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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1. 체목 

중기발생기 전열관 재료의 기계적 특성 및 부식특성 명가 

11. 연구의 목쩍 및 충요성 

증기발생기는 원자력발전소의 1차 계통과 2차 계통의 경계률 이루는 기기로 

서 정상 및 비정상운전시 원자로에서 발생된 멸을 증기발생기 전혈관율 통하 

여 2차측으로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올 한다. 현재 가동중인 발전소들의 중기 

발생기 전열관으로는 Inconel 600이 사용되고 있으나 가동년수가 중가함에 따 

라 전열판 진동으로 인한 피로현상과 마모 둥 기계적 열화 및 고온 고압분위 

기하에서의 SCC， IGA퉁 여러 가지 부식현상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채 

료의 대체하기 위해 Incone1690이 개발되었다. 

기계적 성질측면에서의 재료열화로는， 해외의 경우 친동에 의한 피로현상으 

로 Mih없na 2호기와 North Anna 1호기의 중기발생기에서 전열관 파손이 발 

생하였다. 피로에 의한 파손은 대부분 균열어 마손이나 SCC에 의한 미세균열 

에서 시작된다. 최근 들어 중기발생기 전열관의 U-band영역의 셜계개선 및 

전열관 열처리에 의한 기계적 특성 향상에 대한 많은 연구롤 수행중이다. 그 

러나 아직까지 기계적 특성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Inconel 690의 부식특성에 관한 연구는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Inconel 600에 비하여 매우 우수한 부식저항성올 보이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현재 건설중인 많은 원자력발전소에서 Inconel 

690올 중기발생기 전열관으로 선택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고리1호기 중기발 

생기롤 Inconel 690으로 교체 예정에 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위 두 

재료에 대한 부식특성 및 기계적 특성에 대한 상세한 비교연구는 부족한 실정 

이다. 특히 기계적 특성에 관한 연구는 부식특성에 비교해 볼 때 미미한 상태 

에 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Inconel 600과 Inconel 690 재료의 건전성에 

관련된 기본적인 성질들올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비교 평가 하고자 한다. 

---‘ 



11 1. 연구개발의 범위 및 내용 

본 연구에서는 먼저 중기발생기 전열관 파손사례를 조사하여， 열화기구별 

파손사례와 파손형태， 그리고 파손빈도를 분류하고자 한다. 

현재까지 연구된 결과들을 바탕으로 두 재료의 각 열화기구별 특성올 비교 

분석한다. 우선 중기발생기 전열관의 기계적 성질의 비교평가를 위해서 온도 

에 따른 인장성질의 변화를 분석하며 열처리에 따른 미세구조의 변화와 인장 

특성과의 관계를 조사하고자 한다. 기본적인 인장성질 이외에도 전열관 내부 

의 고온， 고압에 의한 진동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피로성질에 대하여 두 채료 

의 특성올 비교하고자 하며， 부식성질과 기계적 특성이 상호 관련된 부식피로 

에 대한 두 채료의 저항성을 조사하고자 한다. 이밖에도 진동에 의한 마손 

(Fretting)둥과 같은 중기발생기의 여러 열화기구에 대한 저항성도 비교하고자 

한다. 

그려고 부식특성에 관한 명가로서 1차측과 2차측의 부식형태는 냉각수의 화 

학적 성분의 차이로 인해 매우 다르기 때문에 웅력부식균열(SCC) ， 입계열화 

(IGA) , 피탱 (Pit디ng)둥 현재 알려진 많은 열화기구로 분류하여 주된 부식기구 

를 두 재료에 대해 비교 분석한다. 또한 재료의 열처리에 따른 미세구조의 변 

화가 두 재료의 부식저항성에 어떠한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각각의 

열처리온도， 유지시간 둥으로 나누어 비교한다. 

IV. 연구 개발 결과 

가. 증기발생기 전열관 재료의 기계적 특성 및 부식특성에 관한 데이터 베 

이스 구축 

나. 증기발생기 전열관 재료 교체에 대한 신뢰성 평가 자료 확보 

다. 가동조건에서 발생될 문제점 도출. 

라. 재료특성 향상에 대한 이론적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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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1. Project Tit1e 

Eva1uation on Mechanica1 and Corrosion Properties of Stearh Generator 

Tubing Materia1s 

ll. Objectives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Ste없n gen얹.ator is one of the major. componènts of nuclear reactbr 

pressure bound하y. It’s main function is transferring heat which generated 

in the reactor to turbine generator through steàm generator tube. In these 

days, steam generator tubing materia1s of operating plant are used Inconel 

600 a110ys. But according to the operation time, there are many degradation 

phenomena which included mechanica1 damage due to f10w induced 

vibration and corrosion damage due to PWSCC, IGA!SCC 때d pitting etc. 

Recently Inconel 690 a110ys are selected as new and replacement steam 

generator tubes for domestic nuclear power plant. But there are few study 

about mechanica1 and corrosion properties of Inconel 앉)() and 690.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is to eva1uate and compare mechar피ca1 and 

corrosion pro않rtied of steam generator tube materia1s. 

ID.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1. To examine steam generator tube damage events and degradation 

mechanism. 

2. To eva1uate mechanica1 properties of Ste없nG하lerator Tube Materia1s 

1) Tensile properties 

2) Fa때ue Properties 

3) Fretting and Wear 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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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πosion properties of Inconel 600 and690 

1) PWSCC (Primary Water Stress Corrosion Cracking ) 

2) IGNSCC (Intergranular Attack / Stress Corrosion Cracking ) 

3) Pitting 

4) Other Corrosion Phenomena 

IV. Results of the Project 

1. Data 뼈se of Mechanica1 and Corrosion. Propc:뾰es of S/G Tul웅 Materia1s 

2. 뻐ltaa때risition 뼈ut reliability of S없rn Generator Tubing R빼acement 

3. Estirnation of new problem at operating conditions 

4. Theoretica1 basis for irnprovement of materi외 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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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연구개밤 목적 및 훨요성 

일반적인 가압경수로형 원자력발전소는 노섬에서 핵연료의 핵반웅에 의해 

열이 발생하며 이때 생성된 열은 고압의 냉각수를 통하여 증기발생기로 전달 

이 되고 중기발생기에서는 터빈을 가동시켜 전력을 생산하는 중기를 발생시킨 

다. 중기발생기는 1차측 냉각수와 2차측 명각수의 경계를 이루는 중요한 구성 

성분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중기발생기는 방사능물질을 함유한 1차측의 냉각 

수가 2차측으로의 누셜올 방지하도록 셜계되어야 한다. 

상업용 가압경수로에서는 1개에서 4개까지의 증기발생기를 가지고 있으며 
원자력 중기공급계통과 발전소의 출력크기에 따라 중기발생기의 개수가 결정 

된다. 국내 원자력발전현황을 살펴보면 1978년 고리 1호기가 처음 상용가동을 

시작한 이후 최근 월성 2호기까지 모두 1271 의 원자력발전소를 보유하고 었 

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국내 훤전의 건전성은 전력을 기반으로 하는 모든 국 
가기간 산업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었다. 그러나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연 

수가 중가함에 따라 증기발생기 전열관 및 재료의 열화가 발생하여 발전소의 
가동이 예정 없이 중지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그에 따른 보수 및 교체 둥 

으로 인해 매우 많은 손실올 일으켜 왔다. 그중 특히 중기발생기 전열관 재료 

인 lnconel 600 MA를 사용한 중기발생기에서 매우 빈번한 열화가 발생하였 

다. 대략적인 증기발생기 손상사례를 Table 1.1-1에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열 
화현상올 이해하는 것은 열화방지뿐 아니라 60년 수명을 예상하고 있는 차세 

대 원자력발전소의 건전성평가에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었다. 따라서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 및 수명연장올 위해서는 중기발생기의 건전성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증기발생기에 대한 현재까지의 연구를 살펴보면 열화의 원인올 제거하기 위 

한 증기발생기 설계변경과 중기발생기 가동조건과 같이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견딜 수 있는 새로운 전열관 개발로 나누어 질 수 있다. 설계변경사항을 살펴 

보면 부식현상으로 인한 슬러지의 집적을 억제하기 위해 관 지지판의 모양 및 

재질을 변경하거나 수처리방법의 개선으로 부식을 억제하는 방법을 사용하였 

다. 국내의 경우 새로 교체가 이루어지는 고리 1호기는 구형의 마illed hole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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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의 관 지지판 형태에서 denting올 방지하기 위해 tripoil 형태로 변경되었다. 

또한 판 지지판의 재질도 부식현상올 억제하기 위해 탄소강에서 스테인레스 

강으로 교체되었으며 마모현상올 억제하기 위해 AVB의 재질을 인코넬에서 

스태인레스강으로 교체하였다. 이와는 달리 전열관 재질의 변경을 고려할 때 

가장 많이 거 론되 어 온 것 이 Inconel 690이 다. Inconel 690은 600과는 달리 내 

부식성 원소인 크롬을 약 2배로 중가시켜 기존의 Inconel αm에서 문제가 된 

부식현상을 억제할 수 었다는 많은 연구결과가 었다. 이에 따라 가동 연수가 

약 20년이 지난 고리 1호기의 중기발생기는 전열관 재료가 Inconel 690TT으 

로 변경하게 되었다. 그러나 Incone1 690에 대한 가동경험 및 실험적인 자료는 매 

우 부족한 실정에 었다. 특히 기계적 성질에 대한 자료는 거의 없는 실정이며 부 

식에 대한 비교자료 역시 국내에서는 비교연구가 거의 수행되지 않고 있기에 해 

외의 자료에 의폰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과제에서는 현재까지 중기발생 

기의 손상기구에 대하여 조사한 후 파손형태률 분류하며 증기발생기 각 부위의 

파손빈도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고자 한다. 그라고 국내애서 처음으로 가동에 들 

어갈 In∞I뻐 앉% 증기발생기 전열관에 대한 기계적 특성 및 부식특성에 대한 자 

료룰 수집하여 기존의 Inconel 600과 비교함으로서 Inconel 앉%에 대한 신뢰성을 

명가하고자 하며 또한 Incone1 600에서 문제시 된 열화현상의 분위기에서 In∞nel 

600과 앉%에 대한 기계적 특성 및 부식특성에 비교하고자 한다. 

Table 1.1-1 대표척인 중기발생기 손상 사례 

발전소 사고 발생 년도 냉각수 유출양 원인 

Point Beach 1호기 1975년 02월 26일 470 Vrnin Thinning, Wastage 

S따1γ 2호기 1976년 09월 15일 1정o Vmin U-bend PWSCC 

Doel2호기 1979년 06월 25일 510 Vmin U-bend PWSCC 

Prairie Island 1호기 1979년 10월 02일 1270 Vmin W않r 

Ginna 1호기 1982년 01월 25일 2900 Vmin Wear 

Fort Calhoun 1잃4년 05월 16일 425 Vmin U-bend ODSCC 

North Anna 1호기 1987년 07월 15일 2410 Vmin High CycIe Fatigue 

McGuire 1호기 1989년 03월 07일 1900 Vmin IGSCC 

Mihama 2호기 1991년 02월 09일 2600 Vmin High CycIe Fatigue 

PaIo Verde 2호기 1993년 03월 14일 910 νmin ODS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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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증기발생기 전열관의 열화기구 및 파손사례 

2.1 열화기구 

증기발생기에서의 열화현상에 대한 대략적인 모양올 Fig. 2.1-1에 나타내었 
다. 그림에서와 같이 매우 많은 부식현상으로 인해 전열관의 손상이 보고되었 
다.’각각의 세부 열화기구에 대해 간단히 상술하면 다음과 같다. 

2.1.1 일차웅력부식균열 띤wsα; primary Water Sσess Corrosiα10와따19) 

4좌릎」 

용력부식 균열(Stress Corrosion Cracking)은 부식성 분위 기 와 부가된 인장 

웅력의 조합된 작용 하에서의 민감한 미세구조의 파손형태이다. 니켈-크롬-철 
합금인 Inconel 600의 웅력부식균열은 전형적인 업계파손(Intergranu1ar 
fracture)이며 대략적으로 웅력장에 수직인 방향으로 균열이 진전한다. 가해준 

웅력과 부식성 분위기가 그 자체로 균열올 생성하지 않더라도 웅력부식균열어l 
이르는 웅력은 충분히 낮아질 수 있으며 분위기는 강한 부식성이 아니라도 일 
어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웅력부식균열이 생성되는 곳은 제조중의 존재하는 
균열， 표면의 불연속지점， 재료 조성 및 산화막 두께에 의한 미세구조의 차이 
를 나타내는 곳， 부식성 물질이 농축되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1959년 이전에 Inconel αm이 순수(Pure Water)에서 웅력부식균열에 대해 
매우 뛰어난 저항성올 가질 것이라 생각하였다. 그러나 1959년에 Coriou[1]퉁 
에 의해 고온(350 "C )의 순수에서 웅력부식균열에 민감해 질 수 있다는 연구결 
과를 발표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가동경험이 그때 당시 매우 짧았기 때문 

에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가동연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부식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초기 제작된 대부분의 중기발생기는 Table 2.1-1과 같 
은 예외를 제외하고는 거의 Inconel 600 전열관올 이용하여 제작되었다[2]. 
가동연수가 20여년 이상 지난 후 Inconel α)()MA의 일차수 웅력부식균열 
(PWSCC)은 가압경수로의 중기발생기에서 대한 가장 중요한 사항이 되었다. 

중기발생기 전열관의 PWSCC는 주기적인 점검， PWSCC를 방지하기 위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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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법， 가동 중 열화가 일어난 전열관의 허용올 위한 대처방안， 관막음， 그리 

고 극단적인 경우 증기발생기 교체 둥에 대한 필요성올 증가시켰다.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면 PWSCC문제는 Westinghouse(WE)형의 중기발생 

기에 국한되어 왔다. PWSCC가 다른 제조회사 즉 Babcock & Wilcox 

(B&W) , Combustion Engineering (CE) , KWU에서 널리 발생하지 않은 이유 

는 다음과 같다. 

- Babcock & Wilcox (B&W) 

B&W의 관류형 중기발생기(Once-through S/G)는 전열관 설치 후 전체 전 

열관 다발과 shell의 웅력제거 열처리와 관련이 었다. 이러한 과정은 PWSCC 

에 대한 저항성을 가지는 미세구조를 형성하며 전열관 제조 과정 중 형성된 

잔류웅력을 제거한다.B&W가 공급한 TMl1호기는 기능 테스트 중 증기발생 

기로 유입된 티오황산염 (Sodium thiosulfate)으로 인해 일부의 PWSCC를 경 

험하였지만 열처리를 통해 산성 및 산화분위기에서 균열에 대한 위험성을 증 

가시키는 PWSCC에 대한 저항성 증가와는 다소 다른 경우이다. 

- Combustion Engine뼈ng (CE) 

CE의 증기발생기 전열관에서 PWSCC가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현재까지 알 

려진 것으로 다음과 같다. 

CD PWSCC에 대한 저항성올 지닌 미세구조를 가지기 위해 높은 온도에서 
공장어닐링 (Mill Annealing)을 수행하였다. 

(2) tubesheet에서 전열관의 확관을 수행하는 과정과 U-bend를 제조하는 과 

정에 이용된 공정이 Westinghouse보다 더 적은 잔류웅력을 가지도록 하였다. 

한때 CE에서 제공한 San Onofre 3호기 증기발생기에서 가동 중 PWSCC를 

경험하였으나 그 원인이 제조 과정중의 하나인 cold drawing후에 공장어닐링 

처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잔류웅력제거 열처리가 

되지 않은 전열관을 제거한 후에는 PWSCC문제가 생기지 않았다. 

- Kraftwerk Union (KWU) 

Kraftwerk Union은 1960년 대 후반에 Inconel 600이 일 차수에 서 PWSCC에 

민감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따라서 이러한 열화현상에 대처할 수 있는 

전열관 재료로 Incoloy 800을 선택하였다. Incoloy 800은 크롬함량이 25%이상 

이며 13%정도의 니켈을 함유하고 었다. 이 재료는 PWSCC에 대해 우수한 저 

항성을 가지는 것으로 밝혀져 있으며 실제 증기발생기 전열관의 제조과정 중 

내부 표면을 매우 정밀하게 polishing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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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sphate 수화학 하에서 가동되는 증기발생기 슬러지 더미에서 wastage를 
경험한 적이 었다. 

B. PWSCC의 원 <?l 

Inconel 앉m과 같은 중기발생기 전열관재료는 용체로부터 냉각될 때 원자들 ’ 

의 규칙적인 배영을 가지는 다결정체이다. 결정성장은 냉각과정 중 무수히 많 
은 핵생성 자리에서 시작되며 이러한 개별적인 결정성장의 결과로써 다결정 

체를 가지게 되는데 이러한 결정성장을 통하여 각각의 결정의 경계가 생긴 것 

을 결정업계라 한다. PWSCC의 관점에서 볼 때 중요한 점은 불순물의 대부분 
은 이렇게 형성된 결정업계에 모인다는 점이다. 결정업계에서의 불순물의 농 
도는 입내보다 대략 1000-1α%배정도 높다. 

일반적으로 불순물은 채료의 부식저항성올 현저히 감소시킨다. 재료가 충분 
히 민감하고 환경적 영향이 었다면 결정입계가 선태적으로 부식이 일어나는 

IGA이 2차측에서 발생한다. 입계부식은 2차측에 영향이 있으며 1차측에서는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 

이상적인 조건하에서 결정이나 결정업계에 보호피막이 형성되어 부식올 억 

제하는 효과가 었다. 그러나 인장웅력이 가해지면 변형에 의해 취성을 가친 
보호피막이 우선적으로，파괴되며 금속표면이 다시 부식성분위기에 노출이 된 

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 하에서는 민감한 재질의 용해가 더욱더 가속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균열이 시작되면 인장웅력은 환경에 대한 균열노출올 유지시키게 되며 이에 

따라 균열내부의 부식이 촉진된다. 또한 균열의 기하학적 인자 역시 균열첨단 

에서의 웅력계수를 증가시킨다. 따라서 웅력부식균열은 균열의 진전방향이 결 

정입계의 단일균열로 성장하며 이러한 균열의 성장에 따라 결정업계에서의 인 

장웅력이 완화된다. 웅력부식균열은 가공 중에 생성된 미세균열， 표면의 불연 
속지점， 재료조성차이에 따른 미세구조차이의 발생부위， 보호피막균열， 부식성 
용액 둥의 조건에서 발생한다. 

무엇보다도 웅력부식균열의 영향은 재료의 유효강도를 감소시킨다. PWSCC 

를 일으키는 조건 없이는 재료는 파괴 없이 인장강도까지 견딜 수 있으나 

PWSCC의 조건아래에서는 매우 낮은 용력 하에서 파손이 일어난다. 일반적으 

로 항복웅력의 약 60%정도의 웅력이 임계웅력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이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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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용력이하에서는 용력부식균열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고되고 었다. 그러나‘ 

이러한 웅력이 주기적으로 변화할 경우 부식피로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중기발생기 전열관의 일차수 웅력부식균열의 주된 원인은 

민감한 채질， 인장용력， 부식성분위기 둥이 주된 원인으로 알려졌으나 본 장에 

서는 그 외의 인자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1) 재료의 민감도 

어닐령 후 수행하는 냉각 중에 탄소는 재료내의 크롬과 함께 크롬탄화물로 

석출되려는 경향이 었다. 결정내부나 결정업계에 석출되는 크롬탄화물온 탄소 

의 함량， 어닐령 온도， 유지시간， 전 단계에서의 석출정도， 냉각속도 둥에 따라 

매우 민감하게 변화한다[3-7]. 

19겸년 Coriou둥에 의하면 열처리룰 수행한 후 석출된 크롬탄화물의 분포가 

입내나 업계에 분산되어 분포한 것보다는 입계에 우선적으로 석출한 재료가 

고온 순수에서의 용력부식균열에 대한 저항성이 매우 뛰어나다고 주장하였으 

며 이러한 주장은 그후 많은 실험올 통하여 입중되었다. PWSCC에 대한 우수 

한 저항성은 입계의 크롬탄화물의 풍부한 양파 업내에서 약간의 탄화물분포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업계 석출물이 PWSCC에 대한 저항성중 가장 널려 받아들여지고 

있는 가젤은 Bruemmer둥에 의해 제안되었다. 우선적으로 업계에 석출한 크롬 

탄화물은 전위원으로 작용하여 균열 무덤올 증진시킨다. 따라서 업계의 석출 

물이 많을수록 전위원이 많아져 균열 무덤이 더욱더 커진다. Srnia10wska등에 

의한 또 하나의 제안은 Inconel 600합금에서 업계에 석출물이 폰재활 경우 우 

선적으로 부동태가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업계에서의 풍부한 크롬탄화물과 입내에서의 

석출물이 없는 경우 PWSCC에 대해 매우 뛰어난 저항성을 가지는 것으로 인 

식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입계에서의 미세구조를 조절하는 가장 중요한 인 

자는 최종 어닐링 온도와 탄소함량이라 할 수 있다. PWSCC에 영향올 미치는 

미세조직에 대한 개략도률 Fig. 2.1-2에 나타내었다. 

φ 최종 공장 어닐령 온도 (Fin려 M피 Annea1ing Temperature) 

Inconel 600에서 탄화물의 분포에 영향올 미치는 제조과정 변수는 전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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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 결정올 위한 냉간 가공후의 공장어닐링온도이다. 채료의 민감도에 영향 

올 미치는 전열관 제조공정 및 공장어닐링공정 중에서 중요한 요소는 다옴과 
같다[8]. 

- 전처리단계에서 형성된 크롬탄화물 

- 최종 전열관 형성과정중의 냉간 가공의 정도 

- 최종 공장 어닐링 처리동안외 재결정 및 냉각과정 중 생성된 결정 

- 최종 공장어닐링동안 탄화물의 재용해는 온도에 따라 결정된다. 최종공장 

어닐링온도가 매우 낮올 경우 탄화물의 완전용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 

게 완전 용해되지 않은 탄화물은 결정의 성장올 방해하게 되고 업계에 그대로 

남아 있게 된다. 그러나 어닐링온도가 매우 높올 경우에 탄화물의 환전용해가 

이루어지며 결정은 다소 크게 성장한다. 또한 냉각 중에 업계에서 크롬탄화물 

은 재석출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높은 공장 어닐링처리는 큰 결정과 입계애서 

의 많은 탄화물을 얻을 수 있다. 

PWSCC 민감도에 대한 최종 공장어닐령의 영향에 대한 연구는 이미 많이 

수행되었다. Norring에 의하면 수소를 함유한 1차측에서 Inconel 600에 대한 

실험결과 최종공장어닐링용도를 925"C에서 1025"C로 증가시켰을 경우 균열생 

성시간이 4배정도 증가함올 보였다[9]. 

최종어닐링온도 및 시간에 따라 PWSCC를 경험하거나 하지 않은 발전소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 1970년대 초기 대부분의 W.H와 C.E에서 만들어진 중기발생기 전열관인 

Inconel 600은 재결정과 큰 결정크기， 완전 용해된 탄화물올 얻기 위해 충분히 

높은 공장어닐링옹도에서 제작되었다. 이러한 공장 어닐링 온도에서 냉각 중 

에 생성된 입계탄화물은 없었으며 열처리를 통하여 PWSCC에 대한 저항성올 

증가시켰으나 결정크기에 의해 상대적으로 낮은 항복강도를 가졌다. 

- 1970년대 초 W.H형 증기발생기의 전열관에 사용된 최종공장어닐링온도는 

~'C보다 낮은 온도를 선돼하였다. 이러한 온도의 선돼은 항복강도를 50 - OOksi 

(345 - ~MPa) 범위에서 얻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이러한 온도는 재쩔정올 이루 

기에는 충분한 온도이나 결정성장 및 탄화물용해에는 충분하지 못한 온도이다. 따 

라서 결정은 상대적으로 매우 미세하였으며 입내에서의 탄화물이 미세하게 분포 

하였으며 업계의 탄화물은 거의 분포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재질은 산성용액에서 

는 매우 강한 저항성올 가지나 PWSCC에 대하여 매우 민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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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0년대 말에 2차측에서의 부식에 대한 저항성올 증가시키기 위해 새로 

운 열처리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열처리는 최종공장어닐링을 한 후 705
0

C에서 

약 15분 동안 전열관을 유지시켰다. 그 결과로 입계에는 연속적인 업계탄화물 

이 생성되었으며 업계에서의 크롬의 농도를 예민화 되지 않을 정도로 유지시 

킬 수 있는 조건이었다. 또한 이러한 열처리는 전열관의 잔류웅력을 제거한다. 

- 1980년대에 Airey에 의해 업계탄화물에 대한 연구는 완결되었다. Airey에 

의하면 충분히 높은 최종 공장어닐링온도에서 열처리를 할 경우 바랄만한 입 

계탄화물을 얻올 수 있다는 것을 보였다. 따라서 Inconel 600과 690에 대한 

EPRI의 specification은 뛰어난 미세구조를 얻기 위해 충분히 높은 최종 공장 

어 닐 링 온도를 요구한다[10-11]. 

@탄소 

PWSCC에 저항성을 가지는 미세조직을 얻기 위한 최종 공장어닐링온도는 

탄소함량에 따라 결정된다. 왜냐하면 탄소함량이 많을수록 더 높은 공장어닐 

링온도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공급되는 전열관재료의 탄소함량의 범위와 비교해 볼 때 탄소함 

량에 따른 문제는 별로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높은 탄소함 

량(-0.7%)과 낮은 최종공장어닐링온도는 PWSCC에 매우 민감한 미세조직을 

생기게 할 수 있다[12]. 

PWSCC의 민감도에 대한 탄소의 영향은 다음의 3가지 방법 중 하나로 제 

어할 수 있다. 

- 모든 예견된 탄소함량에 따라 바랄만한 미세조직을 얻기 위해 충분히 높 

은 최종 공장어닐링온도에서 열처리를 수행. 

- 최종 공장어닐링온도를 고정시킨 후 탄소함량의 범위를 제어함 

- 전열관의 탄소함량을 측정한 후 최종 공장어닐링온도를 결정 

여기서 두 번째 사항이 EPRI의 Inconel 600과 690의 guideline이 되고 있다. 

@ 예민화와 열처리 

예민화란 결정입계에 의도적으로 크롬탄화물올 석출시키는 과정에서 입계에 

크롬의 농도가 국부적으로 감소하는 현상이다. Inconel 600에서의 예민화가 이 

루어진 영역은 산성 및 산화성분위기에서 입계부식과 매우 깊은 관계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예민화 조건은 산성 및 산화성분위기에서 부식에 대한 저항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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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매우 낮은 반면 실제 PWR 수화학조건에셔 PWSCC, IGSCC둥에 대한 저 
항성올 가지는 것으로 알려졌다[13]. 

산성 및 산화성분위기에 대한 재료의 저항성은 열처리를 통해 증가시킬 수 

있는데 이때 재결정온도이하에셔 약 15시간정도 열처리한다. 이러한 과정은 

업계의 탄화물의 분포에 대한 영향이 거의 없으며 입내의 크롬을 업계로 확산 

시켜 예민화를 억제한다. 현재 관막음 및 슬리멍을 수행한 전열관은 대부분 

Incqnel 690으로 대체되었으며 높온 크롬함량을 가진 Inconel 690에서는 예민 
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순수에서 Inconel 600의 웅력부식균열에 대한 열처리의 영향은 많은 연구자 

들에 의해 연구되었다. NOITÍng[14]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공장어닐링 (MA)과 

열처리 (TT)를 수행한 시편에서 열처리 (TT)한 시편의 균열생성시간이 매우 

길게 나타났다. ]acko[15]의 연구에 따르면 열처리 (TT)가 PWSCC의 저항성얘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열처리가 PWSCC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한 TT와 MA를 비교하면 Fig. 2.1-3파 같다. 

@불순물 

냉각과정 중 어떠한 재료도 불순물은 업계로 모여든다. 그러나 현재까지 

PWSCC에 대한 불순물의 영향은 알려진 것이 없으며 전열관 제작자들이 허 

용한 불순물의 농도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웅력 

가동조건이 약 앓4"C정도에서 약 3많si(24뼈Pa)보다 적은 조건에서는 PWSCC 
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이러한 PWSCC에 대한 용력의 영향을 Fig. 2.1-4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와 같이 특정 웅력 하에서는 용력부식균열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올 알 수 있다. 

ASME Boiler & Pressure Vessel Code에 의 해 허 용된 설 계 웅력 이 장OMPa 

보도 낮기 때문에 압력과 열웅력에 의해 PWSCC가 발생활 것이라는 기대는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허용웅력보다 더 높은 옹력이 폰재하는 곳에서는 

PWSCC가 발생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높은 웅력이 존재하는 부위에서의 용력 

부식균열현상올 요약할 수 있다[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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φ Expansion Transition에 서 의 용력 

일반적인 가동조건하에서 Expansion transition 영역에서의 웅력은 우선적으 

로 압력과 전열관에서의 온도기올기로 인한 열웅력올 들 수가 었다. 일반적인 

가동조건하에서 전형척인 전열관의 웅력 값을 Table 2.1-2에 나타내었다. 

PWSCC는 슬러지 더미가 존재할 경우 높은 인장용력과 높은 전열관 표면온 

도로 인하여 매우 잘 나타날 수 있다. 또한 가동옹력(Operation stress)은 전 

열관의 굽힘， denting둥에 의해 중가될 수 있다. 

Expansion transition 영역에서의 잔류용력에 대한 측정이 많이 수행되었으 

나 측청방법이 서로 상이하여 약간씩 모두 오차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측정 

방법이 다르지만 모두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측정결과 Roll expansion 

영역에서의 최대 잔류웅력은 유압확판에서 보다 매우 큰 값올 보이고 었으며 

폭발삭 확관방법에 의한 잔류용력 측정 결과는 없으나 유압확관과 비슷한 경 

향올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었다. 

(2) Dented Tube Support Plate lntersections 

덴탱이 얼어난 부위에서의 용력은 실제 측정된 적은 없으며 다만 고전적인 

방법에 의해 계산되었다. 계산결과 약 50ksi 정도의 hoop옹력이 나올 수 있다 

는 결과률 얻었다. 

<ID U-bend 용력 

Row 1 U-밟ld에 대한 가동 및 잔류웅력에 대한 측정은 C메brat어 ∞，rrosion 

testing, X -ray diffraction measurement둥에 의 해 결 정 되 었다. 그 결과를 

Table 2.1-3에 나타내었다[1허. 

@) Stress threshold for L TMA lnconel 600 

현장경험에 의하면 Hot leg에서 L TMA lnconel 앉m 전열관이 PWSCC를 

일으키가 위한 임계용력이 약 35ksi(강OMPa)로 알려져 었다. 이러한 임계웅력 

은 상대적으로 확관올 수행하지 않은 PWSCC영역에서 수행하였으며 폭발식 

확관에 의해서는 이러한 웅력 값이 결정되지 않았으나 최근 연구에 따르면 폭 

발식 확관의 경우 유압식 확관과 비슷한 35-40ksi (양o - 275 MPa)로 예상하 

고 었다. 실제 35ksi의 임계웅력은 lnconel 하)() LTMA의 임계 탄성값이며 항 

복강도의 60%정도 값이다[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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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경인자 

Inconel 600 중기발생기 전열관의 PWSCC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환경인 

자는 온도， 수소와 리 륨의 농도 그리 고 Electro하lemical Potential이 었다. 

@온도 

온도는 PWR에서 PWSCC의 생성에 매우 중요한 영향올 미치는 인자이다. 

이러한 이유는 중기발생기의 Expansion transition 영역에셔 발생하는 

PWSCC의 대부분이 Hot leg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Hot leg와 C띠삐 leg사이 

의 온도차이는 대략 30-40'C정도로서 PWSCC의 발생시간에 대한 차이를 설 

명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의 좋은 예로써 Doe12호기에서 5년 동안의 가동조 

건하에서 Hot leg에서 PWSCC의 균열이 발생하였으나 Cold leg 영역에서는 
균열이 발생하지 않았다. 

용도는 활성화에너지와 유사하게 온도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 

다. Bandy와 van Rooyen에 따르면 lnconel 600의 SCC는 활성화에너지 모텔 

을 따르고 있으며 활성화에너지 Q의 값이 약 33kcaVmole 이라 주장하였다 

[20]. 그러 나 차후의 연구를 통하여 대 략 40-60 kcaνmole이 라는 범 위 로 많이 
나오고 있으며 현재 5OkcaVmole로 인식하고 있다. Fig. 2.1-5에서는 이러한 

온도의 영향을 나타내었다. 그림에서와 같이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파괴가 일 

어나는 시간이 매우 감소함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그림에서의 기울기를 통하 

여 활성화 에너지 값을 구할 수가 있다. 

@수소 

Bandy, Van Rooyen 및 Airey[21]둥의 연구결과를 보면 용해 된 수소가 Hot 

leg 온도에서 PWSCC의 속도를 증가시킨다고 보고하고 었다. 최근의 연구에 

서 Norring은 33O'C의 물에서 수소과압의 영향을 연구하였는데 그 결과로서 

수소파합이 증가할수록 PWSCC의 속도가 증가함올 보였다. 최근의 EdF의 연 

구결과를 살펴보면 수소의 농도가 150ppm까지 증가할 때 PWSCC의 속도가 

빨라지는 것올 보였지만 수소농도가 약 750ppm이상 될 때에는 오히려 균열속 

도가 감소함올 보였다. 수소의 농도가 PWSCC에 미치는 영향을 Fig. 2.1-6에 
나타내었다[23]. 

퍼
 



@ 리륨 

Norring과 W.H은 1차수에 서 Inconel 600에 대 한 리 륨의 영 향을 관찰하였 

다. 그 결과로서 Hot leg 온도에서 리륨올 첨가할 경우 Inconel 600의 SCC에 

대 한 저 항성 을 감소시 켰으며 이 것을 Fig. 2.1-7에 서 비 교하였다[24]. 

@ Elecπochernical Potential 

PWSCC는 Electrochemical Potential(ECP)에 매우 큰 영향올 받는다. 그러 

나 1차 계통의 특정한 위치에서의 ECP는 현재까지 잘 알려지지 않고 있으며 

ECP률 제어하는 실질적인 방법도 명확하지 않다. Smi머owska[25]둥에 의하면 1 

Fig. 2.1-8과 같이 ECP의 약간 변화하여도 PWSCC의 발생률이 매우 중가하 

는 결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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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업 계 부식 UGC; Intergranular Corrosion) 

옥좌룰 

전 세계에서 가동중인 PWR의 많은 수가 1차측 및 2차측에서 중기발생기 

전열관표면에서 입계부식올 경험하였다. 2차측의 업계부식은 PWR 충기발생 

기예서 점차적으로 발생하는 부식의 형태이다. 냉각수를 순수나 혜수로 사용 

하는 많은 수의 중기발생기에서 여러 종류의 업계부식올 경험하였다. 또한 관 

류형 중기발생기에서도 이러한 업계부식이 발생되고 있으나 재순환형 중기발 

생기에서 발생하는 것만큼은 중요하지 않게 보고 있다. 재순환형 중기발생기 

의 2차측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는 입계부식은 대부분이 불순물이 농축될 수 

있는 틈새가 존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발견되는 틈새는 전열관 지지판과 

전열관 사이의 틈새， 슬러지 더미가 Tubesheet에 집적되어 전열관과 슬러지 
더미사이에 생성되는 틈새 둥이 었다. 

업계부식균열의 성장속도는 매우 널리 분포되어 있으며 부식형태에 따라 매 

우 다양하다. 어떤 경우 균열성장속도가 매우 빨라 가동 중에 예정에 없는 중 

기발생기 전열관의 관막음 및 슬리빙을 수행하거나 가동온도를 감소시켜야 할 
경우도 발생하였다. 또한 많은 경우에 2차측의 입계부식으로 인하여 중기발생 
기가 교체된 경험이 많이 있다. 

매년 업계부식올 경험하는 증기발생기가 증가하고 었다. 또한 그러한 균열 

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도 매년 중가하고 있다. 이러한 업계부식의 사고사례를 

Table 2.1-4에 나타내었다. 현재까지 해결방안은 가동온도를 감소시키는 것 

이외에는 알려진 것이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초기에는 Boric acid롤 사용하는 
경우가 최선의 해결방법이라 생각한 경우가 있었다. 온라인으로 Boric acid를 

챔가하여 관찰하였을 때 업계부식속도가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실제 

발전소 가동에서 더욱더 빠른 입계부식균열성장을 보였다. 따라서 Boric acid 

롤 첨가하는 방법은 업계부식을 억제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없다고 인식 
하고 있다. 

초기 tubesheet외 틈에서 업계부식의 영향을 받은 증기발생기의 경우 냉각 

수가 순수일 경우만 해당되었다. 즉 순수를 냉각수로 사용하는 발전소와 비교 

해 볼 때 해수를 사용하는 증기발생기에서 발생한 업계부식의 정도가 매우 미 

약함올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순수 및 해수 모두 업계부식거동이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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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특히 일부의 경우에는 업체부식이 순수보다 해수 

에서 더욱더 심각하게 나타났다. 일본의 Ge파‘ai 1호기， Ohi 1호기， T와g삶lama 

2호기의 경우 가장 심각한 입계부식을 경험한 LTMA 전열관은 모두 해수를 

냉각수로 사용하였다. 미국의 경우 해수를 냉각수로 사용한 Millstone 2호기， 

Lucie 1호기， Calvert Cliffs 1호기와 순수를 사용한 Palisades 1호기， ANO 2 

호기의 HTMA의 전열관에서도 심각한 입계부식현상이 발생하였다. 최근 매우 

건전성이 뛰어난 웅축기를 사용한 발전소의 경우 해수와 순수를 사용에 따른 

업계부식의 차이는 매우 작다. 이렇게 작은 차이는 냉각수의 유형보다는 보충 

수의 질과 여러 가지 탈염 방법이 주된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B. 엽계부식의 워 ~1 

업계부식의 원인 및 균열성장기구를 논하기 전에 업계부식에 대한 정의를 

내려야 한다. 왜냐하면 입계부식은 여러 가지 형태로 구분될 수 있으며 또한 

파단모양을 관찰하는 순간에도 명확한 구분이 어렵기 때문이다. 

(1) 입계부식의 정의 

입계부식의 형태는 매우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입계부식의 유형은 

IGA, IGSCC, IGP Ontergranular Penetration)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이러 

한 3가지 유형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매우 힘들다. 

CD IGSCC(lntergranular Stress Corrosion Crac따ng) 

Fig. 2.1-9[26]에 IGSCC의 전형적인 모양을 나타내었다. IGSCC의 경우 부 

삭모양이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주 균열이 존재하며 그 옆으로 약간의 미세균 

열을 보이고 있다. Inconel 600의 경우 대부분이 업계를 따라 균열이 전파되나 

입내를‘ 따른 균열전파도 관찰되어지고 있다. IGSCC의 균열전파속도는 매우 

빨라서 약 1mrn/day의 속도를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부식물， ECP 

(Electrochemical Potential) , 웅력상태， 재료특성에 따라 균열전파속도는 달라 

진다. 일반적으로 IGSCC는 급속한 균열의 전파가 있기 위해서는 높은 웅력상 

태가 요구된다. 낮은 웅력상태에서는 균열전파가 일어나지 않거나 다른 형태 

의 업계부식으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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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GA (Intergranular Attack) 

Fig. 2.1-10에 전형적인 Inconel 600의 업계부식의 얘를 나타내었다[27]. 특 

정은 전열관 표면에 3차원적으로 모든 결정업계의 균일한 부식현상으로 관찰 

된다.IGA와 IGSCC의 명확한 구별은 IGA의 경우 웅력의 영향이 매우 적다는 

것이다. IGA의 균열전파속도는 매우 느려서 약 O.OO15mrn/d.ay로 알려져 있으 

나 환경적인 요소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 

@ IGP (Intergranular Penetration) 

가장 명확하게 구분하기 힘든 것이 IGP이다.IGP는 IGSCC와 IGA의 중간 

단계역할올 하며 Fig. 2.1-11에 Inconel 600 전열관에서 발생한 IGP를 나타내 

었다[28]. 대략적인 특정은 IGA가 발생한 표면 아래로 뻗은 업계부식의 균열 

모양올 나타내고 었다. 따라서 IGP의 경우 용력이 주요한 인자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균열성장속도가 IGSCC보다 느리다는 실험결과가 있기 때문에 웅력에 

대한 의존성은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상 3가지 업계부식형태에 대한 구별올 하였으나 현재까지 이러한 구별은 

모호한 실정이다. Fig. 2.1-12에 IGSCC, IGA 및 IGP률 구별하기 위해 같운 

중기발생기 전열관의 업계부식균열모양을 나타내었다[29]. 그림에서 IGSCC의 

경우 명확한 웅력의폰성이 보이고 었다. 그러나 IGA 및 IGP의 경우 그 구별 

이 매우 까다로우며 에칭을 한 경우에 약간의 구별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에칭을 수행하지 않았올 경우 구별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증기발생기 전열관에서 발생한 입계부식의 경우 3가지 형태가 혼합된 

모양올 나타내고 있으며 업계파괴와 입내파괴가 모두 나타나는 경우도 었다. 

또한 납이 있는 환경 하에서 순수한 업내파괴도 실험환경 하에서 일어났다는 

결과도 있다. 이러한 Inconel 600의 혼합된 업계부식의 예를 Fig. 2.1-13에 나 

타내었다[3이. 따라서 이러한 구분의 명확성이 없는 이유로 인해 IGAlSCC로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 

(2) 업계부식기구 및 원인 

실험적인 연구결과에 따르면 업계부식은 업계에서의 양극용해반웅에 의해 

발생된다고 제안하고 있다[31]. 즉 국부적인 미셰한 소성변형에 의한 산화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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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손이 IGSCC의 성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채안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실험적인 결과률 모두 얼명할 수 있는 상세한 모델은 현재까지 제 

안되지 않고 있다. 부식성 용액에서의 IGA와 IGSCC는 여러 가지 채료 및 환 

경인자의 영향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으나 이러한 영향의 세부사항과 여러 인 

자들이 양극용해반웅 및 산화막파괴와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까지 명확한 규명올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Inconel 600의 IGA와 

IGSCC의 현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제안된 인자는 다음과 같다. 

- Dea1loying(크롬고갈) 

- 합금내의 불순물이 입계로 편석 

- 업계나 환경에서 불순물에 의해 업계주위에서의 부동태 피막 형성 

- 입계를 따른 소성 

- 입계구조에 의한 입계와 업내의 ECP차이 

φ 산화막 파괴 

Jacko에 의하면 양극분극곡선올 이용한 IGA와 IGSCC의 발생을 예측할 수 

있는 전기‘화학 실험결과는 IGSCC의 산화막 파괴기구를 셜명할 수 있고 주장 

하였다[32]. 이 모웰이 따르면 IGSCC는 재료의 표면이 국부적인 소성변형에 

의해 반복적인 파손이 일어날 때 새로운 산화막이 파괴된 자리에서 양극용해 

로 인혜 다시 생성될 수 있는 것올 허용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IGSCC는 가해 

준 전위가 양극용혜를 일으킬 수 있는 충분한 값이 될 때 발생하며 부동태 영 

역에서는 매우 안정한 피막의 형성으로 인해 억제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모탤은 IGSCC에 대한 산화막 파괴 양극용해모텔을 잘 셜명하고 있다. 

산화막 파괴 양극용해기구는 깨끗한 금속표면이 부식성 용액에서 급속히 용 

해된다는 것올 기초로 한다. 이러한 용액에서 금속의 안정성은 표면에 형성되 

는 산화막 및 부동태막에 따라 결정된다. 금속표면 위의 부동태막은 매우 취 

성이므로 금속표면올 따른 소성변형을 수용활 수 없으므로 쉽게 파괴가 일어 

난다. 따라서 금속기지의 소성변형은 산화막의 파괴를 일으키며 다시 금속표 

면의 용해가 일어나도록 한다. 산화막 파괴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소성변 

형의 크기는 매우 적으며 균열선단에서부터 방출되는 전위의 수도 매우 적다. 

따라서 균열이 일단 시작되면 이러한 과정은 매우 자발적으로 연속된다. 균열 

어 생성되면 균열선단에 높은 용력집중이 일어나며 높은 웅력상태가 생성된 

다. 따라서 이러한 금속내의 높은 웅력상태는 균열선단의 국부적인 소성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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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감소될 수 있는데 변형은 균열표면에 형성된 산화막을 파괴시킬 수 었 

다. 따라서 이러한 기구를 통하여 새로운 산화막이 형성될 때까지 끌열선단에 
서의 용해반용이 일어날 수 있다. 

산화막 파괴， 양극용해반용은 부동태 형성속도와 형성되는 부동태의 성질에 

따라 결정된다. 부동태가 일어나지 않은 조건에서는 균열선단과 같은 높은 용 

력상태의 영역에서 용해가 국부적으로 발생되지 않올 것이다. 따라서 부동태 . 

피막이 형성되지 않은 조건에서는 균열의 생성보다는 Wastage 현상이 일반적 

으로 발생한다. 또한 부동태의 형성속도가 매우 빠를 때에는 상당한 양의 용 

해가 일어나기 전에 부동태 막의 재생성이 일어난다. 따라서 업계부식은 형성 

되는 산화막의 조성 및 구조에 따라 결정되어 진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 

변 화학인 특성에 따라 결정된다. 일부 화학원소는 형성되는 산화막올 매우 

치밀하지 못한 상태로 만들 수 었으며 이때에는 Wastage 현상이 지배적이다. 

또 용액내의 화학원소들은 부동태 피막의 기계적인 강도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다. 

@ 업계의 탄화물 

]acko[31]풍은 업 계에 석출된 크롬탄화물(Cf7C3)이 Inconel 600의 IGC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분말을 고온에서 가합 하여 고체상태로 매우 

큰 형태의 크롬탄화물올 제작하여 분극콕선 실험올 수행하였다. 이 실험은 

10-50%의 NaOH를 함유한 부식성 용액에서 수행되었다. 실험결과률 살펴보면 

탄화물의 양극전류밀도는 Inconel 600금속보다 매우 높은 영역에 있다. 이것은 

탄화물의 우선적인 용해가 업계를 따른 균열전파에 중요한 역할올 하는 것올 

말한다. 

그러나 실제 열처리룰 수행하여 입계에 탄화물을 석출시켜 IGA와 IGSCC에 

대한 저항성을 중가시킨 실험결과와는 매우 다르다. 따라서 업계에 석출된 크 

롬탄화물이 IGSCC에 대한 저항성을 가지는 것은 전기 화학적인 인자보다는 

기계적인 인자가 더 우세하다는 결과가 었다. 

이러한 결과에 따르면 업계에 석출된 탄화물은 변형기구중의 하나인 업계 

미끄러짐을 방지하는 자물쇠역할올 하며 업계주위의 국부적인 소성변형의 정 

도를 감소시킨다. 따라서 업계탄화물의 석출로 인한 업계의 강화는 산화막 파 

괴 및 용해속도를 감소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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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alloying 

실험적인 연구조건과 실제 가동환경 하에서의 조건을 경험한 재료의 표면으로 

부터 크롬고갈에 대한 실험적인 증거는 부식성용액에서의 IGA가 Dea110ying 

기구에 의해서 발생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었다[33]. Dea110ying은 입계주위의 

크롬이 장사간의 가동환경 하에서 크롬탄화물로 석출이 되면서 실제 합금설계 

상의 Fe보다 적은 양의 조성올 균열부위에서 가지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러 

한 실험철과는 Pòint Beach 1호기에서 추출한 시편을 통한 실험자료에서 확인 

하였으며 Table 2.1-5에 나타내 었다[34]. 

@합금 

2차측에서의 입계부식이 발생한 대부분의 증기발생기 전열관은 공장어닐링 

원 Inconel 600이다. 그러나 실험연구에 따르면 공장어닐링된 Inconel 600, 690 

및 Incoloy 800, 열처리된 Inconel 600, 690에서도 발생될 수 있다는 결과를 얻 
었다. 그러나 이러한 재료 중에서 Inconel 690 TT의 경우 매우 뛰어난 입계부 

식저항성올 가지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35]. 2차측의 업계부식은 LTMA와 

HTMA전열관 모두에서 발생하였다. 산소를 제거한 산성 및 염기성분위기에서 

환경에 대한 재료의 민감도차이는 거의 나지 않았다는 실험결과가 었다. 그러 

나 LTMA 전열관의 경우 업계에 탄화물을 석출시킨 열처리를 수행한 경우 

업계부식에 대한 저항성이 매우 증가함을 보였다. 

@ 온도 빛 과열 

IGNSCC는 우선 적 으로 hot leg tubesheet 틈새 , 슬러 지 pile, TSP 틈새 등 

파 같은 온도가 높은 위치에서 발생한다. 이러한 위치는 높은 과열(superheat) 

이 발생활 수 있다. 어떠한 요소가 큰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명확한 근거는 

없는 실정이지만 높은 온도에서 가동되는 발전소의 경우 IGNSCC의 성장속 

도가 더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2차측의 IGNSCC에 미치는 온도의 영향은 

일반적으로 Arrhenius '-t 활성화에너지 방정식으로 표현될 수 있으며 대략 50 

kcaνmole의 값올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각 위치에 따른 과열의 차이는 

부식생성물의 생성과 그 농도를 제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결과가 있다. 

예를 들면 염기성인 NaOH둥과 같은 부식성 원소는 중기발생기 전열관 표면 

에서 42
0

C 이상의 과열에서도 액체상태로 안정하다. 따라서 증기발생기의 어떠 

한 틈새에서도 폰재할 수 있다. 그러나 산성 원소인 acid sulfates와 a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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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lorides의 경우 17-25"C의 과열이 최대치이다. 따라서 과열이 일어나는 부위 

의 환경은 대부분이 염기성분위기이다. 따라서 과열이 일어날 수 있는 부위에 

서의 부식생성물의 상태는 위치에 따라 IGAlSCC의 거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C. 부식성 휴액에서의 업계부식 

현재까지 PWR와 유사한 온도범위의 부식성용액에서 업계부식올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가 진행하여 왔다. 입계부식은 순수한 부식성용액(NaOH)에서 일 

어날 수 있으며 그 외의 다른 원소들이 있올 때 많은 영향을 받는다. 본 철에 

서는 순수한 NaOH의 영향올 알아보고 그 외의 인자들이 어떠한 영향올 미치 

는가애 대해 알아보았다. 

(1) 순수한 부식성 용액 (NaOH) 

Jacko에 의하면 lnconel 앉m에 대한 업계부식실험울 수행하였는데 열처리 

조건올 TT와 MA로 셜정한 후 NaOH의 농도를 1, 10, 50%로 나누어 발전소 

가동온도인 288-잃3"C의 온도범위에서 실험올 수행하였다. 이러한 실험 [36，37] 

은 여러 연구에서 비슷한 NaOH 농도 조건이었다. 각각의 농도에 따른 열처리 

시편의 업계부식실험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φ 1% NaOH 

대략 316"C의 온도에서 1%의 낮은 농도에서 MA와 TT조건에 대한 실험올 

수행하였다. 약 7α)()시간동안의 실험에서 대부분의 시편에서 결정크기 깊이의 

IGA가 발생하였다. MA 조건에서 균일한 IGA의 깊이는 대략 10-30μm 정도 

였다. 그러나 0.2% 이상의 변형이 가해진 경우 약 110μm보다 더 깊은 

IGSCC가 발견되었다. 또한 변형의 정도가 3.5%까지 가해준 시편의 경우 매우 

깊은 않Oμm까지의 균열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 균열성장 속도는 

대략 0.077μ rn/h (7αm시간)와 0.055μ rn/h (2αm시간)이었으며 다른 실험연구 

에서는 전기화학전위를 +l5OmV로 제어했올 경우 약 0.2μ rn/h 의 균열성장속 

도를 보였다. 1% NaOH에서의 lnconel 600 MA의 균열성장속도는 온도를 34 

3
0

C 에서 매우 급격히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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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환 온도에서는 불연속적인 IGSCC가 우세한 균열모양이었으며 일반적 

인 IGA는 발견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1% NaOH 용액에서 IGSCC 

는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매우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IGA보다는 IGSCC가 매 

우 우세한 균열성장기구이다. TT를 수행한 lnconel 600이 MA보다 더 우수한 

IGSCC 저항성올 가진다. 

(2) 10% NaOH 

대략적인 10% NaOH 용액에서 수행한 실험시간의 범위는 1000-8000시간정 

도이며 실험온도는 288, 302, 332 "c에서 수행되었다. 또한 시편조건은 TT, 
MA 및 MAS(Mill Annealing and Sensi디zed)의 조건이 일반적이었다. 잃8

0

C 

의 실험결과를 살펴보면 4000시간 이상 C-ring 실험올 수행하였을 때 MA 조 

건의 시편에서 110μm이상의 IGSCC의 균열이 생성됨을 확인하였다. 다라서 

lnconel 600 MA 전열관이 10% NaOH 환경 하에서 균열이 일어나는데 필요 

한 시간은 대략 1α)()-2αm시간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균열성장속도는 대략 

0.06μm의 값을 얻었다. 그러나 TT 조건에서는 IGSCC의 최대 균열깊이는 

50-70μm청도였다. 그러나 MAS~ 경우 MA보도 더 작은 IGSCC 균열깊이를 

나타내었지만 TT와 비교해 볼 때 매우 큰 차이를 보였다. 결론적으로 MAS 

시편은 MA보다 부식 저항성이 약간 높은 편이지만 TT에 비교해 볼 때 매우 

균열생성에 매우 민감하다. Fig. 2.1-14에 lnconel 600MA에 대해 시간에 따른 

IGSCC 균열깊이를 나타내었다. 

302 "C의 실험에서 균열생성시간올 확인하기 위해 보다 짧은 시간(3αm시간) 

동안 실험이 수행되었다. 그 결과로서 MA의 조건인 경우 변형이 3.5%정도 

주어진 시편에서는 균열생성시간이 매우 짧았으며 0.2%의 변형이 주어진 경 

우 약 1αm시간의 균열생성시간이 필요하였다. 명균 균열성장속도는 약 0.049 

μ ín/h 청도였으나 TT의 경우 0.04μ m/h 정도로 매우 비슷하였으나 IGSCC로 

성장할 깊은 균열은 나타나지 않았다. 

10% NaOH 용액에서 332"C의 실험은 Inconel600 전열관 재료에 매우 심각 

하게 나타났다. MA 및 TT 모두 이러한 조건에서 IGSCC 거동을 보이고 있 

었다. MA의 경우 업계부식균열 생성시간온 대략 1αm시칸 정도였으며 약 

6000시간이 경과한 후 IGSCC의 거동이 관찰되었다. MA의 균열성장속도는 

대략 0.091μ m/h 청도였으며 TT의 경우 0.015μn바1였다. Fig. 2.1-15에 332 "C 

에서의 MA와 TT의 균열성장 거동올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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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올 요약하면 IGSCC 균열 생성시간은 시편의 변형이 중가합수록 감소 

하였다. 온도가 증가할수록 균열성장속도가 빨라졌으며 MAS조건온 MA보다 

는 저항성올 가지나 TT에 비해 매우 민감한 경향올 보인다. 

<ID 50% NaOH 

288-320"C의 온도범위에서 MA 및 TT조건의 업계부식은 거의 얼어나지 않 

았다. 이렇게 농도가 매우 높은 조건은 10% NaOH와는 대조적으로 이러한 온 

도범위에서는 NaOH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업계부삭속도가 감소하는 현상울 

보이고 있다. 이러한 주된 이유는 농도의 변화로 인한 ECP의 변확가 주된 원 

인으로 알려져 었다. 그러나 온도가 332"C의 경우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업계 

부식속도가 증가하는 경향올 보이며 이것올 Fig. 2.1-16에 나타내었다. 그림에 

서와 같이 MA 및 TT 모두 업계부식에 민감한 거동올 보이고 있다. 

(2) 다른 용해원소의 영향 

CDC앙bonates(NazC03) ， Sulfates(Na2S04) 

현재까지 많이 알려진 많은 용해원소로는 C않bonates(NazCÜ3)와 Sulfates 

(Na2S04)가 발전소 가동온도인 약 300"C에서 Inconel 600의 업계부식올 증가 

시키는 거동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결과는 실험자들마다 다소 상이한 

결과를 얼었다. Conner의 경우 기준이 되는 용액올 셜정한 뒤 Carbonates와 

Sulfates의 영향올 연구하였다. 그 결과 Carbonates는 업계부식속도를 중가시 

키는 것으로 관찰되었으나 Sulfates는 별다른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Sulfates의 영향에 대한 일반적인 연구와는 다른 결과이다. 그 

러나 최근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50% NaOH에서 온도가 높올 때 (싫3 "C) 불순 

물의 첨가가 없는 경우 매우 업계부식이 잘 일어난다고 보고하고 있다[38，39]. 

(2) Silica (SiÜ2), Sodium Metasilicate (Na2SiÜ3) 

Silica와 S어ium Metasilicate를 첨 가할 경 우 부식 성 농도와 온도에 따라 복 

합된 현상이 나타난다. 343 "C의 실험에서 50% NaOH용액에 Silica를 첨가할 

경우 업계공격 OGA)의 속도는 감소하지만 IGSCC의 생성속도는 매우 빨라진 

다. 그러나 NaOH의 농도가 낮을 경우 입계부식현상이 감소하는 결과를 얻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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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ric acid (HsB03) 

Boric acid롤 챔 가할 경 우 Inconel 600의 부식 속도를 감소하는 경 향이 있다. 

초기 Boric acid는 덴탱을 억제하기 위해 첨가하였다. 이것은 틈새에서 부식성 

화합물에 의한 업계부식올 억제하는데 효과적인 첨가물이었다. 따라서 가동중 

인 발전소에서 전열관의 2차측 부식속도를 감소시키기 위한 방법으로서 보충 

수나 틈새의 부식생성물을 제거할 때 Boric acid를 첨가하였다. 이러한 Boron 

첨가에 대한 영향을 많은 실험을 통해 연구되었다. Henner 둥의 연구에 따르 

면 Carbonates가 유입된 상태의 보일러 모텔에서 Boric을 첨가할 경우 IGSCC 

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Daret둥의 연구결과에서 

Boron과 나트륨의 비를 5-18로 유지할 경우 약 100일 동안의 실험에서 균열 

이 생성되지 않았음을 관찰하였다. CEA에 의해 수행된 실험에서 50% NaOH 

용액에 Boric acid와 Sodium tetraborate를 첨가하였을 때 IGA와 IGSCC가 발 

견되지 않았다. Hirano둥의 결과에서는 약 350.C 의 용도에서 부식성 용액의 

농도가 20%NaOH+4%NazC03일 때 20% HsB03올 첨 가할 때 IGA, IGSCC가 

일어나는 시간이 두 배정도 길어짐을 보였다. 

(3) 고체 、산화물 

증기발생기에서 업계부식을 경험한 대부분의 위치는 슬러지가 집적된 부분 

이다. 슬러지는 중기발생기 내부의 구조재료의 부식에 의한 부식생성물， 냉각 

계롱에서 유입된 불순물 동의 복합적인 구조를 가진다. 따라서 부식성 용액에 

서 슬러지 더미에 집적된 고체 산화물의 영향올 살펴볼 필요가 있다. 

CD Crz03 

Conner둥의 연구 결과를 살회보면 50% NaOH 용액에 Crz03올 첨가할 경우 

IGA 생성속도를 증가시키는 경향올 보였다. Cr.씨3에 의한 영향은 용해가 가 

능한 NazC03의 영향보다 더 크게 나타났으며 F~04룰 첨가한 경우보다 매우 

큰 균열성장속도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현장은 Van Rooyen의 실험에서도 

나타났다. 

~ CuO 

Conner의 실험에 따르면 7%CuO+3%ZnO 용액에서는 IGA 현상은 감소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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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GSCC에 대한 민감도는 중가함을 관찰하였다. 또한 Airey둥의 실험에셔도 낮 

은 농도의 부식성 용액에 CuO를 첨가할 경우 IGSCC를 증가하는 경향올 보 

였다. Jacko의 실험에서는 10% NaOH 부식성 용액에 1% CuO를 첨가할 경우 
lnconel 600의 IGSCC를 가속시키는 경향을 보였으나 열처리를 수행하였올 경 
우 저항성을 가지는 것올 보였다. 일반적으로 CuO를 첨가할 경우 전기화학전 

위를 변화사킨다. lnconel 600에 CuO를 첨가할 경우 산화제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기화학전위를 상승시킨다. 

@ FE경04 

CEA에 의한 연구를 보면 Inconel 600 MA와 TT조건에서 F훨04룰 첨가할 
경우 IGA가 잘 일어남올 관찰하였다. 실험결과를 분석한 결과 Fes04는 전기 
화학전위의 변화가 아닌 국부적인 수화학 상태의 변화가 주된 이유이다. 

/'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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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피로 및 마모 (High cyc1e fatigue & Fretting-wear) 

#죄룰 

증기발생기 내부에는 그 고유의 특성으로 인해 유체에 의한 진동이 항상 존 

재한다. 이러한 진동현상으로 인하여 많은 중기발생기가 전열관과 AVB 빛 지 

지판 사이의 접촉면 부위에서 전열관의 외벽손상을 경험하였다. 전열관 외벽 

손상은 전열관과 수직으로 놓인 전열관 지지판에 구멍이 나 있는 부위와 전열 

관올 지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다양한 설계에서의 지지구조에서 발생하므로 재 

순환형 증기발생기의 굴곡부위에서는 이러한 진동올 억제하여야만 한다. W.H 

(Westinghouse) 형태의 중기발생기는 Hot leg와 Cold leg 사이에 1개의 180도 

각을 이루는 U-bend롤 사용하도록 껄계되어 있다. 이와는 다르게 C.E 

(Combustion Engineering) 중기 발생 기 는 Hot leg와 C이d leg사이 의 수명 관의 

일부에 연결된 2개의 90도 각을 이루는 밴드를 사용한다. W.H 중기발생기 

U-bend에서의 진동은 전열관 사이에 셜치된 AVB에 의해 Fig. 2.1-17파 같이 

지지된다[40]. C.E 증기발생기의 밴드와 수명관은 전열관 사이의 수많은 수직 

과 대각선의 길고 앓은 판들에 의해 지지되어 진다. 이것을 혼히 Batwing 지 

지판이라 하며 Fig. 2.1-18에 나타내었다. C.E 중기발생기에서 밴드 영역 지지 

물은 전열관 band 영역 바로 아래의 수명판올 포함한다. 이러한 수평 판은 2 

차원적인 격자를 형성하며 수칙판과 연결되어 있다. 대부분의 부식 및 지지구 

조물에서의 전열관 외벽 wear는 재순환형 중기발생기에서 발생하며 예외적으 

로 몇몇 전열관 지지판에서의 wear가 관류형 중기발생기에서도 발생하였다. 

Fig. 2.1-19에서는 마모의 형태를 가해준 하중파 전열관과 지지판 사이의 상대 

적인 운동에 따라 나타내었다[41 ，42]. 

B. 영화혀작 

(1) 피로 및 마모의 원인 

중기발생기 내부는 항상 고온 고압환경하에서 유체에 의한 진동으로 상대적 

으로 앓고 긴 전열관의 진동이 항상 문제가 된다. 중기발생기 하부에서 상부 

까지 전열관의 진동올 억제하기 위해 중기발생기 제조회사마다 다르지만 약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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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도의 전열관 지지판올 셜치하고 었다. 그러나 전열관의 주된 역할인 열 

전달의 특성 때문에 지지판이 완전히 전열관올 잡아주지는 못하고 있다. 이러 

한 문제로 인해 유체의 흐름을 고려한 틈이 존재하게 되고 이러한 틈으로 인 

해 전열관의 진동으로 인한 피로 및 마모가 일어난다. 또한 가장 심각한 진동 

이 예상되는 U-bend 영역에서 전열관을 지지해주는 AVB는 전열관의 개수가 

많아 콕율반경이 매우 작은 부위까지의 설치가 매우 힘들며 전체 전열관올 지 · 

지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피로현상올 해결하기 위해 AVB 및 지지판의 설계변 

경을 수행하여 왔으나 피로현상측면에서 볼 때 AVB의 설계는 매우 타당한 

것으로 보이나 피로현상을 억제하기 위한 지지판의 설계변경은 피로 및 마모 

현상의 원인을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유는 고리 1 

호기에 교체된 증기발생기의 경우 AVB의 개수를 2개에서 3개로 중가시켜 전 

열관의 진동올 억제하기 위한 설계변경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전열관 지지판 

모양은 실제 피로 및 마모현상올 고려하지 않고 2차측에서 생성된 슬러지에 

의한 부식현상올 억제하기 위해 변경하였기 때문에 피로관점에서 어느 정도의 
문제점을 가지고 었다. 

마모현상은 피로현상에 앞서 일어나는 열화기구로 전열관과 지지판， 혹은 

AVB사이의 미세한 상대적인 운동으로 인해 미세균열이 형성되는 기구이다. 

이러한 마모현상의 중요한 원인은 피로와 비슷하며 영향올 미치는 언자로서 

온도， 전열관 및 지지판， AVB의 재질， 접촉면에서의 하중， 변위 둥이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계적 특성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2) 피로 및 마모현상이 나타난 발전소 

가장 잘 알려진 중기발생기 피로현상의 손상사폐는 일본의 Mihama 2호기 
이다. U-band 영역에서 전열관의 완전파단이 발생하였는데 그 원인은 AVB의 

잘못된 설치로 알려졌다. 독률 반경이 작은 전열관까지 설치가 다 이루어져야 

하지만 파손이 발생한 뒤 실제 설계상과는 매우 큰 차이를 보였다. AVB의 

U-bend 영역과 Batwing 지지판에서의 Wear는 W.H와 C.E 증기발생기 모두 

에서 발생하였다. AVB의 wear는 1973년 San Onofre 1호기에서 처음 발견되 

었으며 여러 디자인의 다른 증기발생기에서도 이러한 wear를 경험하였다. 현 

재까지 전세계적으로 90개가 넘은 원자력발전소에서 이러한 AVB wear를 경 

험하고 있으며 이것을 Table 2.1-6에 나타내었다. wear 자국은 AVB와 접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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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전열관 외경 표면에서 천천히 형성된다. 이러한 자국은 깊이 방향으로 

천천히 성장하다가 결국 이것올 방지하는 방법올 수행하지 않올 경우 전열관 

의 관막옴을 수행할 정도로 깊이가 진전된다. AVB의 wear룰 경험한 대부분 

의 발전소는 이러한 열화현상 때문에 관막음올 수행하였다. AVB의 교체는 원 

래 생성된 wear 자국의 계속적인 성장올 방지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이라는 연구결과가 있으나 현재까지는 명확하지 않다. 

Batwing wear는 1984년 San Onofre 2호기에서 처음 발견되었으며 Table 

2.1-7와 같이 적어도 9개의 C.E 증기발생기에서도 발생하였다. 이것올 해결하 

기 위해 전열관의 손상부위를 관막음 하거나 가장 손상이 섬각한 영역에서는 

관막옴올 수행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부식이나 Wear에 의한 전열관 지지판에서의 전열관 외벽 손상은 재순환형 

및 관류형 중기발생기에서 모두 발생하였다. 이러한 손상의 형태는 매우 많은 

기구에 의해 형성되는 것으로 보인다. 증기발생기에서 발생될 수 있는 부식/ 

마모의 정확한 거동은 중기발생기의 손상사례의 경험에 따른 특정한 셜계 항 

목에 따라 변화한다. Fretting wear는 B&W(Babcock & wi1cox)의 관류형 중 

기발생기빼써도 경험하였다. 

부식/마모기구는 손상된 중기발생기에서 제거된 전열관 시편올 이용하여 연 

구되어 왔다. 실험실 연구에서 전열관 지지판과 유사한 환경올 모사하기 위한 

시도를 많이 수행하였다. 이곳에서 유체의 흐름으로 인한 전열관 진동모드가 

측정되었다. 전열관 지지판에서 부식/마모로 인한 전열관 손상은 ECT(Eddy 

Current Inspection)으로 검출되거나 감시되었다. 부식/마모손상을 방지하기 위 

해 적용되는 방지 법은 유체흐름의 수정， 전열관 지지판의 교체， 부식환경의 

형성을 억제하기 위한 수화학의 개선 둥이 었다. 

Table 2.1-1 초기 Inconel600올 사용하지 않은 PWR 증기발생기 

전열판 재료 사용 이유 및 제조업체 

스태인레스 강 
초기 증기발생기로 규모가 작고 

가동온도가 다소 낮은 발전소 

Incoloy 800 
KWU에서 사용됨. 그러나 

Obrigheim은 600올 사용 

Incone1690 
1980년대 말부터 새로 젤치되거나 

교체되는 발전소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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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2 Expansion transition 부위 에 서 의 가동용력 및 잔류용력 

가동 웅력 

‘τ~ "T- Hoop stress(ksi) Axi허 stress(ksi) 

Differential Pressure 11.0 5.5 

Thennal gradient -7.0 -7.0 

Tota1 pressure + thennal 4.0 -1.5 

잔류 웅력 

Max. tensile 
Expansion 형 태 

Max. tensile 
Reference 

hoop stress(ksi) axi머 stress(ksi) 

Nonnal Roll Expansion 

- EdF corrosion/x-ray data 7. '25 54 49 

-Penn State Univ. x-ray 7.49 62 45 

Kiss Roll Expansion 

- EdF corrosion/x-ray data 7. '25 49 38 

Hydralic Expansion 

-Frarnatone x-ray 
7.50 28 35 

measurement 

-W.H(NSD) FE analysis 7.51 30 38 

-Dominion Eng. FE analysis 7.52 38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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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3 W.H의 Ba11 Mandrel로 인 해 형 성 된 Row 1 U-bend에 서 의 

가동 및 잔류웅력 

Max. Tensile Max. Tensile 
Expansion 형 태 Reference 

Hoop Stress Cksi) Axia1 Stress Cksi) 

가동 옹력 

R.L. Cloud FE an머ysis 7.53 31 

Mitsubishi FE ana1ysis 7.19 17 

EdF /Frarnatome 
7.54 36 

an머ysis 

잔류 웅력 

Mitsubishi strain gage 
7.19 50 

test 

Penn State Univ. 
7.55 68 % 

x-ray measurements 

EdF Operating + Peen 

state Univ. Residule 
-100 

Mitsubishi operating + 

Residule 
7.19 5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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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4 A VT 수화학 처리방식에서 입계부식을 경험한 Inconel600 

전열관 사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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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5 Point Beach 1호기의 Inconel600 전열관 외부표면에서의 

조성분포 

Normalized Atom Percent 
깊이 (μm) 

Ni Fe Cr 

0 87.4 6.8 4.8 

1 82.4 8.0 9.6 

2 84 6.5 9.5 

3 84 7.0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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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6 Plant with tube wear at A VB positions - W.H Design 

Almaraz 1 
Almaraz2 
Angra 
Asco1 
Beaver Valley 1 
Beznau 1 
Beznau 2 
Blayais 1 
Blayais2 
B뻐~ais3 
Bra삐wo여 1 

Braidw∞d2 
Bugey2 
Bugey3 
Bugey4 
Bugey5 
Byron 2 
Callaway 
Catawba 1 
Cataw뼈 2 
Conr홉d뼈rtYan뼈e 
D.C.Cα*1 
D. C. Cook 2(1) 
Dampierre 1(1) 
Dampierre2 
Dampierre3 
Dampierre4 
Diablo Canyon 1 
D뻐bloC빼1yon2 

DoeI 1 
Doel2 
Doel3 

10ri핸때l 
R뼈lacement 

DoeI 4 
Fa에ey1 

Farley2 
Fessenheim 1 
Fessenheim 2 
Gravelines 1 
Gravelines2 
Gravelines3 
Gravelines4 
lkata 1 
José cabrera (Zorita) 
KewaunE훌 
Kori 2 
Kori3 
Kori4 
McGuire 1 
McGuire2 
Mllama2 
M헤1ama3 
빼Istor뼈 3 
North Anna 1 
North Anna 2 
Ohi2 
Paluel4 
Point B빼야11(2) 
Prairie Island 1 
Prairie Island 2 
Ringhals 2(1) 
Ringhals3 
Ringhals4 
Salem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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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em2 
San Onofre 1 
Sena (Chooz A) 
Sendai 1 
Sequoyah 1 
Sequoyah2 
Shearon Harris 
South Texas 1 
South Texas 2 
St. Laurent B2 
Surrey 1(2) 
Surreÿ2(2) 
Takahama3 
Takahama4 
Tllan뿔 1 
꺼h빼ge2 

Tihange 3 
Tsuruga 2 
T끼ca앙in 1 
Tricastin4 
Turkey Point 3(2) 
Turkeÿ Point 4(2) 
V.C.Summer 
Vandellos 11 
Vogtle 1 
W어f Creék 
YankeeRowe 
Youngkwang 1 
Youngkwang 2 
Zion 1 
Zion2 



Table 2.1-7 Plants with tube wear at Batwing positions - C.E Design 

Arkansas Nuclear One 2 
Calvert Cliffs 1 
Calvert Cliffs 2 

Palo Verde 1 
PaloVerd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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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loVerde3 
San Onofre 2 

San Onofre 3 

St. Lucie 2 

Waterford 3 



Fig. 2.1-1. 증기발생기의 열화현상에 대한 개략도 

- '57 -



a. S톨cepCible toPrimary Sic뼈 IGSCC 
-Few Gtaln Bounc뻐깨 혀삐삐es 
-Co빼ousl삐빼grant께ar Car야des 
-Sm빼IGri밍n Size 

Þ. Aes빼nttoP헤빼ry Sic빼 IGSCC 
-Co빼ousG빼in 없j빼빼、Carb빼S 
- Few Intr빼ram뻐r Car뼈es 
-Large Grain Size 

Fig. 2.1-'-2. PWSCC에 미치는 미세조직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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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8. PWSCC에 미 치 는 ECP의 영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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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9. Inconel 600의 일반적 인 IGS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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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10. Inconel 600의 일 반척 인 I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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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11. In∞nel 앉m의 I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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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12.IGSCC, IGA 및 IGP의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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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13.' Inconel 600의 혼합된 입 계부식 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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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파손형태 

2.2.1 PWSCC (Primary Water Stress Corrosion Cracking) 

A. 밤잭위치 

현재까지 PWSCC는 재순환형 층기발생기 tube bundle에 4곳에서 주로 발 

생하였다. 

(1) tubesheet내의 확관 불규칙지점 

(2) tubesheet expansion transitions 

(3) dented TSP (Tube Support Plate) intersection 

(4) row 1 and 2 U-bend의 transition 뻐d apex 

위 각각의 경우 가동중인 발전소에서 전열관 시편올 채취하여 PWSCC를 

확인하였다. 

B. 발생연표 및 균염형태 

중요한 사건에 대한 간략한 연표는 다옴과 같다. 

- 1959년에 Coriou는 350t의 순수(pure water)에서 high nickel alloy에서 

란열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 1971년에 2년 동안의 가풍 후 Obrigheim 중기발생기의‘ Inconel 600 전열 

관중 U-bend영역에서 균열이 발생하였다. 또한 1972년에 roll transition에서도 

균열이 발생하였다. Obrigheim에서의 PWSCC의 원인은 lithium을 함유하지 

않은 일차 수화학이 주된 원인이라 알려졌다. 따라서 tubesheet roll transition 

에서의 PWSCC로 인해 1983년 중기발생기는 교체되었다[1-3]. 

- 1976년 TSP에서 심각한 denting현상에 의해 영향을 받은 여러 발전소의 

TSP intersection과 U-bend영역에서 PWSCC가 발견되었다. 가장 심각한 영 

향을 받은 곳은 Surry 1, 2호기， Turkey point 3，4호기이다. 이러한 열화는 

PWSCC에 대한 저항성을 가지는 재료에 의해 발생되었으며 전열관에 수 % 

의 변형올 유발시킨 심각한 denting현상을 경험하였다. 급속한 PWSCC는 

denting이 발생하지 않는 발전소에서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위의 4곳의 모든 증기발생기는 1980년과 1983년에 교체되었다[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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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때년 TSP외 댄탕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T밟하uu:na 1호기 row 1 

U-bend에서 le밟가 발생하였다. 또한 1978년 Tr이an에셔도 이와 유사한 le밟 

가 발생하였다[6-7]. T밟하1하na와 Tr，어an의 PWSCC는 opposite transition에 

서 전열관의 국부적인 소성변형이 주된 원인이다. 여기서 opposite transition 

이라 합은 U-bend와 직선 전열관사이의 경계 점에서 변형된 영역을 나
타낸 

다. 이 영역은 전열관 제조 공정중 사용하는 b머1 mandrel에 의해 opposite 

transition 영역의 전열관 단면이 타원형으로 변형되는 특성올 가진다. 1979년 

Doel 2호기 apex영역에서 발생한 row 1 U~bend tube rupture는 과도한 타원 

형으로의 변형이 주된 원인이라 밝혀졌다. 따라서 대부분의 W.H의 중기
발생 

기 row 1 & 2 U-bend는 관막음을 하거나 잔류웅력제거 열처리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8]. 

- 1978년에 Dûe12호기에서는 1차 계통에서 2차 계통으로의 laek가 있었
으 

며 [9] 이 러 한 원인은 rol1 transition의 축방향 PWSCC이 원인임올 알았다. 

1978년 이후로 증기발생기 전열관중 약 절반이상의 rol1 σansition에서 균열이 

발생하였으나 Doel 1호기에서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 두 증기발생기는 제조회 

사， vendor, 가동시작년도， hot leg 온도 둥 모두 같은 조건하에서 운전되었다. 

그러나 두 증기발생기에 사용된 전열관의 미세구조가 서로 다른 것으로 
밝혀 

졌다.W.H에서 제작된 증기발생기 중 절반 이상이 rol1 transition 영 역에서 균 

열이 발생하였다. 

- 1981년 이후로 expansion transition에서 원주방향 웅력부식균열이 발생하 

였다. 이러한 원주방향균열은 매우 중요하며 심각한 현상이다. 왜냐하면 축
방 

향 균열과 같이 낮은 레벨의 le없를 나타내지 않고 급격한 전열관 파손을 가 

져오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전열관 파손으로 인해 이웃한 다른 전열
판애도 

손상올 줄 수 있기 때문이다. 

C. 원주방향균열 

원주방향의 굵열이 발생한 예는 다음과 같다. 

(1) Fessenheim 1호기의 sludge pile에서 폭발식 확관된 전열관에서의 원주 

방향균열[10] 

(2) D하npeπ'e 1호기의 부적절하게 제조된 kiss rol1 expansion에서의 원주방 

향균열 

- 61 -



(3) Doel 2, Ringha1s 3 & 4호기의 roll tr없lsi다on에셔 축방향 균열관 관련 

된 짧은 원주방향 균열[11] 

(4) 여러 EdF 발전소에서 상부 tubesheet에서 denting과 관련된 원주방향균 

열[12] 

(5) North Anna 1 & 2호기， Tr이an에서 폭발식 확관에 의한 원주방향균열 

1차 냉각계통의 전 영역에서 재질이 lnconel 600인 nozzles, sleeves, housings 

둥에서 발견되었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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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업계부식 

매우 많은 정보가 업계부식을 경험한 중기발생기에서 조사되어 얻어졌
다. 

대부분의 업계부식은 2차측의 수화학 조건에서 슬러지의 집적이 일어나는
 영 

역에서 균열이 발생하였다. 발생한 위치에서의 업계부식의 파손형태를 알아
보 

았다. 

A. 주요변수에서 꽉창된 위치 

우선 업계부식이 발생한 부위는 대부분이 슬러지의 집척이 얼어나는 부분이
 

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변수중의 하나인 온도의 영향올 살펴보면 대부분
이 

Hot leg 주위에셔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1차수가 약 31O-330"C정도 

의 온도로 Hot leg 쪽을 흐르는데 이것은 tubesheet 내에서 평형온도이다. 그 

러나 Cold leg쪽의 온도는 이보다 낮은 약 277-292
0C 의 온도범위를 가진다. 

Point Beach 1호기 에 서 tubesheet 틈에 서 의 부식 속도롤 감소시 키 기 위 해 수행 

한 시도에서 발전소 출력올 78%로 감소시켜 Hot leg 온도는 314 "c에서 292 "C 

로 감소시켰다. 새로운 균열의 검출과정에서 부식속도의 감소가 매우 크
게 나 

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는 다른 원자력발전소(Ringh떠s 2호기)에서 경험한 

온도의 영향과 매우 잘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업계부식은 온도의폰성이 매우
 

큰 열화기구이며 중기발생기 내부에서 온도가 높은 Hot-leg 영역에서 많이 발 

생한다. 

B. 파손협태 

대부분의 입계부식의 균열형태는 우선적으로 축방향올 향한다. 그러나 일
부 

증가발생기에서 확관부위에셔의 원자방향균열이 발생되고 있다. 이것은 
렌탕 

이 발견된 부위와 매우 유사한 곳이다. 예를 틀면 전열관의 확관 영역에서
의 

원주방향 업계부식은 Doel 4호기에서’ 8번째 가통한 후 3곳의 중기발생기에서 

발견되었다. 좁은 원주방향 균열이 IGA를 경험한 영역에서 때때로 발견
되었 

는데 이것은 Cel1ular corrosion이라 불리는 축 및 원주방향 균열의 격자모양 

을 만들어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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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피로 및 마모 

A. 파촌위치 

피로 및 마모에 의한 중기발생기 손상의 대표적인 예는 North Anna 1호기 

와 Mihama 2호기이다. North Anna 1호기의 경우 전열관 파단이 일어난 곳은 

Cold leg 쪽의 Row 9, Column 51의 최상부 전열관 지지판에서 360도의 전체 

전열관의 파단이 일어났다. 파단면에서는 웅력부식균열의 혼적은 보이지 않았 

으며 이러한 사고가 있은 후 전체 전열관의 검사를 통해 전열관 지지판의 피 

로파괴에 관한 EPRI(l994) 규정에 의해 약 178개의 전열관이 관막읍 되었다. 

일본의 Mihama 2호기 의 경 우 고주기 피 로에 의 해 Cold leg 부위 의 Row 14, 
Column 45의 전열관 지지판 상부에서 파단이 일어났다. 이러한 사고는 약 

360도의 원주방향으로의 완전히 전열관이 파단된 중대사고였다. 주된 이유는 

설계된 AVB의 모양이 실제 구조물에서는 정확하게 설치되지 않은 것이었다 

(Fig 2.2-1). 즉 실제 AVB이 셜치될 때 작업자가 전열관사이에 거린 것올 전 

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셜치된 AVB에 의해 잡아주지 못한 전열관에서 

우선적으로 고주기 피로가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위 두 가지 사고는 1차 경계에서의 냉각수 유출이라는 중대샤고 이다. 따라 

셔 대부분의 발전소에서 AVB와 전열관 지지판사이의 균열검사를 수행하여 

많은 전열관에 대한 관막음을 수행하였다. 마모에 의한 손상사례를 Fig. 2.2-2 

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와 같이 전열관과 지지판사이에서 생길 수 있으며 전 

열관들간의 마모도 생길 수가 있다. 

B. 파손협태 

위의 두 가지 예와 같이 AVB나 전열판 지지판에 의한 피로 및 마모 손상 

을 야기한다. 그러나 전열관의 두께는 매우 앓고 실제 진동에 의한 피로균열 

성창속도는 매우 빠르기 때문에 일단 시작된 균열이 완전히 전파하기에는 매 

우 짧은 시간을 펼요로 한다. 피로 및 마모로 인한 손상 중에서 대부분의 파 

단모양이 완전 파단이라는 것올 볼 때 매우 섬각한 현상이라 할 수 있으며 이 

에 따라 피로/마모가 예상되는 부위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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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ìg. 2.2-1. Mihama 2호기 의 잘못된 AVB 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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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뻐빼.，..... .. 빠를t .... 빼. 

c*, ..... 웹빼efr뼈뼈틀 

Fig. 2.2-2. 마모에 의해 손상된 전열관의 사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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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파손빈도 및 부위 

2.3.1 PWSCC (Primary Water Stress Corrosion Cracking) 

A. Tubesheet내의 확관역역에서의 균염 

다단계 압연과정에 의해 확관된 전열관올 사용한 확관부위에서 많은 균열이
 

보고되었다. 가장 좋은 예가 Doe13호기이다[1]. 가동 후 약 10，αm시간동안 3 

곳의 전열관에서 le하〈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leak의 주된 원인은 tubeshèet의 

hole의 크기가 너무 커서 전열관과 tubesheet사이의 적절한 접촉을 주지 못
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대부분의 보고된 균열은 짧고 길이방향이
지 

만 일부는 원주방향균열로 알려졌다. Doel 3호기와 Tihange 2호기의 조사과정 

중에 내경에 waves 형태의 모양이 나왔음올 관찰하였다. 이러한 waves 형태 

의 원인은 전열관 제조 과정 중 roller가 평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렇 

게 평행하지 못한 roller는 표면에 잔류인장웅력을 형성시킨다. 

축방향 및 원주방향균열은 Obrigheim 발전소에서 intennittent roll 

expansion의 transition 영역에서 발생하였다. 이러한 균열은 두 중기발생기에 

서 2'2:7개의 전열관에서 le빼가 발생하였으며 부가적으로 180여개를 관막음 하 

였다. Obrigheim 발전소와 관련된 문제 는 intennittent rolls 사이 에 서 전 열관 

의 국부적 인 buckling 현상이다. 이 러한 buckling은 전열관과 tubesheet사이의 

annulus를 통하여 누수된 일차수가 발전소의 가동주기동안에 팽창하는 현
상이 

다. 따라서 발전소 가동주기동안 미소한 균열 내로 나온 일차수가 압력강화로 

인한 부피팽창으로 인해 또 다른 균열올 생성시킬 수 있다. 

B. Ex~anJ)ion Transition에 서 의 균열 

모든 가압경수로 증기발생기 전열관은 tubesheet로 확관 되며 'tubesheet쪽 

으로 cladding을 용접 봉합한다. 확관된 전열관과 되지 않은 전열관
 사이의 

transition 영역에서 PWSCC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2가지 중요한 요소 

를 고려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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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ubesheet 내의 expansion transition의 깊이 

초기 증기발생기는 확관영역이 tubesheet의 아랫부분에서 약 2-4inches 

(5Q-100rnm)정도 확관 되었다. 이러한 확관방법은 전열관과 tubesheet사이에 

틈을 생성하여 2차측 IGA (Intergranular Attack) / IGSCC (Intergranular 

Stress Corrosion Cracking)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1970년대 초기에 

디자인을 전체 tubesheet 깊이로 확관 하는 것으로 변화하였다. 여러 일본 발 

전소의 경우 tubesheet의 상부에 2 inches(5Omm)내로 재확관하는 경우도 있 

다. 확관 깊이는 안전 산출과 검사시의 필요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특 

히 전체 깊이로 확관한 전열관에서의 expansion transition에서의 균열은 부분 

확관에서의 유사한 균열보다 매우 심각한 안전문제에 놓여있다. 왜냐하면 부 

분 확관된 전열관이 균열올 가질 때 검사에 의해 발견이 되지만 전체 깊이 확 

관한 전열관내의 균열은 좀처럼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2) 확관방법 

일반적으로 PWSCC가 발생할 수 있는 조건 중 중요한 것은 웅력이다.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가동웅력과 잔류웅력이다. 이 두 가지 웅력 중 재료의 

확관에 의해 생성되는 잔류웅력은 항복웅력에 가깝거나 더 높게 나타날 수 있 

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주요 가압경수로 중기발생기 전열관 확관 방법에 대 

하여 알아보았다. 

CD Ro11 Expansion 

전열관 내부로 기구를 삽입하여 회전과 가압을 통하여 내부 표면을 전열관 

표면과 접촉하도록 한다. 전열관은 특정한 토크(Torque)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확관 된다. 그러나 전체깊이의 확관일 경우 높은 잔류웅력이 존재할 수 있으 

며 ro11 overlaps와 같은 불규칙점이 형성될 수 있다. 

(Z) P따t Length Ro11 후 전 체 확관 

이미 부분적으로 확관된 상황에 있는 발전소에서 틈을 제거하기 위해 전체 

확관이 이루어 졌다. 재확관의 방법은 explosive expansion, rnechanica1 ro11 

expansion, hydraulic expansion, elastorneric expansion 둥 이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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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D Mechanical rolling 후 DAM 혹은 Kiss Roll 

mechanical rolling 과정은 expansion transition에서 전열관의 외부표면에 

높은 잔류웅력올 형성한다. 이러한 잔류웅력올 억제하기 위하여 expansion 

transition 영역의 길이를 다단계로 나누어 외부 표면의 잔류웅력을 감소시키 

는 확관방법으로 유럽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공정을 “dudg∞nnage 

ameliore mecanìquement" (DAM) 혹은 ‘패ss roll"이라 한다. 이러한 공정은 

1979년대 후반부터 Cockerill과 Framatome에서 제작된 중기발생기에 웅용되 

었으며 W.H에서 제작된 Ringhals 3호기 증기발생기에도 웅용되었다. 

@ Explosive Expansion 

폭발식 확관법은 전열관 내부에 폭발물올 삽입한 뒤 폭발시켜 전열관을
 

tubesheet와 밀 착시 키 는 방법 이 다. C.E에 서 는 “explosion"이 라는 폭발식 확관 

방법을 사용하여 전체 깊이로 전열관올 확관 하였다. 1970년대 중반부터 W.H 

는 부분 확관에서 전체확관올 수행할 수 있는 폭발식 확관법올 개발하였다
. 

이러한 과정을 "Wextex"라 불렀으며 미국의 11개 증기발생기와 프량스의 1
개 

의 발전소에 웅용되었다. 

(5) Hydraulic Expansion 

1970년대 말부터 W.H에셔 제작된 중기발생기는 전체 깊이의 유압식 확
관 

법이 사용되었다. 유압식 확판법온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장비룰 이용하
 

였으며 207MPa (3OpsD의 수압올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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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입 계 부식 (IGC; Intergranular Corrosion) 

증기발생기내에서 업계부식이 일어나는 위치는 매우 다양하다. 그중 가장 

중요한 부위는 전열관과 tubesheet사이의 틈새， TSP 상부에 집적된 슬러지 

pi1e 내부， 전열관과 TSP사이의 틈새로 알려져 있다. 이중에서 전열관과 TSP 

사이의 틈새에서 상당량의 입계부식이 예민화된 전열관이 있는 미국 및 일본 

의 중기발생기애서 발생하였으며 최근 전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었다. 그러나 

이러한 위치이외에도 슬러지 pi1e이 집적되지 않는 tubesheet 상부에 위치한 

확관부위의 표면， hot leg와 cold leg사이의 전열관 지지판， U -bend free span 

영역에서도 입계부식이 발생하였다. 재순환형 증기발생기의 2차측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는 업계부식은 대부분이 불순물이 농축될 수 있는 틈새가 폰재하 

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A. Tubesheet Crevices 

초기 원자력발전소의 중기발생기 제작자들은 부분 확관 방법올 사용하였다. 

확관부위의 치수는 아래 부분의 5-1Ocm 깊이로 확관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전체확관올 수행한 증기발생기 제작자도 있었다. 부분확관올 적 

용한 경우 매우 깊은 틈올 남기며 그 깊이가 대략 18-20inch 정도로 알려져 

있으며 전열관과 tubesheet사이의 톰은 약 O.α>8inch(O.2mm)로 되어었다. 이러 

한 틈새는 2차측 수화학 환경에 항상 노출이 되어왔다. 

1970년대 초반 이후로 중기발생기 제작자들은 tubesheet의 확관올 전체확관 

으로 결정하였기 때문에 부분확관올 수행한 전열관에 대해 전체확관을 수행하 

였다. 그러나 젤계허용범위 및 제작상의 이유로 인해 tubesheet의 상단 부에 

약간은 틈은 폰재한다. 전체확관방법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3가지 방법 중 하 

나를 사용하고 있다. 초기에는 폭발식 확판이 여러 발전소에서 수행되었다. 그 

후 기계적 롤링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1970년대 중반부터 유압식 확관법이 사 

용되기 시작하였다. 

일본의 경우 부분 확관된 전열관이 가동중인 3개의 재순환형 중기발생기에 

서 부가적으로 전체확관올 수행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가동이 시작된 후 수년 

이 지나서 수행되었다. 

그러나 전체 부분확관된 전열관의 약 3분의 2는 전체높이로 확관 되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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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상부 쪽으로 약 l Ocm 정도의 틈새를 남겼다. 또한 전체확관된 나머지 3 

분의 1은 상부 쪽에 5mm 정도의 틈새를 남겼다. 

B~Iuhe BUDoort Crevices 

1970년대 중반까지 중기발생기 제작자들은 TSP의 형태를 dril1ed-
hole형으 

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dril1ed-hole형 배열에서 틈은 대략 1않nm 정도였으며 

tubesheet와 전열관사이는 0.3mm 정도였다. 이러한 TSP의 모양에 의해 많은 

중기발생기에서 틈에 집적된 불순물 둥에 의해 증기발생기 전열관의 
열화현상 

이 발생하였다. 1970년대 중반이후 대부분의 TSP의 모형은 틈을 최
소화하기 

위해 broached hole 형태로 바뀌게 되었다. 또한 TSP의 재질올 일반 탄소강 

에서 스테인레스 강으로 교체하였다. 일부 중기발생기 제작자들은 평
평한 지 

지판을 사용한 eggcrate형으로 제작하였다. 1970년대 중반이후 dril1ed-hole형 

의 TSP는 완전히 사라졌다. 

C __ SluCÙle Pile Crevices 

슬러지는 feedwater에 의해 용해되거나 미세한 업자가 중기발생기 
내부로 

유업되어 웅집이나 홉착에 의해 tubesheet상부나 TSP에 집적될 수 있다.
 슬 

러지의 양과 조성은 슬러지 pile과 전열관사이의 틈형태를 결정할 수 있다
. 이 

것은 다음과 같은 복잡한 조건에 따라 결정된다. (1) blowdown의 위치 및 용 

량， recirculation ratio, 유체분포조절장치의 유무 둥 중기발생기 셜계사항 (2) 

냉각수 및 보충수의 source, Cu 이온의 존재여부， 웅축기의 건전성 둥과 같은 

2차측 셜계 (3) 2차측 수화학조건， 냉각수의 양 동과 같은 중기발생기 가동경 

험. 초기 많은 중기발생기에서 업계부식을 야기한 틈새에서 슬러지 pile이 집 

적되었다. 후에 이러한 열화현상을 억제하기 위하여 많은 설계변경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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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증기발생기 전열관 재료의 기계적 성질 

3.1 서론 

최초의 증기발생기 전열관 재료용 소재는 기계적 특성 및 열 적 특성이
 우 

수하고 부식저항성이 높은 304, 316, 347과 같은 오스트나이트계 스테인레스 

강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Cl 이온과 용존 산소 분위기 하에서 웅력부식균열에 

의한 열화현상이 매우 심각하게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를 대체하기 위해
 부식 

에 대한 저항성이 매우 뛰어난 Inconel 600합금이나 Incoloy 800합금올 사용하 

기 시작하였다. 특히 가압경수로에서는 Inconel 600을 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 

다. 1967년에 도입된 Inconel 600은 이후로 W.H, CE, B&W둥의 중기발생기 

제작자들에 의해 증기발생기 전열관 재료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그
러나 

1970년대 중반이후 공장 어닐령상태의 Inconel α)()MA는 1차측에서의 웅력부 

식균열(PWSCC)과 2차측에서의 업계부식 퉁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을 억제하기 위해 열처리를 통해 부식저항성올 향상시킨 Inconel ’ 

600TT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국내의 증기발생기 전열관재료를 살
펴보면 

1978년 처음 상업운전올 시작한 고리 1호기의 경우 Inconel 600MA를 사용하 

고 있으며 그 후 건젤된 원전의 경우 Inconel 600MA에서 발생한 PWSCC, 

IGNSCC둥에 의한 열화현상올 억제하기 위해 열처리를 수행한 Inconel 

600TT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1980년대에 Inconel 600TT에서도 1 

차측 웅력부식균열， 업계부식 퉁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열처리를
 통 

한 재료의 미세구조변화로는 더 이상의 부식저항성을 얻는 것은 한계에 
도달 

하게 되었으며 새로운 전열관재료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Inconel 690은 

Ni-3OCr-9Fe의 니켈기지합금으로서 Inconel 600에 비해 내식성 합금원소인 

크롬올 두 배 정도 증가시킨 재료이다. Inconel 600파 690의 화학적 조성은 

Table 3.1-1에 나타내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범위에서 결정이 되지만 실제 

중기발생기 재료에 사용되는 다소 차이가 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열관 
제작 

자들은 이러한 요건올 거의 다 충족시키고 있다. Inconel 600과 690의 기본적 

인 차이는 크롬함량에 있다. 이러한 합금이 개발된 주된 이유는 Inconel 600에 

서 발생되는 예민화 현상으로 입계에 크롬탄화물이 석출될 때 업계주위에
서 

크롬의 농도가 12%이하로 고갈될 때 웅력부식균열에 매우 민감한 현상
올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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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다(Fig. 3.1-1). 이러한 예민화 현상을 억제하기 위해 크롬함량을 두 배로 증 

가시켜 업계의 웅력부식균열올 억제시켰다. 따라서 크롬함량을 두 배로 증가 

시킴에 따라 탄소고용량이 상대적으로 감소하였다. 

현재까지 국내 중기발생기 전열관 재료로 사용되는 합금은 Inconel 600, 앉% 

그리고 중수로의 전열관으로 사용되는 Incoloy 800이 었다. 본 절에서는 전열 

관재료의 기계적 특성 중에서 인장성질， 피로성질 및 마모성질에 대하여 살펴 

보고자 하며 각각 의 재질특성올 비교분석 하였다. 

Table 3.1-1 Inconel 600과 690의 대 략적 인 화학적 조성 

전열판재료 Ni Cr Fe C Ti Mn Cu S 

Inconel 600 Ba1. 14-17 6-10 0.15 max 0.1-0.5 1.0 max 0.5 max 0‘015 max 

Incöhel 690 B려. 28-31 7-11 0;05 max 0.1 -0.5 0.5 max 0.5 max 0.011 m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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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인장성질 

3.2.1 순수 인장 

증기발생기 전열관재료의 인장특성은 초기 전열관의 제조공정중의 하나인 

공장어닐링 (Mill Annealing)과 Straightening과정， 그리고 열처리과정에서 결 

정된다[1]. 공장어닐링은 재료의 미세구조를 결정하는 중요한 단계이며 

straighte띠ng과정은 공장어닐링 과정 중에 발생한 전열관의 휘어진 상태를 보 

정 하기 위해 여러 개의 롤러로 구성된 과정이다. 이때 기계적인 변형을 통해 

전열관을 직선형태로 제작되는데 이때 전열관에 잔류웅력이 생성하게 되며 최 

종 단계인 열처리를 통하여 표면의 잔류웅력올 제거하고 업계에 크롬탄화물을 

석출시켜 부식에 대한 저항성을 가지는 미세구조를 형성한다. 전열관 제조 공 

정올 Fig. 3.2-1에 간략하게 나타내었다. 일반적으로 재료의 인장성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결정크기이다. 따라서 전열관의 결정크기를 조절하는 

공장어닐링 공정이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공장어닐링 온도 

는 전열관 재료의 탄소함량에 따라 변화하므로 탄소함량도 전열관의 인장성질 

에 중요한 영 향을 미 친다. Fig. 3.2-2, 3.2-3에 서 는 Incone1690에 열 처 리 를 수 

행하였올 때 탄소함량이 웅력 변형율 곡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나타내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공장어닐링 온도는 Inconel 600의 경우 약 950.C 에서 

1050"C사이에서 결정된다. 이러한 온도범위는 재료의 탄소함량에 따라 변화한 

다. Inconel 앉U의 경우 탄소함량의 범위는 0.15%max로 규정되어 었다. 그러 

나 Inconel 690의 공장어닐링 온도는 매우 높다. 이러한 원인은 Inconel 690은 

600에 비해 매우 좁은 범위의 탄소함량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며 [2] 대략 

0.015-0.03%로 규정하고 있다. 전열관 제작회사마다 약간씩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대략 1040-1070.C사이에서 공장어닐링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탄소함량에 따른 Inconel 600과 690의 용해도를 Fig. 3.2-4에 나타내었다 

[3]. 그림에서와 같이 Inconel 690의 경우 600에 비해 탄소의 용해온도가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원인은 부식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첨가한 크 

롬이 탄소의 용해도를 감소시켰지 때문이다. 그러나 탄소의 용해도 곡선은 전 

열관 제조회사 및 실험연구결과마다 조심씩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4] 보다 정 

확한 결과는 현재까지 확인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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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conel 600의 기계적인 특성은 1 채조공정상의 변수에 의해 크깨 달라진다. 

Table 3.2-1논 중기발생기 전열관 제작회사인 lnco. Alloy에서 생산된 제품의 

인장특성올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공장어닐링을 한
 후 

lnconel 600의 항복강도는 170-345MPa의 값을 가지고 있으며 인장강도는 

500-690MPa의 값올 가지고 있다. 또한 연신율의 경우 35-55%의 값 범
위 내 

에서 변화하고 었다. 인장실험 결과 항복용력 값의 변화가 매우 크게 나
타난 

것이 특정적이다. 이러한 원인은 생산된 제품의 최종 형상에 따라 수행하는
 

열처리의 방법이 변화하기 때문이다. lnconel 690의 인장성질올 Table 3.2-2에 

나타내었으며 여기에서와 같이 항복웅력은 250-41OMPa의 값을 가지며 

620-750MPa의 인장웅력올 가지고 있다. 또한 연신율은 45-60%의 값
올 가지 

고 있다[5-81 lnconel 600과 690의 온도에 따른 인장성질의 변화를 Fig. 3.2-5, 

3.2-6에 나타내었다[6-어. lnconel 600의 경우 항복웅력은 온도가 증가함에 따 

라 서서히 감소하다가 약 5OO .C 이상의 온도에서는 매우 급격히 감소함올 알 

수 었다. 또한 인장용력도 항복웅력과 비슷한 거동올 보이고 있다. 연신율은
 

약 40<)"C까지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OO"C에서 약간 감소한
 후 

온도에 따라 매우 급격히 증가하였다. 그러나 lnconel 690의 경우 lnconel 600 

과는 다소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었다. Fig. 3.2-6에서와 같이 온도가 증가함 

에 따라 서서히 감소하다가 약 200-600 "C 범위에서는 항복웅력의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6OO"C이상의 온도에서 다시 감소하는 거동올 보이고 

있다. 인장용력의 경우도 매우 유사한 거동올 나타내파1 었다. 연신율을 살펴보 

면 200-400.C까지 서서히 중가하다가 뼈℃이상의 훨생슴에서 다시 감소하는 현 

상율 보이고 있다. 그러나 본 실험실에서 수행한 언장실험에 의하면 Fig. 

3.2-7, 3.2-8와 같이 인장웅력과 항복웅력은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각각의 열
 

처리 조건에 따라 감소하였다. 그러나 연신율은 Fig. 3.2-9에서 나타나 있는 

것과 같이 열처리조건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나지만 대략 150-300"C사이에서 
최 

소값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발전소 가동온도인 300t범위에서 
인 

장실험올 수행하였을 때 웅력-변형률 곡션에서 동적변형시효 현상의 증거인
 

serration이 나타남을 확인하였다(Fig. 3.2-10). 이러한 동적변형시효 현상은 

lnconel 600에서도 발생하였다는 연구결과가 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설험 

온도 및 변형속도， 그리고 재료의 탄소함량에 따라 매우 크게 변하고 있으며
 

동적변형사효의 주된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lnconel 600은 고용강화형 합금으로서 치환형 원소로는 Cr, Fe, Ti둥이 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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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입형 원소로는 C, N 둥이 었다. Hayes[10] 둥은 Ni-C계와 마찬가지로 C가 

전위를 고착하기 때문이라 해석하였으며 Kocks[l1]둥은 Cr, Fe둥의 치환형 원 

소에 의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구가 현재까지는 명확하지는 않 

고 있다. lnconel 690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동적변형시효현상이 일어나는데 

원자력발전소 가동온도범위를 포함하여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에 대한 

이혜가 중요하리라 생각된다. Table 3.2-3에는 현재까지 확인한 Inconel 전열관 

재료의 기계적 특성을 비교하였다. 현재까지 연구를 통해본 결과 lnconel 600 

및 690의 기계적 특성은 전열관 제조회사마다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었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lnconel 합금의 정확한 인장특성치를 규정하 

는 것은 매우 힘들다. 그러나 인장성질의 변화는 대부분이 합금원소가 아닌 

가공방법에 따라 결정된다. lnconel 690에 대한 자료률 수집하여 본 결과 가공 

이력에 대해서는 자세한 셜명은 언급하지 않고 있었다. 

3.2.2 수화학에서의 인장성질 

A. 인창특성 

lnconel 600 및 690에 대한 인장실험중 54"C와 338"C에서의 실험결과[12]는 

매우 특이하다. 실험을 수행한 환경은 pH의 범위가 약 10.1-10.3정도였으며 

산소농도가 약 1αφpb였다. 주요한 영향인자인 수소의 양은 대략 125-200 

ccH찌‘g H써였다. 전열관 재료 및 용접재에 대하여 수행한 인장실험 결과를 

Fig. 3.2-11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와 같이 수행된 온도 및 환경조건은 54 "C, 

잃8
0

C의 공기 및 수화학 상태이다. 결과를 살펴보면 338 0C 물과 54, 338 "C 공 

기 분위기하에서의 인장성질의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에서와 

같이 항복용력과 인장강도의 범위가 각각 248-352MPa, 또8-669MPa의 범위 

를 가지고 있다. 각각의 재료의 연신율은 매우 우세하였으며 온도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수화학에서 그리 민감하게 변하지는 않았다. 전체 연신율의 변화는 

lnconel 600의 경우 35-50%정도였으며 lnconel 690의 경우에는 약 36-62%정 

도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두 합금의 결과는 용접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54"C의 높은 수소가 포함된 수화학에서는 인성의 감소가 크게 나타난 

것은 매우 특이한 현상이며 특히 용접재에서 매우 큰 연신율 감소가 일어났다 

[1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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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T,. 파괴언섯 

Fig. 3.2-12에 수소가 많이 함유된 물이 L 파괴인성에 미치는 쩡향올 나타 

내었다. 공기중에서 Inconel 600의 파괴인성은 온도에 따라 크게 변화하지는 

않는다. 공기중에서 얻은 값은 Jc와 Tearing modulus값이 거의 변화가 없다. 

매우 뛰어난 파괴저항이 잃8"C 수화학 환경에서 얻어졌으며 그 값은 공기중 

결과보다 다소 높은 편이다. 그러나 54
0C 의 Jc값이 약 40%정도 감소하였지만 

Tearing modulus값의 감소가 적기 때문에 저온에서의 Te뻐ng mod버us는 매 

우 잘 견디는 것으로 보여진다. 54 "c 공기분위기에서 Inconel 690의 경우 매우 

높은 Jc값을 가지 고 있다. 

그러나 Tearing mod띠us의 값은 58로 다소 낮은 편이다. 잃8"C에서는 두 

조건에서 Tearing modulus값이 매우 높았다. 이러한 결과로 보아 Inconel 690 

의 경우 54
0

C 수소가 있는 수화학 조건에서 져온 균열전파에 매우 민감한 것 

으로 보인다. 이러한 원인올 살펴보기 위해 Inconel 600과 690의 파면에 대한 

SEM 사진을 각각 Fig. 3.2-13, 3.2-14, 3.2-15에 나타내었다[12]. Inconel 600 

의 경우 모든 실험조건에서 연성파면을 나타내고 있다. Fig. 3.2-13에서 관찰 

되는 것과 같이 3가지 균열성장기구 즉 미세공공의 합체， 콘 공공의 형성 그
 

리고 전단 둥이다. 초기 dimple은 MC 형태의 탄화물의 파손으로 형성되고 01 

러한 버rnple의 성장은 상당한 양의 소성변형을 포함한다. 공공으로 형성된 표 

면영역에서 매우 며세한 dimple의 network이 형성되는데 이것은 초기 형성
된 

dimple사이에 매우 높은 전단웅력이 가해질 때 업계에 석출한 탄화물을
 기지 

로부터 분리시키게 되고 결국 매우 높은 미세 공공이 용집하여 공공으로 이
루 

어진 명판이 된다. 

매우 잘 정의된 슬립 offset은 이러한 기구가 매우 큰 소성변형올 필요로
 하 

는 것을 의미한다. 54 "c 수화학 초건올 제외한 Inconel 690의 파면올 Fig. 

3-15에 나타내었다. Inconel 600과 매우 유사한 파면을 보이고 었다. 그러나 

54 "C 수화학 조건에서는 파괴기구가 연성파괴에서 업계파괴로의 천이를 보이
 

고 있으며 Jc값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보이고 었다. 그림에서와 같이 잘 정 

의되지 않는 업내파괴가 보이긴 하나 dimple 파단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파단은 실제 업계를 따라 기지내로 전파한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
 

로 54 "C 수화학 조건에서 Inconel 690의 균열전파기구는 수소취성에 의한 것 

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얻어진 자료는 Inconel 690의 수소취성의 존재를 확인 

- 83 -



하기에는 매우 빈약하다. 즉 증기발생기에서 가동되는 옹도영역에서의 실험이 

완전히 수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열화기구의 존재를 확인할 수는 없었 

다. 

Table 3.2-1 Inco. Alloy에 서 생 산된 Incone1600의 기 계 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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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2 Inco. A110y에 서 생 산된 Inconel 600의 기 계 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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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3 온도에 따른 증기발생기 전열관 재료의 인장성질 

Inconel 600 Inconel 690 
분류 

KAERI (삼미) D.L.H없Tod KAERI 실험실 data 
비고 

YS 310 347 320 413 MPa 

25 "C UTS 760 732 710 757 MPa 

Elong. 38 41 38 45 % 

YS 250 266 260 372 

3OO"C UTS 670 614 610 655 

Elong. 35 44 39 41 

YS 240 껑8 230 364 

4OO"C UTS 640 589 앉m 없3 

Elong. 38 46 40 45 

비고 Tube 
315 "C ,427 "c 

Tube Plate 
에서 실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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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3. Fracture surface morphologyfor Alloy αX) Jc specimens 

consisting of large 이mples nucleated by broken MC-type 

inclusions, void sheets and s~hear-stretch regions. (a) 54 "c 려r 

(b) 338.C air. Note shear stretch region on right side of 

fractograph. (c) 54.C water (d) 잃8"C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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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4. Fracture surface morphology for Alloy 690 Jc specimens 

consisting of large dimples nuc1eated by broken MC-type 

inc1usions and shear-stretch regions. (a) 338 "C air (b) 54 "c 

air. Note serpentine slip offsets and elongated dimples in 

shear-stret하1 region. (c) 338 "C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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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5. SEM fractographs of EN 82H tensile specimen. 

(a) Well-defin어 버mples and sh않r-stretch regions on sp:영men 

tested in 54 "c 려r. (b) In 54 "C wa않r， the fracture surface. tends 

to be rather flat and slight1y faceted. Dimples are shallow and 

poorly defin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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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미세구조 

공장어닐링을 통한 중기발생기 전열관의 결정업자의 조절은 기계적 성질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열처리를 통한 잔류용력의 제거 및 업계 크롬 

탄화물의 석출은 부식특성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었다. 

3.3.1 석출물의 형태 

Inconel 600과 690 합금은 모두 고용강화형 합금으로 단상의 미세조직올 나 

타낸다. 그러나 소량의 티타늄탄화물， 질화물 둥 Ti 계 석출물과 Cr7C3, Cr23C, 

둥의 크롬탄화물이 석출되는 것으로 일려져 있다. 특히 크롬탄화물은 부식저 

항성과 매우 큰 관계를 가진다. 일반적으로 Inconel600의 경우 입계에 석출되 

는 탄화물은 Cr?C3형태로 알려져 었으며 Inconel 690의 경우 Cr23C，형태로 석 

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3]. 탄화물의 용해온도는 탄소함량에 따라 달라 

지는데 같은 탄소함량에서 크롬이 많은 Inconel 690의 용해온도가 더 높다. 또 

한 석출되는 탄화물의 분포 및 크기는 열처리 시간 및 온도에 따라 변화한다 

[4-5]. 그것올 Fig. 3.3-1에 나타내었다. 일반적인 열처리 온도는 Inconel 690의 

경우 704"C에셔 많이 수행된다. 열처리 시간이 높고 시간이 길수록 부식에 대 

한 저항성이 큰 것으로 알려진 연속적인 업계탄화물분포를 가지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3.3.2 인장성질에 미치는 영향 

결정크기가 인장성질에 미치는 영향올 살펴보면 H려l-Petch 식을 매우 잘 

만족하고 있다. Fig. 3.2-2에서와 같이 절편값은 다소 차이가 나는 것을 보이 

지만 기울기는 매우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었다. 절편값의 차이는 전열관 제 

조회사마다 서로 다른 제조방법올 사용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 

한 관계에 대한 확신올 가진다면 훤하는 강도를 얻기 위한 결정크기를 알 수 

었게되고 이에 따른 열처리 온도 및 시간을 결정함으로서 보다 정확한 공장어 

닐링 조건을 셜정할 수 있다. 열처리의 수행하면 제조과정 중 생성된 잔류용 

력을 제거하고 업계에 부식저항성올 향상시키는 탄화물이 생성된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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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처리로 인한 항복웅력의 감소는 매우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10%정도의 감소로 알려져 있는데 열처리를 수행함으로서 기지내의 탄소원자 

가 업계로 확산되어 기지내의 탄소원자의 고용강화 효과가 감소하며 잔류웅력 

의 제거로 인해 항복웅력이 감소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6]. Table 3.3-1는 각 

각의 전열관 제작에 관련된 명세사항을 나타내었다. 열처리 온도 및 시간은 

lnconel 600에 비해 다소 짧게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두 비슷한 열처리 

온도범위를 가지고 있으며 시간도 다소 비슷하다. 그러나 열처리시 유지시간 

을 5시간으로 하는 것은 열처리 수행을 위한 각각의 제작자들이 가진 장비특 

성에 따라 달라지나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5시간의 경우 다소 짧다는 견 

해가 있으며 10시간 이상인 경우 보수적이라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잔류웅력 

이 매우 크게 나타나는 U-bend 부위에서의 열처리는 약 35시간 정도로 EPRI 

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권고사항은 다소 모호한 편이며 lnconel 

600의 가공에 적용된 것이라 새로운 명세사항의 셜정이 필요하다. 

3.3.3 합금성분의 영향 

합금 성분원소 중 결정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원소로는 C와 Ti가 었다[7]. 

재료 내에 탄소의 함량이 높을 경우 기지 내에 탄소를 완전히 용해시키기 위 

해서는 매우 높은 용체화온도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탄화물이 완전히 용해되 

지 않은 경우 용체화처리 전에 이미 석출된 탄화물이 결정성장을 방해하는 결 

정입계 pmnmg 현상으로 인해 결정크기가 작아져 원하는 인장성질을 얻을 수 

없게 된다. Ti의 경우 대부분이 전열관제조공정이나 열간 가공 중 가공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첨가한다. 일반적으로 약 0.3-0.4% 정도 첨가하며 결정성장 

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Fig. 3.3-3에 C와 Ti가 결정성장에 

미치는 영향올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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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1 lnconel 690의 열처리 조건 

Specification 온도범위 ("C) 최소 유지 시간 l 

EPRI 704-726 5 hrs 

Framatone 705-725 5 hrs 

Westinghouse 715-732 10 h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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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 열처리 온도 및 시간이 탄화물 분포 및 크기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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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피로 및 마모현상 

lnconel 600에 대한 피로 및 부식피로현상은 몇 가지 특정한 조건에 대해 

수행되었다. 그러나 lnconel 690에 대한 피로실험은 현재 본 실험실에서 수행 

한 것을 제외하면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lnconel 690의 피로현상은 본 

실험실에서 수행된 연구자료에 기초를 둔다. 

3.4.1 피로현상 

A. lnconel 600의 피 로현상 

lnconel 600에‘ 대한 피로시험은 1973년 James에 의해 수행되었다[1]. 수행된 

시편은 용체화처리가 된 판상형태의 시편이었으며 온도의 영향올 관찰하
였다. 

실험 결과를 Fig. 3.4-1에 나타내었다. 그렴에서와 같이 웅력확대계수 L1K가 

매우 넓은 범위에서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웅력비는 0.05, 주파수는 0.6πIz 

(40cpm)에서 수행되었다. 실험결과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피로 균열성
장 속도 

가 증가하였으며 특정한 L1K값에서 기울기가 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기울기의 변화는 대부분이 임계균열성장속도로 생각할 수 있으나 이러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실제 임계균열성장값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모호한 값이
다. 

1977년에 James의 결과를 살펴보면 수행된 시편은 노섬 내부의 구조 
재이 

며 모재와 용접 부에 대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조건은 1차측 환경 하
에서 

수행되었으며 웅력비는 0.1이며 주파수는 10Hz로 수행되었다. 모재에 대
한 시 

험 결과는 Fig. 3.4-2에 나타나 었다. 그림에서와 같이 상온에서 10Hz로 실험 

한 경우에 비해 발전소환경 조건의 경우 매우 빠른 균열성장속도를 보
이고 었 

다. 따라서 lnconel 600에 대한 실험에서는 온도에 의한 균열성장속도의 증가 

보다는 부식환경에 의한 부식피로현상이 매우 우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B. lnconel 합금의 피로현상 

현재까지 lnconel 690에 대한 피로시험 자료는 거의 없는 실정이나 본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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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에서 수행한 자료를 가지고 Inconel 600에 대한 피로특성올 비교하고자 한 
다. 본 실험실에서 사용한 Incone1690 피로시편은 Inco. Alloy에서 획득하였으 
며 고온압연으로 처리된 판상형태이다. 이것올 ASTM의 규정에 따라 CT 
(Compact Tension)A]편으로 제작하여 웅력비 0.2, 주파수 10Hz로 실험을 수 
행하였다. 상온 및 발전소 가동온도에서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미세구조의 영 
향올 보기 위해 특정온도에서 열처리률 수행하였다. 실험결과를 Fig. 3.4-3에 
나타내었다. 상온 및 가통온도부근인 300t:의 결과이다. Inconel 600과 비교해 
볼 때 공기분위기의 결과는 매우 비슷한 경향올 보이고 었다. 이러한 결과는 
입계에 석출된 탄화물의 분포와 결정크기의 영향이 모두 비슷하게 나타난 것 
으로 보이며 항복용력 및 인장강도의 차이가 두 재료에서는 그렇게 크게 나타 
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로균열성장속도에 미치는 결정크기의 영향올 이 
해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slip band length이다. 길고 명평한 slip band는 짧 
고 명명한 slip band에 비해 전위의 집적이 되는 장애물사이의 거리가 더 길 
기 때문에 많은 수의 반복하중올 전위의 reversa1로 도모할 것이다. 게다가 균 
열첨단의 변형은 전위이동거리가 길수록 더 낮아진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은 
damage 집적올 낮게 하고 다른 부가적인 slip system올 활성화하려는 경향 
즉 균열성장올 억제하게 된다. 결정크기가 큰 미세구조률 가진 재료는 더 긴 
slip band률 가지고 있으므로 P없1S 영역에서 피로균열성장속도가 더 낮다. 따 
라서 최종 공장어닐링온도 및 재료내의 탄소함량이 매우 큰 영향올 미치는 것 
으로 보인다. Inconel 600에 대한 피로현상에 대해 업계석출물의 영향을 직접 
적으로 관찰한 자료는 현재까지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Inconel 690의 업계석 
출물의 영향을 살펴보면 업계에 생성된 업계탄화물의 분포가 불연속적인 분포 
보다는 반연속 혹은 연속적인 경우 피로균열성장에 대한 저항성올 가지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전위의 활성화로 인해 climb이 가능해 
단화물의 영향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탄화물은 업계에서의 국부적 
인 변형올 분산시키는 역할올 하는 것으로 보인다. 본 실험실에서 수행한 
Inconel 690의 피로시험 결과 중에서 피로상수를 Table 3.4-1에 나타내었다 
[2-51. 

- 110 -



3.4.2 마모현상 

원자력발전소 중기발생기 전열관은 고온 고압의 유체에 의한 진동으로 인
해 

전열관과 전열관 지지판사이에서 상대적인 운동에 의해 마모 및 마손， 
그리고 

피로현상이 일어난다[허. 가동경험으로 볼 때 매우 많은 국내외 중기발생기
에 

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여 원자력발전소 가동률올 현저히 감소시키어 
왔다. 

그러r나 이러한 중기발생기 전열관의 마모현상에 대한 국내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에 있다. 또한 기폰의 증기발생기 전열관의 대체재료로써 Inconel 앉%올 

선태하고 있으나 Inconel 690의 마모 성질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현재까지 

는 수행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셔는 해외의 자료를 중심으
로 조 

사를 수행하였으며 Inconel 600, 690과 Incoloy 800의 전열관 재료와 스테인레 

스 강 및 탄소강동의 전열관 지지판사이의 마모성질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 

증기발생기 전열관의 피로현상은 마모현상파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데 

중기발생기 전열관에서의 균열생성은 두 가지 현상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 

는 웅력부식균열과 같은 부식에 의해 생성된 미세균열올 들 수 있으며 
또 하 

나는 기계적인 접촉 둥에 의한 마모현상에 의해 미세한 균열이 생성되는 것
으 

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두 가지를 비교한다면 미세 균열 
생성에 

필요한 시간은 매우 크게 차이가 난다. 이러한 결과는 중기발생기내 전열관
파 

지지판사이를 모사한 실험에서 잘 나타나 었다. 두 가지 전열관올 부식
환경 

하에 두고 한 시편에 유체에 의한 진동현상올 가해준 실험결과를 살펴보면 
두 

시편에서의 균열깊이는 매우 큰 차이롤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부식
현상 

이 마모현상에 비해 균열전파속도가 매우 느림을 의미한다. 실제 중기발생
기 

전열관의 두께는 새로 교체된 고리 1호기와 비교해 볼 때 Inconel 690의 경우 

더 앓게 제작되었으며 전열관의 개수도 많이 설치되어 있다. 이것은 Inconel 

690의 열전도도가 6000fI 비해 낮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까지의 부식에 대한 

연구결과를 살펴볼 때 매우 뛰어난 저항성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앓아진 두께에 대한 마모성질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자료는 매우 부족한
 실정 

에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증기발생기 전열관올
 중심 

으로 현재까지 알려진 전열관과 지지판사이의 피로 및 마모성질에 대
해 조사 

하였다. 피로성질에 대해서는 국내외 자료를 중심으로 수집하였으며 마
모성질 

은 거의 대부분이 해외자료에 의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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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마모섯짐 

중기발생기내부는 그 형태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고온 고압 환경하에 

서 가동되고 있다. 또한 원자력발전소에서의 증기발생기 고유의 역할수행으로 

안해 내부는 매우 빠른 유체의 흐림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증기발생기 

상부의 U-bend 영역과 전열관 지지판에서 유체에 의한 진동현상이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설계변경을 통하여 증기발생기에서의 마모 

현상을 억제하여 왔다. U-bend 영역에서의 진동에 의한 마모현상으로 인해 

발생된 균열이 피로현상으로 이어지는 것올 막기 위해 2개의 AVB를 3개로 

널려셔 진동을 억제하여 설치하였다. 또한 AVB의 모양 또한 중요한 변수가 

되었다. 초기 증기발생기에 사용된 전열관지지판의 모양은 설계 및 제작과 관 

련하여 어느 정도 틈이 유지된 원형형태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의 

지지판은 2차측 냉각수에 잔류해 있거나 잘못된 수처리， 그리고 부식 생성물 

둥에 의한 슬러지 집적으로 인해 많은 열화현상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현상을 

억제하고자 지지판의 모양의 변경올 수행하였다. 그러나 현재까지 지지판 변 

경은 대부분이 슬러지 집적을 막기 위한 관점에서 설계변경을 수행하여 왔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전반적인 중기발생기 마모현상에 대해 주요변수별로 

체계적으로 분류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실제 증기발생기 내부를 모사한 실험 

의 경우 그 진동현상이 매우 불규칙하게 일어남으로써 걸린 하중이 충격 

(Impacting)이나 미끄러짐 (Sliding)하중 둥올 측정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 또한 

얼마만큼의 균열이 전파되는지를 측정하는 것 또한 매우 어려운 과제로 있다. 

따라셔 가장 쉬운 방법으로서 전열관과 지지판을 모사한 뒤 지지판에 센서를 

90도 간격으로 부착하여 하중을 측정하였으며 균열길이 측정은 실험이 끝난 

후에 질량감소분올 측정하여 마모속도로 환산하였다. 일반적인 마모실험장치 

를'Fig. 3.4-4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나타난 것은 상온에서의 실험장치이나 

고온실험에서도 autoclave 내부에 이와 유사한 장치가 들어가 었다. 

B. 마모혀잦 

(1) 개요 

증기발생기 전열관의 마모현상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P .L. Ko(1979)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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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수행되었다[7]. 이것은 마모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한 것보다 훨씬 뒤에 시 

작되었는데 이러한 이유는 실험에 필요한 장비의 발전이 늦게 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 실제 실험에 수행되는 변수는 유체에 의한 진
동을 모사한 

경우에 충격 및 미끄러짐 하중을 측정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리고 
고온 및 고 

압상태에서의 Autoclave의 장치에 대한 문제도 쉽게 해결되지 못하였
다. 그러 

나 가장 중요한 것은 마모의 정도를 나타내는 변수를 표준으로 정
의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측정장치가 좋지 못한 1970년대 초까지는 마모실험을
 수행한 

후 질량감소를 측정하여 마모의 정도를 표현하였다. 그러나 P. L. Ko에 의해 

정량적인 실험이 수행되기 시작하였다. Ko는 실험에서 Fig. 3.4-4과 같은 장 

치를 사용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접촉면에서의 하중은 90도의 각
도를 가지 

는 센서를 이용하여 하중올 측정하였으며 전열관파 지지판의 재료종류
， 하중， 

주파수， 전열관과 지지판사의 틈 크기 및 상온 수화학에서의 시간퉁
의 변수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그후 Ko는 다시 정량적인 연구를 통하여 
여러 변수 

들의 영향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였다. 증기발생기 전열관의 마모현상
에 대한 

연구는 현재까지도 많이 수행되어 오고 있으나 전세계적으로 중기발
생기 전열 

관 재료로 Inconel 690이 션택된 이후 전열관과 지지판의 재질에 대한 연구중 

심으로 수행되었다. 이러한 자료들을 종합해 보면 실험장치의 특성
에 따라 매 

우 큰 편차를 가지는 것을 보인다. 이러한 원인은 실험에 사용한 전열관
과 치 

지판의 상대적인 하중 및 변위의 크기가 매우 적기 때문에 측정장치
에서 오는 

오차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향성은 충분히 신뢰할 수 
있올 정도로 

유사한 결론은 모두 얻고 있다. 마모에 대한 자료를 다음과 같이 
체계적으로 

분류하였다. 

(2) AVB에 서 의 마모 

원자력발전소에서는 매우 많은 구성요소 중 앓고 긴 형태의 구조
물이 유체 

에 의한 진동에 노출이 되어 있다. 더구나 셜계 및 가동조건에 따
라 앓고 긴 

전열관과 지지판사이의 틈이 존재하게 된다. 이러한 마모의 위
험은 전열관에 

셔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제어봉과 같은 곳에서도 일어 날수가
 있다. 즉 원 

자력발전소의 내부는 항상 고온 고합의 유체에 의한 진동이 항상 존
재하며 이 

에 대한 셜계과정에서의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 

최근들어 증기발생기 전열관과 AVB사이의 마모현상에 대한 연구를 
Nationa1 

- 113 -



Research Council. of Canada (NRC)에서 수행하였다， 또한 Electricite de 

Fr없lce (EDF)에서도 이와 유사한 실험올 병행하였는데 고온 고압 수화학에서 

전열관과 AVB사이의 마모현상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여러 가지 

wear 기구가 같이 공폰한다는 것을 밝혔다[8]. 

NRC에서 수행한 실험결과를 살펴보면 250t에서 약 135분 정도의 실험결 

과를 Table 3.4-2에 나타내었다. 실험에 사용된 증기발생기 전열관 재료는 

lnconel 690과 Inconel 앉m이었으며 실험조건은 미끄러짐 <sliding)하중 20Hz + 

충격(Impact)하중 10Hz, 순수한 미끄러짐 하중 20Hz 둥이었다. 우선 lnconel 

690 전열관과 403 스태인레스 강의 결과를 살펴보면 순수한 미끄러짐 하중만 

이 작용할 때 전열관보다 AVB에서의 질량감소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충격하중이 같이 작용할 경우 특정한 주파수의 하중에서 질량감소가 전열관과 

AVB 모두 크게 나타났다. 즉 20Hz의 미끄러짐 하중과 10Hz의 충격하중에서 

질량감소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미끄러짐하중이 10Hz 이하로 작용할 

경우 lnconel 690의 질량감소는 작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 결과에서 전열관의 

질량감소는 두 하중의 조합이 이루어 질 때 매우 크게 나타나며 미끄러짐하중 

은 어느 특정한 임계 진동수가 존재한다. AVB를 lnconel 600cr로 교체하였올 

경우 403계열의 스테인레스 강에 비해 더 높은 질량감소를 얻었으며 이러한 

재질 변경에 따른 질량감소는 AVB를 403계열 스테인레스 강에서 보다 

lnconel 600cr에서 더 높은 값올 얻었다[9]. 따라서 마모의 판점에서 볼 때 

Inconel 690 전열관의 U-bend 영 역에 사용되는 AVB의 재질은 lnconel 합금 

보다는 스테인레스 강이 더 우세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올 lnconel 600 재질과 

비교해 볼 때 순수한 미끄러짐하중만이 존재할 경우 lnconel 690이 낮은 질량 

감소를 보이나 10Hz의 충격하중이 같이 작용할 경우 lnconel 앉%에 비해 질량 

감소가 적게 나타났다. lnconel 600, 690 전열관과 lnconel 600, 403 스테인레 

스t 강 AVB에 대한 질량감소를 Fig. 3.4-5에 나타내었다. 이러한 차이를 나타 

내는 원인올 살펴보기 위해 마모에 의한 손상부위를 SEM으로 관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Fig. 3.4-6에 전열관과 AVB의 재질에 따른 손상된 마모영역을 

나타내었다. 미끄러짐 및 충격하중이 모두 작용할 경우 lnconel 690/ 403계열 

스태인레스 강에서는 매우 섬한 소성변형올 보이고 있으며 403계열 스테인레 

스 강의 표면은 앓은 각층으로 분리되는 것이 관찰되었다. 전열관 표면에서 

손상된 영역은 충격 및 미끄러짐하중으로 인해 단단히 밀집된 입자에 의한 손 

상으로 밝혀졌다. lnconel 690/Inconel 600cr에서 lnconel 600cr A VB의 표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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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좁은 형태의 홈이 나타나 있는데 이것은 충격 및 미끄러짐 하중
에 의한 

침식올 나타내는 것이다. Inconel 690 전열관의 표면에서는 전열관과 AVB사 

이에서 형성된 업자가 층올 이루며 덮혀있다. 이렇게 생성된 업자충은
 전열관 

에 대한 보호충으로 작용하나 계속적인 충격 및 미끄러짐하중에 의해 
제거되 

어 마모가 진전되어 나간다. 순수한 미끄러짐하중만이 작용할 때 
Inconel 

앉)()cr AVB의 경우 매우 미세한 입자와 소성변형이 손상된 표면에서
 발생하 

나 403계열 스테인레스 강에서는 앓은 각층의 형성이 보여진다[10-111 

하중 크기의 영향올 살펴보면 하중에 의해 두가지 특성이 관찰된다. 
첫 번 

째는 전열관파 AVB의 재질을 연화에서 표면의 소성변형이며 다른 하
나는 두 

표면의 반복적인 분리로 인해 단단한 업자층의 증거가 미약하다는 것
이다. 약 

lON 정도의 하중에서는 충격하중이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주
 

기전인 표면의 분리는 마모로 형성된 입자의 제거를 증진시킨다. 이와는 
대조 

적으로 하중이 매우 클 경우 반복적언 충격하중은 표면에 소성변형의
 집적올 

야기시키며 심각한 wear 손상의 시작올 일으킬수 있다. 이상이 전열관 및 

AVB의 재질에 따른 특성올 비교해본 결과 Inconel 690의 W잃r rate은 403계 

열 스테인레스 강 AVB보다는 Incone1 6OOcr A VB에서 매우 크게 나타났다. 

마모에 미치는 충격하중 진동수의 영향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비교할만
큼 자료 

는 충분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수한 미끄러짐하중(20Hz)에서 보다 

미끄러짐하중(20Hz)와 충격하중(10Hz)의 조합에서 매우 큰 질량감소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12]. 

충격 및 미끄러짐하중에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표면의 소성변형의 중
거는 

관찰되었으나[13] 집적된 업자충에 대한 확인은 불충분하다. 충격하중이 매우 

클 경우 Inconel 600cr 및 403계열 스테인레스 강 AVB에서 모두 심각한 마모 

손상의 시작이 발생할수 있다. 껑o't에서 403계열 스테인레스 강에서의 마모 

속도가 낮게 나타났다. 국내 고리 1호기의 중기발생기 교체와 관련하여 구형 

AVB의 재질올 Inconel에서 스테인레스 강으로 교체되었다. 이것은
 위의 두 

재료의 마모성질의 결과와 비교해 볼 때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전열관 지지판에서의 마모 

전열관과 지지판 사이의 틈온 설계사항을 고려할 때 꼭 존재활 수밖에
 없는 

사항이다. 이것은 지지판사이의 틈올 통한 유체의 흐름양이 많을수록
 열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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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다. 초기 지지판의 모양은 전열관에 비해 일정한 틈을 

유지시킨 원형모양으로 셜계되었다. 그러나 전열관 지지판에 2차측 냉각수의 

수질 및 부식산화물둥으로 인한 슬러지의 집적둥으로 인해 매우 심각한 열화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열화현상을 억제하기위해 지지판 모양을 tripoiled 

형태로 변경하였다. 이와같은 형태의 지지판은 슬러지 집적을 억제하며 유체 

의 흐름을 완활히 하기 위함이었다. 즉 부식현상올 억제하기 위한 지지판 모· 

양의 변경이 마모측면에서는 충분한 고려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본 절 

에서는 전열관과 지지판사이에서 발생하는 마모현상에 대하여 각각의 중요한 

변수별로 요약 정리하였다. 

@ 전열관의 진동 

일반적으로 수행되는 마모실험에서 변위 및 하중은 90도의 각을 가지고 셜 

치된 장치로 측정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X-y방향의 비를 가지고 충격 및 미 

끄러짐 하중의 크기 및 변위를 측정하게 된다. 전열관의 운동이 마모에 미치 

는 영향올 살펴보면 우선적으로 모든 전열관 움직임중 전단{shear}가 가장 중 

요한 원인이다. 충격하중에서 전열관 원주방향으로의 일부분만이 영향을 받았 

으며 전단요소가 작기 때문에 마모속도는 낮았다. 충격하중에서의 시간은 전 

체 진동주기의 작은 분율에 지나지 않았다. Fig. 3.4-7, 3.4-8에 전열관의 

wear를 하중비의 함수로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비가 높올수록 충격하중이 중 

요한 변수임을 나타내고 있다[14-15]. 여기서 알수 있는 것은 마모에 미치는 

전열관 진동 모양은 충격하중보다는 미끄러짐하중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나 실제 증기발생기 내부에서는 순수한 미끄러짐하중만이 존재하지 않 

고 또한 순수한 미끄러짐하중에 의한 실험에서 그 영향이 작은 것으로 보아 

충격하중과 미끄러짐 하중의 상호작용에 의한 마모속도의 증가가 각각의 조건 

에 비해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16]. Fig. 3.4-9에는 전열관과 지지판에 작용하 

는 상대 적 이 sdns동올 나타낸 것 이 다. Fig. 3.4-10, 3.4-11은 진동 mode의 변 

화에 따른 wear rate과 질량감소를 나타내었다. 

@ 변위 

고전적인 Fret디ng-wear에서 마모속도는 어느 특정한 조건에 도달할 때까지 

증가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임계한도가 관찰되는데 이 이상에서는 wear 속 

도가 매우 급격히 중가한다. 일반적인 Fretting에 사용된 변위는 전열관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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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판사이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정의하기가 매우 힘들었다. 대신
 전열관 중간 

부위에서의 변위를 측정하였다. 

@충격하중 

최근 연구결과 지지판에서의 하중은 매우 중요한 변수로 측정되
었다. 그러 

나 하중변수 하나만으로는 전열관과 지지판사이의 틈， 전열관 운동
의 형태와 

같은 다른 변수가 변활 때 직접적으로 고려할 수 없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 

해석쩍인 방법으로 여러 변수들과의 상관관계를 밝히고 있다. 지
지판에 -걸리 

는 하중은 충격하중과 미끄러짐 하중이다. 실제 증기발생기 전
열관 지지판에 

걸리는 하중의 정확한 측정자료는 없는 실정이지만 일반적으로 수행
되는 실험 

에 측정된 하중율 살펴보면 Fig. 3.4-12파 같다. 그림에서와 같이 충격하중은 

낮은 하중범위에서 매우 우세하게 나타났으며 미끄러짐 하중은 정
규분포를 가 

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하중의 분포는 실험시간이 중가함에 따라
 계속적으 

로 변화한다. 주된 원인은 마모에 의한 질량감소가 커질수록 전열
관과 지지판 

사이의 틈 간격이 변화하기 때문에 이에 걸리는 하중 역시 변화한
다. 따라서 

이러한 그림에서와 같이 wear 하중은 전체 하중올 충분히 고려해야만 한다 

(Fig. 3.4-13). Fig. 3.4-14, 3.4-15, 3.4-16에 이러한 전체하중을 고려한 wear 

속도를 하중의 함수로 나타내었다. 

@ 전열관 지지판의 접촉면적 
원자력발전소 중기발생기에 사용되는 전열관 지지판의 모양은 

hole 형태와 

broach hole, egg crate 둥과 같은 매우 많은 형태가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지지판의 모양이 마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2가지
 조건에 대한 

연구결과가 었다. 우선 첫 번째로 전열관의 축방향 길이로 전열관
을 지지하는 

판의 두께 의 영 향을 살펴 보면 Fig. 3.4-17, 3.4-18와 같다[171 그림 에 서 와 같 

이 hole 형태의 지지판에서 두께만올 달리 했을 경우 두께가 증가할수록 wear 

에 의해 생성된 깊이는 매우 감소하는 것을 나타낸다. 이것의 주된 
이유는 하 

중이 일정할 때 접촉면적의 증가로 인해 전체 질량 감소가 일정
하므로 그만큼 

손상된 깊이가 적은 것올 나타내고 었다. 또 다른 하나의조건은 
일정한 지지 

판 두께에 따라 지지판의 모양을 변화시킨 실험에서 변수를 전열관
과 접촉하 

는 원주방향의 분률에 따른 마모 속도를 나타낸 것이다. 이것올
 Fig. 3.4-19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와 같이 완주방향의 접촉량이 증가할수록 
마모손상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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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는 것올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대부분의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하 
고 있는 지지판이 현재 hole 형태에서 슬러지 집적올 억제하기 위해 broach 
hole 형태로 변경되고 가는 것과는 다소 상반되는 결과이다. 위의 두 가지 실 
험에서 전열관과 접촉해 있는 지지판의 면적이 증가할수록 마모속도는 감소한 
다. 

@ 전열판과 지지판 사이의 틈 
초기 연구에서는 전열관과 지지판사이의 틈이 클수록 마모에 의한 손상이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증가에 의해 더 이상 접촉이 유지되지 않올 때는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정한 시 
간이 지난후 접촉이 유지되지 않올 때 전열관의 진동모드가 변화하는 결과를 
야기시키고 이에 따른 결과도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18]. 이와 같은 전 
열관과 지지판 사이의 틈의 영향을 Fig. 3.4-20, 3.4-21, 3.4-22에 나타내었다. 

@ 재료의 선태 

Fretting-wear 관점에서 전열관과 지지판 재료의 적절한 선태은 증기발생기 
셜계시 가장 중요하다. Table 3.4-3에서 고온에서의 마모실험 결과를 나타내 
었다. 표에서와 같이 특정한 전열관과 지지판 재료 조합에서 유사한 실험조건 
에서도 매우 큰 마모현상올 보이고 있다[19]. 대부분의 경우 Inconel 600 전열 
관의 경우 마모속도가 Incoloy 800에 비해 다소 낮은 거동이 보이고 었다. 그 
러나 표애서 나타난 것과 같이 Incoloy 800과 430계열 ferritic 스테인레스 강 
의 조합이 매우 뛰어난 마모특성을 보이고 었다. 그러나 이러한 성질은 더 많 
은 연구를 통해 확인해야 할 사항이다. 또한 lnconel 600 및 다른 고 니첼합금 
은 lncoloy 800 및 lnconel 600 전열관의 지지판 재료로는 피해야만 한다. 
각각의 재료의 조합에 따른 마모속도의 차이를 셜명하기 위해 초기 연구자 

들은 재료의 정도를 주된 변수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실제 실험결과와는 상반 
되게 경도 변화에 따라 특정한 일관성올 가지지 않았다. 이것은 실제 마모현 
상은 전단에 의해 우선적으로 영향을 받으며 재료의 경도에는 크게 영향을 미 
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재료의 선택에 영향올 미철수 있는 수화학 및 환경 
조건과 같은 다른 셜계관점이 었다. 스테인레스 강과 다른 니켈합금은 매우 
뛰어난 부식 저항성 합금이다. 그러나 Austenitic 스테인레스 강은 웅력부식균 
열에 민감하기 때문에 Ferritic 스테인레스 강올 더 선호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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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일반적인 실험시간은 가해주는 하중 및 실험조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그러나 마모손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느 특정시간까지 급격히 중가하다가 

어느 정도 임계점에 도달하게 되면 증가속도가 서서히 감소하거나 중가하는 

경향올 보인다. 이것올 Fig. 3.4-23에 나타내었다. 또한 전열관과 마찬가지로 

지지판 재료인 스테인레스 강에서도 유사한 결파를 얻었다(Fig. 3.4-24). 또한 

환경이 공기중이 아니라 수화학일 경우 두 채질 사이의 마모에 의해 생성된 

제 3상이 생성되어 오히려 마모를 더욱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인다(Fig. 

3.4-25). 

@온도 

Fretting-Wear에서의 온도의 영향에 대한 실험결과는 1985년 Ko에 의해 얻 

어졌다. Fig. 3.4-26은 전열관 시편의 wear 깊이는 Incoloy 앉)()/304 스테인레 

스 Steel, Incoloy 8OO/Carbon Steel의 채료 조건에 대해 온도의 함수로 나타 

내었다. 이 결과는 이러한 형태의 실험결과에서 사용된 견열관 여기수준에 근 

거한 Wear volume rate과 wear 상수를 생성하는데 사용되었다. 생성된 wear 

상수 자료는 위의 재료 조합조건으로 Fig. 3.4-27, 3-28에서 온도의 함수로 나 
타내었다. 

온도는 wear상수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2이. 고온에서 wear상수의 중가 

는 재료 강도의 감소나 산화의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 Ko는 주장하였다. Wear 

와 온도사이의 관계를 정의하기에는 불충분한 자료였으나 약 200.C 근처에서 

임계온도가 존재할 것이라 주장하였다. Incoloy 800 전열관에 대하여 넓은 범 

위 의 Work-rate에 서 25, 215 및 265 "C 의 wear상수 값은 일치 하였다. 315 "C 의 

자료를 첨가하기 위하여 30mW이상의 Work-rate에서 얻어진 wear 상수로부 

터 낮은 Work-rate (1Q-20m W)의 wear 상수를 구별이 필요하다. Fig. 3.4-29, 
3-30에 각각의 Work-rate에 대하여 온도에 대한 wear 상수를 보여주고 있다. 

Table 3.4-4는 고온 실험 자료와 비교하기 위해 상온 수화학 조건에서 실험한 

데이터를 보여주고 었다. 

가동조건에서의 온도는 우선적으로 Fretting-wear보다는 열유체에 대한 고 

려사항에 의해 일반적으로 결정된다. 그러나 전열관의 마모현상에 대한 온도 

의 영향을 아는 것은 취약한 영역을 우선적으로 재거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유용하다. Fig. 3.4-31에 Incoloy 800의 마모현상에 미 치 는 온도의 영 향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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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나타내었다. 그림에서와 같이 지지판의 재질을 일반 탄소강 및 스테인레스 

강과 서로 다른 진동수를 가지고 실험올 수행하였으나 모든 조건에서 온도가 

중가함에 따라 마모속도가 증가하는 현상올 보이고 있다[21]. 

이상 전열관의 마모현상에 미치는 여러 변수들의 영향올 살펴보았다. 이 실 

험에서 얻어진 손상부위의 사진을 Inconel 600에 대해 Fig. 3.4-32, 3.4-33에 

나타내었고 Incoloy 800에 대하여 마모기구 및 온도영향올 Fig. 3.4-34, 3.4-35 

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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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4-1. Inconel 690의 피 로상수 

SPECIMEN m C IIle Ce 

AR 2.93 5.90*1O-l:I 2.87 9.55*10-l:I 

AL 3.33 1.77*1O-l:I 2.91 1. 11*10-ts 

AM 3.14 3.55*1O-l:I 

AH 3.14 4.83*10-l:I ---

LR 5.27 1.21*10-1~ 3.02 5.76*1O-l:I 

LL 4.87 4.52*1O-1~ 2.77 1. 15* 10-ts 

LM 4.49 3.17*10-11 

LH 4.59 3.02*10-11 ---

HR 4.87 5.50*10-1~ 2.92 6.03*1O-l:I 

f표 4.88 5.19*10 μ 3.23 2.50*1O-l:I 

f표4 4.00 1.64* lO-W 

HH 5.93 8.91*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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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4-2. NRC에서 수행한 마모실험 결과 (Inconel 600 / 690) 

t헝빼옳繼驚없톨뤘뤘繼췄홉활훌짧뭘빼훌톨 

활빼뭘뼈율·홉훌 
톨벌삐솥 AV1훌 

- 행훌빼훌빼혔i 훌훌훌톨 ι 훌훨활 O.홉야 
ι훌없빼훌響활톨양휠빼옳，훨훌훌 ” 했힐훌 0 ,‘15 
澈빼빼률훌활톨짧훌훌훌훌훌훌 짧t 1.1훌 
備빠때훌響뼈敏빼빠훌훨훌Z 협.11 1.αq 
廠麻훌&빼뼈짧훌훌홉홉활繼 421 0.J6 
빼뼈뼈훌fγ 혔뻐합월빼1(.;짧v% 0.01 428 

~ ，、

뼈빼삐흩헬빼확헬훌훌 0.15 J .. 짧 
빼홉‘織뼈홉훨빼峰 훌합툴톨 .. ，.훌 “ 1.1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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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4-3. 지지판 재질의 변화에 따른 Incone1690의 마모특성 

‘ ( 

in 뼈 9w빼et with 앙뻐ni양ry aNltr어 foro~y톨en， 

at 2S{fC, 72 bars and f10w rate 0.5 kgls for 200 h. , ‘ 

Materials Typeoftest 
’멘lbeJAVB 

1.κX>l4035.5. 바lipticalo배，it외 mo에on 

M8$.5 1055, mg work, N-m 
tube ... AVB 

from wear volume 
1.24 1.02 2210 
1.30 1.39 2810 

I~9OII-600 cr. eDiptic허 orbital motion 1.61 
1.59 

1.61 
0.35 

4110 
2강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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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4-4 상온 수화학에서의 질량감소 비교 

NRC impact-sliding tests, 135 minutes (Ko, et al, 1995) 

Materi왜s Type oftest Mass 1055, mg 
’fubelAVB Tube AVB 
I매아lI403s.s. sliding only, 20 Hz 0.33 0.03 

:!;ding, 20 Hz; impact, 5 Hz 0.24 0.12 
sliding, 20 Hz; impact, 10Hz 0.31 0.09 
sliding, 5 H1.,' 빼lpact， 20 H1. 0.095 0.055 

1-6OOII6OOcr sliding only, 20 Hz 0.1 0.33 
sliding, 20 Hz; impact, 5 Hz 0.02 0.33 
sliding, 20 Hz; impact, 10Hz 0.06 0.15 
sliding, 5 H1.,' 뻐ψ'Dct， 20H1. 0.02 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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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4. Room temperature test r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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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6. (∞nt’) Photorniα맹ra야lS of worn areas sho뼈ng v，하ious types of 없rn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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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Fig. 3.2-15. SEM fractographs of EN 82H tensile specimen. 

(a) wi러l-defin어 버n빠es and sh않r-stretch regions on. SIJ{놨men 

않sted in 54 0C 려r. (b) In 54 "C water, the fracture surface tends 

to be rather flat and slightly faceted. Dimples are shallow and 

poorly 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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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미세구조 

공장어닐링을 통한 중기발생기 전열관의 결정업자의 조절은 기계적 성질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열처리를 통한 잔류용력의 제거 및 업계 크롬 

탄화물의 석출은 부식특성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었다. 

3.3.1 석출물의 형태 

Inconel 600과 690 합금은 모두 고용강화형 합금으로 단상의 미세조직올 나 

타낸다. 그러나 소량의 티타늄탄화물， 질화물 둥 Ti 계 석출물과 CI"7C3, Cr23O; 

둥의 크롬탄화물이 석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크롬탄화물은 부식저 

항성과 매우 큰 관계를 가진다. 일반적으로 Inconel 600의 경우 업계에 석출되 

는 탄화물은 CI"7C3형태로 알려져 있으며 Inconel 690의 경우 Cr정0;형태로 석 

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3]. 탄화물의 용해온도는 탄소함량에 따라 달라 

지는데 같은 탄소함량에서 크롬이 많은 Inconel 690의 용해온도가 더 높다. 또 

한 석출되는 탄화물의 분포 및 크기는 열처리 시간 및 온도에 따라 변화한다 

[4-5]. 그것올 Fig. 3.3-1에 나타내었다. 일반적인 열처리 온도는 Inconel 690의 

경우 704 "c에서 많이 수행된다. 열처리 시간이 높고 시간이 길수록 부식에 대 

한 저항성이 큰 것으로 알려진 연속적인 입계탄화물분포를 가지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3.3.2 인장성질에 미치는 영향 

결정크기가 인장성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H머l-Petch 식을 매우 잘 

만족하고 있다. Fig. 3.2-2에서와 같이 절편값은 다소 차이가 나는 것올 보이 

지만 기울기는 매우 비슷한 결과률 보이고 었다. 절편값의 차이는 전열관 제 

조회사마다 서로 다른 제조방법올 사용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 

한 관계에 대한 확신올 가진다면 훤하는 강도를 얻기 위한 결정크기를 알 수 

있게되고 이에 따른 열처리 온도 및 시간올 결정함으로서 보다 정확한 공장어 

닐링 조건을 설정활 수 있다. 열처리의 수행하면 제조과정 중 생성된 잔류용 

력을 제거하고 입계에 부식저항성올 향상시키는 탄화물이 생성된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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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처리로 인한 항복웅력의 감소는 매우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10%정도의 감소로 알려져 있는데 열처리를 수행함으로서 기지내의 탄소원자 

가 업계로 확산되어 기지내의 탄소원자의 고용강화 효과가 감소하며 잔류웅력 

의 제거로 인해 항복웅력이 감소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61 Table 3.3-1는 각 

각의 전열관 제작에 관련된 명세사항을 나타내었다. 열처리 온도 및 시간은 

Inconel 600에 비해 다소 짧게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두 비슷한 열처리 

온도범위를 가지고 있으며 시간도 다소 비슷하다. 그러나 열처리시 유지시간 

을 5시간으로 하는 것은 열처리 수행을 위한 각각의 제작자들이 가진 장비특 

성에 따라 달라지나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5시간의 경우 다소 짧다는 견 

해가 있으며 10시간 이상인 경우 보수적이라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잔류웅력 

이 매우 크게 나타나는 U-bend 부위에서의 열처리는 약 35시간 정도로 EPRI 

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권고사항은 다소 모호한 편이며 lnconel 

600의 가공에 적용된 것이라 새로운 명세사항의 셜정이 필요하다. 

3.3.3 합금성분의 영향 

합금 성분원소 중 결정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원소로는 C와 Ti가 있다[7]. 

재료 내에 탄소의 함량이 높올 경우 기지 내에 탄소를 완전히 용해시키기 위 

해서는 매우 높은 용체화온도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탄화물이 완전히 용해되 

지 않은 경우 용체화처리 전에 이미 석출된 탄화물이 결정성장을 방해하는 결 

정입계 pmmng 현상으로 인해 결정크기가 작아져 원하는 인장성질을 얻을 수 

없게 된다. Ti의 경우 대부분이 전열관제조공정이나 열간 가공 중 가공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첨가한다. 일반적으로 약 0.3-0.4% 정도 첨가하며 결정성장 

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는 것요로 알려졌다. Fig. 3.3-3에 C와 Ti가 결정성장에 

미치는 영향올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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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33. Microphotograph of a worn surface of Inconel 600 tube 

specimen (X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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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34. Wear mechanism observed at 265 'C: (a) Unworn surface 
(b) flat -hammered surface, (c) appearance of lap structure 
with sma11 scales, (d) Break-off the edges of the scales 
(Incoloy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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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35. Surface characteristics of wom tube s야x:imens 
(a) 25 "C, (b) 215 "C (c) 265 "C (d) 315 "C (Incoloy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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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lnconel 600과 690의 기 계 적 특성 비 교 

3.5.1 인장특성 

현재까지 조사한 두가지 전열관 재료의 인장성질을 Fig. 3.5-1에 나타내었 

다. 항복웅력의 변화는 매우 크게 나타났는데 실제 그림에서 선으로 연결된 

부분은 모두 펴윤값을 나타낸 것이다. 이것은 전열관 제작회사에서 제작되는 

제품은 그 형상이나 사용 용도에 따라서 다소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가장 

높은 값은 본 실험실에서 획득한 자료로 제조이력을 살펴보면 판상의 형태로 

열간 롤링과정올 거쳤기 때문에 다소 큰 항복용력값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전열관 형태의 시편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lnconel 690의 명균값과는 큰 차이 

를 보이지 않고 있다. 실제 두 전열관의 인장실험에서는 lnconel 690의 항복웅 

력이 다소 큰 편이나 자료에 나타난 평균값은 그와 반대가 되는 결과를 얻었 

다. 이것은 lnconel 690에서 획득한 자료는 대부분이 전열관 형태로서 다른 형 

태의 제품에서 얻어진 값올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기때문이라 생각된다. 특 

이할만한 사항은 상온에 비해 다소 높은 54 "C 물에서의 인장실험결과 ASME 

의 제한치보다 다소 낮은 항복웅력값이 얻어졌으나 현재까지 이러한 자료는 

최근에 나온 것으로 더욱 많은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인장강도에 대한 자료를 Fig. 3.5-2에 나타내었다. 이 결과는 항복웅력과 매 

우 유사한 특성올 보이고 었으며 54 "C 물에서도 역시 같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연신율에 대한 자료를 Fig. 3.5-3에 나타내었다. lnconel 600과는 딸리 

Inconel 690은 상온에서 연신율이 서서히 감소하다가 약 200"C근처에서 다시 

중가하며 5OO"C에서 다시 감소하는 현상올 보이고 었다. 200"C에서 감소하는 

현상은 탄소함량이 다소 많은 재료에서의 동적변형시효현상과 매우 관련이 깊 

은‘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Inconel600과 690의 인장특성올 비교하면 

• 전열관 제작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의 항복강도 및 인장특성의 편차는 다소 

크다. 증기발생기 전열관 재료의- 인장특성에 대한 허용범위가 좁아질 펼요가 

었다 . 

• 발전소 가동온도에서 탄소 함량에 따라 다소 차이는 나지만 lnconel 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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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동적변형시효변상이 나타났다. 그러나 이에 따른 명확한 기구는 현재까 

지 알려져 있지 않으므로 전열관의 건전성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부가적인 연구 

가 필요하다 . 

• Inconel 600에서는 수소취성영향이 없었으나 54t에서 Irκonel 690의 수소 

취성 문제가 최근에 제시되었다. 이것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부족하므로 체계 

적인 접근이 필요할것으로 판단된다 .. 

3.5.2 피로 및 마모특성 

두 증기발생기 전열관 채료에 대한 피로특성올 Fig. 3.5-4에 나타내었다. 그 
림에서와 같이 각각의 열처리조건 및 용력비， 주파수， 부식환경， 온도 둥에 따 

라 다소 차이가 남올 알 수 있다. 본 실험실에서 실험한 Inconel 690의 피로특 

성에서 300"C까지는 온도의 영향이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Inconel 600의 피로 

특성은 주파수가 낮올수록 피로균열성장속도가 크게 나타났으며 온도의 영향 

이 잘 나타나 었다. 발전소 가동 온도하에서의 두 전열관의 피로특성은 큰 차 

이를 나타내지 않고 있으나 실제 PWR 환경하에서의 피로특성에 대한 비교자 

료는 없는 실정이다. 마모특성의 경우 일반적인 실험은 전열관 및 지지판의 

재료조합에 따라 나누어지나 실제 적용하고 있는 변수에 대한 표준이 없는 질 

정이므로 비교하여 나타내지 못하였다. 특히 Inconel 690에 대한 마모특성은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며 대부분이 Inconel 앉m과 Incoloy 800재료의 마모특성 

만이 알려져 었다. 

비교하고 있는 변수의 특성으로는· 온도， 하중， 변위， 전열관과 지지판의 틈 

간격， 수화학 퉁 많은 변수가 있으나 이것에 대한 정량적인 측정이 다소 모호 

한 상태이다. 마모특성은 두 전열관 재료의 직접적인 비교가 불가능하다. 이러 

한 이유는 전열관의 마모특성은 지지판의 재질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 고리 1호기에 사용된 410계열 스테인레스 강에 대한 실험자료 

는 아직 보이고 있지 않다. 

따라서 각각의 실험결과를 앞의 표에 나타내었으며 대략적으로 재질의 측면 

에서 볼 때 Inconel 690이 더 나은 마모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전열관지지판의 재질 및 설계모양변경으로 인한 자료를 더욱더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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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로특성 및 마모특성을 비교하면 

• 새로 제작되거나 교체될 증기발생기 전열관의 재질은 전열관 지지판의 재 

질에 따라 마모특성이 변화한다. 따라서 지지판 채질선돼올 고려할 때 부식특 

성은 물론 마모특성까지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 

• 고온 고압환경하에서의 Inconel 600파 690의 피로특성올 비교할 수는 없었 

다. 그러나 상온 및 공기중 분위기에서 실험한 자료를 비교하면 600에 비하여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부식환경을 고려해 볼 때 600에 비 

해 더 나은 특성올 가질 것으로 보인다 . 

• 마모 자료에 대한 직접적인 비교는 다소 힘들다. 이것은 마모에 영향을 미 

치는 인자가 매우 많기도 하지만 실제 마모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변수가 모 

호하다. 최근 Work-rate이라는 개념이 도입되었으나 실제 증기발생기에 웅용 

하는 방볍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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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기방찌기 척열판의 부식 연구방향 

현재 국내에셔 가동중인 PWR 중기발생거는 합금 600파 합금 얹l) 울 세판 

재료로 사용하고 있고 앞으로 중기 발생기률 교체하거나 새로 셜치할 때는 합 

금 690관올 사용할 계획이다. 합금 αm은 H뻐 년대 중엽 PWR의 중기 발생 

기 세관으로 사용하여 가동한 후 약 5년 후 부식문제가 발생한 반면 이를 해 

결하기 위하여 픽광범위하게 부식연구가 이루어졌다. 반면에 합금 앉%은 가장 

오래 사용한 것이 약 8년으로 현재까지 아무런 부식문채가 발생되지 않아 단 

한 개의 세판에 plugging없이 사용하고 있다. 그리교 여러 환경에서 부식문재 

가 부각되지 않아 합금 600파 비교하여 합금 690의 부식에 벼한 연구는 상당 

히 적게 수행되었다. 

현재 상당수의 원전 증기발생기가 합금 앉m 전열관을 사용하고 있고 이를 

합금690으로 교체하는데는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1차 측과 특히 2화 

측 환경에서 합금 600의 다양한 부식 현상올 연구하여 부식을 채어하는 기법 

을 개발하고 현장에 적용하여 전열관의 수명을 중가시키는 방향으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합금 690은 중기발생기의 2차 측에서 경험할 수 있 

는 가능한 환경올 예상하여 부식 시험율 수행하여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부 

식피해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증기발생기 전열관의 부식 관련 

차후 연구 방향율 다옴과 같이 제시한다. 

1. 1차 측 환경에서 부식연구 : 

• 전기화학전위가 합금 600과 690의 IGSCC에 미치는 영향올 체계적으로 연 

구하여 IGSCC 가 일어나지 않는 전기화학전위의 범위를 정하고 특히 수 

소가 IGSCC 균열성장속도에 미치는 영향올 조사한다. ι 

• 전열관의 부식전위를 1차 측 환경에서 monitoring 하는 기술과 산소， 수소， 

염화물， pH풍의 농도를 감지하는 센서를 개발하여야한다. 그리고 부식전위 

가 용폰산소와 수소의 농도에 따라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체계적으로 연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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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증기발생기 전열관의 부식 특성 

서론 

가압경수로 원자력 발전소의 증기 발생기는 1차 측의 원자로 냉각수를 열원 

으로 2차 측에서 터어빈올 구동하기 위한 증기를 발생시키는 일종의 열 교환 

기이며 U를 거꾸로 한 형태의 수 많은 전열관으로 구성되어 었다. 충기 .발생 

기 전열관에서 부식으로 인한 파괴가 일어나면， 1차 계통에서 2차 계통으로 

방사능이 누출되어 방사능오염 문제를 야기할 뿔만 아니라， 발전소 가동중지， 

보수， 전열관 교체 둥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큰 손실올 초래한다. 실제로 며 

국의 경우 지난 1980-1987년 동안 중기발생기 부식문제로 년 평끌 2억 5천만 

US $, 총 20억 $의 큰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고 보고되었다[1]. 

A. 중기밤생기 저영관 합금의 변천사 

미국의 PWR 발전소는 초기에 스테인리스강을 중기발생기로 사용하였는데 
1960년대 중엽 염화물로 인한 용력부식균열의 우려로 INCO사가 개발한 

Ni -15Cr-9Fe 조성의 합금600을 태하여 중기발생기 전열관으로 사용하기 시작 

하였다 그후. 1970년대 말까지 합금600은 거의 보든 PWR 발전소에서 유일한 
선택으로 사용하였다. 처음에 사용한 것은 합금600MA (mill annealed)로 가동 
후 약 5년 이후 Was떠ge， denting , pit디ng ， IGA/IGSCC 둥 여러 형태의 부식 
이 일어나 문제가 되었다. 실제로 합금 600MA가 고온의 고 순도 물에서 

IGSCC가 일어난다는 실험실 시험 결과가 1959년에 발표되었으나 발전소 현 

장에서 확인된 것은 15 년 후 였다. 이러한 합금600MA의 부식문제를 해결하 

기 위하여 여러 연구소에서 광범위한 실험이 수행된 결과 700 C에서 약 15시 

간 시효처리한 합금600TT가 600MA와 비교하여 뚜렷한 내식성 향상이 증명 

되었다. 그러므로 1980-1988년 동안 미국올 비롯한 일본， 프랑스에셔 합금 

600TT가 증기 발생기 전열관의 표준재료로 채태하기에 이르렀다. 

합금 앉)()TT가 600MA 보다 내식성은 우수하다고 하여 부식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2차 측 환경에서 장기칸 사용할 때 예기치 않은 불순물(Cu2+， 

Fe3
+, S화합물，Pb화합물， Cl 둥)로 인한 부식이 우려돼 미국 EPRI 연구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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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합금 600 이외의 다른 합금개발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고 알카리 

성 환경에서 내식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서는 합금 600 보다 Cr함량을 증가 

시킨 합금이 필요하다는 것이 인정되어 Ni-3OCr-10Fe조성의 합금 690을 개발 

하였고 그 후 합금의 열처리를 통한 내식성 향상에 관한 많은 연구 결과 합금 

690TT가 개발되었다. 합금 690은 합금 600과 비교하여 내식성은 우수하지만 

열전도도가 약 10% 떨어지는 단점이 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1985년 이후 

WEC, ABB-CE, Framatome, 그리 고 Mitsubishi가 합금 690TT를 새 로 건설 

하는 증기발생기 전열관재료로 결정하였고， WEC가 1988년 D. C. Cook-2에 

그리고 1989년 lndian Point-3에 합금 690TT올 사용한 중기 발생기를 건설하 

였다. 이들 중기 발생기는 8년이 지난 현재 아무 부식문제없이 즉 단 한 개의 

관에 plugging없이 사용하고 있다[2]. 한 보고에 의하면 합금 690TT는 합금 

600과 비교하여 2차 측 환경에서 일어나는 웅력부식균열에 대하여 9-10배 우 

수하다고 한다[3]. Fig. 4.1은 증기발생기 교체시 선태된 합금의 년도 별 추이 

를 보여준다. 1983년까지는 함금 600이 많이 택하였으나 1984년 이후는 합금 

690TT가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현재 국내는 물론 외국의 경우 합 

금 690TT를 새로운 중기발생기 건셜하거나 기존 중기발생기 교체시 전열관재 

료로 채택하고 있다. 

B. 합금 600의 부식 

현재 기존의 많은 PWR의 증기발생기는 합금 600 전열관이 장착되어 있고 

이들이 부식문제가 있다고 하여 이를 합금 690으로 교체하려면 약 1억 us 
$의 막대한 경비가 소모된다. 그러므로 기존의 합금 600의 부식 특성올 연구 

하고 부식제어 방법을 개발 및 적용하여 전열관의 수명올 연장시키는 것이 경 

제적이다. 부식은 부식 환경에 노출된 금속 구조물에서 일어나는 전기화학척 

반용에 의한 합금의 변질 및 파괴다. 

이러한 부식은 여러 요인에 의하여 영향올 받는데 크게 환경적 요인， 야금 

학적 요인， 그리고 구조물의 웅력과 거하적 쩔계 요언으로 분류할 수 있다. 부 

식에 영향을 주는 환경요인은 용액의 온도， pH, 용존산소 농도， 전기화학전위， 

유속， 불순물 종류 및 농도(C1-， Cu2+, Fe3+, Na+, sof, S4OK, P0건;Pb2+ 풍)， 

그리고 야금학척 요인은 합금조성， 예민화도， Cr-탄화물 분포， 입도크가， 냉간 

가공도， 항복강도， 열팽창계수이고， 그리고 셜계 및 웅력 요인은 전열관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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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설치시 발생된 잔류웅력， 확관， U-bend 가공， tube/tube sheet, tube/tube 
support 설계 둥을 포함한다. 

증기발생기 전열관에서 일어나는 부식 형태와 그 발생 위치는 Fig. 4.2에 잘 

나타나 있다. 1차 측 환경에서 일어나는 부식손상은 U-bend 부위와 Tube/ 

tube sheet 확관 가공한 부위에서 발생하는 입계웅력부식균열(IGSCC)로서 냉 

간가공과 이로 인한 잔류웅력이 그 발생 원인이 된다.2차 측 환경에서는 확관 부 

위와 tube/tube sheet 그리고 tube/tube support에서 형성하는 틈(crevice)에서 

불순물의 농축과 진동으로 인한 wastage, denting, pitting, IGA!IGSCC, 부식 

피로둥이 일어난다. Fig. 4.3은 1973년이래 합금 600에서 발생되는 여러 형태 

의 부식과 발생 빈도를 나타낸다. 1980년 대까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 것은 

wastage와 den디ng이다. 이들 부식과 핏탱은 tube/tube sheet 그리고 tube/ 

tube support의 틈 내에 형성된 불순물의 농축파 부식 산화물이 전열관에 가 

하는 웅력으로 인하여 발생한다. 이에 대하여 수 처리를 Phosphate에서 AVT 

(a11-volatile 처리)로 바꾸고， 틈 내를 정기적으로 셰정하여 이들 부식의 발생 

은 상당히 효과적으로 제어되었다. 이와 함께 냉각수의 용존 산소농도를 낮추 

고 Cu2+를 제공하는 웅축기 배관올 Cu-Ni 합금에서 Ti으로 바꾸어 산화제 유 
업올 차단하는 수질 제어로 핏탱부식이 상당히 제어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1차 측과 2차 측에서 일어나는 IGSCC는 제어되지 않아 현재 중기 발생 71 
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다. 

C. 합큼 앉~의 i휴식 

합금 690은 1988년 미국의 D. C. C∞k-2 발전소에서 처옴으로 중기발생기 

에 사용된 후 아직까지 아무 부식 문제가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3]. 그러나 실험실 규모의 시험에서 NaOH 농도가 40% 이상의 고온의 (2차측 

환경) 고 농도 알카리성 수용액과 납 화합물을 함유하는 알칼리 및 산성 (pH 

=3)의 고온 수용액에서 웅력부식균열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 합금 

앉m과 690TT에 대한 고온의 여러 환경에서 수행된 용력부식 시험결과가 

Table 4.1에 비교하였다. 합금 αR이 1차 및 2차 측에서 가능한 거의 모든 환 

경에서 용력부식에 민감한데 비하여 합금 690TT은 위에서 언급한 환경외의 

대부분 환경에서 웅력부식에 무감함올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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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입계부식(IGA) 

IGA는 국부부식의 한 형태로써 업계 또는 업계 근처의 국부적 영역에서 일 

어난다. 업계를 따라 부식이 얼어나면 결정립 사이의 결합력을 떨어뜨려 기계 

적 강도를 현저하게 저하시킨다. IGA는 업계를 따라 발생한다는 점에서 

IGSCC(업계웅력부식)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지만， 웅력이 주된 부식 원인이 

아니라는 점에서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Fig. 4. 1. 1은 IGA와 IGSCC의 모식 

도를 나타낸다. IGA는 결정립들간에 분리가 일어날 정도로 넓은 영역에 걸쳐 

망상구조를 형성하며 부식이 일어나지만， IGSCC는 웅력이 특정 방향으로 작 

용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제한된 업계를 따라 파괴가 일어나게 된다. 

상용화된 합금에서의 입계부식은 주로 업계 근처에서 특정한 합금원소가 고 

갈되거나 과다하게 편석됨으로써 일어난다. 대부분의 합금에서 업계부식 현상 

이 발견되지만， 특히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이나 Alloy 600, 690 둥과 

같은 Fe-Cr-Ni 합금은 극심한 부식 환경에 널리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산업 

현장에서 업계부식 현상이 많이 보고되고 있다. 

4.1.1. 니켈기지 합금의 업계부식 

가압경수로(Pressurized Water Reactor, PWR)형 원전발전소에서 증기발생 

기 전열관 재료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Alloy 600은 15-17 wt% 크롬 

(Cr)과 6-10 wt% 철(Fe)올 합유하는 오스테나이트 조직의 합금이다. IGA를 

유발하는 가장 중요한 원소는 탄소(C)로써 Alloy 600 내에 대략 0.02-0.05 

wt%의 불순물로 존재한다. 

700'C에서 Alloy 600은 약 0.003 wt%의 탄소 용해도를 갖는데 또0-850 'C 

에서 열처리하면 업계에서 크롬탄화물이 석출되어 주변에 크롬고갈영역올 형 

성한다(Fig. 4.1.2)[4，되. 크롬은 Fe-Cr-Ni 합금의 내식 피막을 형성시키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원소이기 때문에 크롬이 고갈된 업계를 따라 부식이 활발히 

일어남으로써 IGA가 발생한다. 

Alloy 690은 Alloy 6000Jl서 자주 발생하는 크롬고갈에 1 의한 IGA를 방지하 

기 위해 크롬 함량을 약 30따%까지 높인 합금이다. 크롬의 함량을 매우 높여 

- 176-



업계 근처에서 내식 피막 형성올 위한 한계값인 13% 이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 Alloy 600 계열의 니켈기지 합금은 탄소 용해도가 매우 낮아 탄화물의 형 

성이 매우 용이하기 때문에 크롬 함량올 충분히 높일 필요가 있다. 아직 

Alloy 690에 대한 연구， 특히 원자력발전소 전열관 재료 분위기에서의 연구가 

미약한 상태에 있지만， Alloy 690이 일반적으로 Alloy 600에 대해 우수한 IGA 

저항성올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Table 4. 1. 1은 니켈 기지 합금의 IGA에 · 

대한 Scott와 Glaves의 연구 결과이다[6]. 유기물 오염 분위기와 NaOH, 

Na2S04 오염 분위 기 에 서 Alloy 600은 IGA가 발생 하는 데 반해 Alloy 690은 

어떠한 분위기에서도 IGA가 일어나지 않았다. 

Table. 4.1.1 IGA simulated test results of various Ni-base a11oys; 

MA =rnill-anneald, TT=therm려ly-trea않d[6]. 

Environment 
Alloy 

organics-faulted boiler 

600MA X 

IGA 

600TT depth : 0.0015 in (3 -4 grain) 

much F엉04. Al. S 

690TT X 

800MA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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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dium-sulfate- 없ld caustic

fa띠ted boiler 
IGA 

depth : 0.0025 in (7-8 gr려n) 

inter~ranular carbide 

X 

X 

X 



4.1 .2 증기발생기 전열관에서의 입계부식 

최근 10여년 동안 PWR형 원전의 2차측에서 합금 앉U 전열관의 업계부식은 

원자력 발전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관심사의 하나로 인식되어 오고 있다[7，81 

파손된 전열관을 분석한 결과， 전열관의 IGA는 이차측 급수배관 쪽에 국한되 

어 발생하며， 전열관/전열관지지판 또는 전열관/전열관지지대 사이의 틈새에 

집중된 후 재순환 증기발생기의 고온 지주 부위와 전열관지지판 상부에까지 

광범위하게 유발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9-11J. 

NaOH 둥이 틈새에 축적되어 높은 알카리성을 띠게 된 용액이 전열관의 입 

계를 서서히 부식시키고， 전열관 표면에서부터 골고루 성장한 IGA가 결국은 

결정립을 낱알 형태로 쪼개어 버린다. IGA는 스웨멘의 PWR형 원전을 제외하 

고는 고온 지주 부위에서만 발견되었고， 침전물이 많은 곳에서 더욱 광범위하 

게 유발되므로 전열관 재료의 합금 조성과 함께 온도와 침전물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웅력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도 IGA와 IGSCC와의 

상관 관계 규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IGSCC가 반드시 IGA 
가 발생한 뒤에 일어나지는 않지만， IGA가 발생한 부위에 웅력이 가해지면 

IGSCC로 발전하므로 웅력파 IGA와의 관계를 규명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 

다. 

4.1.3. 업계부식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 

A. 열처리 이력의 영향 

많0-850"C의 온도에 니켈기지 합금이 노출되면 크롬과 탄소의 확산속도 차 

이로 인하여 입계에 주로 Cr껑C6의 탄화물이 형성되는데， 이것이 크롬의 sink 

로 작용하여 탄화물 근처의 영역에서는 기지보다 Cr 농도가 낮아져 업계부식 

에 민감해지는 현상올 ‘예민화’되었다고 한다. 

예민화된 합금의 IGA 민감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다시 적당한 온도에서 
시효처리 해 줌으로써 크롬 고갈 영역올 줄여 주어야 한다. Fig. 4. 1.3은 예민 

화된 합금올 700.C 에서 시효처리 했을 때 시효처리 시간에 따른 크롬고갈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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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나타낸 것이다[12]. 시효 처리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크롬 고갈 정도가 감 

소하면서 점차 균질화되어 감올 알 수 있다. 열처리 시간을 길어질수록 기지 

로 부터의 크롬 확산으로 인해 크롬의 양이 증가하는데 이러한 현상을 크롬의 

재보충(replenishment) 또는 회복(he려ing)이라고 한다. 

산업현장에서는 용체화처리한 합금을 700 0C 에서 15시간 정도 열처리하는 공 

정(예민화 처리)이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는데， 이는 scc 민감도를 감소시키 
는 데 그 목적이 었다. 예민화 처리를 함으로써 반연속적인 크롬 산화물을 석 

출시키면 scc 민감도는 감소하지만 동시에 IGA 민감도가 감소되는 것온 아 

니다. 따라서 재료가 사용되는 환경에서 요구되는 scc 민감도와 IGA 민감도 

룰 잘 고려하여 열처리되어야 한다. 

B. 칭저몰의 영향 

중기발생기 전열관의 IGA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침전물은 PWR의 2차 

계통에서 구조 재료로 사용되는 합금이 용해됨에 따라 형성되는 다수의 불순 

물들과 부식 부산물들이다. 즉， Fe와 Ni(A11oy 600, 690의 합금원소)， Cu와 
Zn(웅축기 전 열관의 합금원소)， cr, soi- 그리 고 Na+, K+, Ca2+, Mg2+와 같은 

알칼리 혹은 알칼리 토류(e따th) 양이온 (냉각수에 일반적으로 폰재하는 불순 

물들 또는 웅축수 제거기로부터 떨어져 나온 부산물들)， 그리고 AVT 처리 

(a11-volatile water treatment) 과정 전에 실시하는 인산 처리의 잔존물 둥과 
같은 물질들이 다[13]. 

이들 중 IGA를 유발하는 데 가장 큰 요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진 NaOH는 
거의 50%, 약 25 mola1 농도까지 전열관/전열관지지판 틈새에 축적될 수 있다 

[1쇠. NaOH는 웅촉기를 통과한 냉각수가 유입 될 때 나트륨 탄산염의 분해에 

의해 생성될 수 있고， 나트륨 인산염의 분해나 나트륨이 덜 함유된 인산염의 

석출 혹은 이러한 인산염과 철산화물과의 반웅에 의해서도 또한 생성될 수 있 

다. 웅축물 제거시 탈염 수지로부터 나트륨 수산화물이 방출될 가능성도 있으 

며， 비둥시 유체의 유속이 감소되고 중기 방해가 우세하게 일어나는 제한된 

영역에서 전열관과 접촉하여 나트륨 수산화물이 웅축될 수도 었다. 

선행연구자들에 의해 중기발생기 전열관의 IGA를 심각하게 일으키는 슬러 

지의 pH 범위가 8.4-11.0 범위의 알칼리성임이 밝혀졌다[13]. 전열관/전열관지 

지판 틈새의 정확한 pH를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값을 확인할 수는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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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많은 연구자들은 알카리성 분위기와 침전물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IGA의 

속도를 증가시킬 것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고 었다. 

c. 용력 엿향 

연구실에서의 실험으로 실제 전열판에서 관찰되는 IGA(intergranular a다ack) 

의 형태를 재현하기 위하여 Airey파 Pement[15]가 행한 실험은 다음과 같다. 

공장 어닐링된 합금 600에서 IGA를 광범위하게 얻기 위해 싫3
0

C 온도의 자연 

부식 조건 하에서 탈기된 10 따% NaOH 용액에 매우 긴 시간(2α)()-5000hr ) 

동안 침지시켰다. 실험에서 사용된 C-ring 시편의 내부와 외부 모두에서 IGA 

가 관찰된 결과로 보아， 업계 부식을 일으키는데에 인장웅력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올 알 수 있다. 그러나， 업계 균열의 깊이가 업계 부식된 부위보다 

더 깊다는 점으로부터 인가 웅력이 균열의 전파에 있어서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또 다른 보고[16-2이에 의하면 다양한 범위로 환원， 산화 전위를 가하고， 약 

300-320"C온도에서， 탄산염이나 황산염과 같은 여러 불순물을 함유한 10 wt% 

NaOH 용액에 웅력이 가해진 상태로 합금 앉%시편올 침지시켰올때 입계 부식 

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몇몇 전위에 대한 IGA의 형상이 순수한 업계 부식 현 

상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입계 용력 부식 균열(IGSCC)과 비슷하였다. 또한， 

300 "C 보다 훨씬 높은 고온 조건에서 10일 동안의 시험 (capsule test) 기간에 

IGA 침투(penetration)올 측정 가능한 정도로 형성시키기 위해서는 NaOH의 

농도가 약 10 w/o 이상으로 필요하였고， 330 "C, 25 w/o NaOH 용액에서 측정 

된 IGA의 침투 속도는 약 0.48-0.72μ m/day 였다. 

4.1.4 Inconel 600의 업계부식 예민화도 측정 방법; 개선된 DL-}괴PR 시험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되고 있는 스테인레스강이나 니켈기지 합금들의 입 

계부식은 예민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스테인리스강의 예민화 정도 

(DOS, degree of sensitization)를 측정 하는 방법 들은 이 미 여 러 가지 가 표준 

화되어 었으며，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Oxa1ic Acid Etch 시험법이다[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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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a1ic Acid Etch 시험은 스테인리스강을 옥살산으로 에칭한 후 표면의 부식 

상태를 관찰하는 방법이다. 표면의 부식 정도에 따라 step, du려， ditch의 3단 

계로 구분하는 정성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정확한 비교가 불가능하다. 

Oxalic acid Etch 시험의 한계를 극복하고， 스테인리스강이나 니첼기지 합금 

들의 업계 예민화 정도를 정량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전기화학적 방법’ 들이 

제 안되 게 되 었다[22-24]. 전기 화학적 방법 에 는 SUsingle loop)-EPR(electro . 

potentiokinetic reactivation) 시 험 법 , DUdouble loop)-EPR 시 험 법 그리 고 

KAIST의 부식실험실에서 개발한 ‘개선된(n뼈ified) DL-EPR’ 시험법 둥이 었다. 

A. DL-EPR 시협 

EPR 시험은 인가 전위를 가하여 재료의 피막올 형성시킨 후， 인가전위를 

다시 낮추어 피막을 제거할 때 크롬고갈 영역에서 우선적인 용해가 일어나는 

것올 이용하는 전기화학적인 방법을 말한다. 크롬 고갈 영역의 우선적인 용해 

로 인하여 업계에서 선돼적으로 부식이 일어나고 이때 발생하는 전하를 측정 

하면 업계 예민화 정도를 측정할 수 있게 된다. 

Fig. 4. 1.4는 DL-EPR 시험의 전형적인 독선올 보여준다. 부식전위에서부터 

일정 주사속도로 인가전위를 부동태 영역까지 올련 뒤， 일정 전위에 도달하자 

마자 방향을 바꾸어 통일한 주사속도로 다시 원래의 부식전위까지 내리면서 

전류의 변화를 측정한다. 양극주사 시에는 최초부동태 전위 이전에는 시편의 

전 표면이 활성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균일 부식이 일어나 큰 양극루프(an어lC 

loop)가 형성되는 데 반해 역주사시에는 입계를 따라 크롬 고갈영역만이 재활 

성화되어 선태적으로 부식되기 때문에 작은 재활성화루프(reactivation 1∞p)가 
형성된다. 

이 때 DL-EPR 시험에서 얻어지는 업계 예민화 정도 Pa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Pa = 흙 뼈 1) 

where, Pa degree of sensitization 

Ia : maximum anodic current density 

Ir maximum reactivation current den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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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개션된 DL-EPR 시협 

표준화되어 있는 SL- 또는 DL-EPR 시험 조건은 스태인리스강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중기발생기 세관재료인 Alloy 600에는 적합하지 않다. 표준 
DL-EPR 시험을 Alloy 600에 적용하면 시험조건의 부식성이 너무 강하여 크 
롬고갈로 인한 업계 부식 이외에도 심한 일반 부식과 핏탱이 유발되어 표준 

DL-EPR 시험은 Alloy 600의 예민화도 분별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KAIST의 부식실험실에서는 니켈기지의 Alloy 600의 예민화 정도를 정확하 
게 측정할 수 있는 개선된 DL-EPR 시험 조건을 개발하였다[25]. Table 4.1.2. 

는 표준화된 EPR 시험과 개선된 EPR 시험의 조건을 비교한 것이며， Fig. 

4.1.5는 각각의 EPR 시험올 Alloy 600에 적용한 후 표면의 부식상태를 관찰한 
것이다. Fig. 4. 1.5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표준 EPR을 실시한 시편의 표면 

은 입계부식의 형태가 아주 넓고 깊게 연속적으로 형성되었으며 업내에서도 

심한 얼반 부식과 핏탱부식이 일어나 시험 조건이 시편에 맞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개선된 EPR 시험을 실시한 시편의 표면은 업계가 좁고 얄게 부 
식되어 시편의 예민화도를 잘 측정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파로부터 KAIST 부식실험실에서 도출한 개선된 DL-EPR 시험 
조건은 Alloy αm의 예민화 정도를 명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임올 
알수 있다. 

c. 개선된 DL-EPR 시험 결과와 SCC 시험 결과와의 상관관계 

KAIST 부식실험실에서는 개선된 DL-EPR 시험에서 구한 Alloy 600의 예 
민t화도와 CERT를 통해 측정한 입계용력부식민감도 사이의 관계를 조사하였 

다. 

700"C에서 시효된 Alloy 앉m에 대해， 표준 DL-EPR 시험 및 개선된 DL-EPR 
시험에서 측정한 예먼화도(Ir/la) 값과 웅력부식시험(상온의 0.01 M Na2S406 
용액)으로 측정한 업계웅력부식균열 민감도(SIGSCc)를 시효시간에 따라 Table 
4. 1.3에 정리하고 이를 Fig. 4. 1.6에 나타내었다. 여기서 Ir/la.N과 SIGscc.N은 각 

각 EPR 시험으로부터 얻어진 Ir/la 값과 웅력부식시험으로 부터 얻어진 SIGSCC 
값올 각각의 최 대 값으로 나누어 펑 준화(normalization) 시 킨 값올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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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시험의 최대 민감도가 각기 다른 시효시간에서 나타나는데 업계웅력부식 

민감도는 1 시간에서， 개선된 EPR 시험의 경우는 5 시간에서， 그리고 표준 

EPR 시험의 경우는 10 시간에서 나타난다. 1 시간의 시효처리률 제외하고는 

개선된 EPR 시험에 의해 평가된 예민화도가 표준 EPR 시험에 의해 측정된 

예민화도 보다 업계용력부식균열 민감도와 비교적 잘 일치하는 것올 알 수 있 

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개선된 DL-EPR 시험이 Alloy 600의 업계 예민화도를 

정확히 측정활 수 있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웅력부식민감도를 간편하게 예측 

할 수 있는 방법이 됩올 말해 준다. 

4.1.5 방지 대책 

중기발생기 전열관은 장시간 고온에서 사용되므로 IGA가 일어날 가능성은 

니켈기지 합금의 IGA는 시효처리에 의한 예민화， 용접， 고온에서의 장시간 셜 

비가동 동에 의해 일어날 수 있다. 특히 탄소의 함량어 높아 IGA가 일어나기 

쉬운 재료에 대해 Berge와 Donati는 다음과 같은 방법올 제안하였다[141 

• 최종 시효 처리 전에 크롬탄화물올 완전히 석출시키기 위해 합금 앉m에 

대한 저온열처리를 수행한다. (최종 시효 처리 때에 추가적인 크롬 탄화물의 
생성으로 인한 크롬 고갈올 막는다.) 

• 크롬고갈 영역올 없애고 균질화를 이루기 위해 Alloy 600의 경우 π)() 'C 

에셔 적어도 15 시간 이상 열처리 한다 . 

• 탄소의 함량올 낮춘다 . 

• Alloy 690 (Ni-쟁Cr-10Fe) 과 같은 크롬 함량이 높은 합금올 선택하여 

크롬이 12% 이하로 고갈될 가능성을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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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 World wide causes of S.G. tube plugging 

Table 4.1 Summary of Environmental Susceptibility for Alloy 600 & A끄oy 690 

Alloy 600 Alloy 690TT 

PWSCC v × 

ODSCc* 
No lead : Neutral v × 

Acidic(pH3) v × 

Alkaline( > 4%) v x (V at>40%) 

Alk려ine( <4%) × × 

Lead: Neutr떠 v ? 

Acidic(pH3) v ‘ V (somewhat) 
Alk외ine( >4%) v v 
Alkaline( <4%) × × 

Pitting : Acidic Chlorides v v 
Wastage: Phosphate v ? 

V = susceptible 
X = not susceptible 
? = unknown 

* nominally at 315'C ;but test datarange;from 300 "C to 
350 "C (CRL 뻐d OHT data are at 300'C). Test results 
"averaged" over C-ring, CERT and constant 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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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1. Schematic views of intergranular corrosion and 

intergranular S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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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2. Schematic representation of carbide precipitation at a grain 

boundary during sensitization to intergranular corrosion[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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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1.3. Comparison in Nonnalized Condition between Res띠ts of DL-EPR 

Tests 빼 IGSCC Sus때tiþilit)r Í<아 Alloy 600 A.ged at 700 "c 

CERT Test M여ifiedEPR Test Standard EPR Test 
Aging Time 

(Hmπ) 
IrlIa.N IrIIa% IrIIa.N IrlIa% SIGscC.N SIGSCC 

0.04 

0.62 
m$ 

m 
m 

nU 

1i 

nU 

0.99 

15.93 

25.03 

25.53 

0.00 0.001 

1.48 

0.00 

1.00 

0.00 0 

0.33 

1.00 

0.86 

0.83 1 

4.55 0.82 0.68 5 

3.92 0.81 0.67 10 

20(24) 

50 
23.15 0.34 1.54 0.00 0.00 

0.45 

Table 4.1.2. Comp밟son' of S뼈nd8rd EPR & M，α:lified EPR test Conditions 

0.06 

11.54 

1.52 

0.04 

0.03 

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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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5(a) Surface morphology after 

Standard EPR test 

Fig. 4.1.5.(b) Surface morphology after 

Mo버fied EPR test 

- ‘194 -



1.0 

0.8 

Z 
·m 

-
갇
 

0.6 

0.4 

\ 
\ 

\ 
\• 

\b 
\ 

\ 
\ 

\、

、“-

--L'::.,-- CERT Test 
- - 키)- - - Modlfled DL-EPR Test 
- -D- - Standard DL -:EPR Test 

1.0 

0.8 

‘--+ 
‘ b 

←끼 
‘ ‘ ‘ ‘ 、 .. 

-- ...... -녁).."---------------

0.6 

0.4 

z 
. 
Q
Q
띠
잉
-
”
 0.2 0.2 

0.0 0.0 

100 80 

(hour) 

: 60 

Aging Time 
40 20 o 

Fig. 4.1.6. Comparison in nonnalized condition between the resu1ts of EPR 
tests and IGSCC susceptibility for. alloy 600 aged at 700 "c in 

sulfur-containing environments. 

- 195 -



4.2. 합금 600과 690의 IGSCC (intergranular stress corrosion 
cracking) 특성 

IGSCC는 현재 가동중인 원자력 발전소의 중기 발생기 세관으로 사용되는 

합금 600에서 발생하는 가장 주된 부식 현상이다. 장기간 사용으로 인한 재료 

의 열화와 발전소 가동 중에 생기는 진동으로 인한 피로 현상으로 셰관 파손 

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피로에 의한 파손은 대부분 SCC에 의해 미세 균열로 

부터 균열이 전파되어 일어난다. 새로이 개발된 합금 690은， 합금 600에 비하 

여 매우 우수한 부식저항성올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었다. 따라서， 현재 건 

설중인 많은 원자력발전소에서 합금 690올 중기 발생기 세관으로 선택하고 있 

으며 국내에서도 고리 l호기 중기 발생기를 합금 690으로 교체 예정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PWR에 사용되는 기존의 중기 발생 관 재료인 합금 앉)()파 새 

로이 개발된 합금 690에 대해， 합금의 조성， 탄소 함량， 열처리 둥애 따른 미 

세구조의 변화， 표면 피막 둥의 재료특성과 pH, 온도， 전기 화학적 전위， 수소 

의 분압이나 농도， 붕산， 리륨 수산화물과 같은 첨가물의 양 동의‘ 환경적 요 

인， 그리고 옹력 퉁이 이들 합금의 IGSCC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비교 분석하 

고， 이들 합금에 대한 보다 효과척인 방식 대책올 제시하고자 하였다. 

4.2.1 미세구조가 합금 600과 690의 IGSCC에 미치는 영향 

4.2.1.1 열처리가 미세구조에 미치는 영향 

합금 앉)()의 미세구조는 IGSCC에 영향올 미치는 가장 중요한 인자들 중 하 

나로， 주로 합금의 열적-기계적 이력과 탄소함량에 따른 미세구조의 변화가 

IGSCC 저항성올 결정한다. Stein 둥의[1] 보고에 의하면， 926 0

C나 그 이하의 

낮은 온도에서 공장 어닐링한 합금 600 관은 미세한 결정립 크기를 가졌으며， 
그 업내에 조대한 탄화물이 석출되었으나 업계에는 탄화물이 거의 없는 구조 

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미세구조의 합금은 1차측과 2차측의 물 모두에서 

IGSCC에 민감하였다. 이와는 달리， 1아)()'C 이상의 고온 공장 어닐링환 경우에 

는 합금의 탄소 고용도， 결정립 크기가 증가하였으며 또한， 업계에 탄화물이 

석출하였는데， 이러한 미세구조는 IGSCC에 대한 저항성올 향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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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온의 NaOH 용액과 물에서 합금 600의 내식성을 향상시키논 또 다른 방 

법은 650-750t 의 온도에서 15 시간 이상 충분히 열처리를 하는 것이다. 이 

러한 열처리는 고용의 공장 어닐링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1차측과 2차측 

물에서 합금 600의 IGSCC 저항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니켈기지 합금에서 대부분의 탄소는 항상 불순물로 존재하며 대략 0.02-

0.05 w/o 정도 포함되어 었다. 이들 합금에 대한 탄소의 용해도는 오스테나이 · 

트계 스테인리스강에 대한 값에 비해 상당히 낮은데， 합금 600에서 탄소의 용 

해도는 7oo
0

C 에서 대략 0.003%이다[2]. 또0-잃ot의 온도범위에서의 열처리 

시 스테인리스강에서와 마찬가지로 입계에서 크롬탄화물이 석출되는데， 니캘 

기지 합금에서 탄소의 용해도가 더 낮으므로 상대적으로 더 짧은 시간에 크롬 

탄화물 석출이 일어나 크롬고갈에 의한 예민화를 일으킨다. 18Cr-8Ni 스테언 

리스강의 경우애는 탄소함량을 0.03 w/o 보다 낮게 유지함으로써 예민화 문제 
를 최소화 활 수 있지만， 합금 600의 경우에는 탄소함량을 이 정도 수준으로 

낮게 유지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또한， 니켈을 40 w/o 보다 많이 함 
유한 합금의 경우에는 AISI 321 SS와 같이 Ti 첨가를 통해서는 예민화를 막 

올 수 없다. 오스테나이트 계 스테인리스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니’켈기지 합 

금의 업계 부식을 막기위해서는 업계의 크롬 함량이 최소 12 w/o는 되어야 

하지만， 이와 같은 한계치는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 합금 600과 같이 고 니켈 

합금에서 석출되는 탄화물은 CnC3인 반면 합금 800과 같이 저 니켈의 합금에 

서는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의 경우처럼 M23Cs 탄화물이 주로 형성되 

는 것으로 알려져 었다. 

4.2.1.2. 열처리 (TT)에 따른 미세구조 변화가 IGSCC에 미치는 영향 

티오 황산염이나 tetrathionate 용액에서 합금 600의 IGSCC에 결정적인 영 

향올 미치는 변수논 예민화도(dëgree of sensitization)인데， 이는 Fig. 4.2.1에 

명확히 설명되어었다. 공장 어닐링된 재료나 용체화 처리된(solution -annealed) 

재료논 고 농도의 티오 황산염 용액과 tetrathlonate 용액에서 균열에 민감하 

지 않은 반면에， 7oot 에서 짧은 시간동안 열처리한 시편은 예민화로 인해 심 

각한 균열이 생성된다. 장기간의 열처리는 업계 크롬 고갈 영역의 재균질화 

(rehomogenization)를 일으켜합금올 균열의 대한 저항성을 향상시킨다.10시간 

이하의 짧은 시간 동안 열처리한 경우에， sulfur-oxyanion올 함유한 환경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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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의 NaOH 용액 사이에서 균열 민감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준안정한 sulfur oxyanion이 존재하는 용액에서 IGSCC에 대한 민감도를 결 

정하는데에， 합금 앉%에 대해 예민화 열처리 전의 초기 미세 조직이 매우 중 

요하다. 용체화 처리된 합금은 공장 어닐링된 합금보다 탄소의 고용도가 낮아 

서， 똑같은 시간동안의 예민화 열처리라도 공장 어닐령된 채료보다 업계 크롬 

고갈이 더욱 빠르게 일어난다. Newman은[3] 용체화처리 후 621t에서 18시간 

예민화 처리한 합금이 중성의 티오 황산염 용액에서 업계 균열 생생에 민감한 

반면， 공장 어닐링 후 동일한 예민화 처리를 한 재료에서는 균열이 생성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좀더 공격적인(aggressive) 환경， 즉 tetrathionate 혹은 산성화된 티 

오 황산염에서는， 두 재료 모두에서 균열이 일어났다[4-5]. Fig. 4.2.1는 또한， 

고농도의 tetrathiortate (O.lM)나 산성화된 티오 황산염 (pH 3에서 O.lM)에서， 

열적 안정화 처리， 즉， 700t에서 15시간 이상의 열처리가 합금 600의 IGSCC 

에 대한 져항성율 중가시킨다는 것올 나타내고 있다[4]. 이러한 열적 안정화 

효과에 대혜서논 뒤에서 좀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 고온(290'C)의 H2S04용액 (pH25t=2.5)에서 SSRT를 이용하여， 어닐링， 예민 

화i 그리고 냉간 압출(cold-drawn) 성형된 합금 600과 합금 690의 SCC 거동 

이 1 연구된바 있는데， 상대적으로 높은 양극(an여ic) 전위 (0과 O.25VSHE)에서， 

예민화된 합금 600만이 SCC에 민감하였으며， 입계 파괴가 얼어났다[6]. 이후 

의 연구 결과에서 [7] 어닐링， 냉칸 압출된 합금 600에서도 IGSCC가 일부 발견 

되었고， 예민화된 재료가 IGSCC에 극도로 민감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반면 

에， 합금 690은 어느 경우에도 연성 파괴 (ductile failure)만올 나타내었다. 

다용윤 SSRT와 일정 변형 시험법올 이용하여， 합금 600과 합금 690의 SCC 

민감도를 고온의 다양한 산성 황산염 용액에서 측정한 결과를[8] 요약한 것이 

다: 

(a) 290 .c , pH 4.0의 O.lm N하fS04 황산염 용액에서， 예민화된 합금 600여 

예민화되지 않은 합금에 비해， 양극 전위 에서부터 자연 부식 전위에 이르는 

넓은 범위의 전위 (-300에서 300mVs뻐)에서， IGSCC에 훨씬 더 민감하였다. 

(b) 700t에서 17시간 동안 열처리된 합금온 예민화되지 않은 합금보다 IGSCC 

에 훨씬 럴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c) 예민화된 재료는 자연 부식 전위에서 약간의 균열이 관찰되었지만i 대체 

로 양극 분극(an여ic pol하ization)에 의 해 IGSCC 민감도는 증가하였다. 얘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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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되지 않온 재료의 IGSC-C 민감도는 심한 균열이 관찰되는 매우 높온 양극 

전위 (transpassive region)를 재외하고는， 언가 전위의 영향율 받지 않았다. 

(d) 예민화되지 않은 합금의 균열 성장 속도는 자연 부식‘ 전위에서 산성 황 

산염 용액의 pH의 감소에 따라 증가하였으나， 300 "C I pH 6.4의 1.0 m Na2S04 

용액에서는 균혈이 발견되지 않았다. 

(e) 산소가 용해되어 있는 산성 황산염 용액에서， 합금 600이 IGSCC가 일 . 

어날 수 있용을 예상할 수 었다. 예만화된 합금에 대혜서는 -3OOmVSHE 이상， 

예민화되지 않은 합금에 대해서는 OmVSHE 이상의 전위에서 순수한 물 ·조차 

IGSCC가 얼어날 수 있다. 

(f) 합금 690애서는 자연 부식 전위， 3OO"C, pH 1.5-6.4의 산성 황산염 용액 

에서 SCC가 일어나지 않았고， 양극 분극 조건에서도 마찬가지였다. 3OO"C, pH 

1.5의 매우 진한 산성 용액과 100-15OmVsl표의 비교적 높은 양극 전위 하에서 

IGSCC의 발생이 제한적으로 감지되었다. 

인가 전위 조건에서 행한 시험에서 얻은 혜이터는， Copson과 Economy[9]가 

오래 전에 보고한 일련의 결과들과 찰 일치한다. 그들용， 용해된 산소롤 함유 

한 용액에서 륨이 폰재하는 경우， 공장 어날랭되거나 용체화처리된 합금조차 

도 316'C , 순수한 물에서 IGSCC가 일어난다는 것을 관찰하였으며， 빼민화된 

재료에서는 균열이 성장이 가속되었다. 

이와 같은 경우에 비교적 높은 부식 전위가 얻어지는데 이것이 틈 내부에서 

발전된 국부적인 산성화와 상호 작용하여， 합금 600에 대해 심각한 업계 균열 

율 촉진하는 것으로 사료훤다. 또한， 산소 농도가 중가할수록 균열에 대한 민 

감도는 종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치금까지는 주로 합금 60001 나 690에 대해 예민화에 따라 업계 부식 민감도 

가 중가하는 것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런떼， 앞서 일부 언급한 바와 같이 질 

재의 용용에 있어서는 합금 600올 700"C에서 15시간 정도 인위적으로 얘민화 

처리하여 어느 정도 크롬 탄화물올 석출시켜 주는 것이 업계 용력 부식 저항 

성 향상에 도옴올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Fig. 4.2.2는 Smialowska가 350 
℃의 리륨 함유 물에서 서로 다르게 열처리한 합곰 600에 대해 양극 분극 시 

험한 결과률 나타내고 있는데， 열처리 (term려 treatment, TT)한 합금이나， 고 

온에서 어닐링한 합금이 저온에서 어닐령(공장 어닐링)한 합금에 비하여， 더 

낮은 용해율올 보이고 부동꽤，영역도 더욱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었다. 

이때， 열처리한 합금에 대한 곡선(TT)이 전류 밀도가 가장” 낮게 나타나고 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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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이는 700"C에서 10-15시간 정도의 열처리가 합금이 부식 저항성올 중가 

시키는 하나의 이유가.될 수 있을 것이다. 

Norring 둥은[10] 업계의 탄화물의 양과 균열 생성 시간 사이에서 뚜렷한 

상호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는데， 이 결과를 Fig. 4.2.3에 나타내었다. 이 결과 

는 업계 탄화물의 석출이 IGSCC 저항성에 있어 매우 유익함올 보여주고 었 

다. 

합금 600에 대한 고온 NaOH 분위기에서의 균열(hot caustic cracking)에 대 

한 저항성을 현저히 높이기 위해서는， 이 합금을 탄화물 석출 온도 범위에셔 

열처리를 해야 한다. 1차 냉각수 환경에서， 많은 연구자들이 [11-20] 이런 형태 

의 열처리의 장점에 대해 보고하여 왔으나， 이와 같은 열처리를 한다고 해서 

합금이 균열 발생에 대해 절대적으로 안전한 것은 아니다. 몇몇 재 순환 증거 

발생기 제조 업자들아 권고한 열처리 방법은 공장 어닐령된 합금올 700.C 에서 

15시간 동안 열처리하여 업계 주위의 크롬 고갈 영역올 재균질화시킨 다음， 

초대하고 반연속적인Csemicontinuous) 업계 크롬 탄화물을 석출시키는 것이다. 

이、방법올 통한 IGSCC 저항성 향상에 대한 기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확 

히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대체로 다옴과 같은 가설로 셜명이 가능하다[21]. 

측， 이와 같은 열처리가 입계 근처얘서 슬립 특성을 변화시킴으로써 변형 속 

도(strain rate)를 조절하여 웅력 부식에 대한 저항성올 높인다는 것이다. 그러 

나 이 열처리의 효과가 전기 화학적 인자와 관련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 

고되였다[22]. 

약 320"C에서 약 10w/o NaOH롤 함유한 용액에서 인가 전위를 조절하면서 

SCC에 대한 시험을 수행한 결과， 예민화 온도에서 장시간 열 처리 (prolonged 

heat .. treatment)률 한 경우， 즉 620"C에서 18시간， 혹은 700'C에서 15-24시간 

열처리 한 경우에 최대 IGSCC 민감도를 가지는 전위 -대체로 자연 부식 전 

위보다 약 9O-15OmV 높다- 전위에서의 균열에 대한 저항성을 현저히 향상시 

킬 수 있었다[14-15，17-18，22-24]. 심지어 심각한 크롬 고갈이 예상되는 짧은 

시간， 즉， 593'C나 700'C에서 1시간 정도 열처리한 경우에서 균열에 대한 저항 

성이 향상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17，29]. 

중기 발생기 세관의 여러 가지 대체 합금들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기 위해서 

는 합금 800과 합금 690을 700"C에서 15시간 동안 열처리한 합금 600의 경우 

률 비교하는 것이 편리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Table 4.2.1에 이들을 비교， 평가 

한 결과를 요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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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2.1. Comparison of candidate a110ys to thermally treated (700 "C) 

alloy 600 considered as the reference 

Versus Alloy 600 Heat-trea양d at 700 t 

Benefits 

Better resistance to stress corrosion 

σacking in pure water or in duliute 

Alloy caustic solutions. 1ρ，wer corrosion 

800 pr어uct‘ release in the primarγ αX>lant. 

Alloy 

690 

Better resistance to stress corrosion 

σacking in pure water or in 벼lute 

caustic solutions. Much lower corrosion 

product release in the primary c∞lant. 

Shorter 700 t stress-relieving heat 

treatment possible without sensitizing 

the a1loy. 

Go<퍼 resistance to chemica1 cl않피ng 

agents. 

4.2.1.3. 냉칸 가공(C.w.>의 영향 

Disadvantages 

Sus따꺼:ibility to chloride sterss 

απTOslon σa때ng. 

P∞，rer mechani혀1 properties at service 

따nperature. 

Iρwer 암1얹n려 conductivity. 

Thern펴1 앙얀윌nsion coefficient is 

비gher than for carbon ste려. 

다mited industri머 앙cperience. 

Thennal conductivity is slightly lower. 

Th얹mal expansion coefficient is ^ 

somewhat higher than for carbon 

s1:f킷el. 

냉간 가공은 잔류 웅력 분포， 미세조직， 재료에 수반되는 변형 거동에 영향 

올 미칠 수 있다. 냉칸 가공의 일반적인 효과에 대하여 상반되는 결과들이 보 

고 되기도 했지만， 최근에 Van Rooyen 둥[25]이 냉간 가공이 IGSCC에 유해 

한 영향올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일정 웅력 시험에서 냉간 가공된 재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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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received 세관보다 파괴 시간이 수배나 더 빨랐으며， 초기의 균열 발생 시 

간Onitiation time)을 고려하여 SSRT 법으로 측정한 균열 성장 속도도 냉간 

가공된 재료가 as-received 재료보다 약 4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Fig. 4.2.4). 

고온의 수소가 첨가된 물에서는 냉간 가공이 오히려 합금 600의 IGSCC를 향 

상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일반적으로는 작은 prestraining을 준 경우가 

많은 prestraining을 준 경우보다 더욱 유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Gassagne 

와 Gel미 그리고 Bulischek와 Van둥도 각각 일정 변형 시험과 CERT를 통해 

5%의 prestraining에 의해 균열 susceptibi1ity가 증가함을 보고하였다. 냉간 가 

공의 형태에 따라서도 IGSCC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 

prestr.려ning이 냉간 압연에 비해 더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이는 명간 압연이 시편의 바깥층만올 변형시키는 반면， prestraining은 전 

체적으로 냉간 가공을 일으키기 때문일 수도 있다. 더욱이， 35% bending에 의 

한 냉간 가공은 수소가 첨가된 물에서 합금 600의 IGSCC 민감도를 매우 높 

이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4.2.2. 합금 조성 이 합금 600， 690의 IGSCC에 미 치 는 영 향 

4.2.2.1. 탄소 함량이 IGSCC에 미치는 영향 

몇몇 연구자들이 합금 600의 탄소의 함량과 IGSCC의 상관관계에 관해 보 

고하였다.0.02%의 탄소를 함유한 합금에서는 약 1α)()"C에서 어닐링 한 경우 

에 360
0

C 의 물에서 파괴가 일어나지 않은 반면， 0.014%의 탄소를 함유한 합금 

에서는 동일한 어닐링 조건에서 12주 이전에 파괴가 일어났다[1]. πleuseh[26]는 

균열이 높은 탄소를 함유한 재료보다 낮은 탄소 함량의 재료에서 더 빠르게 

성장한다고 보고하였으며， Van Royen 둥은[27-28] ， 325 0C 및 365 0C 순수한 물 

에서， 균열 생성 및 성장에 대한 활성화 에너지가， 0.01% C을 함유한 합금과 

0.06% C를 함유한 합금에 대해서 각각 126 kJ/mol와 293 kJ/mol라고 보고하 

였다. Norring 둥은[11] 합금 600의 총 탄소 함량과 균열의 생성 시간 사이에 

서는 상호관계를 발견하지 못하였지만， 업계의 탄화물의 양과 균열 생성 시간 

사이에서 뚜렷한 상호관계를 관찰하였다. 여러차례 언급한 바와 같이， 입계 탄 

화물은 IGSCC 저항성에 있어 매우 유익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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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rberry 둥은[29] 탄화물을 완전하게 용해시키는 데 필요한 용도가 탄소 

함량의 함수라고 보고하였다. 동일하게 공장 어닐링 처리를 하는 경우， 적은 

양의 탄소를 함유한 합금의 경우에는 탄화물 중의 많은 비율이 합급 내로 용 

해되지만， 탄소 함량이 많은 합금에 대해서는 냉각 시에 업계를 따라 탄화물 

의 석출이 일어나게 된다. 

4.2.2.2. 크롬과 니켈 함량이 IGSCC에 미치는 영향 

합금 조성은 오스테나이트계 니켈 합금의 NaOH용액에서의 균열(caustic 

cracking)에 대한 민감도를 결정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언자이다. Speida1[30] 

이 잃0-350"C온도 범위에서， 탈기된 고농도 NaOH 용액에서 실험한 결과를 

Fig. 4.4.5에 나타내었는데， 대체로 니켈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IGSCC 저항 

성에 향상됩올 보여주고 있으나， 합금 690이 합금 600보다 우수한 SCC 저항 

성올 보인다는 결과는， 몇몇 다른 연구자들[31-32]이 강조한 바와 같이， 균열 

민감도를 결정하는 데에 니켈 함량만이 중요한 인자는 아니라는 것올 증명하 

고 있다. 

A. 니켈의 역향 

합금 앉)()에서 발생하는 IGSCC의 흥미로운 점은， 그것이 다소 무해한 환경 

(탈기된 고순도 물)에서도 일어난다는 것인데， 이는 합금 조성과 같은 야금학 

적 요인들과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합금 600에서의 균열은 공장 어 

닐링된 재료나， 심지어 용체화처리된 재료에서도 관찰되었다[33]. 합금 600은， 

다른 철-크롬-니켈 합금(304， 316)에서는 부식올 거의 일으키지 않는 환경얘 

서조차， 균열올 일으키는 특별한 조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Fig. 4.2.6은 

이러한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데[34]， 280-350 "c 온도 범위의 탈기된 고 

순도 물에서 합금 앉%의 SCC에 대한 저항성이 철-크롬-니켈 합금들 보다 낮 

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증기 발생기의 1차측 환경에서는 합금 600이 최선의 

재료가 아니라는 것올 의미한다. 그러나， Fig. 4.2.6에서 보듯이， 합금 690의 경 

우에서처럼， 니켈 기지 합금의 NaOH 함유 분위기에 대한 SCC 민감도를 현저 

히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크롬의 함량을 높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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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크롬의 엿학 

크롬이 스테인리스 계열에 강의 표면에 크롬 산화물을 형성시켜 내식성을 

향상시킨다는 것은 매우 잘 알려진 사실이며， 마찬가지로， 니켈 기지 합금의 

경우에도 크롬의 함량이 내식성에 영향올 미친다. 지금까지의 합금 600의 부 

동태 피막에 대한 화학적 분석 결과에 따르면， 강한 염기성 용액에서는 피막 

에서 Fe와 Cr이 고갈되고 Ni이 부화(rich)되며， pH가 10이나 그 이하인 경우 

에는 Cr이 부화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Yonezava와 Onimura는[35] 수소 

(25 - 35 ccm STP/kg H20)를 함유한 lithia않d(LiOH) 물(때0에서 600 ppm 

B， 0.2에서 2.2 ppm Li)에서 탄화물이 석출되지 않은 용체화 처리한 철과 크 

롬 함유 니켈 기지 합금에서 크롬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SCC 저항성이 증가 

한다고 보고하였으며， 그 결과를 Fig. 4.2.7에 나타내었다. 흥미로운 사실은 

SCC가 발생하는 조성에 대해서는， 피막 내에 크롬이 부화되는 pH 10이하에서 

나 피막에 Ni이 부화되는 pH 10 이상에서 모두 SCC가 일어난다는 사실인데， 

이는 피막의 조성 자체는 SCC에 그다지 큰 영향올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의 

미한다. 오히려， 피막의 보호성， 밀도， 금속과의 접합성 혹은 재부동태 속도 둥 

이 SCC 저항성을 결정하는데 있어 더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 

나， 이 주제에 대해서는 좀 더 체계적인 연구과 요구된다. 

Fig. 4.2.8은 각각 탄화물과 기지 계면 사이에서 평형 크롬의 농도를 탄소의 

용해도와 온도의 함수로써 표현한 그래프이다. 합금 600과 합금 690을 비교해 

보면， 합금 690에 대한 탄소의 용해도가 합금 600 보다 10 wt%정도 높은 것 

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Fig. 4.2.9는 온도에 따른 탄화물과 기지 계면 사이 

에서 I경형 크롬 농도의 변화를 보여주는데， 전 온도 구간에서 합금 690의 평 

형 크롬 농도가 600 에 비해 최소 5 wt%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 

은 결과로부터， 합금 690의 내식성이 합금 600 보다 훨씬 우수한 이유를 알 

수 있다. 

4.2.2.3. 미량 첨가 및 불순물 합금 원소의 영향 

때때로 합금 원소의 입계 편석으로 인해 업계의 선택적 용해가 일어난다. 

붕소(B)， 코발트(Co) ， 니오륨(Nb)， 실리콘(SD ， 티타늄(Ti)， 질소(N) ， 인 (P) 그리 

고 황(S)과 같은 미량 첨가 원소 혹은 불순물 퉁이 종종 합금 600의 IGSCC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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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인파 실리콘은 IGSCC에 유해한 것으로 

보고된 바 있는 반면， 니오륨과 티타늄은 이로운 것으로 칸주되고 었다. 

Fujiwara는[36] 잃8"C의 400 ppm의 용폰 산소롤 함유한 용액에서 2.3-4.7% 

의 니오륨이 합금 앉m의 IGSCC에 상당히 유익한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 
고하였다. 

Cambrade 둥은[37] 황이 입계를 오염시킴으로써， 2차측 물에서의 합금 600 

의 IGSCC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였는데， 업계에 황이 현석하 

게되면， 금속의 용해를 용이하게 하여 피막이 복구되는 것올 지연시킨다고 보 

았다. 대체로， 합금 600에 대해 인과 황과 같은 불순물의 효과에 대한 실험 결 

과들은 서로 상이한 경우가 많아 아직까지 논란이 여지가 많다. 붕소는 αm 

-800"C의 온도 범위에서 가열하는 경우에 업계에서 발견되지만， 직접적으로 

IGSCC를 일으키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PWR의 1차측파 2차측 환경 

4.2.3. 환경적 요인이 합금 600， 690의 IGSCC에 미치는 영향 

합금 600의 IGSCC는 PWR의 1차측 뿐만 아니라 2차측 환경에서 일어난다. 

1차측 환경은 중성 (pH=7.4)의 고 순도 물에 LiOH +뀔B03와 수소를 소량 포 

함한다. 용소(Boron)는 중성자 홉수제로 연소 사이클 초기에 1100 ppm을 첨 

가한 후 말기에 약 100 ppm올 투여한다. LiOH는 물의 pH를 약 알칼리성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첨가된다. 수소는 물의 radiolysis에 의하여 생성되는 산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약 25-50 cm3(STP)α않을 1차 측 급수에 장입된다. 재 순환 
되는 1차측 냉각수는 약 320C로 중기 발생기로 들어가 U-tubes를 지나 약 

290C의 온도로 나온다. 이차측 환경은 약 10 ppb의 hydrazine을 포함하는 pH 

8.8 -9.2의 약 알칼리성 이다. 이렇게 약한 알칼리성으로 하는 것은 철의 산화 
물(Feß3)의 용해도를 최소로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었다. 

중기 발생기 세관에서 IGSCC를 촉진하는 셰 가지 주된 영향 인자가 확인 

되었다[38]. 합금 600 셰관의 예민화는 약 1050"C에서 공장 어닐링된 후， 

once-through 중기 발생기에 장착된 다음， shell 웅력 완화 열처리 (shell 

stress-relief heat treatment), 즉， 약 6OO"C에서 10-20시간 동안 동용 열처리 

된 후 천천히 열을 높였다가(slow heat-up), 천천히 식히는 과정 (slow 0∞1)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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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일어나며， 이러한 예민화로 인한 크롬 탄화물 석출과 기지 사이 계면에 

서 크롬 고갈로 인해 크롬의 농도가 7w/o정도로 낮아지게 된다. 

웅력 분석 결과， 용접으로 봉함한 주변 부분과 roll transition area(위쪽 세 

관기반판의 윗부분에 매우 가까운 위치)에서 매우 높은 잔류 웅력이 측정되었 

으며， 또한， cooldown과 cold shutdown 도중에 세관의 축방향 웅력이 hoop 웅 

력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이것은 균열이 둥근 모양의 orientation을 갖는 사실 

로부터 확인되었고， 세관 다발 표면의 축방향 웅력이 중심부보다 더 크다는 

사실 또한 균열의 분포와 부합하였는데， 다발 표면에 있는 세관의 거의 90% 

정도에서 균열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요인만으로는 심각한 균열현 

상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하였으며， 이때， 결정적인 또 하나의 변수가 바로 “환 

경”이었다. 

1차측 물(IhB03와 LiOH로 구성된 용액)은 실재로 원자로가 가동되는 낮은 

온도에서는 예민화된 합금 600의 균열에 거의 해를 미치지 않는 환경 조건이 

다. 그런데， 실제로 1차측 물을 -분석해 보니， 황(sulfur as sulfate)의 농도가 

약 -700 ppb로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황산염 (a stable surfur 

oxy따피on)이 일반적으로 IGSCC를 촉진하는 환경올 제공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 환경에 황 이외에 다른 위험한 원소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LOCA(loss of coolant accident)가 얼 어 나는 경 우에 방사성 요오드를 제 거 하 

기 위한 S여ium thios버fate가 억제 스프레이 시스템(containment spray systern) 

에 저장되므로， 앞서 언급한 또다른 위험한 원소란， 바로 초기 고온 성능 시험 

중에 원자로 냉각 시스랩 안으로 우연히 들어가게 된 준 안정한 sulfur 

oxyanion와 thiosulfate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polysulfur 

oxyanion과 같은 해로운 원소들이 소량만 존재해도 예상치 못한 극도로 섬각 

한 파괴를 일으킬 수가 있다는 것이다. 

4.2.3.1. pH 영향 

고온 물에서 pH가 합금 600의 IGSCC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PWR 증기 발생기의 1차측과 2차측 

에서 pH는 각각 6-8 그리고 8.5-9.5의 값을 나타낸다. 이들 환경들은 모두 

탈기된 상태이므로 여기에 노출되는 합금 600의 전기 화학적 전위는 가역 

H깨2 전극의 평형전위에 가까운 값을 가진다. 탈기된 용액에서 용해된 금속 

- 206 -



은 낮은 pH에서는 양이온올 높은 pH에서는 옴이온올 형성하는데， 철의 경우， 

Fe2+ 양이온이나 HF~O- 음이온을 생성한다. 25, 100 그리고 300"<: 의 온도에 

서 이 두 이온의 안정도의 경계가 되는 pH 값들은 각각 10.0, 8.2 그리고 6.0 

이다[39]. 크롬과 니켈도 이와 비슷한 거동올 보인다. 

1차측과 2차측 물의 pH 값들올 고려하는 경우， 합금 600은 다음과 같은 음 

이온의 형태로 용해될 것이다. 

양극 반웅 : Me + 2H2Û • HMe02 - + 3H+ + 2e 

음극 반용 : 2H20 + 2e • 20H- + H2 

총 반웅 : Me + H2Û • Me(OHh + H2 

물에서는 합금 600으로부터 형성된 양이온의 용해도가 낮기 때문에， 형성된 

양이온의 양이 예상되는 용해도 곱의 값 보다 더 큰 경우， 수산화물이 첨전된 

다. SCC가 일어날 때는， 균열 내부에서는 양극 반웅이 일어나고， 금속의 바깥 

쪽 표면에서는 음극 반웅이 진행된다. 

고온의 물에서의 합금 600의 균열 내부의 pH는 아직까지 직접적으로 측정 

된 적은 없으며， 다만， 인조 틈올 이용한 시험에서 측정된 경우가 있다. 

Taylor는[40] 합금 600에 대 해 288"<: 의 순순한 물과 0.1 M sodium sulfate 용 

액에서 인조 틈올 이용한 시험올 수행하였다. 순수한 물에서는， 틈 내부의 pH 

가 약염기성을 나타내었다. 이때， 염기화되는 정도가 스스로 억제되어， 고농도 

의 NaOH 용액이 되는 것올 제한하였다. 틈과 균열에서 일어나는 전기화학적 

과정이 서로 유사하므로， 틈에서 측정된 pH의 값을 균열의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 여러 온도에서의 N파f써계에 대한 Pourb머X의 전위 -pH 다이아그랩 

을 근거로， 염기성 용액에서 합금 600의 IGSCC가 250"<: 보다 낮은 온도에서 

일어날 것올 예상할 수 있다. Fig. 4.2.10은 25"<: 에서 300"<:로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니켈의 용해를 일으키는 pH가 감소함을 보여주며， 높은 온도에서 니켈 

의 용해가 일어나는 전위 -pH 영역이 더욱 더 확장됨을 나타내고 었다. 전위 

와 pH에 변화에 따라， 수소 발생 혹은 산소 환원으로 구성된 음극 반웅이 일 

어날 때， 니켈의 용해가 일어날 수 었다. 이러한 고찰들은 NaOH 분위기에서 

의 합금 600의 IGSCC가 140
0

C , 25 M NaOH와 같이 상대적으로 높은 pH와 

낮은 온도에서 발생한다는 기존의 보고[41]와 일치한다. 

Fig. 4.2.11에는 sol 를 함유한 용액에서 pH 변화에 따라 공장 열처리한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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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α)()， TT처리한 합금 600파 합금 690에 대한 SCC 저항성올 나타내었다. 공 

장 열처리한 합금 앉U의 경우는 산성 분위기에서 균열이 비교적 깊게 나타났 

으나， 합금 600 TT는 시험한 전 pH 영역에서 우수한 저항성올 보이고 있으며， 

합금 600 TT도 pH 3 이상에서는 합금 690 TT와 같이 매우 우수한 저항성올 

보이고 있다. 하지만， 슬러지 (sludge)가 폰재하거나， 틈이 형성되는 경우， 혹은 

local boiling에 의한 SOl-7} 농축되었올 경우 둥， 아주 공격적인(aggressive) 

분위기에서의 SCC에 대한 자료는 아직 부족한 상태이다. 

4.2.3.2. 온도의 영향 

고온의 물에서 합금 앉m의 균열의 시작과 전파에 큰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변수는 온도이다. 이러한 사실은 초기의 연구[42-43]에서 관찰되었는데， Fig. 

4.2.12은 그 결과를 도시한 것이다. 이때， 잃0-365"C 온도 범위에 걸쳐 약 

138 kJ/mole (33 kcaνmole)의 활성화 에너지가 계산되었다[32， 44-45]. 이런 

활성화 에너지 값은 균열 속도가 전이 크리프(transient creep)에 관계된 기 계 

적인 공정에 의해 주로 영향올 받음올 암시한다고 몇몇 학자들이 제안하였다 

[54]. U-bend 시편에 대한 파괴 시간(마ne-to-f;려lure)에 대한 값을 바탕으로 

활성화 에너지를 계산하였더니， 이와 비슷한 값이 얻어졌다. 이와 같이 매우 

높은 값의 활성화 에너지는 290"C 이하의 온도에서 균열의 생성과 전파가 모 

두 상당히 느련 과정이라는 것올 암시한다. 

Garud와 McIlee둥이 [46] 지적한대로， 합금 600의 IGSCC에 대해 측정되는 

겉보기 활성화 에너지 값들의 그 범위가 너무 넓어서， 이 활성화 에너지 값들 

을 어느 특정한 속도 결정 과정과 관련시키기가 불가능하다. 그들은 계산된 

활성화 에너지 값들이 실제로 몇 가지 과정들에 대한 명균적인 값올 나타낸다 

고 제안하였다. 이상의 결과에서， 어찌되었건 IGSCC 과정이 온도에 매우 민감 

하다는 것만은 명백하다. 

4.2.3.3. NaOH의 농도가 합금 600， 690의 IGSCC에 미 치 는 영 향 

중기 발생기에서 침전물은 PWR의 2차 계통에서 구조 재료로 사용되는 합 

금의 용해에 의해 형성되는 다수의 불순물과 부식 부산물을 포함하는데， Fe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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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합금 600의 합금원소)， Cu와 Zn(용축기 세관의 합금원소)， 2 차측 물에 포 

함된 불순물에 포함되 는 cr, soi 그리 고 Na+, K+, Ca2+, Mg2+와 같은 알칼 

리 혹은 알칼리 토류(ear단I) 양이 온， 그리 고 AVT처 리 (려l-volatile water 

treatment)로의 전환 전에 인산 처리의 잔존물인 인산염 둥이 포함되는 것으 

로 밝혀졌다[47]. 일반적으로 세관/세관기 반판 틈의 분위기가 NaOH 분위기 

(caustic environment)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NaOH는 옹축기롤 통해 유업 

되는 해수에 포함되는 탄산염이 분해되어 형성될 수 있고， 나트륨 인산염의 

분해나 이러한 인산염과 철 산화물과의 반웅에 의해서도 일어날 수 있는 것으 

로 보고되고 있다[48]. 

이미 언급했듯이， 1차 냉각수의 온도가 316-32Tt 정도일 때， 고온 지주 

(leg) 틈에서의 과열(superheat)로 인해 NaOH 농도가 약 50%로 매우 높아질 
수 있다고 제안된 바 있다[57]. 

1970년대 초반에 많은 발전소에셔 발견되었던 합금 앉)()의 입계 굵열은 세관 

/세관 지지판 틈 안파 슬러지 더미 안의 고 농도의 알칼리성 분위기에 기인하 

였다. 당시 발전소들은 인산염 2차측 물처 리 (phosphate secondary-side wa따 

treatment)하에서 작동되 었는데， 유업수(b버k feedwater)의 나트륨 대 인산염 

의 몰 비 (molar ra디0)가 약 2.6 정도였다. 그러나， 유체의 흐름이 제한되는 열 

전달 상태에서 고 농도의 NaOH 환경이 조성훨 수 있다. 그후에， AVT(aí1~ 

volatile water treatment)를 통해 NaOH 환경에 의한 부식성 균열(caustic 

α'acking)의 위험이 환전히 제거된 것으로 여겨졌으나， 대다수 발전소의 경우 

는 그렇지 못했다. 한편， 나트륨 대 인산염의 벼( -2)를 낮추고， 인산염 농도 

(2-6ppm)률 매우 낮게 유지한 상태에서 가동하는 KWU 발전소에서는 합금 

600 세관올 사용한 경우에도 입계 균열이 발생하지 않았다. 

중기 발생기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침전물이 함유된 물의 pH가 8.4-11.0 

범위의 알칼리성임이 밝혀졌다[56]. 이 값은 대기 중으로부터의 C02 홉업과 

물에 의한 회석 때문에 실제의 값보다 더 낮게 측정된 것으로 추측된다. 

Airey과 Pement[49]는 공장 어닐링된 합금 600에서 IGA를 관찰하기 위해， 

앓3"C 온도의 자연 부식 조건하에서 탈기된 10 w/o NaOH 용액에 C-ring 시 

험올 실시한 결과， 시편의 내부와 외부 모두에서 입계 부식이 발생됨을 관찰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업계 부식올 일으키는데 꼭 인장웅력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올 보여준다. 그러나， 이 경우 수순한 입계 부식의 경우와는 달리 

가지처럼 시편 내부까지 깊게 뻗은 업계 균열이 관찰되는 점으로 미루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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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균열이 전파하는데 높은 인가 웅력( -l50%Y.SJ도 중요한 역할올 한다논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 또한， 여러 연구자들이 [28， 50-53] 약 300-320"C온도에 

서 여러 가지 환원， 산화 전위 하에서” 탄산염이나 황산염과 같은 여러 불순 

물올 함유한 10 w/o NaOH 용액에서 웅력이 가해진 상태로 합금 600시편올 

침지시켰올 때 순수한 업계 부식과는 달리 업계 용력 부식 균열(IGSCC)과 비 

슷한 균열이 성장되는 것이 보고하였다. 140"C의 낮은 온도의 고 농도인 

NaOH용액 (50 w/o)에서는 균열의 거동이 훨씬 더 복잡한 것으로 보고되었는 

데[21 ，54] ， IGSCC 영역은 1차 부동태(prÏmary passivity)영역의 거의 대부분에 

걸쳐 발견되었으나[55] ， 업간 균열(transgranular cracking)은 자연 부식 전위 

와 2차 부동태 영역 (secondary passivation region)안에서 관찰되었다. 

Fig. 4.2.13에 나타내었듯이， 350 "C, 탈기된 조건에서 NaOH의 농도가 합금 

600의 굵열에 미치는 영향은 미세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런 결과로부터 몇몇 

학자들[57]은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다. 즉， NaOH 용액에서의 합금 600 

의 웅력 부식 균열과 순수한 물에서의 업계 균열과 똑같은 기구률 통해 촉진 

된다는 것이다. 반면에， 합금 800의 부식성 균열에는 NaOH농도가 아주 큰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4.2.3.4. 용액 첨가물의 영향 

Van Rooyen 둥[32，53-54，56]은 탈기 된 순수한 물， AVT 물(pH를 9로 맞추 

기 위 해 1α)ppb N쌀f4와 5ppm morpholine 첨 가)， 그리 고 1차 냉 각수(10-4 

mole/kg H2Û LiOH + 0.06 mole/kg H2Û Hù303 with H2 overpressure of 0.1 

MPa)둥에서， 않5
0

C 온도 이하에서 SSRT를 실시하여 비교한 결과， 균열 속도 

에 환경이 그다지 뚜렷한 영향올 미치지 않음올 관찰하였다. 순수한 물에 비 

하여 1차측 물에서 촉진 효과가 약간 나타났고(Fig. 4.2.12), 345 0

C 에서 365 "C 

까지의 온도 범위에서 U-bend 시편의 균열 발생 시간이 순수한 물에 비하여 

AVT 불과 1차측 물에서 조금 더 빨랐다. 그러나， 실험 데이터가 많이 흩어져 

있어서 명확하게 그 경향성을 정립하기는 어렵다. 이런 결과들로부터， 7-9 사 

이에서의 pH25'C의 변화는 IGSCC 민감도에 뚜렷한 영향올 미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러 가지 음이온 원소들올 1w/o 첨가한 경우에 대해서도 연구되었는데， 

siol-가 업계 균열의 발전을 부분적으로 제지하는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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혀진 반면， POi- , C(갱2-， SO42 둥은 균열에 대한 먼감도률 증가시켜， 위에서 

주어진 결과보다 더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4.2.3.5. 수소의 영향 

오랫동안 수소는 1차측 물에서의 합금 600의 성능에 대해 무해하거나 혹은 

이로운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생각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거의 모든 연 

구 결과들에서 물에 용해된 분자 수소가 이 합금의 IGSCC를 충가시키는 것 

으로 보고하고 있다. 몇 몇 연구 그룹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1차측 물과 접 

촉하는 수소 혹은 중기와 혼합되어 있는 수소의 분압올 중가시킴에 따라， 

IGSCC 속도가 최대 값까지 증가한 후 다시 떨어지는 거동을 나타내었다. 건 

조한 수소 기체에서는， 300 - 400 "C, 35 MPa의 압력에서 IGSCC가 발견되지 

않았다. 반면， 수소가 포함되지 않은 고온에 물에 노출된 합금 600에서는 

IGSCC가 일어났다[57]. 

고 순도 물에서 행해진 SSRT시험에서 물에 H2룰 첨가했올 때 균열 성장 

속도가 뚜렷히 증가하였다(Fig. 4.2.12). 또한 합금 α)() U-bend 시편을 12주 
동안 시험했올 때， 수소가 포함되지 않은 365 "C 탈기된 순수한 물에서는 전체 

의 약 2%정도의 시편에 대해서 파괴가 일어났는데 반해， 수소를 포함하는 전 

형적인 1차측 물의 조성올 갖는 환경에셔는 약 83%에서 파괴가 발생하였다 

[32]. 유사한 결과들은 Airey[58]에 의해서도 보고되었는데， 그는 360 "C 고온의 

순수한 물에서 수소 때문에 균열 발생 시간이 5배정도로 감소한다고 보고하였 

다. 좀 더 최근에는， 순수한 물에서 뿐만 아니라， 350"C정도에서 lhBÛ3와 

LiOH를 함유한 1차측 물[59]의 환경에서도 수소의 해로운 영향에 대하여 종 

합적으로 증명되었다. 

4.2.3.6. 불순물의 영향 

황 화합물은 합금 600의 IGSCC에 매우 큰 영향올 미친다. 티오 황산이나 

tetrathionate 음이온이 아주 미량(약 1O-~)만 포함되어 있어도， 예민화된 재 
료에서 균열을 심하게 촉진시킨다.Bandy 둥[4]은 22"C, 공기 포화된 용액에서 약 

128 ppb의 황을 함유한 2X lO-~ 정 도의 티 오 황산염 올 임 계 농도(thresh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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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ntration)로 결정하였다. 비록 준 안정한 이들 두 종류의 sulfur 

oxyanions의 효파가 서로 유사하지만， 티오 황산염에서의 균열 생성에 대한 

경향이 tetrathionate에서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보여진다. 게다가， 티오 황산 

염의 경우에는 균열올 촉진시키는데 용존 산소가 필요하지만， teσathionate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Ni-S-H2Û 시스템에 대한 열역학적(준안정한) 전위 -pH 

di뭘ram에서 알 수 있듯이 [60] ， tetrathionate는 티오 황산염보다 산화시키는 

능력이 더 높아서， IGSCC를 유도하는데에 산소가 필요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주목해야 할 점은 lhBÛ3와 저 농도의 Néi2S써3를 함유한 용액에서 LiOH를 

첨가하여 적절한 LiOH!Na2S2Û3 농도비률 맞추어줌으로써 균열이 방지될 수 

있다는 것이다. 1hB03의 이온화를 촉진시켜 균열올 전기적으로 중성화시키는 

돼 있어 S썩32 와 경쟁하는 관계에 있는 lhB03 를 형성을 촉진시켜， s2Ûl-7t 
균열 쪽으로 이동하는 것올 방해하는 것이 LiOH의 역할이며， 이때 억제제의 

전자이동 모탤(electromigration model of inhibition)에 따라 균열의 성장 억제 

기구를 설명할 수 있다. S2032 나 S4062-는 균열 첨단에서 아주 활동적인 
(active) 황 원자를 형 성 한다. 

S20:32- + H+ • Sad + HS03-

이렇게 생성된 원소들이 균열올 성장시키는 원인일 것이라 생각된다[5，221. 

polysulfur oxyanions 는 니 켈 기 지 합금의 용해 속도(dissolution rate)를 증가 

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61]. 이런 결과들올 바탕으로， TMI-1 증기 발생기 

세관의 파괴를 셜명하기 위해 가능한 기구들이 제안되었다[78]. 

soi-나 HS04- 같은 여러 종류의 황 원소들이 스테인리스 강보다 니켈 기 

지 합금에 대해 더욱 공격적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PWR의 2차 계통 

에서 낮은 수준의 황산염이 측정되는데， condensate polishing을 적용하는 발 

전소에서 황산염은 H2S04에 의해 재생되는 이온 교환 베드로 부터의 누출， 

중기 발생기 쪽으로 운반된 수지 분말의 열적인 퇴화나 황산염을 함유한 냉각 

수의 누수둥에 기인한다. 산성 황산염 원소들은 낮은 steam partition coeffi

cient롤 가지고， 세관 지지판 틈이나 침전물로 덮힌 세관 표면처럼 특히 유체 

흐름이 제한된 곳에 모이는 경향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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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7. 전기 화학적 전위가 민감도에 미치는 영향 

업계 균열에 대한 합금 앉U의 민감도를 결정하는 데에 전기 화학적 전위또 

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변수이다. 많은 연구자들[14，23]이 균열이 발생하 

는 전위 영역을 확인하기 위해서 고농도 NaOH 용액에서 정전위 SCC 시험올 

수행하였다. 대부분， 부식 전위보다 80-2않nV 높은 양극 전위 (an여lC 

potenti려) 영역에서 IGSCC가 관찰되었다. Fig. 4.2.14로부터， 이 전위 범위가 

300-320"C에서 탈기된 10 w/o NaOH 용액에서 합금 600에 대한 양극 분극 

곡선(an여ic polarization curve)에서 관찰되는 active-passive transition에 부 

합함올 알 수 있다[23]. 이 보다 훨씬 더 높은 부동태 전위 영역내에서는 균열 

이 관찰되지 않았다. 위 그림에 업계 부식이 발견된[28-29] 전위 영역도 함째 

나타내었다. 같은 온도에서 9 w/o NaOH와 1 w/o KOH를 함유한 용액도 본 
질적으로 통일한 결과가 보고되었다[291. 

합금 600은 활성/부동태 전이 영역 근처 전위에서 업계 균열에 극도로 민감 

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업계 균열이 자연 부식 전위에서의 장기간 시험 

(prolonged test)에서도 또한 관찰되었다는 사실은 균열이 더 확장된 전위 영 

역에 걸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다른 가능성은， 장기간의 침 

지 동안에 피막 형성 과정과 환경에 존재하는 환원성 원소들과의 복합된 영향 
으로 자연 부식 전위의 위치가 더 an어ic한 쪽으로 바뀐다는 것이다. 재순환 

중기 발생기에서， 황통과 같은 웅축기 (condenser) 재료의 분해(dissolution)에 
의해 생성된 Cu2

+ 때문에 전위가 변활 수 있고， 어쩌면， 웅축기 부분에서 공기 
침입에 의해 2차측에 폰재하는 산소와 같은 산화성 원소들에 의해 자연 부식 

전위의 증가가 일어날 수도 있다. 몇몇 발전소의 합금 600 세관 바깥쪽(OD) 

표면에서 관찰된 국부 부식 과정의 특이한 형상(업계 부식으로 심각하게 손상 

된 부위에서 나오는 SCC “fingers")과 발전소 가통 중의 전위 변화에 의해서 

도 업계 부식에서 IGSCC로의 부식형태의 전이를 설명할 수 었다. 

A. 임계 균열처위 (criticaL crackiml ootential. E.r) 

염화물 분위기에서 스테인리스강의 웅력부식균열은 특정한 전기화학전위 이 

상에서 일어나고 그 전위 이하에서는 웅력부식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용력 

부식균열이 일어나는 특정전위를 임계균열전위로 정의하며， 주어진 합금/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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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에서 합금이 웅력부식에 대한 민감성은 합금의 화c와 자연부식전위(Ecaπ)의 

관계로부터 판단할 수 있다. Ecoπ이 Ecc 보다낮으면(active) 합금은 자연부식조 

건에서 웅력부식이 일어나지 않는 반면， 반대로 E∞π이 Ecc 보다 높으면(noble) 

합금은 웅력부식에 민감해진다. 

BWR형 원자력 발전소의 부식문제 중 가장 심각한 예민화 된 304스테인리 

스강의 IGSCC는 여러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 고온(잃8'C)의 순수한 물(BWR 

핵반웅 로 분위기)에서 -0.23 VSHE 이상에서 IGSCC가 일어나는 것으로 밝혀 

졌고， 이 값이 임계균열전위로 인정되었다. Fig. 4.2.15는 잃8"C 물에서 일정 

하중올 받고있는 304 스테인리스강의 부식전위가 균열성장속도에 미치는 영향 

을 보여준다. 부식전위가 -0.23 VSHE 이상으로 증가함에 따라 균열성장속도가 

중가하였다. 그런데 부식전위는 물에 용존된 산소농도에 따라 크게 변한다. 

Fig. 4.2.16은 용폰산소가 고온의 물에서 304 스테인리스강의 부식전위에 미치 

는 영향을 보여준다. 산소 농도가 약 40 ppb 이상이면 부식전위가 엄계균열전 

위보다 높아 합금은 IGSCC 에 민감하게 된다. 그러므로 IGSCC 로 부터 합금 

을 보호하려면 산소농도를 낮추어 부식전위를 Ecc인 -0.23 VSHE 보다 낮추어 

야 한다. 핵 반웅로 냉각수의 산소는 핵 반웅 시 생성되는 중성자 와 방사성 

이 물에 충돌하여 지속적으로 생성되기 때문에 급수 시 냉각수의 산소를 제거 

하는 것만으로 불충분하다. 1977년에 스훼덴에서 개발되어 1980년대 여러 연 

구소에서 연구된 Hydrogen water chemistry (HWC) 처리 [62-64]는 핵반웅로 

냉각수 급수시 물에 약 1.5 ppm의 수소를 불어 넣어 산소 농도를 10-20 ppb 

로 낮추고 그 결과 304 합금의 부식전위를 -0.23 VSHE 이하로 낮추어 IGSCC 

의 발생을 억제하는 것이다. 현재 HWC는 대부분의 BWR 발전소에 활용되고 

있고 PWR 에도 적용올 모색하고 있다. 
HWC를 합금600과 690에 적용하려면， 이들 합금이 PWR 1차 측 냉각수에 

서 임계균열전위가 존재하여야 한다. Smialoska 둥은[65-66] 0.01 M lhB03 

+ 0.001 M LiOH를 함유하는 순수한 350 "C 물에서(PWR 1차측 분위기)에서 

어닐링 처리한 합금 600의 분극콕선과 인가전위가 IGSCC에 미치는 영향을 

저속 변형속도 시험으로 측정하여 그 결과를 Fig. 4.2.17에 나타냈다. IGSCC 

는 -0.8 VSHE 이하에서 일어났는데 이 임계전위는 약 1기압의 수소압력 하에 

서 얻어진 부식전위보다 150mV 높다. 합금의 웅력부식 민감성이 균열의 국 

부적 수소함량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수소취성이 균열의 원인인 것을 강 

하게 시사하고 있다. Fig. 4.2.17은 합금600의 IGSCC가 동일한 환경에서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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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태 전이 영역 과 transpassive 영역의 전위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올 보 

여준다. 이러한 합금 600의 1차측 환경에서 IGSCC거동은 임계균열전위가 존 

재하지 않음을 나타내고， 이는 BWR 환경에서 명확하게 정의된 엄계균열전위 

률 보이는 304 스테인리스 강과 다른 점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800 - -600 

mVSHE에서 IGSCC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이는 용액내의 산소 혹은 수소의 

농도를 조절하여 부식전위가 이 범위 (-800 - -600 mVsHE) 내의 값올 취할 

수 있도록 하면 IGSCC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Fig. 4.2.17의 데이타들이 

특정한 되Æ비와 pH 환경에서 얻어졌기 때문에 PWR 1차측 환경에서 있올 

수 있는 모든 범위의 LνB비 값에 대하여 조사하여 IGSCC에 무감한 전위 영 

역을 컬정할 필요가 있다. 아무튼 PWR 1차측 그리고 2차측 환경에서 합금 

600과 690의 임계균열전위와 관련한 연구가 매우 부족한 형편이라 이에 관련 

한 연구가 보다 광범위하게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4.2.4. 인가 웅력의 영향 

1차측 물에서 합금 %의 IGSCC 위험성은 1잃9년부터 알려져 왔는데， Coriou 

둥[67]이 1967년에 발표한 바에 의하면， 이 합금은 300-350 "C 용도 범위에서， 

탈기， 탈염된 고순도 물에서 IGSCC에 민감하였는데， 업계 균열이 발전하기 위 

해서는 수개월에 달하는 매우 긴 발생 시간(initiation time)과 비교적 높은 웅 

력 (above macroscopic yi리ding)이 필요하였다. 어와 같은 IGSCC 현상은 동얼 

한 환경과 동일한 웅력 조건 아래에서 합금 800이나 합금 690, 혹은 오스테나 

이트계 스테인리스강에서는 전혀 발견되지 않은 현상이다. 

Paine[68]은， 업계균열에 필요한 웅력 수준이 세가지 주된 원인에 의해 도달 

된다고 하였다. 구부러진 부위 (U-bend)나 확관 부위에서의 많은 양의 냉간 가 

공， 그리고 구부리는 과정(특히 태 웅력 (hoop stress)을 증가시키는)에서의 세 

관의 ov머iza디on이 높은 잔류 웅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동중에 발생하는 웅 

력 둥이 주 웅력 들이 된다. 이러한 웅력들은 그 크기가 충분히 커서， 종종 그 

합이 Y.S.를 능가할 정도이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이전의 보고에서 충분허 

논의되었으며 [69] ， Berge와 Donati[57]는 세관의 제조와 세관 다발을 집합시키 

는 공정에서 잔류 웅력을 완화시킴으로써 SCC 저항성율 향상시킬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실제적인 관첨에서， 롤 확장 전이 영역 (roll expansion transition zone)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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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운 영역에서 폰재하는 잔류 웅력이 in-plant 균열을 일으키는 역할올 할 것 

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1차 냉각수 균열(prim따y-water 

cracking)에 훨요한 높은 용력 값파는 달리， 고온 부식성 환경 (2차측)에서 합 

금 앉m의 업계 균열을 일으키는 데 필요한 인장 웅력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 

로 생각된다. NaOH 환경에서의 균열에 대한 이 합금의 민감도를 결정하는데 

있어， 용력이 주된 요인이 아닐 것이라는 제안올 할 수 있올 것이다. 

4.2.5. 합금 앉)()의 IGSCC 기 구(Mechanism) 

PWR 훤자력 발전소 부식문제 중 가장 심각한 것은 중기발생기 세관에서 

일어나는 IGSCC 이다. 1959년에 합금 600이 고온(약 300 "C )의 물에서 IGSCC 

가 일어날 수 있다는 실험 결과 가 보고된 후 이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가 진 

행되었지만 아직도 합금 600의 IGSCC 기구에 대하여 많은 연구자들이 받아 

들일 수 있는 이론이나 모탤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IGSCC에 

영향올 주는 많은 요소 즉， 합금의 미세구조， 변형속도， 수질(wa따 ch얹lÏstry) , 그 

리고 전기화학전위 퉁 이 서로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IGSCC에 영향올 미치기 

때문이다. Alloy 600의 IGSCC의 특성을 아래와 같이 요약되고 제시된 모렐은 

이를 잘 셜명할 수 있어야 한다 . 

• 업계에 Cr-탄화물이 석출한 조직이 IGSCC에 대한 저항성이 높은 반면 

용체화처리롤 하여 업계에 Cr-탄화물이 없는 조직은 IGSCC에 민감하다. ‘ IGSCC가 일어나려변 인가웅력 혹은 잔류웅력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소 
성가공은 IGSCC 발생올 촉진한다 . 

• 균열성장속도는 용액의 온도에 따라 중가한다 . 

• 용액의 수소 압력올 약간 증가시키거나 음극 분극올 가하면 합금 앉R의 

IGSCC는 촉진된다. 

A. 슬립용해 및 피막파괴 모탤(slio dissolution/fi1m ruoture modeD 

이차 측 환경은 약 알칼성 분위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일어나는 합금 600의 

IGSCC기구로 슬립용해 및 피막파괴 (slip dissolutioψ'fi1m rupture)모텔이 많은 

연구자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었다. 슬립 용해 빛 피막파괴 이론은 원래 염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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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위기에서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리스강의 웅력부식균열올 젤명하기 위하여 재 

안된 모렐로 인장웅력에 의하여 슬립 (slip) 변형이 일어나 부동태 피막이 국부 

적 으로 파괴 되 고 j 동시 에 활성 부식 (active corrosion)이 일어 나 피 막 파괴 된 곳 

이 균열로 성장한다. 균열의 성장은 부동태 피막어 재형성 (repassivation)되면 

서 멈추게 되는데 이러한 피막파괴/활성부식/재부동태 사이클이 균열선단에서 

반복되면서 균열어 성장한다. Fig. 4.2.18은 이 과정올 보여 주는데 이 모웰에 

서 중요한 것은 피막파괴 후 일어나는 재부동태 과정 (repassivaion process)으 

로 합금의 재 부동태속도에 따라 3가지 부식형태로 발전한다. 첫째， 재부동태 

속도가 빠른 경우(Fig. 4.2.18 (a)), 부동태 피막이 빠르재 채 형성하여 피막이 

파괴된곳은 균열로 발전되지 않는다. 둘째 재 부동태 속도가 느린 경우(Fig. 

4.2.18 (b)) 피막이 파괴된 곳은 측면 방향으로 넓게 부식이 얼어나 일반부식 

으로 발전한다. 용력 부식은 재부동태 속도가 중간적일 때 일어난다(Fig. 

4.2.18 (c)). 

Bandy와 V따uooyen[70]은 고온의 물에서 합금fOO의 IGS<χ가 active-맹ssive 

전이 영역(부식 전위보다 150 - 200 mV 높은 전위영역)에서 빠르게 일어나 

고， 안정한 부동태 피막이 형성하는 부동태 영역에서 균열성장속도가 급격히 

낮아지는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슬립용해/피막파괴 모탤롤 합금 600의 IGSCC 
기구로 제안하였다. 

업계를 따라 균열이 전파하는 이유로 첫째 업계 주위에 전위 (disloca디on)의 

pile-up으로 인하여 변형이 집중적으로 얼어나 피막이 파괴되고 업계가 입내 

에 비하여 양극적 (an여ic)이기 때문에 부식이 업계를 따라 일어난다. 둘째로， 

입계에 불순물이 편석되어 업계에 형성된 부동태 피막의 조성 및 구조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IGAlIGSCC로 발전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모텔은 Cr탄 

화물이 석출하여 예민화된 합금 600 01 용체화 처리한 것 보다 IGSCC 저항성 

이 높은 이유률 적절히 셜명하지 못하고 있다. 

고온의 고순도 물에서 일어나는 합금 600의 웅력부식규열은 온도에 강하게 

의흔적이면셔 수소와 냉간가공에 의하여 촉진되며 부식전위 대하여 양극 전위 

와 음극전위에서 공히 일어난다. Bandy와 Vanrooyen은 양극분극에서 일어냐 

는 웅력부식균열올 슬립용해-피막파괴 모렐로 그리고 음극분극에서 일어나는 

웅력부식균열을 수소 유기 기구(hydrogen induced mechanism)로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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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크리프(creen) 모렐 

Was 둥[71]은 합끔 앉U의 IGSCC에 미치는 크리프(creep) 역할올 강조하였 

다. 그들은 C, P, B올 첨가한 합금600올 실험합금으로 제조하여 360-400"C의 

고 순도 탈기한 물과 곁은 온도의 Ar 분위기에서 CERT 시험을 행하였다. 시 
험결과， C， P , B를 첨가하지 않은 고 순도의 합금 600이 물애서 IGSCC에 먼 

감함올 보였고，Ar분위기에서도 업계균열어 일어나 고 순도 물에서 일어나는 

IGSCC가 크리프에 의하여 일어나는 것으로 주장하였다. 물론 물에서의 균열 

성장속도가 Ar에서 보다 빠르다. 그리고 입계에 Cr이 고갈되거나 Cr-탄화물 

이 형성되는 것은 업계균열을 촉진기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내에 고용된 C의 함량이 충가하면 물에서의 파단면의 입계균열의 분율 

이 감소하였는데 P와 B도 정도는 낮지만 C과 유사한 영향올 보였다. 이러한 

이유를 이들 원소들이 확산속도를 지연시켜 합금의 크리프 속도를 낮추기 때 

문이라고 철명하였다. 그들은 냉간 가공올 받거나 결정립 (grain)크기가 미세할 

수록 IGSCC 민감도가 증가하는 것올 이러한 처리가 크려프속도를 증가시키 

기 때문인 것으로 셜명하였다. 그러나 Was의 크리프 모텔은 고온 물에서 용체 

화 처리한 합금 앉%이 업계에 크롬 탄화물 석출한 처리를 한것 보다 IGSCC 

에 더 민감한 이유률 적절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C. 수소유기 꽁꽁 연결 모텔(Hvdro~en Induced Void-Lika~e Model. HIVL

파앨빌l 

Shewmon 둥[72]은 합금 600의 IGSCC 모텔로 HlVL-Model을 제안하였는 

데 이 모텔은 Fig. 4.2.19로 잘 설명할 수 있다. 탈기한 고온의 물/수중기 분위 

기에서 IGSCC 균열의 선단 전방의 업계에 슬립 (slip)의 충돌에 의하여 0.2 μm 

거리를 두고 일련의 미셰 공공(microvioid)들이 생성 및 성장하고， 이들 공공 

사이에 웅력유기확산(stress induced diffusion)에 의하여 균열선단 전방의 업 

계로 이동한 수소와 업계주위의 탄소가 반웅하여 메탄기공들이 생성된다. 이 

러한 공공의 핵 생성과 성장은 슬립과 용력， 그리고 고압의 메탄가스에 의하 

여 촉진되어 균열로 연결된다. 

그들은 메탄가스는 균열선단(crack 디p)에서 부식으로 생산된 수소와 합금의 

업계 근처에 고용된 탄소와의 반웅에 의하여 형성된어 void의 생성 및 성장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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돕는다고 주장하였다(Fig. 4.2.19). 실제로 Shewmon 퉁은 이러한 void들이 균 

열션단 전방에 생성한 것올 관찰하였다. 

HIVL-model에 따르면 업계에 Cr-탄화물이 석출한 조직은 업계의 탄소의 

활동도(activity)가 낮아 명형 메탄가스 압력이 감소하여 IGSCC가 느리게 진 

행되는 반면 용체화처리한 조직은 탄소가 고용되어 메탄가스의 압력이 높아 

IGSCC 성장속도가 빠르다고 주장하였다. 어째든， HIVL-Model은 부식전위 보 

다 높은 active-passive transition 전위 영역에서 일어나는 IGSCC에 대하여 
명쾌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 외에도 Cr-탄화물이 업계에 반 연속적으로 석출한 합금 600의 IGSCC 

저항성이 탄화물이 없는 합금보다 높은 이유를 셜명하기 위하여 업계에 석출 

한 탄화물이 전위 (dislocation)의 생성 원천으로 작용하여 균열 선단에서 소성 

변형을 촉진시키어 그 결과 균열의 선단을 무디게 (blunting) 함으로써 균열선 

단의 웅력올 감소시킨다는 주장[73]이 제기되었으나 이는 웅력부식규열에 미 

치는 요소 중 전기화학적인 것을 경시하고 기계 역학적인 것올 중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다른 주장[74]은 Cr-탄화물의 입계석출로 인한 Cr-고갈영역에 

증가된 니켈함량이 알칼리 성 분위기에서 웅력부식 저항성올 증가시킨다는 것 

이다. 

4.2.6. 요약 

PWR에 사용되는 중기 발생 관 재료인 합금 600의 1차측과 2차측 물에서의 

내식성은 크게 그 재료 자체의 특성(조성， 탄소 함량， 열처리 동에 따른 미세 

구조의 변화， 웅력， 표면 피막)과 환경적 요인(pH， 온도， 전기 화학적 전위， 수 

소의 분압이나 농도， 붕산， 리륨 수산화물과 같은 첨가물의 양 둥)에 의해 결 

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들을 Table 2에 요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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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Factors affecting IGSCC of Alloy 600 in primary and secondary 

waters in PWR steam generator tubings. 

인 자 1 차측 IGSCC에 미치는 영향 2 차측 IGSCC에 미치는 영향 

용 력 
유해: 용력과 변형률의 증가에 따라 

1 차측에서와 동일 
IGSCC가 중가한다. 

IGSCC는 수소 환원에 대한 가역 전 

위보다 더 낮은 전위 그리고 활성/부 

전극 전위 
동태 전위 지역에서 발생하며， 그보다 IGSCC는 활성/부동태 전위 영 역 과 그 

300 mV이상되는 전위에셔는 발생하 보다 약간 낮은 전위에셔 발생한다. 

지 않는다. 높온 양극 전위에서도 발 

생한다. 

어닐링 
1α)()t이상에서의 공장 어닐링: 유익함. 

700 t얘서의 열처리: 유익합. 
온도 

약 920 t에서의 공장 어닐링: 유해합 

분자수소 
유해합H2의 파압이 최대치가 될 때 낮은 과압에 대해서논 보고되지 않았 

까지 중가하다가 그 이후 감소함. 으며， 높은 과압은 유익함. 

NaOH 농도가 10%까지 증가함에 따 

pH 명확하지 않다. 
라 유해한 효파가 중가하지 만， NaOH 

농도가 그 이상 되어도 더 이상 유해 

효과가 변하지 않는다. 

미쩨구조 
업간 탄화몰아 석출된 미세한 결청 립 구조: 유혜함. 

반연속적인 크톰 탄화률이 업계에 석출된 구조: 유익합. 

탄소함량 탄소함량이 0.3%까지 중가하는 동안은 IGSCC에 대한 저항성이 중가함. 

미소 합금 
Si, N: 유해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 

훤소 
나， 명확하지 않읍. 1 차측과 동일 

Nb, Ti: 유익함. 

불순물 P , S: 유해함 1 차측과 동일 

산화물 피막의 몰리적 특성에 따라 복잡한 효과률 나타냄. 

피막 (피막에는 Cr함량이 부화(rich)되며， pH가 10보다 큰 경우에는 Ni이 부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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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2. Effect of heat treatments on 강le ano며C 

polarization curves of alloy 600 at 350 'C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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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4. Crack grow안1 rate as a function of reciprocal of ternperature 

for a1loy 600 in pure water. Crack growth rates were 

measured using the slow strain rate techr피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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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5. E짧rt of Ni ∞ntent 00 the susc혹뼈납lity to SCC of 때π뾰rial 

Fe-Ni-Cr alloys in high-temperature NaOH solutiO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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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핏 탱 부식 (Pitting Corrosion) 

4.3.1. 서론 

국부부식(μca1ized corrosion)은 금속표면의 보호피막이 파괴되어 그 부분 

에 집중적으로 부식이 일어나는 현상 또는 한 부분이 나머지 표면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부식 되 는 현상으로 정 의 된다.[1] 틈부식 (Crevice corrosion)과 핏 

탱부식(Pitting corrosion)은 가장 혼한 국부부식의 형태이다. 

핏탱부식은 완전히 명명한 표면에서 부동태 피막이 파괴되는 국부부삭의 일 

종으로 용액에 노출된 다른 부분은 안정한 상태로 있으면서 피막 파괴된 부
분만 

‘공격’받아 용해되는 현상이다. ‘공격’하는 이온들은 halide ion들인 Bromide(B-), 

I여ide(r) ， Chloride(Cn 이온들이다. 이중 염화물 (Chloride, cn이온이 가장 

주위에 흔히 접할 수 있는 이온이다. 이 염화물 이온은 알루미늄과 스테인
리 

스강에 국부부식올 일으키는 가장 큰 요인으로， 부동태 피막중의 결함들 - 작 

게는 돌출된 나선전위 (screw dislocation)로부터 크게는 석출물까지 - 이 있는 

곳이면 어느곳이든지 핏탱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올 제공한다. 그러나 cr이
 

온은 부동태 피막올 형성하는 반웅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만들어진 부동 

태 피막에 결함올 형성함으로써 핏탱이 일어나기 쉽게 만든다. 또한 Cl 이온은 

부동태 피막에 홉착되어 피막내에 폰재한다.[2] 이 cr 이온의 농도가 높은 피 
막은 Me-Q결합이 아닌 약한 Me-Cl결합이 많기 때문에 불안정해지고 금속

이 

온 공공(Metal ion vacancy)이 만들어져 산화물-금속 경계면(oxide meta1 

boundary)에서 금속이온의 용해 속도가 크게 된다. 대부분의 경우， 
me떠l 

chloride는 수용성 이 다. 

핏탱 부식을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나누어 특정한 온도와 농도의 용액 

에 주어진 시칸동안 침지 (immersion)하여 부식된 무게나 가장 깊은 pit의 깊 

이률 측정하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용액에 첨지하는 방법온 측정방
법이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최근에는 전기화학적 측정방법이 널리 쓰
 

이고 었다.[3，쇠 전기 화학적 측정법에는 일반적으로 4가지가 사용되는데， 양극 

분극시 험 (Anodic polirization) [5] , 단주 기 동전위 핏 탱 주사시 험 (Single-cycle 

Potentiodynamic Pitting Scan Test, PPS) [6], Potentiostatic Holding test [7], 

Scratch Chronoamperometry [8, 9] 퉁이 사용된다. 산성용액에서 스테인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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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일반적인 양극분극곡선을 Fig. 4.3.1에 나타내었다. 용액 B는 핏탱 부식 

을 조장하는 음이온들 (Cr, Br- 퉁)이 포함된 용액이며 용액 A는 그러한 음 

이온이 없는 용액을 가리킨다. 그림에서 :Epit는 핏팅전위 (Pitting potentia1)를 

의미한다. 전위를 E찌t 이상으로 올려주면 전류가 크게 증가하는데， 이것은 여 

러곳에서 pit가 생성되며 이미 생성된 pit는 계속해서 자라기 때문이다. 즉 :Epit 

는 시편이 핏탱부식이 일어나지 않고 견딜 수 있는 최고의 전위를 말한다. 따 

라서 합금의 E미t가 높으면 높을수록 핏탱부식에 대한 저항성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시편에 전위를 가하지 않고 용액에 침지했을 때의 부식전위를 

Ecorr( Corrosion potenti떠 or Open circuit potentia1, Eoc) 이 라 한다. 전 위 를 양극 
쪽으로 주사하는 속도에 따라 E뼈t가 변할 수 있으므로， 주사속도를 느리 게， 그 

리고 일정하게 유지활 필요가 있다. 

Fig. 4.3.2은 중성용액에서 스테인리스강에 순환분극시험을 행하였올 때의 

일반적인 결과롤 나타낸다. 부동태 피막이 파괴된 후에 음극방향으로 전위를 

반전하면 전류가 파괴되기 전의 값으로 돌아오는 점이 있는데 이것올 :Ep 

(Protection poten다a1; 보호전위 또는 E", Repassivation potentia1 재부동태 

전위)이라고 한다. Ep이하의 전위에서는 모든 피트(pit)가 재부동태 되어 핏탱 

부식이 방지된다.:Ep은 pit내부의 면적이 얼마나 큰가에 따라 또는 pit내부의 

용액의 부피에 따라 변하므로 비교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올 측정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특정한 tr없lspassive전류에서 전위를 반전시켜서 :Ep을 얻는 것 

이다. 

4.3.2. 중기 발생기 세관의 핏탱부식 현상 

Inconel 600과 같은 우수한 내식성 소재의 보호피막이 국부적으로 파괴될 

때 발생하는 극단척인 국부부식 현상으로서 Cold L맹측 슬러지더미 속애 묻 

혀있는 전열관 또는 Cu성분이 함유된 Sca1e이 생성된 전열관에서 주로 발생 

하며， ‘88년 설비개선이 이루어지기까지 복수기와 급수가열기의 튜브를 Cu-Ni 

튜브로 사용하여 Cu 성분이 슬러지의 최고 85%까지를 차지하였던 고리 1호 

기 전열판 손상의 대표적인 형태이다. 

Inconel 600 전열관의 핏탱부식은 150t 이상의 온도범위에서 대개 발생하 

기 때문에 주로 Cold Leg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며 핏탱부식올 일으키는 주 원 

인인 cr이온은 주로 복수기 누설사고에 의해 유입된 해수가 주 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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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RI NP-5207 Report가 제시하는 핏탱 기구(mech킹úsm)에 의하면 튜브표변 

에 고착된 슬러지에 의해 틈새가 형성되어 급수중의 cr, SxOy=계열 이온과 

용존산소가 작용하여 틈새부식이 발생하고， 틈새부식이 셔서히 진전되며 형성 

되는 산성분위기에 의해 급수중의 동성분이 틈새에 도금된다. 도금현상은 

Cu2+이온이 2개의 전자를 내어놓고 Cu가 되는 음극반용 (Cath여icR않ction) ， 
즉 환원반웅이므로 Cu가 도금되는 주변에는 이에 상용하는 산화반용， 족 양극 

반용이 생기게 되며 금속 M이 M+ 이온으로 변화되는 양극반웅인 금속용해 

(Met머 Dissolution)현상에 의 하여 Pit형 성 이 가속화된다. (Fig. 4.3.3 참조) 

보호피막이 깨어지고 피트들이 생기는 수개월 내지 수년간의 잠복기률 거쳐 

형성된 핏트의 입구 폐쇄도가 엄계혜쇄도 이상이면 용액의 섞임이 어려위지므 

로 피트 내부와 외부의 용존산소 농도가 달라져 전위차가 생기게 된다. 이 천 

위차에 의해 피트 내부에셔는 Fe또는 Cr의 금속용해 반용이 증가하여 M+ 이 

온이 더욱 충가하고 외부로 확산이 어려훈 상태이므로 Charge Neutrality를 

맞추기 위하여 급수중에서 특히 확산속도가 빠른 cr이온올 Pit내부로 끌어들 

이게 되고， 양이온에 의한 물의 가수분해반웅(Hydrolysis 반웅)이 피트 내부의 

pH를 더욱 낮추게 (pH 3이하) 된다. 

MClz + 2H20 • M(OH}z + 2HCl 

pH가 낮온 용액온 피트내부 금속표면에 산화피막이 재생 (Rep당ssivation)되 

는 것을 방해하게 되므로 국지천지에 해당하는 피트에서의 양극‘반용， 즉 금촉 

용해 현상이 계속되어 펴트는 자동촉매착용 (autoca떠lytic reaction)에 의혜 

계속 성장하여 결국은 전열관에 작은 구명으로 관통하게 된다. 

핏탱이 발생한 전열판은 슬리이뱅으로 보수가 가능하며， 화학세청을 통하여 

중기발생기의 이차측 환경의 부식성을 낮추고 이차측의 수화학 통제를 강화하 

여 용존된 오염물질율 줄이는 것이 핏탱을 방지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고리 1 

호기에서 지난 1989년에 슬러지를 제거하고 그중에서도 특히 Cu 이온을 잘 

재거할 수 있어 핏탱 부식에 대해 가장 효과적인 억체책이라고 알려진 화학세 

청올 시행하여 핏탱부식이 현저히 줄어들기는 하였으나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고리 1호기 중기발생기 전열관 보수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유는 핏탱 

부식이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자동촉매 특성올 가지고 있어 일단 발생하면 

성장을 억제하기 어려운 특성올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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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환경적 요인이 핏탱에 미치는 영향 

A. CU2
+. cr. soi- 이온에 의하 엿학 r101 

핏탱부식은 금속의 보호피막이 국부적으로 파괴될 때 일어나는 현상으로 특 

히 PWR의 이 차측 환경 에서 의 Cu2
+, cr, soi- 이온들은 Alloy 앉)()， 690의 핏 

탱부식에 영향올 주는 것으로 알려져 었다. Was둥은 [10] 이러한 이온들의 핏 

팅부삭애 미치는 영향을 둥온 capsule test 결과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데， 실 

험결과를 Fig. 4.3.4에 나타내었다. cr/soi- 무게비를 변화시킨 결과에 대해 
cr이온이 pit의 깊이에 영향올 주는 반면에 soi-이온은 상대적으로 pit업구의 

넓이에 관여한다. 또한 핏탱부식에 대해 Cu2+가 첨가되지 않는 용액조건에 대 

해서는 핏탱부식이 관찰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Cu2+이온이 핏탱부식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었다. 또한 이 실험결과에 의하면 Alloy 

690이 Alloy 600에 비하여 높은 Cr함량에도 불구하고 더 낮은 핏탱저항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Fig. 4.3.5) 

B. Boric Acid에 의하 C챔학 rll] 

Was둥은 또한 Boric Acid내에서의 pit 성장과정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는 

데， 75t에서 2 주동안 수행된 노출시험 결과， 용액내의 산소를 제거한 상태에 

서 용액내에 산소가 존재하고 있는 경우에 비해 pit 성장이 4-6배 가량 빠륨 

을 알 수 었다.(Fig. 4.3.6) 특히 Borate (B033-) 이온은 농도에 따른 pit밀도 

의 변화를 보여주는 Fig. 4.3.7의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Borate이온으로 인 

해 pit들이 집단적으로 뭉쳐서 나타나는 경향올 보임올 알 수 있다. 

C. cr와 S?O!l2- 이온이 함유된 용액에서의 Pittimz Corrosion r121 

일반적인 금속의 핏탱부식에서 cr은 악영향올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에 cr이온의 농도가 그리 높지 않는 수용액 ([cr]드0.001) 에 있어 

πuosulfate이온 (s찌32-)은 Chloride 여온에 의한 핏탱부식올 억제하는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었다. (Fig. 4.3.8, Fig. 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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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2. Schematic drawing of cyclic polirization curve for Stainless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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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덴 탱 (Denting) 

4.4.1. 중기발생기 세관의 덴탱 (Denting) 현상 

덴탱은 세관과 세관 지지판 포는 세관과 tubesheet 사이의 틈새에서 주로 

발생하는 현상으로써 탄소강 세관 지지판에서 생성되는 부식산화물이 세관을 

압박하는 것올 말한다(Fig. 4.4.1.)[1]. 탄소강 세관 지지판이 부식되면 부식된 

양의 약 2배에 해당하는 부피를 갖는 부식생성물인 마그네타이트(magne피te， 

Fes04)가 생성되어 세관을 합박하여 변형올 일으킨다. 

마그네타이트에 의해 유발된 용력은 변형올 일으킬 뿐만 아니라 scc를 유발， 

심하면 파괴에까지 이르게 하고， 세관지지판의 지지조건올 pinnedcondition에서 

clamped condition으로 바꾸어 세관 고유진동수 중가， 진동감쇄비의 감소 및 

관표면 웅력 중가로 유체탄성 진동에 의한 고주파피로를 유발하기도 한다. 

4.4.2. 덴탱 발생기구 

탄소강 세관지지판의 철(Fe)이 산화하면서 산소를 소비하면 용폰산소의 확 

산이 어려운 틈새와 세관지지판 사이에 산소농도차로 인한 전위차가 발생한 

다. 이러한 전위차를 없애기 위해 철의 산화반웅이 다음과 같이 계속된다. 

3Fe + 4H20 • Fes04 + 8H+ + 8e (식 1) 

식 1의 반용에 의해 틈새에는 H+ 이온의 농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전기적 

중성을 맞추기 위해 Cl 이온이 틈새로 침투하여 더욱 산성화시킴으써 비보호 

성 다공 마그네타이트(Nonprotec디ve porous magne다te， NPM)의 형성이 더욱 

가속화된다[2]. 

A. 비보호성 다공성 마그네타이트의 섯작(Linear 2rowth of nonorotective 

oxide laver of mrumetite) 

Fig. 4.4.2는 cr 이온이 있는 산성 분위기에서 마그네타이트 산화물충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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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을 보여주는 Potter와 Mann의 연구결과이다[3]. 초기 단계에서 마그네타이 

트는 직선적으로 성장하며 온도가 높올수록 성장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Potter와 Mann은 또한 초기 단계에서 생성된 마그네타이트 산화물층이 

비보호성 산화물층임올 밝혀내었다. 중성이나 약 염기성 분위기에서는 보호성 

산화물층이 형성되는데 반해 산성 분위기에서 비보호성 산화물충이 생성되는 

이유는 냉각수 내에 존재하는 Fe2+, Ni2+, Cu2+ 둥 금속이용의 가수분해 반웅에 

의해 틈새가 산성의 Cl 이온 분위기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cr 이온은 금속수 
산화물을 형성함으로써 pH를 낮출 뿐만 아니라 피막올 공격하여 보호성올 저 

하시키는 역할올 한다. 틈새에서 Fe의 산화반웅， cr 이온의 침투， 산성화 과 
정은 상호 영향올 주면서 가속화되는 자동촉매 반웅이다. 덴탱 발생 부위에서 

염화물의 농도가 세관지지판보다 약 20，αm배 이상 (4000 pprn 이상)높게 검출 

된 것은 자동 촉매 반웅으로 인한 cr 이온의 농축 때문이다. 

B. 금속 산화물 첨가의 역학 

해수 분위기에 CuO, NiO 둥올 첨가하면 덴탱 속도가 빨라지게 된다[4，5]. 

금속 산화물의 첨가가 덴탱 속도를 증가시키는 이유에 대해서 Van Rooyen파 

Weeks는 금속 이 온 (Cu2+, Ni2+) 활성 화(catalytic) 효과와 환원반웅올 위 한 분 

극전위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동시에 일으키기 때문으로 설명하고 었다. 즉， 

Cu2
+ 이온은 철수산화물을 마그네타이트로 바꾸는 효과와 함께 환원 분극전위 

의 감소-산화 분극전위 중가-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Garney는 금속이온보다 산소 둥과 같은 산화제가 멘탱 속도 증 

가에 더 큰 역할올 한다고 주장하였다. Fig. 4.4.3은 중성의 염화물 분위기에서 

산소 농도와 염소 농도의 곱이 0.4 rng2/kg2를 념올 때에만 덴팅이 일어나는 

것을 나타낸다. Fig. 3과 같은 조건이 용폰산소 농도가 낮은 틈새에서도 적용 
된다고 가정하면 덴탱에 있어서 금속이온보다 산소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할수 있다. 

c. Macdona1d 모텔 

Park과 Macdona1d는 금속 양이온이 함유된 고온 산성 염화물 용액에서 다 

공성 마그네타이트 피막의 성장에 대해서 연구하였다[6，7]. 교류 엄피던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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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용액의 저항올 측정한 결과， 용존산소와 금속이온이 모두 존재하지 않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용액의 저항이 점차 감소하다가 결국에는 일정한 값에 

도달하는 것을 밝혀내었다(Fig. 4.4.4). 그들은 이런 철파로부터 피막의 초기성 

장 속도는 자동 촉매 반웅 때문에 급격히 증가하지만， 오랜 시간 후에는 일정 

한 값올 가진다고 주장하였다. 성장속도가 일정한 값에 수렴하는 이유는 초기 

단계의 자기활성화 반웅의 속도를 결정하는 금속 양이온의 가수분해 속도와 

염소 이온의 전달 과정이 오랜 시간 이후에는 일정한 값에 도달하기 때문으로 

셜명하고 있다. 즉 그들의 이론에 따르면， 고온 염화 이온 분위기에서는 수소 

이온올 생성시키는 Cu2+, Ni2+, Fe2+ 퉁 금속이온의 가수분해 반용이 탄소강의 

부식 속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4.4.3. 방지 대책 

A. 부석 분위기 제어 

이상의 여러 이론들과 연구 결과들로부터 세관/세관지지대， 세관/세관지지관 

틈새의 부식 분위기를 막아주는 것이 가장 좋은 덴탱 방지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산성 분위기를 막아주기 위해 중성화제나 버퍼 용액 둥을 첨가하 

는 것이 필요하다. 봉소산(boric acid)과 인산(phosphoric acid)이 가장 대표적 

인 덴탱 억제제인데 현재 대부분의 발전소에서 사용되고 있는 상태이다. 또한 

N강f4나 염기성 염올 소량 첨가하여 냉각수가 약 염기성올 유지하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산성 분위기를 제어하는 것 쁜만 아니라 냉각수의 오염 

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 마그네타이트가 생성， 성장하는 이차측 냉각수 내에 

덴탱올 촉진시키는 염소 이온이나 금속 이온의 오염을 막는 것이 필요하다. 

B. 세관 및 세관지지확 성계 

덴탱 현상은 용흔산소의 이동이 어렵고 유체의 속도 변화에 의한 압력 강하가 

일어나는 틈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재료 껄계 또한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고리 1호기에서는 이미 세관지지판의 틈새부 형상올 &피ed hole 

type에서 quartrefoil type으로 바꿈으로써 덴탱 현상올 개선하였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국 EPRI에서 평가 중인 여러 가지 설계 방법올 조사할 필요가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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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세판지지환 교체 

세판지지판의 Cr 함량이 중가하면 비보호성 마그네타이트 산화물 형성이 

저하되는 정향이 있기 때분에 12% 이상의 Cr이 함유되어 있는 스테인리스 강 

교체가 고려 중에 있다. 여러 가지 합금 재료 중에서 덴탱에 대한 저항성을 

Fig. 4.4.5애 나타내었으며 열둥한 순서대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탄소강 <

AISI 405/409 SS < AISI 347 SS < SCR - 3 < Alloy α)()/690[8]. 

재료 선택에서 고려해야 할 점 중에 포 하나는 세관 재료와 세관 지지판 사 

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갈바닉 부식에 대한 것이다. Fig. 4.4.6은 여러 가지 합 

금올 세관 재료인 Alloy 600과 전기적으로 연결하였올 때의 pH에 따른 부식 

속도를 나타낸 것이다. 부식속도를 순서대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1018 탄소 

강 > AISI 410 SS - AISI 405 SS > AISI 430 SS > AISI 347 SS > Alloy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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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Corrosion Fatigue / Fretting Corrosion 

4.5.1. 부식 피 로 (Corrosion Fatigue) 

부식피로는 금속재료가 부식적인 환경에서 주기적인 웅력에 노출되었을 때 

발생하는 파괴로서 공격적인(aggressive) 환경에 노출되지 않은 진공이나 건 

조된 불활성 분위기에서 주기적 웅력을 받아 파괴가 일어나는 기계적 ‘피로’와 

는 구별될수있다. 또한， 부식피로는 환경적 요인에 의해 균열이 발생한다는 점 

에서 웅력부식균열과 매우 비슷하지만， 부식피로는 모든 금속과 합금이 수용 

성분위기에서 발생할수 있는 반면에 웅력부식균열은 특정 분위기에서 재료 표 

면에 부동태피막이나 보호피막이 형성되는 합금에서만 일어난다. 기계적피로， 

웅력부식균열과 부식피로의 차이를 보여주는 모식도가 Fig. 4.5.1 에 나타내었 

다. 부식피로는 기계적 피로현상과 부식이 동시에 일어나는 활성용해상태에서 

도 관찰된다. 그러나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부식피로는 일반부식올 

방지하기 위해 불활성피막으로 보호되는 합금에서 발생하고， 피탱부식에 의한 

국부적인 피막의 파괴로 부식피로균열어 시작된다. 

부식피로 중 고주기 (high cyc1e) 피로는 재료의 국부적인 부분만이 소성변형 

이 일어나고 나머지 부분은 탄성변형이 일어나게 하는 하중이 주기적으로 가 

해졌을 때 일어나는데， 명활하거나 또는 notch가 있는 원기퉁형 시편올 만들 

어 주기적인 하중올 인가해줌으로써 재료의 피로거동을 관찰할수 있고， 그 시 

험결과는 인가된 주기적 웅력의 진폭(Oa=(Om없-Omin)/2)올 파괴가 일어날때까지 

의 주기 횟수의 함수로 나타내는 Woh1er 곡선으로 표시한다. 세가지 다른 환 

경에서 서험된 Fe-13Cr stee1(AISI 403 SS)의 결파롤 Fig. 4.5.2 에 나타내었 

다.[2] 

이 재료는 발전소의 steam-turbine blade에 사용되는데. turbine blade는 고 

주파수의 진동에 노출되어 주기적인 작은 웅력올 장기간 받게 된다. 피로강도 

또는 endurance limit이라고 불리우는 피로한계 (N)는 합금의 피로에 대한 저 

항성올 나타내는 척도로서. Fig. 2에서 결과에서 볼수 있듯이 공기같은 비교적 

덜 공격적인 분위기에서는 피로 한계가 5X106보다 크다. 그러나， 증류수 분위 
기와 1% NaCl용액 분위기에서는 야 한계가 명백허 나타나지 않고， 주기수가 

107이나108으로 증가함에 따라 웅력진폭(oa)도 계속 감소하였다. N=107에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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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척 웅력 진폭(가꿈 부식 피로 강도라고 볼리기도 한다.)용 공기충에서의 값 

과 비교해서 수용성분위기에서의 값이 크게 감소한다. 

Fig. 4.5.2 에 나타난 부식피로거동에 미치는 환경적 요인의 영향은 여러 합 

금/환경 계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난다. 대부분의 합금은 슐기가 있는 공기도 

치명적인 분위기가 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피로 한계는 오직 진공이나 건조된 

불활성 가스 분위기에서만 측정될수 었다. 이런 이유로 습기가 었는 공기에서 

의 피로도 부식피로로 간주된다. 

Oa 대 N으로 나타내어지는 곡션에서 피로수명은 진행가능한 균열이 발생하 

는 주기의 횟수나 시간으로 나타내지는데， 노치가 았는 시편으로 시험한 결과 

(Fig. 4.5.3)는 노치가 없는 명활한 시편으로 시험한 결과(Fig. 4.52)와 차t야가 

있었다. 족， 주어진 분위기에서 노치의 존재는 같은 웅력에서 파괴에 이르는 

주기 횟수를 감소시켜 결국 부식피로강도률 감소시키고， 더불어 물 분위기에 

서의 부식피로강도와 NaCl용액 분위기에서의 부식피로강도의 차이도 현저히 

감소시킨다. Speidel[2] 둥에 의해 논의된 바같이 노치의 존재는 공격척인 환 

경의 역할과 마찬가지로 굵열의 발생올 용이하게 한다. 여러 조성의 Fe-Cr

Ni합금에서 부식피로에 대한 저항성온 핏탱부식의 저항성과 일차했는데[2] ， 실 

재로 사용중인 기계 부품이나 구조물에서 부식피로균열은 핏트에서 자주 발생 

한다. 

그러나 모든 부식펴로균열이 부식핏트에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L려rd와 

Duquette[3]둥은 주기적인 하중이 걸렸을 때 명구적 slip band의 선택적 용해 
(주로 활성용해 조건에 있는 금속에서)나 slip step에서 부동태피막의 기계적 

파괴， 또는 지역적으로 표면에너지를 감소시켜주는 특정 원소의 홉착 둥에 의 

해 균열어 발생할수 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발전소에서 대부분의 경우 부 

식피로균열은 핏탱부식이나 피막파괴로 인하여 발생한다. 

금속재료의 부식피로거동에 영향올 미치는 것은 기계적， 재료적， 환경적 요 

인으로 구별할수 있는데[4]， 기계적 요인은 주로 웅력으로서 주기적 용력진폭 

(Oa)과 평균웅력 (Om=(Omax+O빼)2)이 파괴에 이르는 주기의 횟수에 영향을 준다. 

평굵웅력이 0일 때 Oa의 영향은 Fig. 4.5.2와 Fig. 4.5.3에 나타나 었다. 명균웅 

력이 중가하면 파괴에 이르는 주기의 횟수는 감소한다. 

부식피로거동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은 주로 분위기의 조성으로 이것 

온 부식피로강도와 부식피로 균열성장속도에 큰 영향을 준다. 그러나 이것 외 

에도 온도， 이온종의 농도， pH, 전위 둥도 부식피로에 영향올 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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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금조성이나， 불순물의 폰재， 미세구조， 결정구조 동의 재료적 요인도 부식 

피로에 큰 영향을 주지만， 웅력부식균열에서 미치는 영향만큼은 크지 않다. 

4.5.2. 중기발생기 세관의 부식파로 

원자력 발전소의 환경에서 니켈기지 합금의 부식피로거동은 철기지 합금에 

서 이루어진 연구에서만큼 널리 연구되지는 않았다. 

Eason과 Lyle둥은 Alloy 600으로 만들어 진 Once-through steam generators 

(OTSGs) 튜브에서 환경 유기 입내균열의 발생에 대해 연구하였다[5，6]. 바깥 

표면에서 시작된 균열이 상부 tubesheet 아래 지역이나 highest tube 지지 판 

근처에서 발생하면 1차측과 2차측 사이에 틈이 생겨 결국 발전이 중단되게 되 

는데， 이러한 균열은 부식 분위기에서 작은 진폭의 진동이 야기시키는 저주기 

부식피로현상 때문에 발생한다. 이런 부식 분위기는 OTSGs의 상단부분 내에 

수중기에 의해 만들어진 작은 물방울(droplet)속으로 불순물이 이동하면서 농 

도가 증가되기 때문에 만들어진다[7]. 

316t , AVT용액에서 시험한 결과， 높은 주기 (N=107 cycle)에서 피로강도 

(=260 MPa, 38 ksD의 저하는 나타나지 않았다[8，9]. 그러나 발전소의 실제환 

경에서 발견되는 불순물이 존재하는 산성 용액(7% Nél2S04, 1 % Na2Si03를 

함유한 pH 2의 용액)에서 실험한 결과 Fig. 4.5.4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로강 

도가 공기중에서의 피로강도보다 40% 이상 감소하였다. 같은 불순물농도를 
함유한 알칼리 용액 (pH=12.6)에서의 피로캉도는 공기중에서의 피로강도보다 

20%정도 감소하여 산성용액에서의 결과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미미하였다. 

Shee1ζS풍은 산소가 용존된(7 ppm02) 288t용액에서 예민화된 Alloy 600의 

주기적 균열성장속도에 0.1 - 10 Hz 범위의 인가용력 주파수가 큰 영향을 미 

치는 반면에， 탈기화된 용액이나 AVT용액에서는 큰 영향올 미치지 않았음을 

보고하였다[1이. 

Theus와 Daniel풍은 OTSGs의 피로균열 빈도를 줄이기 위해 열린 lane이 

없게 디자인올 하고， 발전소 작업공정에서 tube에 가해지는 주기적인 하중을 

줄이면서， 더불어 차가운 feed water7t 뜨거운 tube에 주사되지 않도록 외부 

보조(au엄U하y) 노즐올 차단하고， 공격 적 인 (aggressive) 화합물의 농도가 증가 

하지 않도록 엄격한 수질관리를 해주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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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SGs에 사용되는 Alloy 600에서의 부식피로에 대한 연구는 몇몇 연구자 

에 의해 이루어졌지만， 다른 분위기에서 사용되는 Alloy 600의 부식피로거동 

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특히 Alloy 690의 부식피로에 대한 연구 

는 아직 보고된바가 없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4.5.3. 마찰 부식 (Fretting Corrosion) 

Fret디ng부식은 하중아 가해진 상태에서 진동이나 slip에 노출된 재료사이의 

접촉면에서 발생하여， 부식생성물로 둘러싸인 피트나 홈올 생성시킨다. 

Fretting부식은 마찰산화， 마모산화， chafing 둥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주로 엔 

진부품， 자동화부품， 볼트로 조여진 재료둥에서 나타난다. 또， 발전소의 열교환 

기에서 tube률 지지하기 위한 tubesheet와 tube사아에서도 발생한다. 

Fretting부식은 재료롤 파괴하고， 산화물 부스러기를 생성시키며， Fretting부 

식에 의해 재료 접촉면이 느슨해지면 파도한 변형이 일어나고， 웅력이 집중되 

게 하는 핏트가 생성되어 재료의 피로파괴가 발생하기도 한다. 

Fretting부식은 재료의 접촉면이 하중을 받아， 두 재료의 접촉면사이에서 진 

동이나 반복된 유통이 일어나고， 접촉면에서의 하중이나 반복된 유동이 표면 

에 slip이나 변형올 일으킬 수 있올 때 발생한다. Fig. 4.5.5는 fretting부식이 

일어날 수 있는 대표적인 예로 shaft에 조여진 b허1 be하ing사이 접촉면율 보 
여주고 있다.[11] 

Fret파19부식을 방지하는 방법은 다옴과 같다.[12] 

1. 재료 접촉면 사이에 완충물올 넣어주거나， 코탱을 하여 재료의 직첩적인 

fretting부식올 방지한다. 

2. 접촉면 사이에 걸리는 하중율 완화하여 재료의 유동은 커지지만， 마모는 
작아지게 만든다. 

3. 접촉면 사이에 하중을 더 가하여 재료의 유동이 적어지게 만든다. 

4. 재료 표면올 거철게 하여 마찰력이 커지게 함으로써 재료의 유동이 적어 

지게 만든다. 

5. 주어진 분위기에서 내마모성이 좋은 재료를 선돼한다. 

핵발전소의 열교환기에서 tube를 지지하기 위한 tubesheet와 tube사이에서 

fretting 부식 이 발생하지만， tube재료로 널리 사용되는 Alloy 앉m파 Alloy 690 

에서의 fretting부식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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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Composition 
Heat Treatment 
Microstructure 
Surface Condition 

Environment 

Composition 
Temperature 
Electrode Potential 
Flow rate 

Service Stress 
Fit-up Stress 
Aesidual Stress 
Straln Aate 

Fig. 4.5.46. 1bree groups of m려or factors detennilÚng susceptibility 

to stress corrosion cracking(SCC). Specific values are 

I학버red wi단파1 않당1 groUp for scc to occur. In contrast, 
corrosion, fatigue, and corrosion-fatigue req띠re specific 

valuesin only two groups of factor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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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5.47. Corrosion fatigue(S-N 띠πes) for smo야h specirrums of 13% 

Chromium steel, exposed' to different environment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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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5.48. coπosion fatigue(S-N curves) for notched s야빼nens of 

13% Chromium steel, 않:posed to diffi얹-ent en띠ronment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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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납을 포함하는 탈지한 고온의 물에서 웅력부식 균열 

이차측 환경에서 중기발생기 세판의 웅력부식균열 발생시 균열이 발생한 세 

관/지지판사이의 스러지 (slu때e)에서 납 화합물들이 종종 확인된다. 일 예로 

한 국내 원자력 발전소의 이차측 관 지지판 위에서 alloy 00π'T (them뼈l 

treated) 세관에서 입간 균열이 발견되었다. 이 균열은 5-7개의 입계까진 성장 

한 후 IGSCC로?균열 형태로 바뀌어 성장하였다. 관 표면에 붙어 있는 스러지 

를 분석한 결파 납이 최대 2250 pprn 함유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원자력 증기발생기 세관 재료의 납유기 웅력부식균열 (Pb SCC)에 관한 연 

구가 시작된 것은 1960 연대부터인데， 연구결과에 따르면 pH, Pb 종， 농도， 온 

도둥의 다양한 환경적 요인에 의하여 alloy 600의 Pb-SCC가 일어난다고 알려 

져 있다. 또한 증기발생기 세관의 납 유기 균열에 대한 증거가 곳곳에서 관찰 

되었다. [1 -3] MA (rneal annealed) alloy 690의 PbSCC는 1970년대 후반에 

Westinghouse 에 의해서 처음으로 업중되었는데 [4] , alloy 690TT의 PbSCC 

는 B&W에서 EPRI 프로책트 S407-26의 수행중이던 1989년까지는 알려지지 

않았었다 [5]. 이 시험 결파가 알려진 후로 납을 함유하고 있는 환경하에서의 

려loy 690의 SCC 실험이 세계 여러 연구소에서 연구되었는데，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려loy 690의 PbSCC가 NaOH+Pb률 함유한 환경에서 활발하게 일어나 

는 반면에 [5-11 ], 중성이나 산성환경에셔는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5，7，8，10，12-14] 다만 PbClz가 함유된 고순도의 산성용액에서의 alloy 690 

의 PbSCC는 보고되 고 있다.[15] 

Pb를 함유한 환경에서의 alloy 690의 SCC형상은 다음의 두가지 관점에서 

특정지어진다. 

1) Alloy 690에서 발생되는 다른 SCC발생기구들과는 달리 Pb-SCC는 입내 

파괴 (transgr없lUlar)가 이 루어 진다. 

2) NaOH + PbO의 환경에서의 Pb-SCC는 전 파단면의 전부분에 걸쳐 발생 

되었다. 

pb함유 물에서의 Pb-SCC 발생기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제시되 

었는데， 이러한 이론들은 각각이 잇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Pb-SCC 발생기구 

에 대한 명확한 해석은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음은 

Pb-SCC 발생기구를 셜명하고 있는 몇가지 이론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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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해된 Pb 화학종의 공격과 PbCr04의 형성 [5] 

• 금속 pb 화학종의 공격과 PbCr04의 형성 [돼 

• 액체 pb에 의한 취성 [3] 
• 고체 pb 에 의한 취성 [3] 
.Pb 유기 수소취성 (Pb-induced hydrogen ernbrittlernent) [3] 

. pb 유기 양극 용해 (Pb induced anodic dissolution) [3, 12, 13] 

· 튜브 재 료의 Pb 유기 양극분국 (Pb induced anodic polirization) [1히 

Pb-SCC 에 엿향옵 미치는 인차를 

(1) pb 농도가 Pb-SCC에 미 치 는 영 향 [1η 

KAERI의 황둥은 려loy 앉)()MA (rneal ann않led) ， 려loy 600TT( thennal 

treated) , alloy 690TT의 세종류의 재료에 대해 않o "c의 pb함유 NaOH 용액 

에서 SSRT시험파 Cring 시험올 수행하였는데， SSRT시험결과 100 pprn정도 

의 낮은 pb 농도에서도 alloy 앉)()MA의 경우에 pb SCC에 민감한 것으로 보 

고하고 있다. 또한 pb농도가 100 때m 정도로 낮올 때는 업계 파괴거동올 보 

인 반면에， Pb 농도가 10，α% 때m로 중가할 때는 업계파괴에 입내파괴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함을 보이고 있다. (Table 4.6.1) 또한 외loy 6OOMA, 6OOTT, 

690 TT의 세종류의 합금에 대하여 340 "C 의 pb가 첨가된 경우와 Pb가 첨가 

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1M NaOH 용액내에서 C-ring 시험 결파， Fig. 4.6.1 

에 나타난 것처럼 95 rnVNi 전위하， 100 pprn Pb 함유 용액에셔， 머loy 600 

TT와 690 TT의 경우에 한군데 정도의 균열올 보이거나 균열이 나타나지 않 

은 반면에， 려loy 600 MA의 경우에 가장 많은 균열양상을 보였다. 또한 려loy 

600 MA의 경우에 가장 깊은 (700 때) 균열이 관찰되었으며， 인가전위가 95 

rnV에서 125 rnV로 증가함에 따라 외loy 앉)() MA의 균열 깊이가 1αm 때까 

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재료에 대해서 95 rnV의 전위하에서 Pb의 

농도를 5000 pprn으로 높였올 때， Fig. 4.6.2에서 보여주듯이 려loy 600의 경우 

에 가장 많은 수의 균열과 가장 깊은 균열이 관찰되었다. 그런데 pb의 함량이 

5α)() pprn으로 중가한 경우에 Pb 농도가 낮을 때와는 달리 alloy 690 TT의 

경우， 가장 적은 수의 균열이 나타났지만， alloy 앉)()TT에 비해 더깊은 균열 

이 관찰되었으며， 머loy 600 TT는 균열 수와 깊이에 있어 중간 정도의 값올 

보였다. 이는 고농도의 Pb를 함유한 용액의 경우에， 머loy 690 TT가 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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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C에 대한 저항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오혀려 alloy 600 TT의 경우보 
다 SCC 에 더 위험할 수도 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려loy 600 MA의 경우에 
pb 존재하에서 IGA+IGSCC의 균열 형태를 보인 반면에 600 TT나 690 TT는 
당)()() ppm의 Pb 농도하에서 입간 웅려부식 균열(TGSCC) 의 균열 형태를 보 

였다. 

(2) 공청 변수가 Pb-SCC 에 미치는 영향 [18] 
].M. Sarver둥은 Alloy 690의 Pb SCC 에 영향올 주는 인자들에 대한 연구 

에서 어닐령이나 열처리 (grain boundary decoration 관련)둥의 공정 변수가 

A110y 690의 PbSCC 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pb SCC는공정 열처리 둥의 제조 공정 변수들 보다는 Pb농도 

나 인가 용력둥의 의폰하는 얼척 활성화 과정이다. 

(3) Pb함유 용액 의 온도와 노출 시간이. Pb-SCC 에 미 치 는 영 향 [18] 
Pb-SCC의 과정은 열적 활성화과정 (therm외 ac디vated process)에 의해 지 

배되며， 따라서 용액의 온도가 높올수록 노출시간이 커질수록 Pb-SCC 가 활 
발하게 진행됨을 예측활 수 었으며， 이는 Saver둥의 여러 연구자들에 의혜 증 

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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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6.1. SSRT Matrix and Crack morphology 

Strain Crack 
MI뼈ial Temg.(τ) PH Pb(PE삐 

Rate!/i양c) Mo 

0 lx 10'" Ductilø 
AJloy 휠삐MA a쩌τ 10 l매 ’ m 

10‘ODO ’ IG(렌G) 

Table 4.6.2. C-Ring test matrix and Crack morph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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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기방찌기 척열판의 부식 연구방향 

현재 국내에셔 가동중인 PWR 중기발생거는 합금 600파 합금 얹l) 울 세판 

재료로 사용하고 있고 앞으로 중기 발생기률 교체하거나 새로 셜치할 때는 합 

금 690관올 사용할 계획이다. 합금 αm은 H뻐 년대 중엽 PWR의 중기 발생 

기 세관으로 사용하여 가동한 후 약 5년 후 부식문제가 발생한 반면 이를 해 

결하기 위하여 픽광범위하게 부식연구가 이루어졌다. 반면에 합금 앉%은 가장 

오래 사용한 것이 약 8년으로 현재까지 아무런 부식문채가 발생되지 않아 단 

한 개의 세판에 plugging없이 사용하고 있다. 그리교 여러 환경에서 부식문재 

가 부각되지 않아 합금 600파 비교하여 합금 690의 부식에 벼한 연구는 상당 

히 적게 수행되었다. 

현재 상당수의 원전 증기발생기가 합금 앉m 전열관을 사용하고 있고 이를 

합금690으로 교체하는데는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1차 측과 특히 2화 

측 환경에서 합금 600의 다양한 부식 현상올 연구하여 부식을 채어하는 기법 

을 개발하고 현장에 적용하여 전열관의 수명을 중가시키는 방향으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합금 690은 중기발생기의 2차 측에서 경험할 수 있 

는 가능한 환경올 예상하여 부식 시험율 수행하여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부 

식피해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증기발생기 전열관의 부식 관련 

차후 연구 방향율 다옴과 같이 제시한다. 

1. 1차 측 환경에서 부식연구 : 

• 전기화학전위가 합금 600과 690의 IGSCC에 미치는 영향올 체계적으로 연 

구하여 IGSCC 가 일어나지 않는 전기화학전위의 범위를 정하고 특히 수 

소가 IGSCC 균열성장속도에 미치는 영향올 조사한다. ι 

• 전열관의 부식전위를 1차 측 환경에서 monitoring 하는 기술과 산소， 수소， 

염화물， pH풍의 농도를 감지하는 센서를 개발하여야한다. 그리고 부식전위 

가 용폰산소와 수소의 농도에 따라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체계적으로 연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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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차 측 환경에서 부식연구 : 

• 기 발표된 2차 측의 다양한 환경에서 시험한 시험결과롤 체계적으로 정리 

하고 현재 국내의 증기발생기 2차 측 환경올 면밀히 조사하여 일어날 수 

있는 부식형태를 예측하고 이에 대비한다. 

• 주기적인 세정작업과 수질관리로 denting, wastage, pi다ing둥의 부식은 많 
이 줄어들었으나 IGSCC는 아직도 제어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하여 효과 

적인 세정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 핏탱파 IGSCC 둥이 시작하고 전파하는것올 탐지하고 monitoring 하는 기 

술이 필요하다 . 

• Tube/tube sheet와 tube/tube support틈에서 일어나는 전기화학적 반웅올 

연구하여 tube sheet와 tube support 셜계와 재료선정에 반영한다. 

• 합금600과 690에 pb 유기 용력부식굵열을 연구하고 납의 유업을 막는 방 

법올 연구한다 . 

• BWR 분위기에서 304 스테인리스강의 IGSCC 균열 성장모렐 

(Ford/ Andresen Model, Coupled environment fracture model둥)과 같이 합 

금 600에 대한 균열성장 모델을 만틀어 재료의 수명을 예측하는 연구가 수 

행되어 한다 . 

• IGSCC/lGA 민감도는 결국 재료의 미세조직 즉 업계의 크롬 탄화물의 분 

포와 관련되었기 때문에 이를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전기화학적기법 

올 개발하고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 

• IGSCC, pitting, erosion 퉁의 부식의 저항성은 합금의 재부동태속도에 의 

폰하기 때문에 고온의 물에서 전열관의 재부동태속도에 관한 연구가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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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현재까지 증기발생기 전열관에 대한 거계적 특성 및 부식특성에 대하여 비 

교하였다. 여기서 나타난 결론은 현재 알려진 자료를 종합하여 비교하였으며 

그 결과 기계적 특성에 대한 비교를 Table 5-1에 나타내었으며 부식특성에 

대한 비교는 Table 5-2에 나타내었다. 

Table 5-1 Comparison of Mechanica1 Properties in Inconel 600 때d690 

인 자 Inc9nel600 Incone1690 고려사항 

생산된 제품 형태에 따라 매우 크게 
Inconel 600 전 열관의 

채료강도편차 
변화합. 

자료만 따로 분리할 
펼요가 있옴. 

언장륙생 동적변형시효 가동온도범위에서 발생 
기구에 대한 연구가 
현재까지 없옴 

600에서는 현재까지 
54t 수소가 포함 현재까지 연구가 매 

저온수소취생 된 물에서 취성이 우 부족함. 체계척인 
문제 없음 

나타남 연구가 펼요 

공기분위기 상온 및 고온자료 다 400t까지의 실험 피로상수값둥에 큰 

분위기 소 보임 자료 있읍. 차이률 보이고 있읍. 

피로톡생 
전얼판 시편 현재까지 전열관 재료에 대한 직접척 
에 대한실험 인 비교자료는 없옴. 

고온고압수 Inconel 600의 경우 몇몇 자료가 있으 Inconel에 대한 자료 
화학분위기 나 Inconel 앉B에 대한 자료는 없옴. 부족 

설계상의 문제로 인한 파 국내 원전에 사용될 

AVB 
단사고. AVB채질이 인쿄 

가동경험이 없옴. 405계 열 S.S에 대 한 넬얼 정우 매우 심각한 

마모현상 발생 자료 확보 시급. 

전열판의 Den마19 현상이 
문채가 되어 지지환 모양 

마모생철 TSP 
융 Tripoiled 형 태로 바 가동경험이 현재 Inconel 690에 대한 
꿈. 그러나 진동이 있융 까지 없읍. 실험 자료는 없옵. 
경우 마모혹면에셔는 다 

소 나톨수 있용. 

마모에 영향율 미치는 변수는 매우 많으나 전열 

마모변수 
판에셔의 마모혹생을 나타내기에는 다소 모효하 

다. 최근 Work rate의 개엽이 도입되기 시작하 

였으나 실제 적용이 매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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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2 Comparison of Corrosion Properties in Inconel 600 and 690 

부식 종류 현 A재lloy 문 g제n챔 현 A재llov ‘문 앉제I점 고려해야할사항 

IGA l짧歸훌청爛활짧월1휠뽑훌경l聽월 醫활A짧앓폈뚫 홍융영뿔료향갱에월 얘훌언웰。쁨 연뿔구;훌k가영學 요에구이핑에홍돋 (업계부식) 
연구가미약한상태. 

수 없다는푼째챔 발생. 

홍$훌뚫행웰끓웰$選꿇홉뽑3鎭월흥 
鐵한수성금에앵 g 필 때U찮요한에쫓 성 며훌도하홉잉여홍는: 기選 연초구 연구청 영 IGSCC 

7어려융 경.험 부촉하여 자료 확보 (업계균용열력)부식 

요. 

자료가부족함. 

(짧밸식) 가어풍려용 경.험 부록하여 자료확보 앓훌앨 웰J뽑짧혹:짧촬없7홉해잉웰칼훌 
기초 연구수행 뭘요 

있융. 

Corrosion g홉짧융뚫S흉웰는쳐행않떻網후a활’협뿔 융 훨를.날쩍뽑 벌캘렇로$샘앓 여과계러적 g인l) 분의 연위구 부기식애 펼피서요로의.에 합 대금한 a 체m (부Fa식lti믿 피l로e) 
어지지 않았융. 

CF여IemtdSniogn 쩔j유網식에 대讓한 연구앓는 。짧짧 이후 연구 보고흰 바가 없융. F 쩨re흉벼/채ng판 부 기식반애판 사 대한이에서 연구의 
(마찰 부식) 펼요. 

’ 어지지 않았융. 

Pb-induc어 숭용 정의도하I F짧여웅 @쭈 1생9윌섹기균 1구g힐다에렇고없 대홉 앙한의혀 요 명져밟.인철 있~ 합1나g，금m 합년금대 &l &DM 후mA반IT와애의 Pb-SCC는 P생b기합구유에 율 대얘한셔의 심도 %있-S(는:::c 연 발구 scc 업경충우되는었으 아 
용력(납부유식기균열) 칙 명확히 밝혀진 바 없용. 펼요. 

해석용 아직 이쭈어지지 않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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