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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최근 들어 유체유발진동 (flow induced vibration, FIV)에 의한 전열관의 

마모현상이 원전 증기발생기에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1997

년 광 4호기 증기발생기 전열관에서 마모에 의한 손상이 처음 발견된 이후, 

증기발생기 전열관에서의 마모현상이 주요한 열화기구로 등장하기 시작하

다.  이러한 마모손상은 광 3,4호기 뿐 아니라, 울진 3,4호기 등 국내에서 

운전하고 있는 증기발생기 전열관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외국에서

도 이미 Palo Verde II와 Mihama 원전 2호기 등에서 프레팅 마모 (혹은 충격 

프레팅 마모)로 인한 전열관의 파손에 의해 냉각수가 유출되고, 이에 따라 발

전소의 가동이 중지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러한 증기발생기에서의 

프레팅 마모는 증기발생기 내부에서 전열관 재료와 지지구조물 사이의 틈의 

존재로 인해 2차 냉각수가 빠른 유속을 갖게 되고, 이에 따라 전열관과 지지

구조물 사이의 FIV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원전 증기발생기 전열관의 주요한 손상원인으로 대두되

고 있는 프레팅 마모를 중심으로 하여, (1) 국내외 증기발생기 전열관에서의 

프레팅 마모에 의한 손상 현황, (2) 마모가 발생할 경우, 구조건전성을 확보하

기 위해 필요한 마모결함 검사 및 평가 방법, (3) 마모가 발생하는 기구 

(mechanism), (4) 전열관의 재질, 진동특성, 가동온도 등 여러 주요 변수들이 

전열관의 마모 특성에 미치는 향, 그리고 마지막으로 (5) 실제 원전 가동조

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식마모 (corrosive wear)에 대한 현재까지의 기술현

황을 분석하 다.

부식에 의해 전열관이 손상된 경우에는 해당 전열관을 관막음 

(plugging)하면 손상의 진행을 중단시킬 수 있으나, 마모에 의한 손상은 관막

음 이후에도 진동에 의해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부식에 의한 

손상보다도 더욱 지속적이고 치명적인 결과를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증기

발생기 전열관에 대한 마모 자료는 원전의 유지, 가동 및 보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며, 이에 대한 현황파악, 자료수집 및 계속적인 연구를 통한 자료획득이 

매우 시급한 실정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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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The recent status on wear damage of steam generator tubes caused 

by flow-induced vibration was investigated, and the criteria for structural 

integrity evaluation of the wear-damaged tubes were reviewed.  It was 

surveyed how the wear damage of tubes could be affected by main 

parameters, such as, materials properties and their combination, impact 

load and vibration amplitude/frequency, contact areas and diametral 

clearance between the tube and tube support plate, wear test duration, and 

test temperature.  Finally, corrosive wear, which means the combined 

action of corrosion and wear simultaneously, was also surveyed in this 

report.

Wear was found to be more harmful to the tubes than various 

corrosion phenomena such as primary stress corrosion cracking, 

intergranular stress corrosion cracking, denting, and/or pitting, since wear 

damage can proceed by continuing flow-induced vibration in the steam 

generator even after plugging the failed tubes.

There has been only a few works concerned on the wear damage of 

steam generator tubes in Korea, compared with the leading foreign 

research institutes.  Especially, the experience related to the wear 

characteristics of Alloy 690, which has become a replacement material for 

Alloy 600 as steam generator tubes, is far from satisfactory.  Systematic 

studies, therefore, concerned with structural integrity of tubes as well as 

improvement of were resistance of Alloy 690 in the PWR environment are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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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997년 광 4호기 증기발생기 전열관에서 마모에 의한 손상이 처음 발

견된 이후, 증기발생기 전열관에서의 마모현상이 주요한 열화기구로 등장하기 

시작하 다.  이러한 마모손상은 광 4호기 뿐 아니라, 광 3호기 및 울진 

3,4호기 등 CE사에서 설계한 증기발생기 전열관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

다.  외국에서도 이미 Palo Verde와 Mihama 원전에서 프레팅 마모 (혹은 충

격 프레팅 마모)로 인한 전열관의 파손에 의해 냉각수가 유출되고, 이에 따라 

발전소의 가동이 중지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러한 증기발생기에서의 

프레팅 마모 현상은 설계 요건에 따라 전열관과 지지구조물 사이의 열팽창을 

고려한 틈의 존재와, 전열관과 지지구조물 사이에서 발생하는 유체유발진동 

(flow induced vibration, FIV)에 의해 기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가동 중인 대부분의 증기발생기 전열관 재료로는 니켈기 합금인 

Alloy 600 (Ni-16wt%Cr-8wt%Fe)을 주로 사용해 왔으나, 원자로 가동 조건에

서 입계부식 (intergranular corrosion, IGC) 및 입계응력부식균열 

(intergranular stress corrosion cracking, IGSCC), 덴팅, 핏팅 등 각종 부식현

상에 대한 취약성으로 현재는 Alloy 690 (Ni-30wt%Cr-10wt%Fe)로 대체되고 

있는 추세이다.  Alloy 690은 Alloy 600에 비해 각종 입계(응력)부식에 대해 

강한 저항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으나, 현 시점에서 FIV에 의한 

프레팅 마모에 대한 저항성은 아직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며, 

오히려 각종 전열관에서 FIV에 의한 마모손상이 주요한 증기발생기 손상기구

로 등장하고 있는데 반해, 마모현상에 대한 연구 및 이에 관한 대책은 미흡한 

편이다.  부식에 의해 전열관이 손상된 경우에는 해당 전열관을 관막음 

(plugging)하면 손상의 진행을 중단시킬 수 있으나, 마모에 의한 손상은 관막

음 이후에도 진동에 의해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부식에 의한 

손상보다도 더욱 지속적이고 치명적인 결과를 일으킬 수 있다.

증기발생기 전열관의 프레팅 마모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우선 전열관과 지지구조물 사이의 유체유발진동

을 일으키는 기하학적인 배열 및 두 물체 사이의 상호 작용력, 진동수 그리고 

진동폭 등의 차이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마모가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두 

물체의 표면 거칠기 및 표면 접촉형태, 재질특성 뿐만 아니라, 유체의 종류 및 

가동온도, 가동시간 등도 마모 거동에 큰 향을 미친다 [1-4].



- 2 -

또한 이러한 모든 요인들이 고려된 전열관에서의 마모현상에 대한 연구

수행과 더불어, 마모손상 전열관에 대한 구조 건전성의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

다.  이를 위해서는 급속한 마모손상의 원인을 규명하여야 하며, 전열관의 마

모손상 발생추세, 발생위치, 신뢰성 있는 검사기법 확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검토 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마모결함과 파열

압력과의 상관관계 도출, 설계압력 및 안전계수 재설정, ECT 신뢰성 검증, 마

모손상 성장속도 등 구조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 정비

기준을 재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증기발생기 전열관에서 발생하는 각종 프레팅 마모에 

의한 손상현황을 파악하고, 마모가 발생하여 진행될 경우 구조건전성을 확보

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 FIV에 의해 프레팅 마모가 발생하는 mechanism을 

알아보았다.  그리고 마모와 관련된 주요 변수들 즉, 재질적인 측면, 기계적인 

변수 및 환경적인 향 등이 증기발생기 전열관의 마모에 미치는 향을 고찰

하 으며, 마지막으로 실제 고온 고압의 증기발생기 내부에서 부식 환경에 따

라 발생할 수 있는 부식마모 (corrosive wear)에 관해서도 알아보았다.  이러

한 연구결과들의 정리를 통해 증기발생기 전열관의 마모손상을 억제 내지는 

방지할 수 있는 기술적인 토대 및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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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론

2.1 국내외 증기발생기 전열관 마모현황

국내 원전에서의 마모결함은 CE형 증기발생기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고 

있는데, 이는 설계특성에 따라 마모가 잘 일어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마모결

함은 전열관과 bat wing 또는 vertical strip 사이의 중앙 공공 (central cavity) 

주변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데, 이는 이 부위에서 2차 냉각수 유속이 빠르

고 지지구조물의 설계특성상 특정부위 (Row 25-40) 전열관의 natural 

frequency가 낮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Row 41번 이상은 

horizontal strip이 지지하고, Row 1번 이하부터는 bat wing 사이 간격이 짧아

진다.  또한 전열관 지지간격이 길어 진동폭이 클 경우나, 지지구조물과 전열

관 사이의 틈새 제작 공차 등에 의한 불규칙한 분포도 마모발생의 주요한 원

인이 될 수 있다.  CE형 증기발생기에서 마모는 Row 25-40, Column 64-120 

사이의 약 167개 정도에서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다음 Fig. 1과 Table 1

은 광 3, 4호기 및 울진 3,4호기에서 마모결함이 검출된 위치를 나타낸 것이

다 [5].

Table 2.는 각 증기발생기에서 검출된 마모결함의 발생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표에서 보듯이, 울진 3,4호기에서는 첫 주기부터 마모손상이 발견되었

으며, 광 4호기에서는 2주기, 그리고 광 3호기에서는 3주기부터 마모손상

이 발생하 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마모결함에 대해 설계사인 CE사는 마모

결함은 주로 증기발생기의 중앙 부위인 Row 25-40번, Column 64-120번 사이

의 167개 전열관에 집중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 으나, 실제로는 울진 4호

기 1차 검사와 광 4호기 4차 검사에서는 이러한 부위에서 뿐 아니라 CE사

가 예측한 167개 집지역을 벗어난 외곽지역에서도 마모손상이 많이 검출되

었다.

가장 잘 알려진 마모에 의한 증기발생기 전열관의 파손사례는 North 

Anna 1호기 및 일본의 Mihama 2호기이다.  North Anna 1호기의 경우, 전열

관 파단이 일어난 곳은 coldleg 쪽의 Row 9, Column 51의 최상부 전열관 지

지판에서 360°의 전체 전열관 파단이 발생하 다.  파단면에서 응력부식균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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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흔적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이러한 사고가 있은 후, 전체 전열관의 검사를 

통해 전열관 지지판의 피로 파괴에 관한 EPRI 규정 (1994년)에 의해 약 178개

의 전열관이 관막음되었다.  일본의 Mihama 2호기 경우, U-band 역에서 고

주기 피로에 의해 coldleg 부위의 Row 14, Column 45의 전열관 지지판 상부

에서 파단이 발생하 다.  이러한 사고는 약 360°이 원주방향으로 전열관이 

완전파단된 중대사고 다.  그 원인은 Fig.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제 설계

사양과 다른 반진동봉 (anti- vibration bar, AVB)의 잘못된 설치에 의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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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된 AVB에서 우선적으로 고주기 피로가 발생하여 결국 전면적인 파단사고

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두 가지 사고의 중대성은 1차 경계에서

의 냉각수 유출이라는 점에 있었다.  AVB의 U-band 역과 bat wing 지지판

에서의 마모는 CE형 뿐 아니라, WH형 증기발생기에서도 모두 발생하는 데, 

AVB에 의한 마모현상은 1973년 San Onogre 1호기에서 처음 발견된 이래 여

러 가지 형태의 다른 증기발생기에서도 자주 발생하 다.  현재까지 전 세계

적으로 100여개에 가까운 원자력발전소에서 이러한 AVB에 의한 마모를 경험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프레팅 마모에 의한 전열관의 손상사례 모습

을 Fig. 3에 나타냈는데, 보는 바와 같이 마모손상은 전열관과 지지판 사이에

서 발생할 수 있으며, 또한 전열관들 간의 마모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위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AVB나 전열관 지지판에 의해 전열관에서의 마

모손상이 야기되는 데, 전열관의 두께는 매우 얇고 실제 진동에 의한 피로/마

모 균열 성장속도는 매우 빠르기 때문에, 일단 시작된 손상이 완전히 전파하

기까지는 매우 짧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피로 및 마모로 인한 손상 중에서 

대부분의 파단이 완전 파단이라는 것을 볼 때, 이는 매우 심각한 형태의 열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마모 발생기구는 손상된 증기발생기에서 채취한 전열관 시편을 이용하

여 연구되어 왔는데, 실험실 연구에서 전열관 지지판과 유사한 환경을 모사하

기 위한 시도를 많이 수행하 다.  이곳에서 유체의 흐름으로 인한 전열관 진

동모드가 측정되었으며, 전열관 지지판에서 마모로 인한 전열관 손상은 ECT 

(eddy current inspection)으로 검출되거나 감시된다.  마모손상을 억제 내지는 

방지하는 방법으로는 지지구조물 설계변경, 유체흐름의 개선 내지는 수정, 전

열관 지지판의 교체, 마모를 가속시키는 부식 환경의 형성을 억제하기 위한 

수화학의 개선 등이 있다.



- 5 -

Table 1. CE형 증기발생기에서 위치별 마모결함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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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치
광 3호기

4주기

광 4호기

3주기

울진 3호기

1주기

울진 4호기

1주기

BWH 54 160 69 38

2VS 94 78 56 48

3VS 40 58 28 20

BWC 47 72 3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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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모손상 전열관 수 / 관막음 전열관 수)  총 전열관 수 = 8214 / SG

주 

기

광 3호기 광 4호기 울진 3호기 울진 4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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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SI / 5

1 17 / 2 27 / 1 78 / 3 26 / 2

2 22 / 0 5 / 0

3 18 / 1 52 / 2 98 / 37 69 / 7

4 38 / 3  68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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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Locations of wear damage occurrence in Yonggwang Unit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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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Locations of S/G tube failure and AVB set-up in Mihama Unit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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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Photographs of wear-damaged S/G rub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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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마모에 대한 구조건전성 평가

마모손상에 대하여 미국 NRC는 1997년 8월 “Draft Generic Letter 

(Steam Generator Tube Integrity)와 1997년 9월 “Draft Reg Guide DG-1074 

(Steam Generator Tube Intergrity)를 통하여 정비기준을 설정하 다.  미국 

EPRI도 역시 1997년 12월 NEI 97-06 (Steam Generator Program Guideline)을 

지침으로 하여 1999년부터 적용하고 있으며, 2000년 3월에는 새로운 건전성 

평가에 대한 지침 [7]을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모든 지침서들은 마모결함에 

대한 정량적인 건전성 평가를 요구하고 있으며, 또한 대체 정비기준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마모결함에 의해 정상가동 중 혹은 설계기준사고가 발생하 을 때, 전열

관의 파단사고나 냉각수의 과도한 누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타당한 정비기준

을 설정하여야 한다.  또한 마모 전열관에 대한 정비기준을 설정하기 위해서

는 현장의 검사자료 분석 및 구조 건전성 평가가 필수적이다.  발전소 현장에

서 마모손상이 검출된 전열관의 경우 Bobbin 검사를 통하여 결함의 깊이를 

평가하고 있다.  현재 국내의 전열관 정비기준은 40 % 관두께 기준이다.  

Bobbin 검사는 voltage를 측정하여 결함 깊이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결함 길이

가 0.5 inch인 표준시험편을 기준으로 하여 결함 깊이가 40 % 이상이면 관막

음 대상이 된다.  하지만 동일한 깊이라도 길이가 길어지면 voltage가 증가하

여 깊이가 과대평가될 수 있다.  따라서 Bobbin 신호로 40 % 이상인 전열관

에 대해서는 MRPC (motorized rotating pancake coil) 검사를 추가적으로 실

시하여 정확한 길이를 평가한 후, 평가된 길이를 기준으로 Bobbin 신호를 재

평가하게 된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결함 깊이가 관두께의 40 % 이상이라고 

판단되면 관막음하게 된다.  즉, 결함깊이가 관두께의 40 % 이상이면 결함의 

유형이나 발생위치에 관계없이 정비하도록 되어 있다.

지금까지의 마모에 관한 각종 실험결과에 의하면, 결함의 깊이 뿐만 아

니라 결함의 길이, 기울기 등 모든 결함 형상 요인들이 전열관의 파열압력 

(burst pressure)에 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즉, 현재 적용하고 있

는 일률적인 관막음 기준 (즉 40 %)이 구조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최

적 조건이 아님을 의미한다.  최근 미국에서는 NEI 97-06 "Steam Generator 

Program Guidelines (1997. 8)"을 바탕으로 한 성능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NDE 검사결과와 각 발전소 고유의 데이터를 반 하여 결함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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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 정량적인 건전성을 평가하고, 건전성 평가결과에 근거한 정비기준을 수

립하고 있다.  또한 EPRI에서는 "EPRI Steam Generator Integrity Assessment 

G/L, Revision 1 (2000. 3)"에 근거한 건전성 평가지침을 제시한 바가 있다 

[7].  Fig. 4는 EPRI의 가동 중 구조건전성 평가절차를 도식적으로 나타낸 것

이다.

EPRI 지침에 따르면 건전성 평가의 기준이 되는 파열압력은 정상가동압

력과 설계기준사고압력에 안전계수 3과 1.4를 각각 곱한 3ΔPNO와 1.4ΔPACC 중 

큰 값을 선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Fig. 4에서 파열 조건 (burst 

requirement) 선은 3ΔPNO와 1.4ΔPACC 중에서 큰 값이 작용하는 경우를 고려한 

성능기준 (performance criteria)을 나타낸다.  이 파열조건선과 파열압력 상관

관계 (burst pressure relationship) 선이 교차하는 위치로부터 파열이 발생하는 

임계조건 즉, 기준 결함크기 (reference defect size)가 결정된다.  이러한 파열

압력 상관관계식은 ASME 코드식을 이용하거나 혹은 직접 실험을 통해 얻은 

데이터로부터 실험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기준 결함크기를 구한 후에는 Fig. 4에 나타낸 각각의 불확실성을 고려

하여 정비기준(repair limit)를 설정하게 되는 데, 불확실성은 산술적인 방법, 

단순통계적인 방법, 그리고 Monte Carlo 방법 등을 적용한다.  산술적인 방법

에서는 불확실성 인자들을 기준 결함크기에서 직접 빼준다.  단순 통계방법에

서는 각 불확실성 인자들의 기하평균 (제곱의 합의 제곱근)을 계산하여 반

한다.  그리고 Monte Carlo 방법에서 불확실성은 표본에 의한 불확실성과 

Monte Carlo 분석으로 구한 불확실성의 분포를 조합하여 결정한다.  세 방법 

중에서 산술적인 방법이 가장 간단하면서도 보수적인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Fig. 4에서 표시된 관계 불확실성 (relational uncertainty)는 실

험을 통해 얻은 데이터 사이의 편차로 인한 불확실성이며 재질특성 불확실성 

(material properties uncertainty)는 전열관의 재료 강도를 통계처리하 을 때 

편차를 반 한 값이고, 측정 불확실성 (measurement uncertainty)는 NDE를 

통해 전열관의 결함 형상이나 깊이를 평가할 때 NDE 자체의 검사기술에 대

한 불확실성과 평가자에 대한 불확실성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함성장량 

(growth)는 검사자료로부터 결함성장속도 (growth rate)를 구한 후 이로부터 

다음 주기까지의 가동시간을 고려하여 예상되는 결함성장량을 나타낸다.  마

지막으로, 기준결함길이에서 각종의 불확실성 요인과 다음 가동주기까지의 예

상 결함성장량을 뺀 값이 정비기준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모든 불확실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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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여 설정된 정비기준보다 실제 결함크기가 작으면 다음 주기 말까지 전

열관 파열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구조적인 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EPRI 정비기준의 타당성에 대하여 다양한 확증실험이 수행

되었다.  그중에서, 실제로 마모결함 시편을 제작/가공하여 파열실험을 수행

한 결과 [8]에 의하면, ECT로 측정한 결함의 깊이가 전체 두께의 55% 미만이

면 정상가동압력의 3배 혹은 설계기준사고압력의 1.4배의 압력이 작용하여도 

다음 주기말까지 전열관 파열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구조적 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음을 보 다.  이러한 결과는 증기발생기 내의 상부지지 구조물에 발생

하는 마모손상에 대하여 현재 적용되고 있는 EPRI의 40% 정비기준은 전열관 

파단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구조 건전성을 충분히 확보하는 매우 보수적인 정

비기준이며 정비기준을 약 55%까지 완화하여도 구조 건전성이 유지될 수 있

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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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chematic of the structural integrity evalua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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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마모 발생기구

2.3.1 유체유발진동 (flow induced vibration)

Fig. 5는 재순환형 U-tube 증기발생기에서 냉각수의 흐름을 도식적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전열관의 진동을 일으키는 유체 흐름은 fluidelastic 

exitation, turbulence 그리고 vortex shedding 등 3가지 종류로 구분된다 [2].  

이 중 vortex shedding은 2상유체 (two-phase flow)에서는 잘 일어나지 않으

며, 또한 Reynolds 수가 높은 유체에서는 그 강도가 크게 감소하게 된다.  따

라서 이와 같은 요인에 의해서 증기발생기 가동조건에서 그 중요성은 그리 크

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정하게 배열된 전열관 집합체 내에서 유체가 

흐를 때, 유체의 속도에 따라 전열관 주위에서 유체의 흐름이 fluidelastic 

excitation이나 turbulence 거동을 보인다.  다음 Fig. 6은 유체의 속도에 따른 

전열관의 진동 거동을 보이고 있는 데,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유체의 속도가 

어느 일정한 크기의 임계속도 (threshold flow velocity)를 넘게 되면, 전열관

의 진동폭 (vibration amplitude)가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  이때 유체의 흐름

은 fluidelastic excitation 거동을 보이게 되는 데, 전열관 집합체에서 

fluidelastic vibration이 일어나게 되면 전열관의 중간부위에서의 진동폭이 전

열관과 지지구조물 사이의 틈새 공차보다 10 배 이상이 될 수 있다.  이에 따

라 전열관은 강한 충격을 받거나 회전운동을 하게 되고, 이에 따라 지지구조

물 부위에서 전열관의 마모가 급속히 일어나게 되어 단시일 내에 전열관의 마

모손상을 가져온다.  이러한 fluidelastic vibration에 의한 마모손상은 설계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증기발생기의 정상 운전조건에서는 잘 

일어나지 않는다.

최근에는 전열관이 장기간에 걸쳐 상대적으로 작은 진동 상태를 유지할 

때, 즉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진행하는 마모손상이 주요한 관심사항이다.  전

열관이 fluidelastic vibration에 의한 급속한 파손이 방지된 상태에서 일어나는 

마모손상은 주로 turbulence excitation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진동 운동은 주로 유체의 흐름이 turbulence 상태일 때 발생하게 된다.  만일 

유체의 속도가 임계속도 이하이면, 유체의 흐름은 주로 turbulence 거동을 보

이게 되고, 전열관의 진동폭도 매우 작아진다.  유체의 흐름에 의해 전열관 주

위에 turbulence가 생기면 전열관은 natural frequency에서 random vib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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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일으키게 된다.  

2.3.2 충격 프레팅 마모

전열관에서의 프레팅 마모는 주로 central cavity 상단에서 집중적으로 

발견되는 데, 2차측 열수력 해석 결과에 의하면 hotleg의 유속이 coldleg보다 

높고, 이러한 빠른 유속은 유체유발진동 (flow induced vibration)을 일으킨다.  

그리고 유체유발진동은 전열관과 인접하는 지지구조물 사이에 충격이나 마찰

을 가져와 결과적으로 전열관의 프레팅 마모가 발생한다.  프레팅 마모는 두 

접촉하는 물체 사이에서 작은 진폭의 진동운동의 결과로써 일어나는 데, 이러

한 작은 진폭의 상대운동은 Fig. 7에서와 같이, 좀 더 일반적인 미끄럼 마모 

(sliding wear)와는 구분된다.  미끄럼 마모에 있어서 운동 폭 혹은 진동 폭은 

접촉면적에 비해 상당히 커서 마모 입자 (wear particles)들이 쉽게 물체로부

터 떨어져 나간다.  반면, “고전적인 의미”에서의 프레팅 마모 (classical 

fretting wear)는 작은 진동폭에 의해 마모입자들이 두 물체의 접촉표면에서 

빠져 나가지 못하고 포획됨으로써 마모 진행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증기발생기 전열관에서와 같이 유체유발진동에 의해 발생하는 마모현상

은 위에 언급한 고전적인 형태의 프레팅 마모와 충격-미끄럼 (impact-sliding) 

마모가 결합된 형태이다.  이러한 형태의 마모를 고전적인 마모와 구분하기 

위해 충격 프레팅 마모 (impact fretting wear)라 하기도 한다 [1].  두 마모에 

있어서 가장 주요한 차이점은, 충격 프레팅 마모에서는 두 물체 사이에 가해

지는 수직하중 (normal load, preload)이 상대적으로 작아서 두 물체의 접촉면

이 쉽게 분리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접촉면적의 주기적인 분리는 마모

입자들이 마모계면 (wear interface)으로부터 쉽게 떨어져 나가게 하기도 하며, 

또한 두 접촉면 사이에 주기적인 접촉/분리에 의해 충격력 (impact force)을 

가하기도 한다.

2.3.3 Vingsbo and Soderberg (VS) 프레팅 맵

VS 프레팅 맵은 두 접촉물체 사이의 상대 운동폭으로 정의되는 4가지 

종류의 마모 역을 나타내 준다 [6].  Fig. 8에서 상대운동 폭이 수 ㎛ 정도인 

역은 stick 역으로 분류되는 데, 이 역에서는 상대 운동폭이 매우 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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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중에 의한 변형은 물체의 탄성변형 (elastic deflection)에 의해 쉽게 수용될 

수 있기 때문에 프레팅 마모손상은 무시될 수 있을 정도로 작으며 피로균열 

성장은 일어나지 않는다.  다음으로 상대 운동폭이 약 5 - 10 ㎛인 역을  

mixed stick and slip 역이라 하는 데, 이 역에서부터 프레팅 피로 형상이 

일어난다.  이 역에서는 마모와 부식효과가 작긴 하지만, 가속된 균열속도가 

부품의 피로수명 (fatigue life)를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  실제적인 프레팅 마

모는 상대 운동폭이 약 20 - 300 ㎛인  gross slip 역에서 일어나는 데, 이 

역에서는 부식과 결합된 마모에 의하여 심각한 프레팅 마모손상이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마모는 점차 빠른 속도로 증가되기 때문에 피로균열 자체는 

억제된다.  이보다 상대 운동폭이 더욱 증가되면 마모 손상은 일방향 미끄럼

마모의 특성을 갖게 된다.  증기발생기 전열관에서의 마모손상은 상대 운동폭

이 10 - 100 ㎛ 정도인 충격 프레팅 마모이며, 따라서 이는 프레팅 마모 (즉,  

gross slip) 역에 해당한다.

2.3.4 Work rate 모델

미끄럼 마모나 프레팅 마모 등 마모현상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

으로는 Archard 마모방정식으로부터 출발한다. Archard 식 (1)에서 마모량 

(wear volume)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9].

V = k F S / 3 H       -----------------     (1)

위의 식에서 F는 가해준 수직하중, S는 미끄럼 거리, H는 재료경도이다. 

그리고 비례상수인 k는 무차원의 마모계수 (dimensionless wear coefficient)로 

정의되는 데, 이는 주어진 재료의 물질특성과 주위환경에 의해 결정되는 재료

상수이다.  이 Archard 방정식의 이론적 배경은 응착 (adhesion)에 있는 데, 

마모는 미끄럼 과정 중 거친 표면에 기인하는 응착의 결과라고 가정한다.  마

모는 주어진 두 거친 물체표면이 서로 착된 채로 있고, 두 물체 중의 하나

에서 떨어져 나온 물체의 파편이 다른 표면으로 이동한다는 시나리오에 의한

다.   Archard 식에 나오는 3의 인자는 두 거친 물체표면 사이의 착부위가 

원형이고 마모 파편이 반구형이라는 가정으로부터 유래한다.  Archard 식 이

외에도 마모에 관한 많은 형태의 방정식이 유도되었는데, 그 대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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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ard 식과 동일하게, 마모는 수직항력과 미끄럼 거리의 곱을 재료경도로 

나눈 선형방정식의 형태를 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10].

Archard 식은 근사적으로 보았을 때 마모량이 미끄럼 거리와 수직하중

에 선형적으로 비례하는 미끄럼 마모 형상을 기술하는 데 적절하다.  또한 재

료경도가 큰 물질은 마모가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재료경도에 반비례하는 

관계로 표현되는 Archard 식은 대부분의 경우에 잘 적용된다.  이와는 달리, 

재료경도가 작더라도 내마모성이 큰 경우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재료경도가 

작은 상용 순동의 경우, AISI 1045 강에 비해 마모 저항성이 매우 크다 [9].  

따라서 이러한 재료경도 값을 형태인자 (shape factor)와 더불어 무차원 마모

계수 k에 포함시켜 새로운 마모계수 K의 개념을 갖는 마모 방정식이 제안되

었다.

V = K F S    ---------------------    (2)

윗 식에서 마모계수 K의 단위는 ㎡/N 혹은 Pa이고, F는 수직항력, 그리

고 S는 미끄럼 거리이다.

P.L. Ko는 물체 사이의 충격 운동 (impacting motion) 보다는 마찰운동 

(rubbing motion)에 의해 마모가 더욱 잘 일어남을 보 는데, 이로부터 그는 

마찰이나 경사충격력 (oblique impact)에 의한 전단응력 (shear force)의 중요

성에 주목하 으며, 이러한 힘과 운동을 결합하여 force function이라는 새로

운 개념을 도입하 다 [11].

Ko의 force function 개념과 비슷하게, Frick 등은 work rate라 불리는 

새로운 매개변수를 고안하 다 [12].  Work rate는 접촉력의 수직 성분 F를 

미끄럼 거리 S 동안 적분한 값으로 정의된다.

W' = 
1
t
⌠
⌡Fds   -------------------       (3)

Work rate는 접촉력과 상대운동을 서로 곱하고, 힘의 전단성분이나 수

직성분을 미분함으로써 얻어진다.  충격운동의 경우에는 접촉력이 크긴 하지

만 미끄럼 거리가 작기 때문에 work rate는 작은 값을 갖는다.  

(1)의 Archard 마모식을 시간으로 미분하여 힘과 미끄럼 거리의 곱으로 

대치하면 다음과 같은 work rate 식을 얻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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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 K W'     ------------------------    (4)

(4)와 같은 형태로 표현되는 Archard 식으로부터, 마모율 (wear rate)은 

work rate에 선형적으로 비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마모율의 

work rate에 대한 선형 의존성은 모든 형태의 마모에 있어서 항상 타당한 것

은 아니다.  어떤 경우에 있어서, 특히 여러 가지 마모 역을 포함하는 넓은 

범위의 접촉 조건 (즉, 마모 조건) 에 있어서는, 마모계수 K가 고정된 값이 아

니고 work rate에 의존하여 변할 수 있다.  따라서 실제적으로는 마모율과 

work rate 사이에는 비선형 관계가 존재한다.  (3)의 마모식에서 work rate는 

접촉력의 수직성분으로 표현되었지만, work rate는 접촉력의 전단성분 (shear 

component)의 항으로도 쉽게 유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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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Schematic of a re-circulating type U-tube steam generator



- 20 -

Fig. 6 Variation of tube vibration amplitude as a function of flow velocity  

       in the steam generator



- 21 -

Fig. 7 Type of w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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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Vingsbo and Soderberg' fretting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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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마모에 미치는 주요 변수들의 향

마모는 어떠한 환경에 놓인 두 접촉하고 있는 물체 사이에 하중이 가해

진 상태에서 주기적이고 반복적인 상대운동 (혹은 진동)이 일어남으로써, 결과

적으로 재료의 표면이 열화/손상되는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마

모 현상은 접촉하고 있는 두 재료의 강도/경도 및 표면 거칠기와 같은 재료

자체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마모가 진행되는 동안 재료 표면에는 

마모에 의해 새로운 표면층이 형성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마모 특성

이나 마모저항성이 계속 변하게 된다.  마모에 향을 주는 하중은 주로 충격

하중 (impact force)과 미끄러짐 하중 (sliding force)으로 구성되며, 이 두 하중

의 상대적인 크기에 따라 마모 거동이 달라진다.  여기에 진동의 크기 (혹은 

진폭)나 주기 (혹은 주파수)와 더불어 두 물체의 접촉정도 (혹은 두 물체 사이

의 틈 간격) 등이 주요 마모변수가 된다.  환경적인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요

인은 온도가 있으며, 만일 마모가 부식 환경에서 진행될 경우, 마모현상은 부

식에 의해 가속될 수 있으며, 이러한 형태의 마모를 부식마모 (corrosive 

wear)라 불린다.  결과적으로, 마모 거동을 이해하는 데는 위의 여러 가지 요

인을 모두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에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된다.

2.4.1 재질의 특성 및 조합

원자력발전소에서는 매우 많은 구성요소 중 얇고 긴 형태의 구조물이 

유체유발진동 (FIV)에 노출되어 있다.  더구나 설계 및 가동조건에 따라 얇고 

긴 전열관과 지지판 혹은 AVB 사이의 틈이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FIV에 의

해 전열관과 지지판 사이에는 마모가 쉽게 발생할 요인이 존재하며, 이 부분

에서의 마모 정도는 전열관과 지지판 재질의 선택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Fig. 9는 NRC (National Research Council of Canada)에서 발표한 실험

결과로, 250 ℃의 수용액에서 135분간 수행하 다.  실험에 사용된 전열관의 

재질은 Alloy 600과 Alloy 690이고, AVB의 재질로는 403 스테인리스강과 

Alloy 600cr을 사용하 다.  그리고 충격하중과 미끄러짐 하중을 주파수 5 - 

20 Hz로 인가하 다.  Alloy 690 전열관과 403 스테인리스강 AVB에 대한 실

험결과를 보면, 주파수 20 Hz의 순수한 미끄러짐 하중만이 작용할 때 전열관

에서 보다 AVB에서 더 많은 질량감소가 발생하 다.  그러나 동일한 미끄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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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 하중조건에 충격하중이 같이 작용할 경우, 전체적으로 보아 전열관 및 

AVB에서 질량감소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그러나 미끄러짐 하중의 주

파수를 감소시킬 경우, 두 재질 모두에서 질량감소가 매우 낮은 결과를 나타

냈다.  따라서 이러한 실험결과로부터, 전열관에 있어서 질량감소는 충격하중

과 미끄러짐 하중의 조합이 이루어질 경우 매우 크게 나타나며 미끄러짐 하중

의 주파수가 작을수록 질량감소가 크게 작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lloy 

690의 전열관에 AVB의 재질을 Alloy 600cr로 교체할 경우, 두 재질에서의 질

량감소가 현저히 증가하 다.  따라서 마모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Alloy 690

으로 제작된 전열관에 대한 AVB로는, 동일한 니켈기 합금인 Alloy 600보다는 

403 스테인리스강으로 제작된 AVB가 더욱 마모저항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

로 생각된다.  이번에는 403 스테인리스강 AVB에 전열관 재질이 Alloy 600인 

경우, 순수한 미끄러짐 하중만 작용할 때 질량감소는 Alloy 690인 경우에 비

해 상당히 낮은 값을 보인 반면, 충격하중이 같이 작용하면 오히려 질량감소

는 더욱 증가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이 경우에 있어서도, 순수한 미끄러짐 하

중만 있을 경우보다, 미끄러짐 하중과 충격하중이 동시에 작용할 때 질량감소

가 더욱 커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P.L. Ko 등 [13]도 이와 유사한 실

험을 수행하 는데, 마찬가지로 동일한 결과를 얻었음을 보고하 다.  Fig. 10

은 NRC의 실험결과 (Fig. 9)를 그래프의 형태로 나타낸 것이다.

Fig. 11은 마모실험 후 표면에 발생한 마모손상을 나타내는 SEM 사진들

로써, 미끄러짐 및 충격하중이 모두 작용하는 경우 Alloy 690/403 스테인리스

강에서는 매우 심한 소성변형을 보이고 있으며, 403 스테인리스강의 표면은 

얇은 각층으로 분리된 것이 관찰된다.  Alloy 690 표면에서 손상된 역은 충

격 및 미끄러짐 하중으로 인해 단단히 집된 입자들에 의한 손상으로 밝혀졌

다.  이에 반해, Alloy 690/Alloy 600cr 재질 조합에서는 Alloy 600cr 표면은 

아주 좁은 형태의 홈이 보이는 데, 이는 충격 및 미끄러짐 하중에 의해 발생

된 침식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Alloy 690 표면에서는 두 재

질 사이에서 형성된 마모 입자들이 층을 이루며 덥혀있다.  이렇게 형성된 입

자층은 Alloy 690에 대한 보호층으로 작용하나 계속적인 충격 및 미끄러짐 하

중에 의해 제거되어 마모가 진행되어 나간다.  순수한 미끄러짐 하중만이 작

용할 때, Alloy 600cr AVB의 경우, 매우 미세한 입자들과 소성변형이 손상된 

표면에서 발생하나, 403 스테인리스강에서는 얇은 각층이 형성된 것을 알 수 

있다 [13,14].  충격 및 미끄러짐 하중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표면의 소성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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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증거는 관찰되었으나 [15], 집적된 입자층에 대한 확인은 아직 불충분하

며, 이 부분에 대한 좀 더 많은 관찰이 요구된다.

동일한 조성의 재료도 열처리 상태에 따라 평균결정립 크기, 입내/입계 

석출 정도 등 미세조직이 크게 달라지게 되며, 이에 따라 마모특성도 변화하

게 된다.  홍과 김 [16]은 Alloy 690에서 열처리 조건을 변화시켜 가며, 평균

결정립의 크기 뿐 아니라 입계 크롬탄화물의 평균 크기와 도, 그리고 분포 

형태를 변화시킨 후 마모시험을 수행하 다.  마모실험은 30 Hz의 진동수, 변

위는 100 ㎛, 200 ㎛ 고, 총회전수는 27,000 - 108,000의 조건에서 수행하 다.  

Fig. 12는 열처리에 따른 평균결정립의 크기 및 입계 크롬탄화물 morphology

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이 그림에서 as-received 시편의 평균 결정립크기

는 25 ㎛이고, 1150 ℃에서 1시간 동안 용체화처리한 시편의 평균 결정립크기

는 30 ㎛로 측정되었다.  그 후 700 - 800 ℃에서 1 시간 동안 추가로 thermal 

treatment한 경우에는 평균 결정립크기 증가는 관찰되지 않았다.  Fig. 13은 

열처리의 변화, 즉 입계 크롬탄화물의 변화에 따른 마모감소의 변화를 보여주

고 있다.  이들은 연구결과로부터, 입계 크롬탄화물이 존재하는 경우, 마모저

항성은 입계 크롬탄화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서 다소 증가하고, 입계 

크롬탄화물의 형태가 조대할수록 마모저항성이 커지는 경향을 보 다.  그리

고 Fig. 14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입계 크롬탄화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에는 미세균열이 관찰되지 않고 연삭마모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texture 형태

의 손상이 관찰된 반면, 입계 크롬탄화물이 존재하는 시편의 마모 손상 표면

에서는 균열이 관찰된다.  이러한 경향은 입계에 존재하는 크롬탄화물이 마모

에 의한 균열의 생성 및 전파에 향을 미침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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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Results of mass loss by NRC t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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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Comparison of mass losses of four combi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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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Photographs of worn areas showing various types of damage



- 29 -

Fig. 11 Photographs of worn areas showing various types of damage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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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Photographs of worn areas showing various types of damage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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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Intergranular Cr-carbide morphologies of (a) SAH (solution annealed  

       at 1150 ℃ for 1 hr), (b) SAH701 (solution annealed at 1150 ℃ for   

       1 hr, thermally treated at 700 ℃ for 1 hr), (c) AS (as-received),      

       and (d) solution annealed at 1150 ℃ for 1 hr, thermally treated at  

       800 ℃ for 1 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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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Dependence of weight loss on intergranular Cr-carbide morph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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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14 SEM images of worn surface depending on intergranular carbide    

        morph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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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하중, 진동 및 변위

하중은 전열관과 지지판 사이의 마모 정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로 

알려져 있다.  지지판에 걸리는 하중은 충격하중과 미끄러짐 하중이다.  실제 

증기발생기 전열관과 지지판에 걸리는 하중의 정확한 측정자료는 없는 실정이

지만, 일반적으로 수행되는 실험에서 측정된 하중을 살펴보면 Fig. 15와 같다.  

그림에서와 같이, 충격하중은 낮은 하중범위에서 매우 우세하게 나타났으며 

미끄러짐 하중은 정규분포의 형태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하중의 분포

는 실험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데, 그 주된 원인은 마모

에 의한 질량감소가 커질수록 전열관과 지지판 사이의 틈 간격이 변화하기 때

문에 이에 걸리는 하중 역시 변화한다.  따라서 Fig. 16에서와 같이, 마모에 

작용하는 하중은 전열관과 지지판 사이에 작용하는 전체 하중을 충분히 고려

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그 예로써, Fig. 17은 이러한 전체 하중을 고려하여 

마모속도를 전열관과 지지판 사이에 작용하는 하중의 함수로 나타낸 것으로

써, 전열관의 재질이 Alloy 600이고 지지판은 탄소강, 그리고 진동주파수가 25 

- 30 Hz, diametral clearance가 0.3 - 0.4 mm일 때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마모실험에는 각각 수직한 두 방향으로 가해준 충격 및 미

끄러짐 하중의 크기 및 변위를 측정한다.  전열관의 진동이 마모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면, 우선적으로 모든 전열관 움직임 중에서 전단운동 (shear)이 가

장 중요한 원인으로 파악된다.  충격하중에서 전열관 원주방향으로의 마모는 

전단운동 요소가 작기 때문에 마모계수는 작은 값을 나타낸다.  Fig. 18은 하

중비의 함수에 따른 전열관의 마모량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에서 보듯이, 하

중비가 높을수록 마모깊이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마모에 미치는 전열

관의 진동은 충격하중보다는 미끄러짐 하중이 큰 향을 미치게 된다.  반면, 

실제 증기발생기 내부에서는 순수한 미끄러짐 하중만이 존재하지 않고, 또한 

순수한 미끄러짐 하중만으로는 마모에 미치는 향이 작기 때문에 미끄러짐 

하중과 충격하중의 상호작용을 잘 고려하여야 한다.

전열관에 가해준 진동주파수도 마모특성에 큰 향을 미치게 되는 데, 

Fig. 19는 이러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위 결과는 preload: 5.56 N, 충격하

중: 39 N, 전열관/지지판 diametral clearance: 0.78 mm의 실험조건에서 수행

되었는데, 진동주파수가 ~ 40 Hz 이하에서는 높은 마모속도를 나타내는 반면, 

진동주파수가 이보다 커질 경우 마모속도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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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Fig. 20은 Alloy 690tt 전열관과 403 스테인리스강 AVB 재료 조합에서 

충격하중 및 미끄러짐 하중의 진동주파수가 마모거동에 미치는 향을 보여주

고 있다.  실험은 압력 5.5 MPa, 250 ℃의 물 분위기에서 수행되었다.  그림에

서 알 수 있듯이, 미끄러짐 하중 및 충격하중의 진동주파수가 각각 20 및 10 

Hz일 때 두 재료에서 모두 가장 큰 질량감소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두 하

중의 진동주파수 조합이 5/20 Hz일 때 Alloy 690tt 전열관의 질량감소가 가장 

작았으며, 두 하중의 진동주파수 조합이 20/5 Hz인 경우, 403 스테인리스강 

AVB의 질량감소가 가장 작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전열관 집합체에서 각 전열관의 진동 변위 (혹은 진동 폭)은 증기발생기 

내부를 흐르는 유체의 속도에 따라 크게 변화한다.  Fig. 6에서 보듯이, 유속

이 어느 한계에 이르기까지 진동 변위는 매우 작은 값을 유지하다가 유속이 

일정한 임계 속도를 넘게 되면 진동 변위는 급격히 증가한다.  또한 Fig. 8의 

VS 프레팅 맵에서 알 수 있듯이, 진동 변위가 증가함에 따라 마모계수도 역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와 같이 마모거동에 대한 진동 변위의 향을 잘 

정의되어 있는 반면에, 실제적으로 증기발생기 내부에서 전열관의 진동 변위

를 정확히 측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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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Force histograms between S/G tube and support p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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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Correlation between wear and the distribution of force components  

        in a force sig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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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 Equivalent depth of wear of Alloy 600 tubing vs. tube-             

          support reaction force for Alloy 600/carbon steel comb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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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8 Effect of the ration of two orthogonal force components on w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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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9 Wear rate variation with frequency, impact force: 39 N, tube/TSP   

       diametral clearance: 0.78 mm, material: carbon steel, preload: 5.56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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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0 Comparison of mass losses for different combined impact-sliding    

        mo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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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전열관/지지판의 접촉상태 및 틈

접촉하고 있는 두 물체의 표면 거칠기 정도, 접촉상태, 접촉면적, 혹은 

두 물체 사이의 틈 간격 등은 마모 정도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들이다.  

증기발생기 전열관 지지판은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가 사용되고 있다.  Fig. 

21은 Incoloy 800/탄소강 조합에서, 지지판의 두께가 동일할 때 지지판의 모

양에 따라 마모 깊이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에서 보듯

이, 원주방향의 접촉면적이 증가할수록 마모량이 적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마모손상이라는 하나의 관점만으로 볼 때 hole 형태의 지지판이 가장 

나은 결과를 보이고 있지만, 지지판이 이러한 형태를 갖게 되면 여러 종류의 

부식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슬러지 집적을 억제하기에는 다소 취약한 면을 가

지게 된다.

다음으로는 동일한 형태의 지지판에 있어서, 지지판의 축 방향으로 두께 

변화가 마모손상에 미치는 향을 나타내는 결과를 Fig. 22에 나타냈다.  실험

조건은 Fig. 21과 동일하 다.  즉, 원전 1차측 분위기에서 진동주파수 28 Hz

이고 tube/TSP diametral clearance 0.38 mm, 그리고 hole 형태의 지지판을 

모사하여 실험하 다.  그림에서 보듯이 지지판의 두께가 증가할수록 마모손

상은 작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나타내는 요인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전체 질량감소가 일정하다고 가정하 을 경우 접촉면적이 증가

하면 그에 따른 마모깊이의 감소를 예상할 수 있다.  이는 Fig. 21에서 동일한 

두께를 갖는 지지판에 있어서 접촉면적이 가장 큰 hole 형태의 지지판에서 마

모깊이가 가장 작다는 사실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전열

관과 접촉하고 있는 지지판의 접촉면적이 증가할수록 마모속도는 감소된다고 

할 수 있다.  혹은 접촉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접촉면의 단위 면적 당 작용하

는 하중이 감소하기 때문인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전열관과 지지판 사이의 틈 간격이 클수록 마모손상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하지만 틈이 계속 벌어져 더 이상 두 물체 사이의 접촉이 유지되지 

않게 되면 마모손상은 다시 감소하게 된다.  이는 틈 간격의 변화에 따라 전

열관에서의 진동모드가 변화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Fig. 23은 Alloy 

600 전열관/탄소강 지지판에서 틈 간격의 변화에 따른 마모깊이의 변화를 나

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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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 Variation of wear depth depending on the TSP sh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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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 Effect of tube support-land length on the w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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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 Effect of diametral clearance on the wear rate of Alloy 600 tub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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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마모시간 및 온도

마모가 진행됨에 따라 마모되는 표면에서는 마모입자들이 계속 방출되

게 되고, 마모표면은 변형구조 (tribological transformed structure, TTS)를 형

성하며, 이에 따라 마모 거동도 역시 달라지게 된다.  이와 같이, 마모에 따른 

표면 변형층에 관한 연구 [17]에 의하면, Alloy 600과 Alloy 690의 경우 초기 

높은 마찰계수 값에서 반복하중에 따른 가공경화로 인하여 표면경도가 증가할 

경우 마찰계수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슬라이딩 거리가 증가할수

록 마모속도의 증가폭은 둔화되는 경향을 보 다.  Fig. 24는 수직하중이 20 

N, 진폭 210 ㎛, 주파수 30 Hz의 물 분위기 하에서 수행한, cycle 수의 증가

에 따른 마찰계수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Work rate 모델은 마모과정 중 방

출되는 마모량은 가해준 work rate (하중X변위/시간)에 비례하며, 이 때의 비

례상수를 마모계수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마모입자의 방출은 표면에서 충

분한 소성변형을 경험하게 되며, 마모입자의 방출에 필요한 하중은 수직하중

보다는 접촉면에서의 전단하중이 주된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마찰계수가 

클 경우, 같은 수직하중에서 전단하중이 증가하게 되어 마모 입자의 방출은 

더욱 용이하게 된다.  이러한 사실은 Fig. 25의 상대적인 마모속도와 전단하중 

사이의 관계로부터 알 수 있다.  그림에서 전단하중에 따른 마모량의 변화는 

어느 정도 선형성 (linearity)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데, 따라서 이 

그림은 마모거동을 타나내는 데 있어서, 마찰계수를 포함하고 있는 전단하중

으로 표현할 경우 마모속도와 전단하중 사이에는 어느 정도 선형적인 관계를 

가지게 되고, 따라서 마모현상을 더욱 용이하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보여

주고 있다.

이와 같이, 마모 과정 중에서 표면층에서의 변형거동은 시간에 따른 마

모특성에 향을 미치게 된다.  일반적으로 마모손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느 특정 시간까지 급격히 증가하다가 어느 정도의 임계값에 도달하게 되면 

증가속도가 서서히 감소하거나 혹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Fig. 26은 

excitation force: 6.14 N, 진동주파수: 26 Hz, 전열관/지지판 diametral 

clearance: 0.78 mm, 지지판 두께: 14.27 mm, 그리고 preload: 5.56 N의 실험

조건에서, 실험시간에 따른 마모율(혹은 마모속도)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더불어 마모환경이 대기와 더불어 물 분위기에서 수행한 실험 결과를 

Fig. 27에 보여주고 있다.  Preload를 가해주지 않은 것을 제외하고 모든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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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은 Fig. 26의 경우와 동일하 다.  공기 중에서와는 달리 물 분위기에서는 

마모속도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오히려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데, 이는 마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두 재질 사이에 새로운 제3의 상 (phase)

이 물 분위기 하에서 형성되어 마모를 더욱 증가시킨 것으로 보인다.

온도는 마모 특성에 매우 큰 향을 준다 [4].  온도의 변화에 따라 재

료의 여러 가지 기계적, 물리화학적 특성이 변할 뿐 아니라, 유체의 점도 

(viscosity) 및 수화학 등 유체의 특성, 그리고 열팽창에 따른 전열관과 지지판 

사이의 diametral clearance 변화 등을 수반하게 된다.

P.L. Ko [18]의 실험결과에 따르면, Incoloy 800/304 스테인리스강 및 

Incoloy/탄소강으로 조합된 전열관/지지판에서 Fig. 28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마모속도도 역시 증가하는 경향을 갖는다.  이러

한 Ko의 데이터를 근거로, F.M. Guerout 등 [4]은 마모속도 대신에 마모계수

를 온도의 함수로 나타냈는데 그 결과는 Fig. 29와 같다.  이 그림에서 보듯

이, 마모계수 역시 온도에 큰 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는 데, 이와 같이 고

온에서 마모율이나 마모계수의 증가는 재료 강도의 감소나 표면에서 발생하는 

산화가 주된 원인이라고 Ko는 주장하 다.  Ko는 본인이 실험을 통해 얻은 

자료가 불충분하기는 하 지만, 수집된 자료를 근거로 하여 온도와 마모속도 

사이의 power relationship을 제안하 으며, 약 200 ℃ 근처에 입계온도 

(threshold temperature)가 존재할 것이라고 주장하 다.

실험을 통해 마모속도나 마모계수를 얻게 되면, 이 값을 근거로 두 물체 

간의 접촉운동 중 소실된 에너지 율을 의미하는 work rate를 계산할 수 있는 

데, Fig. 30은 이와 같은 work rate 모델을 통해 Fig. 28과 Fig. 29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각각 25 ℃, 215 ℃ 그리고 265 ℃에서 얻은 마모율과 work rate 사

이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 그림을 통해서 이 온도 역에서는 마모율과 

work rate 사이에는 근사적으로 선형적인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마모계수가 25 - 215 ℃까지는 증가하다가, 더 높은 온도에서는 오히려 감소하

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데, 이러한 사실은 다른 연구자들 [19,20]의 실험결

과에서도 확인되었을 뿐 아니라, Ko가 약 200 ℃에서의 임계온도의 존재를 주

장하는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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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4 Variations of friction coefficient depending on total cycle incr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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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5 Work rate model considering the modified friction coeffic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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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6 Wear rate as a function of test d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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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7 Comparison of wear rates in-air and in-water t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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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8 Effect of temperature on fretting-wear r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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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9 Interpretation of Ko's data (Fig. 28) in terms of wear coeffic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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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0 Fretting wear results obtained at 25, 215 and 265 ℃



- 55 -

2.5 부식마모 (corrosive wear)

원자력발전소의 증기발생기 내부는 고온, 고압의 부식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특히, 2차측은 엄 히 조절되는 1차측의 고온수와는 달리 부식을 가속

시킬 수 있는 각종 화학물질이 외부에서 유입될 수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부

식환경에서 유체유발진동에 의해 발생하는 프레팅 마모와 더불어, 부식환경이 

전열관의 마모현상을 더욱 가속시키게 된다.

부식마모 혹은 좁은 의미에서의 프레팅 부식은 하중이 가해진 상태에서 

진동이나 slip에 노출된 재료 사이의 접촉면에서 발생하며, 부식생성물로 둘러

싸인 피트나 홈을 형성한다.  프레팅 부식은 마찰산화, 마모산화 등으로 불리

기도 한다.  프레팅 부식은 재료를 파괴하고, 산화물 부스러기를 생성시키며, 

프레팅 부식에 의해 재료 접촉면이 느슨해지면 과도한 변형이 발생하여 응력

이 집중됨으로써 응력부식균열의 개시처로 작용하는 피트 (pit)가 생성되기도 

한다.  원자력발전소의 증기발생기에서는 전열관과 전열관을 지지하는 지지판 

사이에서 프레팅 부식이 발생하지만, 전열관 재료로 사용되는 Alloy 600과 

Alloy 690에 관한 부식마모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

은 형편이다.

T.C. Zang 등 [21]은 duplex stainless steel (DSS)을 이용하여 

pin-on-ring 장치를 사용하여 69% H3PO4 + NaCl 수용액에서 염소 이온이 부

식마모에 미치는 향을 연구하 다.  그들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이 수용액에

서 DSS의 부식마모는 부식과 마모의 두 가지 현상이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켜 

부식마모를 가속화시키게 되며, 염소 이온이 증가할수록 부식마모 발생 양상

은 점진적으로 plastic flow에서 brittle fracture로 변화되는 양상을 보 다.  

또한, 염소 이온에 의해 형성된 brittle한 마모표면은 부식에 의해 마모가 가속

되는 형상을 나타냈으며, 부식전위 (corrosion potential)도 감소하는 경향을 나

타냈다.  Fig. 31은 하중조건 및 염소이온의 농도에 따른 부식마모 손실량을 

나태내고 있으며, Fig. 32는 실험이 끝난 후 마모 트랙의 형상을 나타내고 있

다.

M.H. Hong과 S.I. Pyun [22]도 304-L 스테인리스강에 있어서 염소 이온 

농도가 부식마모율이 미치는 향을 연구하 다.  사용된 수용액은 1 N 

H2SO4이었으며, abrasion 방법을 이용하여 인가전압이 각각 200과 600 mVSCE

의 정전위에서 실험한 결과, Fig. 33에서처럼, 염소 이온 농도가 증가함에 따



- 56 -

라, 피팅이 발생할 수 있는 염소 이온의 농도 이내에서, 이 합금의 부식마모율

이 선형적으로 증가함을 관찰하 다.  이들은 SEM, ICP spectroscopy 및 a.c. 

impedance 분석을 통해 염소 이온이 증가함에 따라 부식마모율이 증가하는 

이유는, 핏팅이 발생하는 데 필요한 임계 염소 농도 이하에서 부동태 산화피

막 형성에 염소 이온이 작용하기 때문이 아니라, 염소 이온이 존재함으로써 

부동태 산화피막의 형성을 위해 요구되는 전류량의 감소에 의해 기인된다고 

주장하 다.

Y. Yahagi와 Y. Mizutani [23]은 on-off cyclic loading test를 이용하여 

NaCl 수용액에서 AISI 52100 탄소강과 316 austenitic 스테인리스 강의 마모특

성을 실험한 결과, 316 스테인리스강의 경우 마찰계수가 부식전위 (Ecorr)에 따

라 변화하 다.  AISI 52100 탄소강의 경우 NaCl 농도가 3%일 때, 그리고 

316 austenitic 스테인리스 강은 NaCl 농도가 0.1%일 때 마모율이 최대가 되

는 것을 관찰하 다.  그리고 sliding에 의한 부식전류의 증가는 어느 정도 각 

합금의 부식마모율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J. Jiang 등[24]은 pin-on-disk 장치를 이용하여 산소와 알곤이 혼합된 분

위기에서 산소의 분압이 니켈기 합금 N80A (18.0-21.0% Cr, 1.8-2.7% Ti, 

1.0-1.8% Al)의 온도 변화에 따른 마찰거동 및 마모현상을 연구하 다.  이들의 

실험조건 하에서, 실험온도가 250 ℃ 이하일 경우, 산소 분압이 점차 증가하여 

0.1 atm이 되면 마모량은 최대값을 나타냈으며, 이후 산소 분압이 증가함에 따

라 마모량은 점차 감소하 다.  반면, 온도가 250 ℃ 이상이 되면, 마모량은 산

소 분압에 관계없이 거의 일정한 경향을 나타냈다.  Fig. 34는 이러한 실험온도

와 산소분압에 따른 마모량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미끄럼시간 

(sliding time)에 따른 마찰과 접촉저항에 있어서의 천이현상이, 실험온도 400 

℃의 알곤 분위기를 제외하고는, 언제나 총 미끄럼시간이 6시간 이내에서 관찰

되었다.  실험온도와 산소 분압의 변화에 따라 마모표면의 형상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는데, Fig. 35는 이러한 wear scar surface를 보여주고 있다.

T.A. Adler와 R.P. Walters [25]는 U.D. Bureau of Mines에서 개발한 

scratch test 방법을 이용하여 304 스테인리스강에서 부동태 피막이 마모에 미

치는 향을 연구하 다.  이들의 실험결과에 의하면, 소성변형에 대한 저항성, 

즉 scratch hardness는 305 스테인리스강 표면에 형성된 부동태 피막의 유무에 

향을 받지 않았다.   또한 scratch에 의한 마모량도 역시 부동태 피막의 형성

과는 관련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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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Mischler 등 [26]도 역시 탄소강의 표면에 형성된 부동태 피막이 부식

마모에서 미치는 향에 관해 연구하 다.  이들의 연구결과는 T.A. Adler와 

R.P. Walters와는 달리, 부동태 피막이 있는 경우 부식마모가 상당히 가속된다

고 보고하 다.  부식환경에서의 마모는 산화마모 (oxidative wear)와 표면붕괴

에 의한 기계적인 분리의 2가지 과정이 동시에 진행된다.  이 중 산화마모는 

마찰에 의한 부동태 피막의 분리/제거 및 계속적인 재부동태화로 이루어진다.  

부동태 피막이 없을 경우, 금속표면에 있는 금속입자들은 쉽게 소성변형되고 

마모면에 달라붙음으로써 표면분리를 억제하고, 따라서 마모속도를 감소시킨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재료의 경도 (hardness)가 증가함에 따라 마모속도가 감소

한다는 일반적인 경향을 따르게 된다.  반면, 부동태 피막이 존재하는 경우, 위

와 같은 금속입자의 마모에 대한 표면 차단효과가 사라짐으로써 마모속도가 크

게 증가하게 되며, 재료의 경도효과도 선형적인 관계를 갖지 못하게 된다.  위

에 설명한 부동태 피막의 마모에 대한 효과를 Fig. 36에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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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 Curves of corossive wear losses with load. (1) Under catodic        

      potential ( -1000 mV ), (2) in 69% H3PO4 solution, (3) in 69%        

      H3PO4 solution + 250 ppm Cl
-
 solution, (4) in 69% H3PO4           

      solution + 500 ppm Cl
-
 solution, (5) in 69% H3PO4 solution +        

      1000 Cl
-
 solution, and (6) in 69% H3PO4 solution + 5000 Cl

-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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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 Morphology of wear tracks at 75 N, 0.025 m/s, 1 h. (a) in 69%     

       H3PO4 solution + 5000 Cl
-
 solution, and (b) in 69% H3PO4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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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 Plot of corrosive wear rate vs. chloride ion concentration at two    

        different applied potentials: 200 mVSCE (●) and 600mVS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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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 The variations in total wear of the pin and the disk with partial    

        pressure of oxygen at the various temperatures (load 1.5 kg,       

        sliding time 6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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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 Characteristics of wear scar surfaces formed at the various          

         temperatures under various partial pressures of oxygen (the       

         realtive motion direction of the counterface for all the             

         photographs was parallel to the bottom of the photographs): (a)   

         20 ℃, pure argon, (b) 250 ℃, pure argon, (c) 250 ℃, 0.25 atm,    

         (d) 250 ℃, 0.25 atm, (e) 600 ℃, pure argon, (f) 600 ℃, 1 a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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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 Total and mechanical wear measured at cathodic and passive       

         applied potential vs. steel hard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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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 론

원전 증기발생기 전열관에서 발생하는 마모결함에 관한 손상사례, 발생

현황, 마모결함 검사 및 평가방법, 마모 발생기구, 주요 변수들이 마모에 미치

는 향, 그리고 부식마모 등에 관한 기술현황을 분석하 다.

국내 원전에서 마모는 광 3,4호기와 울진 3,4호기 등 CE형 증기발생기

에서 주로 관찰되는 데, 이러한 사실은 마모발생은 주로 유체유발진동과 관련

된 설계문제에 의해 기인됨을 의미한다.  전열관에서 일어나는 마모는 일반 

미끄럼 마모와는 달리 충격과 미끄럼이 결합된 충격 프레팅 마모이다.  이와 

같이 설계문제에 의해 야기되는 마모손상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지지구조물의 

설계변경, 유체흐름의 개선 내지는 수정, 전열관 지지판의 교체, 마모를 가속

시키는 부식환경 수화학의 개선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발전소 현장에서 

마모손상이 검출될 경우, 현재의 기준으로는 EPRI의 구조건전성 평가지침에 

따라 결함 깊이가 40 % 이상이라고 판단될 경우 관막음의 대상이 된다.  하지

만 이러한 정비기준의 타당성에 대한 다양한 확증실험을 수행한 결과, EPRI 

기준은 매우 보수적인 것을 생각된다.  따라서 구조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정비기준의 완화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전열관과 전열관 지지판의 재질에 따라 마모손상 정도가 달라지게 된다.  

예를 들어 마모의 관점만 보았을 때, Alloy 690 전열관에 대해 AVB의 재질이 

동일한 니켈기 합금 보다는 스테인리스강인 경우가 더욱 향상된 마모저항성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마모에 미치는 전열관의 진동은 충격하중 

보다는 미끄러짐 하중이 더욱 큰 향을 미치게 된다.  전열관의 진동폭도 마

모거동에 큰 향을  미치는 요인이지만 실제적으로 증기발생기 내부에서 전

열관의 진동폭을 정확히 측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다.  전열관/

지지판의 접촉상태 및 틈 간격에 따라서도 마모손상 정도가 다르게 나타난다.  

일반적으로는 전열관/지지판의 접촉면적이 증가할수록 마모속도는 감소된다

고 할 수 있다.  마모가 진행됨에 따라 마모되는 재질의 표면에서는 마모입자

들이 계속 방출되고, 마모표면은 변형구조를 형성하며 이에 따라 마모 거동도 

역시 달라지게 된다.  전열관의 마모 거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위의 여러 가

지 요인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매우 복

잡한 양상을 띠게 된다.  이와 더불어, 실제 원자력발전소 증기발생기 내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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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온, 고압의 부식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고온의 부식환경이 전열관의 

마모현상을 더욱 가속시키게 된다.  하지만, 현재까지 전열관 재료로 사용되고 

있는 Alloy 600과 Alloy 690에 대한 부식마모에 대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형편이다. 

부식에 의해 전열관이 손상된 경우에는 해당 전열관을 관막음하면 손상

의 진행을 중단시킬 수 있으나, 마모에 의한 손상은 관막음 이후에도 진동에 

의해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부식에 의한 손상보다도 더욱 지속

적이고 치명적인 결과를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증기발생기 전열관에 대한 

마모 자료는 원전의 유지, 가동 및 보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며, 원전의 건전

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에 대한 현황파악, 자료수집 및 계속적인 

연구를 통한 자료획득이 매우 시급한 실정이라 하겠다.  따라서 이 분야에 대

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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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15-20줄내외)

최근 들어 유체유발진동 (flow induced vibration)에 의한 전열관의 마모현

상이 원전 증기발생기에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1997년 광 

4호기 증기발생기 전열관에서 마모에 의한 손상이 처음 발견된 이후, 증기발생

기 전열관에서의 마모현상이 주요한 열화기구로 등장하기 시작하 다.

본 보고서에서는 원전 증기발생기 전열관의 주요한 손상원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프레팅 마모를 중심으로 하여, (1) 국내외 증기발생기 전열관에서의 프레팅 

마모에 의한 손상사례 및 현황, (2) 마모가 발생할 경우, 구조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마모결함 검사 및 평가 방법, (3) 마모가 발생하는 기구 

(mechanism), (4) 전열관의 재질, 진동특성, 가동온도 등 여러 주요 변수들이 전

열관의 마모 특성에 미치는 향, 그리고 마지막으로 (5) 실제 원전 가동조건에

서 발생할 수 있는 부식마모 (corrosive wear)에 대한 현재까지의 기술현황을 분

석하 다.

부식에 의해 전열관이 손상된 경우에는 해당 전열관을 관막음 (plugging)

하면 손상의 진행을 중단시킬 수 있으나, 마모에 의한 손상은 관막음 이후에도 

진동에 의해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부식에 의한 손상보다도 더욱 

지속적이고 치명적인 결과를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증기발생기 전열관에 대

한 마모 자료는 원전의 유지, 가동 및 보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며, 이에 대한 

현황파악, 자료수집 및 계속적인 연구를 통한 자료획득이 매우 시급한 실정이라 

하겠다. 

 주제명키워드

 (10단어내외) 

전열관, 마모손상, 프레팅 마모, 유체유발진동, Alloy 

600, Alloy 690, 부식마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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