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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최근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가압경수로형 원자로의 압력용기 헤드 부식

손상 사고를 중심으로 하여, (1) Davis-Besse 원전 및 Oconee 원전에서의 압

력용기 헤드 관통관 손상 현황을 파악하고, (2) Alloy 600과 Alloy 182 용접부

에서의 PWSCC 균열 개시 및 균열 성장, 그리고 (3) 저합금강의 붕산 부식에 

대한 연구 사례에 대한 기술현황을 분석하 다.

CRDM 노즐 재료는 현재 Alloy 600이나 Alloy 690을 사용하고 있는 데, 

부식 손상 사고는 주로 Alloy 600으로 제작된 관통관 노즐에서 발생하고 있

다.  이는 Alloy 600이 1차측 부식환경에서 PWSCC가 잘 발생한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또한 Alloy 600으로 제작된 관통관 노즐 주변은 Alloy 600과 화학 

조성이 거의 동일한 Alloy 182/82로 용접을 하는 데, 이 부위 또한 PWSCC에 

대해 상당히 취약하다.  특히 관통관 노즐에 발생하는 원주 균열은 심한 경우 

관통관의 전면적인 파단사고를 일으킬 수 있을 뿐 아니라, CRDM의 동작사고

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Alloy 600과 Alloy 182/82 용접부의 1차측 부식환경에서 PWSCC 균열개

시 및 균열 성장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달라지게 된다.  즉, 응고 이방성, 

시험온도, 용접 변수, mechanical loading, 응력완화 열처리, 냉간가공 등의 요

인에 따라 용접부에서의 균열 개시 및 성장속도는 크게 다른 값을 갖는다.  

원자로 압력용기 헤드의 직접적인 손상 원인은 저합금강에 대한 붕산 부식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붕산 부식은 공식이나 SCC와 같은 국부부식이 아

닌 재료 전반에 걸쳐 일어나는 일반부식에 의한 wastage 현상이다.

국내에서는 Davis-Besse 원전에서와 같은 심각한 원자로 헤드 관통관 

사고가 아직 발생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알아본 바에 의하면 Alloy 

600으로 제조된 관통관은 언제든지 PWSCC에 의한 손상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압력용기 헤드 관통관의 안전성 및 건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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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The recent status on corrosion damage of reactor vessel head (RVH) 

penetration nozzles at primary water reactors (PWRs), including control 

rod drive mechanism (CRDM) and thermocouple nozzles, was investigated.  

The studies for primary water stress corrosion cracking (PWSCC) 

characteristics of Alloy 600 and Alloy 182/82 were reviewed and 

summarized in terms of the crack initiation and crack growth rate.  The 

studies on the boric acid corrosion (BAC) of low alloy steels were also 

included in this report.

PWSCC was found to be the main failure mechanism of RVH CRDM 

nozzles, which are constituted with Alloy 600 base metal and Alloy 182 

weld filler materials.  Alloy 600 and Alloy 182/82 are very susceptible to 

intergranular SCC in the PWR environments.  The PWSCC crack initiation 

and growth features in the fusion zone of Alloy 182/82 were strongly 

dependant on solidification anisotropy during welding, test temperature, 

weld heat, mechanical loading, stress relief heat treatment, cold work and 

so on.  BAC of low alloy steels is a wastage phenomenon due to general 

corrosion occurring on the over-all surface area of material.

There has been only a few works concerned on the corrosion damage 

of RVH penetration nozzles at KAERI, compared with the leading research 

institutes.  Especially, the experience related to the PWSCC characteristics 

of nickel-based weld metals, which are the key constituents of RVH 

penetration nozzles, is far from satisfactory.  Systematic studies, therefore, 

concerned with structural integrity of RVH penetration nozzles as well as 

improvement of PWSCC resistance of nickel-based weld metals in the 

simulated PWR environment are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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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002년 3월 미국 Davis-Besse 원전의 원자로 헤드 부위에서 예상치 못

한 큰 손상이 발견되었는 데, 손상 부위는 원자로 헤드 관통부 제어봉구동기

구 (control rod drive mechanism, CRDM) 노즐 주변으로 원자로 냉각재의 

압력경계를 이루는 부위이다.  손상의 크기는 폭이 10 - 13 cm이고, 깊이는 

약 15 cm로서, 그림 1에서처럼 원자로 내부 클래딩 부위 (두께 약 1 cm)를 

제외하고는 원자로 헤드 모재가 모두 관통된 상태 다.  비록 원자로 헤드에 

큰 손상이 있었지만, 원자로 내부 클래딩이 원자로 1차 계통의 압력을 유지함

으로써 더 이상 원자로 파손이나 냉각재 누설사고는 다행히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손상은 예상하지 않았던 부위에서 발생한 대형 손상으로써 원

자로 냉각재 압력경계의 건전성 (integrity)이 상실되고, 또한 냉각재상실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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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NRC에서는 이 문제를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고 긴급 대책과 장기대책을 

수립하여 시행중에 있다[1].  이 사고와 관련하여 USNRC에서는 Bulletin 

2002-01 (2002..3.18)을 발행하여, 미국 내 전체 PWR형 원전 운 자에게 그 

동안에 수행된 ‘원자로 헤드 검사 현황 및 결과’와 ‘붕산부식 (boric acid 

corrosion, BAC) 프로그램의 결과‘를 제출하고 차기 Over Hall 기간 중에 원

자로 헤드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도록 요구한 바 있다.

사고의 발생원인은 원자로 헤드 관통관 및 주위의 용접부가 1차 냉각수

에 의한 응력부식균열 (primary water stress corrosion cracking, PWSCC)에 

의해 균열이 발생되고, 이 발생된 균열을 통해 1차 냉각수 중에 함유된 붕산

이 CRDM 관통관 또는 CRDM flange를 통해 원자로 헤드 위로 누설된 후, 

증발/건조 과정을 거쳐 붕산이 농축됨에 따라 붕산수와 접촉하는 부위에서 붕

산에 의한 부식 (boric acid corrosion, BAC)이 발생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관통관의 재질은 니켈기 합금인 Alloy 600이고, 주위의 구성재료로 원자로 헤

드는 두께가 15 cm인 SA-533 Gr.B의 저합금강, 원자로 헤드 밑면의 클래딩 

재료는 두께 9.5 mm의 304 스테인리스강 등이 사용되며, 관통관과 원자로 헤

드의 용접부 재질은 Alloy 600과 유사한 화학 조성을 갖는 Alloy 182 또는 

Alloy 82이다.  Alloy 600은 원자로 환경에서 비교적 부식 저항성이 양호하고 

기계적 특성도 좋은 반면, 잔류응력이 존재할 경우 PWSCC에 상당히 민감하

다고 알려져 있다.  관통관에서의 손상은 초기 관통관 제작 시의 잔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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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hoto of the degraded area adjacent to CRDM nozzle #3 in         

        Davis-Besse nuclear s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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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과, 용접 작업 후 관통관의 직진도를 유지시키기 위한 공정에서의 잔류응력 

등이 관통관에서의 PWSCC 균열개시 및 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

다.

원자로 헤드 관통관 주변에서의 균열 발생 및 이에 따른 냉각재 누설사

고는 Davis-Besse 원전에서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자주 발생하고 있는 

데, 예를 들에 프랑스의 Bugey 3 원전에서도 1991년도에 원자로 압력용기에

서 누설사고가 발생하 다[2].  검사결과, Alloy 600으로 제작된 관통관 내경

에서 축 방향 균열이 시작된 후, 관통관을 거쳐 J-groove 용접부까지 균열이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적으로 균열은 Alloy 600의 모재로부터 시작되

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관통관 주변의 용접부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많이 발

견된다.  즉, 2000년 미국의 Oconee 1호기 원자로의 경우, J-groove 용접부에

서 균열이 개시되어 용접부를 거쳐 관통관 노즐의 외경 주위까지 균열이 진

행되어 냉각수 누설경로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3].  이때까지만 해도 

PWSCC에 의해 발생한 균열은 관의 내부에서 관통관의 축 방향으로 성장하

으며,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 원전의 안전성에 그다지 큰 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어 심각한 우려를 낳지는 않았다.  하지만, 2001년 Oconee 원자

로 3호기에서 발생한 광범위한 CRDM 노즐 균열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일

으켰는 데, 이는 지금까지 주로 관찰된 축 방향 균열뿐 아니라, 관통관의 외

경 주위로부터 원주 방향 균열이 새로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원주 균열이 

발생하면 심한 경우 관통관의 전면적인 파단사고를 일으킬 수 있을 뿐 아니

라, CRDM의 동작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원주 균열의 상당히 위험

한 형태의 균열이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미루어볼 때, 용접부에서 발생한 

축 방향 PWSCC가 관퉁관 노즐의 모재에서의 균열에 선행되어 일어나고, 이 

축 균열이 후에 원주 균열로 발전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4].

이러한 잦은 원자로 압력용기 헤드 사고와 관련하여 미국에서는 문제가 

된 Davis-Besse 원전과 Oconee 3호기의 원자로 헤드를 완전 교체하 으며, 

또한 원자로 헤드에서의 균열 발생 징후로 인해 교체가 필요한 원자로 헤드

는 2007년까지 약 19기에 이르는 것으로 발표되었다[5].

국내에서는 Davis-Besse 원전에서와 같은 심각한 원자로 헤드 관통관 

사고가 아직 발생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일어난 각종 손상사례의 원

인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국내에서 이와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 을 경우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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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후속조치 등 종합적인 대책수립이 필요하다. 또한 관련 연구도 심도있게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보고서는 원자로 압력용기의 건전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근 발표된 압력용기 관통관에서의 손상 발생 및 

손상 현황에 대해 세인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던 Davis-Besse 원전 및 

Oconee 원전을 예로 들어 파악하 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손상원인으로 지

목된 관통관 및 그 주변 용접부에서의 PWSCC 특성을, 구성 재료인 Alloy 

600 및 Alloy 182/82의 관점에서 지금까지 연구된 PWSCC 균열 개시 및 성

장에 관한 연구결과를 정리하 다.  그리고 최근 Davis-Besse 원전의 압력용

기 손상으로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붕산부식 (boric acid corrosion)에 관한 

연구현황도 간략히 수록하 다.  이러한 연구결과의 정리를 통해 압력용기 헤

드 관통관의 안전성 및 건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적인 토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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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론

2.1. 원자로 헤드 관통관 손상현황

    2.1.1. Davis-Besse 원전에서의 원자로 헤드 손상

원자로 압력용기는 고온, 고압의 부식 환경에서 운전됨에 따라 각종 부

식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핵분열에 의해 발생하는 중성자

의 조사에 의한 조사취화, 그리고 여러 운전과도 상태에 노출됨에 따라 피로

손상이 발생한다.  특히 응력부식균열 (stress cossoion cracking, SCC)은 그

림 2에 도식적으로 나타낸 바와 같이, 재료가 부식 환경에 노출될 때, 그 재

료에 용접 및 가공 잔류응력이나 운전응력 등 인장응력이 존재하고, 재료 자

체가 SCC 발생에 민감한 미세조직을 갖고 있을 때 쉽게 발생한다.  특히 재

료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SCC를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인자들로는, 화학적 

조성, 냉간가공 정도, 경도 및 항복강도, 결정립계 및 결정립 내부에서의 크롬

탄화물 분포 양상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SCC 발생 조건을 만족시키

는 증기발생기 전열관에서는 1차측과 2차측에서 SCC가 자주 발생되고 있다.  

더욱이, CRDM 노즐의 용접부에서와 같이 파이프로 이어진 곳에는 부품과의 

용접 작업이 필요하고, 용접 작업 후에는 필연적으로 용접 잔류응력이 존재하

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SCC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림 3은 

원자력발전소에서 Alloy 600을 관통관으로 사용하고, 그 주위를 Alloy 182/82

로 용접한 부위를 나타내고 있는 데, 이러한 곳에서 SCC에 의한 균열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그림에서는 이러한 용접부에서의 SCC 균열에 의한 냉각수 

누설사고가 일어난 부분을 나타내고 있다.

원자로 헤드에는 핵연료의 연소도를 조절하기 위한 제어봉 (control rod)

을 구동시키는 제어봉구동기구 (control rod drive mechanism, CRDM)가 있

는 데, David-Besse 원전의 원자로 헤드 및 손상부위를 도식적으로 나타내면 

그림 4와 같다.  이 중 CRDM 노즐은 약 1.6 cm 두께에 외경이 8.96 cm인 

파이프로써 니켈기 합금인 Alloy 600으로 제작된다.  Alloy 600를 1010 - 

1065 ℃에서 2 - 10분간 어닐링한 후, 로타리 스트레이트닝 (straightening) 

작업을 거쳐 기계 가공된다.  압력용기 헤드는 접시 모양으로 SA 533 Gr.B의 

저합금강 재료를 사용한다.  CRDM 노즐은 원자로 헤드에 관통하여 삽입된 



- 6 -

미세조직 감수성

냉간가공도, 항복강도

(전위밀도, 결정립 크기 등)
조성 (탄소함량 등)

탄화물 석출/입계분포 등

인장응력

용접 및 가공 잔류응력

운전응력

부식환경

용액 조건,
사용온도/시간

Fig. 2. Required conditions for stress corrosion cracking 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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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ypical locations of Alloy 600 penetration and Alloy 182/82 welds   

      in PWRs (details vary according to reactor vend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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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chematic drawing of the reactor vessel head in Davis-Besse   

       nuclear s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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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헤드의 안 쪽에 J groove를 가공하여 partial penetration 용접된다.  

용접방법은 shielded metal arc 용접이며 filler 재료로는 Alloy 600과 거의 

동일한 화학 조성을 갖는 Alloy 182를 사용한다.  그림 5는 이러한 원자로 

헤드의 CRDM 관통관 및 용접부 형상을 나타낸다.

Davis-Besse 원자로의 상부 헤드에서 균열이 발생한 CRDM 노즐은 #1 

- #3, #5 등으로 그림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로 헤드의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다.  특히 #2 노즐에서는 노즐을 완전히 관통한 관통균열 (through wall 

crack) 뿐 아니라, 부분 관통균열 그리고 원주 균열도 발견되었다.  #2 노즐에 

형성된 원주 방향 표면균열은 다른 축방향 균열로 누설된 붕산수에 의한 2차 

부식손상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 노즐 주변에서는 노즐을 둘러싸고 있는 저

합금강의 부식도 함께 발생하 다.  상부 헤드 모재의 부식이 그림 1에서와 

같이 클래딩 부위까지 완전히 진행된 부위는 노즐 #3이다.  또한 #5 노즐에서

는 비록 누설 현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균열이 발견되었다.  노즐에 발생한 

균열은 J groove 용접구간에 걸쳐서 상하로 연장된 PWSCC 균열 양상을 보

이고 있으며, 균열들은 대체적으로 노즐 축에 대해 평행한 위치로 성장하는 

축 방향 균열들이며 이들은 용접부 경계선에서 개시되어 법선 방향으로 성장

한 형태를 하고 있었다.  손상이 발생한 각 노즐 부위에서의 균열 및 부식 양

상을 그림 7에 나타냈다.

Davis-Besse 원전의 손상 이력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90

년 3월 경, #3 노즐에서 최초로 균열이 개시되었다.  그리고 축 방향으로의 균

열 전파속도에 근거하여 볼 때 1994년 - 1996년 사이에 이 균열은 노즐 벽을 

완전히 관통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후 이 균열을 통해 1차 냉각수가 원자로 

헤드 상부로 누출되기 시작하 는 데, 1998년 - 2000년 기간 동안 노즐 누설

감시를 통해 균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노즐 부위에 형성된 붕산 퇴적물을 

제거할 수 있었으나, 이 기회를 상실하 다.  1999년에는 #3 노즐 부위의 압

력용기 헤드에서의 붕산 부식에 의한 손상이 현저히 진행되어 격납건물의 대

기 중에서 철 산화물이 검출되기에 이르 으며, 2002년에는 결국 #3 노즐 주

변의 모재가 완전히 부식되어 클래딩 부위까지 이르는 대형 손상으로 발전하

게 되었다.

원자로 내의 냉각수 중에는 중성자를 흡수하여 핵분열을 제어할 목적으

로 붕산 (H3BO3)을 첨가하며, 첨가된 붕산에 의한 냉각수의 산성화를 막고 염

기성 분위기로 환원시키기 위해 LiOH를 첨가한다.  냉각수의 산성도는 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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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Schematic drawing of the vessel head CRDM nozzle and  

         its weldment in Davis-Besse nuclear station



- 11 -

Fig. 6. Locations of CRDM nozzle cracking in Davis-Besse nuclear s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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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Crack/corrosion morphologies on the damaged CRDM nozzles in    

        Davis-Besse nuclear s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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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10.5를 유지한다.  따라서 CRDM 노즐의 균열에 의해 누설된 붕산수는 

압력용기 헤드의 상부에서 증발/건조 과정을 거치며 붕산 결정이나 붕산 화합

물로 퇴적된다.  이 붕산 퇴적물은 고온의 부식 환경에서 그림 8에서와 같이, 

압력용기 헤드의 재질인 저합금강에 붕산에 의한 전면부식 (boric acid 

corrosion, BAC)을 일으키게 된다.  실험에 의하면, 이와 비슷한 부식 환경에

서 붕산에 의한 저합금강의 부식속도는 0.5“/month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Davis-Besse 원자로에서 노즐 부위 및 압력용기 플랜지에서 붕

산 화합물이 누적된 양에 근거하여 볼 때 압력용기 헤드는 약 4년간에 걸쳐

서 상당한 속도로 붕산 부식이 진행된 것으로 판단된다.

    2.1.2. Oconee 원전에서의 원자로 헤드 관통관 손상

      2.1.2.1. CRDM 노즐의 균열 발생 현황 및 균열 특성

Oconee 원자력발전소는 Babcock&Wilcox (B&W)사가 설계하고 제작한 

3개의 원자로 site로 이루어져 있으며, 3개의 원자로에는 각각 69개의 CRDM 

노즐이 등간격으로 배치되어 있다.  그리고 Oconee 1호기에는 추가적으로 8

개의 thermocouple (T/C) 노즐이 CRDM 노즐 주위로 배치되어 있다.  그림 

9는 Oconee 1호기의 원자로 압력용기 헤드에서 CRDM 및 T/C 노즐의 

layout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림 10은 B&W사가 제작한 전형적인 CRDM 및 

원자로 압력용기 노즐의 형상을 나타낸다.  Oconee 1호기는 1973년, 그리고 2

호기와 3호기는 1974년부터 상업적인 운전을 시작하 다.

200년 11월 Oconee 1호기에서는 핵연료 재장전을 위한 원자로 정지기간 

중 원자로 압력용기 헤드의 육안검사가 수행되었다.  육안 검사 결과, 1개의 

CRDM 노즐 및 여러 개의 T/C 노즐 주위에서 붕산 결정 (boric acid crystal)

이 관찰되었으며, 결국 이러한 붕산 결정이 관찰된 CRDM 노즐 #21 노즐과 

T/C 노즐, 그리고 그 노즐들의 J groove 용접부에서 균열이 확인되었다.  그

림 11은 Oconee 1호기의 육안 검시 시 CRDM 노즐 #21 주변에서 관찰된 붕

산 결정 침전물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붕산수 유출에 의한 붕산 결정 침

전물 형성은 CRDM 노즐과 압력용기 헤드를 연결하는 용접부의 내면으로부

터 시작된 관통 축 균열 (through-wall axial crack)이 발생했음을 보여주는 

최초의 사건으로 믿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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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Possible model on PWSCC cracking and boric acid corrosion in a   

       CRDM nozz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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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Layout of Oconee nuclear station reactor vessel h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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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Typical B&W design of control rod drive mechanism and          

          configuration of reactor vessel nozz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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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2월 수행한 Ocinee 3호기의 육안 검사 결과에서도, 그림 11의 

Oconee 1호기에서 발견된 것과 비슷한 형상으로 역시 9개의 CRDM 노즐 

주변에서 붕산 결정이 침적되어 있는 것이 관찰되었다.  이 CRDM 노즐에 

대한 ECT (Eddy Current Testing), 초음파 시험 (Ultrasonic Testing), 염료 

침투시험법 (Dye Penetrant testing, PT) 등의 시험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내면 (inner diameter, ID) 균열  및 깊은 균열 등의 신호가 감지되었다.  

그림 12는 PT 시험법에 의해 관찰된 노즐과 용접 접합부에서의 손상을 

보여주고 있다.

2001년 4월에는 Oconee 2호기에 대한 육안 검사를 수행하 는 데, 이 

곳에서는 4개의 CRDM 노즐 주변에 붕산 결정이 침적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

다.  붕산이 축적된 4개의 CRDM 노즐에 대해 관통 균열의 존재 여부를 확

인하기 위해 ECT 검사를 수행하 다.  검사 결과, 1개의 노즐에서는 2개의 

ID 균열이 발견되었으며, 4개의 CRDM 노즐 모두에서는 잔 균열들이 발견되

었다.  PT 시험에서는 노즐의 외면 (outer diameter, OD)에서 결함 신호가 감

지되었다.  OD 신호는 그림 12에 나타난 바와 같은, J groove 용접부, fillet 

용접부의 외면, 용접부와 노즐 접합부의 끝에서 발생하 다.  마찬가지로 UT 

검사에서도 CRDM 노즐의 내면과 J groove 용접부에서뿐 아니라 노즐의 OD

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많은 표면균열들이 감지되었다.  또한 UT 검사를 통해 

모든 노즐에서 부분적인 관통균열이 일어났을 뿐 아니라, 원주 결함 

(circumferential flaw)이 존재함을 확인하 다.

Oconee에서 발생한 균열들은 J groove 용접부 밑부분까지 연결된 stub

의 바깥 표면에서 발생하거나, 혹은 용접 용융부 (weld metal)에서 발견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균열 발생은 초기의 관통관에

서 발견되지 않았던 것으로, 따라서 새로운 형태로 평가되었다.  또한 Oconee

에서 발견된 노즐부에서의 원주균열 (circumferential crack)은 그것이 직접 

냉각수 유출사고 (loss of coolant acident, LOCA)나 CRDM의 동작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심각한 문제점으로 부각되었다.

Ocenee 원자로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균열 결함들이 발견되었는 데, 이러

한 결함들은 크게 4종류로 구분된다[6].  첫째는 그림 13에서와 같이, 용접부

에서 멀리 떨어진 노즐의 끝단에서 발생하는 균열로써 주로 파이프의 직진도

를 유지하기 위한 공정에서 발생한 잔류응력에 의한 PWSCC인 것으로 생각

된다.  두 번째는 그림 14와 같이, 노즐 외부의 균열로써 용접부에서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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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Boric acid deposits found on Oconee unit 1 CRDM Nozzle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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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PT result on some Oconee unit 3 CRDM Nozz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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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Axial cracks at the end of CRDM pene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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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Axial crack growing into an axial stress field and turning around  

        the circumference of the pi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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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노즐의 아래 부분으로 전파하는 형태의 균열이다.  이 균열의 전파는 축방

향과 각도를 이루면서 spiral 형태의 전파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균열은 

상황에 따라 원주 균열로 발전할 수 있는 소지를 내포하고 있는 형태의 균열

이다.  세 번째는 파이프 내부의 용접부에서 발생하여 두께 방향 및 축 방향

으로 전파하는 균열로써 두께 방향으로 관통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으

로, 용접부에 존재하는 작은 결함들 (cluster flaw)인 데, 이 균열들은 여러 방

향으로 배열되어 있다.

      2.1.2.2. 미세조직 관찰

Oconee 1호기에서 손상된 CRDM 노즐 #21에 대한 미세조직 관찰 결과, 

CRDM 노즐의 모재와 용접부에서 균열 전파의 주요한 구동인자는 PWSCC임

이 밝혀졌다.  용접 시 발생된 제조 결함 (manufacturing defects)이 PWSCC

를 유발시킨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관찰된 균열 형

상은 Alloy 182 용접재에서의 hot cracking이나 liquation cracking이 결함의 

개시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균열 경로 (crack 

path)는 다중의 평행한 균열 (multiple parallel cracks)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미세한 균열들이 평행한 균열들로부터 전파되어 나가고 있었으며, 이러한 균

열 틈새에는 부식 생성물이 침적되어 있었다.  SEM-EDS (Scanning electron 

microscopy/Energy dispersive spectroscopy)를 이용한 조성 분석 결과, 이 부

식 생성물은 주로 용접재의 합금원소로 구성되어 있었는 데, 특히 니오비움이 

가장 많고, 이보다는 적지만 크롬과 철이 함유되어 있었다.

Oconee 3호기의 CRDM 노즐 하단에서 발견된 대부분의 균열은 OD에서 

개시되었다.  그림 15는 CRDM 노즐에서 관찰되는 전형적인 축 균열을 보여

주고 있다.  많은 OD 축 균열은 엄 히 말해 축 균열이라기보다는 CRDM 파

이프의 축에 대해 약간 각도를 이루며 전파하는 특성을 보인다.  이러한 대부

분의 균열들은 용접부에서 발생되어, 노즐의 두께 방향과 노즐의 축을 따라 

전파한다.  균열이 축 방향에 대해 약간 경사진 각도로 진행한다는 것은, 관

통관 제작 및 용접 작업 중 유발된 hoop stress가 없고 균열의 선단이 용접부

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파이프에 spiral 형태의 잔류응력이 이미 존

재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연구된 모든 경우에 있어서, 원주 균열

은 항상 축 균열과 연관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은, 축 균열이 축 응력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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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Optical micrograph of typical axial crack viewed parallel to the    

         axis of pipe ( X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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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xial stress field) 쪽으로 성장하다가 노즐 파이프의 원주 방향으로 전환되

었을 때만이 원주 균열이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용접부를 관찰한 결과, 용접 filler 재료인 Alloy 182 용접 부위에서는 

interdendritic SCC가 관찰되었으며, CRDM 노즐 자체에서는 그림 15에서 보

는 바와 같이, 균열들은 약간의 브랜치 (branch)를 가지면서 모두 입계 

(intergranular)를 따라 전파하고 있다[6].  반면, 입계 응력부식 (intergranular 

SCC, IGSCC)가 발생할 때 흔히 동반되는 입계부식 (intergranular corrosion)

은 관찰되지 않았다.  Alloy 600에서 PWSCC 특성은 결정입자의 크기, 재료

강도, 입계 크롬탄화물의 석출 정도, 고용된 탄소량 등에 의해 크게 달라진다.  

이 균열은 파이프의 축과 평행하게 전파하고 있는 축 방향 균열로써, 이러한 

입계 균열 (intergranular cracking) 양상은 1차 냉각수 조건에서 Alloy 600이 

PWSCC가 발생할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균열 양상이다.  균열 표면에 대한 

EDS 분석결과, 부식 생성물은 정상적인 합금 원소로 구성되어 있었다.  결정

립계를 따라 입계 크롬 탄화물이 관찰된 반면, 결정립 내부에서는 크롬 탄화

물이 거의 관찰되지 않았다.  입계 크롬탄화물은 연속적인 형태가 아닌 단속

적인 분포를 보이고 있었다.  관찰된 시편 전체에 걸쳐 결정립들은 균일한 크

기를 보이고 있었으며, 단면 시편에서 관찰된 평균 결정립 크기는 의 경우 

ASTM 3 - 4 (90 - 125 ㎛)로 측정되었다.

이 재료의 예민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Modified Huey test를 수행하

다.  실험결과 무게 감량은 600 - 700 mg/cm
2
/day로 측정되었는 데, 이 값

은 파이프 재료가 상당히 예민화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화학 조성분석에 의

하면 손상된 CRDM 노즐 재료는 통상적인 Alloy 600 재료의 화학 조성과 거

의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었다.

노즐의 두께 방향으로 미세경도 측정을 수행한 결과, ID에서는 Rb 80의 

값을, 그리고 OD에서는 Rb 95의 값을 나타냈다.  이러한 OD에서의 값은 

MA (mill annealed) 재료에서 요구되는 값보다는 좀 높은 편이다.  뿐만 아니

라, 두께 방향으로의 경도 분포도 정상적인 분포에서 상당히 벗어나 있었다.  

보통의 CRDM 노즐의 경도는 OD에서는 높고 두께 방향으로 점차 감소하다

가 ID 표면에서 약간 상승하는 형태를 갖는다.

결론적으로, 균열이 발생한 CRDM 노즐 재료는 충분히 큰 결정립 크기

를 가지고 있으며, 결정립계를 따라 입계 크롬탄화물도 잘 발달한 것으로 보

아서 이 재료는 PWSCC에 대하여 어느 정도 저항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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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되기 때문에, 재료 자체의 문제에 의해 PWSCC 균열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

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CRDM 노즐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

한 각종 잔류응력의 존재가 PWSCC를 일으킨 주요한 인자일 것으로 생각하

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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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Alloy 600과 Alloy 182/82 용접부 PWSCC 특성

    2.2.1. 용접부 Alloy 182/82의 응고조직 특성

Alloy 182에는 Cr이 약 15 wt% (spec.에 의하면 13 - 17 wt%) 정도 함

유되어 있는 데, 이러한 Cr의 함량은 Alloy 600에서의 Cr 함량과 유사하다.  

Alloy 82에는 이보다 약간 많은 Cr 20 wt% 정도가 함유되어 있다.  Alloy 

600에 대한 용접 filler 재료로 사용될 때, Alloy 182는 shielded manual arc 

welding용으로, Alloy 82는 tungsten inert gas (TIG)용으로 사용되며 hot 

wire TiG나 manual TIG 모두 가능하다.  두 개의 성질이 다른 이종 금속간

의 용접에 있어서는  적당한 filler를 선택하거나 혹은 용융부의 dilution에 따

라 성분을 조절해야 한다.  만일 이종 금속을 용접할 때 적절치 못한 filler를 

사용할 경우 용접부에서 크랙이 발생할 수도 있다.  표 1은 Alloy 600 및 

CRDM 노즐부 용접 시 사용되는 Alloy 182/82의 성분 spec.을 나타낸다.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requirements for Alloy 600 and             

           Alloy 182/82 (wt%)

Alloy     Ni           Cr           Fe        C          S      P        Si Mn Co       Ti       Cu

600    ≥72.0    14 - 17     6 - 10  ≤0.15 ≤0.0015            ≤0.50   ≤1.00                          ≤0.50      

182    ≥59.0 13.0 - 17.0 ≤10.0  ≤0.10  ≤0.015  ≤0.03 ≤0.60  5.0 - 9.5  ≤0.10  ≤1.0   ≤0.50 
82     ≥67.0 18.0 - 22.0  ≤3.0   ≤0.10  ≤0.015  ≤0.03 ≤0.50  2.5 - 3.5  ≤0.10  ≤0.75 ≤0.50 

Alloy 600 : ASME SB 167 spec.
Alloy 182/82 : EDF (Electricite de France) requirements, RC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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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oy 182 용접부의 미세조직은 응고 과정에 큰 향을 받는다.  응고 

과정에서 일어나는 주요한 현상으로써는 응고된 미세조직 자체의 이방성, 불

균질한 화학조성 (즉, 결정립계를 따라 일어나는 미소편석 현상), 그리고 응고 

과정 중 용해되지 않는 불순물들의 재분배 등이 있다.

고상/액상 경계부에서 액상이 표면을 향해서 응고될 때, 응고는 온도구

배 (temperature gradient)에 대하여 일정한 방향을 따라 일어나게 되며, 이에 

따라 응고된 결정형태는 그림 16(a)와 같이 수지상 (dendrites)의 형태로 성장

하며, 한 결정립 내에는 그림 16(b)와 같이 동일한 결정학적 방위 

(crystallographic orientation)을 갖는 여러 개의 수지상으로 구성된다.  그림 

17은 Alloy 182를 각각 다른 방향에서 관찰하 을 때 관찰되는 전형적인 미

세조직을 보여주고 있는 데, 주로 표면에서 수직한 방향으로 수지상이 성장한

다.  용융부위에서의 결정립은 용융부위 아래에 있는 열 향부위 (heat 

affected zone, HAZ)에서 epitaxy하게 성장하게 된다.

용접 중에는 모재가 완전히 용융될 정도로 높은 온도가 가해지기 때문에 

모재 내에 존재하던 기존의 석출물들은 용접 중 대부분 용융/용해된다.  그리

고 모재가 다시 응고됨에 따라 수지상 내부나 혹은 계면을 따라 다른 형태의 

제 2차상으로 재석출된다.  Alloy 182/82의 응고조직에서 관찰되는 석출물에

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데 주로 니오비움 탄화물 (NbC)이나 Al, Mn, Cr 

및 Ti가 풍부한 산화물 계통이 대부분이다.  특히 이러한 산화물들은 용융온

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이들은 응고 초기에 형성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용접부에서의 수지상 형태에 따른 이방성 (microstructural 

anisotroy)에 의해 용접부 각 방향에 있어서의 SCC 균열 개시 및 균열 성장 

거동, 즉 SCC 저항성이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용접 시편을 이용한 SCC 

실험에 있어서의 실험시편은 그림 18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각 방향을 고려하

여 시편을 채취하게 된다.

     2.2.2. PWSCC 균열 개시

지금까지 Alloy 600의 균열 개시에 관한 연구가 대단히 많이 이루어져 

있는 데 비해, Alloy 182나 Alloy 82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는 미진한 편이

다.  일반적으로 변형량 (strain)과 시험온도를 증가시키면 파단시간 (fail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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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16. (a) Dendritic solidification structure, and (b) microstructure of      

         Alloy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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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 Structure of the dendrites in Alloy 182 in different dir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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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8. Terminology used for orientation of cracks in the test specimens   

         with respect to the w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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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이 감소하고, 파단율 (failure rate)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Mullin과 Parrington[7]은 U-bend 시편과 C-ring 시편을 이용하여 Alloy 

62와 Alloy 82의 균열개시 실험을 수행하 다.  PWR type의 환경 (pH: 

10-10.3, H2: 25-45 cc/kg)에서 온도를 각각 315, 338, 360℃로 변화시키고 시

험시간은 249 weeks까지 수행하 으며, 변형량은 U-bend 시편의 경우 10%

와 16%이고, C-ring 시편의 경우 0.45와 4%이었다.  그들의 실험결과에 의하

면, 이러한 실험조건에서 모든 시편에서 PWSCC 균열이 관찰되었다.  그리고 

또한 607℃에서 7시간 thermal treatment를 하면 PWSCC 균열 개시을 억제

하는 데 큰 효과가 있었으나, 완전히 없애지는 못하 다.  또한 Alloy 82의 탄

소 함량이 높은 경우 (C>0.03 wt%), 낮은 탄소 함량을 갖는 Alloy 82 

(C<0.03 wt%)에 비해 파단율이 약간 감소하 다.   Alloy 600과 Alloy 82 및 

Alloy 62의 용접시편을 이용한 실험에서는 그림 19에서와 같이 모재, 모재의 

열 향부위 (heat affected zone, HAZ), 그리고 용접부 3곳 모두에서 균열이 

발생하 다[7].  실험은 수소함량이 40-60 cc/kg, 실험온도 360℃인 물에서 78 

weeks 수행하 다.  그리고 용접부에서 보다는 모재와 HAZ에서 균열이 더욱 

깊은 양상을 나타냈다.  또한 탄소함량이 높을수록 Alloy 82의 SCC 저항성이 

더욱 좋은 결과를 나타냈다.

EDF의 Amzallag 등[8]은 인장시편을 이용하여 온도 330 - 360℃의 1차

수 조건에서 Alloy 182의 PWSCC 균열개시 실험을 수행하 다.  그들의 실험

결과에 의하면, 균열개시의 활성화 에너지 (activation energy)는 Alloy 600의 

경우와 같이, 185 kJ/mole로 측정되었다.  또한 실험온도에서 인장시편에 가

해진 응력이 2% 이상의 소성변형 (plastic deformation)을 일으킬 때만이 균

열이 발생하 음을 관찰하 다.  이러한 실험결과로부터, 그들은 Alloy 182의 

PWSCC 발생을 위한 threshold stress는 약 350 MPa (51 ksi)로 결론지었는 

데, 이는 이 재료의 항복강도의 하한값 (lower limit)에 근접하는 값이다.

U-bend 및 constant load 방법을 이용하여 Alloy 182와 Alloy 82의 

PWSCC 저항성에 대한 비교실험 결과에 의하면, 균열이 개시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Alloy 82의 경우 Alloy 182에 비해 4에서 10배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탄소와 실리콘의 함량이 높은 Alloy 182은 균열 및 hot cracking에 매

우 민감한 결과를 나타냈다.  약 600℃에서의 응력제거 열처리는 표면 잔류응

력을 감소시키는 데는 큰 효과를 보 으나, Alloy 182의 고유한 PWSCC 저항

성을 향상시키지는 못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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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9. Schematic drawing of the cracking locations in Alloy 600 and 

Alloy          182 weldment in a PWR type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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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Vaillant 등 [9]은 Alloy 600과 Alloy 182 용접 시편을 이용하여 각 

heat에서의 균열 개시 거동을 연구하 다.  그들의 실험 결과 중에서 흥미로

운 것은 재료 민감성 지수 (material susceptibility index, MSI)라는 개념을 

도입한 것인 데, 이는 재료변수 및 인가 응력에 대하여 균열이 개시되는 시

간, t로부터 정의된다.  Alloy 600의 경우, MSI im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10].

1
t
 = A‧im‧σ

4
‧exp(-

22000
T

)

여기서 t는 1차수 조건에서 Alloy 600에서 균열이 개시되는 시간, σ는 주어진 

시험온도에서 시편에 가해지는 응력이다.  그리고 이 식을 정의하는 데 있어

서 Alloy 600의 SCC 균열 개시에 대한 활성화 에너지를 180 kJ/mole로 가정

하 다.  균열 개시에 대한 MSI im은 재료의 미세구조와 접한 관계를 가지

게 되는 데, 특히 입계 크롬탄화물의 grain boundary coverage (GBC)에 따라 

증가하고, 입내 크롬탄화물의 석출정도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그

림 20은 여러 가지 heat의 Alloy 600에서 관찰된 GBC와 입내 탄화물의 

number density N에 따른 im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GBC가 커질수록 im이 감소하고, 입내 탄화물의 number density N이 증가할

수록 im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는 Alloy 600의 경우에 있어서, 입내 크롬

탄화물이 존재하면 PWSCC 저항성이 감소하고, 입계 크롬탄화물을 충분히 석

출시키면 PWSCC 저항성이 증가된다는 실험적인 사실을 잘 나타내고 있다.

      2.2.3. PWSCC 균열 성장

 EPRI에서는 PWR 환경에서 Alloy 600과 Alloy 182의 균열 성장 거동

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 다[11-13].  각 시편은 Alloy 600 판재나 bar stock에 

홈을 내고 그 홈 사이를 Alloy 182로 용접한 후 용접부로부터 시편을 채취하

다.  그들은 compact tension (CT) 시편을 이용하여 균열 성장 시험을 수

행하 는 데, CT 시편은 그림 18에 나타낸 바와 같이, 용접 시편에서의 방향

성을 고려하여 각 방향별로 TS, LS 및 TL 방향의 시편을 채취하 다.  그리

고 모든 시편에 있어서 용접 후 응력제거 열처리를 수행하지 않았다.

시험조건은 325℃에서 1200 ppm B, 2.0 ppm Li 그리고 25 cc/kg H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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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0. Material susceptibility index as a function of the micro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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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유된 모의 원자로 냉각 시스템 (simulated reactor coolant system, RCS)의 

수화학을 사용하 다.  시편은 균열 성장 시험 전, 피로에 의한 예비균열 

(fatigue precrack)을 만든 후 수행하 다.  3600초마다 R = 0.7 (R ratio = 

mimimum load/maximum load)을 갖는 주기적인 일정하중 조건을 이용하

다.  SCC 균열 길이는 DCPD (direct current potential drop) 기법을 이용하

여 측정하 으며, 전기화학 전위 (electrochemical potential, ECP)는 외부에 

Ag/AgCl 전극을 이용하여 측정하 다.  모든 고온 전극장치는 지르크노아를 

이용하여 제작하 다.

피로 예비균열과 SCC 균열 길이는, 균열 길이에 대한 정확한 전압으로 

보정된 역 DC 전위차 전압 측정법 (reverse DC potential difference voltage 

measurements)을 이용하여 계산하 다.  총 17개의 용접 시편을 시험하 으

며, 시험이 끝난 시편은 공기 중에서 피로균열 (fatigue cracking)에 의해 절

개한 후 SEM을 통하여 파단면 분석을 수행하 다.  시험결과, Alloy 182에서 

PWSCC에 의한 균열 성장 지역은 interdenrtitic 파단면의 특성을 보여주는 

반면, 피로 예비균열 지역 및 시험 후 피로에 의해 절개된 부분은 입내 파단 

(transgranular fracture) 형태를 보여 주었다.

Alloy 182의 균열 성장 시험 후 파단면을 관찰하여 보면 그림 21에 나타

난 바와 같이, 주 균열 (primary crack) 주위로 제2차 균열 (secondary crack)

이 많이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균열 형태는 입계를 따라 진행하

는 입계 균열 (intergranular)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균열은 시편의 

TS orientation을 갖는 수지상과 평행하게 진행하는 특성을 나타낸다.

SEM에 의해 측정된 초기 및 최종 균열 크기는 균열 성장률 (crack 

growth rate)를 결정하기 위한 DCPD 판독값을 보정하는 데 사용하 다.  균

열 선단면의 불균일성 때문에 시편을 가로질러 5 - 12회 측정을 한 후, 평균

값을 균열 깊이로 하 다.  주요 실험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응고 이방성의 향

용접 공정 중, 용접부가 응고함에 따라 수지상으로 구성되는 주상조직 

(columnar structure)이 응고 방향으로 성장한다.  균열은 수지상을 가로지르

는 방향보다는 수지상과 평행한 방향으로 더욱 전파가 쉽게 일어난다.  그림 

22는 325 ℃에서 수행한 6개의 시편에 대한 결과인 데, 피로 예비균열이 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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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 Intergranular stress corrosion cracking of Alloy 182 with 

secondary          cracks. TS orientation.



- 37 -

        

Fig. 22. Effect of crack orientation on crack growth rates of Alloy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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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과 평행한 방향 (TS 및 LS로 표시됨)에서의 균열 전파가 수지상을 가로지

르는 방향 (TL 및 LT로 표시됨)에서의 균열 전파에 비해 5 - 10배 빠른 것

을 알 수 있다.  그림 22에서 점선 및 실선은 Alloy 600에 대한 Scott의 균열 

성장 모델을 나타낸다.  수지상은 용접부의 응고 방향으로 배향하기 때문에, 

실제로 용접중에 발생하는 각종 용접 결함도 수지상에 평행한 방향으로 잘 

발생하게 된다.  EDF와 CEA에서 수행한 연구결과도 이와 마찬가지로 수지

상과 평행한 방향 (TS)으로의 균열 전파가 수지상에 수직한 방향으로의 균열 

전파 속도에 비해 2배 이상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 온도의 향

온도는 Alloy 600에 있어서 균열 성장속도에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3].  증기발생기 세관의 현장 경험으로부터 얻어 낸 균열 성장

의 활성화 에너지 (activation energy)는 약 135 Kcal/mole이며, 또한 후판을 

이용하여 실험실 연구로부터 얻은 결과도 이와 매우 비슷하다.  Alloy 182에 

있어서 PWSCC 균열 성장속도에 대한 온도 (290 - 342℃)의 향을 그림 23

에 나타냈다.   그림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Alloy 182에 대한 데이터는 

정확한 활성화 에너지를 얻어 내기에는 너무 제한적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는 Alloy 600의 경우와 동일한 일반적인 경향을 따르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림을 통해 알 수 있듯이, 290 - 350 ℃의 온도 역에서 온도가 증가함에 따

라 균열 성장속도가 크게 증가함을 쉽게 알 수 있다.  다른 연구자들에 의한 

실험 결과도 이와 비슷한 데, 예를 들어, S.L. Hong 등[14] 등의 연구결과를 

그림 24에 나타냈다.  각각의 실험조건 즉, as-welded (AW), stress relieved 

(SR) 그리고 cold worked 조건에서 마찬가지로 균열 성장속도는 온도의 향

을 크게 받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은 이 데이터로부터 130 kJ/mole의 균열 성

장 활성화 에너지 값을 얻어냈다.  

• 용접의 향

용접 중에는 다양한 변수들에 의해, 동일한 용접 조건을 사용하여 용접

을 하더라도 최종 용접재는 다른 특성을 보일 수 있다.  그림 25는 각각 

EDF, Studsvik 그리고 Westinghouse에서 제작한 용접부를 이용하여 얻은 결과인 



- 39 -

Fig. 23. Effect of temperature on crack growth rates of Alloy 182.          

          (K=22-26 MP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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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4. Influence of temperature on the max. crack growth rates           

          in Alloy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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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5. Effect of weld heats and stress intensity on crack growth rates    

          of Alloy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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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약간의 편차와 중복된 결과에도 불구하고 Westinghouse에서 제작한 용접

재에 대한 균열 성장속도는 EDF의 그 것보다 낮은 값을 나타냄을 알 수 있

다.   Studsvik에서 제작한 용접재는 이 들 두 결과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용접 재료나/(와) 용접 절차가 PWSCC 균열 성장 거동에 

큰 향을 미침을 잘 알 수 있다.

• Applied Stress Intensity Factor의 향

Stress intensitym, K가 균열 성장 거동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위하

여 20-45 MPa√m의 범위 내에서 균열 성장 시험을 수행하 다.  실험결과, 

그림 25에서 알 수 있듯이, 용접 시편은 인가된 stress intensity factor가 증

가함에 따라 균열 성장속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주었는 데, Alloy 600 모

재도 이와 비슷한 경향을 나타고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경향을 좀 더 정량적

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좀 더 낮은 stress intensity와 높은 stress inensity에

서의 실험 데이터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EPRI의 연구 결과와는 달리 

EDF/CEA에서 수행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15 - 65 MPa√m의 stress 

intensity 역에서 균열 성장속도는 K 값에 크게 의존하지 않는다고 보고하

다.  또한 그들은 1차수 조건에서 SCC가 발생할 수 있는 threshold K, 즉 

KSCC를 약 9 MPa√m 정도로 추정하 다.  일반적으로 증기발생기 전열관에 

사용되는 Alloy 600에 대해 Scott model에 의하면, 균열 성장속도에 대한 K

의 향은 (K-9)
1.16
의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된다.  이에 반해 EDF/CEA

에서는 그림 26을 기반으로 하여, Alloy 182에 있어서 균열 성장속도에 대한 

K의 관계를 (K-9)
0.1
로 제시하 다.

• 용접 후 응력 완화 열처리의 향

응력 완화 열처리는 용접 후 발생하는 잔류응력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수

행되지만, 이러한 작업을 통해 오히려 재료가 균열 전파에 더욱 민감해 질 수 

있는 효과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  그림 27은 S.L. Hong 등[14]에 의한 연구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as-welded 조건에 비해 응력 완화 열처리를 하 을 

경우, 균열 속도가 약 2배 정도 감소하 음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응력 완

화 열처리는 국부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잔류 응력을 완화하고, 결정립계에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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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6. Influence of mechanical loading on the max. crack growth rates    

         in Alloy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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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7. Effect of the stress relief heat treatment on the max. crack growth  

        rates in Alloy 182 vs. mechanical lo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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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는 미세한 석출물을 변화시킬 수 있는 효과를 일으키기도 한다.

• 냉간가공의 향

재료를 냉간가공하면 경도 및 강도가 증가하게 되며, 이는 균열 성장속

도를 증가시키게 된다.  그림 28은 S.L. Hong 등[14}의 연구 결과로써, Alloy 

182를 10% 냉간가공하 을 경우, 초기 상태의 재료에 비해 균열 성장속도가 

증가하 음을 알 수 있다.  균열 전파에 대한 냉간가공의 가속 효과는 용접 

후 열처리에 관계없이 약 2배 정도인 것으로 추정된다.  압력용기 CRDM 노

즐이나 증기발생기 전열관 재료로 사용되는 Alloy 600의 경우에도 동일한 경

향이 관찰된다.

• 균열 성장 모델

그림 25에 표시된 데이터를 근거로 하고, Scott이 제시한 균열 성장 모

델에 5의 인수를 적용하여 만든 Alloy 182의 균열 성장 모델이 그림 25에 표

시되어 있다.  온도 325 ℃에서 Alloy 182의 PWSCC 균열 성장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여기서 K의 단위는 MPa√m이다.

da/dt = 1.4 x 10
-11
 (K-9)

1.16
 m/sec

EDF[14]에서도 그들이 수행한 연구 결과를 기초로 하여 PWSCC 균열 

성장 모델을 만들었다.  각 매개변수가 서로 독립적이라고 가정하여, 정상적

인 1차 냉각수 조건에서 Alloy 182의 균열 성장속도를 분석적인 관계식으로 

도출하 다.  그들은 실험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고려 사항을 균

열 성장식에 도입하 다.

- K에 대한 균열 성장속도의 plateau 거동, (K-9)
0.1

- 활성화 에너지, 130 kJ/mole

- 10%의 냉간가공은 균열 성장속도를 2배 증가시킴

- 응력 완화 열처리는 균열 성장속도를 50% 감소시킴

- 응고 이방성, 수지상에 평행한 방향이 균열전파에 2배의 효과

- cyclic loading은 균열 성장속도에 2배의 효과를 일으킴[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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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8. Effect of cold work on the max. crack growth rates in as-welded  

         and stress relieved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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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제시된 Alloy 182의 균열 성장식은 

다음과 같다.

• 미세구조 연구

EDF/CEA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Alloy 182의 응고 미세조직에는 2가지 

종류의 고온 석출물이 관찰된다[14].  우선, 수지상의 계면에 있는 석출물 

(interdentritic precipitates)에는 수지상 방향으로 길쭉한 형태를 갖는 니오비

움 탄화물 (NbC)이 주로 관찰된다.  또한 Nb, Ti, Mn, 및 Cr이 풍부한 구형 

(spherical shape)의 석출물도 발견된다.  이에 비해 수지상 내의 석출물 

(intradendritic precipitates)로는 Al, Mn, Cr 및 Ti가 풍부한 산화물 계통이 

대부분이다.  아마도 이러한 산화물들은 용융온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이들은 

응고 초기에 형성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Mills 등[15]은 여러 가지 전자현미경 분석장비를 이용하여 탄소 함량이 

0.04 wt%의 Alloy 82의 미세조직 특성을 연구하 는 데, 그들의 연구 목적은 

54℃의 저온에서 수소유기 균열전파 (hydrogen- induced crack propagation)

에 대한 Alloy 82의 민감성을 일으키는 금속학적이고 조성적인 특성을 밝히고

자 하는 것이었다.  그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용융부는 조대한 결정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결정립계에는 주로 Nb, Ti(C,N)의 석출물이 존재하고 결정

립 내에는 TiN 개재물과 (Al,Mg,Si)-rich oxides가 분포하 다.  이 용접재를 

1093 ℃에서 열처리하면, 결정립들은 재결정화되고 결정립계에는 Cr이 풍부한 

탄화물이 석출된다.  용접 상태(as-welded)의 재료 내부에는 많은 전위들이 

tangling되 있거나 전위망을 형성하고 있으며, 높은 항복강도 (600 MPa) 값을 

나타냈다.  반면, 열처리된 시편은 전위 도가 크게 감소하 으며, 따라서 낮

은 항복강도 200 (MPa) 값을 나타냈다.  그들은 as-welded Alloy 82의 결정

립계에 존재하는 매우 미세한 Nb 및 Ti-rich carbides가 수소 원자를 효과적

으로 포획함으로써 낮은 온도에서의 수소유기 균열전파를 조장한다고 결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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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이 용접재를 1093 ℃에서 열처리하면 대부분의 매우 미세한 

carbonitrides가 분해됨으로써 저온수에서의 균열 성장 경향을 제거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그러한 석출물들이 고온에서도 Alloy 182/82의 PWSCC 거동

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관해서는 아직 확실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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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붕산부식 (boric acid corrosion)

가압경수로의 1차 냉각수에는 붕산과 리튬이 수용액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 데, 그 양은 약 1200 ppm B와  2 ppm Li 정도이고, 수소가 약 25 

cc/kg 정도 용해되어 있다.   pH 값은 4.2 - 10.5로써 상대적으로 넓은 범위

에 걸쳐 있으며, 원자로가 정상출력을 시작할 때 가장 산성도가 높다.  1차 

냉각수에 함유된 붕산은 원자로 구성재료인 스테인리스 강이나 니켈기 합금 

등에 각종 부식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원자로 압력용기 헤드의 손상은, 우선 CRDM 노즐에 PWSCC에 의한 

관통균열이 발생하고 이 관통균열을 통해 누설된 붕산수가 압력용기 헤드를 

부식시키는 과정에 의해 진행된다.  따라서 붕산이 부식손상에 미치는 역할이 

CRDM 노즐과 압력용기 헤드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CRDM 

노즐 부위에서는 Alloy 600이나 Alloy 182에 대한 PWSCC 균열 발생 및 성

장의 관점에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붕산 자체가 Alloy 600에 있어서 PWSCC를 일으키는 직접적인 요인이라고 

보고된 경우는 없다.  오히려 국내외 많은 원전들이 증기발생기의 2차측에서 

붕산을 denting 억제제, 입계부식 혹은 SCC를 조절하기 위해 사용해 오고 있

는 실정이다.  따라서 붕산이 Alloy 600이나 Alloy 182의 PWSCC 거동에 미

치는 향은 무시하여도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압력용기 헤드에서는 공식 (pitting)이나 SCC와 같은 국부부식 

(localized corrosion)이 아닌, 재료 전반에 걸쳐 일어나는 일반부식 (general 

corrosion)에 의한 wastage가 중요한 인자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붕산이 압

력용기 재료인 저합금강에 있어서 일반부식에 미치는 향에 대해 기술하고

자 한다.

붕산 함유 수용액에서 탄소강의 부식 거동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결과

로부터 다음과 같은 사실이 알려져 있다.

(a) 저 합금강에서의 조성 변화는 부식속도 (corrosion rate)에 큰  

   향을 미치지 않는다.

(b) 시험온도가 260 - 315℃의 범위에서는 금속 부식속도에 큰 차  

   이를 보이지 않는다.

(c) 시험시편의 크기, 형태 및 표면처리 상태도 부식속도에 별다른  

   향을 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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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 환경에서 탄소강의 부식에 향을 미치는 또 다른 인자는 수용액

의 pH이다.  pH가 9.5인 수용액에서 탄소강의 부식은 pH가 10.5 - 11.5일 경

우보다 약 6배까지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표 2는 BNL[18]에서 저합금강

에 대한 붕산부식 실험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데, 이 표에는 각 시편의 시험조

건, 즉 온도, 용액 농도 및 pH, 시험기간 그리고 그에 따른 부식속도가 나타

나 있다.  그리고 그림 29는 표 2를 이용하여 H3BO3 수용액에서 시험온도에 

따른 부식속도 변화를, 그림 30은 H3BO3 수용액에 KOH나 LiOH를 첨가하

을 때의 시험온도에 따른 부식속도 변화를 도시한 것이다.  그림으로부터, 용

액의 온도가 물의 비등온도 (즉, 212℉)까지 증가함에 따라 부식속도도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증가는 물의 비등점에 도달할 때

까지 계속되며, 그 후 부식속도는 오히려 감소하기 시작하는 데 이는 아마도 

용액 중 물의 감소현상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물의 비등점을 지나 부식속

도의 감소현상은 (H3BO3 + LiOH) 수용액의 경우 최소한 352℉까지, 그리고  

H3BO3 수용액에 있어서는 600℉까지 이러한 경향이 계속된다.  온도가 더욱 

높아짐에 따라 수화물 중에 포함된 물이 증발하게 되고, 이에 따라 LiBO2 형

태의 리튬인산염이 형성될 수 있으며, H3BO3의 경우도 H2O가 증발해 나가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  높은 온도 역에서도 부식속도가 온도의 증가에 

따라 감소하기는 하지만 상당한 양의 금속부식이 일어난다.  그림 29 및 30에

서 보듯이, 일정 온도에서 부식의 양상이 완전히 변한다는 것은 부식을 일으

키는 mechanism이 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데, 이에 관해 지금까지 자세히 

연구된 결과는 없는 형편이다.

그림 29와 30으로부터 우리가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a) 이 실험에 사용된 저합금강은 A193-B7, AISI 4135 그리고    

      A4130 등 여러 가지임에 불구하고, 각 시편의 화학조성은 

부      식속도에 거의 향을 끼치지 않았다.  이는 이미 언급한 

내      용을 확인시켜주는 결과이다.

(b) 물의 비등점에 해당하는 온도까지는 용액 중 붕산의 농도가   

    크게 향을 주지 않았다.

(c) H3BO3 수용액에 KOH나 LiOH를 첨가할 경우, 물의 비등점까  

    지는 두 첨가제가 부식속도에 미치는 향은 거의 비슷한 양  

    상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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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pecimen table on the corrosion variables and corrosion r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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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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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9. Corrosion rates vs. 1/T in H3BO3 sol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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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0. Corrosion rates vs. 1/T in H3BO3 + (LiOH or KOH) sol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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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H3BO3 수용액에 KOH나 LiOH를 소량 첨가시킬 경우, 높은 온도에서

는 첨가시키지 않았을 때 보다 저합금강의 부식속도는 더욱 빨라짐을 알 수 

있다.  반면, 낮은 온도에서는 LiOH/KOH는 부식과정에 있어서 억제제 

(inhibitor) 역할을 한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온도가 높아지면 이온의 양 

(amount of ionic species)이 증가하고, 이들이 화학반응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

는 데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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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 론

가압경수로형 압력용기 헤드에 부착되어 있는 CRDM 관통관 노즐 부위

에서 발생하는 PWSCC 균열 및 이 균열을 통해 유출된 붕산수가 압력용기 

헤드의 부식 손상에 미치는 향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손상 발생 및 손상 

현황에 대해 분석하 다.  CRDM 노즐 재료는 현재 Alloy 600이나 Alloy 690

을 사용하고 있는 데, 사고는 주로 Alloy 600으로 제작된 관통관 노즐에서 발

생하고 있다.  이는 Alloy 600이 1차측 부식환경에서 PWSCC가 잘 발생한다

는 사실에 기인한다.  또한 Alloy 600으로 제작된 관통관 노즐 주변은 Alloy 

600과 화학 조성이 거의 동일한 Alloy 182/82로 용접을 하는 데, 이 부위 또

한 PWSCC에 대해 상당히 취약하다.  특히 관통관 노즐에 발생하는 원주 균

열은 심한 경우 관통관의 전면적인 파단사고를 일으킬 수 있을 뿐 아니라, 

CRDM의 동작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Alloy 600과 Alloy 182/82 용접부의 1차측 부식환경에서 PWSCC 균열개

시에 관한 실험에 의하면, Alloy 182의 활성화 에너지는 Alloy 600의 경우와 

같이 185 kJ/molednl 값을 가진다.  또한 Alloy 182의 PWSCC 발생을 위한 

threshold stress는 이 재료의 항복강도의 하한값에 근접하는 약 350 MPa로 

측정된다.  약 600℃의 응력완화 열처리는 비록 PWSCC 균열 발생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해도 균열 개시를 억제하는 데 상당한 효과를 보여주었다.  용접

부에서의 균열 성장속도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달라지게 된다.  즉, 응고 

이방성, 시험온도, 용접 변수, mechanical loading, 응력완화 열처리, 냉간가공 

등의 요인에 따라 Alloy 182에서의 균열 성장속도는 크게 다른 값을 갖는다.  

원자로 압력용기 헤드의 직접적인 손상 원인은 저합금강의 붕산 부식으로 지

목된다.  붕산 부식은 공식이나 SCC와 같은 국부부식이 아닌 재료 전반에 걸

쳐 일어나는 일반부식에 의한 wastage 현상이다.

다행히도 국내에서는 Davis-Besse 원전에서와 같은 심각한 원자로 헤드 

관통관 사고가 아직 발생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알아본 바와 같이 

Alloy 600 관통관은 언제든지 PWSCC에 의한 손상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대책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보고서를 

통해 압력용기 헤드 관통관의 안전성 및 건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적

인 토대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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