33. (a) TEM bright field image and (b) their representative TEM/            
EDS spectra, taken from the coarse and faceted particles in the         
fusion zone of Alloy 182 w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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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4.34. Selected area diffraction patterns taken from the coarse and faceted 
particles in the fusion zone of Alloy 182 w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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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3.1.4.35. TEM bright field images from a (a) carbon extraction replica and         
(b) thin film showing the small and round particles in the fusion        
zone of Alloy 182 w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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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3.1.4.36. (a) TEM bright field image and (b) their representative TEM/            
EDS spectra, taken from the striped and round particles in the          
fusion zone of Alloy 182 w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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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3.1.4.37. (a) TEM bright field image and (b) their representative TEM/            
 EDS spectra, taken from the dark and round particles in the           
 fusion zone of Alloy 182 w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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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3.1.4.38. (a) TEM bright field image and (b) its related SADP, taken from        
a TiO type oxide in the fusion zone of Alloy 182 w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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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4.39. SADPs taken from a TiO type oxide in the fusion zone of Alloy         
182 w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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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4.40. SADPs with B = [100] showing the effect of Al addition in TiO         
 type oxides in the fusion zone of Alloy 182 w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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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4.41. Schematic diagrams showing the relative positions of diffraction          
spots in (a) fcc system and (b) simple cubic (sc) system. (c)          
shows the effect of Al addition on the crystal structure system         
of TiO type ox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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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4.42. TEM images showing the morphologies of (NbTi)C and oxides           
 in the fusion zone of Alloy 182 w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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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4.43. Summary of second phase precipitation in the Alloy 600/182 w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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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3.1.4.44. (a) Optical micrograph showing the locations of micro-hardness           
 test, and (b) variations of micro-hardness values across the            
 specimen



- 214 -

(a)

(b)

Fig. 3.1.4.45. Optical micrographs showing a (a) fatigue pre-crack before               
 PWSCC test, and (b) PWSCC crack after PWSCC test, of a CT      
 specimen (Alloy 182 weld) with T-S ori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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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4.47. Optical micrographs showing a fracture morphology after PWSCC         
test, of a CT specimen (Alloy 182 weld) with T-S ori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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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4.48. Average PWSCC crack growth rates of Alloy 182 weld with             
T-S, L-T and T-L orien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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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4.49. Fracture morphologies of (a) fatigue pre-cracking region, (b) PWSCC 
cracking region, and (c) impact failure region in the CT specimen with 
T-S orientaion after PWSCC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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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4.50. Optical micrograph showing fracture morphologies of the various      
regions in the CT specimen of Alloy 600/182 w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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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4.51. SEM micrographs showing fracture morphologies of the various          
regions in the CT specimen of Alloy 600/182 w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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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Database 구축

이번 단계에서는 부식과 련되어 생산된 자료를 생산/수집/가공/처리 후, 이용자

들이 련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database 시스템을 설계/제작하 다. 생산된 자

료는 국내 6개 가동 원  증기발생기 열 의 미세조직  thermal treatment 는 

serration 열처리한 재료의 미세조직 찰결과와 각종 응력부식균열(PWSCC, IGA/ 

ODSCC, PbSCC)  pitting 특성 평가, 그리고 archive 재료를 thermal treatment  

serration 열처리한 후의 손상 특성의 변화에 한 평가 자료이다. 한 수소압력, 하

, 염기성 농도, pH 등 증기발생기 열 의 1차측 분 기에서 수행한 실험 결과

도 data sheet를 작성하여 수록하 다. 첨부된 data sheet는  3/4호기의 archive 

열 에 한 anodic polarization 실험 결과를 입력한 database에 수록한 양식을 보여

주고 있다.

응력부식균열 특성을 향상시키기 하여 serration 열처리 는 TMT 

(thermomechanical treatment) 처리를 하여 재료의 물성을 변화시킨 후, 미세조직 분석 

 응력부식균열 시험을 수행한 자료, 소량의 합 원소(Zn, Ce)를 첨가하여 제작한 

재료의 미세조직  성분조성에 한 자료와, 새로 개발된 부식 억제재  억제 기

술에 한 성능평가 자료 등도 생산하여 data sheet로 작성하 다.

국산시제 재료에 한 기계  특성, 최  열처리 조건 설정, 각종 부식손상

(PWSCC, IGS/ODSCC, PbSCC)  pitting 등에 한 특성을 평가하 으며 생산된 자

료를 정리  체계화하 다. 로써 시제 열 에 한 열처리 변화에 따른 응력

부식균열 특성 자료를 생산하여 database 구축을 하 다.

앞으로도 지속 으로 생산된 자료들에 한 database 구축을 하여 개발된 

program ( 과제 인 차원에서 구축 임)에 따라 database 화하여 소내/외 이용자들

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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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ynopsis of test

(1) Experiment

(2) References

2. Material Information

(1) Material

(2) Production Procedure

(3) Chemical composition(wt%)

MS thesis, 1999, Korea University

1999

Seong-Sik Hwang(Ju-Yup Kim)

KAERI

- Material :

- Organization :

 

 

3/4" OD tube

Sandvik- Analysis origanization :

   * Environment :

 

1025

0.05

1025C-600 C, for 7 min.

 Hydrogen

   * Heating rate(℃/min) :

   * Temperature(℃) :

   * Holding Time(hr) :

   * End temperature (℃) : 

Sandvik

- Making date :

- Procedure :

 

 

- Shape type :

- Remark

- Title

ASME SB163, or UNS N06600

Ju-Yup Kim

- Conductor :

- Remark

- Source :

- Authors :

A study on the effect of Pb on corrosion of Inconel Alloys

YGN3_4

- Date :

- Key Parameter :

Anodic Polarization

Alloy 600 HTMA

- Type :

    * Reduction ratio (%) :

- Information :

- Specification :

- Melting method :

- Weight(kg) :

- Maker : 

   * Rolling pass number : 

- Heat number(Material ID)

Anodic Polar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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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 Cr Fe Si Cu Mn S C Ti P O N Co Others

bal. 16.810 9.010 0.330 0.010 0.830 0.001 0.026 0.360 0.007 - 0.018 0.010 0.0010

(4) Microstructure of product

3. Specimen information

(1)

(2) Shape

   Inner diameter (mm) 16.87

19.05

Optical microscope, SEM, TEM

KAERI

- Type ( U-bend/C-ring/cylinder/plate/others :  Others (Coupon)

Third

- Photography of grain size

- Remark

- Remark

  Outer diameter (mm)

- Phase fraction(%) :  

- Grain size(㎛) : 40 um

- Analysis method :

- Phase : γ

- Table :

- Remark

- Analysis method :

- Analysis oaganization :

- Sampling method :  

- Analysis type :

Heat Treatment First Second

- Temperature(℃) :

- Heating rate(℃/min) :

- Holding time(hr) :

- Cooling method :

- Environment :

- Cooling rate (℃/min) :

YG3_4 Alloy 600 HT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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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3) Microstructure of specimen

  Notches

1.09

12

  Length (mm)

  Curvature (mm)

  Thickness (mm)

Optical microscope, SEM, TEM

γ
KAERI

mm

  

mm

100

TL,LT,TS,ST

Notch root radius Notch depth

- Hole number :

- Starting date :

- Remark

- Reactor :

- Analysis method :

- Analysis organization :

- Phase :

- Phase fraction(%) :

(4) Irradiation condition

 Photography of grain size
:

- Grain size(㎛) : 40 um

  Width (mm)

- Sampling direction :

Notch orientation

- Gage length (mm) :

- Gage width (mm) :

- Sampling position :

- Surface finish :

- Gage thickness (mm) :

- Drawing

Notch type Notch angle

YG3 4 Alloy 600 HT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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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Welding condition

- Heat input (kJ/cm) :

- Preheating  time (℃)

- Current (A) :

-  Operating
(manual, auto) :

   * Width(mm) :

- Speed (mm/s) :

- Pass number :

First

- Voltage (V) :

- Flux :

- Temperature (℃) :

- Date :

   * Angle( ˚) :

   * Depth(mm) :

- Conductor :

- Ending date :

- Time(days) :

- Particle type :

- Capsule drawing :

- Fluence (n/cm2)
(> 1MeV) :

- Flux (n/cm2·sec) :

- Capsule number :

- Post weld heat treatment

Temperature (℃)

g
temperature(℃)

- Method :

- Wire :

- Groove shape :

- Code for calculation
fluence :

- Remark

- Organization :

- Specimen location :

ThirdSecond

Holding time (hr)

- Rem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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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perimental information

-1

(2)

Li B H2 D.O pH
unit ppm ppmSTP/kg ppb

pH D.O H2

unit ppb TP/kg 

-3

unit

ConductivityNaOH

% YS

 

    Related stress

unit /sec%

 

Strain rateStrain Imposed

1

Pt

Scan rate Imposed potentialScan end potentia

Stress Imposed

mV/sec

   Counter Electrode
N2   Solution purging gas

Il-Shin Eng. (Korea)

Type 316 SS 

- Test equipment (Autoclave/ Corrosion Cell/ CERT/ Others)  :   Autoclave

mVSCE

   Size

+ OCP, mV

Scan start potential

Simulated solution for primary water condition

mVSCE

- Remark

 Experimental procedures

   Reference electrode

Chemical(1) Chemical(2) Additive(1) Additive(2)

Other solution

 Test solution

Temperature

mole ppb ℃

Experimental type (C-ring/U-bend/SSRT/corrosion/others) : Others

Additives

pH4, pH 10

mole

 

 ℃

90

Temperature

ppm

Pb

ppm

0, 100, 500

Environment (Acidic/Nutral/Caustic) : Caustic

   Solution purging immersion time (hr)

   Vendor

   Materials

   Volume 1 gallon

Ag/AgCl

Control mode

   Solution purging time (hr)

mVSCE

 

   Related potential

poten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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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SRT data

90

Tot.E
L (%)

AICGR
(mm/sec)

     Sputtering rate

   Duration time (hr)

   Remarks

RA
(%)

     Vacuum pressure

   Analysed area

     Sputtering time

     Reference sample type

     Beam mode

     Beam size

     Beam vooltage

     Reference sputtering rate

   Analysis condition

- SCC (C-ring or U-bend) data

     Beam current

5. Result Information

   Specimen preconditioning

- Analysis information (Auger/ SEM EDX /TEM EDX/ XPS/ Others)

UTS(k
g/㎟)

시편
명

Temp.
(℃)

IGF
(%)

MICD
(㎛)

Data 시트
명칭

Remarks
Curve
명칭

IGF : IG Area Fraction,   MICD : Mxaimum IG Crack Depth,  UTS : Ultimate tensile stress,
RA : Reduction of area,  Tot.EL : Total elongation,   AICGR : Average IG crack growth rate,

- Polarization data

시편
명

Temp.
(℃)

CP
(mVSC

CACD
(mA/

)

PP
(mVSC

FP
(mV)

PCD
(mA/㎠)

BP(
mVS

Curve
명칭

Data 시트
명칭

Rema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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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부식손상에 한 안 성 측모델  처 기반기술 개발

1. 기화학  방법에 의한 응력부식균열의 생성  성장 감시기술 개발

가. 서 론

기화학 노이즈기술의 토 는 Iverson[1]이 보 인 기회로를 이용하여 부식

되는 속과 합 의 순간 인 변화를 측정한 결과를 1968년에 기화학 학회지

에 발표한 독창 인 연구결과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 당시에는 부식 모니터링 도

구로 사용될 기술로서의 유용성 보다는 과학 인 호기심이 더 많았다. 

1970년 후반기에 기화학 기술을 이용하려는 심이 커지면서 기화학 분극 

연구에 한 자연스러운 연장으로 보이는 기화학 임피던스에 한 연구가 돌풍을 

이루었다. 이와 같은 연구의 돌풍은 디지털 자기술의 개시와 같은 자기기의 변

화와 유용한 컴퓨터 기술의 보 에 기인하 다. 

UMIST의 Hladky와 Dawson[2,3]은 기화학 노이즈에 한 실용성인 에서 

pitting과 공동(cavitation)에서 발생하는 노이즈를 검출하고 PSD(power spectral 

density)법으로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 하 다. 이 연구 결과로서 Hladky[4]는 기화

학 노이즈기술을 부식 모니터링에 이용할 수 있는 특허를 1981년에 획득 하 다. 

이 특허는 부식 환경에 놓여있는 속 설비와 표 극(reference electrode) 사이의 

 노이즈를 측정함으로서 부식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이 특허는 외

부에서 류나 압 씨그 을 인가하지 않기 때문에 모니터링에 의하여 부식환경이 

침해받지 않는 비교란 씨스템의 원리(principle of non-perturbation)를 이용한 것이다. 

이 무렵에는 시험하는 재료의 를 측정함으로서 재료의 부식진행 여부를 

단하 다. 기화학 노이즈의 경우에는 측정된 가 시험하는 재료의 부식  

이며 자연 으로 발생하는 부식반응의 이다. 자연 으로 발생하는 부식반응의 

를 들면 속용해에 따른 수소발생 반응이 한 가지 이고 고속 유체계와 같은 

해질 안에서 공동과 같은 해질 효과로 인한 침식반응(erosion)이 자연 으로 발

생하는 부식반응의 이다. 

두 극 사이의 차는 낮은 주 수로 동요하는 노이즈 씨그 이다. 

Hladky[4]는 찰할 가치가 있는 가장 높은 주 수는 10Hz 미만이고 한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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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수 한계는 1Hz 이며 실용할 수 있는 주 수 범 는 1mHz~100mHz 이면 충분하

다고 하 다. 찰된 는 매우 낮기 때문에 마이크로 볼트까지 잘 측정할 수 있

는 정 한 압계가 있어야 한다. 는 해액에 노출된 부식되는 극의 면 에 

무 하며 측정된 는 표 극과 가장 가까이 있는 부식되는 극의 어떤 표면

에서나 그리고 어느 순간에나 최  부식율에 해당하는 이다. 

노이즈 연구와 동시에 외 상으로는 동일한 두개의 극에서 발생하는 갈바

닉 류노이즈에 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통 인 기화학 이론은 이와 같은 

갈바닉 류(coupling current)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지만 실제로는 이 류가 존재한

다. 갈바닉 류노이즈에 한 연구로 Eden과 그의 동료[5]들은 1986년에 류노이

즈 특허를 신청 하 다. 이 특허에서 Eden은 류노이즈를 측정하여 국부부식을 검

출할 수 있는 방법과 시험기기에 하여 설명 하 으며 류와  노이즈를 비교

하여 노이즈 항 는 임피던스를 유도할 수 있는 개념을 제시 하 다. Eden은 노

이즈 임피던스에 한 개념을 더욱 확장시켜 1991년에 자연발생 인 와 류노

이즈를 이용하여 기화학 임피던스 스펙트라를 분석할 수 있는 시험기기와 방법에 

한 특허를 획득 하 다.

특허와는 무 하게 노이즈 기술은 지난 15년간 오일과 개스, 력 생산, 석유화

학, 원자력 발   항공기 산업 분야의 부식 련 문제에 범 하게 응용되었다. 

이 분야에 노이즈 연구로는 균일부식, pitting부식, 입계응력부식, 입내응력부식, 고분

자 코 부식, 화학세정, 언더 울링 부식, 미생물 부식, 용 부식, 틈부식, 캐비테이

션과 마멸부식 등이 수행 되었다. 

최근에는 이 노이즈 기술을 이용하여 랜트 부식을 연속 으로 모니터링 함으

로서 랜트 부식을 경감하기 한 목 에 집 하고 있다. 랜트의 부식진행 정보

를 작업자에게 피드백 하여주면 부식 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기회가 생

기며 사고 련 충격을 감소시키기 한 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증기발생기 배 재료인 Ni Alloy의 온응력부식균열의 한 로 황화물에 의한 

냉각재의 오염을 들 수 있는데 Na2S4O6(sodium tetrathionate)와 Na2S2O3(sodium 

thiosulfate)의 농축액과 희석액에 응력부식균열(SCC) 성향을 보인다.

특히, Na2S2O3에서 SCC의 시작은 낮으나 느린 응력변형율을 용할 때 는 

Na2S4O6의 산도가 낮을 때 쉽게 균열이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용액산물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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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증가하는 응력과 함께 더 많이 빠르게 균열이 생기기 때문에 C-ring이나 U-bend 

실험을 통하여 찰하기도 한다.

묽은 황산염 분 기에서 Ni Alloy 증기발생기 배 재료의 균열은 낮은 온도에서

도 매우 빠르게 발생되었는데 황화물이 증기발생기 배 재료의 손상을 야기 시키는 

원인이 되어 왔다는 가설은 황을 함유한 산과 나트륨티오황산염이 원자로 냉각장치

의 오염물과 유사하다는 것으로 지지되었다. 

나트륨티오황산염은 기 냉각시스템에서 은 양으로 새어 나왔고, 황을 함유한 

산은 기 냉각시스템에서 우연히 분명하게 밝 졌으며 배 재료 표면에서 황을 포

함한 침 물이 찰되기도 하 다. 기 냉각재의 한 황의 함유량은 약 0.7ppm 

정도 는데 티오황산염과 polythionate 같은 황의 몇몇  안정상이 균열의 원동력으

로 작용한 것으로 보여 진다.

반응된 인코넬 600은 polythionic acid와 농축 sodium tetrathionate에서 SCC 반응이 

잘 알려져 왔으나 묽은 황 환경에서 그것의 균열은 체계 으로 연구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묽은 황산 염에서 C-ring 실험을 통해 인코넬 600에 한 

electrochemical noise로 균열 발생과 되는 양상을 분석하고, 실험 재료를 자

미경으로 찰하므로써 SCC에 한 정보를 얻고자 하 다.

나. 실험 방법

기화학 노이즈 신호를 측정하기 하여 두께 1mm, Ø가 19mm인 Alloy 600 

tube를 Fig. 3.2.1.1에 보인 바와 같이 단  가공하 는데 부식용액에 노출시킬 일

부분만 제외하고 연하고 시료에 응력을 주기 하여 약 60 ̊̊ 정도의 각도로 C-ring 

형태로 제작하 으며, Fig. 3.2.1.2에 보인 것처럼 기화학 부식 지에 침 하고 실

험을 실시하 다.

실험에 사용된 부식실험 장치는 “Gamry Instrument's ESA 400”으로 ZRA mode로 

작용 극(working electrode), 상 극(counter electrode), 표 극(reference electrode)

등 3 극을 사용하여 극사이에서는 류 노이즈를 실시간으로 측정하 고, 극

과 표 극에서  노이즈를 측정하여 분석하 다.

한, 작용 극은 600℃, 24시간동안 민화 처리된 Alloy 600 시료이고,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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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은 민화 되지 않은 같은 재질인 Alloy 600을 사용하 고 부식액으로는  

Polythionic acid SCC를 찰하기 하여 부식용액으로서 0.1M Sodium 

tetrathionate(Na2S4O6)를 사용하 다.

실험 조건은 시료에 가해진 응력이 모든 시료가 동일하게 하 고, 온도 한 상

온을 유지하면서 실시하 으며 각 시료마다 실험 시간과 표면 노치 여부를 달리하

여 실험을 진행하 다.

응력부식균열의 발생과 진 에 따른 노이즈 해석을 해 실험  는 종료 후

에 시료의 표면과 단면을 학 미경  자 미경으로 찰하면서 류 노이즈 

peak   노이즈 peak를 분석하 으며 균열의 단길이와 비교하여 응력부식균

열의 균열 속도를 측정하 다. 한 통계  분석을 한 방법으로 노이즈 항

(Rn)  localization index(LI)를 측정하여 류 노이즈 peak   노이즈 peak와 

비교하여 분석하 다.

다. 실험 결과

(1) 기 인 노이즈

많은 공학자들은 노이즈를 많던 던 측할 수 없는 어떤 간섭하는 시그 이라

고 여겼으며, 노이즈의 이론은 모든 시그  혹은 상들에서 근거가 확실하지 않게 

존재하는 것을 노이즈라고 간주했었다. 

일반 으로 기 인 노이즈는 source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의 요한 통계학  

의미를 가지는 “white" 노이즈로 thermal 노이즈와 shot 노이즈로 나  수가 있다.

Thermal Noise는 Johnson 노이즈라고도 불리 우며 항 안에서 이온화된 분자들

의 Brownian 운동으로부터의 결과들로써 감소 될 수는 있겠지만 제거되지 못한다. 

기 인 노이즈의  다른 종류인 shot 노이즈는 일반 으로 highly-charged field를 

통한 자들의 흐름의 결과이다. 

일반 으로 기 인 노이즈는 기화학 노이즈에 비하여 노이즈가 10㎶ 이

하이고, 류노이즈는 0.1㎂ 이하로 작지만 실제로 기화학 노이즈를 측정하여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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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까 기화학 노이즈와 기 인 노이즈가 동시에 측정되어 정확한 기화학 노이

즈 신호를 검출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3 극 모두를 백 으로 하여 기 인 노이

즈를 측정한 결과 Fig. 3.2.1.3에 보인바와 같이 노이즈는 이론치 보다는 약간 

높은 약 100㎶ 정도이고, 류노이즈는 약 1㎂ 정도이었다. 

(2) 응력부식균열(SCC)의 발생과 

일정응력을 가한 C-ring 시료를 부식액에 침 하고 기화학 노이즈를 측정한 결

과 기에는 current  potential peak는 둘 다 시료와 부식용액의 상호 작용으로 

류표류 상(drift)이 심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안정화에 어드는 것으로 

보여 진다.

SCC가 핵 생성하기까지 current  potential peak는 Fig. 3.2.1.4에 보인바와 같이 

요동(fluctuation)이 조  일어나고 있음을 찰할 수 있으나 이는 SCC가 발생되는 

시기가 아니라 기 인 노이즈라고 여겨지며 시료 표면도 SCC가 일어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Fig. 3.2.1.5에 보인바와 같이 표면에 crack이 발생되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었다.

그러나, SCC가 발생되기 시작하는 시기인 실험 시작 약 6시간 후에는 Fig. 

3.2.1.6에 보인바와 같이 current  potential의 fluctuation이 심하게 일어났고 사진에

서 보인 바와 같이 약 3시간 동안 crack이 성장하 음을 알 수가 있었으며, 시료 표

면을 찰 해 본 결과 Fig. 3.2.1.7에 보인바와 같이 시료 표면에 약 0.05mm정도의 

균열이 성장한 것을 확인 할 수가 있었다.

한, SCC 가 격하게 진행되는 시기는 실험시작 약 9시간 후인 것으로 보

이는데 Fig. 3.2.1.8에 보인바와 같이 current의 fluctuation이 심하게 일어났고, 약 5시

간 동안 가 진행되었으며 Fig. 3.2.1.9에 보인바와 같이 시료 표면에서도 crack이 

0.41mm 정도 성장하여 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Fig. 3.2.1.10에서는 SCC의 가 더욱 격하게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current  potential의 fluctuation이 심하게 일어났으며, Fig. 3.2.1.11에 보인바와 같이 

시료 표면에서도 균열의 성장이 이  보다 많이 진행된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험 시작 약 40시간 후에는 crack의 가 거의 끝나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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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으며 current  potential의 fluctuation은  Fig. 3.2.1.12  13에 보인바와 같이 어느 

시간 이후에서는 거의 일정하 고, 균열의 길이는 약 14.21mm 정도 진행하 다. 

시료에 한 체 인 균열 속도는 Fig. 3.2.1.14에 보인바와 같이 실험 기

에는 균열 속도가 느리다가 약 10시간 이후에서는 균열 속도가 빠르게 나

타났으며 약 20시간 이후에서는 다시 균열 속도가 느려지는 상을 보 는데 

이는 시료에 가해진 응력이 실험 기에는 많았다가 부식액에 의하여 시료 표면이 

손상을 입으면서 응력이 감소되고 균열 속도도 감소되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

다.

실제로 SCC의 발생은 기화학 노이즈 시스템에서 current  potential peak가 

fluctuation을 일으키는데 어느 정도 일정한 간격을 두면서 fluctuation이 진행되는 시

으로부터 확인 할 수가 있었는데 이는 일반 인 pitting noise peak인 짧은 

fluctuation과는 구별을 할 수가 있다.

실험 후에 시료를 단하고 연마하여 단면을 찰해 보면 Fig. 3.2.1.15에 보인바

와 같이 균열이 하나가 발생하여 되었고, 균열이 직선으로 진행되지 않고 약간 

휘어서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으며, 단면 형은 Fig. 3.2.1.16에 보인바와 같이 

형 인 입계 괴를 나타내었다.

(3) 기화학 노이즈의 통계  분석

류와  노이즈가 동시에 측정된다고 가정하면  표 편차(σV)와 류 

표 편차(σI)는 아래식과 같은 통계  노이즈 항(Rn)을 계산할 수 있다.

Rn = σV/σI

 

이 통계  노이즈 항은 비교  복잡하지 않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노이즈 데

이터 평가에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다. 이 노이즈 항은 Chen, Bogaerts  Tan에 

의하여 Stern-Geary constant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 즉, 분극 항(Rp)과 동등함이 이

론 으로 밝 졌다.

한, localization index(LI) 값은 류 노이즈 데이터의 rms 값 주 에 류 노이

즈가 분포되어 있는 척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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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 = σi/irms

 

일반 으로 LI 값이 1에 가까워지면 부식은 불안정하게 진행하여 stochastic 상태

가 되고, 균일부식이 진행되면 LI 값은 형 으로 10-3
이 된다. 

이것은 일반 으로 류 노이즈에 이용되나 류가 제로 값에서 천천히 표류

(drift)하면 LI 값이 인 으로 높은 값이 되며 실제로 일어나는 반응은 가우시안 

공정에 해당하는 균일부식이지만 LI 지수는 국부부식이 일어나는 것처럼 거동하게 

된다.

따라서, SCC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SCC가 발생하여 진행한 경우의 노이즈 

데이터를 분석하기 하여 노이즈 항과 LI를 측정하여 비교하 다.

먼 , SCC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potential  current peak를 Fig. 3.2.1.17

에 보 는데, potential  current peak의 fluctuation이 거의 없었으며 노이즈 항과 

LI를 30분 간격으로 각각 측정하여 Fig. 3.2.1.18  19에 나타내었다.

이 경우에는 시료 표면에 손상이 거의 없으므로 노이즈 항과 LI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고 특히, LI는 10-3
에 체 으로 가깝기 때문에 균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SCC가 발생한 경우에는 Fig. 3.2.1.20에 보인바와 같이 potential  current peak 

fluctuation이 여러 부분에서 찰되고 있으며, 노이즈 항과 LI를 측정하여 Fig. 

3.2.1.21  22에 보 다.

노이즈 peak data와 노이즈 항(Rn)  Localization Index(LI)를 비교해 보면 

potential  current peak fluctuation이 심하게 일어난 부분에서 노이즈 항이 격한 

변화를 보 으며, LI는 crack이 발생한 부분에서 10-3
보다는 1 에 가까운 값들이 얻

어지는 것으로 보아 이 부분에서 국부부식이 진행된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SCC가 발생하는 경우에 potential  current peak fluctuation이 심하게 일

어나며 한 노이즈 항  LI도 많은 변화가 나타나며 특히, LI는 1에 가까운 값

들이 얻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236 -

반면, SCC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potential  current peak의 fluctuation은 거

의 없었으며 노이즈 항  LI의 변화도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반 으로 재료의 내식성이 좋은 재료에서는 corrosion resistance가 크면 클수록 

내식성이 좋아서 pitting이나 SCC가 잘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corrosion resistance가 격한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은 재료표면에 자들의 이동이 

활발하여 부식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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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1. Schematic of C-ring specimen of Alloy 600 

Fig. 3.2.1.2 Electrochemical cell for C-ring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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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3. Electric voltage and current noise of background noise

Fig. 3.2.1.4. Potential and current noise transients produced by stress corrosion 
crac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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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5. Specimen surface micrograph before stress corrosion cracking

Fig. 3.2.1.6. Potential and current noise transients produced by stress corrosion 
crac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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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7. Specimen surface micrograph before stress corrosion cracking

Fig. 3.2.1.8. Potential and current noise transients produced by stress corrosion 
crac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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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9. Specimen surface micrograph before stress corrosion cracking

Fig. 3.2.1.10. Potential and current noise transients produced by stress 
corrosion cracking

0.41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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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11. Specimen surface micrograph before stress corrosion cracking

Fig. 3.2.1.12. Potential and current noise transients produced by stress 
corrosion crac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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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13. Specimen surface micrograph before stress corrosion cracking

Fig. 3.2.1.14. Crack propagation speed of stress corrosion crac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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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15. Photograph of specimen cross section after stress corrosion 
cracking test

Fig. 3.2.1.16. Photograph of specimen fracture after stress corrosion cracking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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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17. Electrochemical potential and current noise peak of no stress 
corrosion cracking

Fig. 3.2.1.18. Noise resistance values of no stress corrosion crac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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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19. Localization index of no stress corrosion cracking

Fig. 3.2.1.20. Electrochemical potential and current noise peak of by stress 
corrosion crac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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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21. Noise resistance values of by stress corrosion cracking

Fig. 3.2.1.22. Localization index of by stress corrosion crac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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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손상 열 의 구조  건 성  설 측모델 개발

가. 열  열실험

 

열  내부에 걸리는 압력에 따른 균열개구변 (Crack opening displacement, 

COD)는  열 의 열압력을 측하는데 요하다. 축방향길이 25.4 mm, 두께 

방향으로 통율이 50%인 기계가공 결함의 COD변화를 Fig. 3.2.2.1에 나타냈다. 압

력이 10 MPa에 이르 을 때 COD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내압이 36 

MPa에 이르러서는 10 MPa의 경우에 비해 COD가 아주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

다. 열되기 까지는  모습이 유지되기는 하지만 열직  단계에 이르러서는 

약 1 MPa의 압력 증가만으로도 격한 열로 이어짐을 의 그림 Fig. 3.2.2.1에서 

볼 수 있다.

 

통결함은 부분 통결함의 경우보다 같은 압력에서 더 큰 COD를 보인다. 

31mm길이의 100% 통결함 속에 bladder(Tygon tube, 15.815 mm OD, 9.525 mm ID, 

3.175 mm thickness)를 고 압력을 상승시키면서 열거동을 살펴보았다. 내압이 

6.08 MPa에 이르 을 때 bladder에 작은 구멍이 생겼으며 그 직후 물의 압력이 2 

MPa로 격히 감소하 다. 다시 압력을 상승시켜 2.97MPa에 이르니 bladder는 결함

부  밖으로 려 나왔다. Bladder의 작은 구멍은 일정한 압력에서도 서서히 증가하

며 COD는 그 후 2-3  동안 계속 증가하 다. 압력이 8.97 MPa에 이르 을 때 

bladder 열과 결함 COD의 격한 증가가 발생하 다. (Fig. 3.2.2.2)

한편, 결함길이가 20 mm 이고 통한 결함에 Cu back up foil을 고 열 실험

한 결과 30 MPa에서 bladder의 심한 변형이 찰 되었으나 구멍이 생기지는 않았다. 

압력이 31.3 MPa에 이르 을 때 열이 일어났으며 그 과정이 Fig. 3.2.2.3에 표시되

어 있다. 

축결함의 열압력을 결함깊이의 함수로 표시한 것이 Fig. 3.2.2.4이다. 막힌 기호

(Closed symbols)는 본 연구에서 얻은 자료이며, 열린기호(open symbols)들은 다른 연

구자들의 자료[1]를 인용한 것이다. 열압력은 결함깊이에 선형 의존성을 가짐을 

볼 수 있으며, 같은 깊이의 결함인 경우 결함깊이에 따라 열압력의 차이는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로부터 부분 통결함 의 열압력은 길이보다는 깊이 의존

성이 크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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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완 통 결함 의 경우에는 결함길이가 열압력에 큰 향을 주고 있음

을 볼 수 있다. 를 들어 50 mm 결함의 경우 12 MPa의 열압력을 보인 반면, 

7mm결함은 45 MPa의 열압력을 보이고 있다. 50 %  75 % 통결함인 경우 25 

mm ~ 62 mm 범 의 결함길이에 크게 의존하지 않고 각각 35 MPa  20 MPa의 

열압력을 보이고 있다. 

 
Fig. 3.2.2.5는 결함길이가 다른 축  원주결함의 열압력을 표시한 그림이다. 

원주결함의 열압력이 같은 길이의 축결함의 열압력에 비해 2배의 높은 값을 보

이고 있다. (13 mm 길이의 축결함은 21 MPa, 14 mm의 원주결함은 40 MPa) 이는 

두 시편 모두 시편의 한쪽을 구속한 상태로 실험하 으나 원주결함 미치는 구속의 

향이 크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외경이 19.05 mm이고 두께가 1.07mm

인 결함의 열압력은 61 MPa이다[2]. Majumdar에 따르면 180도나 그 이하 각도의 

원주 통결함은 무결함 의 열압력과 같다는 보고가 있다.[3] 

나. 균열세 의 열압력 측

본 에서는 내압을 받는 축방향  원주방향 균열이 존재하는 세 의 열압력

을 측하기 해 한계하 법에 기 하여 제시된 기존식, 본 에서 한계하  기반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여 제시한 식[4]( (3.1.3), (3.1.5), (3.1.7)), 탄소성 괴역학  

참조응력 기반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여 제시한 J- 분 측식을 사용하 다. 기존

식으로는 다음 식들을 이용하 다.

축방향 통균열의 경우(Erdogan, 1976)[5]:

 


 


 (1)

여기서, 

  (2)

축방향 표면균열의 경우(Majumdar, 2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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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기서, 

 

 




 



 



(4)

원주방향 통균열의 경우(Majumdar, 2000)[4]:

 








  


(5)

한 괴역학해석을 수행하여 세 의 열압력을 측하기 해 J- 분 측식

을 사용하 으며, 세 이 열되는 조건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 다.

   (6)

Fig. 3.2.2.6∼3.2.2.8은 기존식과 본 에서 한계하  기반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

여 제시한 식을 사용하여 측한 결과를 실험결과[1]로 무차원화하여 나타낸 것이

다. Fig. 3.2.2.6은 축방향 통균열이 존재하는 세 의 열압력을 나타낸 것으로서 

기존식과 본 연구에서 제시한 측식이 모두 실험결과를 잘 측하 다. Fig. 3.2.2.7

은 축방향 표면균열이 존재하는 세 의 열압력을 나타낸 것으로서 기존식은 체

으로 세 의 하 지지능력을 과소평가한 반면, 본 연구에서 제시한 측식은 a/t

가 약 0.8 이상인 경우에 하 지지능력을 과 평가하 다. 이는 기존식은 표면균열

의 리거먼트가 손되어 통균열로 변화되는 시 을 한계압력으로 정의하는데 반

해, 본 연구에서 제시한 측식은 표면균열이 통균열로 변화된 이후 그 통균열 

세 이 하 지지능력을 상실하는 압력을 한계압력으로 정의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

정된다. Fig. 3.2.2.8은 원주방향 통균열이 존재하는 세 의 열압력을 나타낸 것

으로서 기존식과 본 연구에서 제시한 측식은 동일한 평가결과를 보 다. 한 θ/

π가 0.45인 경우(한국원자력연구소 실험결과)에는 세 의 하 지지능력을 과 평가

하 으며 그 외에는 하 지지능력을 과소평가하 다.    



- 251 -

Fig. 3.2.2.9는 실험결과를 무차원하여 나타낸 것으로서 시편 KY56066을 사용하여 

측정된 471kJ/m2  945kJ/m2
를 사용하여 구한 것이다. JIC값이 증가할수록 괴역학

해석을 수행하여 측한 열압력이 증가하 으며, 괴역학해석 결과는 반 으

로 한계하 해석 결과에 비해 세 의 하 지지능력을 과소평가하 다. 한 균열길

이가 작은 경우(ρ가 약 3 이하)에는 한계하 해석 결과에 비해 괴역학해석 결과

가 열압력을 더욱 크게 측하 지만 균열길이가 큰 경우(ρ가 약 3 이상)에는 유

사하거나 작게 측하 다. Fig. 3.2.2.10은 축방향 통균열 세 에 해 한계하 해

석과 괴역학해석 결과를 비교한 것으로서 괴역학해석에 기반하여 열압력을 

측할 경우 무차원 균열길이가 0에 근 하면 열압력이 매우 높게 측됨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무차원 균열길이가 작은 경우(ρ가 약 3 이하)에는 세 은 소성붕괴

에 의해 손이 발생하며, 이때 열압력은 한계하 해석을 수행하여 측할 수 있

을 것으로 단된다. 한 균열길이가 비교  큰 경우에는 괴역학해석을 이용하

면 열압력을 실용 으로 측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이에 한 로 Fig. 

3.2.2.11은 한계하 해석과 괴역학해석을 동시에 용하여 얻은 결과를 나타낸 것

으로서 실험결과를 잘 측하 다. Fig. 3.2.2.12는 축방향 표면균열 세 에 해 한

계하 해석과 괴역학해석 결과를 비교한 것으로서 깊은 균열(a/t가 약 0.8 이상)인 

경우에는 세 의 하 지지능력을 매우 과 평가하 다. 따라서 원자력연구소 세

열 실험결과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된 J- 분 측식을 제시하 다. 

  (7)

β는 실험보정계수로서 다음과 같이 표 된다.




  ≤  (8)

여기서, 상수 A1, A2, A3, A4는 열압력 평가시 사용되는 JIC값에 따라 다음과 

같이 표 된다.

JIC=471kJ/m2
인 경우: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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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C=945kJ/m2
인 경우:

  

  (10)

 

  

Fig. 3.2.2.13은 수정된 J- 분 측식을 이용하여 측한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서 

한국원자력연구소 실험결과를 잘 측하 다. Fig. 3.2.2.14는 수정된 J- 분 측식

을 이용하여 ANL  한국원자력연구소 실험결과와 비교한 것으로서 반 으로 

열압력을 잘 측하 다. Fig. 3.2.2.15는 원주방향 통균열이 존재하는 세 에 한 

열압력 측결과를 나타낸 것으로서 반 으로 세  지지능력을 과소평가하 지

만 θ/π가 0.45인 경우에는 매우 과 평가하 다. θ/π가 0.45인 경우(한국원자력연구

소 실험자료)에는 한계하 해석 결과가 실험결과를 더 잘 모사하지만, 그 이외의 경

우에는 괴역학해석 결과가 실험결과를 더 잘 모사하 다. Fig. 3.2.2.16은 원주방향 

통균열 세 에 해 한계하 해석과 괴역학해석 결과를 비교한 것이다. Fig. 

3.2.2.17은 한계하 해석과 괴역학해석을 동시에 용하여 측한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θ/π가 0.45인 경우를 제외하면 실험결과를 비교  잘 측하 다.

 

  본 에서는 기 균열크기가 θ/π가 0.45인 경우에 해 괴 항곡선을 산출

하 으며 이를 이용하여 축방향 통균열 는 원주방향 통균열이 존재하는 세

의 열압력을 측하 다. 그러나 실세  시편을 사용하여 괴 항곡선을 측정할 

경우에는 표 시험법에서 요구하는 구속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기 균

열크기 θ/π, 는 균열방향에 따라서 괴 항곡선이 다르게 측정될 수 있다. 따라

서 보다 정확한 열압력을 측하기 해서는 다양한 θ/π  축방향 균열에 한 

추가 인 괴 항실험이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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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1. COD changes of a part through wall axial defect

Fig. 3.2.2.2. Crack opening behavior of a 100% TW axial de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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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3. Crack opening behavior of 100 % TW circumferential defect  

 

Fig. 3.2.2.4. Crack opening behavior of 100 % TW circumferential de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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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5. Crack opening behavior of 100 % TW circumferential + axial defect   

Fig. 3.2.2.6. Burst pressure of steam generator tubes with axial through-wall cr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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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7. Burst pressure of steam generator tubes with axial surface crack

Fig. 3.2.2.8. Burst pressure of steam generator tubes with circumferential through-wall 
cr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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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imit load analysis vs. fracture mechanics analysis (JIC=471kJ/m2)

(b) Limit load analysis vs. fracture mechanics analysis (JIC=945kJ/m2)

Fig. 3.2.2.9. Comparison between predicted results and experimental results for tube with 
axial through-wall crack



- 259 -

Fig. 3.2.2.10. Comparison of limit load analysis results with fracture mechanics analysis 
results for axial through-wall cracked tub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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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JIC=471kJ/m2

(b) JIC=945kJ/m2

Fig. 3.2.2.11. Prediction results for axial through-wall cracked tubes based on limit load 
and fracture mechanics analy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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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imit load analysis vs. fracture mechanics analysis (JIC=471kJ/m2)

(b) Limit load analysis vs. fracture mechanics analysis (JIC=945kJ/m2)

Fig. 3.2.2.12. Comparison between predicted results and experimental results for axial 
surface crack tub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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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13. Comparison of analysis results with test data results for axial surface 
cracked tubes

Fig. 3.2.2.14. Prediction results for axial surface cracked tubes based on modified 
fracture mechanics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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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imit load analysis vs. fracture mechanics analysis (JIC=471kJ/m2)

(b) Limit load analysis vs. fracture mechanics analysis (JIC=945kJ/m2)

Fig. 3.2.2.15. Comparison between predicted results and experimental results for 
circumferential through-wall crack tub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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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16. Comparison of limit load analysis results with fracture mechanics analysis 
results for circumferential through-wall cracked 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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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JIC=471kJ/m2

(b) JIC=945kJ/m2

Fig. 3.2.2.17. Prediction results for circumferential through-wall cracked tubes based on 
limit load and fracture mechanics analy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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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손상 열  보수기술 개발

가. 서 론

원자력발 소 내부의 증기발생기는 원자로에서 발생된 에 지를 방사능에 오염

된 1차 냉각계통의 고온, 고압의 냉각재를 통해 방사능에 오염되지 않은 2차 냉각

계통으로 열을 달하는 요한 구성요소이다. 그러므로 증기발생기의 건 성 확보, 

건 성의 유지  보수작업은 매우 요하다. 

이 에서 증기발생기 열  손상의 보수는 주로 손상된 열  내부에 슬리  

을 삽입한 후 모 과 슬리  을 용 하거나 기계 으로 합하는 방법을 사용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존의 슬리빙 기술은 기계 인 변형응력이나, 고온의 열

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높은 잔류응력, 열 향부(heat affected zone, HAZ)의 발생, 

의 변형과 미세조직의 변화를 래한다. 따라서 이를 제거하기 해 후열처리를 

진행해야 한다. 한 열  내벽과 슬리  외벽 사이에 틈새가 존재하게 되면 틈

새부식이 발생하여 열  열화가 가속될 수 있다. 

이에 반해, 기도  기술을 이용한 electrosleeve 기술이 캐나다의 OHT(Ontario 

Hydro Technology)와 랑스의 라마톰(Framatome Technologies, Inc.)에 의해 개발되

었다. Electrosleeve 기술은 온에서 수행하며 열 에 열 는 응력의 인가가 없으

므로 잔류응력, 열 향부, 모재 미세조직 변화 등의 문제가 없다. 한 모재에 고강

도의 미소 니  합 이 모재의 변형을 래하지 않고, 연속 으로 결합되므로 별도

의 응력 제거를 한 처리가 필요하지 않다. 

이미 라마톰사는 여러 원자력발 소에 성공 으로 electrosleeve 기술을 이용하

여 용하 다. 특히 1999년 미국 Callaway 발 소에 용을 하는 등, 그 기술의 확

  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1-4] 

반면 국내에서는 이에 한 응연구가 미흡하여, 열  내부 도 을 한 체계

인 연구가 실히 필요하다. 

기 도 은 합 원소, 용액의 종류, 조성, pH, 온도, 류 도, 류 인가 방식과 

그 변수, 첨가제 등 매우 많은 공정 변수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여러 도

에 한 공정변수에 따라 도 층의 특성이 매우 폭넓게 변화하며, 한 시스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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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변수에 따른 경향성도 다양하여 해석하기가 매우 복잡하며 이견이 많다. 

온도는 한계 류 도, 합 조성, 분극 등에 향을 미치는데 온도를 높이면, 이온

의 확산이 활발해지므로, 비교  높은 류 도 범 까지 해면 모양의 조직이 발생

하지 않으며, 류효율이 증가한다. 한 결정성장 속도가 증가하여 결정립이 커지

는 경향이 있다.  

류 도에 해서는, 류 도 범 에서는 속 이온의 환원이 서서히 일어나

며, 따라서 핵의 성장속도가 핵의 생성속도보다 커서 도 층 결정립의 조 화가 이

루어진다. 반면 류 도를 증가시키면 핵의 생성속도가 증가하므로 미세한 결정립

이 얻어질 수 있다. 더욱 류 도를 높이면, 한계 류 도 이상이 되어 다공질, 해

면 모양의 결정이 석출되기도 한다.

펄스를 이용한 기도 이 도 층의 미세구조  화학조성을 변화시킴으로써, 도

층의 기계  특성을 조 할 수 있는 효과 인 방법으로써 제시되었다.[5-9] 한 

펄스를 이용하여 도 을 할 때는 류를 인가, 단 과정을 반복함으로 인하여 직

류의 경우보다 기공도가 감소하며, 내부 응력 값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

하고 있다.[10] 체로 펄스를 인가하는 동안 Toff가 Ton보다 큰 경우, 펄스의 peak 

류 도가 커지면, 핵생성 속도가 증가하여 결정립 크기가 감소한다고 보고되었

다.[7,9] 반면 Toff가 Ton보다 작은 경우 peak 류 도가 커지면, 도 층/용액 계면에

서 속이온이  결핍되어 결정립 크기가 차 증가한다고 보고되었다.[8] 

니  도  용액은 염화니 욕과 황산니 욕, 설 민산니 욕 등이 잘 알려져 있

지만 주로 황산니 욕이나 와트욕(황산니  + 염화니 )이 많이 이용되어져 왔다. 

염화니 욕의 특성은 경도와 인장강도가 비교  높고, 수지상 결정과 피트 발생

이 으며, 욕의 도도가 우수하기 때문에 낮은 욕 압에서 사용 가능한 장 이 

있다. 그러나 pH 변동이 크고, 착응력이 매우 높다는 단 이 있다. 한 염화니

욕은 부식성이 강한 염소이온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열  보수후 잔류 염소이온

에 의한 부식증 의 문제 을 안고 있다. 황산니 욕은 착응력이 비교  크며, 두

꺼운 주도 에서는 박리와 균열 등의 문제 을 가지고 있다. 반면 설 민산니

욕은 착응력이 낮고, 고 류 도 사용을 통한 고속 도 이 가능하다. 한 65oC, 

1~4 범 의 pH 내에서는 매우 안정 이며, 수용액 내 용해도도 충분히 커서 많은 

장 이 있다.[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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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계열 합  도  에 Ni-P, Ni-B  Ni-Fe의 2원계 합 도 은 각각 기계  

 내부식 특성의 향상과 우수한 자성합  박막의 제조를 해서 많은 심을 받아 

왔으나, 이의 3원계인 Ni-P-Fe, Ni-P-B 등의 합  도 에 해서는 큰 심이 없었

다. 그러나 3원계 합  도 을 통해서 2원계에서 얻어지는 Ni-P, Ni-B, Ni-Fe 화합물

에 의한 내마모성  내열성을 더욱더 증 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한 3원

계 합 도 층을 형성할 때 결정립 크기가 nano 크기까지 감소하게 되면 잘 알려진 

Hall-Petch 계식의 역 이 일어나는 역 Hall-Petch 계 구간이 나타난다. 즉, nano 

결정립 크기까지, 결정립 크기가 감소함에 따라서 (dislocation)의 이동이 용이하

고, 소성변형이 결정립이 더 큰 경우보다 쉽도록 특수 결정립계면이 다수 분포하여 

강도  경도가 감소하면서, 연성이 증가될 수 있다.[13,14] 

본 연구에서는 열  내부에 열  보수기술을 한 도 층을 형성하는 목표

를 갖고, 잔류응력이 낮고, 고속 도 이 비교  용이한 설 민산 니 욕을 이용하여 

니  합 도 을 실시하고, 이에 한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 다. 이를 해서 온

도, pH, 합 원소, 류 도, 펄스의 인가, 첨가제 등 다양한 공정 변수의 변화를 통

해서 기계  특성  재료 인 특성을 고찰하 다. 한 열  내부 도 을 하

여 열  내부에 삽입되는 양극 장치를 개발하 으며, 이를 이용하여 열  내부

에 도 된 도 시편에 해서 응력부식균열 특성 등을 살펴보았다.

나. 실험 방법

(가) Ni-P-Fe 도 층 특성 분석 

(1) 용액과 도 층의 형성

문헌조사와 1단계 결과를 토 로 하여 본 실험에서 사용한 용액 조성은 다음과 

같다. 니  source로서 1.39mol/l의 설 민산 니 (Ni(SO3․NH2)2)과, 택제, 완충제 등

의 역할로 0.65mol/l의 붕산(H3BO3), P source로서 0.001~0.007 mol/l 아인산(H3PO3)과 

철 source로서 0.001~0.005mol/l 범 의 철 설 메이트(Fe(SO3․NH2)2)를 사용하 다. 

한 응력감소제로서의 사카린, 벨러로서의 코우마린, 계면활성제로서의 소듐라우

릴설페이트(Sodium Lauryl Sulfate, SLS) 등의 첨가제를 소량 사용하 다. pH를 조

하고자 할 때는 설 민산(H(SO3․NH2))을 첨가하여 pH 감소시켜서, 1~3.5 범 의 pH

를 조 할 수 있었다. 도 용액의 온도는 40~70oC 범 에서 실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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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용성의 Pt가 착된 Ti 재료를 양극으로 stainless steel을 음극으로 사용하 다.

각각의 크기는 3×10cm2
으로 일정하 으며 도 시 음극과 양극 사이의 거리는 9cm

로 일정하게 유지하 다. 

도  음극의 처리로서 시편을 상온의 5wt% NaOH 용액에서 100mA/cm2
의 

류 도하에서 5분간 해 탈지  수세한 후 5% H2SO4 용액에서 5 간 산세를 한 

다음, 수세를 한 후 도 하 다. 착층 제조 시 별도의 스트라이크처리를 하지 않

았기 때문에 착 후 모재로부터 착층을 쉽게 분리할 수 있어 착층의 특성분석

이 용이하 다. 

도 시 평균 류 도는 50~200mA/cm2
의 범 하에서 인가되었으며, 펄스를 인가

할때의 duty cycle(Ton/(Ton + Toff)) 범 는 30~70% 이었고, 이때의 주 수는 100Hz로 

고정하여 실험하 다. 

(2) 도 층의 분석

도 층의 조성을 분석하기 해서 ICP분석을 수행하 다. ICP분석은 Spectrometer

를 이용하여 라즈마와 모니터 안에서 일어나는 반응으로 인하여 빛을 방사하는 

liquid sample과  하나의 sample 안에 각각의 원소의 농도를 측정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 조건에서 얻어진 Ni-P-Fe 도 층을 단한 후, 10-5g까지 측정하여 Ni 

용해액에 넣어 가열하면서 용해하고 한 농도로 희석하여 분석한다. 

Ni-P-Fe 도 층의 경도를 측정하기 하여 일본 Mitutoyo사의 MVK-E3 

Microvikers hardness tester를 이용하여 하  50gf으로 10 간 수행 후, Indentor 자국

을 측정하여 경도치로 환산하 으며, 10회 측정하여 측정치의 평균한 값을 경도치

로 채택하 다.

원자력 발 소 증기발생기 열 의 균열  열화는 잔류응력과 한 계가 

있어 착응력이 최소화 되어야 한다. 따라서 Ni-P-Fe 주도 의 in-situ 상태에서 

착응력을 시험하 다. 도 층의 착응력시험은 Fig. 3.2.3.1과 같은 flexible strip을 

이용하여 실시되었다. 즉, 도 층이 응력시험용 시험편에 형성이 되면 기 과의 

lattice parameter mismatch로 인하여 strain이 발생한다. 따라서 시험편이 벌어지게 되

는데 이때의 벌어진 정도와 도 된 무게나 두께를 이용하여 착응력을 측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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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장시편 제작은 가공유기응력을 배제하기 해 EDM(Electro Discharge 

Machining)가공을 하 다. 인장시험은 Micro hardness tester를 사용하여 변형률

0.1mm/min으로 실시하 다. XRD는 Rigaku 사의 D/MAX-3C를 사용하여 압 35kV, 

류 15A에서 4°/min의 속도로 측정하 다. 

 

TEM 시편은 90% acetic acid + 10% perchloric acid 용액을 이용하여 10℃, DC 

20V의 조건으로 제트 연마(jet polishing)하여 제작하 다. 

(3) 착층 형성

실제 열  내부에 건 한 도 층을 형성하기 해서는 열 에서 도 층의 

이탈되지 않도록 하기 한 착층(strike layer)이 필요하다. 이를 해서 착층 형성

조건을 확보하고자 다음과 같은 실험을 진행하 다.

도   음극의 처리로서 5wt% NaOH 용액에서 10분간 탈지하 고, 수세한 후 

5% H2SO4 용액에서 1분간 산세를 한 다음, 100mA/cm2
의 류 도로 착층을 형성

하 다. 처리 조건에 따른 착층의 형성 조건을 확보하기 해 착층의 두께

(1~20μm), 착액의 조성변화  착액 온도(40oC~60oC)를 변화시켰다. 그 에 도

층을 형성한 후 착력 평가를 진행하 다. 착조건에 따른 착특성은 도 된 

평  시편을 180o 굽힘 시험 후, 300oC에서 3시간 열처리 후에 외  변화를 찰하

고 도 층과의 계면은 SEM(JSM5200)을 사용하여 찰하 다. HCl 첨가에 따른 

착액의 조성변화 효과를 찰하기 해 착층을 형성시킨 후 500μm의 두께로 

Ni-Fe-P 합  도 하여 인장 시험 후 착력을 평가하 다.

(나) Ni-P-B 도 층 특성 분석 

(1) 용액과 도 층의 형성

본 실험에서 사용한 Ni-P-B 도 을 한 용액 조성은 다음과 같다. 니  source로

서 1.39mol/l의 설 민산 니 (Ni(SO3․NH2)2)과, 택제, 완충제 등의 역할로 0.65mol/l

의 붕산(H3BO3), P source로서 0.001~0.007 mol/l 아인산(H3PO3)과 B source로서 

0.001~0.01mol/l 범 의 DMAB(dimethyl amine borane)를 사용하 다. 한 응력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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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제로서의 사카린, 벨러로서의 코우마린, 계면활성제로서의 소듐라우릴설페이

트(Sodium Lauryl Sulfate, SLS) 등의 첨가제를 소량 사용하 다. pH를 조 하고자 

할 때는 설 민산(H(SO3․NH2))을 첨가하여 pH 감소시켜서, 1~3.5 범 의 pH를 조

할 수 있었다. 도 용액의 온도는 40~60oC 범 에서 실험하 다. 그 외의 실험조건

과 특성 분석을 한 실험방법을 Ni-P-Fe와 동일하게 수행하 으므로 생략하기로 

한다. 

(다) 열  내부 도

(1) 양극의 제작

Fig. 3.2.3.2는 열  내부 도 을 해 본 연구에서 제작된 양극의 설계도면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각각의 명칭은 다음과 같다.

(10)  :  양극튜                    (15)  :  오-링

(20)  :  상부 씰튜                 (21)  :  하부 씰튜

(30)  :  지지                      (31)  :  에어통로

(40)  :  에어니       (41)  :  인렛 니

(42)  :  아웃렛 니       (50)  :  상부 씰튜  홀더  

(60)  :  도 용액 순환부            (70,71) :  트

(80)  :  상부 씰튜  캡             (81)  :  하부 씰튜  캡

(90)  :  도 보호 캡                (91)  :  이송튜  홀더

(100) :  주장치                   (200) :  열

공압을 이용하여 양극 본체는 열  내부에 고정된다. 공기 공 을 해서 양극 

본체 내부 심에 공기를 통할 수 있는 얇은 이 가 치해 있다. 이와 함께 타

이타늄 튜 에 백 을 도 한 양극이 양극 본체의 상단과 하단에 고정된다. 이 백

 튜 가 실제 도 시 필요한 양극이 된다. 한 백  튜 와 열  내부 사이의 

공간으로 용액이 미리 가공되어 있는 2개의 구멍을 통해서 공 된다. 이 용액의 양

이 양극 본체의 상단까지 차오르게 되면, 상단에 만들어진 홈을 통해서 백  튜

와 열  내면에 있던 용액이 백  튜  안쪽으로 흘러 들어간다. 안쪽으로 흘러

들어온 용액은 용액 하단의 백  튜  안쪽 공간에 만들어진 3개의 구멍을 통해서 

바깥으로 배출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정상상태에 도달하면 용액은 

열  내면에 가득차게 되며 지속 으로 신선한 용액이 공 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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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열  외면이 음극(cathode)이 되고, 백  튜 에서부터 연결된 양극 본체

가 양극(anode)이 되도록 연결하여 정류기를 통해서 류를 공 하면 열  내면에 

도 층이 형성되게 된다. 온도와 pH  용액의 조성 등은 열  외부에 있는 큰 

용액통을 통해 리된다. 

(2) 응력부식균열 시험

Ni-P-Fe와 Ni-P-B 도 층에 해서 얻은 조건을 토 로 열  내면에 도 층을 

형성하 다. Ni-P-Fe의 경우는 니  source로서 1.39mol/l의 설 민산 니 (Ni(SO3․
NH2)2)과, 택제, 완충제 등의 역할로 0.65mol/l의 붕산(H3BO3), P source로서 0.0035 

mol/l 아인산(H3PO3)과 철 source로서 0.0025mol/l의 철 설 메이트(Fe(SO3․NH2)2)를 사

용하 다. 한 응력감소제로서의 사카린, 벨러로서의 코우마린, 계면활성제로서

의 소듐라우릴설페이트(sodium lauryl sulfate, SLS) 등의 첨가제를 각각 35mg/l 사용

하 다. 

Ni-P-B의 경우 1.39mol/l의 설 민산 니 (Ni(SO3․NH2)2)과, 0.65mol/l의 붕산

(H3BO3), 0.007 mol/l 아인산(H3PO3)과 붕소 source로서 0.001mol/l의 DMAB를 사용하

다. 한 응력감소제로서의 사카린을 35mg/l 사용하 다. 

평균 류 도는 100mA/cm2, duty cycle은 50%로 고정하여 실험하 다. 한 설

민산(H(SO3․NH2))을 첨가하여 pH를 2로 고정시켰고, 온도를 60oC로 일정하게 유지

시켰다.

이 게 해서 형성된 도 층을 가공하여 C-ring 시편을 만들고, 이에 해서 

315oC, 30wt% NaOH 용액에서 유지하면서, 를 open circuit potential 비 

+180mV를 인가한 후 시편 표면을 찰하 다. 

다. 결과  토론

(가) Ni-P-Fe 도 층 특성 분석 

Fig. 3.2.3.3은 1.39mol/l의 설 민산 니 과, 0.65mol/l의 붕산, 0.007 mol/l 아인산

과 0.005mol/l의 철 설 메이트를 사용하여, 50oC에서 10mV/s의 주사속도로 얻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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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극곡선이다. 분극곡선은 수소발생반응과 련된 류 역과 니 환원반

응과 련된 고 류 역으로 분류된다. pH가 증가할 때(용액내 수소 이온 농도가 

감소할 때) 수소발생반응의 수식 (1)에서와 같이 한계 류 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차 수소발생반응과 련된 류 역의 곡선이 류 역으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다. 한 수소 발생반응을 해서는 수식 (2)에서 알 수 있듯이 pH가 증가

하게 되면, 보다 큰 과 압이 필요하기 때문에 open circuit potential도 더 큰 음

를 갖게된다.

 

 (1)

는 각각 한계 류 도, 1몰당 반응하는 하수, 패러데이 상수, 확산계

수, 용액 bulk 내에 있는 농도, Nernst layer 두께를 의미한다. 

   


 

       (2)

여기서 Eo, R, T는 각각 수소환원반응에 한 평형 , 가스 상수, 온도를 의

미한다.

Fig. 3.2.3.4는 60oC, 50mA/cm2
의 직류 류하에서 pH를 함수로 얻은 Ni-P-Fe 도

층에 한 착 속도와 착 응력을 표 한 것이다. pH가 증가함에 따라서 착

속도가 증가하며, 착응력이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수소 발생반응과 연

지어서 설명할 수 있다. 즉, 동일한 류 도로 착을 할 때 pH가 작은 경우에 수

소 발생반응이 보다 많이 개입되게 된다. 수소 발생반응은 착속도에 향을 주지 

않는 일종의 부반응이므로, pH가 작을 때 큰 경우보다 착속도는 작을 것으로 

상된다. 

한 수소발생반응  도 층/용액 계면에서 수소의 흡착  흡장이 일부 일어나

면 도 층내에 침입형의 형태로 들어가게 되므로, 압축응력 방향으로 응력을 발생

시킨다. 따라서 pH가 작을 때보다 클 때 더 큰 인장의 착응력이 측정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Fig. 3.2.3.5는 60oC, 50mA/cm2
의 직류 류하에서 pH를 함수로 얻은 Ni-P-Fe 도

층에 한 착층 내의 P, Fe 함량과 착 효율을 나타낸 것이다. 착효율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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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총 하량에 해서 측정된 도 층의 무게로부터 역산된 하량의 비율로부터 

구할 수 있다. 착속도에서 알 수 있듯이 착효율 한 pH가 증가하면서 증가하

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의 원인에 해서도 이미 Fig. 3.2.3.4를 설명할 때 설명하

다. 이와 함께, pH가 증가할 때 합 원소의 함량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

나 각각에 해서 측정된 경도값은 증가하고 있다. 일반 으로 도 층의 합 원소

의 함량이 증가할 때, 도 층내 결정립이나 결정립계에 편석된 합 원소의 향으

로, 결정립의 미세화가 이루어져서 경도는 증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ig. 3.2.3.5

에서 찰된 결과는 합 원소가 증가할 때 경도는 감소하 다. 이는 pH가 낮을 때 

상 으로 활발한 수소 발생의 향이 에서 언 한 합 원소의 향보다 크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Fig. 3.2.3.6은 pH가 변화함에 따라서 얻은 도 층에 한 X-ray 회  패턴을 나

타낸다. (111)면이 (200)면보다 우선 배향되어 있는 회  패턴을 보여주고 있으며, 

pH가 증가할수록 결정화 정도가 차 다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pH가 증가하면서 수소 발생 반응의 향이 어지면서 결정화도가 차 개선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Fig. 3.2.3.7은 온도 변화에 따른 동  분극곡선을 나타낸다. 온도가 증가하면서 

open circuit potential은 차 더 큰 음극 를 나타내며, 니 의 환원과 련된 한

계 류 도 값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수식 (2)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온

도가 증가하면, pH와 련된 기울기 값이 더 커져서 결국 open circuit potential은 음

의 값으로 더 큰 값을 갖게 된다. 따라서 동  분극 곡선상에서 온도가 올라갈수

록 open circuit potential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수소발생반응과 련된 

한계 류 도는 수식 (1)에서 알 수 있듯이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증가하게 된다. 

한 니 이온의 확산계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니  환원과 련된 한계 류 도는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온도증가에 따른 두 이온(수소이온, 니 이온)의 확산계수 증

가 정도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Fig. 3.2.3.8은 50mA/cm2
의 류 도하에서 얻어진 도 층에 해서 온도에 따른 

착속도와 착응력을 나타낸 것이다. 온도가 증가할수록 착속도는 증가하고, 

착응력은 감소하고 있다. 착속도가 온도에 따라서 증가했다는 사실은 온도가 증

가할 때 수소 발생반응의 효과가 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며, 곧 수소이온, 니 이온

의 두 이온  확산계수에 미치는 효과는 니 이온의 효과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

다. 반면 착응력에 해서는 온도가 증가할수록, 응력의 완화 효과로 인해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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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온도에 따른 응력 완화 효과가 수소 발생 감소

에 따른 응력 증가 효과(Fig. 3.2.3.4 참고)보다 큰 것으로 사료된다. 

Fig. 3.2.3.9는 50mA/cm2
의 류 도하에서 얻어진 도 층에 해서 온도에 따른 

합 원소의 조성과, 착효율을 나타낸 것이다. 합 원소의 조성은 온도가 증가하면

서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이에 의해 Fig. 3.2.3.8의 결과처럼 온도증가와 

함께 도 층내 인장응력의 감소에 작은 역할을 하 을 것이다. 한 Fig. 3.2.3.8에서 

이미 나타난 것처럼 착효율 한 온도 증가와 함께 증가함을 볼 수 있다. 

Fig. 3.2.3.10은 온도에 따른 X-ray 회  패턴을 나타낸다. (111)면에 비해 (200)면

이 더 우선 배향성을 갖고 있으며, 온도가 증가할수록 결정화도는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성은 온도 증가에 따른 수소  니 이온의 환원반응에 

한 온도 효과, 응력 등의 온도에 따른 감소 효과 등이 서로 복합 으로 향을 끼

친 결과라고 생각된다. 

이상의 Ni-P-Fe 결과를 종합하면, 용액의 안정성, 내부 인장응력 등을 고려하여 

pH = 2, 60oC 용액의 이용이 하다고 단된다.

많은 연구자들은 펄스에 한 도 층의 구조  특성 변화를 보고자, 동일한 평

균 류 도하에서 duty cycle의 향에 해서 연구를 하 다. 그러나 동일한 평균 

류 도하에서는 duty cycle이 변화하면 peak 류 도가 함께 변화하므로 그 

향만을 추출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실제 평균 류 도는 펄스에서 duty cycle이 도입

되었기 때문에, 직류 인가에서처럼 실제 인가된 류 도와 같은 값이 아니고, peak 

류 도와 duty cycle의 곱으로 표시되어 도 층의 두께나 도 시간을 결정하기 

해 유용한 값에 불과하다. 따라서 실제 peak 류 도가 도 층의 특성을 결정하

는데 평균 류 도보다는 더 실질 인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평균 류 도 보다

는 peak 류 도를 고정하고, duty cycle을 변화시키는 경우가 보다 합리 이라고 

할 수 있다. Table 3.2.3.1은 본 연구에서 사용된 펄스 조건과 첨가제 조건과 그때 

얻어진 도 층에 한 조성, 류 효율을 표로 표시한 것이다. 용액은 니  설 메

이트 1.39mol/l, H3PO3 0.035mol/l, Fe 설 메이트 0.025mol/l, 붕산 0.65mol/l이며, pH 

는 2, 온도는 60oC 다. 이때 첨가된 첨가제의 양은 응력감소제로서의 사카린, 

벨러로서의 코우마린, 계면활성제로서의 소듐라우릴설페이트(sodium lauryl sulfate, 

SLS)가 각각 35mg/l 사용되었다.



- 276 -

Fig. 3.2.3.11은 duty cycle 30%, peak 류 도는 333mA/cm2
하(평균 류 도는 

100mA/cm2)에서 얻어진 Ni-P-Fe 도 층에 한 X선 회  pattern을 보여 다. (200)

면이 (111)보다 더 우선 방 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Table 

3.2.3.1의 조건으로 얻어진 모든 피막에 해서 비슷한 회  패턴을 보여 다. 반면 

앞서 본 Fig. 3.2.3.6과 3.2.3.10의 (111) 우선 방향성과는 다른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앞서의 Fig. 3.2.3.6과 3.2.3.10 결과는 평균 류 도 50mA/cm2
가 인가된 경우

로써 도 에 한 구동력이 100mA/cm2
가 인가된 경우보다 작은 경우에 해당한다. 

도 에 한 구동력이 차 증가함에 따라서 속도가 빨라지므로, 낮은 면지수를 갖

는 면이 형성되는 경우보다 보다 높은 면지수를 갖는 면의 출 이 에 지 으로 유

리하여 나타나는 상이다.[15,16] 

Fig. 3.2.3.12(a)~(c)는 동일한 duty cycle에 해서 peak 류 도의 함수로써 얻

어진 응력-변형률 곡선이다. Peak 류 도가 감소함에 따라서 항복강도와 인장강도

는 증가하 으나, 연신율은 감소하 다. 이러한 상은 펄스나 직류에 상 없이 나

타났다. 

Fig. 3.2.3.13(a), (b)는 duty cycle이 동일할 때 peak 류 도의 감소와 함께 얻어

진 도 층들에 해서 얻은 TEM 사진이다. 결정립 크기는 (a) 약 10에서 4μm로, 

(b) 약 6에서 0.5μm로 각각 감소하 다. 이러한 peak 류 도의 감소에 한 결정

립 감소 상은 인장-변형률 곡선에서 나타난 항복강도와 인장강도의 경향과 일치하

는 결과이다. 즉, 결정립 크기가 작은 경우 항복강도와 인장강도는 크게 나타났다. 

도 층을 형성하기 해서 인가된 류는 해당하는 과 압(overpotential)을 발생

시킨다. Butler-Volmer 식에 따르면 수용액의 ohmic 분극이 작은 경우 주로 과 압은 

활성화 분극과 한계 류 도를 결정짓는 농도 분극으로 구성된다. Peak 류 도가 

증가하게 되면, 니 이온의 환원속도가 커지기 때문에 해질/도 층 계면에서 니

이온 농도의 결핍이 발생하게 되어 농도분극의 비율은 차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해질/도 층 계면에서 반응물의 공 이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차 핵생성 속도

가 감소하게 된다. 결국 결정립 크기가 peak 류 도의 증가와 함께 증가하게 된

다. 본 연구와 비슷하게, peak 류 도의 증가와 펄스에서 on-time의 증가와 함께 

농도의 결핍에 의한 도 층의 결정립 조 화에 한 보고가 있다.[8]

한 peak 류 도 증가에 따른 결정립 조 화에 한 두 번째 이유를 Table 

3.2.3.1의 류효율 경향성에서 찾을 수 있다. Peak 류 도가 증가할 때 류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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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증가하 다.(split 1&2, split 3&4 참고) 즉, 수소환원반응이 감소하 다는 것을 의

미한다. 본 연구와 같이 pH가 2인 경우에, 수식 (1)을 이용하여 수소환원반응에 

한 한계 류 도를 계산하면 약 20mA/cm2 정도이다. 따라서 peak 류 도가 증가

할수록, 수소환원반응에 한 비율은 차 감소하게 된다. 이때 류효율은 증가하

게 된다. 수소발생반응은 도 층에 핵생성 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9], 따라서 수소의 발생반응률이 감소하는 높은 류 도의 조건에서는 결정립 조

화가 진행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동일한 duty cycle에서 peak 류 도가 증가하는 경우(split 1&2, split 

3&4 참고)에 합 원소인 P와 Fe의 조성이 다소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류 도가 증가하게 되면 합 원소의 함량이 작아서 결정립 미세화가 덜 이루어지

며, 고용경화 효과가 어서 인장강도가 작아지는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Fig. 3.2.3.14는 동일한 peak 류 도하에서 duty cycle을 함수로 얻어진 도 층에 

한 응력-변형률 곡선이다. Duty cycle이 증가할 때 항복강도와 인장강도는 감소하

으나, 연신률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3.2.3.15는 200mA/cm2
의 peak 류 도와 70%의 duty cycle(split 5)에서 얻어

진 도 층에 해서 얻은 TEM 사진이다. Fig. 3.2.3.13과 3.2.3.15에서 볼 수 있는 것

처럼 duty cycle이 30에서 70%로 증가할 때 응력-변형률 곡선의 결과와 일치하여 결

정립 크기가 약 4에서 10μm로 증가하 다. Duty cycle이 증가할 때 해질/도 층 

계면에서 off-time 동안 반응물의 농도가 회복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서 반응물의 

농도가 차 결핍되게 된다. 따라서 핵생성 속도가 작아져서 결정립 조 화가 이루

어진다.  

둘째로 동일한 peak 류 도하에서 duty cycle이 증가할 때(split 2, 3 & 5 참고) 

류효율은 차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수소환원 반응률이 감소하고 있

음을 의미한다. 수소이온의 확산속도가 니 이온의 확산속도 보다 클 것으로 기

되는 환경에서 off-time 동안 니 이온보다는 수소이온의 해질/도 층 계면에서의 

재배열, 즉, 결핍되었던 계면에서 이온 농도의 회복이 더 수월하다. 이러한 상황에

서 동일한 류 도가 인가되는 on-time 동안 수소발생반응의 속도가 더 커지게 된

다. 이러한 차이는 duty cycle이 감소하는 경우에 더 커져서 류효율의 차이 한 

30%에서 50%로 증가할 때가 50%에서 70%로 증가할 때 보다 훨씬 크다. 따라서 

duty cycle이 증가함에 따라서 핵생성 자리를 제공하는 수소 발생률이 작아져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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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립 조 화를 이루게 된다. 

셋째로, duty cycle이 증가할 때 합 원소 함유량이 약간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

다. 이 게 합 원소 함유량이 감소하면서 duty cycle이 작은 경우보다 결정립 미세

화 효과가 감소하게 되고 한 인장강도  항복강도가 감소하게 된다. 

Fig. 3.2.3.16은 첨가제의 향과 그 때의 직류와 펄스 도 층의 인장특성을 비교

하기 해 진행한 split 3, 6, 7에 한 결과이다. 50% duty cycle의 경우 첨가제가 

소량 첨가된 경우 항복강도와 인장강도는 증가하 으나, 연신률은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일반 으로, 첨가제는 도 이 되는 기 이나 도 이 되는 동안에 도 층에 흡착

되어 결정 성장을 억제하여 결정립 미세화를 조장한다. 한 내부응력을 감소시키

며, 표면 마무리를 개선시키는 경향이 있다.[17] 그러나 첨가제의 사용은 첨가제를 

구성하는 원소 의 하나인 황 성분이 도 층 내에 개입되게 하는 원인이 되며, 황

의 개입에 의해 연성이 크게 감소하며 한 공정단가를 올리는 단 이 있다.[5,18] 

따라서 첨가제의 양을 게 할 필요가 있다. 직류로 첨가제가 첨가된 인장-변형률 

곡선과 첨가제를 첨가하지 않고, 50%의 duty cycle에 해서 200mA/cm2
의 peak 

류 도를 인가하여 얻은 도 층에 한 인장-변형률 곡선은 거의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즉, 펄스 도 의 off-time 동안 계면에서 반응종의 이온 농도 회복에 의한 핵

생성 속도 증가와 이에 따른 결정립 미세화 효과가 직류 도 을 하는 동안 첨가제

에 의한 핵생성 속도의 증가효과가 거의 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펄스

를 이용하여 첨가제의 사용을 최소화 하면서 최 의 재료 특성을 지니는 도  조건

을 찾을 수 있다. 

Fig. 3.2.3.17은 펄스 도 을 할 때 첨가제를 넣을 때와 넣지 않을 때에 해 얻

은 도 층에 한 TEM 사진이다. Fig. 3.2.3.16의 인장 특성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첨가제가 첨가되면 결정립 크기가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열  보수를 해 라마톰사에서 발표한 특허나 논문에 따르면 Ni-P 

electrosleeving 층의 연신율은 최소 10%이며 약 15% 이상의 연신율을 충족해야 하

며, 항복강도와 인장강도는 최소 550, 700MPa 이고, 선호하는 항복강도와 인장강도

는 각각 690, 1000MPa 이상이다. 이를 에서 토의한 인장 실험결과와 비교하면, 

체로 연성은 duty cycle이 50%이상의 조건에서는 충분히 만족하지만 항복강도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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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강도는 충분하지는 못하다. 이를 개선하기 해서는 peak 류 도를 감소시키는 

것이 효과가 있으나, 도 층 형성속도가 떨어지므로, 약간의 첨가제를 사용하면 연

성에 좋지않은 향을 끼치는 원소로 알려져 있는 황 함량의 큰 증가 없이(Table 

3.2.3.1) 최소한의 연성 열화를 통해서 강도의 개선효과를 거둘 수 있다. 

Fig. 3.2.3.16을 보면 duty cycle 50%, peak 류 도 200mA/cm2, 첨가제 각각 

35mg/l 첨가의 조건에 해서 항복강도와 인장강도의 값이 라마톰이 발표하는 가

장 큰 값에 거의 근 하 으며 연신율도 13% 정도이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이 거의 

최 의 조건으로 단된다. 여기서 연신율을 약간 개선하려면 duty cycle을 증가시키

면 가능하나 강도는 약간 감소할 것이다. 반면 강도를 약간 증가시키려면, duty 

cycle의 감소나 peak 류 도의 감소, 첨가제의 양 증가 등이 방법이나, 이 경우 연

신율은 약간의 감소가 상된다. 이를 토 로 peak 류 도 200mA/cm2 
일 때(peak 

류 도를 감소시키면 강도는 증가하고, 연성은 감소, 류 도를 증가시키면, 강

도는 감소하고, 연성은 증가) duty cycle은 50% 근방, 첨가제는 35mg/l 근방에서 일

정한 규칙하에 실험조건을 조 하면 라마톰에서 시행하는 도 층의 최고의 특성

과 비슷한 특성을 갖는 도 층을 얻을 수 있다.  

Alloy 600 열  내부에 도 층을 형성하여 열  보수를 하기 해서는 열

 내부에 도 층이 견고하게 결합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별도의 착층(strike 

layer)을 형성시키지 않으면, 도 층은 열  벽면으로부터 쉽게 이탈이 된다. 따라

서 착층의 개발이 필요하게 되었다. 라마톰의 특허에 따르면, 60oC의 염화니

과 붕산의 화합물에서 펄스를 이용하여 5~20μm 두께로 착층을 형성하 다.[4] 이

를 토 로 Table 3.2.3.2와 같이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 다. 

1.6 mol/l NiCl2, 0.6 mol/l H3BO3를 기본 용액으로 하여, 착층 형성을 한 용액

의 온도, 두께, 염산의 첨가 유무  활성화 용액의 변화 등에 하여 착층을 형

성한 후, 그 에 도 층을 다시 형성하여 착력을 평가하 다.  

Fig. 3.2.3.18은 온도에 따라 착층 형성 조건을 변화시킨 경우에 계면을 찰한 

결과이다. 온도가 증가할수록 계면 상태가 견고하지 못하고, 착층의 건 성이 떨

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Fig. 3.2.3.19는 60oC에서 5μm 두께의 착층과 약 200μm 

두께의 니  도 층을 형성한 후 180o 굽힘 실험을 하고, 3시간, 300oC에서 열처리

를 한 후 찰한 표면이다. Fig. 3.2.3.18에서 측할 수 있듯이 60oC에서 형성된 

착층이 불량하여 도 층이 기 에서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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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20은 착층을 형성하는 동일한 온도 40oC에서 두께를 변화시키면서 

얻은 착층에 해서 180o 굽힘 실험을 하고, 3시간, 300oC에서 열처리를 한 후 

찰한 표면이다. 체 으로 양호한 표면을 보이지만 체로 2~5μm 두께가 가장 좋

은 표면을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3.2.3.21은 착층 두께에 따라 얻은 도

층에 해서 찰한 SEM 사진이다. 두께가 두꺼워지면서 착층에서 두께방향으로 

틈(seam)이 보다 빈번히 발견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착층에 유기된 응력과 

련이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 착층의 착력도 감소될 것이다. 

앞서 살펴 보았듯이, 40oC와 약 5μm 두께에 해서 양호한 착력이 확보되었

다. 한편 염소이온이 형성되는 도 층을 에칭하여 결합력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으

로 기 가 된다. Fig. 3.2.3.22는 도 용액에 염산을 일부 첨가하여 착층을 형성하

여 비교한 SEM 사진이다. 염산을 섞지 않은 경우에는 기 과 착층 사이에 미세

한 틈이 발견되지만, 염산을 5% 섞은 경우에는 그러한 틈을  찾을 수 없다.

Fig. 3.2.3.23은 염산 첨가 유무에 따른 착층을 형성하고, 이어서 니  도 층을 

형성시킨 후에 찰한 SEM 사진이다. 염산을 첨가하지 않은 경우는 도 층이 기

으로부터 떨어지는 부분이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염산이 5% 첨가되었을 

때 기 과 도 층 사이에 어떠한 틈도 존재하지 않고, 견고하게 붙어 있다. 

이외에 활성화 용액을 황산과 염산으로 분리해서 실험해 본 결과 둘 사이에는 

차이 을 발견하지 못했다. 즉, 도 층의 착성에 해 활성화 용액은 큰 의존성을 

보이지 않았다.

Fig. 3.2.3.24는 착층의 착력을 정량 으로 평가하기 해서 고안한 인장시편

의 개략도이다. 도 층만 노출되어 있는 단면 은 도 층의 폭 4mm X 도 층 두께 

0.25mm로서, 1mm2 이다. 여기에 착층과 기 이 겹치는 면 을 변화시킨 여러종

류의 인장시편을 제작하여, 만일 도 층의 인장강도보다 착력이 우수하면 도 층

이 괴될 것이고, 착력보다 인장강도가 우수하다면 도 층과 기 이 서로 분리

될 것이다. 도 층/기  겹침 면  비 인장시편의 도 층 단면 의 면 비율 4, 

16, 40이 되도록 시편을 비하여 인장실험을 실시하 다.

Fig. 3.2.3.25는 와 같이 비된 인장시편에 해 평가한 인장실험 결과이다. 염

산이 첨가되었을 때 도 층/기  겹치는 길이가 2mm(도 층의 단면 에 비해 16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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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경우에는 도 층과 기 이 분리되지 않고, 도 층이 괴되었다. 한 겹치는 길

이가 0.5mm(도 층의 단면 에 비해 4배)인 경우에는 도 층과 기 이 분리되었다. 

이때의 측정된 stress 660MPa는 도 층의 단면  1mm2
를 기 으로 계산된 값이기 

때문에 도 층/기 의 한쪽 겹침 면 인 2mm2
으로 나 면 착력이 계산된다. 따라

서 염산이 첨가된 착층의 착력은 약 330MPa에 이른다. 

반면 염산이 첨가되지 않은 경우에는 겹침 면 이 5mm에 달할 때에도 도 층과 

기 이 서로 분리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로부터 염산이 5% 첨가되고, 40oC에서 

형성된 5μm 두께의 착층이 가장 우수한 착특성을 보이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이 게 형성된 착층의 착력이 높을수록 도 층과 기 인 열 과의 겹

침 면 이 작아도 도 층/ 열  착력 불량으로 인한 문제를 없앨 수 있다. 그러

므로 실제 열  보수를 해 열 내 도 을 용할 때 안 성을 높일 수 있다.

(나) Ni-P-B 도 층 특성 분석 

   

Table 3.2.3.3은 Ni-P-B 도 층의 기본 인 물성 평가를 한 여러 실험 조건을 

나타내고, 이때 얻은 조성 결과이다. 조성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P의 source인 H3PO3의 농도를 늘리면 도 층의 P 함량은 증가하지만, B 함

량은 감소하 다. 한 B의 source인 DMAB(dimethylamine borane)의 농도를 증가시

키면 도 층 내 B 농도는 증가하지만 P의 양은 감소하 다. 즉, 서로 경쟁 으로 

도 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P는 도 층 내에서 치환형으로 개입될 것으로 추정

되기 때문에 이를 근거를 바탕으로 B 한 치환형으로 도 시 함께 도 되는 것으

로 생각된다. 

조성 결과를 보면 첨가제가 첨가된 경우에는 그 지 않은 경우에 비해, P나 B의 

양은 감소하면서 황의 양이 약 10배 가까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때 첨가

된 첨가제의 양은 응력감소제로서 1.5g/l의 사카린, 벨러로서의 0.1g/l 코우마린, 계

면활성제로서 0.05g/l 의 소듐라우릴설페이트(sodium lauryl sulfate, SLS) 이다. 여기서 

사카린은 택제와 표면을 매끈하게 하는 역할도 하게 된다. 코우마린은 도   

미세한 crack이 존재할 때 이를 메꾸는데 도움이 된다고 한다. 한 SLS는 해질의 

표면장력을 감소시켜서 wetting을 용이하게 하여 표면에 생길 수 있는 pit의 발생을 

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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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도 층 내에 존재하는 황은 연성을 감소시키며, 압축응력 발생 원소로서 알

려져 있다.[18-20] 따라서 연성을 증 시키기 해서는 도 층 내 황 성분의 감소가 

필요하다. 한 이러한 황의 존재는 도 층을 황 유기 응력부식균열에 더욱 민감하

게 만들 수 있다.[19] 이러한 황의 source는 사카린과 SLS이다. 그 이유는 사카린과 

SLS의 화학식을 보면 황의 성분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첨가제가 없는 경우에 

비해 황의 양이 거의 10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첨가제의 양을 최소화하여 그 효

과를 최 화하거나 다른 황 성분을 포함하지 않으면서 비슷한 효과를 내는 첨가제

를 이용하거나, 다른 도  방식을 통해서 그 효과를 얻어야 한다. 앞 의 Ni-P-Fe 

의 경우 첨가제를 사용하지 않고, 펄스를 이용하면 첨가제를 사용한 직류 도 층과 

유사한 인장특성을 얻을 수 있었다.

Fig. 3.2.3.26은 Ni-P, Ni-P-B 도 을 한 도 용액에 해서 얻어진 동  분극

곡선이다. 가 인가되지 않는 상태, 즉 open circuit potential에서 음극 로 주사

할 때 기 수소 발생반응과 련된 곡선이 나오다가 약 10mA/cm2 를 지나면서  

다른 곡선, 즉 니 의 환원에 련된 곡선이 나타난다. 이러한 니  환원에 련된 

곡선은 약 300mA/cm2 사이의 류 도에서 음극  증가와 함께 더 이상 증가하

지 않은 한계 류 도에 도달한다. 합 원소와 첨가제에 따른 동  분극곡선은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Fig. 3.2.3.27 (a)~(c)는 각각 1, 10, 100mA/cm2
를 인가한 상태에서 임피던스 측정

을 통해서 얻은 Nyquist plot이다. 각각의 임피던스 개형을 보면, 1개의 capacitive arc

와 1개의 inductive loop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근거로 등가회로를 상

정하면 Fig. 3.2.3.28과 같다. 용액 항에 해당하는 Re, 도 층의 형성, 니 이온의 

환원 항과 련된 Rt, 도 층이 형성되면서 측정되는 이 층의 capacitance, C로 구

성되어 있다. 한 용액 의 니  이온은 수식 (3)과 같은 환원반응 에 생긴 도

성의 간상이 생기기도 하는데 이러한 간상에 의해 inductive loop이 발생한다고 

보고되어 있다. 이러한 반응시 유발되는 항성분 ρ, 인덕턴스 L로 등가회로는 구성

되어 있다.[21]

     
  

     (3)

류 도가 증가하면서 임피던스 값은 감소하며 한 relaxation time의 역수에 해

당하는 반원의 최고 에 도달하는 주 수 한 증가한다. 이는 도 층의 형성에 

한 임피던스가 감소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inductive loop를 형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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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주 수는 증가하며, 해당 임피던스 값도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이로써 류 도

가 증가하면서 보다 활발한 도 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capacitive 

arc의 모양은 류 도가 증가하면서 보다 완 한 반원에 가까운 모양을 보여 다. 

이는 류 도가 인가된 경우에 수소환원반응이 상당히 일어날 수 있으므로, 수

소환원반응과 련된 임피던스 성분이 혼재되어서 arc의 기 시작부분이 그러지

는 것으로 추정된다.

Fig. 3.2.3.29는 P source를 증가시키면서 도 을 할 때 발생하는 내부 응력을 나

타낸 것이다. P source가 없이 순수 Ni이 도 될 때보다 P의 양이 증가하면  인

장 응력값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만일 침입형으로 P가 도 층에 개입

된다면 압축응력이 유발되었을 것이나, 인장응력이 유발된 것으로 보아 치환형의 

형태로 도 되는 것으로 단된다. 이는 Table 3.2.3.3을 설명할 때 상했던 결과와 

일치한다. 온도가 증가할 때는 응력의 이완효과에 의해 응력값은 크게 감소하는 것

을 알 수 있다.

Fig. 3.2.3.30은 응력감소제로서의 사카린의 양을 변화시킬 때 측정된 도 층의 

내부 응력이다. 사카린의 양이 증가하면서 차 응력값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

으며, 순수 니 , Ni-P, Ni-B 도 층의 순서로  응력값이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붕소의 원자반경이 인의 원자반경보다 작아서 도 층 내에 존재하는 인

장 내부응력에 역할이 더 크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Fig. 3.2.3.31은 인과 붕소의 source를 각각 증가시키면서 얻은 Ni-P-B 도 층에 

해서 얻은 X-ray 회  패턴이고, Fig. 3.2.3.32는 이러한 도 층에 한 TEM 사진

이다. [111] 방향으로 우선 배향성이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인과 붕소의 source가 

증가할 때 형성된 도 층의 결정화 정도는 차 낮아졌다. 한 결정립 크기는 인

과 붕소 source의 양과 함께 감소하 다. 이러한 결정립 크기 경향은 도 층의 결정

립계에 편석된 인이나 붕소에 의해 결정성장이 억제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

다. 한 일부는 인이나 붕소가 도 시 표면에 흡착되어 핵생성 자리를 제공함으로

써 입자 미세화에 기여했을 수 있다. 이처럼 인과 붕소의 양 증가와 함께  미

세화된 수 나노미터 크기의 결정립을 갖는 도 층이 형성됨에 따라서 결정화도는 

매우 낮게 나타났고, TEM 회  패턴은 나노 결정질의 형 인 모양을 보 다.

Fig. 3.2.3.33은 첨가제를 넣지 않고, 순수 니 , Ni-P, Ni-B 도 층에 해 얻은 

TEM 사진이다. 결정화도가 순수 니 에 비해서 니  합  도 층은 낮아지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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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다. 한 결정립 크기도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 특히 인보다는 붕소의 

향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4)

여기서 τ는 결정성장에 한 억제력, f는 입자의 분율, ϒ은 결정립계의 에 지, r은 

입자의 반경을 의미한다.[22]

수식 (4)를 보면 결정성장에 한 억제력은 입자의 반경에 반비례한다. 즉, 결정

립계에 편석되어 있는 입자의 크기가 작을수록 결정성장에 한 억제력은 커진다. 

따라서 원자반경이 작은 붕소의 경우 편석된 붕소, 붕소 화합물이 인의 경우 보다 

효율 으로 결정성장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Fig. 3.2.3.34에서는 Ni-P-B 도 층에 해서 각 열처리 온도에서 2시간 동안 열처

리한 후 경도를 측정하여 열처리 온도에 따라 표 하 다. 온에서는 경도값이 증

가하여 250~350oC 부근에서 최 값을 보이다가 격히 감소하 다. 250oC에서 열처

리를 하면 입계에 편석되어 있던 인이나 붕소 성분  그 화합물들이 NiPx, NiBy 등

의 화합물로 석출되어 석출경화를 일으키고, 결정립 성장을 억제하여 경도는 오히

려 증가된다. 반면 열처리 온도를 증가시키면, 석출물이 성장하여 결정성장에 한 

억제력이 약해진다. 따라서 결정성장이 수월해져서 경도값이 격히 감소한다. 한편 

인과 붕소의 source 양이 증가하면 경도값이 약간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더 많은 양의 인이나 붕소가 도 층 내 고용되어 고용경화 효과에서 비롯된다. 열

처리 온도에 따른 경도값의 변화 결과로 단할 때 발 소 조건하에서는 도 층이 

안정 으로 존재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참고로 캐나다의 OHT 결과는 0.3wt% 

P가 함유되어 있는 Ni-P에 해서 343oC에서 10달 동안 약 420VHN이 유지되었다. 

이 온도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작한 Ni-P-Fe나 Ni-P-B 도 층도 시간에 따른 경도 감

소없이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Fig. 3.2.3.35는 Fig. 3.2.3.34에서처럼 각각의 열처리에 따른 경도를 측정함과 함

께, 각 온도에서 열처리된 시편에 해서 얻은 TEM 사진이다. 최고 경도를 보이는 

열처리 온도까지는 매우 미세한 결정립을 보이고, 나노 결정립 형태의 TEM 회  

패턴을 나타내지만, 온도가 차츰 증가함에 따라서 결정립 크기가 증가하고, 결정질

의 패턴이 뚜렷이 나타난다.



- 285 -

Fig. 3.2.3.36은 니  도 층, Ni-P 도 층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첨가제(사카린 

1.5g/l, 코우마린 0.1g/l, SLS 50mg/l)의 첨가 유무에 따른 X-ray 회  패턴을 나타낸

다. 첨가제가 첨가될 때, 주회 면이 (200)면에서 (111)면으로 변화되었다. 한 결정

화도가 낮아졌다. 

니 의 경우 계면에 지가 가장 낮은 면은 (111)면이지만 도 층 형성을 한 구

동력인 류 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에 지 인 안정성 외에 속도 인 측면이 결부

되어 차 높은 면지수의 면이 주로 나타나게 된다.[15,16] 즉, 첨가제를 첨가하지 

않은 경우 (200)면이 주회 면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첨가제가 첨가되면 주회 면이 

바 는데, 이는 첨가제가 도  표면에 흡착되어 도 시의 에 지 상태와 속도 등에 

향을 주어서 일어나는 상이다. 

Fig. 3.2.3.37은 첨가제 유무에 따라 얻은 Ni-P 도 층에 한 TEM 사진이다. 첨

가제가 들어갔을 때, 결정립은 20~30nm에 불과하고, 이에 따라 회  패턴도 나노결

정립일 때 나타나는 형태를 보인다. 반면 첨가제가 없는 경우에는 결정립 크기가 

훨씬 크고, 결정질의 회  패턴을 보여 다. 이러한 이유는 첨가제가 도 층의 표면

에 흡착되어 도 층의 결정성장을 한 mean free path를 감소시키기 때문이다. 이

와 같이 첨가제가 첨가되면 결정립이 미세화되어 경도가 커지지만, Table 3.2.3.3에

서 보여진것처럼 황 성분의 함량이 크게 증가한다. 황 성분의 양이 증가하면 연성

의 감소가 상된다. 열  보수를 해 활용되기 해서는 최소 10%이며 약 15% 

이상의 연신율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를 단하고자 첨가제 양에 따른 인장 실험을 

실시하 다.

Fig. 3.2.3.38은 첨가제  가장 많이 쓰이고, 요한 첨가제인 사카린의 양을 변

화시키면서 도 된 Ni-P-B 도 층에 한 응력-변형률 곡선이며, 그 도 층에 한 

조성이다. 첨가제가 없는 경우, 항복강도와 인장강도가 각각 약 400, 800MPa이고, 

연신율은 약 12%이다. 라마톰에서는 항복강도와 인장강도를 최소 550, 700MPa 

이고, 선호하는 항복강도와 인장강도는 각각 690, 1000MPa 이상으로 명시하고 있어

서 라마톰의 조건보다는 다소 작은 강도를 나타낸다. 반면 첨가제가 200mg/l이 첨

가되면 항복강도와 인장강도가 약 1000, 1500MPa로 매우 크지만 연신율이 3% 밖에 

되지 않는다. 이 경우 사카린을 넣지 않은 경우보다 황의 농도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70mg/l의 사카린만 첨가된 경우에는 약 600과 1000MPa 정도의 항복강도와 

인장강도를 나타내며, 연신율도 10%를 상회한다. 첨가제가 없는 경우보다 황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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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이 2배에 달하지만 연신율은 약간만 감소되며, 신 강도가 증가하 다. 사카린을 

35mg/l 첨가한 경우에는 황 성분의 함량 0.008wt%로 거의 변하지 않는다(Fig. 

3.2.3.38에는 없는 결과). 따라서 무 은 양이 첨가되면 첨가제의 효과가 크지 않

아서 강도 증가의 효과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토 로 단할 때 10%이상의 

연신율을 유지하면서 강도를 증가시키기 해서는 약 50mg/l(35~70mg/l) 정도의 첨

가제의 첨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상에서 인과 붕소의 source 양, 첨가제의 양을 조 하면서 도 층의 조성, 동

 분극실험, 임피던스, X-선 회 , TEM, 경도측정 등을 이용하여 도 시의 기구, 

각 변수의 성질  도 층의 열  안정성 등에 해 고찰하 다. 도 층 형성시 변

수인 온도, pH에 따른 향 등은 Ni-P-B 도 층도 역시 Ni을 base로 하는 도 층이

기 때문에 Ni-P-Fe와 유사할 것으로 단된다.  

체 인 도  변수에 한 경향성과 효과, 도  기구는 Ni-P-B와 Ni-P-Fe가 서

로 유사할 지라도 열  보수를 해 가장 요한 특성 의 하나인 기계  특성

(강도, 연신율 등)의 충족 조건은 정량 인 평가를 통해 최  조건을 찾아야 한다. 

한 Fig. 3.2.3.38의 첨가제에 따른 직류 도 층에 한 인장특성은 추가 인 기계

 특성의 개선이 필요하여 Ni-P-Fe 에서 고찰한 것처럼 직류뿐만 아니라 펄스도

에 한 실험을 실시하 다.

Fig. 3.2.3.39는 첨가제를 첨가하지 않고, 직류 류 도를 100, 200mA/cm2
로 변화

시키면서 얻은 Ni-P-B 도 층에 한 인장 실험 결과이다. 류 도가 증가할 때 강

도는 감소하고, 연성은 증 되었다. 

Fig. 3.2.3.40은 첨가제로서 사카린을 35mg/l 넣은 용액에서 류 도를 변수로 하

여 얻은 도 층에 한 인장 실험 결과이다. 이때도 류 도가 증가하면 연성은 

개선되고, 강도는 감소하 다. Fig. 3.2.3.39와 비교하면 첨가제를 넣지 않은 경우보

다 강도는 증가하 지만 연성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써는 앞

서 Ni-P-Fe에서 류 도에 따른 인장실험 결과를 해석할 때 이미 설명하 다. 즉, 

류 도 증가에 따른 해질/도 층 계면에서 니 이온 농도의 결핍에 의한 핵생

성 속도 감소, 수소환원 반응 비율 감소, 합 원소의 양 감소 등으로 설명이 된다. 

직류 류 도가 100, 200mA/cm2
일때 류효율은 각각 88에서 93%로 증가하고, P, 

B의 무게비율이 각각 0.82, 0.006에서 0.52, 0.003wt%로 감소하는 것이 이를 뒷받침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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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첨가제가 첨가되면 첨가제가 도 층의 표면에 흡착되어 도 층의 결정성장

을 한 mean free path를 감소시켜서 미세한 결정립의 도 층이 형성되므로 강도가 

증가하게 된다. 

Fig. 3.2.3.41은 200mA/cm2
의 peak 류 도하에서 여러 duty cycle에서 얻어진 도

층에 해 얻은 응력-변형률 곡선과 그 도 층에 한 화학조성을 나타낸 것이다. 

Duty cycle이 증가할 때 연신율은 증가하고, 강도는 감소하 다. 한 류효율은 약

간 증가하고, 조성은 다소 감소하 다. Duty cycle에 한 인장특성에 한 설명은 

앞서 Ni-P-Fe 설명시 언 하 다. 즉, 도 층/ 해질 계면에서의 농도 분포, 수소 환

원 반응률, 도 층내의 합 원소 양 등 3가지 원인으로 설명하 다. Ni-P-B의 경우

에도 동일한 경향성을 나타냈으며 동일한 방법으로 설명 가능하다. 

Fig. 3.2.3.42는 duty cycle이 각각 30, 80%일 때 얻은 도 층에 한 TEM 사진이

다. 결정립 크기가 수백 나노미터에서 수 마이크로미터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

다. 동일한 펄스 조건에서 얻어진 Fig. 3.2.3.14와 15의 Ni-P-Fe 결과와 비교할 때 

Ni-P-B의 경우가 합 조성은 약간 작은데도 불구하고, 항복강도와 인장강도는 크고, 

연신율은 작으며, 결정립 크기도 다소 작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서 

언 한데로 원자반경이 매우 작은 붕소가 보다 기계  특성에 미치는 효과가 상

으로 큰 것이 한 원인인 것으로 생각된다. 

Fig. 3.2.3.43은 첨가제 없이 duty cycle에 따른 경도 값을 나타낸다. 결정립 크기

와 인장특성에서 나타났듯이 duty cycle이 증가할 때 경도값은 작아지는 경향을 보

다. 

Table 3.2.3.4는 이상의 펄스 결과를 라마톰의 도 층과 비교하기 해 나타낸 

기계  특성이다. 첨가제 없이도, 50% duty cycle에서 얻어진 도 층에 한 인장특

성은 항복강도와 인장강도, 연신율 측면에서는 라마톰의 결과를 만족시킨다. 여기

에 첨가제를 50mg/l 내외 첨가하면 강도는 약 100MPa 증가할 것으로 단되나 연

신율이 약간 감소할 것이다. 그러나 duty cycle을 증가시키면 강도는 다소 감소하나 

연신율을 다소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peak 류 도를 200mA/cm2
로 고정한 상태에

서, duty cycle은 50~80%, 첨가제는 50mg/l 정도(35~70mg/l)로 조 하면 라마톰에서 

발표한 기계  특성 보다 우수한 기계  특성을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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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열  내부 도

Fig. 3.2.3.44는 열  내부 도 을 한 양극과 도 하는 모습을 보여 다. 앞서 

설계된 양극을 제작하여 공압을 이용하여 열  내부에 고정한다. 용액을 순환하

면서 정류기로 류를 공 하면서 도 층이 열  내부에 형성된다. 

Fig. 3.2.3.45는 Ni-P-Fe와 Ni-P-B를 열  내부에 도 할 때의 순서와 공정 조건

을 나타낸다. (가) Ni-P-Fe, (나) Ni-P-B 도 층에 한 특성 분석을 통해서 확립된 

조건들을 이용하여 최종 도  형성조건을 선정하 다. 이와 같이 탈지, 수세, 활성

화, 착층 형성, 수세, 도 층 형성의 과정을 거쳐서 도 층 공정을 완료하게 된다.

Fig. 3.2.3.46은 Fig. 3.2.3.45에 명시된 조건으로 열  내부에 도 된 도 층의 

미세조직을 보여 다. Ni-P-Fe 도 층은 약 100nm, Ni-P-B 도 층은 150nm 정도의 

결정립 크기를 갖는다. Fig. 3.2.3.15, 42에서 나타난 TEM 사진과 비교할 때 첨가제

가 일부 들어갔기 때문에 보다 미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Ni-P-Fe를 형성할 

때 Ni-P-B의 경우보다 첨가제의 양이 증가하여 Ni-P-Fe 도 층의 결정립 크기가 더 

작게 나타난다. 

Fig. 3.2.3.47은 열  내부 도 을 한 후 응력부식균열 특성 평가를 해 제작

하는 C-ring 시편에 한 개략도이다. 볼트를 이용하여 기 C-ring 시편의 외경에 

해서 1~2.5mm 범  혹은 1% 변형율이 되도록 응력을 가한 후  315oC의 

10~40wt% NaOH에서 유지하여 응력부식균열 실험을 수행하 다. 특히 정상 인 방

향으로, 즉, C-ring의 외경을 감소시킨 시편, 반 로 C-ring의 내부에서 벌려서 외경

을 증가시킨 시편을 따로 제작하여 실험하 다.

Fig. 3.2.3.48은 564시간동안 315oC의 10wt% NaOH에서 도 층을 형성시키지 않은 

Alloy 600 C-ring 시편을 유지한 후 찰한 학사진이다. Normal, reverse 방향 

C-ring 시편 모두 통 균열이 찰되었다. Fig. 3.2.3.49와 50은 각각 315oC의 10wt% 

NaOH와 30wt% NaOH에서 유지한 후 정상 인 방향의 Ni-P-Fe/Alloy 600, 

Ni-P-B/Alloy 600 C-ring 시편에 해 찰한 결과이다. 두 경우 모두 모재(Alloy 

600)을 지나서 도 층까지 균열이 진 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때 착층은 견고하여 

도 층과 모재 사이에 어떠한 틈도 찰되지 않았다. 한 도 층에서 균열이 진

된 모습이 응력부식균열 보다는 기계 인 손으로 진행된 것처럼 보인다. 



- 289 -

기 도 층과 Alloy 600이 함께 있는 C-ring 시편에 해서 응력을 가한 후 응

력부식균열 분 기에 노출되어 있을 때, 모재인 Alloy 600에 균열이 생겨서 도 층 

계면까지 하게 되면 노치(Notch)와 같이 균열 선단에 응력이 집 되어 모재/도

층 계면에서 도 층의 인장강도를 넘어서는 매우 큰 응력이 인가되어 응력부식균

열 보다는 곧바로 기계 인 괴에 이른 것 같다.

라마톰의 경우 도 층의 두께가 540μm, 모재의 두께가 230μm인 시편을 350oC, 

10wt% NaOH, 2% tensile strain 조건에서 3000시간 유지하여, 도 층의 계면에서 균

열이 진 하지 않고 견고히 유지되는 것을 찰하 다. 본 연구에서는 도 층의 두

께가 약 200~300μm 이고, 모재의 두께가 약 1000μm로, 두께 분포가 라마톰의 경

우와는 상반된다. 즉, 라마톰의 경우 비교  얇은 모재에 인가되었던 응력이 모재

균열을 통해 진해서 도 층 계면에서 집 되어도 도 층의 두께가 두껍기 때문에 

응력에 해 충분히 완충을 하여 기계 인 손이 이루어지지 않고, 응력부식균열

의 실험 조건이 되며 이에 해 약 3000시간 동안 균열이 하지 않아서 응력부

식균열에 해 큰 항성을 보여 주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차기에는 모재와 

도 층의 두께 비율을 변화시켜서 기계 인 손이 없는 응력부식균열 실험 조건이 

되게 하여 실험을 진행할 정이다.

Fig. 3.2.3.51은 1% 변형율을 인가한 reverse C-ring 시편을 315oC의 30wt% NaOH

에서 1800시간 유지한 후 찰한 학 미경 사진이다. Reverse 시편의 경우 응력이 

도 층의 내면쪽으로 가장 크게 인가되므로 만일 도 층이 응력부식균열에 한 

항성이 작으면 도 층에서 균열이 발생  할 것이다. 그러나 Ni-P-Fe의 경우 

균열이 발생한 곳이  없었으며, Ni-P-B의 경우 도 층 계면 근처의 모재에서 작

은 균열이 생겼을 뿐 도 층에는 균열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도 층이 응력부식

균열에 해 매우 큰 항성을 갖고 있음을 시사한다.

재 열  내 도 을 하는 시스템은 도 하는 극내 용액의 온도를 측정  

제어할 수 있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다. 실제 도 용액의 외부 장고와 극까지 

이동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온도 감소를 측정해 보니 약 5oC에 달했다. 이와 같이 

온도가 감소하게 되면 Fig. 3.2.3.7에서 설명하 듯이 수소발생률이 커져서 도 효율

이 감소하고, 미세구조가 변화하여 취성이 증 될 수 있다. 뿐만아니라 도 을 하는 

동안 온도의 불균일성도 발생하기 쉬워서 도 층의 균일한 특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도 을 하는 동안에 보다 온도를 정 하게 측정하고, 유지할 



- 290 -

수 있도록 극을 변경  개선할 정이다.  

라. 결론

손상 열  재생기술 개발을 해 니  합  도  기술에 한 연구를 진행하

다. 이에 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Ni-P-Fe 도 층 특성 분석

- pH, 온도 등을 변수로 하여 도 효율, X-선 회 , 동  분극, 경도, 내부 응

력 등의 실험결과로 부터 최 의 조건은 1.39mol/l 니  설 메이트, 0.65mol/l 붕산, 

0.0025mol/l H3PO3, 0.0035mol/l Fe 설 메이트로 구성된 pH = 2, 60oC의 조건의 용액

에 약 35mg/l의 첨가제(응력감소제, 벨러, 계면활성제)가 첨가된 용액이다. 이때 

pH, 온도에 따른 도 효율, 내부응력, 경도 등의 변화에 해 수소 발생반응률의 변

화  그에 따른 효과를 설명하 고, 한 합 조성과 온도에 따른 착응력 변화

를 고려하 다. 

- 펄스의 류 도, duty cycle 결과로부터 peak 류 도 200mA/cm2 
일 때(peak 

류 도를 감소시키면 강도는 증가하고, 연성은 감소하며, 이와 반 로 류 도를 

증가시키면, 강도는 감소하고, 연성은 증가) duty cycle은 50% 부근에서 일정한 규칙

하에 실험조건을 조 하면 라마톰에서 시행하는 도 층의 특성을 충족시키는 도

층을 얻을 수 있다. 펄스의 류 도, duty cycle에 따른 결과에 해서 해질/도

층 계면에서 니 이온 농도의 결핍에 의한 핵생성 속도 감소, 수소환원 반응 비

율 감소, 합 원소의 양 감소, 세 가지로 설명하 다.

- 도 층의 착층 형성 조건을 찾기 해 온도, 두께, 용액을 변수로 하여 착

층  도 층을 형성한 후 굽힘, 열처리를 하여 착층의 건 성을 평가하 으며, 

인장 실험을 이용하여 착력을 평가하 다. 1.6mol/l NiCl2, 0.6mol/l 붕산에 염산이 

5% 첨가되고, 40oC에서 형성된 5μm 두께의 착층이 가장 우수한 착특성을 나타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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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Ni-P-B 도 층 특성 분석

- 인과 붕소의 source 양, 첨가제의 양을 조 하면서 도 층의 조성, 동  분극

실험, 임피던스, X-선 회 , TEM, 경도측정 등을 이용하여 도 시의 기구, 각 변수

의 성질  도 층의 열  안정성 등에 해 고찰하 다. 니 이 도 시 간상을 

통해서 도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원자반경이 작은 붕소가 인 보다 더 큰 

도 층내 인장응력을 유발하 고, 결정립 성장을 억제하는데 효과 이었다. 

- 첨가제의 양이 증가하면서 결정립 크기가 감소하고, 결정화 정도가 감소한다. 

이는 첨가제가 도 층의 표면에 흡착되어 도 층의 결정성장을 한 mean free path

를 감소시키기 때문이다. 첨가제의 첨가에 의해 결정립 크기 감소에 따라 인장강도

가 증가하지만 연성의 감소가 상된다. 이를 토 로 단할 때 10%이상의 연신율

을 유지하면서 강도를 증가시키기 해서는 약 50mg/l(35~70mg/l) 정도의 첨가제의 

첨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 도 층 형성시 변수인 온도, pH에 따른 향 등은 Ni-P-B 도 층과 Ni-P-Fe는 

Ni을 base의 도 층이기 때문에 서로 유사할 것으로 단된다. 따라서 최 의 조건

은 1.39mol/l 니  설 메이트, 0.65mol/l 붕산, 0.007mol/l H3PO3, 0.001mol/l DMAB로 

구성된 pH = 2, 60oC의 용액이다. 

-  조건의 용액에 첨가제 없이도, 50% duty cycle에서 얻어진 도 층에 한 인

장특성은 항복강도와 인장강도, 연신율 측면에서는 라마톰의 결과를 만족시킨다. 

여기에 첨가제를 50mg/l 내외 첨가하면 강도는 약 100MPa 증가할 것으로 단되나 

연신율이 약간 감소할 것이다. 그러나 duty cycle을 증가시키면 강도는 다소 감소하

나 연신율은 다소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peak 류 도를 200mA/cm2
로 고정한 상

태에서, duty cycle은 50~80%, 첨가제는 50mg/l 정도(35~70mg/l)로 조 하면 라마톰

에서 발표한 기계  특성 보다 우수한 특성을 보일 것으로 기 된다.

(다) 열  내부 도

- 열  내부 도 을 해 본 연구에서 양극을 개발  제작하 다. 이를 이용

하고 앞서 확립된 도 조건을 통해서 열  내 도 을 하 다. 형성된 도 층의 

응력부식균열 특성을 평가하여 reverse C-ring 시편에 해서는 Ni-P-Fe, Ni-P-B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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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이 매우 우수한 응력부식균열 항성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정상 인 C-ring 시편

에 해서는 모재, 도 층 시편 두께 비율과 구성에 있어서 기계 인 하 이 과다

하게 인가되어 격한 기계 인 손에 이르 다. 이를 근거로 개선된 시편을 통해

서 한 응력부식균열 평가를 추가로 진행할 정이다. 

- 향후 열 내 도 시에는 극을 변경  개선하여 온도를 보다 정 하고, 균

일하게 유지하는 등 공정 변수를 보다 정교하게 제어하여 진행할 계획이다. 

참 고 문 헌

[1] F. Gonzalez, A. M. Brennenstuhl, G. Palumbo, U. Erb and P. C. Lichtenberger, 

Materials Science Forum, 225-227, p. 831 (1996).

[2] G. Paumbo, F. Gonzalez, A. M. Brennenstuhl, U. Erb, R. A. Barton, P. C. 

Lichentberger and J. Galford, Proc. of 8th Int. Symp. on Environmental Degradation 

of Materials in Nuclear Power Systems - Water Reactor, p. 500 (1997).

[3] Nuclear Engineering International, 45, p. 15 (2000).

[4] G. Palumbo et al., U.S. Patent 5,527,445 (1996).

[5] J. C. Puippe and N. Ibl, Plating Surf. Finish., p. 68 (1980).

[6] M. Cherkaoui, E. Chassaing and K. V. Quang, Surf. Coat. Technol., 34, p. 243 

(1988).

[7] W. Kim and R. Weil, Surf. Coat. Technol., 38, p. 289 (1989).

[8] E. Toth-Kadar, I. Bakonyi, L. Pogany and A. Cziraki, Surf. Coat. Technol., 88, p. 

57 (1996).

[9] A. M. El-Sherik, U. Erb and J. Page, Surf. and Coat. Tech., 88, p. 70 (1996).

[10] R. T. C. Choo, J. M. Toguri, A. M. El-Sherik and U. Erb, J. Appl. Electrochem., 

25, p. 384 (1995).

[11] S. A. Watson, Addition to Sulfamate Nickel Solutions, NiDI Technical Series, Nr. 

10053 (1989).

[12] H. Zhang and S. M. Park, J. Appl. Electrochem., 24, p 1182 (1994).

[13] G. E. Fougere, J. R. Weertman, R. W. Siegel and S. Kim, Scripta Metallurgica et 

Materialia, 26, p. 1879 (1992).



- 293 -

[14] D. Wolf, V. Yamakov, S. R. Phillpot, A. Mukherjee and H. Gleiter, Acta 

Materialia, 53, p. 1 (2005).

[15] N. A. Pangarov, Electrochim. Acta, 7, p. 239 (1962).

[16] B. E. Sundquist, Acta Materialia, 12, p. 67 (1964).

[17] M. Schlesinger, M. Paunovic, Modern Electroplating, 4th ed., Wiley, 2000, p. 23.

[18] R. J. Kendrick, Proc. 6th Int. Conf. on Electrodeposition, Trans. Inst. Met. Finish, 

41, p. 235 (1964).

[19] J. L. Marti, Plating, 53, p. 61 (1966).

[20] A. F. Greene, Plating, 55, p. 594 (1968).

[21] I. Epelboin and R. Wiart, J. Electrochem. Soc., 118, p. 1577 (1971).

[22] D. A. Porter and K. E. Easterling, Phase Transformations in Metals and Alloys, 

Van Nostrand Reinhold Company Ltd., 1981, p. 140.



- 294 -

Split No. 1 2 3 4 5 6 7 8
Duty Cycle, 
%

30 30 50 50 70 50 DC DC

Avg. I,  
mA/cm2

100 60 100 50 140 100 200 100

Peak I, 
mA/cm2

333 200 200 100 200 200 200 100

Additive X X X X X O O O
P(wt.%) 0.63 0.88 0.61 0.67 0.63 0.45 0.30 0.35
Fe(wt.%) 0.18 0.25 0.2 0.24 0.14 0.15 0.11 0.12
S(wt.%) 0.012 0.006 0.006 0.006 0.008 0.009 0.006 0.011
Current 
Efficiency(%) 78.4 77.2 80.1 75.0 80.5 81.4 83.9 83.5

550

521

Without HCl

60

Strike Layer 두께[µm]Strike용액(NiCl2+H3BO3)Strike용액온도[
o
C]

5% HCl5%H2SO4Activation

205+10% HCl

52010521

40 205+5% HCl

550

521

Without HCl

60

Strike Layer 두께[µm]Strike용액(NiCl2+H3BO3)Strike용액온도[
o
C]

5% HCl5%H2SO4Activation

205+10% HCl

52010521

40 205+5% HCl

Strike 용액온도 Strike Layer 두께 Strike 용액(HCl 첨가량) Strike 용액온도 Strike Layer 두께 Strike 용액(HCl 첨가량) 

Table 3.2.3.1. Chemical composition and current efficiency for Ni-P-Fe 
electrodeposits obtained from various experimental splits

Table 3.2.3.2. Various experimental splits for optimized strike layer 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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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lit P(mol) B(mol) Additives

Chemical 
Composition(wt.%) Remark

Atomic %

P B S P B

PB1 0.001 0.001 X 0.13 0.14 0.007 P 
Increase

0.24 0.74 

PB1-
1

0.007 0.001 X 0.65 0.05
No 

Result
1.22 0.26 

PB1-
2

0.007 0.01 X 0.54 0.29
No 

Result B 
Increase

1.01 1.53 

PB1-
3

0.007 0.03 X 0.28 0.53
No 

Result
0.52 2.79 

PB2 0.001 0.001 O 0.2 0.03 0.056 Additive 0.37 0.16 

PB3 0.001 0.003 O 0.09 0.08 0.068
B 

Increase
0.17 0.42 

  Y.S(MPa) U.T.S(MPa) Elongation(%)

PC(0.3)

PC(0.5)

PC(0.8)

636

581

449

893

833

673

6.9

11.7

16.4

Alloy600

Alloy690

Framatome

300

328

550-690

718

766

690-1100

33

38

>10

Table 3.2.3.3. Chemical composition for Ni-P-B electrodeposits obtained from 
various experimental splits

Table 3.2.3.4. Comparison of mechanical property between Ni-P-B 
electrodeposits formed as a function of duty cycle and 
electrosleeve by Framat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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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fore Electrodeposition(Cu-Be Strip)

After Electrodeposition

Dielectric Layer : No Electrodeposition

Fig. 3.2.3.1. Stress measurement apparatus(flexible strip bend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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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2. Design of anode for electrodeposition inside steam generator 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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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2.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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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3. Potentiodynamic curve obtained during electrodeposition in 
1.39mol/l Ni (SO3․NH2)2 + 0.65mol/l H3BO3 + 0.007 mol/l 
H3PO3 + 0.005 mol/l Fe(SO3․NH2)2 solution of 50oC at a scan 
rate of 10mV/sec as a function of pH

pH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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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4. Deposition rate and stress obtained for Ni-P-Fe electrodeposits 
as a function of pH  in 1.39mol/l Ni (SO3․NH2)2 + 0.65mol/l 
H3BO3 + 0.007 mol/l H3PO3 + 0.005 mol/l Fe(SO3․NH2)2 solution 
of 60oC

Fig. 3.2.3.5. Content of alloying element in the deposit and current efficiency 
obtained for Ni-P-Fe electrodeposits as a function of pH  in 
1.39mol/l Ni (SO3․NH2)2 + 0.65mol/l H3BO3 + 0.007 mol/l H3PO3 
+ 0.005 mol/l Fe(SO3․NH2)2 solution of 60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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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6. X-ray diffraction patterns obtained for Ni-P-Fe electrodeposits 
as a function of pH  in 1.39mol/l Ni (SO3․NH2)2 + 0.65mol/l 
H3BO3 + 0.007 mol/l H3PO3 + 0.005 mol/l Fe(SO3․NH2)2 solution 
of 60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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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7. Potentiodynamic curve obtained during electrodeposition in 
1.39mol/l Ni (SO3․NH2)2 + 0.65mol/l H3BO3 + 0.007 mol/l 
H3PO3 + 0.005 mol/l Fe(SO3․NH2)2 solution at a scan rate of 
10mV/sec as a function of temperature

온도증가

온도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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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8. Deposition rate and stress obtained for Ni-P-Fe electrodeposits 
as a function of temperature  in 1.39mol/l Ni (SO3․NH2)2 + 
0.65mol/l H3BO3 + 0.007 mol/l H3PO3 + 0.005 mol/l Fe(SO3․
NH2)2 solution

Fig. 3.2.3.9. Composition of alloying element and current efficiency obtained 
for Ni-P-Fe electrodeposits as a function of temperature  in 
1.39mol/l Ni (SO3․NH2)2 + 0.65mol/l H3BO3 + 0.007 mol/l H3PO3 
+ 0.005 mol/l Fe(SO3․NH2)2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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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10. X-ray diffraction patterns obtained for Ni-P-Fe electrodeposits 
as a function of temperature in 1.39mol/l Ni (SO3․NH2)2 + 
0.65mol/l H3BO3 + 0.007 mol/l H3PO3 + 0.005 mol/l Fe(SO3․
NH2)2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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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11. X-ray diffraction pattern for the Ni-P-Fe electrodeposit 
obtained under the conditions of a peak current density of 
200mA/cm2 and a duty cycle of 50% with a scan rate 4oC/min

(a)
Fig. 3.2.3.12. Stress-strain curves for the electrodeposits obtained as a 

function of the peak current density at the same duty cycle of 
(a) 30, (b) 50 and (c) 100%(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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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12.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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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13. TEM micrographs for the electrodeposits obtained as a function 
of the peak current density at the same duty cycle of (a) 30 
and (b)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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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14. Stress-strain curves for the electrodeposits obtained as a 
function of the duty cycle at a peak current density of 
200mA/c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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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15. TEM micrographs for the electrodeposits obtained  at a peak 
current density of 200mA/cm2 as a function of duty cycle of (a) 
30, (b) 50 and (c) 70%

Fig. 3.2.3.16. Stress-strain curves for the pulse-plated electrodeposit without 
an additive and the DC-plated electrodeposit with an addi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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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17. TEM micrographs obtained from the electrodeposits (a) without 
and (b) with additive

Fig. 3.2.3.18. SEM micrographs obtained from strike layers as a function of 
the temperature forming the strike layer, (a) 40, (b) 50 and (c) 
60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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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19. Photograph obtained from 200μm thick Ni electrodeposit/5μm 
thick strike layer formed at 60oC

Fig. 3.2.3.20. Photographs obtained from various thick strike layers formed at 
40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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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21. SEM micrographs obtained from various thick strike layers 
formed at 40oC

Fig. 3.2.3.22. SEM micrographs obtained from the strike layers formed in 
strike forming solution with HCl and without HCl at 40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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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23. SEM micrographs obtained from Ni electrodeposit + the strike 
layer formed in strike forming solution (a) with HCl and (b) 
without HCl at 40oC

Fig. 3.2.3.24. Schematic drawing of tensile test specimen for adhesion strength 
meas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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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25. Stress-strain curves obtained from tensile test specimens for 
adhesion strength measurement

Fig. 3.2.3.26. Potentiodynamic curves obtained from various Ni-P-B 
electrodeposit forming solutions with a scan rate of 10mV/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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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27. Nyquist plots obtained during applying various current densities 
in Ni-P-B electrodeposition b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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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27. Continued

 

Fig. 3.2.3.28. Equivalent circuit for electrodeposition system, where Re, C, Rt, 
ρ and L are the solution resistance, the double layer capacitance, 
the charge transfer resistance, the Faradaic resistance and self 
inductance,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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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29. Stress values measured for the electrodeposits prepared from 
electrodeposition solutions having various phosphorus acid 
concentrations using strip bend method at 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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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30. Stress values measured for the electrodeposits prepared 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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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ntrations using strip bend method at 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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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31. X-ray diffraction patterns obtained from the Ni alloy 
electrodeposits containing various P and B contents with a 
scan rate of 4ºC/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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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32. TEM micrographs for the same specimens of Fig. 3.2.3.31



- 321 -

0 100 200 300 400 500 6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H
ar

dn
es

s 
(H

V)

Heat Treatment Temperature (oC)

 P 0.001 + B 0.001 + Additive
 P 0.007 + B 0.001 + Additive
 P 0.001 + B 0.003 + Additive

Fig. 3.2.3.33. TEM micrographs obtained from the Ni alloy electrodeposits 
without additives

Fig. 3.2.3.34. Vickers hardness of Ni-P-B electrodeposit as a function of heat 
treatment temperature

OHT (0.3wt% Ni-P), 
343oC, 10mon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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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35. TEM micrographs for heat-treated Ni-P-B electrodepos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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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36. X-ray diffraction patterns obtained from the Ni alloy 
electrodeposits with and without additives with a scan rate of 
4ºC/min

Fig. 3.2.3.37. TEM micrographs obtained from the Ni + 0.001M P alloy 
electrodeposits with and without additives,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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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38. Stress-strain curves obtained from Ni-P-B 
electrodeposits(0.007M and 0.001M as P and B 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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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39. Stress-strain curves for Ni-P-B electrodeposits(0.007M and 
0.001M as P and B sources) obtained during application of 100 
and 200mA/cm2 DC in electrodeposition bath of 60oC, pH 2 
without additive 

Fig. 3.2.3.40. Stress-strain curves for Ni-P-B electrodeposits(0.007M and 
0.001M as P and B sources) obtained as a function of current 
density in electrodeposition bath of 60oC, pH 2 with saccharin 
of 35mg/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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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42. TEM micrographs for Ni-P-B electrodeposits(0.007M and 
0.001M as P and B sources) formed under application of duty 
cycle 30%(left) and 80%(right) in 60oC, pH 2 solution without 
additive

Fig. 3.2.3.43. Microhardness values obtained from Ni-P-B 
electrodeposits(0.007M and 0.001M as P and B sources) 
as a function of duty cycle in 60oC, pH 2 solution without 
addi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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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44. Apparatus for electrodeposition inside 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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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45. Experimental flow chart

Fig. 3.2.3.46. TEM micrographs for Ni-P-Fe and Ni-P-B electrodeposits 
formed by Fig. 3.2.3.45 process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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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47. Schematics of C-ring specimen

Fig. 3.2.3.48. Optical micrograph for 1% strained C-ring(normal and reverse 
directions) Alloy 600 exposed 315℃, 10wt.% NaOH, 564 hrs

Normal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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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48. Continued

Fig. 3.2.3.49. Optical micrographs for Ni-P-Fe C-ring specimens after 
exposure at 315oC in 10wt% NaOH

Reverse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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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50. Optical micrographs for Ni-P-B C-ring specimens after 
exposure at 315oC in 30wt% NaOH

Fig. 3.2.3.51. Optical micrographs for Ni-P-Fe and Ni-P-B reverse C-ring 
specimens after exposure at 315oC in 30wt% NaOH during 
1800h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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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증기발생기 열  2차측 응력부식균열의 억제기술 개발

본 연구 항목에서는 가압경수로형 원자력발 소 증기발생기 열  2차측 환경

에서의 응력부식균열 억제제 개발과 련되어 제 3단계에서 수행된 연구 결과를 보

고한다. 본 연구 주제의 보고서는 3개 부주제에 한 보고로 나뉘어진다. [가. 응력

부식균열에 미치는 보라이드의 향, 나. 기화학  특성치에 미치는 보라이드의 

향, 다. 부식억제제로서 보라이드의 장 용성 평가.] 이  단계보고서에서 보고

된 바와 같이, 기존의 외국에서 제안된 억제제들에 비해 더 우수한 성능을 가진 두 

가지의 억제제가 본 연구진에 의해 개발되었다. 그 두 가지 억제제는 CeB6 (세륨보

라이드)와 LaB6 (란타늄 보라이드)로 둘 다 보라이드라는 공통 을 가지고 있다. 

한 기존에 제안된 억제제  보라이드의 일종인 TiB2 (티타늄보라이드) 역시 우수한 

성능을 가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보라이드의 응력부식균열 억제성능 기구 해명의 

에서 보라이드를 포함하는 다양한 환경에서 응력부식균열 시험을 실시한 후, 

그 시험 결과  검토 결과를 가항에 설명하 다. 증기발생기 2차 측 환경에서 일

어나는 응력부식균열은 주로 slip-dissolution 기구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1], 

이 slip-dissolution 기구에서는 재료의 기화학  특성치가 응력부식균열 발생  

에 향을 미치는 가장 큰 인자 의 하나이다. 가항과 나항에서의 실험은 40% 

NaOH (수산화나트륨) 용액에서 실시하 다. 2차측 응력부식균열이 발생하는 열

과 열  지지  틈새의 수화학에 한 기 연구는 용액의 염기성이 (pH 10 이

상) 그 열화의 1차  원인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2] 그 후 원자력발 소 수처리 

방법의 개선을 통하여 틈새 수화학이 성이나 약한 염기성일 것으로 단되지만, 

수산화나트륨용액은 실험실에서 가장 가혹한 환경을 만들기 때문에 련 연구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혹한 환경은 실제 발 소 환경과 다를 수 있

다고 단되기 때문에 실제 발 소 용을 해서는 보다 실제 환경과 가까운 환경

에서 결과가 필요할 것이다. 다항에서는 실제 원자력발 소 2차 측 환경과 유사한 

환경에서 시험을 실시하 고 거기서 얻어진 결과를 바탕으로 개발된 억제제의 장 

용성을 검토하 다.   

가. 응력부식균열에 미치는 보라이드의 향

(1) 서론

응력부식균열에 미치는 보라이드의 향을 평가하기 하여 기  용액 (315°C 

40% NaOH)과 그에 다양한 화학약품을 첨가한 용액에서 기계  시험을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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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의 응력부식균열 항성은 SSRT (slow strain rate tensile) 시험을 통하여 평가하

다.  단계에서 개발된 억제제  세륨보라이드에 하여 그 억제 기구를 해명

하기 하여 련된 다양한 첨가제를 선정 시험조건을 결정하 다. 본 항목에서는 

그 시험결과가 논의된다.

(2) 실험방법

(가) 재료  시험편

응력부식균열 평가 시험에는 외경이 19.05 mm 두께가 1.07 mm인 3&4호기 

Archived 열  재료 (Heat: 764534)를 사용하 다. 본 재료는 1025°C에서 3분간 열

처리된 Alloy 600 HTMA (high temparature mill-annealed)로 주요 화학조성을 Table 

3.2.4.1에 나타내었다. SSRT 시험에 사용된 시험편의 모양과 치수를 Fig. 3.2.4.1에 

나타내었다. gage부의 폭은 4 mm, 길이는 25.4 mm (1 inch)로 기계 가공하 고 gage

부를 as-received 상태로 시험 용액에 노출하 다.      

(나) 시험용액

315°C 40% NaOH 용액을 기  용액으로 하 고 첨가제는 Table 3.2.4.2에 나타낸 

바와 같이 3 가지 그룹으로 나 어 선정하 다. (B) 그룹에서는 보론의 향을 배제

하고 세륨 만의 효과를 알아보기 하여 두 가지 첨가제를 선정하 다. CeO2 (세륨 

옥사이드)와 (CH3COO)3Ce (세륨 아세테이트)는 각각 Ce 4+ 
와 Ce 3+ 

으로 이온화 되어 세륨

이온 만의 효과를 보여  것으로 기 되었다. (C) 그룹에서는  세륨의 효과를 배제하기 

하여 H3BO3 와 Na2B4O7 를 첨가제로 사용하 다. (D) 그룹에서는 세륨 보라이드 이외에 

NiB (니 보라이드)와 FeB (철보라이드)를 첨가제로 사용하 다.  염기성용액 에서 보

라이드의 용해도나 이온화에 한 정보는 잘 알려져 있지 않으나, 보라이드 자체의 특성

을 보여  것으로 기 되었다. 

(다) 시험방법

응력부식균열 평가시험은 Alloy 625로 제작된 약 1.8 liter 비순환형 (static) 

autoclave (미국 CorTest사)에서 수행하 다. 장치는 압력용기, load frame, load cell, 

LVDT (linear variable differential transformer), motor 등으로 구성되며, 시험기의 최  

하 은 2722 kgf (6000 lbf), 인장 속도 범 는 3.53 x 10-7 ~ 2.64 x 10-3 mm/s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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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액의 용존 산소농도를 낮추기 해서, 시험  순수 질소를 이용하여 24시간동안 

시험용액을 탈기 하 다. 환경이 시험 조건에 도달된 후, 1 x 10-6/s의 인장속도로 

시험을 실시하 다. 한 비교를 하여 20°C와 315°C의 공기 에서 1 x 10-5/s의 

속도로 시험편을 인장하 다. 모든 실험은 시험편이 단될 때까지 실시하 고, 시

험 후, 면과 gage부를 SEM으로 찰하 다. 기 용액과 보라이드첨가 용액에서 

시험된 시험편에 해서는 AES (Auger electron microscopy)와 XPS (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를 이용, 표면에 생성된 산화막 분석을 실시하 다. XPS 

분석시 시스템 background 압력은 3 x 10-10mbar 고, 15 kV 양극원을 이용하여 발생된 

Al Kα (1486.6 eV)를 이용하 고, 분석 면 은 400µm x 400µm 다. 5 kV의 1차 빔에 지

와 15 - 20 nA 자 류를 이용하는 PHI 680 Auger nano-probe를 이용해서 깊이 방향의 산

화막 조성 분포를 측정하 다. 

(3) 결과  고찰

(가) Stress-strain 곡선

Fig. 3.2.4.2에 SSRT 시험에서 얻어진 stress-strain 곡선의 몇 가지 를 나타내었

다. 공기  결과를 비교하면 상온에서의 결과에 비해 315°C 공기 에서 더 낮은 

인장강도 (UTS)을 나타내었지만, 단시의 연신율 (elongation to failure) 에서는 차이

가 거의 없었다. 315°C 염기성용액에서의 결과는 315°C 공기 에서 얻어진 곡선을 

기 으로 비교되었다. 그림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기 용액, 즉 40% NaOH 용액

에서 히 작은 단연신율을 보여주었으나, 보라이드가 첨가된 용액에서는 공기 

의 결과와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그 외의 경우 [그룹 (B)와 그룹 (C)용액], 

기 용액에서의 연신율과 공기  연신율 사이에서 그 연신율 값이 얻어졌다. SSRT 

시험에서 얻어진 단시 연신율은 응력부식균열 감수성 평가지수로 이용되기도 한

다.[3]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SSRT 시험에서 얻어진 stress-strain 곡선이 응력부식균

열 감수성의 정량  평가에는 이용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면 SEM 사진과 함께 

뒤에 설명될 것이다.   

(나) 표면 찰

SSRT 시험 후, 시험편들의 면과 gage 부 표면을 SEM으로 찰하 다. 먼 , 

Fig. 3.2.4.3에 315°C기 용액에서 시험된 시편의 면 SEM 사진을 나타내었다. 

단면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입계 응력부식균열 (Intergranular SCC)이 찰되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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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의 아래쪽 확  사진에서 균열이 입계 응력부식균열임이 뚜렷이 보여진다. 그러

나, 찰된 입계 균열의 깊이는 매우 작았고 그 이외에는 연성 괴에 의해 단되

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비교  빠른 인장속도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시편

이 1 x 10-6/s의 빠른 인장속도로 시험되어, 표면에서 발생한 입계 균열들이 깊이 방

향으로 충분히 성장하기 에 단에 이른 것으로 단된다. 항에서 언 된 바와 

같이, SSRT 시험에서의 연신율은 SCC 감수성 평가에 한 지표가 될 수 있다. 응력

부식균열이 성장할 경우, 시험편 gage부의 단면 을 작게 함으로써 더 작은 하 값

에서 단이 일어나기 때문에 단시의 연신율은 균열성장속도에 한 한 가지 지

표가 될 수 있다. 본 실험에서는 균열깊이가 충분히 깊지 않은 것으로 단되어 인

장특성치를 이용한 감수성의 정량  평가는 수행하지 않았다. Table 3.2.4.2에서 (B) 

와 (C) 그룹에 속하는 용액에서 시험된 시험편의 면 SEM 사진을 Fig. 3.2.4.4에 

나타내었다. 기 용액에서와 마찬가지로 가장자리를 따라 입계 균열들이 보여지고 

있으나, 그 깊이가 매우 작았다. (D) 그룹의 보라이드를 첨가한 용액에서 시험된 시

험편의 면 사진을 Fig. 3.2.4.5에 나타내었다. 다른 용액에서 시험된 시험편과는 달

리, 보라이드를 첨가한 용액에서는 입계 균열이  보이지 않고, 시험편들이 연성

괴에 단되었다. 

Fug. 3.2.4.6에 SSRT 시험된 모든 시험편의 gage부 SEM 사진을 나타내었다. gage

부에서는 단면에서 보여졌던 보라이드 첨가의 효과가 더욱 뚜렷이 나타난다. 기

용액에서 넓게 개구된 입계균열이 보여지며, (B)와 (C) 그룹이 첨가된 용액에서도 

큰 입계 균열들이 찰된다. 그러나, Fig. 3.2.4.6 (d)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미세한 

균열이 보여지는 FeB 첨가용액에서의 시험편을 제외하고  균열이 찰되지 않

고 있다. Gage부의 찰결과는 단면에서의 찰결과와 잘 일치한다. Fig. 3.2.4.3에

서 3.2.4.6까지의 SEM 사진들은 세륨보라이드 첨가에 의해 보여진 응력부식균열 억

제 효과가 세륨이나 보론의 향이라기보다는 보라이드 자체의 역할에 의한 것임을 

제안한다.   

(다) 표면 산화막 분석

기  용액과 보라이드 첨가 용액에서 시험된 시험편 표면에 형성된 산화막의 조

성과 두께를 AES와 XPS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각 시험편들은 SSRT 시험시간, 즉 

5일 동안 용액에 노출되었다. Fig. 3.2.4.7은 AES 분석결과를 보여 다. AES 분석결

과로부터 산화막의 조성과 두께를 알 수 있다. 기  용액에서 형성된 산화막의 경

우 표면근처에 크롬농도가 보라이드 첨가용액에서 보다 높은 것을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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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temor등은 [4] Alloy 600 표면 산화막의 조성에 미치는 pH의 향을 평가하

다. 염기성용액에서 (pH 10) Alloy 600 산화막의 표면근처에서 크롬이 결핍되는 

것으로 보고하 다. 이 보고는 Kim등에 [5] 의한 150°C 1% NaOH 용액에서 형성된 

Alloy 600 산화막의 조성 분석결과와 유사하며, 본 연구의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는

다. 이 불일치는 용액의 용존산소농도의 효과로서 설명될 수 있다. McIntyre는 [6] 

XPS 분석방법으로 LiOH (수산화리튬)을 포함하는 염기성용액에서 Alloy 600 표면 

산화막 구조에 미치는 용존산소의 향을 평가하 다. Fig. 3.2.4.8은 다양한 용존산

소농도에서 168시간동안 노출된 시편의 표면피막 분석결과를 나타낸다. 용존산소량

이 많을 경우 [Fig. 3.2.4.8 (a)], 니  옥사이드나 니  하이드록사이드가 표면피막의 

부분을 구성하며 표면쪽에서 크롬이 히 결핍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용존산소가 감소하면서 니 옥사이드는 감소하고 반면에 크롬 산화물이 증가하는 

것을 Fig. 3.2.4.8 (b)와 (c)에서 알 수 있다. static autoclave를 이용한 실험의 경우, 용

존산소량의 측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의 실험에서는 용액의 용존 산소량를 

측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실제 용존산소량은 알 수 없으나, 24시간 질소 탈기를 실

시하 기 때문에, 수 ppb에서 수십 ppb 정도의 용존 산소량을 보일 것으로 기 된

다. 이 조건은 Fig. 3.2.4.8 (b)나 (c)와 유사한 량이며, Fig. 3.2.4.7 (a)에서 보여지는 

표면의 크롬은 낮은 용존산소에 의한 것으로 단된다. 기  용액에 두 종류의 보

라이드가 첨가되었을 때 [Fig. 3.2.4.7 (b)와 (c)], 표면근처에서 크롬의 농도가 기 용

액에서 보다 작아지고 있으며, 이는 보라이드 첨가의 효과로 생각되나 보라이드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해서는 알 수 없다. 

보라이드 첨가로 Fig. 3.2.4.7에서 보여지는 가장 뚜렷한 차이는 표면 산화막 두

께이다. 기 용액에서는 산화막 두께 결정에 있어서 산소농도를 기 으로 하 고, 

산소농도가 10%근처까지 감소하는 1μm 정도 깊이인 것으로 단하 다. 보라이드 

첨가 용액에서는 기  용액과 달리 수 nm 정도 깊이에서 산소농도가 감소하고 있

다. 시험편 표면의 거칠기를 고려할 때, AES 분석결과로부터 정확한 피막두께를 측

정하는 것은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AES 결과에서 산소농도 변화에서 격히 변화

하는 지 을 산화막 두께로 단하 고, 보라이드 첨가시의 산화막 두께는 3 ~ 10 

nm 정도인 것으로 추정하 다. 이 산화막 두께 분석결과로부터 보라이드 첨가가 

Alloy 600의 부식 항성을 히 증가시킨 것으로 단된다. 

 표면 산화막의 구조를 알아보기 하여, XPS를 이용 표면 산화막을 분석하

고, O 1s, Cr 2p3/2, 그리고 Ni 2p3/2의 스펙트럼을 Fig. 3.2.4.9에 나타내었다. (a)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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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세척한 시험편 표면에서 측정한 결과이고 (b)는 표면의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하여, 수 nm 두께를 sputtering 후 (cleaning) 측정한 결과이다. 산소와 니 의 스펙

트럼에서는 기  용액과 보라이드 첨가 용액사이에서 주목할 만한 차이 이 보여지

지 않았다. 니 의 경우 cleaning  니  하이드록사이드 피크가 나타나다가 

cleaning 후에는 니 속의 피크가 주를 이루고 있다. 크롬분석에서는 cleaning 후 

모두 크롬 산화물 (Cr2O3)의 피크가 나타나며, 보라이드 첨가용액에서보다 기 용액

에서  뚜렷한 Cr2O3의 피크가 보여진다. 이는 기 용액에서 시험된 시험편의 표면에

서 크롬농도가 더 높았던 AES 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나, 본 XPS 분석에서는 보라

이드 첨가시 부식 항성을 증가시킨 것으로 추정되는 특정 산화물의 확인은 불가능

하 고, 추후 보다 체계 인 연구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4) 결론

- SSRT 시험을 통하여 첨가제가 Alloy 600의 응력부식균열 항성에 미치는 

향을 검토하 다. 40% NaOH 기 용액에서 입계 응력부식균열이 발생하 으나, 보

라이드 첨가시 본 연구의 시험조건에서는 응력부식균열이 발생하지 않아 보라이드

가 염기성용액에서 Alloy 600의 응력부식균열 억제 능력이 있는 것으로 단된다.

- 기  용액과 보라이드 첨가 용액에서 SSRT 시험후, AES와 XPS를 이용하여 시

험편 표면 분석을 실시하 다. 보라이드 첨가시 표면 근처에서 크롬농도가 감소 하

고, 산화막의 두께가 히 (1백분의 1 이하) 감소하 다. 이 결과로부터 보라이

드 첨가로 인해 Alloy 600의 부식 항성이 증가된 것으로 단된다.   

                                 

나. 기화학  특성치에 미치는 보라이드의 향

(1) 서론

재료의 응력부식균열은 기화학반응에 의존하며, 따라서 기화학  특성치의 

평가는 응력부식균열 거동의 지표가 될 수 있고, 그 기구와 련된 정보를 제공하

기도 한다. 기본 인 기 화학 특성치들은 분극곡선을 통해 얻어지며, 그 외에 재

료의 재부동태거동을 악하기 한 current decay 변화의 측정  분석, 산화막의 

특성을 악하기 한 impedance 측정 등이 응력부식균열과 련하여 수행되고 있

다. 본 연구에서는 기  용액 (40% NaOH)과 가항의 SSRT 시험에 사용되었던 첨가

제  몇 가지를 선정하여 첨가한 용액에서 기화학  분극측정(potentiodynamic 



- 339 -

polarization)을 실시하 다. 본 항목에서는 그 시험결과  그의 분석결과가 논의된

다.

(2) 실험방법

(가) 재료  시험편

기화학 분극측정에는 응력부식균열 평가 시험에서 사용된 것과 같은 3&4

호기 Archived 열  재료(Heat: 764534)를 사용하 다.  외경이 19.05 mm 두께가 

1.07 mm의 열 을 평평하게 상을 만든 후, 길이 10 mm, 비 5 mm (두께 1.07 

mm) 로 기계 가공하 다. 시험편은  0.05 μm까지 알루미나 분말을 이용하여 연마 

하 고 아세톤에서 음 세척을 실시하 다. 세척 후, Alloy 600 wire에 시편을  

용 하고, wire를 열수축 teflon tube로 연하 다. 

(나) 시험 장치  시험방법

분극측정은 Ni-80으로 만든 1 l 용량의 비순환형 (static) autoclave에서 실시되었

다. 실험에 사용된 기  극 (reference electrode)은 Ag/AgCl (sat'd KCl) 고 

autoclave 자체를 상 극 (counter electrode)로 사용하 다. 315°C 40% NaOH 용액

을 기  용액으로 하 고 첨가제는 Table 3.2.4.a2의 SSRT 시험에 사용된 용액 , 

CeO2 (세륨 옥사이드)와 세륨 보라이드, 그리고  NiB (니 보라이드)를 첨가제로 사용하

다.  측정 , 24시간 동안 고순도 질소로 탈기를 실시하여 용존산소를 제거 하 다. 분

극측정에는 EG&G 사 potentiostat (Model 273A)를 사용하 고, -1.5 V (vs. OCP, 부식 )

에서 30분간 처리하여, 공기  생성된 표면 산화피막을 제거하 다. 측정은 -1.5 V (vs. 

OCP)에서 +1.5 V (vs. OCP)까지 1 mV/sec의 속도로 실시하 다. 

(3) 부식 류 도  분극 항 계산 

본 연구에서는 측정된 분극 곡선들로부터 부식 류 도와 분극 항(polarization 

resistance)을 계산하여 첨가제의 향분석에 이용하 다. 본 항에서는 부식 류 도 

 분극 항 계산의 이론  배경이 설명된다.

(가) 부식 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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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식 류 도계산은 4 법(four point method)을 사용하 다. 4 법은 Jankowski와 

Juchniewicz[7]에 의해 제안된 방법으로서 부식  근처에서 얻어진 류 도값들을 

이용하여 부식 류 도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인가된 류, i,의 변화에 한 재료의 활성화분극, η,의 변화는 Butler-Volmer 식

으로 표 된다.[8]

  
                                             (1)

             f= Fn/RT

여기서 i0은 exchange current density, α는 transfer coefficient, F는 Faraday constant, 

n은 number of equivalents exchanged, R은 gas constant, T는 온도이다. 식 (1)에서 활

성화 분극 η를 양극과 음극반응에 해 표시하면,

       


   


                                     (2)

βa와 βc는 logarithmic Tafel 상수로 일반 으로 사용되는 Tafel 상수와는 다음 

계를 갖는다.

βa = ba / ln(10), βc = bc / ln(10)                                     (3)

Fig, 3.2.4b.6에 4 법을 이용한 부식 류 도 결정에 이용되는 값들을 보여 다. 

이 방법을 이용할 때 첫 번째로 부식  근처에서 단지 한 의 양극과 음극반응

만이 지배 으로 일어난다고 가정한다. 상업용 합 의 경우 다양한 합 원소로 구

성되기 때문에 실제로 환경 에서 많은 반응들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 분극측정

에서 얻어진 곡선으로부터 각각의 반응에 응되는 값들을 악할 수 없고 Alloy 

600 합 과 같은 니 기 합 에서는 주성분이 (70% 이상) 니 이기 때문에 니 의 

반응이 지배 으로 일어난다고 가정한다. Fig, 3.2.4.10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부식

 (Ecorr) 근처에서 ΔE를 결정하면 4개의  값, ΔE, -ΔE, Δ2E, -Δ2E,이 결정된

다. 분극곡선으로부터 4개의  값에 응되는 4개의 류 도 값, I1, I2, I-1, I-2,

을 결정하여 부식 류 도를 구한다. 부식 류 도, icorr,를 결정하는 식은 다음과 같

다.



- 341 -

식 (2)의 ia와 ic를 각각 x와 y라 하면

 


  


                                 (4)

I-2 = icorr (y-2 - x-2)

I-1 = icorr (y-1 - x-1)

I1 = icorr (x - y)

I2 = icorr (x2 - y2)                                            (5)

한 식 (5)로부터

I1I-1 = (icorr)2 ( xy-1 + x-1y - 2)

       (I2I-2/I1I-1) = ( xy-1 + x-1y + 2)                                (6)

식 (6)으로부터 4개의 류 도값을 이용하면 부식 류 도, icorr,는 다음식으로 

결정된다.

             


                                      (7)

 다음 계식을 이용하면




 











                     (8)

 





                                                        (9)




 


                                                (10)

두 Tafel 상수 값의 조화평균 B는 ΔE와 4개의 류값으로부터 결정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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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각각의 logarithmic Tafel 상수는 다음 식으로 얻을 수 있다.

 

 









                                         (12)

  


                                                          (13)

  

 









                                         (14)

Tafel 상수 b는 logarithmic Tafel 상수 β와 b=β ln(10)의 계를 가지므로

 











                                         (15)

  











                                        (16)

(나) 분극 항

분극 항은 선형분극법(linear polarization method)에 의해 결정된다. 부식  근

처의 수 mV 정도 이내의  역에서는 측정된 정류 도 값과 값이 근사

으로 선형 계를 갖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Stern과 Geary[9]는 이러한 선형 계를 

이용하여 부식 류 도를 구하는 방법을 제안하 다. Exponential 함수는 다음과 같

이 Talyor 수로 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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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x<∞                                  (17)

식 (17)의 Talyor 수를 이용하여 식 (1)을 개한 뒤, ΔE가 작은 값이므로 이차

항이상을 소거하면,

   







  







  




                                         (18)

식 (18)에서 ΔE/i를 분극 항, Rp,로 정의하면 icorr은 Tafel 상수의 조화함수 B와 극

항의 함수로 나타난다.

 


                                                             (19)

선형분극법에서는 분극 항만 결정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부식 류 도를 구하

기 하여 앞에서 논의된 4 법에서 구해진 Tafel 상수의 조화함수 B값을 이용하

다.

(4) 결과  고찰

(가) 분극 곡선

측정된 분극 곡선들을 Fig. 3.2.4.11에서 Fig. 3.2.4.15까지 나타내었다. 결과의 재

성을 확인하기 하여, 각 조건에서 2번 이상 분극곡선을 측정하 다. 먼 , 분극

곡선으로부터 얻어지는 기본 인 특성치 의 하나인 부식  (OCP, open circuit 

potential)를 살펴보면 시편에 따라 상당히 scatter되는 결과를 얻었다. 이는 기 극

으로 사용된 Ag/AgCl 극에 의한 것으로 단된다. 시험용액의 압력이 높기 때문

에 약간의 시험용액이 기 극으로 침투하여 기  극의  값을 변화시킨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Fig. 3.2.4.11에서 Fig. 3.2.4.15에서 분극 곡선들을 각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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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에서 얻어진 부식 를 기 으로 비교하 고, 각 조건에서 곡선들이 좋은 재

성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의 기 극에 의한 부식 의 오차에 

한 해석이 타당함을 보여주며, 이 비교에 근거하여 측정에서 얻어진 곡선들이 유

효한 것으로 단하 다.

     

(나) 부식 류 도  분극 항

측정된 분극곡선상의 류 도 값과 4 법을 이용하여 결정한 부식 류 도와 

Tafel 산수의 조화 평균값을 각각 Table 3.2.4.3 과 Table 3.2.4.4에 나타내었다. 4 법

을 이용한 계산에서  양극과 음극 각각의 Tafel 상수결정은 불가능하 다. 부식 류

도와 Tafel 상수의 조화함수 결정은 식 (7) 과 (11)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2개의 

류 도 값들이 사용되는 반면 양극과 음극 Tafel 상수 결정은 단 하나의 류 도 

값 [I1 - 식 (12)와 (14)]에 의해 계산되며, 실험 으로 결정되는 I1이 이론 인 Tafel 

거동 곡선을 벗어날 경우 큰 오차를 갖는 Tafel 상수값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실제 

계산 결과 양극과 음극 Tafel 상수값들이 수 100%의 오차를 보여 본 연구에서는 그 

결과를 무시하 다.

Fig. 3.2.4.16에 gage부의 SEM 사진과 함께 부식 류 도를 그래 로 나타내었다. 

입계 응력 부식균열이 찰된 기 용액과 CeO2 첨가 용액에서 21 ~ 33 mA/cm2 정

도의 큰 부식 류 도가 얻어진 반면, 입계 응력 부식균열이  찰되지 않은 

CeB6와 NiB 첨가 용액에서는 각각 2.5와 1.7 mA/cm2
로 10분의 1 정도의 작은 부식

류 도 값이 얻어졌다. 증기발생기 2차측 Alloy 600의 응력부식균열은 속의 용

해반응에 의한 것이며[1], 그 기구는 slip/dissolution 모델[10]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모델에서 응력부식균열 항성을 평가하는 기화학  특성치는 재부동태

화 속도(repassivation rate)로서 깨어진 표면 산화피막에서 재부동태 되는 속도를 측

정하여 얻어진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부식 류 도는 실제로 의 재부동태화 속

도와는 다른 특성치이기 때문에 의 slip/dissolution 모델에 근거하여 응력부식균열 

거동을 논의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부식 류 도가 일정용액에서 재료의 부식에 

한 항성을 나타내는데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315°C NaOH 용액에서 CeB6와 

NiB의 첨가로 Alloy 600의 부식에 한 항성이 증가된 것으로 생각되며, 이 부식

항성의 증가로 인해 응력부식균열이 억제된 것으로 생각된다.

Fig. 3.2.4.17에 분극 항 계산 를 보여 다. 부식  (OCP)를 기 으로 하여 3

가지  범 [(a) -10mV ~ + 10mV, (b) -15mV ~ +15mV, and (c) -20m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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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mV] 에서 계산하 다. 그 결과를 Fig. 3.2.4.18에 나타내었다. 분극 항값들은 

±20mV 범 내에서 범 에 계없이 같은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큰 부식 류

도를 보인 기 용액과 CeO2 첨가 용액에서 2 Ω/cm2
의 낮은 분극 항을 보 고,  

작은 부식 류 도를 보인 CeB6와 NiB 첨가 용액에서는 큰 항이 얻어져, 부식

류 도에서와 같이 CeB6와 NiB 첨가 용액에서 부식 항성이 높은 것을 보여 다.  

(5) 결론

- Alloy 600의 기화학  특성치를 얻기 하여 분극측정을 수행하 다. 얻어진 

분극곡선과 4 법을 이용하여 부식 류 도를 계산하 다. 계산 결과, 입계 응력 부

식균열이 찰된 기 용액과 CeO2 첨가 용액에서 큰 부식 류 도가 얻어진 반면, 

입계 응력 부식균열이  찰되지 않은 CeB6와 NiB 첨가 용액에서는 10분의 1

정도의 작은 부식 류 도 값이 얻어졌다.

- 부식  근처에서 분극 항을 계산한 결과, CeB6와 NiB 첨가 용액에서 큰 분

극 항이 얻어졌다.

- 보라이드의 첨가로 인해 40% NaOH 용액에서 Alloy 600함 의 부식 항성이 

향상되며, 그로 인해 부식응력부식균열 항성이 증가된 것으로 단된다.

다. 억제제로서 보라이드의 원자력발 소 용성 검토

(1) 서론

부식억제제 후보 첨가 물질의 장에의 용성은 주로 Model boiler를 이용해서 

평가되어 왔다.[11] 한 실제 발 소에 용한 후 그 인출 의 괴검사를 통하여 

억제제 후보의 억제성능을 평가하기도 한다.[2] 억제제의 장 용성 평가시, 가장 

요하게 다루어지는 억제제 후보의 용해도와 sludge로 채워진 열 과 열  지

지 사이의 틈새에의 침투여부이다. Ringhals 발 소 3호기의 경우 인출  마지막 

사이클 4 개월 동안 TiO2 (아나타제타입) 을 1 ppb 농도로 주입하 고, 인출 후, 틈

새 부분의 표면분석을 실시하 다. 분석결과, 틈새에서 Ti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고, 

그 이유를 낮은 용해도와 틈새에의 침투 불가능성을 들어 설명하 다.[2] 모델보일

러 테스트의 경우, 틈새 슬러지 모사는  틈새에 마그네타이드 (Fe3O4)등을 채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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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으로 이루어지나, 실제 환경과 얼마나 가까운 모사가 이루어졌는지에 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억제제 후보의 용해도 에서 실제 원자력발

소 환경와 유사한 환경으로 시험 용액을 비하여 억제제 장 용성을 평가하

다. 본 항에서는 그 결과가 논의된다.

(2) 실험방법

가항의 응력부식균열에 미치는 보라이드 항목에서와 같은 재료와 시험편을 사용

하 다. NaOH 용액 신에 315°C 암모니아 용액을 기  용액으로 사용하 다. 암

모니아는 AVT(All volatile treatment) 처리시 사용되는 첨가제 의 하나이다.[12] 실

제 원자력 발 소 환경과 유사하게 하기 하여 용액의 pH를 상온에서 9.5 ~ 9.7정

도가 되도록 암모니아를 주입하 다. 기 용액에 각각 세륨보라이드와 니 보라이

드를 첨가한 용액에서 가항에서와 같이 SSRT 시험을 수행하 다. 이 조건에서는 

NaOH 용액에서 보다 응력부식균열이 일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3 x 10-7/s의 인장속

도로 시험을 실시하 다. 암모니아의 경우 탈기시 휘발되어 없어질 가능성이 있고 

한 aerated 조건에서 응력부식균열이 더 잘 발생하기 때문에, 시험 에 질소 탈기

를 실시하지 않고 aerated 조건에서 시험을 실시하 다. 시험 후, 시험편의 면  

gage부 표면을 SEM으로 찰하 고, AES를 이용하여 gage부에 생성된 표면 피막을 

분석하 다.

(3) 결과 

Fig. 3.2.4.19에 SSRT 시험에서 얻어진 stress-strain 곡선을 나타내었다. 니 보라이

드 첨가 용액의 경우, 25%정도의 인장시 데이터 기록장치의 고장으로 기록이 지

되었다. 단된 시편 길이를 비교한 결과, 3 가지 조건에서 거의 차이를 보여주지 

않았다. 40% NaOH 용액에서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응력부식균열의 정도가 작기 때

문에, 인장곡선에서 그 향이 거의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단된다.

SSRT 시험 후, 시험편들의 면과 gage부 표면을 SEM으로 찰하 다. 3개의 

용액조건에서 시험된 시험편 모두 면에서는 응력부식이 거의 찰되지 않았다. 

gage 부분의 SEM 사진을 Fig. 3.2.4.20에서 비교된다. 기  암모니아 용액의 경우, 

길이 수 백 μm 정도의 작은 입계 균열들이 찰되고 있으나, 두 가지 동류의 보라

이드를 첨가한 용액에서는 균열이 찰되지 않았다. Fig.3.2.4.21에 AES 분석으로 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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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 깊이 방향의 표면피막조성을 비교하 다. 먼 , 피막의 조성을 비교할 때, 기

용액과 보라이드첨가 용액사이에서 거의 차이 을 찾을 수가 없다. 그러나, 산화

피막의 두께를 비교하면 그 차이가 뚜렷이 나타난다. Fig. 3.2.4.22에 표면피막두께를 

그래 로 나타내었다. 보라이드 첨가시, 피막 두께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NiB 첨가시 가장 작은 깊이의 산화피막이 형성됨을 보여 다. 

(4) 고찰 

본 연구에서 Alloy 600의 2차측 응력부식균열 억제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단된 

보라이드는 용해도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Table 3.2.4.5에 몇 가지 용액에서 보라

이드들의 용해도를 비교하 다.[13,14] 물의 경우, NiB는 분해되지만, CeB6나 FeB는 

용해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가항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보라이드가 부식

과 응력부식균열에 한 항성을 향상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표면분석에서는 련

된 이온이 ( : CeB6의 경우 Ce) 검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보라이드 첨가시 부식  

응력부식균열거동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에 근거하여 보라이드들이 40% NaOH 용

액에 용해되는 것으로 단하 다. 암모니아 용액에서도 마찬가지로 표면 SEM 사

진과 AES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보라이드가 암모니아 용액에 용해된 것으로 단된

다. 그러나, 재까지 정량 인 용해의 정도에 해서 평가할 결과는 얻어지지 않았

다. 장 용성과 련하여 용해도와 함께 검토되어야할 sludge를 통한 억제제의 침

투여부 평가는 추후 검토될 정이다. 

(4) 결론

- pH (상온) 9.5 ~ 9.7의 암모니아 용액에서 SSRT 시험을 통하여 보라이드의 용

해여부를 평가하 다. AES 분석에서 피막두께의 차이가 나타났고 한 응력부식균

열이 보라이드 첨가 용액에서 억제되었으므로, 원자력발 소 2차측 환경에서 보라

이드가 용해될 것으로 단된다.

- 보라이드의 장 용성은 추후 sludge 침투여부의 실험  결과 분석이 이루어

진 뒤에 종합 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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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Ni   Cr  Fe  Ti   Al    Mn    Si  Co  Cu  N   B P   S

0.026   72.4    16.81    9.01    0.36    0.16    0.83    0.33   0.01    0.01 0.018    0.001    0.007     0.001

C Ni   Cr  Fe  Ti   Al    Mn    Si  Co  Cu  N   B P   S

0.026   72.4    16.81    9.01    0.36    0.16    0.83    0.33   0.01    0.01 0.018    0.001    0.007     0.001

(A)  Reference          (B)   Ce (C) B               (D)  Boride
solution

40% NaOH CeO2 H3BO3 CeB6
[Ce 4+]               [B(OH)4

-]

(CH3COO)3Ce        Na2B4O7 NiB
[Ce 3+]              [(B4O7)2-] 

FeB

In Groups B,C, and D the chemicals were added into the reference solution.

(A)  Reference          (B)   Ce (C) B               (D)  Boride
solution

40% NaOH CeO2 H3BO3 CeB6
[Ce 4+]               [B(OH)4

-]

(CH3COO)3Ce        Na2B4O7 NiB
[Ce 3+]              [(B4O7)2-] 

FeB

In Groups B,C, and D the chemicals were added into the reference solution.

Solution                                                  40% NaOH

Additive              No (reference)             CeO2 CeB6 NiB

Corrosion                   18.7                      47.9      2.3                          2.2
Current 
Density                      20.2                       18.3    2.7                          1.2
(mA/cm2)                  

25.1

Avg.                        21.3                       33.1   2.5                          1.7

Solution                                                  40% NaOH

Additive              No (reference)             CeO2 CeB6 NiB

Corrosion                   18.7                      47.9      2.3                          2.2
Current 
Density                      20.2                       18.3    2.7                          1.2
(mA/cm2)                  

25.1

Avg.                        21.3                       33.1   2.5                          1.7

Table 3.2.4.1.  Chemical compositions of Alloy 600 (wt%)

Table. 3.2.4.2. Four groups of test solutions

Table 3.2.4.3.  Corrosion current densities of Alloy 600 calculated by the four point 
method in 315°C NaOH solutions with and without addi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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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ution                                                      40% NaOH

Additive              No (reference)             CeO2 CeB6 NiB

B                            21.3                      7.6 2.5                          33.1

Solution                                                      40% NaOH

Additive              No (reference)             CeO2 CeB6 NiB

B                            21.3                      7.6 2.5                          33.1

Aqueous solution              CeB6 NiB FeB TiB2

Hot and cold water     insoluble (1) decompose (1) insoluble (1) NI (3)

Hydrochloric acid       insoluble (1) insoluble (2) soluble (2) soluble (2)

Sulphuric acid                 NI (3) insoluble (2)         insoluble (2) soluble (2)

Nitric acid                        NI (3) soluble (2)               soluble (2)       soluble (2)

(1) Information from Alfa Aesar, A Johnson Matthey Company [Al03].
(2) N.N. Greenwood, “The Chemistry of Boron” [Gr73]
(3) No information

Aqueous solution              CeB6 NiB FeB TiB2

Hot and cold water     insoluble (1) decompose (1) insoluble (1) NI (3)

Hydrochloric acid       insoluble (1) insoluble (2) soluble (2) soluble (2)

Sulphuric acid                 NI (3) insoluble (2)         insoluble (2) soluble (2)

Nitric acid                        NI (3) soluble (2)               soluble (2)       soluble (2)

(1) Information from Alfa Aesar, A Johnson Matthey Company [Al03].
(2) N.N. Greenwood, “The Chemistry of Boron” [Gr73]
(3) No information

Table 3.2.4.4.  Values of harmonic mean of Tafel constants, B, of Alloy 600 calculated 
by the four point method in 315°C NaOH solutions with and without 
additives

Table 3.2.4.5.  Solubility of the bori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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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4.1.  Shape and dimensions of the test sample employed

Fig. 3.2.4.2. Some examples of the stress-strain curve obtained from the SSRT t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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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4.3. SEM micrograph of fracture surface of a sample strained in 40% NaOH 
solution at 315°C.  On the sample IG cracks were observed along the 
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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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4.4. SEM micrograph of fracture surface of a sample strained in reference 
solution + (a) CeO2, (b) (CH3COOH)3Ce, and (c) H3BO3 at 315°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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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4.5. SEM micrograph of fracture surface of a sample strained in reference 
solution + (a) CeB6, (b) NiB, and (c) FeB at 315°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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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4.6. SEM micrographs of gage surface of samples strained in (a) 40% NaOH 
solution (reference solution), (b)  Group B (Ce), (c) Group C (B), and (d) 
Group D (borides) at 315°C.  White arrows indicate IG cra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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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4.7. AES depth profiles of samples exposed for 5days to (a) 40% NaOH 
solution (reference solution), (b)  CeB6, and (c) NiB containing solutions 
at 315°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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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4.8. Depth composition profiles for Alloy 600 surface films exposed at 285°C 
in pH 10 water for 168 hrs (a) 3.0 g O2/kg H2O,  (b) 0.15 mg O2/kg 
H2O, and (c) 0.005 mg O2/kg H2O. [McIntyre et al, J. of Electrochemical 
Society, Vol. 126, No. 5 (1979), p. 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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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4.9. Narrow scan XPS depth spectra of samples exposed for 5 days to 40% 
NaOH solution (reference solution), CeB6, and NiB containing solutions at 
315°C  (a) before cleaning and (b) after clea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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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4.11. Polarization curves of Alloy 600 in 40% NaOH solution at 20°C

Fig. 3.2.4.12. Polarization curves of Alloy 600 in 40% NaOH solution at 315°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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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4.13. Polarization curves of Alloy 600 in 40% NaOH + CeB6 solution at 315°C

Fig. 3.2.4.14. Polarization curves of Alloy 600 in 40% NaOH + NiB solution at 315°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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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4.15. Polarization curves of Alloy 600 in 40% NaOH + CeO2 solution at 315°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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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4.16.  The values of corrosion current density in the various solutions along 
with SEM micrographs of the gage surfaces in the same solutions 
showing the presence or absence of IG cra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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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4.18.  The values of polarization resistance of Alloy 600 in various sol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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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4.19. Stress-strain curves obtained from the SSRT tests in ammonia solutions 
with and without bori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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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4.20. SEM micrographs of the gage lengths of the samples tested in (a) the 
reference solution (NH3, pH = 9.5) (b) Ref. + 2g/l CeB6 (pH = 9.7), and 
(c) Ref. + 2g/l NiB (pH =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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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4.21. AES depth profile of the surface oxides on the samples tested in the 
315°C ammonia sol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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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부식손상에 한 장수명화/미래형 재료기술개발

1. 합 원소 첨가에 의한 니 기 합 의 개량기술개발

가. 서론

가압경수로형 증기발생기 열  재료는  기 오스테나이트 계 스테인 스강이 

사용되다가 Alloy 600으로 바 었고, 새로 개발된 Alloy 690이 1985년부터 체 증

기발생기 열  재료로 사용되기 시작하 다. Alloy 690 열 을 사용한 상업운

 원자력발 소에서는 응력부식균열과 련된 열화가 아직 보고되고 있지는 않

다.[1] 그러나 과거 새로운 재료로 교체된 후 부식과 련된 문제가 보고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는 과 납유기 응력부식균열 (PbSCC)에 Alloy 690이 더 민감

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고려하면, Alloy 690 열 에서도 응력부식균열에 의한 

열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합 개발의 한 분야로서 첨가원소가 재료의 응력부식균열 

항성에 미치는 향 평가를 시도하 다. 기 재료로서는 재 열 재료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고, 응력부식균열의 발생 조건이 잘 알려진 Alloy 600을 사용하

다. 첨가원소로 세륨 (Ce)을 선정하 다. Wolff는 Fe-Cr-Al 합 에 Ce를 소량 첨가시 

고온 산화특성이 향상된다는 실험 결과를 보고하 다.[2]  Arenas등은 상업용철강재

료에 Ce를 표면 흡착시킬 경우 염기성용액에서 부식 특성이 향상되는 결과를 얻었

다.[3]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Ce가 재료의 부식특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보여

다. 본 연구에서는 Alloy 600에 Ce를 미량 첨가한 모델 합 을 제작하여 Alloy 600

의 미세구조 변화  응력부식균열 항성에 미치는 Ce 첨가의 향을 평가하 다.  

나 실험방법

(1) 실험재료

본 연구에서는 99.90%의 Ni, 99.48%의 Cr, 99.93%의 Fe  고순도의 Ce를 사용

하여 진공유도용해로(Vacuum Induction Melting, VIM)로 Ce를 첨가하지 않은 기  

합 (600CE0)과 미량의 Ce를 첨가한 모델 합 (600CE4)를 제작하 다. 용해한 ing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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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표면 가공을 수행하여 1250°C에서 135분간 유지한 후, 7 mm까지 열간 압연을 

실시하 다. 이 열연 의 표면 산화층을 산세 공정 (H2O:HNO3:HCl:H2O2 - 3:2:2:1 비

율)을 통하여 제거한 후, 최종 두께가 1.5mm가 되도록 냉간 압연을 실시하 다. 이

와 같이 제조한 합 의 조성을 Table 3.3.1.1에 나타내었다.

(2) 미세조직 찰

두 합 의 열처리에 따른 결정립의 크기 변화를 조사하기 하여 900~1100°C의 

온도 범 에서 30분간 두 합 의 시험편을 용체화 처리 (solution annealing) 하 다. 

두 합 의 시험편을 나이탈 (nital) 용액에서 DC 4.5V로 30 간 해 에칭한 후, 얻

어진 학 미경사진으로 선분석법(linear intercept method)을 이용하여 평균 결정립 

크기를 결정하 다. 600 합 에 한 TT (Thermal Treatment) 처리는 SCC 항성 향

상을 한 최 의 입계 탄화물을 석출시키는 열처리로 알려져 있다.[4] 본 연구에서

는 704°C에서 1~96시간동안 두 모델 합 을 열처리하여 탄화물 석출에 미치는 열처

리 시간의 향을 조사하 다. 

열처리한 시편을 2% 로마인 (2% bromine + 98% methanol)에서 에칭한 후, 

SEM (Scanning Electron Microscope)을 이용하여 입계  입내에 석출된 탄화물을 

찰하 다. 한 입계  입내의 탄화물의 조성과 결정 구조는 Carbon replica 방법[5]

으로 석출물을 추출하여 TEM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 JEOL JSM-2000FX)

의 EDX (Energy Dispersive X-ray Spectroscopy, Oxford Link ISIS-5947)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입계에서 탄화물 석출로 인한 Cr 고갈 역의 Cr 농도 분석을 하여, 

TT 처리한 시편을 약 80㎛까지 기계 연마  polishing한 후, φ3mm disk로 펀칭하여 

60% methanol + 36% bothylcellosolve + 4% perchloric acid의 혼합 용액에 -10°C, DC 

20V, 45~55mA의 조건으로 jet polishing하여 TEM의 EDX로 탄화물 주변의 Cr 농도

를 측정하 다.

(3) 인장 시험

상온에서 INSTRON 8872 모델의 인장 시험기를 이용하여 cross head speed 

2mm/min의 속도로 인장 시험하 다. 시편은 표  거리 (gauge length)가 25mm, 표

부의 두께  폭을 각각 1.5mm, 4mm로 방  가공하여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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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응력부식균열 시험

SCC 시험은 U-bend 시편으로 315°C, 40% NaOH 수용액에 용량이 2ℓ인 Ni 200 

재질의 static (비순환형) autoclave에서 수행하 다. Fig. 3.3.1.1에서 보여지는 U-bend 

시편은 ASTM G30-79에 근거하여 약 8%의 변형이 인가되도록 제작하 다. 이 때, 

U-bend 시험편의 바깥쪽 표면에서의 총 변형량 (total strain, ε)은 다음의 식으로 계

산할 수 있다.[6]

ε=T/2R (T≪R일 때)                                                      (1)

여기서, T는 시편 두께, R은 U-bend 외부의 반경이다. 제작한 U-bend는 총 변형

량은 7.9% 정도이었다.

U-bend 시편을 40% NaOH 수용액이 담긴 autoclave에 설치한 후, 용존 산소를 제

거하기 하여 고순도 질소를 1시간 동안 주입하여 탈기한 후, 최종 으로 cover 

gas로 5%H2 - 95%N2 혼합 가스를 주입하여 200 psi까지 가압하 다. U-bend 시편을 

이용한 SCC 시험에서는 상 으로 작은 응력이 시편에 인가되기 때문에, 균열 생

성을 진시키기 하여 EG&G사의 model 363 potentiostat/galvanostat를 사용하여 재

료의 부식 에 하여 200 mV (vs. OCP)의 를 시편에 인가하여 시험하 다. 

이 때, Ni wire를 기  극(reference electrode)으로, autoclave 몸체를 상  극

(counter electrode)으로 사용하 다.[7-9] 시험 온도에 도달한 뒤, 1시간 동안 유지하

여 용액의 온도를 안정화시킨 후, 를 시편에 인가하 고 각 실험 조건에서 각

각 2개의 U-bend 시편을 동시에 사용하여 비교 평가 실험을 하 다. 시험이 종료된 

후, U-bend 시편을 길이 방향으로 3등분하여 균열의 형상  균열 깊이, 균열 수를 

조사하 다.

다. 결과  고찰

(1) 결정립 크기

Fig. 3.3.1.2는 두 합 을 900 ~ 1100°C의 온도 범 에서 30분간 용체화 처리하여 

결정립의 크기를 측정한 결과이다. 두 합  모두 열처리 온도 상승과 함께 결정립

의 크기가 증가하 으며, 미량의 Ce를 첨가한 600CE4가 상 으로 600CE0보다 결

정립이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600CE4의 결정립 미세화는 미량 첨가된 Ce의 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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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생각된다. Wang은 laser clad coating에서 Ce 첨가가 결정립 크기에 미치는 향

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10,11] Ce와 같은 희토류(rare earth) 원소들은 다른 

원소와 쉽게 반응하고 안정한 화합물을 형성하여 laser remelted zone이 결정화하는 

동안 결정립의 핵생성을 증가시키고 결정립 성장을 방해함으로써 코 층의 결정립

이 미세하게 된다고 추리하 다. 한 화학  활동도 때문에 핵생성에 필요한 구동

력이 작아 표면 장력(surface tension)과 계면 에 지(interfacial energy)를 일 수 있

어 결정핵의 수가 증가한다고 설명하 다. 더우기, O나 S와 반응할 수 있고 형성된 

화합물들 에서 일부는 불균일 핵생성 입자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요인들로 인하

여 핵생성 속도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래하게 되어 결정립이 더욱 미세하게 될 수 

있는 것이다.[11]

한편, Ce의 원자 반경은 1.83Å으로 원자 반경이 1.25Å인 Fe, 1.24Å인 Cr과 Ni 

원자에 비해 상당히 커서 고용체에 Ce가 존재하면 큰 격자 변형을 야기하여 에 지

가 증가하게 되므로 체 에 지(Helmholtz free energy)를 낮추기 해서는 Ce가 원

자 배열이 불규칙한 입계에 상 으로 많이 존재해야 한다.[10,12]  그러므로 Ce는 

입계에 부분 분포하게 될 것으로 기 된다. 한, 결정립이 성장하는 동안, Ce 원

자와 그 화합물들은 입계의 이동을 방해하여 결정립 성장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

다. 이로 인하여 결정립은 더욱 미세하게 된다. 이와 같이 600CE4의 결정립은 에

서 논의된 미량 첨가 Ce의 효과로 600CE0보다 미세하게 되는 것으로 단된다.

결정립 크기가 SCC 특성에 미치는 향을 배제하고 증기 발생기 열  합 에

서 평균 결정립 크기가 약 32㎛ 이상이 되도록 요구되기 때문에 두 합 의 평균 결

정립 크기가 35㎛ 정도가 되도록 Fig. 3.3.1.2의 결과를 토 로 용체화 처리 온도와 

시간을 결정하 다.[13] 그 결과, 600CE0는 975°C에서 20분, 600CE4는 1010°C에서 

10분이었으며, 이 조건에서 처리하여 얻은 두 합 의 미세조직을 Fig. 3.3.1.3에 나타

내었다.

(2) 입계 탄화물 분석

증기 발생기 환경에서 Alloy 600의 SCC 항성은 입계에 석출된 탄화물의 크기

와 분포에 따라 달라지며, 입계 탄화물이 반연속 (semicontinuous)으로 석출하여 존

재할 때, 가장 높은 SCC 항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4] 1980년 부터 

증기 발생기 열  재료는 최 의 탄화물 분포를 얻기 하여 용체화 처리 후, TT 

처리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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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화물 분포에 미치는 Ce의 향을 평가하기 하여 용체화 처리 후 704℃에서 

1~96시간 동안 TT 처리하여 시간에 따른 탄화물의 분포를 조사하 다. Fig. 3.3.1.4

에 결정립계의 삼 에서 SEM으로 찰한 표 인 입계 탄화물 사진을 나타내었

다. 1시간 동안 TT 처리한 Fig. 3.3.1.4 (a)와 (e)에서는 탄화물이 입계에 얇고 불균일

하게 석출하고 있다. TT 처리 시간이 길어질수록 입계 탄화물의 크기가 조 해지며 

균일해진다. 이와 같이 TT 처리 시간에 따라 입계 탄화물의 석출 경향은 변화하게 

된다. 이를 정량화 하기 하여 입계 탄화물의 Coverage, 길이  두께의 변화를 

Fig. 3.3.1.5에 나타내었다. 여기서 입계 탄화물의 Coverage는 체 입계 탄화물의 길

이를 체 결정립계의 길이로 나 어 결정한 값이다. Alloy 600의 PWSCC 항성을 

측정하는 인자로 입계 탄화물 Coverage가 이용되기도 하므로, 본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입계 탄화물 Coverage를 염기성 분 기에서 SCC 항성을 측정하는 인자로 

용하 다.[15]

Fig. 3.3.1.5 (a), (b)에서 600CE4의 입계 탄화물의 Coverage와 길이는 TT 처리 시

간에 따라 증가하 으며, 15시간에서 최  값을 나타내다가 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편, 600CE0의 입계 탄화물 Coverage는 600CE4와 마찬가지로 15시간

에서 최  값을 보이며, 입계 탄화물의 길이는 지속 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 

Fig. 3.3.1.5 (c)의 입계 탄화물의 두께는 두 합  모두 TT 처리 시간에 따라 지속

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Fig. 3.3.1.5 (d)의 입계 탄화물의 수를 보면 두 

합 에서 약간 다른 경향을 나타내지만 뚜렷한 차이는 찰되지 않았다. 600CE0는 

TT 처리 시간에 따라 진 으로 감소하는 반면, 600CE4는 뚜렷한 변화를 나타내

지 않았다.

두 합 을 통상 수행하는 TT 처리 시간이 15시간일 때, 입계 탄화물의 분포를 

비교하면 600CE4의 Coverage와 길이가 각각 10%, 0.11㎛ 정도 증가되었으며, 입계 

탄화물 두께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 지만 TT 처리 시간이 짧은 1시간일 

때는 두 합 의 입계 탄화물 분포는 더욱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600CE4는 TT 처

리 시간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600CE0에 비하여 상 으로 빠르게 입계 탄화물이 

석출하고 있다. 결과 으로 Ce가 미량 첨가된 600CE4가 입계 탄화물의 석출이 빠르

고, 석출량 한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Ce은 입내보다는 원자 배열이 불규칙한 입계에 많은 

양이 분포하게 될 것으로 기 된다. 이와 같이 입계에 상 으로 많이 존재하는 



- 375 -

Ce으로 인하여 Watanabe[12]는 탄화물 석출에 필요한 고에 지 site를 제공할 수 있

다고 설명하 다. 본 연구에서도 미량 첨가된 Ce이 입내보다는 입계에 상 으로 

많이 분포하여 입계 탄화물을 보다 빠른 시간에 석출시키고, 많은 양의 탄화물을 

반연속 으로 석출시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통상 으로 600 합 의 IGSCC 항성을 향상시킬 목 으로 704°C에서 15시간 

TT 처리를 수행한다. 본 연구에서도 TT 처리를 15시간하 을 때 입계 탄화물 

Coverage가 높고 반연속 으로 분포하므로 SCC 시험에 사용하는 U-bend 시편을 이 

조건에서 열처리하여 시험하 다.

인코넬 합 에서 석출되는 탄화물은 pseudo hexagonal 구조인 Cr7C3나, FCC 구조

인 Cr23C7의 형태로 석출한다.[16] TT 처리후, TEM의 EDX를 이용하여 시편에서 석

출된 탄화물의 결정 구조와 조성을 조사하 다. 한 입계 탄화물에서 Ce의 검출 

여부도 함께 조사하 다. 

Fig. 3.3.1.6에 carbon replica 방법[5]으로 추출한 석출물의 TEM 사진을 나타내었

다. Fig. 3.3.1.6(a)와 (c)는 체 인 석출물의 TEM 사진이고, Fig. 3.3.1.6(b)와 (d)는 

화살표로 표시된 석출물의 결정 구조와 조성을 분석한 석출물의 TEM 사진과 회  

패턴을 함께 나타내었다.

Fig. 3.3.1.6 (a)와 (b)에서 600CE0은 입계 탄화물의 조성이 98.4wt% Cr, 1.6wt% 

Fe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회  패턴에서는 각각의 회 면에 상호 평행한 연속 인 

띠(streak)를 찰할 수 있다. 이것은 Cr7C3 탄화물에서 층 결함(stacking fault)에 의

해 나타나는 고유한 특징이다.[17] 화학 조성  회  패턴으로부터 입계 탄화물이 

Cr7C3 형태의 탄화물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이 형태의 탄화물은 matrix와 

특별한 계가 존재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 Fig. 3.3.1.6 (c)와 (d)에서 600CE4의 입계 

탄화물은 96.9wt% Cr, 2.0wt% Fe, 1.2wt% Ni 조성을 갖고 회  패턴 역시 Cr7C3 탄

화물에서 볼 수 있는 형 인 형태로 나타내고 있다. 미량 존재하는 입내 탄화물 

역시 Cr7C3 탄화물이었다. 그러나 입계 탄화물에서 Ce은 검출할 수 없었다. 이것은 

Ce가 입계 탄화물의 구성 성분이 아니거나 Ce 양이 TEM의 EDX의 검출 한계 이하

이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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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r 고갈

에서 언 된 바와 같이 탄화물은 부분 Cr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입계에 탄화

물이 석출하면 입계의 Cr 농도는 변화하여 입계를 따라 Cr 고갈 역이 형성된다. 

Cr 농도가 고갈되는 정도는 합  조성  열처리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Ce가 입계 

Cr 농도에 미치는 향을 TEM의 EDX로 입계 Cr 농도 변화를 조사하여 분석하

다. 한 첨가된 미량원소 Ce가 입계에 더 많이 분포할 것으로 기 되기 때문에, 입

계에서 Ce의 검출 여부도 조사하 다.

Fig. 3.3.1.7은 입계 탄화물로부터 200nm 정도 떨어진 치에서 입계를 가로지르

면서 Cr 농도를 측정한 지 의 TEM 사진을 나타내고, Fig. 3.3.1.8에는 측정한 Cr 

농도 변화를 나타내었다. 두 합  모두 입내의 Cr 농도가 17wt%로 비슷하 으며, 

입계 Cr 농도도 600CE0는 12.4wt%, 600CE4는 11.9wt%로 입내  입계의 Cr 농도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Fig. 3.3.1.5의 결과에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600CE4가 상

으로 많은 양의 입계 탄화물이 석출하 음에도 불구하고 입계의 Cr 고갈 정도

는 두 합 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한, Cr 고갈 역의 반가폭(Full Width 

at Half Maximum, FWHM) 역시 300nm 정도로 두 합 에서 Cr 고갈 역은 별다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 결과로 부터 Ce가 Cr 고갈 역에는 별다른 향을 미

치지 않는 것으로 단된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Ce이 결정립 미세화를 래하는 효과  원자 반경 차

이로 인하여 입계에 상 으로 많이 분포하는지 직 으로 Ce 검출 여부를 시도

하 다. 그러나 Ce를 입계 탄화물에서의 분석 시도와 마찬가지로 검출되지 않아 Ce

가 입계에 주로 분포하는지는 직 으로 찰할 수 없었다.

(4) 기계  특성

TT 처리한 두 합 을 상온에서 인장 시험을 하 다. Fig. 3.3.1.9에 두 합 의 응

력-변형률 곡선을 나타내었고, Table 3.3.1.2에는 Fig. 3.3.1.9에서 얻은 주요 인장 시

험 결과를 나타내었다. Fig. 3.3.1.9와 Table 3.3.1.2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두 합

의 항복 강도(0.2% offset Yield Strength, YS), 최  인장 강도(Ultimate Tensile 

Strength, UTS)  연신율(Elongation)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미량 첨가

된 Ce가 600 합 의 기계  특성에 미치는 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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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응력부식균열

U-bend 시편을 사용하여 315℃, 40% NaOH 수용액 환경의 autoclave에서 200mV

의 를 인가하여 30, 60시간 동안 SCC 시험을 실시하 다. 시험이 종료된 후, 

U-bend 시편을 길이 방향으로 3등분하여 단면의 균열을 찰하 다.

Fig. 3.3.1.10에 U-bend 단면에서 학 미경으로 찰한 균열과 SEM으로 면

을 찰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두 합  모두 균열이 입계를 따라 해 나가는 

형 인 입계응력부식균열(IGSCC)임을 알 수 있다. 한, 단면의 최  균열 깊이를 

측정하여 Fig. 3.3.1.11에 나타내었다. Fig. 3.3.1.10과 Fig. 3.3.1.11에서 시험 시간이 

30시간일 때, 600CE0는 이미 작은 균열이 발생하기 시작하지만 600CE4에서는 균열

이 발생하지 않았다. 60시간일 때는 두 합 에서 모두 크고 작은 균열이 발생하

으며, 각각 시험한 4개의 시편에서 발생한 최  균열의 평균 깊이를 측정하 다. 

600CE0는 1279㎛, 600CE4는 946㎛로 600CE0가 SCC에 더 민감한 것을 알 수 있다.

Table 3.3.1.3에는 U-bend 단면에서 찰한 균열을 바탕으로 평균 균열  속도, 

최  균열  속도, 균열 수를 정량화하여 SCC 항성을 평가하 다. 여기서, 모

든 균열은 학 미경 사진에서 100㎛ 이상의 것만을 취 하 다. 다만, SCC 시험

이 30시간일 때는 600CE0에서 각 시편당 한 개의 균열이 발생하여 최  균열  

속도만 나타내었다. 600CE4가 평균 균열  속도, 최  균열  속도, 균열 수

가 모두 작게 나타나 600CE4가 600CE0보다 SCC 항성이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한 균열이 발생하기까지 걸린 SCC 시험 시간  균열 수로부터 600CE0가 균열의 

개시가 빠르고 균열이 보다 쉽게 생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입계 탄화물이 2차측 환경에서 SCC에 미치는 향에 해서 

Yamanaka[18]는 입계 탄화물이 600 합 의 SCC 항성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요인을 화학 인 인자와 기계 인 인자로 나 어 제시하 다.

먼 , 화학 인 인자로는 입계 탄화물 자체의 불용성에 의해 SCC 에 한 

억제 효과, 입계 탄화물이 석출하면서 입계에 편석되어 있던 B, P 등의 불순물을 

탄화물에 흡착시켜 입계의 불순물 양을 감소시켜 입계 정화 효과[19], 입계 탄화물 

석출로 인한 입계 주변의 Cr 고갈 역 형성 등을 들었다.[18]

기계  인자로는 반연속 으로 석출된 입계 탄화물이  생성원으로 작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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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계에서의 응력 완화[20], 입계 탄화물에 의한 입계 미끄럼(sliding) 억제를 제시하

여 설명하 다.[18]

그는 와 같은 가설 에서 가장 주요한 효과로 입계 탄화물에 의한 입계 정화 

효과를 들었다. 용체화 처리시에 존재하는 B, P의 존재로 인하여 SCC가 심각히 발

생하 으나, TT 처리에 의해 Cr23(B,C)6[18], (MP)23C6[19]의 형태로 석출하면서 입계

를 정화시켜 SCC 항성이 향상된다고 설명하 다. 그러나 열처리 조건에 따른 불

순물의 편석 거동과 SCC 항성 사이의 계에 한 설명이 부족하 다.

한편, Airey[21]는 649~704°C 사이의 모든 TT 처리 조건에서 입계에 B, P가 편석

되어 있었으며, TT 처리에 의해 IGSCC 항성이 향상되어도 P는 항상 입계에서 검

출된다고 말하 다. 한 Thuvander 등[22]은 600 합 을 600°C에서 열처리하여

APFIM (Atom Probe Field Ion Microscopy)으로 분석한 결과 입계에서 P가 항상 검출

되는 것을 찰하 다. 본 연구에서는 Ni, Cr, Fe  Ce만으로 합 을 제조하 으나 

상용 Alloy 600에 비하여 B와 P가 각각 작게는 수 배, 높게는 수십 배 높은 함량을 

보 다. 한편, 600CE0와 600CE4의 P 함량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B의 함량은 

600CE4가 5배가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00CE4가 SCC 항성이 향상된 결과를 

나타내었다. 

용체화 처리 후 TT 처리에 의하여 입계에 편석된 B와 P가 입계 탄화물에 흡수

되는 입계 정화 효과로 SCC 항성이 향상되는 이론에 입각하면 TT 처리로 인하여 

SCC 항성이 향상되고, 입계 탄화물의 입계 정화 효과가 SCC 항성 향상에 기여

하는 인자라면 입계 탄화물이 많이 존재할수록 즉, 입계 탄화물의 Coverage가 높을

수록 그 효과 한 클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Brummer[20]는 입계 탄화물 석출에 의한 입계의 응력 이완 모델을 제시하

다. 균열에 미치는 향 에서 입계 탄화물의 석출 분포에 따른 미소 변형 차이

를 들었다. 입계 탄화물이  생성원으로 작용하여 Cr 탄화물 주변의 미세한 소

성 변형 역을 생성하여 균열 시 균열 선단을 무디게 하여 응력을 완화한다고 

하 다(Fig. 3.3.1.12). 이 때 의 움직임은 균열이 발생한 치와 입계 사이에서 

평면  배열을 하거나 축 되도록 제한된다. 

이러한 이론을 바탕으로 600CE0와 600CE4를 0.75%의 변형을 가한 뒤 TEM으로 

찰한 입계 탄화물에서의  생성 거동을 Fig. 3.3.1.13에 나타내었다. 두 합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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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입계 탄화물에서 평면 배열(planar array)을 하는 가 방출되는 모습을 뚜렷하

게 찰할 수 있다.

600CE0와 600CE4에 동일한 변형을 가했으므로  생성원이 은 600CE0가 

입계 응력 집 이 증가하게 된다. 이와 같은 응력 집 은 동일한 응력 부식 실험 

조건에서 SCC에 더 민감해진다. 600CE4가 600CE0에 비하여 입계 탄화물 Coverage

가 높으므로 입계 탄화물이  생성원으로 작용하여 균열 시 균열 선단을 무

디게 하여(crack blunting) 균열 선단에 걸리는 응력을 더욱 완화시킬 것이다. 이와 

같은 입계 탄화물의 높은 Coverage로 인하여 SCC 항성이 향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에서 논의된 탄화물 석출과 SCC 항성 향상에 한 이론들과 본 연구의 결

과를 검토하여 보면 입계 탄화물에 B와 P 등의 불순물이 흡수되는 입계 정화 효과

인지, 입계 탄화물에서  생성에 따른 응력 완화 효과인지 명확하게 결론지을 

수 없지만, 본 연구에서 SCC 항성이 향상된 원인을 의 두 가지 이론으로 모두 

설명 되어질 수 있다. 한편, 이 두 가지 효과는 모두 입계 탄화물에 련된 항목으

로 입계 탄화물의 석출 도와 한 계를 갖는다. 즉, 600CE4의 SCC 항성 향

상은 입계 탄화물이 반연속 이고, 높은 Coverage에 기인한것으로 단된다.

라. 결 론

본 실험에 사용된 재료는 SCC 특성에 미치는 여러 요인 에서 Ce만의 향을 

연구하기 하여 고순도의 Ni, Cr, Fe  미량의 Ce를 첨가하여 합 을 제조하 다. 

한 용체화 처리를 통하여 두 합 이 동일한 결정립 크기를 갖도록 미세 조직을 

제어하 다. TT 처리  SCC 시험시에 두 시편을 같은 온도와 동일한 환경에서 동

시에 시험하 으며, U-bend 한 동일한 변형량으로 제작하여 SCC 특성이 미치는 

변수들을 최소화하 다. 따라서, 두 합 에서 얻어진 특성치는 미량 첨가된 Ce의 

향만으로 나타나는 결과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1. 동일한 용체화 처리 조건에서 Ce 첨가로 인하여 결정핵의 증가, 결정립 성장 

방해하여 600CE4가 600CE0보다 결정립이 미세하 다.

2. 600CE4의 입계 탄화물 Coverage, 길이  두께가 TT 처리 시간을 변화시켜도 

600CE0보다 항상 증가된 경향을 보 다. 특히 TT 처리 시간이 짧은 경우에 600CE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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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많은 입계 탄화물이 상 으로 빠르게 석출하는 경향을 보 다.

3. SCC 시험에서는 Ce를 미량 첨가한 600CE4가 600CE0보다 평균 균열  속

도, 최  균열  속도, 균열 수가 모두 작게 나타나 SCC 항성이 더 크게 나타

났다. 

4. 600CE4는 용체화 처리 후 결정립 미세화  TT 처리 후 입계 탄화물의 

Coverage의 증가는 Ce 첨가 효과이고, 2차측 환경에서 SCC 항성 향상은 높은 입

계 탄화물의 Coverage에 기인한 것이다.

600CE4 합 에서의 Ce의 분포와 입계의 Ce이 탄화물 석출에 미치는 향에 

해서는 추후 연구가 더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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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
ls C Si Mn P Cr Ni Fe Co Ti Cu Al B Ce

600CE
0 0.03 0.07 0.003 0.024 16.12 74.42 9.06 0.007 0.005 0.003 - 0.006 0.003

600CE
4 0.03 0.12 0.002 0.018 16.15 74.36 9.04 0.007 0.005 0.002 0.02 0.03 0.04

0.2% offset YS (MPa) UTS (MPa) Elongation (%)
600CE0 212 (1) 677 (2) 40.4 (1.2)

600CE4 219 (2) 694 (1) 40.6 (0.2)

Test condition
Crack Growth Rate (㎛/hr) # of 

cracks/specimen1)
 Average Maximum

600C
E0

Solution : 
40% NaOH

Temp. : 
315oC
Potential : 
200mV

30h
r - 8.7 0.33

60h
r 4.32 22.3 36

600C
E4

30h
r NC NC NC

60h
r 3.81 17.1 26

 Table 3.3.1.1. Chemical compositions of the alloys used in this study(wt.%)

Table 3.3.1.2. Mechanical properties of model alloy 600

Table 3.3.1.3. Summary of the U-bend test conditions and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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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3.3.1.1. Dimensions of rectangular strip and stressed U-bended specimens (a) 
rectangular and (b) stressed U-bend. (unit :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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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2. Temperature dependence of grain size of the model alloys after solution 
annealing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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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3. Optical micrographs of model alloys after solution annealing              
(a) 600CE0 at 975℃ for 20min, (b) 600CE4 at 1010℃ for 10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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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4. SEM micrographs showing grain boundary carbides in 600CE0 after 
thermal treated at 704oC for (a) 1hr, (b) 15hr, (c) 48hr, (d) 96hr and 
600CE4 after thermal treated at 704oC for (e) 1hr, (f) 15hr, (g) 48hr, (h) 
96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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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5. Variations of the size and distribution of intergranular carbides precipitated 
in the model alloys with thermal treated time



- 388 -

   

   

Fig. 3.3.1.6. TEM micrographs and selected area diffraction pattern of the carbide 
precipitates of model alloy 600 after thermal treated at 704oC for 15hr: 
(a), (b) 600CE0 and (c), (d) 600CE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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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7. TEM electro beam trace across a grain boundary and between carbides of 
(a) 600CE0 and (b) 600CE4 after thermal treated at 704oC for 15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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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mal treated at 704oC for 15hr

Fig. 3.3.1.9. Stress-Strain curves of model alloy specimens determined at room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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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10. OM and SEM micrographs of cracks occurring in U-bend specimens 
tested in 40% NaOH solution at 315oC : (a), (c), (e) 600CE0 and (b), 
(d), (f) 600CE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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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12. Grain boundary carbides promoting crack blunting because of their 
effectiveness as a dislocation source [Br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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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13. Comparison of the dislocation motion in (a) 600CE0 deformed 0.75% and 
(b) 600CE4 after deformed 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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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errated 열처리에 의한 니 기 합 의 개량기술개발

가. Serrated 결정입계 형성 모델

Serrated 결정입계의 형성은 기본 으로 열처리 과정  발생하는 결정립 성장시 

결정입계의 이동 상과 결정입계 는 결정입내에 석출하는 석출물의 생성  성장

의 상호작용으로 일어나는 상이다. Serrated 결정입계 형성의 구동력과 기구에 

한 몇몇 연구들이 있었으나, 재까지 명확하게 밝 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serrated 

결정입계 형성에 한 몇 가지 모델을 살펴보기로 한다. 

i) 체 입계에 지 감소에 의한 형성[1]

석출물의 석출 기 직선형태의 결정입계에 상의 석출물이 비스듬히 석출하여

결정입계가 zig-zag형으로 발달하게 되는데, 이 경우 형의 입계를 따르는 것이 

체 입계면 을 이게 되므로 이에 따른 체 입계에 지의 감소가 형입계 형성

의 구동력으로 설명된다.

ii) 석출물 사이의 결정입계 이동에 의한 형성[2]

용체화-석출온도 구간을 서냉할 때, 결정입계에 1차 석출물이 핵생성되면 이들 

사이의 결정입계는 형의 형태로 이동하게 되고 이러한 이동입계가 결정입내의 미

세한 2차 석출물을 만나 더 이상의 이동이 어려워져 고착되어 결과 으로 형의 

입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iii) 석출물 이동에 의한 형성[3]

결정입계에 생성된 석출상은 모상과의 계면에서 정합 계를 이루고 결정입계에 

한 쪽은 부정합계면을 형성한다. 따라서 이 때 발생하는 계면에 지의 차이가 균

형을 이룰때 까지 석출물이 입계방향으로 성장하는 구동력을 갖게 되며 이러한 석

출물의 성장과 이동으로 형입계가 형성되는 것으로 설명된다. 

iv) 석출물의 비 칭  성장에 의한 형성[4]

입계 석출상의 성장시 용질원자의 이동이 체 확산(정합계면) 보다 결정입계(부

정합계면)를 따라 더 빠르게 일어나므로 석출상이 비 칭 으로 성장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석출상의 성장과 결정입계의 이동이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형입계

를 형성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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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실험방법

실험에 사용된 재료는 국내의 창원특수강 ((구) 삼미특수강)에서 제조된 Alloy 

690으로써, 가공율 74.3 %로 냉각가공 (cold pilgering)된 열 이다. 화학조성은 탄

소가 0.02 - 0.03 wt% 함유되어 있으며, 주요 속 원소의 함량은 재 국내 고리 1

호기 원자력발 소에서 실제 으로 쓰이는 재료의 조성과 거의 동일하다. 우선 이 

합 조성에서의 탄화물 용해온도 (혹은 용체화 온도)를 결정하 으며, 평균 결정립 

크기, 냉각온도  시간의 변화에 따라 형입계가 형성되는 정도 혹은 degree of 

serration을 찰하 다.

미세조직 찰은 학 미경, SEM (JEOL 5200, 사용 압 25 kV), 그리고 Oxford 

Link (Model ISIS-5947)가 부착된 TEM (JEOL 2000FX-II, 사용 압 200 kV)을 이용

하여 수행하 다.  결정립 크기 측정을 한 에칭용액은 10 % HNO3 + 90 % 메탄

올 (일명 nital) 이었으며, 에칭 압은 3 V, 그리고 에칭시간은 10 ~ 30  정도로 

하 다.  학 미경  SEM을 이용한 미세조직 찰, 특히 크롬탄화물 석출 거동

은 2 % bromine + 98 % 메탄올 용액으로 화학에칭된 시편을 이용하 다.  특별히 

입계 크롬탄화물의 석출 여부는 15 % H3PO4 + 85% 증류수 용액을 사용하여 약 3 

V에서 해에칭 방법을 사용하여 수행하 다.  TEM 찰을 해 두께가 약 60 ㎛ 

정도까지 시편을 연마한 후, 7 % HClO4 + 93 % 메탄올 용액을 이용하여 해연마

하 다. 용액의 온도는 -40 ℃이하로 하 고, 류가 약 50 mA가 되도록 압을 인

가하 다

다. 결과  고찰

(1) As-received Alloy 690의 미세조직 찰

Fig. 3.3.2.1(a)와 (b)는 as-received 시편의 횡단면  종단면에서 SEM을 통해 찰

되는 미세조직  크롬탄화물을 각각 보여주고 있는 데, tube 길이 방향, 즉 tube의 

rolling 방향을 따라 길게 늘어난 결정립들과 각 결정립 내에 냉간 가공  형성된

slip band들을 찰할 수 있다. 그리고 미세한 크기의 크롬탄화물이 주로 결정립 계

면을 따라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데, 이는 냉간 가공  크롬탄화물들이 tube

의 rolling 방향으로 배향된 결정립의 계면을 따라 석출되었음을 의미한다. Alloy 

690이 높은 IGSCC 항성을 갖게 하기 해서는 입내 크롬탄화물의 석출을 억제하

고 입계를 따라서는 잘 발달된 크롬탄화물의 분포를 갖도록 미세조직을 제어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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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한 평균 32 ㎛ 이상의 결정립 크기를 요구한다.[5] 이와 더불어, 형입계의 

형성을 히 조 하고 결정립계의 이동과 크롬탄화물 상호작용이 형입계 형성

에 미치는 상호작용을 이해하기 해서는 기존의 크롬탄화물을 사 에 모두 제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우선 pilgering된 시편에 존재하는 입내  입계 크롬탄화물을 

모두 용해시킨 후, 크롬탄화물이 결정립계를 따라 재석출되도록 한 열처리 조

건을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하여는 우선 시편의 주어진 화학조성에서 탄화

물 용해온도, 즉 용체화 온도를 알아야 한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용체화 온도를 

실험 으로 구하 다. 방법은 우선 1200 ℃의 고온에서 1시간 가량 열처리를 하여 

기존의 모든 입내/입계 크롬탄화물을 모두 용해시키고 난 후, 다시 이보다 낮은 여

러 온도에서 각각 1시간 가량 열처리를 하여 어느 온도에서 입계에 크롬탄화물이 

형성되는가를 찰하 다.  입계 크롬탄화물이 형성될 수 있는 최 온도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용체화 온도이다. Fig. 3.3.2.2(a), (b)는 각각 온도가 1105 ℃, 1108 ℃

에서 1시간 가량 열처리 하 을 때의 미세조직 사진을 나타낸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1105 ℃에서 열처리된 시편의 경우, 결정립계를 따라 크

롬탄화물이 찰되는 반면, 열처리 온도가 1108 ℃ 이상이 되면 어떠한 크롬탄화물

도 찰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합 의 용체화 온도는 약 1106 - 1107 ℃ 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용체화 온도를 구한 후, 이 시편에의 정 결정립 크

기를 얻기 하여 온도에 따른 결정립 성장 거동을 조사하 다. Fig. 3.3.2.3(a)는 한 

로써, pilgering된 시편을 1130 ℃에서 20분간 열처리하 을 때의 결정립 

morphology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Fig. 3.3.2.3(b)는 열처리 온도와 시간의 변화에 

따른 결정립 크기의 변화를 나타내는 도표이다. Fig. 3.3.2.3(b)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결정립 성장 거동은 열처리 시간에 한 power law를 만족시키며, 한 결정

립 성장 혹은 결정립 계면 이동은 thermal activation process로써 Arrhenius equation을 

잘 따르고 있음을 보여 다.[6] 한 결정립 성장 거동은 동일한 온도에서의 열처

리 시간 변화보다는 열처리 온도 자체의 변화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잘 

보여 다.

(2) 형입계 형성에 미치는 여러 변수들의 향

Fig. 3.3.2.4(a)와 (b)는 Alloy 690에서 흔히 찰되는 입계 크롬탄화물의 TEM 명

시야상(bright field image)  제한시야 회 도형(selected area diffraction pattern, 

SADP)으로써, SADP 분석 결과 Alloy 690에 존재하는 입계 크롬탄화물은 모두 

chromium-rich(Cr-rich) M23C6로 확인되었다. Cr-rich M23C6는 모재(Alloy 690)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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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fcc 구조를 가지며, 격자상수는 1.065 nm[7]로 모재의 0.3574 nm[8]에 비해 약 3

배에 해당한다.  한 Fig. 3.3.2.4(b)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한쪽 결정립과 

cube-cube 방 계 즉, {100}ppt//{100}matrix, <100>ppt//<100>matrix를 이루며 반정합 상태

로 석출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Alloy 600에서는 결정립계에 Cr-rich M23C6와 

Cr7C3가 동시에 석출하거나[9] 혹은 주로 Cr7C3가 석출하는데 비해,[10] Alloy 690에

서는 에서 본 바와 같이 항상 Cr-rich M23C6가 형성되는데, 이는 두 합 에서의 조

성 차이(즉,  크롬 함량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11]

형입계는 시편의 열처리  입계 크롬탄화물이 석출됨과 동시에 결정립 성정 

(혹은 계면 이동)이 일어날 때 형성된다. 이를 하여 시편의 열처리는 일차 으로, 

이 합 의 용체화 온도인 1107 ℃ 이상에서 수행하여, 기존의 크롬탄화물을 제거함

과 동시에 한 평균 결정립 크기를 얻은 후, 열처리 온도  열처리 방법 즉, 냉

각방법/속도를 달리 하여가며 입계 크롬탄화물 석출  형입계 형성을 찰하

다.  한 이 합 의 탄소 함량  평균 결정립 크기가 형입계 형성 정도에 미치

는 향을 조사하 다.

- 열처리 온도  열처리 방법

실험결과, 등온열처리(isothermal treatment) 즉, 열처리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킨 

후 냉시킨 시편에서는 부분의 결정립계가 직선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형입계가 거의 찰되지 않았다. 열처리 온도가 600 - 800 ℃인 경우에는 입계 크

롬탄화물만 석출되었으며,  1030 ℃ 이상에서는 입계 크롬탄화물 석출없이 결정립 

성장만이 일어났다. 이는  열처리 온도가 높을 때는 높은 확산속도에 의해 결정립 

계면의 이동이 매우 빠르게 일어나기는 하지만, 탄소 원소의 용해도가 증가함으로

써 입계 크롬탄화물의 석출 구동력이 감소되어 크롬탄화물의 석출이 어려워지기 때

문이다. 반 로, 낮은 열처리 온도에서는 탄소 원소의 용해도 감소에 의한 높은 석

출 구동력에 의해 입계 크롬탄화물의 석출은 용이한 반면, 낮은 확산속도에 의해 

결정립 계면 이동이 억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입계 크롬탄화물의 석출과 결정립 

계면의 이동이 히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냉각속도를 조 하여야만 형입계가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실험결과를 토 로, 이 합 에서 형입계가 형성될 수 있는 열처리 온도 

 조건을 Fig. 3.3.2.5에 도시하 다. Alloy 690에서의 형입계는 Ts (용체화온도, 

혹은 크롬탄화물 용해온도)와 약 800 ℃ 구역 사이에서 서냉될 때, 즉 입계크롬탄화

물 석출과 결정립 성장이 동시에 일어날 때 형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TS 이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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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결정립 성장만이 일어나며, 800 ℃ 이하에서는 통상 인 열처리시 결정립 성

장 효과는 무시할 수 있다.

이 합 에서 serration이 일어나는 온도 역을 좀 더 엄 히 정의하기 하여 탄

소함량이 0.03 wt%, 평균 결정립 크기가 약 50 ㎛, 그리고 되도록 열역학 인 평형

을 이루기 하여 냉각속도를 0.5 ℃/min.인 서냉 조건으로 실험을 수행하 다. 탄소

함량이 0.03 wt%인 경우, 용체화 온도는 앞에서 보인 바와 같이, 약 1106 ℃이다. 

하지만, 비실험의 결과에 의하면, 크롬 탄화물의 석출 구동력 문제로 인해 실제로

는 약 1030 ℃ 이하 온도에서 입계 크롬탄화물의 석출이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따라서, 열처리 온도를 1030 ℃에서 냉각하기 시작하여 각기 다른 온도에서 시

편을 꺼내어 입계 크롬탄화물의 석출  형입계의 형성여부를 알아보았다. Fig. 

3.3.2.6는 냉각 후 최종 열처리 온도가 각각 990 ℃, 970 ℃, 900 ℃, 그리고 800 ℃

일 때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Fig. 3.3.2.6(a)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종 온도가 99

0℃에서 일반 입계 (혹은 무질서 고각입계)에서 입계 크롬탄화물이 찰되기 시작하

다. 그리고 차 온도가 낮아질수록 입계 크롬탄화물이 석출되는 입계 분율이 증

가하며, 동시에 serration 정도도 역시 증가하 다. 하지만 최종 온도가 950 ℃ 이상

에서는  serration이 많이 일어나기는 하 으나 입계 크롬탄화물은 아직 충분히 발달

하지 못하 으며 (Fig. 3.3.2.6(b)), 900 ℃에 도달한 후 부분의 입계가 serration되었

을 뿐 아니라 입계 크롬탄화물의 석출이 충분히 일어남을 알 수 있다 (Fig. 

3.3.2.6(c)). 900 ℃ 이하로 온도를 내릴 경우에는 serration 정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Fig. 3.3.2.6(d)). 이상의 실험 결과로부터, Alloy 690에서 serration이 일어

날 수 있는 열처리 조건은 매우 제한 임을 알 수 있다. 즉, 평균 결정립 크기가 약 

50 ㎛, 탄소함량이 0.03 wt%, 그리고 냉각속도가 0.5 ℃/min. 인 시편의 경우, 최종 

열처리 온도가 1030℃ 이상일 때는 결정립 성장만 일어나게 된다. 이 후 온도가 감

소함에 따라 입계 크롬탄화물의 석출과 더불어 결정립계의 serration이 시작된다. 온

도가 950 ℃ - 900 ℃ 사이에서 serration이 최 로 발생하기 되며, 온도가 900 ℃ 이

하일 때는 serration보다는 주로 이미 형성된 입계 크롬탄화물이 성장함을 잘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Fig. 3.3.2.7에 그림으로 도시하 다.

- 냉각속도

형입계 형성에 한 냉각속도의 향을 알아보기 하여 결정립 크기가 70 ㎛

인 시편을 만든 후, 냉각속도를 100 - 0.5 ℃/min.로 변화시켜 가며 실험을 수행하

다.  실험결과, 냉각속도가 작아질수록 형입계의 정도가 차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평균 결정립 크기에 계없이 항상 일정하 다. 이 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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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냉각속도가 약 75 ℃/min.에서 serration이 일어나기 시작하 으며, 10 - 20 

℃/min.부터 serration이 뚜렷하게 찰되었다. 냉각속도가 1 ℃/min. 이하에서는 

serration 진폭이 ㎛ order를 넘어서고 , 특히 0.5 ℃/min. 에서는 최  진폭이 거의 5 

㎛ 이상인 경우도 흔히 찰된다. Fig. 3.3.2.8은 냉각속도가 각각 100 ℃/min., 20 ℃

/min., 2 ℃/min., 그리고 1 ℃/min.인 경우 찰되는 표 인 형입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냉각속도의 향은 쉽게 설명될 수 있다. 즉, 냉각속도가 작을수록 고

온에서 핵생성된 입계 크롬탄화물의 성장  그와 동시에 계면 이동을 한 시간  

여유가 충분하여 serration을 크게 증가시키게 된다.

반면에 평균 결정립 크기가 약 30 ㎛ 이하인 시편에서 냉각속도가 1 ℃/min. 이

하일 경우, 결정립 크기는 매우 불균일하 으며, serration은 일부 작은 결정립의 계

면에서만 찰된다. 이는 고온에서 일부 결정립계에서 우선 으로 형성된 크롬탄화

물이 집 으로 성장하여 탄소 원소를 과도하게 소모함에 따라 다른 결정립계에서

는 입계 크롬탄화물이 형성되지 못할 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결정립계에서는 크롬

탄화물이 형성된 결정립에 비해 결정립 성장이 매우 용이하여 체 으로 매우 불

균일한 결정립 크기를 갖게 된 것으로 추측된다.

- 평균 결정립 크기

형입계 형성에 한 평균 결정립 크기의 향을 알아보기 하여 결정립 크기

가 각각  70 ㎛와   35 ㎛인 시편을 만든 후, 냉각속도를 100 - 0.5 ℃/min.로 변화

시켜 가며 실험을 수행하 다.  실험결과, 평균 결정립 크기가 70 ㎛인 시편에서는  

냉각속도가 약 75 ℃/min.에서, 그리고  평균 결정립 크기가 작은 경우 ( ∼ 35 ㎛ )

에는 냉각속도가 약 20 ℃/min.부터 serration이 일어나기 시작하 으나, 동일한 냉각

속도에서 평균 결정립 크기가 큰 경우와 비교하 을 때, serration 정도는 상 으

로 매우 작았다.

평균 결정립 크기가 형입계에서의 serration 정도에 미치는 향은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시편의 동일 체  내에서 평균 결정립 크기가 작을수록 총 결정립

계의 면 은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평균 결정립 크기가 작아질수록 총 결정립계 

면 (grain boundary area)의 증가에 의해, 주어진 탄소 함량으로 모든 결정립계에서 

serration을 일으킬 수 있는 입계크롬탄화물 석출이 불충분하게 되며, 이에 따라 

serration이 억제되는 것으로 단된다. Fig. 3.3.2.9는 냉각속도가 2 ℃/min.일 때, 평

균 결정립 크기에 따른 serration 정도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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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 함량

탄소 함량이 serration 정도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하여 각각 0.02 wt%  

0.03 wt%가 포함된 시편을 이용하여 에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실험을 수행하 다. 

실험 결과에 의하면, 평군 결정립 크기  열처리 조건이 동일하 을 때, 탄소 함량

이 증가할수록 serration 정도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탄소 함량의 증

가에 따라 입계 크롬탄화물 석출의 구동력이 커진다는 사실로부터 쉽게 설명된다.

지 까지의 형입계 형성에 미치는 여러 변수들의 향에 한 실험 결과를 요

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 합 에서의 serration 정도는 합 조성, 평균 결정립 크기, 

냉각속도  그 외 밝  지지 않은 다른 요인들에 의해 달라지게 된다. 탄소 함량

이 동일할 경우에는 평균 결정립 크기가 클 때, 결정립 크기가 동일할 경우에는 탄

소함량이 높은 경우, 그리고, 동일한 탄소함량/결정립 크기일 경우에는 냉각속도가 

작을수록 결정립계가 serration되는 정도가 증가하게 된다. 그리고, 탄화물 용해온도 

(즉, 용체화온도) 보다 훨씬 낮은 온도에서 serration 시작된다. 평균 결정립 크기가 

작은 경우 ( < 35 ㎛), 균일한 결정립 크기를 가지면서 serration 정도를 최 한으로 

하기 해서 요구되는 냉각속도는 2-10 ℃/min.이며, 평균 결정립의 크기가 크면 ( 

≥ 70 ㎛ ) 0.5 ℃/min.의 냉각속도에서도 체 으로 균질한 미세조직과 더불어 최

한의 serration을 이룰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이러한 실험

결과를 잘 활용하면 향후 높은 IGSCC 항성을 갖도록 Alloy 690의 재질을 개량/개

선하는 데 큰 효과를 가져다  것으로 생각한다.

(3) Alloy 690에서 형입계 형성 mechanism

Fig. 3.3.2.10은 이 합 에서 냉각속도가 0.5 ℃/min.일 때 찰되는 다양한 형태의 

결정립계 morphology들을 나타내고 있는 데, 주로 찰되는 형태는 형(wavy, Fig. 

3.3.2.10(a))), 톱니형(serrated 혹은 zig-zag, Fig. 3.3.2.10(b)), 그리고 무질서형(irregular, 

Fig. 3.3.2.10(c)) 등이다.  이와 같이, 다양한 형태의 비직선형(non-straight type) 결정

립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이 합 에서의 형입계 형성 메카니즘이 한 가지 이상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 기존에 존재하는 석출물/개재물에 의한 결정립계 

pinning 상 (Fig. 3.3.2.10(d))도 찰된다. 이는 이 합 에 있어서 석출물/개재물에 

의한 결정립계 pinning 효과 (결정립계 이동/성장 억제 효과)도 역시 형입계 형성

에 요한 요인임을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가장 흔하게 찰되는 

형 입계(wavy grain boundary)의 형성 메카니즘을 규명하는 데 을 두고자 한다.



- 402 -

- 입계 크롬탄화물 석출 특성

Serration treatment 시편과 통상 인 thermal treatment (즉, 등온열처리 후 냉) 시

편에서 입계 크롬탄화물의 석출 거동을 보면 매우 큰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다. 

Fig. 3.3.2.11(a)는  0.5 ℃/min.의 냉각속도로 서냉한 serration treatment 시편에서 찰

되는 결정립계  입계 크롬탄화물의 형상을 나타내고 있고, Fig. 3.3.2.11(b)는 Fig. 

3.3.2.11(a)와 동일한 평균 결정립 크기를 만든 후, 720 ℃에서 48 hr 동안 열처리한 

thermal treatment 시편에서 찰한 것이다. 형입계에서 형성된 입계 크롬탄화물 

(Fig. 3.3.2.11(a))은 결정입계 이동없이 단지 입계 크롬탄화물을 석출시킨 경우 (Fig. 

3.3.2.11(b))와 비교하여 볼 때, 비록 찰되는 석출물의 수는 으나, 그 크기는 거

의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조 함을 잘 알 수 있다. 형입계에서는 입계 크롬탄

화물의 평균 길이가 10 ㎛ 이상되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에 반해, thermal 

treatment 시편의 직선 입계 (straight grain boundary)에서 찰되는 입계 크롬탄화물

은 그 크기가 단지 수십 - 수백 nm 정도에 불과하다. 이와 더불어 통상 인 thermal 

treatment된 Alloy 600 [12]뿐 아니라 Alloy 690[11]에서 흔히 찰되는 불연속 석출

물(discontinuous precipitates)[11,12]이 형입계에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입계 크롬탄화물 석출 특성의 차이는 석출물의 열처리 온도  시간에 

따른 핵생성(nucleation)  성장(growth) 이론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일반 으로, 높은 

열처리 온도에서는 석출물의 핵 생성율은 낮지만, 일단 핵생성된 석출물은 매우 빠

르게 성장한다.[13] 이에 반해, 열처리 온도가 낮으면 석출물의 핵생성율은 높으나 

각 원소의 확산속도가 낮아 석출물의 성장은 더디게 진행된다. Fig. 3.3.2.11(a) 시편

은 냉각 과정에서 약 1030 ℃에서 석출이 시작되기 때문에 일단 핵생성된 석출물은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결정립계를 따라 길이 방향으로 빠르게 성장하 으며, 그 

후에는 두께 방향으로 성장이 진행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반해 Fig. 3.3.2.11(b) 

시편의 경우에는 자에 비해 열처리 온도 (720 ℃)가 낮기 때문에 높은 핵생성율 

 낮은 성장률에 의해 그림과 같은 결과를 보인 것으로 단할 수 있다.

Fig. 3.3.2.12는 형입계에서 냉각속도에 따른 입계 크롬탄화물의 석출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냉각속도가 작아짐에 따라 결정립 계면에서 입계 크롬탄화물의 수

도(number density)는 감소하는 반면 개개 탄화물의 크기  두께는 증가하는 경향

을 보이고 있는 데, 이러한 상 역시 열처리 온도/시간에 따른 석출물의 핵성성  

성장 이론으로 충분히 설명되어질 수 있다.[13]

Fig. 3.3.2.13은 형입계에 형성된 입계 크롬탄화물을 TEM의 two beam 조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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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은 그림이다. 이미 서술한 바와 같이, Alloy 690에서는 화학 인 조성으로 인해 

결정립 계면과 결정립 내부에서 찰되는 크롬탄화물은 항상 Cr-rich M23C6이다. 

한 계면에서 석출할 때 한쪽 결정립과는 항상 정합(coherent) 상태를 이룬다. 그리고 

크롬탄화물과 모재(matrix, Alloy 690)은 모두 동일한 fcc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크

롬탄화물의 격자상수 값은 1.065 nm로 모재의 값 0.3574 nm의 약 3배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동일한 결정구조에, 비슷한 격자상수 값을 가지는 두 상(phase)이 계면에

서 정합상태를 이루게 되면 Fig. 3.3.2.14에 도시한 바와 같이 계면에는 약간의 

lattice mismatch를 수용하기 한 계면 (interface dislocations)가 존재하게 된다. 

Fig. 3.3.2.13의 앙에 치하는 배율 TEM 사진에서, 결정립 계면에 존재하는 입

계 크롬탄화물은 사진에 표시된 결정립 즉, 오른쪽 아래 부분의 결정립과 정합 계

를 이루고 있다. 이 사진에서 A,B,C 그리고 D로 표시된 부분을 확 하여 은 고배

율 사진들을 보면, 석출물과 정합 계를 이루는 모재가 결치는 부분에서 무늬들

(fringes)이 찰되는 데, 이러한 무늬들은 계면 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확인되

었다. 이러한 입계 크롬탄화물의 석출 특성과 더불어, 이에 수반되는 크롬고갈 상

(chromium depletion), 그리고 입계 크롬탄화물과 결정립 계면의 morphology 등을 상

세히 조사함으로써 형입계 형성 메카니즘을 규명할 수 있게 된다.

- 결정립 계면 이동 특성

SEM  TEM을 통하여 형입계를 찰하면, 입계 크롬탄화물의 모양과 결정립 

계면의 굴곡형태, 그리고 결정립과의 정합성(coherency)에는 항상 어떤 일 된 경향

이 발견된다. Fig. 3.3.2.15(a)는 이러한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는 SEM 사진으로써, 

입계 크롬탄화물과 결정립 계면의 휘어진 방향은 SEM 사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항상 반 를 이룬다. 즉, 입계 크롬탄화물과 결정립 계면의 곡률(curvature)은 

항상 반  방향을 향한다. 한 Fig. 3.3.2.15(b)는 입계 크롬탄화물과 결정립 계면과

의 정합성을 도식 으로 나타내는 그림으로써, Fig. 3.3.2.15(a)에서 찰된 입계 크

롬탄화물은 정합 계를 이루는 결정립(coherent grain) 즉, cube-cube orientation 

relationship을 이루는 결정립을 향해 볼록한(convex) 형상을 하고 있으며, 반 로 입

계 크롬탄화물이 없는 부 의 결정립 계면은 비정합 결정립(non-coherent grain)을 향

해 볼록한 형상을 하고 있다.

이러한 찰을 통해 우리는 결정립 계면의 이동에 한 2가지 추측을 할 수 있

다. 첫째는, 냉각 시 석출된 입계 크롬탄화물이 성장하면서 정합 결정립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고, 이에 따라 결정립 계면을 정합 결정립 방향으로 끌고 간다는 것이

다. 그리고 두 번째 추측은, 결정립 계면과 입계 크롬탄화물의 석출이 동시에 진행



- 404 -

되는 도 에 결정립 계면의 이동이 일어나게 되나, 결정립계에 석출된 크롬탄화물

의 이동이 고착됨에 따라 크롬탄화물이 석출되지 않은 부분만 비정합 결정립 방향

으로 이동하게 되고 이에 따라 그림과 같은 morphology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의 두 가지 추측 , 첫 번째는 그다지 실성이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우선, 

입계 크롬탄화물을 정합 결정립 방향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구동력의 존재를 설명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한 쪽 결정립과 정합 계를 유지하면서 이동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결정립 계면의 이동에 해 입계 크롬탄화물이 

결정립계의 이동을 방해 내지는 억제할 것이라는 두 번째 추측은 잘 알려진 Zener 

effect[14]로부터 기인한다. 한 본 연구에서 Fig. 3.3.2.10(d)에서와 같이, 결정립 계

면 이동에 한 석출물의 결정립계 pinning 상을 보더라도 타당한 것으로 단된

다. 하지만 이 추측의 타당성이 확실히 인정받기 해서는 실제로 결정립 계면의 

이동이 정합 결정립에서 비정합 결정립 쪽으로 발생하 으며, 한 입계 크롬탄화

물이 결정립 계면의 이동을 억제함에 따라 형입계를 형성하 음을 증거하는 실험

인 데이터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를 해서는 TEM/EDS를 이용하여 결정립 계

면 부근에서의 조성변화를 조사하여 볼 필요가 있다.

Alloy 600  690에서 결정립계에 크롬탄화물이 형성되면, 탄화물 주 의 모재에

서 탄소와 크롬 함량이 감소된다. 이 때, 탄소의 확산속도는 매우 커서 탄화물 주

의 모재에서 탄소 함량이 즉시 균질화(homogenization)되는 반면, 크롬의 확산속도는 

이에 비해 매우 낮기 때문에 탄화물 주 에서의 탄소 함량이 모재의 다른 부 에 

비해 크게 감소되는 상이 일어나게 되고, 이를 크롬고갈(chromium depletion)이라 

한다. Fig. 3.3.2.16(b)는 Fig. 3.3.2.16(a)에 나타난 결정립계 주 를 가로질러 측정한 

Cr, Fe  Ni의 조성변화, 즉 크롬 고갈 정도를 보여주고 있다. Fig. 3.3.2.16(a)에 나

타난 결정립계는 Alloy 600을 가지고 통상 인 열처리를 통해 결정립계를 직선 

(straight 혹은 non-straight)으로  한 경우이다. Fig. 3.3.2.16(b)에서 잘 알 수 있듯이, 

결정립 계면에서는 크롬이 모재에 비해 상당히 낮은 값을 나타낸다. 여기서 주목해

야 할 은, 결정립계에서 크롬 고갈 정도가 비 칭(non-symmetric)을 이루고 있다는 

이다. 즉, 결정립계를 심으로 해서 정합 결정립에서는 크롬 고갈 역(chromium 

depleted zone)이 매우 소한데 비해, 비정합 결정립에서는 크롬 고갈 역이 정합 

결정립에 비해 더 넓은 범 에 걸쳐 존재한다. 이러한 결과는 Fig. 3.3.2.17에 도식

으로 표 한 바와 같이, 결정립 계면에서의 크롬탄화물이 결정립 계면을 따라 성장

함과 동시에 비정합 결정립 내부로 성장함에 기인한다. 즉, 주 의 크롬을 소모하며 

입계 크롬탄화물이 성장함에 따라, 주 에는 크롬이 고갈되는 데, 크롬탄화물이 비



- 405 -

정합 결정립 방향으로 성장함에 의해 비정합 결정립에서 더욱 넓은 범 에 걸쳐 크

롬 고갈이 발생하게 되고 결과 으로 두 결정립에서의 크롬 고갈 정도가 달라지게 

된다.

다음으로 Fig. 3.3.2.18은 형입계에서 찰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Fig. 

3.3.2.18(a)의 TEM 사진에서 직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결정립 계면의 이동이 일어나

기 의 결정립계, 즉 기의 결정립계(original grain boundary)로 추측되는 부분이며, 

이 부분에서의 조성은 Fig. 3.3.2.18(b)에서 Original G.B.로 표시되어 있다. 한 재

의 결정립계는 Present G.B.로 나타냈다. Fig. 3.3.2.18(b)에서 보듯이 Cr의 조성이 변

화하는 역은 약 1.15 ㎛ 정도로 매우 넓은 범 에 걸쳐 있으며, Original G.B.에서

부터 차 감소하기 시작하여 Present G.B.에서 최 의 감소 폭을 보이고 있다. 형

입계에서의 이러한 비 칭 인 Cr 조성 변화를 결정립 계면의 이동과 련하여 Fig. 

3.3.2.19에 도식 으로 표시하 다.

Fig. 3.3.2.16의 실험 결과로 알 수 있듯이, 기의 직선 입계에서는 크롬탄화물이 

석출함에 따라 그 주 에는 크롬 고갈이 일어나는 데 탄화물의 성장 방향과 련하

여 두 결정립에서의 크롬 고갈 정도가 다르게 된다. 이러한 크롬 고갈 정도의 차이

에 의한 결정립계 부근에서의 조성 차이가 계면 이동을 한 구동력(driving force)로 

작용하여 Fig. 3.3.2.19(a)에서 보이는 바와 같아 결정립 계면이 정합 결정립에서 비

정합 결정립 방향으로 이동하게 된다. 그리고 주 의 입계 크롬탄화물이 계속 성장

함에 따라 이 새로운 결정립 계면에서 크롬 고갈 정도가 최 로 된다. 반면, 크롬 

고갈이 최 로 있어났던 원래 결정립계에서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Fig. 3.3.2.19(b)

에 보인 바와 같이, 균질화 상에 의해 크롬 고갈정도가 감소하게 된다. 그림에서 

직선으로 표시한 것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재의 조성 변화를 나타내며, 선으로 

표시한 것은 결정립계의 이동이 일어나기  과거의 조성 변화를 의미한다. 이러한 

결정립계의 이동 상은 열처리 온도가 차 감소하여 실제 으로 더 이상 결정립

계의 이동이 일어나지 않는 온도 (약 800 ℃)가 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며, 이는 Fig. 

3.3.2.19(d)에 해당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얻어진 결과, 즉 Fig. 3.3.2.19(d)는 실험

으로 얻은 결과인 Fig. 3.3.2.18(b)와 거의 정확하게 일치한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

한 실험 결과를 통해 얻은 결과는 계면이동이 정합 결정립에서 비정합 결정립 쪽으

로 진행되었음을 명백히 알 수 있다. 한 이 합 에서의 형입계는 (1) 입계 크롬

탄화물의 석출, (2) 이에 따른 두 결정립에서의 크롬 고갈 차이, 즉 조성 차이의 발

생, (3) 그리고 결정립 계면 이동 상이 서로 상호작용하여 형성된 것이라고 생각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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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입계 형성 메카니즘 제안

와 같은 각종 실험을 통해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이 합 에서의 형입계 형

성 과정에 한 제안을 Fig. 3.3.2.20에 도식 으로 나타냈다. 시편이 높은 온도에서 

냉각되는 과정에서 입계 크롬탄화물이 석출되지 에는, 결정립계는 계면에 지를 

최소화하기 해 직선의 형태를 유지한다. 차 온도가 감소함에 따라 결정립계에

서는 크롬탄화물이 핵생성되어 석출하기 시작하고, 이 크롬탄화물은 Fig. 3.3.2.17에

서와 같이, 결정립계  비정합 결정립 방향으로 성장한다. 이에 따라 두 결정립에

서는 크롬 고갈 정도에 차이가 발생하고, 이에 따른 조성변화가 구동력으로 작용하

여 결정립 계면은 비정합 결정립 방향으로 이동한다. 한편, 입계 크롬탄화물은 계면 

이동을 억제함으로써 입계 크롬탄화물이 있는 계면은  상태로 고착된다. 이를 나

타낸 것이 Fig. 3.3.2.20(a)이다. 차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Fig. 3.3.2.20(b)에 보이는 

바와 같이, 결정립 계면 이동  입계 크롬탄화물의 성장은 계속 진행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최종 으로는 Fig. 3.3.2.20(d)에 표시된 입계 크롬탄화물  결정립 계

면의 morphology를 얻을 수 있는 데, 이는 우리가 실험 으로 얻은, 즉 3.3.2.15(a)의 

결과와 거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라. 결론

국내에서 제조된 증기발생기 열 용 Alloy 690이 원  가동  높은 IGSCC 

항성을 가지는 형입계 형성을 한 최 의 열처리 조건을 설정하고, 한 이 합

에서 형입계가 형성되는 메카니즘을 규명하고자 하 다.

1. 이 합 의 용체화 온도는 1106 - 1107 ℃로 측정되었으며, 결정립 성장 거동

은 열처리 시간에 한 power law를 만족시키며, 온도에 해서는 thermal activation 

process로써 Arrhenius equation을 잘 따르고 있었다. 이 합 에서 찰된 크롬탄화물

은 모두 Cr-rich M23C6 확인되었으며, 입계 크롬탄화물은 한쪽 결정립과 cube-cube 

방 계 {100}ppt//{100}matrix, <100>ppt//<100>matrix를 이루며 반정합 상태로 석출되었

다.

2. Serration이 일어날 수 있는 열처리 조건은 매우 제한 이었다. 평균 결정립 크

기가 약 50 ㎛, 탄소함량이 0.03 wt%, 그리고 냉각속도가 0.5 ℃/min. 인 시편의 경

우, 최종 열처리 온도가 1030℃ 이상일 때는 결정립 성장만 일어났다. 이 후 온도가 

감소함에 따라 입계 크롬탄화물의 석출과 더불어 결정립계의 serration이 시작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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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온도가 950 ℃ - 900 ℃ 사이에서 serration이 최 로 발생하 으며, 온도가 900 

℃ 이하일 때는 serration보다는 주로 이미 형성된 입계 크롬탄화물이 성장하 다.

3. Serration 정도는 합 조성, 평균 결정립 크기, 냉각속도  그 외 밝  지지 

않은 다른 요인들에 의해 달라졌다 탄소 함량이 동일할 경우에는 평균 결정립 크기

가 클 때, 결정립 크기가 동일할 경우에는 탄소함량이 높은 경우, 그리고, 동일한 

탄소함량/결정립 크기일 경우에는 냉각속도가 작을수록 결정립계가 serration되는 정

도가 증가하 다. 그리고, 탄화물 용해온도 (즉, 용체화온도) 보다 훨씬 낮은 온도에

서 serration 시작었다. 평균 결정립 크기가 작은 경우 ( < 35 ㎛), 균일한 결정립 크

기를 가지면서 serration 정도를 최 한으로 하기 해서 요구되는 냉각속도는 2-10 

℃/min.이었으며, 평균 결정립의 크기가 크면 ( ≥ 70 ㎛ ) 0.5 ℃/min.의 냉각속도에

서도 체 으로 균질한 미세조직과 더불어 최 한의 serration을 이룰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4. 형입계에서 형성된 입계 크롬탄화물은 결정입계 이동없이 단지 입계 크롬탄

화물을 석출시킨 경우와 비교하여 볼 때, 비록 찰되는 석출물의 수는 으나, 그 

크기는 거의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조 하 다. 그리고, 입계 크롬탄화물과 결정

립 계면의 곡률 (curvature)은 항상 반  방향을 향하고 있었는 데, 이는 계면이동이 

정합 결정립에서 비정합 결정립 쪽으로 진행된 결과로 해석되었다.

5. 본 연구를 통해 얻은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이 합 에서 형입계가 형

성되는 메카니즘을 제안하 다. 형입계는 (1) 입계 크롬탄화물의 석출  결정립

계와 비정합 결정립 방향으로의 성장, (2) 이에 따른 두 결정립에서의 크롬 고갈 차

이, 즉 조성 차이의 발생, (3) 조성 차이를 구동력으로 하는 결정립 계면 이동, 그리

고 (4) 결정립계 이동  입계 크롬탄화물의 계면 이동 억제 효과 등이 서로 상호작

용하여 형성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안된 메카니즘은 본 실험에

서 찰된 각종 serration 상을 잘 설명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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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3.3.2.1. SEM micrographs showing intergranular carbides (a) in the                
transverse cross section and (b) in the longitudinal cross section        
 of as-pilgered Alloy 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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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3.3.2.2.  Intergranular carbide morphologies in Alloy 690 heat treated at           
 1200 ℃for 1 hr followed by subsequent heat treatment (a) at          
 1105 ℃ and (b) at 1108 ℃ for 1 hr, etched in 15 % H3PO4 +       
 85% distilled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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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3.3.2.3. (a) Optical micrograph of Alloy 690 heat treated at 1130 ℃for 20         
min., etched in a nital solution and (b) grain size variation as a          
function of heat treatment temperature and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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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3.3.2.4. (a) Grain boundary Cr-rich M23C6 carbides, and (b) the related           
SADP which shows the cube-cube orientation relationship with           
one g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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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2.5. Schematic diagram showing the heat treatment condition for               
 serrated grain boundary formation in Alloy 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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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c)                                                         (d)

Fig. 3.3.2.6. Effect of final heat treatment temperature on the degree of                
serration in Alloy 690. (a) 990 ℃, (b) 970 ℃, (c) 900 ℃, and        
(d) 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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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2.7. Schematic diagram showing the temperature range for serrated             
grain boundary formation in Alloy 690 with a carbon content of        
0.03 wt%, an average grain size of 50 ㎛, and a cooling rate of        
0.5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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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c)                                                  (d)

Fig. 3.3.2.8. Effect of cooling rate on the degree of serration in Alloy 690. (a)         
100 ℃/min., (b) 20 ℃/min., (c) 2 ℃/min., and 1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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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3.3.2.9. Effect of average grain size on the degree of serration with a cooling rate 
of 2 ℃/min. (a)  70 ㎛ and (b)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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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c)                                                           (d)

Fig. 3.3.2.10. Various grain boundary morphologies of (a) wavy, (b) serrated,           
 (c) irregular type, and (d) grain boundary pinning found in the        
 serrated Alloy 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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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3.3.2.11. Intergranular Cr carbide precipitation (a) in the serrated Alloy            
 690 with a cooling rate of 0.5 ℃/min., and (b) in the thermally       
 treated Alloy 690 at 720 ℃ for 48 h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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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3.3.2.12. Effect of cooling rate on the intergranular Cr carbide precipitation        
in the serrated Alloy 690. (a) 20 ℃/min., (b) 5 ℃/min., and (c)        
1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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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2.13. TEM bright field images showing interface dislocations due to a          
lattice mismatch on the coherent interfaces of two same crystal         
stru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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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2.14. Formation of interface dislocation to accommodate a lattice              
 mismatch on the coherent interface of two same crystal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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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3.3.2.15. (a) SEM micrograph showing the different curvatures of                
intergranular carbides and grain boundary, and (b) schematic          
drawing showing the coherency of intergranular carbides with         
a grain bound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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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3.3.2.16. (a) TEM image around a straight grain boundary and (b)                
compositional variations across the grain boundary in Alloy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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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2.17. Schematic diagram showing the growth directions of intergranular         
Cr carbides and the resultant degrees of chromium depletion            
around the grain bound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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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3.3.2.18. (a) TEM image around a serrated grain boundary and (b)                
compositional variations across the grain boundary in Alloy 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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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c)     

                             (d)     

Fig. 3.3.2.19. Schematic drawings showing the grain boundary migration from a         
coherent grain to a non-coherent grain in the serration treated           
Alloy 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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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2.20. Schematic diagram of a proposed mechanism on serrated grain           
 boundary formation in Alloy 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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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표면개질에 의한 부식손상 방지기술 개발

1. Ni-도 에 의한 Alloy 600 재료 응력부식균열 방지기술 개발

가. 서 론

일반 으로 도 층의 특성에 미치는 변수 에는 류 도, 류 형, duty 

cycle(=Ton/(Ton + Toff)), 온도, 첨가제, pH 등이 있다. 이 에서 류 도  류인가 

방식, duty cycle은 그 에서도 도  속도와 직결되며, 도 층의 미세구조 등에 가

장 크게 향을 주는 인자이다.[1-4] 

류 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결정성장 속도보다 핵생성 속도가 증가하여, 차 

도 층의 미세구조는 결정립 크기가 작아지는 경향을 보여 다. 그러나 류 도가 

지속 으로 증가하게 되면 음극이온의 부족 상이 향을 끼쳐서 수지상 결정이

나, 해면 모양의 결정이 석출되기도 한다.[5] 

펄스를 이용하여 도 을 할 때는 류를 인가, 단 과정을 반복함으로 인하여 

직류의 경우보다 기공도가 감소하며, 내부 응력 값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1] 기공도나 내부 응력 값은 도 층의 기계  특성에 매우 큰 향을  

수 있는 인자이기 때문에 최 화된 펄스 조건을 확보하게 되면 직류보다 우수한 도

 조건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선 으로 류

도와 펄스 용시 duty cycle에 따른 류효율  기계  특성을 평가하고자 하

다. 

나. 실험 방법

1.39 mol/l 농도의 설 민산 니 과 0.65mol/l 농도의 붕산을 용해하여 3L의 60oC 

니  도 용액을 비하 다. 여기서 붕산은 도 층의 택제 역할을 하며, 평활제 

역할도 겸한다. 한 내부응력을 게 하며, 완충용액 역할도 하게 된다. 이후 용액

속에 약 9cm 떨어진 곳에 타이타늄 에 백 을 약 5μm 두께로 도 한 양극(anode)

와 니  도 이 될 니  합  음극(cathode)를 각각 치시켰다. 이때 두 극의 노

출 면 은 3cm x 10cm 되도록 하 다. 한 0.5 l/min 속도로 공기교반이 이루어지

도록 하 다. 음극 은 실험 에 아세톤으로 세척을 통해서 불필요한 산화막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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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때 등을 제거하 다. 

이 게 비된 도 조에 해서 류를 인가하여 도 을 수행하 다. 도  조건

으로는 직류의 경우 20~350mA/cm2 해당하는 류 도 범 에 해서 도 층을 형

성하 다. 펄스 조건의 경우는 100~300mA/cm2 범 의 peak 류에 해서 30~90% 

범 의 duty cycle에 해서 도 층을 형성하 다. 이후 도 층을 벗겨내고, 무게를 

측정하여 도  효율을 계산하 다.   

XRD는 Rigaku 사의 D/MAX-3C를 사용하여 압 35kV, 류 15A에서 4°/min의 

속도로 측정하 다. 동  분극실험은 비된 도 용액에서 10mV/s의 주사속도로 

EG&G 273 Potentiostat를 이용하여 실시하 다.

경도의 측정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기 에서 떼어낸 도 층의 두께 방향이 

노출되도록 마운 을 한 후 50g load를 이용하여 약 10회 반복하여 평균값을 취하

다. 

, 도 된 니  층의 응력부식균열에 한 특성을 악하기 해서 열  내에 

니  도 층을 형성하 다. 착층이 없이 약 500μm 두께의 니  도 층을 형성한 

후 도 층을 떼어낸 시편과 착층이 있게 하고, 약 100μm 두께의 니  도 층을 

형성한 2가지 시편에 해서 C-ring 가공을 한 후 0.1mm 깊이로 notch를 내었다. 이

후 최 의 C-ring 외경보다 2.5mm 감소될 때까지 응력을 가하여 시편 비를 완료

하 다. 

이 게 비된 시편을 315oC의 40% NaOH에 14일간 장입하 으며, 이후 3일간은 

부식 비 180mV를 인가한 후 표면을 찰하 다. 

다. 결과  토론

Fig. 3.4.1.1은 350mA/cm2
의 직류 류 도를 인가하여 얻은 도 층에 한 X-ray 

패턴이다. (111), (200), (220) 면이 차례로 나타나고 있으며 (200) 면지수에 한 

intensity 가 가장 큰 것으로 보아 [200] 방향으로 배향성을 띄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

다. 반면 이러한 X-ray 패턴은 20~350mA/cm2
의 직류 류 도 범 와 펄스 인가 조

건에 해서 큰 차이 없이 나타난다. 도 에 한 구동력이 변하거나, 첨가제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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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되면 도 층이나 도 되는 기 에 흡착하여 표면 에 지 상태를 변화시켜서 우선 

배향성이 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본 연구범 에서는 첨가제를 사용하지 않았

으므로 첨가제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한 선택된 류범 하에서는 우선 

배향성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Fig. 3.4.1.2는 직류 류를 인가하여 도 층을 형성시키는 경우 류 도에 한 

류 효율을 나타낸다. 기 20, 50mA/cm2
에서 차 류 도가 증가할 때 류효

율이 증가하다가, 350mA/cm2
의 류 도가 인가되면 다시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

다. 

Fig. 3.4.1.3은 니  도 을 한 도 액속에서 얻은 동  분극곡선이다. 가 

인가되지 않는 상태, 즉 open circuit potential에서 음극 로 주사할 때 기 수소 

발생반응과 련된 곡선이 나오다가 약 10mA/cm2 를 지나면서  다른 곡선, 즉 니

의 환원에 련된 곡선이 나타난다. 이러한 니  환원에 련된 곡선은 약 

300~400mA/cm2 사이의 류 도에서 음극  증가와 함께 더 이상 증가하지 않

은 한계 류 도에 도달한다. Fig. 3.4.1.2와 함께 고려할 때 류 도가 작을때는 수

소 발생 반응의 향이 상 으로 크기 때문에 니  환원에 련된 류 효율은 

작은 값을 갖는다. 그러나 차 류 도가 증가하면서 니  환원의 정도가 증가하

면서 류 효율은 증가하게 된다. 반면 류 도가 한계 류 도보다도 더 증가하

게 되면 더 이상의 류 효율은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효율이 다소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3.4.1.4는 직류 류 도에 따라 도 된 시편에 해서 측정된 경도 값을 나

타낸다. 류 도가 증가하면서 차 경도 값이 감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는 두 가지 원인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첫째, 류 도가 차 증가하면서 농도분극의 향이 차 커지면서 도 층이 

형성되는 계면에서, 니 이온이 결핍되게 된다. 따라서 핵생성 속도가 감소하게 되

어 도 층이 조 화 하게 된다. 이와 같이 결정립 크기가 증가하게 되면 경도 값은 

감소하게 된다. 본 연구와 비슷하게, Peak 류 도의 증가와 펄스에서 on-time의 증

가와 함께 농도의 결핍에 의한 도 층의 결정립 조 화에 한 보고가 있다.[3]

둘째, 기 류 도가 작은 경우는 앞서 Fig. 3.4.1.2와 3.4.1.3에서 설명하 듯이 

류 도가 큰 경우보다 수소 발생반응의 비율이 크게 된다. 따라서 니  도 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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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된 미세한 수소들은 도 층의 핵생성 자리 역할[4]을 하게 되어 큰 류 도에

서 얻어지는 도 층보다 미세한 결정립을 지닌 도 층을 형성시킬 수 있다. 

Fig. 3.4.1.5는 펄스 류를 인가할 때 동일한 peak 류 도, 111mA/cm2
에 해

서 여러 가지 duty cycle(=Ton/(Ton + Toff))을 용하 을 때 얻어진 류 효율을 나타

낸다. Duty cycle 이 증가할 때 차 류 효율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류를 인가하는 on-time이 증가하면서 차 류 효율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Peak 

류 도가 동일하므로, 류 도의 향은 배제할 수 있다. 따라서 앞서 고려된 

수소 발생반응과 니  환원반응에 한 반응속도론 인 에서 근할 수 있다. 

Fig. 3.4.1.6은 펄스 류를 인가할 때 동일한 peak 류 도, 111mA/cm2
에 해

서 여러 가지 duty cycle을 용하 을 때 얻어진 비커스 경도 값을 나타낸다. 경도

값은 duty cycle이 증가할 때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Duty cycle 이 작을 때는 

한 주기 동안에 off-time이 길어서 도 층/도 용액 계면에서 결핍된 니  이온이 더 

많이 회복된다. 따라서 핵생성 속도가 증가하여 더 큰 경도값을 보이는 더 미세한 

도 층의 형성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니  이온의 결핍 회복이 경도 증가에 

향을 끼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 앞서 직류 도 에 한 설명시 수소 발생반응이 상 으로 활발히 진행되

는 류 역에서는 니  표면에서 형성된 수소들에 의해서 핵생성이 조장되어 

보다 미세한 도 층이 얻어질 수 있다고 하 다. 이로써 경도가 큰 도 층이 얻어

졌다. 수소이온의 확산속도가 니 이온의 확산속도 보다 클 것으로 기 되기 때문

에 off-time 동안 니 이온보다는 수소이온의 해질/도 층 계면에서의 재배열, 즉, 

결핍되었던 계면에서 이온 농도의 회복이 더 수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일한 

류 도가 인가되는 on-time 동안 수소발생반응의 속도가 상 으로 더 커지게 된

다. 이와 같은 에서 보면, 동일한 peak 류 도를 인가한 경우에 duty cycle이 

작을 때 수소 발생반응이 duty cycle이 큰 경우보다 상 으로 활발하여 핵생성이 

용이하여 미세한 도 층이 형성되면서, 경도 값이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Fig. 3.4.1.5처럼 duty cycle이 감소할 때 수소 발생반응의 향으로 류효율

이 감소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Fig. 3.4.1.7은 착층이 없이 약 500μm 두께의 니  도 층을 형성한 후 도 층

을 떼어낸 시편과 착층이 있게 하고, 약 100μm 두께의 니  도 층을 형성한 2가

지의 C-ring 시편에 해서 315oC의 40% NaOH에 14일간 장입 + 3일간은 부식



- 433 -

비 180mV를 인가한 후 찰된 표면사진이다. Fig. 3.4.1.7(a)와 같이 순수 니 층

만 떼어낸 경우에는 균열 진 이  없는 것을 볼 수 있고, Fig. 3.4.1.7(b)와 같이 

C-ring 외부에 alloy 600이 있는 경우에는 균열이 진 하다가 니  도 층을 계면에

서 더 이상 진 을 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처럼 Ni 도 층은 응력부식균열

에 한 항성이 매우 우수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라. 결 론

Alloy 600 응력부식균열 방지 기술 개발을 해 니  도 층의 특성에 미치는 도

 변수 에서 류 도와 duty cycle에 한 향을 분석하고자 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 류 도가 증가할 때 수소 발생반응에 한 향이 차 어지면서 류효

율은 증가하 고, 이와 아울러 수소 발생에 의한 핵생성 효과가 감소하면서 경도 

한 감소하 다. 한 류 도가 한계 류 도 부근까지 증가하면, 류효율은 다

시 감소하 고, 농도 분극의 향의 의해 경도가 감소하 다. 

- 일정한 peak 류 도하에서 duty cycle 이 감소할 때 류효율은 감소하 고, 

경도는 증가하 다. 이를 첫째 duty cycle 감소와 함께 증가되는 경도는 off-time 증

가에 의한 도 층/용액 계면에서의 니  이온의 결핍 회복에 기인되었다고 설명하

다. 둘째 수소 발생반응의 속도가 니  환원반응의 속도보다 빠르기 때문으로 해

석하 다.  

- 니  도 층의 C-ring 시편은 315oC의 40% NaOH에 14일간 장입 + 3일간은 부

식 비 180mV를 인가한 후에도 균열이 발생하지 않고, 한 도 층과 alloy 

600 계면에서 alloy 600을 따라서 된 균열이 더 이상 진 하지 않은 것을 찰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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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mV/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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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1.5. Plot of current efficiency against duty cycle for Ni electrodeposits 
obtained by application of a peak current den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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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1.7. Micrographs for Ni electrodeposit C-ring specimens after 14 days 
exposure without potential application, followed by 3 days 
exposure with potential application of 180mV above open circuit 
potential in 40% NaOH at 315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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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외 기여도

제 1  목표달성도

1. 부식손상 특성평가기술 개발/특성평가 자료생산/손상기구규명  DB 구축

∙국내가동 원  증기발생기 열  신 부식손상 특성평가기술 개발  발생요인 

분석 

- 원주균열의 발생시간을 측할 수 있는 상온  고온 SCC 기법을 개발

- 국내 증기발생기  상단의 확  부 에서 원주방향 응력부식균열의 발생요

인을 분석

- 원주방향 응력부식균열은 확 과정  슬러지 퇴 과 연  있음

- 증기발생기 열 에서의 부식마모 손상 황, 마모에 한 구조건 성 평가, 

마모 발생기구, 마모 특성에 한 기술 황 분석

∙증기발생기의 건 성에 미치는 인자  제작 시 발생되는 열  확 부   

확 천이 부 의 잔류응력을 시험 평가

- Strain gauge 방법, XRD를 통한 잔류응력 측정 기술 확보

- Inconel 600  Inconel 690 열 에 한 확  부   확  천이 부 의 구

속 잔류응력, 외부 순수 잔류응력  내부 잔류응력을 평가

- 확 부 의 잔류응력을 모사한 C-ring 시편을 제작하여 응력과 SCC 발생시간

과의 계정립

∙1차측 응력부식균열 생성  성장 자료생산과 측 기술개발

- 국내 가동원  증기발생기 archive 재료에 한 PWSCC 생성  성장 자료생산 

시험시간 19,000 시간)

- PWSCC 성장자료로부터 da/dt와 K 사이의 계유도  열  재료의 수명

측 시도

∙Alloy 600 용 재(Alloy 182)에 한 미세조직 분석  PWSCC 특성평가

- 원자로 헤드 압력용기 통 의 PWSCC 손상 황 분석, 용 시편 제작, 미세조

직 찰  석출상 분석, 미세경도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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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측 분 기에서의 CT 시편을 이용한 PWSCC 균열성장 실험 수행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각종 부식실험 자료를 수집하고, 부식 database의 설계/구축 

 검색 program 작성

2. 부식손상에 한 안 성 측모델  처 기반기술 개발

∙ 기화학  방법에 의한 응력부식균열의 생성  성장 감시기술 개발

- 기화학  노이즈 측정 기법 해외 기술동향 분석  이론  배경 조사, pitting 

발생  성장에 한 신호해석

- 응력부식균열 발생  시의 기화학  노이즈 기법에 의한 해석

∙손상 열 의 구조  건 성  설 측모델 개발

- 다양한 형태의 축결함, 원주결함을 제작하여 열 실험의 진행  설율 측정

- 열압력은 결함의 길이보다는 깊이에 의존. 괴 항실험  균열세 의 열

압력 측. 열 을 이용한 괴 항곡선 측정 시험법 제시. 열 을 이용한 

괴 항곡선 측정. 괴 항곡선을 이용한 균열세 의 열압력 측식의 개

발 

∙손상 열  보수기술 개발

- 도  변수들의 향 평가  특성 분석

- Ni-P-Fe, Ni-P-B 열  내 합 도  기술 최 화 조건 확보(국, 내외 특허 출원

)

- 착층 형성 조건 확보

- 열  내부 도 용 양극 개발(실용신안 등록)

∙증기발생기 열  2차측 응력부식균열의 억제기술 개발

- Alloy 600의 염기성분 기 SCC 억제제 1종류 추가로 개발 (국내특허출원)

- 본 과제에서 개발된 억제제의 기구 규명 연구 결과, 보라이드 자체가 억제성능

이 있음을 발견 

- 본 과제에서 개발된 억제제가 부식  (OCP)에서도 억제성능이 있음을 확인

- 2차측 환경모사 암모니아수에서 억제성능 확인

- 보라이드가 Alloy 600의 부식 류 도를 감소시킴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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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식손상에 한 장수명화/미래형 재료기술 개발

∙합 원소 첨가에 의한 니 기 합 의 개량기술개발

- 세륨 (Ce)첨가에 의한 니 기 합 의 SCC 항성 향상 방법 개발 

- 세륨첨가로 인한 니 기 합 의 미세구조  기계  특성 평가 (입계탄화물 형

성을 진시켜 SCC 항성을 향상시킴)

∙Serrated 열처리에 의한 니 기 합 의 개량기술개발

- Inconel 합 에서 형입계가 형성될 수 있는 열처리 조건을 설정하고, 형입

계가 형성되는 메카니즘을 규명

4. 표면개질에 의한 부식손상 방지기술 개발

∙Ni-도 에 의한 Alloy 600 재료 응력부식균열 방지기술 개발

- 류 도와 펄스 조건에 따른 니  도 층 특성 평가 

- 니  도 층 응력부식균열 평가

제 2  달성세부내용

∙국내 가동원  증기발생기 열  신 부식손상 특성평가기술 개발  발생요인 

분석

원주균열의 발생시간을 측할 수 있는 상온  고온 SCC 기법을 개발하고 평

가실험을 수행하 다. 원주결함 발생양상을 살펴보면, (1)결함 검출된 부 는 고온

 tubesheet 상단 확  천이 지역이고, (2) 결함 열 은 모두 dent가 발생하고 있으

며, (3) 가동 년수에 따라 dent 신호가 커지는 경향을 확인하 고, (4) SCC의 생성은 

sludge가 고착화된 앙지역에 집 되는 특성이 있었다. 원  증기발생기 열 의 

주요한 손상원인으로 두되고 있는  마모를 심으로 하여, (1) 국내외 증기

발생기 열 에서의  마모에 의한 손상 황, (2) 마모가 발생할 경우, 구조

건 성을 확보하기 해 필요한 마모결함 검사  평가 방법, (3) 마모가 발생하는 

기구(mechanism), 그리고 (4) 열 의 재질, 진동특성, 가동온도 등 여러 주요 변수

들이 열 의 마모 특성에 미치는 향에 한 기술 황을 분석하 다. 

∙확 부  잔류응력 측정기술 개발  자료생산

증기발생기의 건 성에 미치는 인자  제작 시 발생되는 열  확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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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천이 부 의 잔류응력을 시험 평가하 다. 그 방법으로는 튜 시트 제거를 통

한 이완 변형률을 측정하는 strain gauge 방법, XRD를 통한 잔류응력 측정방법  

해연마를 실시하여 튜 외면을 제거할 때 생기는 튜 내면의 이완 변형률을 측정

하여 잔류응력을 측정하는 기술을 확보하 고 개발된 기술을 이용하여 Inconel 600 

 Inconel 690 열 에 한 확  부   확  천이 부 의 구속 잔류응력, 외부 

순수 잔류응력  내부 잔류응력을 평가하 다. 상온 응력부식균열 시험으로부터 확

부 에 가해진 응력을 유추하기 하여 수행하는 연구에서 필요한 ‘인가된 응력

에 따른 괴시간의 계’를 찾을 수 있었다. 균열발생이 미치는 용액농도의 효과는 

낮은 응력의 시편에서 크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었다. 

∙국내 가동원  archive 열  재료의 PWSCC 특성평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1차측 냉각수 모사 순환시험장치(loop)를 이용하여 국내 가동

원  증기발생기 archive 열 의 PWSCC 생성  성장 특성을 평가할 수 있는 시

험기술을 개발하여 평가 자료를 생산하 고 이로부터 실제 원  가동  균열생성 

 성장속도를 측하 다. 

∙Alloy 600 용 재(Alloy 182)의 미세조직 분석  PWSCC 특성평가

원자로 압력용기 통   그 주변 용 부에서의 PWSCC 특성을, 구성 재료인 

Alloy 600  Alloy 182, 82의 에서, 지 까지 연구된 PWSCC 균열 개시  성

장에 한 연구결과를 정리하고 분석하 다. 한 Alloy 600/182 용 재를 제작하여 

미세조직 찰  석출상 찰을 수행하여 이에 한 분석을 완료하 다. 용 재에 

한 미세경도 측정  1차측 수화학 분 기에서의 PWSCC 균열성장 실험을 수행

하 으며, 실험결과를 분석, 정리하 다. 

∙Database 구축

이번 단계에서 부식과 련되어 생산된 자료를 생산/수집/가공/처리 후, 이용자들

이 련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database 시스템을 설계/제작하 다. 생산된 자료

는 국내 6개 가동 원  증기발생기 열   상용재료의 미세조직,  thermal 

treatment 는 serration 열처리한 재료의 미세조직 찰 결과와 각종 응력부식균열

(PWSCC, IGA/ ODSCC, PbSCC)  pitting 특성 평가 자료이다. 앞으로도 지속 으

로 생산된 자료들에 한 database 구축을 하여 개발된 program ( 과제 인 차원

에서 구축 임)에 따라 database화하여 소내/외 이용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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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화학  방법에 의한 응력부식균열의 생성  성장 감시기술 개발

기화학  노이즈 측정 기법에 한 해외 기술동향을 분석하 고, 이론  배경

을 확립하고자 하 으며, 304 스테인 스강에 한 pitting 생성과 성장에 한 실험

을 통하여 pitting 신호생성과 해석을 수행하 고, 실제 열  재료인 Alloy 600의 

상온에서 응력부식균열 발생   실험을 하는 동안 측정된 기화학  노이즈 

류와 압을 분석  해석하 다.

∙손상 열 의 구조  건 성  설 측모델 개발

손상 열 의 구조   설 건 성 측모델을 개발하기 한 연구가 진행되

어, 부분 통결함 의 열압력은 길이보다는 깊이 의존성이 크게 나타났으며 원

주결함의 열압력이 같은 길이의 축결함의 열압력에 비해 2배의 높은 값을 보

다. 열  시편을 사용하여 괴 항실험을 수행하 으며 열압력 측식을 개발

하 다. 그 내용으로는 열  시편을 이용한 괴 항곡선 측정 시험법 제시, 괴

항곡선 측정, 괴 항곡선을 이용한 균열세 의 열압력 측등이 있다.

∙손상 열  보수기술 개발

손상 열  보수기술 개발을 해 열  내부 착층 형성기술을 개발하고자, 

열  내부 도 용 양극을 개발하 다. , 니  합  도  변수들인 pH, 온도, 

류 도, 펄스의 duty cycle, 첨가제의 향을 평가하기 해 도 효율, 조성분석, 분

극곡선, 교류 임피던스, XRD, 경도, 인장특성, 내부 응력, 미세 조직 등의 특성을 비

교, 분석하 으며, 이를 통해서 Ni-P-Fe, Ni-P-B 열  내 합 도 의 최 화 조건

을 확보하 다. 한 열 과 도 층의 착력을 최 화시킨 도 층의 착층 형

성 조건을 확보하 다. 이러한 조건들을 통해서 형성된 열  내부 도 층의 응력

부식균열 특성을 평가하 다. 다음 단계에서는 2단계에서 축 된 기술과 경험을 바

탕으로 양극을 보다 정 하게 수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착된 도 층의 응력부식

균열 특성을 평가할 정이다. 한 동시 다수  착을 시도할 정이다. 

∙증기발생기 열  2차측 응력부식균열의 억제기술 개발

기존에 과제에서 개발되어 국외 특허 등록된 2종의 보라이드의(세륨보라이드와 

란타늄보라이드) 입계 SCC 억제 기구 규명과 장 용성 검토를 한 연구를 수

행하 다. 억제기구 규명을 하여 다양한 첨가제를 이용한 실험, 그리고 실험된 시

편에 하여 AES(Auger Electron Spectroscopy), XPS(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 

SIMS(Secondary Ion Mass Spectrometry)등을 이용, 조성 분석 등을 실시하 으나, 정

확한 기구는 규명되지 못했다. 그러나, 이상의 연구에서 세륨이나 보론과 같은 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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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소보다 보라이드 자체가 억제 성능이 있음을 발견하 고, 니 보라이드가 기존에 

개발된 2종의 보라이드와 동등 는 그이상의 억제 성능이 있음을 확인하여 추가 

억제제로서 국내 특허를 출원하 다. 장 용성 평가를 하여 실시된 실제 원자

력발 소 2차측 환경 모사 조건(상온 pH = 9.5)  시험 결과, 실제와 유사한 환경에

서도 억제성능이 있음이 명되었다. 다음 단계에서는 실제 증기발생기 모사 

Mockup 실험등 추가 으로 장 용성을 검토를 한 연구가 수행될 정이다.

∙합 원소 첨가에 의한 니 기 합 의 개량기술개발

스테인 스강 등 다른 종류의 합 에서 부식 항성을 향상시키는 원소로 알려진 

세륨 (Ce)을 니 기 합 에 합 원소로 첨가하 을 때 나타나는 미세구조와 부식 

 SCC 특성변화를 평가하 다. 입계 SCC 발생조건이 잘 알려진 Alloy 600을 기

재료로 0.4%의 세륨을 포함하는 모델합 을 제조하여 평가에 이용하 다. 합 원소 

세륨은 입계 SCC 항성에 향이 큰 입계탄화물 형성을 진시키는 결과를 얻었

고, 본 연구에서 최 의 열처리 조건도 얻어졌다. 최  조건의 열처리를 실시한 세

륨첨가 모델 합 은 염기성용액에서 기  합 보다 우수한 입계 SCC 항성을 보

여 세륨첨가에 의한 SCC 항성향상 방법으로 국외특허를 출원을 비 에 있다. 

∙Serrated 열처리에 의한 니 기 합 의 개량기술개발

국내에서 제조된 증기발생기 열 용 Alloy 690이 원  가동  높은 IGSCC 

항성을 가지는 형입계 형성을 한 최 의 열처리 조건을 설정하고, 한 이 합

에서 형입계가 형성되는 메카니즘을 규명하 다. Serration 정도는 합 조성, 평

균 결정립 크기, 냉각속도  그 외 밝  지지 않은 다른 요인들에 의해 달라짐을 

알 수 있었다. 형입계는 (1) 입계 크롬탄화물의 석출  결정립계와 비정합 결정

립 방향으로의 성장, (2) 이에 따른 두 결정립에서의 크롬 고갈 차이, 즉 조성 차이

의 발생, (3) 조성 차이를 구동력으로 하는 결정립 계면 이동, 그리고 (4) 결정립계 

이동  입계 크롬탄화물의 계면 이동 억제 효과 등이 서로 상호작용하여 형성된 

것이라고 단된다.

    

∙Ni-도 에 의한 Alloy 600 재료 응력부식균열 방지기술 개발

Ni-도 에 의한 Alloy 600 재료 응력부식균열 방지기술 개발을 해 류 도와 

펄스 조건에 따른 니  도 층의 특성을 평가하 고, 형성된 니  도 층의 응력부

식균열을 평가하 다.

제 3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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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계자료

  국내논문게재 : 14편

  국외논문게재 : 18편

  국내논문발표 : 61편

  국외논문발표 : 32편

  국내특허출원 : 3건

  국외특허출원 : 4건

  국내특허등록 : 5건

  국외특허등록 : 2건

  국내 로그램등록 : 1건

  국내기술지원 : 9건

  국제공동연구 : 2건

  탁연구 : 2건

2. 기술지원

 

가. 기술명 : 증기발생기 열  응력부식균열 실증시험기술

- 주요내용 : 원  가동환경인 고온고압의 모사분 기에서 증기발생기 열  재

료의 부식시험을 수행하는 기술로써 시편의 열처리  제작 기술, autoclave 사

용방법과 용액조  방법, potentiostat 사용방법, 표 극을 비롯한 극의 배치 

 설치방법  고온고압 실험 시 주의사항 등에 한 기술지원.(두산 공업)

- 활용성 : 증기발생기 제조 시 최  재료공정 설정에 필요한 검증자료 생산  

가동 원  증기발생기에서 발생하는 부식손상 특성평가 자료생산/부식손상 원

인규명에 활용.

나. 기술명 : 가동 한국표 형 원 인 울진 3, 4호기 증기발생기 archive 열  

재료의 응력부식균열 특성평가 시험  분석

- 주요내용 : 울진 원  3, 4호기 증기발생기 사용 열  재료에 한 1차측  

2차측 응력부식균열 특성평가 시험을 고온.고압 실증모사 분 기에서 수행하여  

생산한 자료를 장 발 소에 제공(한수원, KINS)   

- 활용성 : 가동  부식손상으로 손된 열 의 1, 2차측 응력부식균열 민감

성 단을 한 근거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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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술명 : 응력부식균열을 비롯한 국부  부식손상 방지를 한 Ni-피막도  

기술에 한 특성평가 자료 제공

- 주요내용 : 열  재료의 응력부식균열을 비롯한 국부  부식손상을 방지하기 

하여 열  내부표면에 순수 Ni을 기도 하는 기술과 이 기술로 도 된 

열 의 응력부식균열 특성을 평가한 자료를 제공(두산 공업)

- 활용성 : 원  증기발생기 열  확  천이부 ( 상단)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는 응력부식균열을 방지하기 하여 증기발생기 제조시 열 의 확  천이

부  부근에 Ni-도 하는 기술로 활용.

라.  5호기 손상원자로 용기 부식실증시험 자료

- 주요내용 :  5호기에서 원자로 용기 하부 구조재인 합 강(SA508)의 부

식을 방지하는 스테인 스강(SS309) 클래딩층이 이탈된 thermal sleeve에 의

해 흠집이 발생하여 합 강이 일차측 냉각수에 노출되는 사고발생으로 합

강의 냉각수 노출에 의한 각종 부식발생 가능성에 한 원자로의 안 성 검

증을 한 부식실증시험 자료 제공(한수원, 과기부, KINS, 두산 공업)

- 활용성 : 1차측 냉각수에 노출된 압력용기강의 부식손상에 의한 가동 안 성 

단을 한 검증자료로 활용 

마. 가동원  원자로 헤드 통  노즐의 건 성 련 자료제공

- 주요내용 : 가동원  원자로 헤드 통  노즐의 Alloy 600/182 용 부 에서 

발생하는 1차측 응력부식균열로 인한 1차측 냉각수의 출사고에 한 국내외 

장자료  실험실 자료를 제공(두산 공업)

- 활용성 : 미국 가동원  의 하나인 Davis-Besse 원자로 헤드 통 의 일차측 

응력부식균열로 1차측 냉각수의 설에 의한 원자로 헤드 재료인 탄소강의 붕

산부식 발생과 같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한 참고자료로 활용.

바. 울진 원  4호기 증기발생기 열  인출검사  분석

- 주요내용 : 2002년 4월에 울진 원  4호기 증기발생기 열 에서 발생한 단

사고의 원인규명을 하여 인출한 열 의 괴검사를 수행하여 단원인을 

규명하고 근거자료를 제공(과기부, KINS, 한수원, 두산 공업, KEPRI)

- 활용성 : 밝 진 손상원인을 근거로 한국표 형 증기발생기 열 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재하기 하여 한국표 형  증기발생기의 모든 열

에 한 ECT를 수행하는 등 다른 발 소에서 열  단사고를 방지하는데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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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확  증기발생기 열 의 잔류응력 평가  응력부식균열 특성평가 시험기

반 구축

- 주요내용 : 가동원  증기발생기의 폭발  수압확 한 열  확 천이 부

에서 발생하는 원주방향 응력부식균열의 발생원인을 검증하기 한 잔류응력 

측정과 실증가동 모사분 기에서 응력부식균열 특성시험을 수행하기 한 

련자료 제공  기술자문.(두산 공업)  

- 활용성 : 확  천이부 의 잔류응력 변화를 검증하기 한 고온.고압 실증모사 

분 기에서의 응력부식균열 특성평가 시험장치 구축  자료생산에 활용.

아. 원  증기발생기 열  확 부  잔류응력 평가  2차측 건 성에 미치는 

향 분석

- 주요내용 : 한국표 형 원  증기발생기 열  확  천이부 에서 발생하는 2

차측 원주균열의 발생원인을 규명하기 하여 모델 확 시편을 제작하여 확

부 에 한 잔류응력 측정기술을 개발하고 잔류응력을 측정함.(두산 공업)  

- 활용성 : 폭발확   수압확 한 열 의 확  천이부 의 잔류응력 분포변

화를 측정.평가하여 가동  발생하는 2차측 원주균열의 발생원인을 규명하는

데 활용

자. 고리 1호기 구 증기발생기 활용연구 기획을 한 사 조사

- 주요내용 : 고리 1호기 교체 증기발생기의 활용을 한 사  타당성 조사  

련 연구기   유 기 의 의견수렴 등을 한 조사(KISTEP)

- 활용성 : 고리 1호기 구 증기발생기의 활용연구를 한 사  기획.

3. 산학연 동연구 수행실

- 국제공동연구

  ․ 연구제목 : International Steam Generator Tube Integrity Program 3

  ․ 주 기  : US NRC

- 국제 round robin test program

  ․ 연구제목 : Crack growth rate measurement of Alloy 600 and 182 weld

  ․ 주 기  : ICG-EAC

- 탁과제 1

  ․ 연구제목 : 원 가동 조건인 부식환경에서 손상세 의 결함거동 측모델 개

발

  ․ 연구기  : 성균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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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과제 2

  ․ 연구제목 : 기화학  기법을 이용한 원 재료의 부식결함 진  상태 측정 

 해석기술 개발

  ․ 연구기  : 울산 학교

제 4  기여도 

∙부식손상 특성평가기술 개발/특성평가 자료생산/손상기구규명  DB 구축

국내 원  증기발생기 열 에서의 원주결함 발생양상에 해 악함으로써 향

후 처기술을 개발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부식에 의해 열 이 손상된 경우에는 

해당 열 을 막음 (plugging)하면 손상의 진행을 단시킬 수 있으나, 마모에 의

한 손상은 막음 이후에도 진동에 의해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부

식에 의한 손상보다도 더욱 지속 이고 치명 인 결과를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증기발생기 열 에 한 마모 자료는 원 의 유지, 가동  보수 측면에서 매우 

요하며, 이에 한 황 악, 자료수집  계속 인 연구를 통한 자료획득이 매우 

시 한 실정이라 하겠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자료는 증기발생기 열 의 마모손

상을 억제 내지는 방지할 수 있는 기술 인 토   책을 수립하는 데 크게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증기발생기의 건 성에 미치는 인자  제작시 발생되는 열  확 부   확

천이 부 의 잔류응력 시험 평가결과는 증기발생기 열 의 확 부  응력부식

균열을 감소시키기 한 증기발생기 제조공정(확 공정) 개선에 활용될 것이며, 이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증기발생기 제조공정의 국내 고유기술 개발을 구축하는데 활

용될 수 있다.  이 게 함으로써 증기발생기의 건 성을 확보하여 원 의 안 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증기발생기의 재료기술 확보에 따른 제조사양 개선으로 증기

발생기의 수명향상  가동율 향상으로 막 한 경제  효과가 있을 수 있다. 한 

국내원 에서 발생하고 있는 원주결함의 발생시간을 측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국내에서 최 로 증기발생기 열 의 PWSCC 생성  성장 특성을 평가할 수 

있는 고온 고압 모사 분 기 시험기술을 개발하여 실험 자료를 생산하 으며 이 결

과들은 가동  PWSCC에 의한 균열 생성시 과 성장속도를 측하는데 직  활용

되어 국내 원 의 안 성과 가동율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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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 압력용기 통 의 손상은 방사능을 띤 냉각수의 유출로 말미암아 원

의 안 성에 치명 인 타격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국내 원 에서의 통  손

상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해서는 이에 한 연구가 시 히, 그리고 지속 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통  손상 황, 통  재질로 사용

되는 Alloy 600/182 용 재에 한 미세조직 찰, 석출상 분석, 미세경도 실험 결

과, 그리고 1차측 분 기에서의 PWSCC 균열성장 실험 결과 등은 통 의 안 성 

 건 성을 향상시키기 한 책수립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국내에서는 원 의 가동년수가 증가함에 따라 여러 형태의 손상을 경험하고 있

으며 이의 보수, 유지를 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국내 원 에서 발생되는 

열  재료의 문제 들에 한 원인을 규명하고 책을 수립할 수 있는 국내 자체

의 건 성 평가 기술체계 구축을 해서는, 재 국내 원 에서 사용되고 있는 실

제 증기발생기 열  재료 (archive 재료) 뿐 아니라, 동시에 각 종 상용 재료의 물

성  응력부식균열 특성을 포함한 여러 부식손상에 한 자료생산과 확보를 통한 

고유 database의 구축이 요구된다. 이러한 면에서, 재 본 과제에서 수행하고 있는 

부식 련 database는 향후 소내 뿐 아니라 소외 이용자들도 련 자료를 검색하여 

활용함으로써, 연구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일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부식손상에 한 안 성 측모델  처 기반기술 개발

기화학  노이즈 측정 기법은 이미 해외에서는 산업체 부식 문제에 해 

on-line monitoring을 하고, 이를 토 로 제어하기 해 사용 에 있다. 반면 국내에

서는 이에 한 연구가 거의 없었다. 이에 해외 기술 동향을 악하고, 실험 평가를 

함으로써 노이즈 측정 기술에 한 이론 이고, 기 인 자료를 생산하 다. 나아

가 산업체나 고온, 고압 분 기 하에서 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토 를 마련하

다.

‘ 열압력은 깊이 의존성’, ‘ 열압력 측식’등의 연구 결과는 발 소 안  운

에 기여할 수 있는 요한 자료이다.

손상 열  보수기술로써의 열  내부 착층 형성기술은 라마톰사에서 활

용되고 있는 기술이다. 반면 국내에서는 연구가 무하여 열  보수기술로써의 

응기술 개발이 실한 상태이다. 이에 열  내부 도 을 해 열  내부 도

용 양극을 개발하 고, 니  합  도 층의 특성을 분석하여, Ni-P-Fe, Ni-P-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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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내 합 도 의 최 화 조건을 확보하 다. 아울러 도 층의 착층 형성 조건

을 확보하여, 라마톰사에서 발표하는 기계  물성치에 달하는 기술을 확보하 다. 

이를 통해서 해외의 열  보수 기술에 한 응기술로써의 역할과 동시에 외화 

감효과가 클 것으로 기 된다. 한 니  합  도 에 한 반 인 이해와 자

료는 다른 산업체에 응용을 한 기 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2단계에 이어서 

3단계에서는 개발된 양극을 수정하고, 응력부식균열 항성이 우수한 도 층 형성

조건을 확보할 정이고, 동시에 여러 열 을 도 할 수 있는 장치를 고안하여 

평가할 정이다.

염기성 2차측 ODSCC 억제기술 개발의 일환으로 본 단계에서는 장 용성을 

고려하여, 를 시편에 인가하지 않고 부식  (OCP)에서 SCC 시험을 실시하

고, 한 실제 2차측 환경와 유사한 암모니아수 (상온 pH = 9.5)에서 SCC 억제제 

성능 평가를 수행하 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억제성능은 억제제의 장 용 가능

성을 한층 높 다. 다음단계에서 장 용성을 확증할 몇 가지 추가시험이 정되

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 개발된 억제제 들의 장 용이 가능할 경우, 그 경제  그

리고 사회  이득은 국내외 으로 막 할 것이다.

∙부식손상에 한 장수명화/미래형 재료기술 개발

합 원소 첨가에 의한 Alloy 600재료의 개량/개선을 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첨가 

원소로서의 세륨이 미치는 니 기 합 의 미세구조 변화가 검토되었고, 임계 탄화

물 석출을 진시킨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이는 첨가원소로서의 세륨의 역할을 

발견했다는 에서 일반 합 개발 분야에서도 그 기여가 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

다. 한 세륨 첨가 Alloy 600합 에서 우수한 입계 SCC 항성이 확인되었기 때문

에, 입계 SCC에 민감한 다른 니 기 합  는 스테인 스강에도 세륨을 첨가할 경

우 유사한 성능향상이 기 된다. 

통상 인 열처리를 할 경우, 결정립계는 계면에 지를 최소화시키기 해 직선의 

형태를 유지한다. 반면, 열처리 방법을 달리하여 결정립계를 형으로 하 을 경우, 

고온 creep-fatigue 특성이 향상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따라서 본 연구를 통

해 습득한 형입계 처리 공정기술을 열  재료로 사용되는 Alloy 600과 Alloy 

690 등 Inconel 합 에 용하면, 이 합 의 응력부식균열 항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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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개질에 의한 부식손상 방지기술 개발

Ni-도 은 Alloy 600의 응력부식균열 방지를 해서 필요한 기술이다. 최 의 니

 도 층을 형성하고자, 도 층 형성 변수에 한 체계 인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

서 2단계에서 고려한 류에 한 향 외에도 온도, pH, 첨가제 등에 한 특성 

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순수 니 에 한 특성 분석은 니  합  도  

분석을 한 보다 효과 인 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 형성된 도 층의 응력부식균열 

특성 평가를 통해 항성이 확인되었다.

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제 1  일반  활용계획

∙ 경제  측면

- 가동원 의 가동년수 증가에 따라 원  핵심부품 는 설비재료의 부식손상에 의

한 손에 한 손상특성평가 자료생산과 축 된 자료를 활용하여 손상원인을 규명

하고 그에 한 처기술을 개발함으로써 가동원 의 불시 가동정지에 따른 가동율

하와 유지보수 기간연장에 따른 막 한 경제  손실을 감소시킬 수 있다.

- 생산된 자료를 활용하여 부품 는 설비의 설계/제조 시 재료기술 사양을 개량/개

선함으로써 부품의 가동효율을 증 시키고, 특히 부품  설비재료의 건 성을 향

상시킴으로 한국표 형 원 의 해외 수출 경쟁에서 유리한 우 에 설 수 있어 원

수출 향상을 가져 올 수 있다.   

- 부식손상에 한 개발된 처기술로 원  사후 리에 한 핵심기술 자립을 제고

할 수 있음과 동시에 개발된 기술을 장에 용함으로써 핵심부품 는 설비재료

의 효과 인 손상 리와 수명연장으로 가동 발 소의 기 생산단가를 감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술을 외국에 수출함으로써 외화획득을 가져 올 수 있다.

   

∙ 사회  측면

- 부품 재료의 부식손상에 한 안 성 확보를 하여 생산/축 된 자료를 활용함으

로써 원 의 안 성을 확보하여 원자력에 한 국민 정서를 함양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 원 의 핵심부품 재료의 건 성 향상으로  국민의 안 성에 한 확신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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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재 신규 발 소 건설부지나 핵페기물 시설부지 확보를 상 으로 쉽게 

할 수 있다.

- 핵심 부품 는 설비 재료의 부식손상 방지와 수명향상으로 원  발 단가를 

하시켜 일반 가정뿐만 아니라 산업에 에 지를 싼값에 공 함으로써 국민 경제를 

향상시키고 국산 산업제품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수출증 를 가져옴으로써 국가 경

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 기술  측면 

- 핵심부품 재료의 부식손상 특성평가 자료는 국내 가동 원 의 안 가동을 한 

가동조건 설정과 부품재료의 손상 측, 손상 리, 수명연장 기술개발에 한 기반자

료로 활용될 것이며, 특히 부품재료의 설계/제조 시 련된 재료설계 사양을 결정하

는데 주요 자료로 활용되어 국가 원자력발  기술을 한 단계 상승시킬 것이다.

- 원  증기발생기의 손상 열 의 신 재생기술, 열  2차측 응력부식균열 억제

기술, 열  부식손상 방지기술 등, 처기술 개발은 원자력 사후 리기술 자립 

뿐만 아니라 일반 산업에 목시킴으로써 국내 산업설비의 수명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기술로 활용될 수 있다.

- 새로운 미래 원  시스템(차세  원 , GEN IV, 핵융합로 등)의 핵심 부품 는 

설비 재료의 설계/제작을 한 기  재료기술로 활용될 수 있다.    

 

제 2  각 기술별 활용계획

∙부식손상 특성평가기술 개발/특성평가 자료생산/손상기구규명  DB 구축

국내 원  증기발생기 열 에서의 원주결함 발생원인 분석자료는 결함의 처

기술을 개발하는데 활용될 수 있으며, 나아가 국내 원자력 발 소의 안 운 에 기

여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재 국내에서 가동 인 원  에서 렛  마모

에 의해 손상을 경험하고 있는 원 은  3/4호기, 울진 3/4호기 등 상당수에 이

른다. 마모에 의한 손상은 막음 이후에도 진동에 의해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어

떤 면에서는 응력부식균열 등의 부식에 의한 손상보다도 더욱 지속 이고 치명 인 

결과를 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증기발생기 열 에 한 마모 자료는 원

의 유지, 가동  보수 측면에서 매우 요하며, 이에 한 황 악, 자료수집 

 계속 인 연구를 통한 자료획득이 매우 시 한 실정이라 하겠다. 따라서, 본 연

구를 통해 수집되고 분석된 마모 자료는 국내 가동 원 의 구조건 성  안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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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에 용하여, 효과 인 증기발생기 수명 리에 활용할 계획이다. 한 증기발생

기의 마모 손상 측  수명 측에 활용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마모 항성을 갖

는 새로운 열  재료의 개량/개선에도 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는 폭발확 에 한 확 부 의 잔류응력을 실험 으로 살펴보았다. 

미 확  역, 천이확 역, 균일 확  역에 한 튜  내, 외면의 잔류응력 경

향을 통해 균열발생이 취약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토 로 수압확 을 

통한 확  열 의 잔류응력 분포를 측정할 기반을 마련하 고 한 원자력 증기

발생기 안정성에 한 평가나 사용수명을 측하는데 많은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는 증기발생기 열 의 확 부  응력부

식균열을 감소시키기 한 증기발생기 제조공정(확 공정) 개선에 활용될 것이며, 

이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증기발생기 제조공정의 국내 고유기술 개발을 구축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이 게 함으로써 증기발생기의 건 성을 확보하여 원 의 안 성

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증기발생기의 재료기술 확보에 따른 제조사양 개선으로 증

기발생기의 수명향상  가동율 향상으로 막 한 경제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아

울러 본 연구에서 얻은 열 에 작용하는 응력과 SCC 발생시간과의 계는 발

소 장에서의 SCC 발생시간을 측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본 과제에서 생산된 PWSCC 평가 자료는 원 별로 증기발생기 archive 열 의 

PWSCC에 한 민감도를 상 으로 비교한 것으로 이를 장에 제공함으로써 손

상 험도에 따른 원 별 차등 리가 가능하다. 한 국내 원 의 가동  PWSCC 

생성시 을 측하고 발생된 균열의 성장속도를 추정함으로써 한 열  보수

리방안을 수립하는데 활용될 정이며 궁극 으로는 원 의 가동  안 성과 가

동율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원자로 압력용기 통 은 Alloy 600으로 제작되며 그 주 를 Alloy 182나 82로 

용 을 하는 데, 이 부 에서의 용  잔류응력에 의해 PWSCC 발생 가능성이 아주 

높다. 따라서 이에 한 지속 인 감시  찰이 요구되는 데, 본 연구를 통해 얻

은 손상 황 분석자료는 국내 가동 원 의 안 성  건 성 평가에 활용될 정이

다. 한 Alloy 600/192 용 재에 한 미세조직 찰  상분석, 미세경도 측정, 그

리고 PWSCC 균열성장 실험 결과는 가동 원 에서 손상이 일어났을 때 원인 분석

에 유용하게 용될 수 있으며, 향후 높은 PWSCC 항성을 갖는 새로운 통  재

질의 개량  개선에도 용하여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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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각 호기별 열  archive 재료를 이용해 생산된 자료는 각 발 소별 

(plant specific) 고유 손상에 한 각종 가이드라인 설정 등에 필요한 필수 인 자료

로 재 구축된 datasheet 양식에 수록하여 database를 계속 확충  보완해 나가고 

있다. 본 과제에서 생산된 국내 가동 원  증기발생기 archive 열   상용 재료

에 한 부식 손상 특성 평가자료는 모두 database로 구축하고 있으며, 구축된 자료

는 부식손상 원인규명, 손상 리, 수명 측, 재료설계 사양재료, 수명향상  안 가

동을 한 기 , 규제기   정비기  등에 활용할 정이다. 한 소내/외 이용자

들이 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database의 로그램을 설계  운 하고 있으며, 

이를 더욱 확 하여 시행할 정이다.

∙부식손상에 한 안 성 측모델  처 기반기술 개발

기화학  노이즈 측정 기법에 해 조사된 이론  배경과, 열  재료인 

Alloy 600의 응력부식균열 발생  에 한 기화학  노이즈 기술의 용 경

험을 바탕으로 보다 고온, 고압의 조건과 산업체에서의 부식 문제를 제어할 수 있

는 기술로 활용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결함의 형태에 따른 열압력  설율을 측정하고 얻은 ‘ 열압력은 깊이 의

존성’등의 자료는 발 소 가동  안 성을 확보하는데 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

다. 열  시편을 사용하여 괴 항실험을 수행하고 얻은 ‘ 열압력 측식’ 한 

가동 안 성을 한 요한 자료로 횔용될 수 있다.

손상 열  보수기술 개발을 해 수행된 열 내 착층 형성에 한 연구는, 

니  합  도 기술에 한 도  변수들 향의 이해를 도모하며, 여러 변수를 함

수로 하여 도 된 합  도 층의 기계 인 특성과 미세구조 등을 조 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도 층의 재료 특성을 제어하여 다양한 분야에 응용될 수 있는 요한 

결과를 제공한다. 라마톰과 같은 해외 열  보수 기술에 한 응기술로써 큰 

외화 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본 과제에서 개발된 억제제는 공정최 화 기술개발, 여타 구조재료에 미치는 부

수  향(side effect) 평가, 장 용성 확증의 단계를 남겨 놓고 있다. 그러나, 1 

단계와 2단계에서 수행된 연구 결과에 근거할 때, 충분한 억제성능  장 용가

능성이 입증되었기 때문에 다음 단계에서 실험실 규모로서는 충분한 평가가 이루어

질 것으로 단되며, 그 이후에는 기술이 을 통하여 실제 원자력발 소에 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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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부식손상에 한 장수명화/미래형 재료기술 개발

원자력발 소 구조재로서 다양하게 사용되는 니 기 합 은 노출 환경에 따라 

다양한 열화 상을 나타내고 있어 기존 재료의 개량 는 새로운 합 의 개발이 세

계 으로 큰 심사 의 하나이다. 본 과제에서 개발된 “세륨 첨가에 의한 니 기 

합 의 입계 SCC 항성 향상 방법“은 탄화물 석출을 통한 SCC 항성 향상 이외

에 미세구조 는 기계  특성에 향이  없다. 따라서, 에서 언 한 니 기 

합 의 개량  개발에 기여가 클 것이다. 개발된 합  개량기술은 국외 특허출원

정인 바, 심있는 국내외 산업체와 연계, 새로운 합  는 기존 합 의 개량에 

이용될 수 있도록 추진될 것이다.

증기발생기 열  재료로 사용되고 있는 Alloy 600은 원  가동 환경에서 응력

부식균열이 자주 발생하여 큰 문제 으로 두되어왔다. 최근에는 Cr의 함량을 약 

2배 증가시킨 Alloy 690을 열  소재로 사용되고 있으나, 이 한 응력부식균열 

항성에 한 타당성을 충분히 검증받고 있지는 못한 실정이다. Inconel 합 에서 

발생하는 응력부식균열은 부분 결정립계를 따라 일어나는 입계균열 (intergranular 

cracking)의 특성을 지닌다. 따라서, 본 과제에서 개발한 형입계 형성 공정기술을 

Inconel 합 에 용하면, 이러한 입계균열의 발생을 크게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되며, 형입계 형성 열처리 방법을, 열  소재의 제작 공정  용하여 실

용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법론을 모색 에 있다.

∙표면개질에 의한 부식손상 방지기술 개발

Ni-도 은 Alloy 600 재료 응력부식균열 방지를 해 용가능하며, 열  보수 

기술로써의 Ni 합 도  기술 개발을 해 필요한, 다양한 변수들의 효과에 해 

효율 이고, 정확한 연구를 진한다. 한 타 산업체에도 이용 가능한 결과를 생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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