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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연구의 목적은- 원전 압력기기의 건전성평가를 위한 해석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IT 기반의 건전성평가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다. 1978년부터 

국내 최초의 원자력발전소가 상업운전을 시작한 이후， 증가하는 호기수 및 운 

전년한을 고려하면 결함발생 번포는 더욱 증가하고 결함발생 양상 또한 매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안전한 원자력발전소의 운영을 위 

천성평가 기볍의 확립과 이를 바탕으로 한 효율적인 수명평가 시스 

템의 구축에 관한 떤구가 매우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가동원전에 대한 

선기숨 적용성 평가 및 이를 위한 재료물성치 확보 등악 기초연구가 필요하다. 

11.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연구분야의 최종목표는 원전 압력기가 건전성평가 

기술의 개발 빛 IT 기반의 건전성평가 시스템을 개 

의 세부목표는 다-음과 같다. 

안해결을 위한 해석 

것이며， 당해연도 연 

P 감육배관 평 위한 램 개 

P 종기발생 71 세관에 존재하는 다양한 결함형상에 대한 건전성평가 겨준 개 

P 가동원전 운전 테이터를 이용한 FMS 시범시스템 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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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인터넷 71 반의 사아버 플랫폼 구성 프로그램 통합 

이종재 용접부 건전성평가를 위한 열화가구 해석 및 파피물성 



11 1. 연구개발의 결과 

1부 갑육배관 평가를 위한 프로그램←챈발 

원자력발전소의 2차계통에 존재할 수 있는 감육배관에 대한 평가 프로그램 

개발하였다. 평가 프로그램은 ASME 코드(Code Case N -597)에 기초한 평가 

모률과 국부응력 Oocal stress)을 이용한 평가법에 기초한 평가 모률로 구성되어 

있다‘ 사용자는 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원자력발전소 2차계통 감육배관에 대 

한 평가를 선속하고 정확하게 수행할 수 었고， 아를 통해 배판의 파손 위험 

감소시키는더}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2부 증기발생기 셔|관어| 촌쩨하는 다양한 결함형상때 대한 건전성평가 기준 

캔발 

광범위파손 예측모텔을 사용하여 평행한 두개의 축방향 관통균열이 존재하는 

기발생기 새관의 파손하중을 예측하고， 파손압력을 평가할 수 있는 하한계 

곡션을 제시하였다- 또한 파손예측모텔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서1관파열 여l 

1:1 1 실험을 수행하여 실험절차와 방볍을 확립하였다-

3보간돌월 전 운전좋곁펴LQl담를J!l올효~ FM둔선뭘신쇼람군출」괄겁 증 

원자로 냉각재계통 열수력 데이터 취득 시험모델 및 피로수명 평가처l 계의 

해 주요기기의 피로손상을 설시간으로 감시하고 평가할 수 있는 기본 

사스템을 완성하였다. 또한 웅력해석 결과와 S-N 선도를 이용한 피로해석을 

수행하여 heat-up과 cool-down 조건에 대한 허용 사야클 수흘 결정하였다. 

4보오l터넷 기반의 사이버 플랫폼 구성요소 프로그램 통합 

인터넷 기반 사이버 플랫폼 모델의 구성요소로 경년열화 규제 램 

개발하였다. 개발된 프로그램은 윈도우즈 환경올 기반으로 하이퍼텍스트 가 

술을 이용한 HTML 코드로 개발하였으며， 향후 사이버 플랫폼으로의 확장성 

고려하였다. 



5부 이종쩨 용첩부 건전성평가를 위한 열화가구해석 융L판관윷갤-활롤 

서로 다른 재료의 특성상 결함발생 확률이 높은 이종재 용접부에 대한 컨전 

성평가 연구를 수행하였다. 열화가 진행됨에 따라 취약한 특성을 나타내는 2싱

터1 인리스강(CF8M)과 저합금강(SA508 C1.3)의 용접 열영향부에서 시편을 채 

하여 노치룹 가공한 후 탄소성 파괴인성 시험을 수행하였으며， 노치의 위치 

달려하여 열화에 따른 피로균열진전 거통을 파악하였다‘ 

IV.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계획 

P 원자력발전소 2차계통의 감육배관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평가가 가능하 
며， 건전성평가를 통해 배관의 파손 위험 감소시키는데 크게 기여 

l> 다중균열 01 존재하는 증가발생기 세관에 대한 정 

여 세관에 대한 딴전성 확보 가능 

21 저 λd .s:r:l "L! ö -ö 행하 

P 원자로 냉각재계 열수력 데이터 사 텔 및 파로수명 평가체계의 

구축올 해 주요71 기의 로손상을 설시 감사 및 평가 가능 

F 원자 발전 주요가지와 관련 얀전 ~à 합 및 평가 랫폼-。 

사용 가능 

P 이종채 접부의 화에 거l一 성평 통하여 계수명 연장함으로 

써 경제적 이 확보 

- i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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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of Integrity Evaluation Technology for 

Pressurized Components in Nuclear Power Plant and IT 

Based Integrity Evaluation System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develop an efficient integrity 

evaluation technology and to investigate the applicabilìty of the 

newly-developed technology such as intemet-based cyber platform etc. to 

nuclear power plant(NPP) components. The development of an efficient 

structural íntegrity evaluation system is necessary for safe operation of NPP 

as the increase of operating periods. Moreover, material test data as well as 

emerging structural integrity assessment technology are also needed for the 

evaluation of aged components. 

In order to meet above demands, this project focuses on the development 

of relíable evaluation technology for major NPP components. The following 

five topics are covered in this project: (i) development of the wall-thinning 

evaluation program for nuclear plpmg; (ii) development of structural 

íntegrity evaluation criteria for steam generator tubes with cracks of various 

shape; (iii) development of fatigue 1ife evaluation system for major 

components of NPP; (iv) ìntegration of intemet-based cyber platform and 

íntegrity evaluation program for primarγ components of NPP; (v) effects of 

aging on strength of dissimilar we1ds. 

l. Development of the Wa11-Thinning Evaluation Program for Nuclear Piping 

The wa l1-thinning evaluatíon program that consists of two modules was 

- v-



developed for nuclear plpmg. The first evaluation module based on ASME 

Code Case N -597 determines the al10wable wall thickness and compares it 

to the pÌpe stress evaluation result. The second evaluation module based on 

the local stress approach predicts the equivalent stress at the mln1mUm 

section of the wal1-thinned pipe and compares it to the corresponding pipe 

material property. Since this program provides useful tool to the users, it 

can be used to reduce the failure risk of wal1-thinned nuclear piping. 

2. Development of Structural Integrity Evaluation Criteria for Steam 

Generator Tubes with Cracks of Various Shape 

The failure load estimatìon scheme of steam generator tubes containing 

two parallel cracks and the lower bound curve for failure load evaluation 

were developed based on the global failure model. The corresponding 

experimental procedure and method were also proposed by perfonning 

preliminary tests. 

3. Development of Fatigue Life Evaluation System for Major Components of 

NPP 

The fatigue life evaluation system was constructed to predict remammg 

life of NPP components considering operating conditions. Firstly, the 

operating thermal-hydraulic data were complied through monitoring system. 

Then, the structure of the system was constructed and fatigue life analyses 

were carried out for major components of operating NPP using the compiled 

data. 

4. Integration of Intemet-Based Cyber Platfonn and Integrity Evaluation 

Program for Primarγ Components of NPP 

As a part of intemet-based cyber platfonn, regulatory aging assesment 

program named RAAP was developed. This program was made by HTML 

code using hypertext technology. Basically, it can be operated under 

- vi -



Windows environment and future expansibility to the cyber platform was 

considered. 

5. Effects of Aging on Strength of Dissimilar Welds 

The effects of aging on dissìmilar weld joìnt were evlauated since it was 

known as most changeable location of mechanical properties. A series of 

fracture toughness tests have been performed for specimens machined from 

the heat affected zone of duplex stainless steeH CF8M) and low al10y 

steeHSA508 C1.3). In addition the fatigue crack growth behaviors were 

investìgated for various notch locatÍ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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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I 부 

감육배관 평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 1 -



1. 서론 

1.1 면구배경 

1000MvVe급 가압경수로형 원자력발천소(PWR)에 존재하는 배관의 총 깊 

이 는 약 100km에 달한다， 스테 인 리 스강(strainless steeD으로 이 루어 전 주요 

배판을 제외하면 대부분 탄소강으로 이루어져 있다. 탄소강 배관에서는 BTI 관 

내부의 유체 호름에 의한 침부식 (corrosion/ erosion) 또는 FAC(Flow 

Accelerated Corrosion)에 의 한 갚육현상이 발생 할 가능성 이 높은 것 으로 알 

려져 있다. 특허 가압경수로형은 2차측 배관， 가압중수로(CANDU)형은 17'<} 

자판에서 흔히 발생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 -3] 배관의 감육현상 

은 1980년대 미국 Suny 2호기의 대형배판08 /1 ) 파단사고로 주목을 받게 되 

었다‘ 이러한 원자력 배관의 파열사고는 막대한 경제작 손실올 유발하며 인 

명손상의 위험도 크다. 갑육에 의한 배판 파열사고 위험은 발전소의 

수가 오래될수쪽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다. 실제로 외국의 경우， 약 15년 

전 후 파l 처}를 필요로 하는 정도의 상당한 감육이 발견되기 시작하였다14] 

근 국내에서도 원자력발전소의 가동년수가 증가함에 따라 감육쾌판에 의 

손상빈도가 증가하고 았는 실정이다. 

현재 감육배판에 대한 교처1， 보수 및 계속사용 등의 여부를 정확히 

수 있는 다양한 건전성평가방볍 ó1 제시되어 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평가법 

은 복집한 계산과정을 포함하고 있어 현장에서 사용하기애는 많은 어려움이 

었다. 이에 따라 현장에셔 발견된 감육배관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성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평가 프로그램이 펼요한 실정아다. 

1.2 연구쪽척 및 내용 

본 연꾸의 

가 프로그램을 개 

하였다. 

첫번째 평가 모률은 ASME 코드에 가초한 것으로서 ASME Method를 이 

용한 모률이다 감육배관에 대한 허용두쩨를 결정하고， 이 두께를 적용하여 

자력발전소의 2차계통에 존재 배관에 대한 평 

것이다. 평가 프로그램은 크게 두가지 구성 

응력기준을 평가한다. 

두번째 평가 모률은 의 1차년도 연구성과인 이용한 평 

’ 
니
 



가법 Oocal stress method)에 기초한 것이다. 국부응력을 이용한 평가볍 

감육부 최심점에서의 등자응력을 예측한 후 이를 배관의 재료물성(임계응력) 

과 버교하여 감육BlJ 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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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자력 감육배판 평가 프로그램 개발 

2.1 원자력 감육배관 평가 프로그램 

Fig. 2.1은 원자력 감육배관 평가 프로그램의 초기 화면을 나타낸 것이다. 

표 E 그램은 사용자의 편의릎 고려하여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즈 98, 

NT 환경 하에서 Visual C++를 사용하여 구성하였다. 프로그램 직-성은 그래 

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raphic User Interface: GUI) 방식을 적용하였요며， 

마우스와 키보드릎 이용하여 입풀력이 편리하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객처1 ;<.1 
램 (Object Oriented Programming: OOP) 방식 을 사용하여 추가적 

인 모률의 구성 및 수정이 용이하도룩 하였다. 

~L램은 직판에 존재하는 감 

으로서， ASME Method 평가 

성되어 았다‘ 

연구-에서 개 원자력 감육배관 평가 

육부에 대한 평가를 수행할 

모율과 Local Stress Method 평가 

Fig. 2.2는 ASME l\1ethod 

자료릎 입력하고 평가를 수행하면 

사주가 조장여부에 대한 결 

화면으로서， 갑육배판에 대한 각 

배관의 계속 사용여부나 보수/교처1 

나타내도록 구성하였 

Fig. 2.3은 Local Stress Method 

압 또는 굽힘모멘트가 각각 작용하거나 

대한 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따. 

행한 화면으로서， 감육배관에 대 

이 동시에 작용하는 경우에 

2.2 ASME Method 평가 모 

ASME Sec. XI, Div. 1에서는 가동중 감육이 발생한 배관에 대한 평가 

차 및 교체， 보수， 계속사용에 대한 판단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ASME Code 

Case N-597를 제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ASME Code Case N-597은 번 Àì 

계코드에 바탕을 둔 두께 tmin이1 감육부의 형상 영향을 고려한 계수를 곱 

여 허용두께를 결정하고， 이 두께를 적용하여 응력기준을 평가하는 2가지 

거준으로 이루어져 있다. tmin은 다음 식으로 구한다. 

F o 
i 

Ug 

m 
-% 

-
이4
 

-- (2.1) 

F S 



여가서 P는 바}판에 작용하는 내압 D。는 배관의 바같지롬， 8는 배관의 허용 

웅력 y는 온도가 9000F보다 작을 때 일반적으로 0.4로 주어지는 계수 

(factor)이 다. 

2 .2 .1 감육두째 평 가 기 준(Thickness Evaluation) 

Fig. 2.4는 ASME Code Case N -597의 평가 순서도룹 나타낸 것 

연구에서 개발한 ASME Method 모률에서는 이 평가 순셔도릎 따르고 있다. 

ASME Code Case N←597에 서 는 직 판뿐 아니 라 곡관， 려 듀서 (reducer) , 연 결 

지관에 존재하는 감육부에 대한 평가볍도 제시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 개 

램에서는 직판에 대한 하나의 감육부 평가만 포함하고 있다. 

ASlVfE Code Case N -597에 의한 평가절차에서 

되는 배관두께 (tp )가 공칭두께 (tnom)의 87.5%보다 

고， tlimit(보통 공칭 두께 의 20%)보다 작을 경 우에 

다음 주지 겸시-사 예상 

경우 계속운전을 허용하 

및 교체를 한다. 

(tπom tmeas ) fT1 t_ t. __ ___ - \ nU1fl, JlfA5U-ð / 1 ‘ 
L1 T ~l잉 

(2.2) 

여기서 tmeas는 감육된 배관의 살제 두께이고， L1 T는 원자력 배관의 최초 가 

동 서점부터 tπeas를 측정한 현재까지의 기간(year)이며 Tisi는 tmeas를 측;쩡 

한 현재 시점부터 다음 겸사 때까지의 기간이다. 

국부적으로 감육된 잉의의 위치에서의 tp가 tlimít이상이고 0.875tnomol 하이면 

Fig ‘ 2.4와 같이 정의되는 배관감육 부위의 형상에 따라 3가지의 경우로 나 

누어 해석적 평가를 통해 국부허용두께 t(Lloc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였다. 

(1) Limited Transverse Extent(감육부의 원주방향 폭이 제 한된 경 우) 

김육부의 원주방향 폭(Lm(t))이 갯닮파이하일 경우에는 Table 2.1을 이 

용해서 taloc을 구한다. 여러개의 김-육결함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감육 

영역으로 고려하여 평까할 수 있다. 여기서 Rnom은 평균공칭반경 ， Lm， avg는 

Fig. 2.5에서 두께가 tmin이하로 감육된 영 역의 평균폭， RIrlilI은 tmin에 대한 

a 
u 



반경이다. 

(2) Limited Axial and Transverse Extent(감육부의 원주방향과 길이방향의 

이 모두 제한된 경우) 

감육부으의l 최대 길。여쐐iμ펴(여Lm)까가 2짧65잭닮잖짧;。이l페하。이l Jl고 t싫7πnornηm7nlo이l니1. 1샌3tmi니i쇄r 
경 j우F어에1 t심씨oc은 식 (2.3)에 의해 결정된다. 만약‘ 두께가 보강펀 부위에 걸함이 

재하는 경우에는 보강두께에 대한 추가적인 기준을 만족해야 

tm 0 .353L
m . 

n 갯뮤뀔; 
@ j m 

4 
1 

ν
 

(2.3) 

(3) Unlimited Transverse Extent(감육부의 원주방향 폭에 대한 제한이 없 
7:l 
。

위의 두 조건을 만족하지 

한다. 

위의 세자지 경우를 고려하여 국 

이용하여 평가를 수행한다 .. 

경우에는 Table 2.1을 이용하여 taloc을 구 

께인 taJoc 정하고 /、1 .Q..
.. 도프 

% > tQZoc (2.4) 

2.2.2 응 력 평 가 기 준 (Piping Stress Evaluation) 

위의 (1), (2) , (3) 세가지 경우에 대한 허 께기 만족하면， 다시 내압 

과 굽힘하종에 대한 설계코드의 응력기준을 만족해야 한다껴， 6] 이때 결힘-부 

의 단면적과 감소된 두께를 고려한다. 응력기준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 

다. 

Sp+Sb 들 kS (2.5) 

여기서 듀오} 야는 축방향 막웅력과 굽힘응력을 나타내고， S는 

k는 설계안전계수이다. Sp.2} Sb는 각각 다음과 같이 결정 

웅력이며， 

았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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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과 굽힘응력 평가에 감육의 영향을 고려한 것이다 

ρ
 ι
 

Q 

υ
 

PD。

4 tp 

(2.6) 

Sb (2.7) 

여기서 tp는 다음 주기 검사시 예상되는 배관두께 Mb는 결함부의 굽힘모멘 

트， A。는 외정에 가초한 배관 단띤적 ， ð는 결함에 따른 굽힘 중심축의 이동 

거리， 그라고 Zmin은 감육부의 최소 단면겨l 수이다. 

Zmin 
Lmn 

Rmin 十 d 
(2.8) 

I min πR~t [1 객:- (θ smk28L) 
1[[ ‘ ‘4 ’ 魔

?‘ 

;L (2.9) 

sinO \ r L 
d - Rm (중 ) (수 ){ 1 αg] 

• πt 

(2 .10) 

R min 쯤 tmin 

2 
(2.11) 

2.3 Local Stress Method 평 가 모 

Local Stress Method 평가 모률은 본 연구의 1차년도 연구성과언 국부응 

을 이용한 평가법에 기초한 것이다， 국부웅력을 이용한 평가법은 Fig. 

2.6(a)에 도시한 바와 같이 감육부 최성점에서의 등가응력 σlocal을 예측한 후 

이를 배관의 재료물성(임계웅력)과 비교하여 감육배관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 

는 방법이다. 

Local Stress Method 평가 모률은 감육1:lß 판에 내압 또는 굽힘모멘트가 각 

각 작용하거나 두 하중야 동시에 작용하는 경우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다. 

Fig. 2.6(b)는 내압 또는 굽힘모멘트가 작용하는 감육배관을 도시한 것 

서， D2는 배관내경 Rm은 배관의 평균반경 ， t는 배판두께 ， d는 최대 감육깊 

이 ， f 은 감육길이 ， 0는 감육각도(원주방향 감육길이)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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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내 앙이 작용하는 경 우 

1

다
 

가
 

、
이
 

이R
 

고
 

내
 

댐
 

축방향 표면 이 존재하는 배판에 대 계 압력식은 

σy l???1 ( 1 - f + ￥ ~) (2.12) 

여가서 

ψ =\/1 피11 2 

V 
ι R.d (2.13) 

내압여 작용하는 경우 소성붕괴 

밥생하며， 삭 (2.12)블 이용하여 감육부 

방향 응력 (hoop stress)에 의 해 

심점에서의 원주방향 σh.local 

다음과- 갈어 나 수 있다. 

σ P 
h ， lo띠1 α (Pdσ) (2.14) 

감육부 최성점에서의 축방향 응력 (axial stress) σa.local은 다음과 같이 나타 

수 있다 

σ a.locα，- (2.15) 

앓은 배 관(thin-wa1D 이 

방향 용력뿐이므 

가정 하에서의 력요소는 원주방향 

최섬점에서의 등가응력 σlocal은 다음과 같이 나 

벨 수 있다 

σ locat- (2.16) 

여기서 

P ref t 
σy Rm AB+ B 2 (2.17) 

A - l n Rt . 」 l l.611 2 
“ ------ (1-4+44) ’ μ 2R,?1 , y-v IFd . ‘ (2.18) t . t ψ 

。‘ 



식 (2.16)에서 Q는 배관 및 감육형상， 배관재질， 하종의 영 A ‘ 。l
• r Ãλ 

변수이며， 이와 같온 경우에 식 (2.16)은 간단한 형태로 표현하기가 어렵 

다. 그러나 α가 배 감육형상， 배판째질， 하중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면 Q를 상수로 결정할 수 있다. 본 연구의 1차년도에 수행한 유한요소해석 

과와 삭 (2.16)으로 계산된 감육부 최섭점에서의 등자응력 σlocal을 비교하 

여 무차원 변수 α가 배관채질 배관형상 감육형상파 내압크가어l 독립적인 

값이며 α1이라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따라서 내압이 작용하는 경우의 등가 

응력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σ p 
local ( P ref / σ) (2.19) 

2.3.2 굽힘모멘드가 작용하는 경우 

모멘트까 작용하고 원주방향 빈-타원 표면균열이 존재하는 배판에 대 

한제 굽힘모멘트 Mrej는 다음과 같다[8J 

ML 4σ짧t [ c섹풍 휩 - ￥ 좋똥 ] (2.20) 

여 7] 서 

f( e) = O. 7854e2 
- 0.09817θ4 + 0 . 0040906 e6 

- 0 .000085 e8 

식 (2.20)은 등가응력장에 기초하여 유도되었고 균열푼제에서는 하한계 

Oower bound)값을 나타내지만， 감육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배관의 한계 굽 

힘모멘트를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펀다. 한편 축방향 

열길이는 굽힘모멘트에 의한 소성붕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식 

(2.20)은 축방향 감육길이 (f)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식 (2.20)을 이용하여 

감육부 최성점에서의 등가응력 σlocal은 다음과 이 나타낼 수 있다-

Af 
alocal - α (MLJ.σy) (2.21) 

본 연구의 1차1년도에 수행한 유한요소해석 결과와 식 (2.21)로 계산된 감육 

부 최성점에서의 등가응력 σloc띠을 비교하여 무차원 변수 Q를 배관형상，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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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
L
 

굽힘 였다. 따라서 결정 .33으로 Q 무관하게 재질에 육형상， 

(2.22) 

등가응력식은 

H lJ1L … -
J.VJ. ref τ33 

적인 

λf 

α Mret/ay 

우에 대한 최 

σlocal 

작용 

(2.20)에 나타내었다. 여기서 

;ζ 。

Tπ:) 

σ 。
localτr 

서의 

가응력 

작용하는 경우 

감육Bß관 최소 리가 

이다. 최심점에서의 

힘모멘트가 동시에 

j ”” 

려
「
，
 

싸
 응
 

하
 
하
。
 

90 

바
。
 

* 

야
함
 

느
」
 끼T
 

라
 

-
」

이
 

2.3.3 내압과 

배
 
향
 

H
。

원
 흐속
 

느L
 

았다. 

σg， lOCQt - Oa, @tOlx, local + ug, tocat 

과 같이 나타 

(2.23) σlocal 

원주방향 응 축방향 애서의 심 σh， /ocal과 σα‘ local는 각각 여기서 

이다. 

우에 최심점에서의 원주방향 용력 

응력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1) σh， local의 정 의 

동시에 작용 

내압에만 의존한다. 원 

굽힘 

단지 

내압과 

σ ..Q.. h.local 1..... 

있다 [9] 

(2.24) P 
(PL/tσν) Cfh, local 

소성한겨l 압력이다[7J 방향 표면균열어1 대 여기서 PL은 BH 관의 

(2.25) V1 + 1 짧 2 〔ρ

1 
-p 

d 
-t + ,d 

-t PL t i1 

σy Rrrl r 

(2) σa.lo띠의 정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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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압과 굽힘모멘트가 동시에 작용하는 경우에 최심첩에서의 축방향 응력은 

두개의 성분으로 나뉘어지는데， 대압에 의한 축방향 응력 σfzocal과 굽힘모멘 

에 의한 축방향 웅력 σRlOC마이다 먼저 내압에 의한 축방향 응력은 다음과 

이 나타낼 수 있다[9[ 

σflocQl 많
 -았
 

(2.26) 

굽힘모멘트에 의한 축방향 응력은 내압 또는 굽힘모멘트가 각각 작용하는 

단순하중을 받는 원주방향 반타원 표면균열 배관에서의 항복궤적 (yield 

locus)으로 구할 수 있다[9[ 등가응력장에서 트례스카 항폭조건(tresca yield 

condition)을 사용하여 항복궤적을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8] 

PRm 
2tσy 

l-~ θ 2Sin-'(뚫+짧) 
(2.27) 

여 71 서 

f( θ1) = 0.7854 θ2 - 0 . 09817 rr + 0 . 0040906 θ6 0.000085 θ8 

단순하중 ‘ 하에서의 무차원화 참조 굽힘모멘트(reference nonnalizing 

moment) Mref는 다음과 같아 나타낼 수 있다. 

M .. -r = 즈M， 
f 4 .. ~ L (2.28) 

여기서 PvfL는 소성한제 굽힘모멘트이다. 

M L 4휩t해cos懷) ~뽑] (2.29) 

여기서 f(B) 은 식 (2.27)에 나타내었다. 식 (2.27)과 (2.28)에서 하중이 동시에 

작용하는 경우의 무차원화 참조 굽힘모멘트 M짜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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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강 :3R3tσ，[ COS慘+魔J 쯤] 
(2.30) 

(2.30)을 사용하여 굽힘모멘트에 의한 축방향 

이 나타낼 수 있다. 

B o a, 다음과 같 

" AY 
σ~， local = (M깅 / σJ (2.31) 

감육된 부분은 굽힘모멘트에 의해 인장력을 받거나 암축력음 받는다‘ 각각 

의 경우에 대하여 식 (2.31)에서의 축방향 응-력은 언장력으로 작용하거나 압 

축력으로 작용한다. 내압괴- 굽힘모멘트가 동시에 작용하는 최심침에서의 전 

체 축방향 응력 0' a, local은 단순히 σ￡ toCQl과 σE， lOC마의 합 또는 차로 얻을 수 

있다. 식 (2.32)와 (2.33)은 각각 갑육된 부분에 힌장력과 

경우의 축방향 응력결정식을 나타낸 것이다. 

력이 작용 

=σp +CTB 
,local ‘ιlocol ' ~ a ,local 

-
σ
 

M 

-
ι
η
ψ
 

} M 
+ 

(2.32) 

σ _p σB 
a~local - va ,local ....., a ,local 

PR‘ M 
강 (M융 /σy) (2.33) 

(3) ogcat의 정 의 

결론적으로 내압 및 

ogC /쏘 식 (2.32) 

모멘트가 동시에 작용하는 최심점에서의 등가웅 

(2.33)로 나타낼 수 있다. 예를 틀어 인장응력이 작용 

감육부에 대한 등가응력 σgC따온 다음과 

σl~cal 1/뽑+繼J 짧+繼x균풍}(짧~ J'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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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PL과 M￡f는 식 (2 .25)와 (2.30)에 나타내었다 

2.4 원자력 감육배판 평가 그램 실행 

2 .4 .1 ASME Method 모률 실행 

Fig. 2. ‘2는 ASME l\lethod 의 실행화면이다. 평가 수행을 위해 필요한 

값을 에디트박스(edit box)에 입력한다‘ 

P는 배판에 작용하는 내압， Do는 배판의 e}깔지름 배관의 허용응 

이다. 따mLt은 보통 공칭두께 (tπom)의 20%이고 tnom은 배관의 공칭두께이며， 

tmeas는 감육배관의 실제 두께이다. Ll T는 원자력 배관의 최초 가동 시점부터 

tmeas를 측정한 현재까지의 기간이며 ， Tisi는 tmeas를 측정한 현재 시점부터 다 

사 때까지의 기간이다.L은 감육된 부분의 최대 길이이며， Lm은 설계코 

드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두께 tmin보다 두께가 앓은 감육된 부분의 최대 

이이다. Lm(a)은 tmin보다 두께가 앓은 감육된 부분의 축방향 최대 길아이 

며 , Lm(t)은 tmin보다 두께 가 앓은 감육된 부분의 횡 단(transverse) 최 대 길 이 

이다. Mb는 ll~ 판에 작용하는 굽힘하중이고， 8는 감육된 부분의 원주방향 반 

각(half degree)이며， ð는 배관의 중앙에서 감육배관의 중립축Cneutral axis} 

까지의 거리이다.y는 tmin을 계산할 때 필요한 계수이며， 온도가 9000

F보다 

작을 때는 일반적으로 0.4로 주어진다.k는 설계안전계수이다. 

에디트박스에 값을 입력한 후 평가( 'Evaluation ’) 버튼을 누르면 계산 결 

를 확인할 수 있다. 감육배관의 평가는 Fig. 2.4의 순서도에 따라 수행하며， 

계산이 진행되는 과정을 대화상자(message box)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계산 과정은 먼저 감육된 배관의 실제 두께 tmeas를 사용하여 다음 주기 검 

사시 예상되는 배판두께 tp값을 겨l산한다. 깊가 0.875tnom이상일 경우에 

Fig. 2.7(a)와 같은 대화상자가 나타나며， Fig. 2.7(b)와 같이 계속운천을 허용 

한다. tp가 tUmit보다 작을 때는 Fig. 2.8(a)와 같은 대화상자가 나타나며 Fig. 

2.8(b)와 같이 보수 및 교체를 한다. tp자 tliη띠이상이고 0.875tnom이하일 경우 

에는 다시 용값과 0.9tmin 값을 바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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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0‘9tmìIl보다 클 경우에는 Fig. 2.9와 같은 대화상자가 나타난 후 Fig 

2.10과 강여 응력 평 가('Stress Evaluation')를 한다. 요가 0.9tmin 이 하일 경 

에는 감육부의 형상에 따라 ’Limíted Transverse Extent ’, ’Limited Axial 

and Transverse Extent' 그리 고 ’Unlimíted Transverse Extent' 와 같이 3가 

지 경우에 대해서 계산쓸 한 후 %값과 taloc값을 비교한다. 

Fig. 2.11은 ’Limited Transverse Extent' 인 경 나타내며 ， tp가 taloc 

다 클 경우-에는 Fig. 2.1 0과 같이 웅력평가를 하며 ， tp7} tαloc 이하엘 경우에는 

보수 및 교체를 하거나 nsì를 줍인 후 다서 처읍부터 계산과정을 반복할 수 

있다， 또한 응력평가룹 거친 후 계속운전을 허용하거나， 보수 및 교체 

줄여 다시 계산파정을 반복할 수 었다. 

사용자 펀의를 위하여 Fig. 2.12와 같은 리포트(report) 가능을 추가하였으 

며， ’View Result' 버튼을 누르면 Fig. 2.4의 순서도를 따라 계산한 과정 

인할 수 있다. 

2.4.2 Local Stress Method 모률 실행 

Fig. 2.3은 Local Stress Method 모률의 실행화면이다. 작용하는 하중에 따 

라 'Select Load’에서 3개의 옵션버튼(radio button)중 하나를 선택한다. 

’Intemal Pressure'는 니}압만이 작용하는 경우이며， 'Bending'은 굽힘모멘트 

만이 작용하는 경우이고， ’Combined Pressure and Bending'은 내압과 굽힘 

동시에 작용하는 경우이다. 선택된 3가지 경우에 따라 Fig. 2.13(a) 

~ (c)처럼 활성화된 에디트박스에 평가 수행을 위해 필요한 값을 입력한다. 

R찌은 un 관의 평균반경， 배관두께， 최대 감육깊이， f! 은 축방향으 

잡육길이， ()는 감육작도(원주방향 감육길이)이다‘ Sy는 재료의 항복강 

Sμ는 재료의 인장강도， P는 배관에 작용하는 내합， M은 배판에 작용하 

는 굽힘모멘트이다. 

내압과 굽힘모멘트가 동시에 작용하는 경우를 션택하면 Fig. 2.13(c)처 

'Location of wall thinning ’ 부분이 활성화된다. 감육된 부분이 굽힘모멘트에 

의해 인장력을 받고 있으면 'Tensi1e region’을 선택하고 압축력을 받고 있 

으면 ’Compressive region’을 선택한다. 

- 15 -



마지막으로 계산버튼을 눌러서 평가값(result)이 안전 (safe)한지를 판단할 

았다(Fig. 2.3 참조). 또한 사용자 편의를 위하여 겨l싼된 감육부 최심점에 

서의 등가응-력(local stress)을 표시하여 평가값과 비교할 수 았도룩 하였다‘ 

- 16 -



Table 2.1 Allowable depth and length of locally thinned area 

Allowable Loca’ Thickness 
Lm(.J ~/‘’，in 

...rR:숨; (í) ( iii) 

o 0.100 0.100 
0 ‘ 20 0.100 0.261 
0.23 0.100 0.30。

0.26 0.100 Q‘ 375 
0 .32 0.100 0 .477 

0.38 0.100 0.551 
0.45 0.100 0.f>16 
0.50 0.100 0.651 
O.f>O 0.100 0.703 
0.70 0 ‘ 182 0.742 

0.83 0.300 0.778 
0.85 0 .315 0 ‘ 782 
0.90 0.349 0.794 
1.00 0.410 0.813 
1.20 。‘505 0.841 

1 .40 0 .572 0.860 
1.M 0 ‘ 622 0 ‘ 873 
1.80 0.659 0.883 
2.00 0.687 0.891 
2 ‘ 25 0.114 0 ‘ 897 

2.50 0.734 0.900 
2.75 0.750 0.900 
3 ‘ 00 0.763 0.900 
3.50 0.787 0.900 
4.00 0.811 。.900

4.50 0 ‘ 834 0 ‘ 900 
5.00 0.858 0.900 
5 ‘ 50 0.882 0.900 
6.00 0.900 0.900 

>6.00 0.900 0.900 

GENERAl NOTE: 
lnterpolation may be used for intermediate va’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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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 Main window of ’Wall Thinning Evaluation Program for Nuclear 

Pi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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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본 연구에서는 원자력발전소의 2차계통에 존재하논 감육배관에 대한 평가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평가 프로그램은 ASME lVIethod 평가 모률과 Local 

Stress Method 평가 모윷로 구성되어 있다. 사용자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원자력발전소 2차계통의 감육배관에 대한 평가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다. 감육배관에 대한 정확한 건전성 

시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 

통해 배관의 소
 

카n
 

를
 

도
 

- 29 -



참고문헌 

[lJ Virginia Electric and Power Co. , 1989, "Sunγ Unit 2 Reactor Trip and 

Feedwater Pipe Failure Peport" 

[2] Chexal, B., Horowitz, ]., Dooley, 8., Millett, P., Wood, c., and ]ones, 

R., 1998, "Flow Accelerated CorrosÌon in Power Plant," 

EPRI!TR - 106611-R2 

[3J Choi, Y. H. and Kang, S. c., 2000, "Evaluation of Piping Integrity 

Thinned lVlaÌn Feedwater Pipes," ]. Korean Nuclear Society, Vol. 32, 

pp. 67-76 

[4J 이성호， 1999, “FAC 모텔해석용 전산코드를 원전 이차계통 갑 

육배관 판리기술" 한국원자력학회 추겨l 학술대회 

[5J ASME B&PV Code Section III, 1995 edition 

[6J Benabdallah, c., 1993, "Evaluating the Remaining Strength of Corroded 

Pipelines," Ph.D. thesis, University of Waterloo, Canada 

[7] Miller, A. G. , 1988, "Review of Limit Loads of Structures Containing 

Defects," Int ]. PVP, VoL 32, pp. 191-327 

[8J Kim, Y. ]., Shim, D. ]., Nikbin, K., Kim, Y. ]., Hwang , S. S. H and 

Kim , ]. S. , 2003, "Finite Element Based Plastic Limit Loads for 

Cylinders with Part-Through Surface Cracked Pipes," Int ]. PVP, VoL 

80, pp. 527 - 540 

[9] Kim, Y. ]., Shim, D‘ ]., Lim, H. and Kim, Y. ]., 2002, "Reference 

Stress Based Approach to Predict Failure Strength of Pipes with 

Local Wall Thinning Under Single Loading," Int ]. Pressure Vessel 

Technology 

- 31 -



제 2 부 

증가발생기 세환에 존재하는 다양환 

결함형상에 대한 건전성평가 가준 개발 

- 33 -



1. 서론 

1.1 연구배경 

1978년 고려 1호기가 국내 최초로 상업가동된 이래 2004년 2월 현채 

원자력발전소는 1971 이며 현재 건설중인 원자력발전소는 7기로서 원자 

에 의한 발잔량은 국내 총 발전량 대비 약 39%를 기록하고 있다‘ 가압경 

수호 원자력발전소는 크게 1차거l 풍파 2차계통으로 분류되며， 1차계통의 주요 

기기로는 원자로， 증가발생기， 가압기， 원자로 냉각재펌프 등이 있고 2차겨l 

터빈， 발전기， 복수기 및 각종 평프들로 구성된다. 이중 증기발생기는 1::'<} 

냉각계동으로부터 2차 냉각겨l풍으로 열을 전달하는 열교환기이며， 그 주요부 

품인 증가발생기 세판의 열전달면적은 전체 1차 압력경계의 50% 이상을 이 

고 았다 세판이 파단 될 경우 1차측으로부터 2차측으로 방사성물절 

냉각재가 흘러나와 대기 확산 빛 주변 환경의 오염을 유발사킬 가능성 

이 있다[1，2J 따라서， 방사능 차단막으로서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면 

세관은 J 구조적 건전성을 유지해야 한다. 

기발생기는 적게눈 약 3，3007H 에서 많게는 약 8，3007H 의 U자형 서1 

이루어져 있으며， 증기발생기 세관의 벽두께는- 약 1-1.3mm이다. 이라한 

기발생기 세관은 1차측 응 균 열 (Primary Water Stress Corrosion 

Crackíng: PWSCC) , 2차측 응력푸식균열(Outside Diameter Stress CorrosÌon 

Cracking: ODSCC) , 피 팅 (pitting) , 떤1 팅 (denting) , 프 레 팅 마모 (frettíng wear) 

같은 다양한 열화기구에 의해 결함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 

증기발생기의 간략화된 형상과 증가발생기 서i관에서 발생하는 주요 열화기 

구들을 Fìg. 1. 1에 나타내 었다. 1::'1 파괴 겸 사(Non-Destructiγe Evaluation: 

NDE)를 수행하여 결함이 발견될 경우， USNRC(U. S. Nuc1ear Regulatorγ 

Commission)의 Regulatory Guide 1. 121[3]과 ASl'vlE Sec. XI, I찌TB 3521. 1[4]에 

서는 세판와 중요성올 감안하여 세관 벽두께가 40% 이상 감육된 경우에는 

해당 서l판을 보수하도록 규정하고 었다. 그러나， 증가발생기 세관 벽두께에 

하여 USNRC에서 사용하고 있는 40% 관두께를 기준으로한 현재의 

지준은 특정 열화기구 및 셰관 손상위치에 대해 지나차게 보수적인 것 

으로 알려져 있다[7-9) 이러한 이유 때문에 최근에는 결함의 유형과 위치에 

따라 서로 다른 기준을 척용하는 중기발생기 결함고유관리 (S team Generator 

Defect Specific Management: SGDSM) 개 념 이 점 점 확산되 고 있 으며 , 대 체 

기준(Altemative Repair Criteria: ARC)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 

R ‘ , ‘ 



혀 진행되고 있는 추셰이다. 또한， 현 111 파괴검사 71 
하게 측정하기 어렵지 때문에 균열깊이 기준보다는 균열 

막음기준의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균열깊이를 정확 

이에 근거한 대체 

대처l판막음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결함 세판이 정상운전조건에 대해 3, 

바상운전조건에 대해 1.4의 안전계수를 고려했을 때 겨l산되는 최대하중에셔 

구-조판점과 누설관점에서 모두 건전함을 입증할 수 있는 균열길이 또는 균 

깊이 등의 지준 구조변수를 설정해야 한다[3，5，61. Fig. 1.2는 대체판막음71 

정에 관한 기}념도를 나타낸 것이다- 구조변수와 파열압력의 상관판계를 나 

타내는 파열식에 작용압력과 세관의 강도 및 치수룡 대입하여 기준 구조변 

수의 한계치릎 구한 후 안전겨l 수， 관판보강효과， 111 따과 휴정오차， 균열 성장 

속도 등을 고려하여 세관파열。1 일어나지 않는 최대허용 구조변수를 설정해 

야 한다. 

지끔까지 대책판막음껴준 개발을 위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된 바 있다. 유 

영 준 등[7]은 소성 봉 피 이 폰(plastic collapse theOIγ)과 파단전 누설 Cleak before 

break) 개념에 기초한 대체관막음기준을 제시하였으며， Cochet[8], Gonnan[9] 

증71 발생기 서l관에 축방향 관통균열어 존재하는 경우에도 그 길이가 

특정값 이하이딴 건전성에는 문제가 없음올 입증하였다. 그려나 이러한 연구 

들은 해석을 단순화하기 위해 야상화된 단일균열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는 

제한이 있다. 

기발생기 세판의 인출검사(pull-out inspection)와 가통중검사(In-Service 

Inspection: 1SI) 결과로부터 발견되는 균열은 주로 다중균열의 형태룹 띄고 

있다. 계획예방정비기간 동안 울진 1호기 증기발생기에서 인출한 세관에 대 

비파괴검사결과 서l관을 지지하는 관판(tube sheet) 상단의 hard ro11 확판 

천이 부위에 다종 결함이 존재하는 것으로 관찰되었으며， Fig. 1.3은 인출한 

세관을 펼친 후 촬영한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9] 세관을 관판에 지지하기 위 

해 확판하거l 되는데， 울진 1, 2호기의 경우에는 확관 부위에 잔류응력을 감 

소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2종으로 확관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2중 확관법 

사용한 경우 관판과 닿는 부위를 hard ro11 영 역， 그 윗 부위룹 kiss ro11 영 

역이라 부E며 그 사이에 었는 천이 영역을 hard ro11 천이영역이라고 부른 

다. 울진 1호기 증기발생 71 천혈관 인출검사결과 발견된 란열은 축방향 다중 

열의 형태룹 띄고 있었으며， 약간 몰려 있는 경향을 보이고 었으나 크게 

보아서는 원주방향으로 고르게 분포하고 있었다. 19921건에 고리 l호기에서 

인출한 세관에서 발견된 균열도 확판이 시작되는 위치에서 발견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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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상- 다-중균열의 형태 였다. 이와 이 가동중 사를 해 견되 결 

함은 일반 τ i꺼「바。 균열의 형태 나타낸다. 특히，평행하게 재 

하는 방향 다종균열 확관부위에서 주 H든L츠 며 그 발생빈도가 상당 

것으로 얄려져 있따[2， 1 1] 그러나， 재까지 증기발생기 세 에 존재하는 

향 다중균 의 거동을 가할 수 있 기 전 한 정이 

Framatome, Westinghouse, ANL(Argonne N ational Laboratory)에 서 눈 

가발생기 세관에 존재하는 축방향 다종균열에 대한 세판파열 시험을 수행 

바 있다[11 -13J 그러나 매우 제한적언 경우에 대한 사험만을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석적으로 균열거동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시험결과를 일반적인 다중균열에 확대 적용하기 어려운 실정 

이다. 따라서， 가동중인 증가발생기 세관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형태의 

열의 파손 거동올 예측하기 위한 새로운 모텔의 개발이 필요하다. 

1.2 연구목적 및 내용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증기발생기 셰관의 관믹-음 기준에 대한 보수성 

줄이고 보다 정획-한 건전성평가 기준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다중균열의 거동 

을 평가할 수 있는 거법이 확립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국부 

파손 예측모텔과 광범위파손 예측모텔을 사용하여 증가발생기 세관에 평행 

하게 존재하는 두개의 축방향 관통균열에 대한 파손예측모델을 선정하는 것 

이다. 이전 연구에서는 그 l단계로 평판에 일직선상으로 나란하게 존재하는 

두개의 관통균열과 평행하게 존재하는 두개의 판통균열의 파손을 예측할 수 

있는 모텔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단계로 평판을 대상으로 개발된 

델을 증기발생기 세관에 적용하여 다중균열의 파손하중을 예측하 

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평행한 두개의 축방향 관통균열에 대해 개발된 

광범위파손 예측모델을 적용하여 파손하종을 예측하였으며， 해석결과를 검증 

하기 위해 세관 파열사험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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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축방향 다중관통균열의 파손여l측모델 

지금까지 표면균열에 대한 합체기준으로는 ASIVIE Sec. XI, BSI PD6493, 

면점의 연결방법 등이 제시되었으며， 이중 표면점의 연결방법이 시험결과 

와 잘 일치하는 것으로 딸려져 있다[14-16) 이러한 시험결과는 두 균열 사이 

에 잔여 리가먼트가 없을 때， 즉 두 균열 사이 의 리가헌트가 외부에서 가해 

지는 하중을 더 이상 지탱할 수 없을 때 두 균열은 서로 합체됨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합채기준들은 소규모항복(srnall scale yielding)이 발생하는 

에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대규모항복(large scale yielding)의 지배를 받는 

증기발생기 세관에는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자들은 증기발생지 세 

판에 존재하는 축방향 다중균열의 합체시기를 결정하가 위해 아래와 

텔을 사용하였다. 나란하게 존재하는 두개의 관통균열은 균열 사이의 리가 

먼트가 합체된 후에 하나의 균열로 거동을 하지만， 평행한 두개의 관통균열 

의 경우에는 리가먼트가 합채되지 않고 하나의 균열에사 찢짐이 발생하여 

소성붕괴로 이어진다- 그래서 일직선상에 존재하는 경우와 평행하게 

재하는 경우에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였다‘ 

2.1 일작션상어l 혼째하는 두개의 관통균열 

일직선상에 존재 

총 9가지이며 이 

두개의 관통균열에 대해 사용 

정리하면 다옴과 

H 
T 국

 
예측모 

[> Flow Stress Model 1 (FSM - I)[17 -19J: 두 균열 사이의 리가먼트가 완전 

성상태에 도달할 때 두 균열이 합체된다고 가정한다. 재료는 탄성-완전 

소성거동을 보이며 항복은 유동응력 a{>l1 도달할 때 발생하는 것으로 가 

정한다. 어 때 유동응력은 항복강도와 언장강도의 평균값으로 정의된다. 

[> Flow Stress Model II (FSM-II): FSM-I과 동일하며， 유동응력은 인장강 

도로 정펴된다. 

[> Necking Base Model (NBS-I)[20J: 두 균 열 사이 에 

평균두께가 빠르게 감소하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가정한다. 해석에는 잔응력-진변형률 선도가 사용된다. 

의
 
고
 

트
 
다
 

먼
 
된
 

가
 
체
 

、
라
 합
 

는
 
이
 

하
 
열
 

재
 

[> Stress Base Model 1 (SBM-I)[21]: 

평균 상-당용력이 인장강도에 

균열 사이의 리가먼트에 작용하는 

때 두 균열이 합체되는 것으로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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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해석에는 진용력-진변형률 선도가 사용된다. 

[> Stress Base Model II (SBl\1-II): SBM-I과 통일하며， 해석에는 공칭응력 

칭변형률 션도가 사용된다. 

[> Reaction Force Model (RFM)[22J: 두 균열 사이의 리가먼트에 작용하는 

반력이 감소하가 시작할 때 두 균열이 합체된다고 자정한다 해석에는 진 

용력 진변형률 선도가 사용된다-

[> Plastic Zone Contact Model 1 (PZC-I): 두 균열선단에서 성 장하는 소성 

역이 서로 접촉할 때 두 균열이 합체된다고 가정한다. 해석에는 전용력

진변형률 선도가 사용되며 소성은 상당응력이 항복응력에 도달될 때 

생한다고 가정한다. 

[> Plastic Zone Contact Model II (PZC-II): PZC-I와 통일하며， 소성은 상당 

력이 인장강도에 도달될 때 발생한다고 가정한다. 

[> Plastic Zone Contact Model III (PZC-III): PZC-I와 동일하며， 소성은 상 

당응력이 인장강도의 전용력값에 도달될 때 발생한다고 가정한다. 

2.2 평행하게 존쩨하는 두깨의 관통균열 

평행하재 존재하는 두개의 관통균열에 대해 이전 연구에서는 유한요소해석 

에 의해 다음과 같은 파손예측모델을 제안하였다. 

[> COD Based Model (CBMP3J: 통 일 열길이에 대해 다중균열의 균열 

개구변위 (Crack OpenÌng Displacement: COD)가 단일균열의 COD와 일치 

때 파손된다고 가정한다. 

2.3 두개의 관통균열에 대한 최적 파손예측모델 

이전 연구에서는 평판에 일직선상으로 나란하게 또는 평행하게 존재하는 

두개의 관통균열의 파손하중을 예측하기 위해 위에서 서술한 델틀을 사용 

하였다. 두개의 평행한 관통균열얀 경우에는 파손거동특성을 고려하여 

PZC - II, PZC - III 및 CBM을 사용하였다‘ 총 107}지 의 모델을 사용하여 구 

예측결과를 시험결과와 비교하여 최적 국부파손 또는 광범위파손 예측모텔 

을 결정하였다. Fig. 2.1은 국부파손 예측모델을 사용하여 구한 결파를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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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 것으로서 PZC-III, RFl\tl이 파손하중을 비교적 정확하게 에측하였다. Fig. 

2.2는 팡범위파손 예측모델을 사용하여 구한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서 CBM 

모텔은 3% 내에서 시험결과와 잘 일치하였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PZC-I 

RFl\tr을 평판에 일직선 

예측하기 위한 최적 

재하는 두개의 

예측모델로 선정하였다 

재하는 두개의 관통균열의 국부파손하중을 

파손 예측모델로 선정하였으며， CBM을 평행하게 

열의 광범위파손을 예측하기 위한 최적 광범위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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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행한 두개의 축방향 관통균열이 존채하는 증기발 

생기 세관의 광범위파손 예측 

3.1 광범위파손 여l 측모델 

앞 장에서는 소성붕괴 시험결과와 다양한 파손 예측모텔을 사용하여 예측 

한 결과를 비교하여 두개의 균열이 존재하는 세관에 대한 최적 파손 예 

델을 제시하였다. 본 장에서는 최적 광범위파손 예측모델인 CBM을 사용하 

여 내압이 작용하는 세관의 파손을 예측하고자 한다. 평행한 두개의 축방향 

관통균열이 존재하는 세판에 내압이 작용할 경우 COD는 원주방향 성분의 

변위 (Ue)와 반경방향 성분의 변위 (Ur)로 나타낼 수 있다. 반경방향 성분은 

원주방향 성분에 비하여 그 크기를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기 때문에 원 

주방향 성분만을 고려하여 COD를 정의하였다‘ 

3.2 유한요소해석 

세관에 평행하게 존재하는 두 개의 축방향 관통균열의 파손거동을 살펴 

기 위해 상용프로그램언 ABAQUS Ver. 6.2룹 사용하여 3차원 탄소성 유한 

요소해석을 수행하였다. 해석모델은 울진 1호기 증기밥생기 셰관과 동일한 

형상을 갖도록 구성하였으며， 재료물성은 Fig. 3.1에 나타낸 웅력-변형률 션 

사용하였다. Fig. 3.2는 해석에 사용된 두 개의 균열이 존재하는 평판의 

유한요소모텔을 나타낸 것으로 대칭성을 이용하여 1/4만 보텔렁하였으며， 20 

절 점 사각주 요소(20-node brick element)를 사용하여 요소망을 구성 하였다. 

해석은 균열길이 2c가 각각 4, 6, 8, 10, 14mm, 균열간 거리 d가 각각 1, 3, 

4, 6, 8, 10, 12, 14, 16, 18mm얀 경우에 대해 수행하였다. 

3.3 해석결과 및 토의 

Fig. 3.3은 유한요소해석으로부터 구한 균열 중앙에서의 COD의 변화(00)를 

나타낸 것이다. 단일 관통균열에 대한 파손하중 Pcr은 다음과 같은 한계하중 

식 [24]을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P_-= 파tξ 
M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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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여지서 마는 유통용력 (flow stress) , t는 세관 두께 ， R은 세관 평균반경， 

부품겨l 수(bulging factor) 이다. 부품계수는 여라 연구자들에 의해 제안 되었 

으며 다음에 나타낸 Erdogan와 식 [25J이 널리 사용된다. 

Mt = 0.614 + 0 .481λ + O.386exp (- 1. 25λ) 

for 5 슬 Rjt 도 50 (3.2) 

λ 12 (I Z})) O.25( c/、/힘)1 (3.3) 

여가서 λ는 웰{shelD 파라미터 ， V는 프아송 비， C는 균열 반깊이를 나타낸다， 

Fig. 3.3에서 단열균열의 파손하중에서의 COD는 X로 나타내였다. 본 보고샤 

에서는 그 값을 임겨11 COD, (ÔO)crit로 정의하였다. 엄겨1 COD를 절정하기 위 

식은 아래와 같이 나타내었 

(6。)cπ 24819P仁 3.44 (3.4) 

여기서 Pi는 대압을 나타낸다‘ 위의 식은 최소자숭법에 의해서 구하였으며， 

Fig. 3.3에 점션으로 나타내었다. 이 선도는 두개의 평행한 판통균열의 

하중융 구하기 위하여 사용하였다. Fig. 3.4는 두개의 평행한 관통균열에 대 

해 유-한요소해석으로부터 구한 COD의 변화를 나타낸 것어다. 추어잔 균열길 

이와 균열간 거리에 대한 파손하중은 임계 COD 션도와 두개의 평행한 판통 

열의 COD 선도약 교차점으로 구할 수 있다， 

평행한 두개의 축방향 관통균열이 존재하는 세관의 파손압력을 식 (3.1)에 

대입하면 풍일한 파손압력을 갖는 단일균열길이를 결정할 수 았으며， 이를 

상당균열걸이라 ;성의하였다. Fig. 3.5는 상당균열길이와 파손압력과의 관계 

나타낸 것이다. Fig. 3.6온 다종균열이 존재하는 세관의 파열압력 PD와 단일 

균열야 존재하는 세관의 파열압력 PS를 나타낸 것이다. 균열길이가 4mm인 

경우를 제외하면 균열간 거리가 2rr끄n 아상일 경우에 음의 간섭효과가 나타 

나며， 균열간 거리가 18mm 이상언 경우에는 간섭효과가 사라져 단일균열과 

거동하는 것을 관찰할 수 었다. 이상의 결과로 부터， 두개의 평행한 

방향 관통균열이 존재하는 세관의 경우에는 안전성 측면에서 파손압력을 결 

정하기 위해 Fig. 3.5에 나타낸 하한계 선도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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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 Finite element mesh of SG 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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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증기발생기 서l 관 파열시험 

세관 파열시험은 관 내부에 작용하는 유체의 압력을 일정한 속도로 상승시 

켜 세관이 파열되는 순간의 압력을 측정하는 시험이다. 측정된 파열압력 

제 증가발생기에서 결함 전열판아 지탱할 수 있는 최대압력이 된다. 따라 

서 파열압력 시험장치는 짧은 시간동안 압력올 충분히 증가샤킬 수 있어야 

하고， 가압속도가 일정하도록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압력의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26] 본 연구에서는 앞장에서 서술한 최적 국부 또 

광범위파손 예측모텔의 타당성을 검증하여 최종적으로 두개의 축방향 관통 

이 존재하는 증가발생기 세관의 최적 파손 예측포텔을 정정하지 위해 

파열시험을 수행할 예정이며， 현재 예 Bl 시험을- 수행하여 시험절차를 확립하 

였다. 

4.1 예비쩨료 및 시편 

예비사험은 본시험에서 알어날 수 있는 문제를 마리 발견하고 수정하여 신 

뢰성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해 필수적이다* 예 Bl 시험에서는 증가발생기 세관과 

형상여 비슷하고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인 SUS 316을 사용하여 시험을 수 

하였다. Fig. 4.1은 시험에 사용된 시편와 형상을 나타낸 것이며， 노치는 

밀링가공(milling machining)하여 v-노치 형태로 제작하였다. 예비시험은 

개의 균열이 일직선상으로 나란하게 존재하는 경우와 평행하게 존재하는 경 

우에 대해서 수행하였다. 

4.2 시험장치 및 방법 

예 Bl 세관 파열사험은 KAERI의 장비를 사용하였으며， Fig. 4.2에 나타낸 

바와 같이 유체 저장 탱크 고압 펌프 제어장치 사편 고정부， 데이터수집장 

치로 이루어져 있다- 고압 펌프는 최고 52MPa까지 가압할 수 있으며， 

461iter/min의 유동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파열압력 시험에서 가 

압 시간이 10sec에서 10ms로 감소시키면 파열압력은 약 15% 증가하는 것 

로 알려져 있다[27] 따라서 EPRI에서는 15MPa!s 이하의 가압률에서 파열압 

력올 수행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본 시험에서는 1J\;IPa!s 이하의 가압률 조건 

하에서 시험을 수행하여 준정적 상태를 만족할 수 있도록 하였다. 측정장치 

히
 



시간에 따른 압력파 누설률윷 초당 10 1켠 저장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았 

다， 관통 균열의 경우에는 천열관이 파열되거 전에 유압 유체의 누설이 발생 

한다. 따라서 EPRI 지침서에서는 2-4rrun 두께의 블리l 더를 사용하고 0.1-

0.2mm , 폭 10-12rrun의 황동 구려박판이나 두께가 0.05-0.1mm의 스 

테인리스강 보강박판(reinforcing foiD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본 시험 

에서는 Fig. 4.3에 나타낸 것과- 같이 3.l75rrun의 tygon 판을 시편 내부에 깜 

입하고 양 끝에 마개 (plug)로 밀폐사켜 시험 중에 누설을 방지할 수 있 

하였다. 예비시험에서는 보강박판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추후에는 블래더가 

사야로 밀려 나오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Fig. 4.4는 

시편을 시험지에 고정한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4.3 시험결과 

Fig. 4.5와 4.6은 하중증가에 따른 시편의 거동을 나타낸 것으로 고해 

카메라를 사용하여 촬영한 것이다. 하중이 증가함에 따라 볼래더가 균열 사 

이로 밀려나오고， 블래더가 파열되어 사험을 중단하였다. 추후에는 블래더가 

사이로 빌려나오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보강 박판을 사용할 예정이 

다. Fig. 4.7은 시험 후의 시편형상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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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4 Test specimen set for burst pressure test 

- 54 -



(a) 

μ
 ψ 

/ , , 
、

(c) 

Fig. 4.5 Failure behavior of two collinear through-wall cracks according 

to magnitude of load ((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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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6 Fai1ure behavior of two parallel through-wal1 cracks according 

to magnitude of load ((a)<(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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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 4.7 Specimens after burst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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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연구에서는 이전 연구에서 제안한 광범위파손 예측모텔을 사용하여 평 

행한 두개의 축방향 판통균열이 존재하는 증가발생기 세관의 파손하증을 예 

였다. 평행한 두개의 등육방향 관통균열이 존재하는 세관은 단일균열에 비 

해 최대 11% 낮은 압력에서 파손이 발생한다- 이를 고려하여 평행한 두개의 

축방향 관통균열이 존재하는 세관의 파손압력을 평가할 수 있는 하한계 선 

제사하였으며 세관의 얀전성 확보틀 위해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다‘ 또한， 일직선상에 나란하게 존재하는 두개의 축방향 관통균열과 평행 

하게 존재하는 두개의 축방향 관통균엽의 파손을 예측하지 위해 제안한 

부파손 예측모텔과 광범위파손 예측모델의 타당상을 검증하기 위한 시험 수 

행 전에 예비 파열시험윤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시험절차와 방법을 확 

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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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부 

가동원전 운전조건 데이터를 이용한 

F‘MS 시범시스템 구축 몇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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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1.1 연구배경 

일반적으로 원자력발전소 주요기거의 수명은 30~40년을 기준으로 설계되 

며， 이는 자동기간 중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설계기준 파도사건 (design 

basis transient events) 및 방사션조사 등의 영향을 근거로 압력， 유 

및 기타 여라 가지 기술적언 사양에 관한 가정을 포함하고 있다- 각 기가의 

피로설계는 압력 및 온도 과도상태의 크기[1]와 발생가능 설계횟수에 가 

있다 그러나 설제 발전소 운전 매개변수는 설계횟수를 초과하지 

제한되거나 또는 각 발전소의 운전조건에 따라 하종의 차이가 발생하므 

정확한 운전 과도상태의 예측이 불가능하다. 또한 설계하중은 실제 열수 

력 과도하중과 비교해 

요71 기에 대한 정확 

지논 어려운 실정이다‘ 

여유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운전중인 발전소 

적피로손상 및 안전여유의 평가에 펼요한 정 

원자력발전소의 주요 계통에 설치되는 계측센서는 유체의 온도， 압력 그리 

고 유속 등 주요 운전변수의 변화를 측정한다. 지금까지 이러한 측정자료는 

발전소 운전상태의 이상 여부만을 파악하는데 이용되었으나， 해석 

장착한 실시간 감시 사스템 (real-time monitoring system)[낌을 

각 계통내 주요끼지에 대한 여러 형태의 손상을 실시간으로 계산하고 운전 

과도상태의 영향에 대한 연속적인 감사에 활용할 수 있다. 이라한 실사간 감 

사시스템의 적용분야로는 진동감사， 누설감사， 음향방출감시， 중성자 

시 및 피로균열감사 등이 었다. 현재 원자력선진국예서는 원자력발전 

기가의 겁사[3) 및 보수시가의 최적화와 수명관리를 위하여 실시간 피로 및 

파괴감시를 위한 시스템의 개발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었다. 원자력발천 

소 주요가기의 경우 주기적인 가동/정지와 운전에 따른 각종 하중여 

하므로 이에 대한 피로수명 예측은 안전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쇠. 

미국의 경우에는 원자력 발전설비를 중심으로 상용화된 실시간 갑시시스템 

았으며， EPRI(Electric Power Research Institute)는 산하에 

시간 감사 그룹을 두고 상시 감시시스템의 적용에 관하여 지속적인 연 

행하고 었다. SIA(Structural Integrity Associates)에서는 피로균열성장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고 상사 감사시스템인 Fatigue-Pro를 7H 밥한 바 있다. 이 

미 상용화된 Fatigue-Pro는 실사간으로 가동조건을 입력 받아 피로해석 

행하는 시스템이다. 한편 프랑스의 OTMS (Operating Transí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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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itoring System) 및 Fatiguemeter, 독 일 의 FAMOS(Fatigue Monitoring 

System) 풍과 같이 세계 각국에서는 가동풍 건전성평가와 수명연장을 위하 

여 실시간 갑시시스템을 이용한 수명평가 기술 개발 연구를 활발히 수행하 

고 있다. 아울러 이틀 국가에서는 이미 80'년대 중반부터 그 펼요성을 얀석하 

고 연구개발에 착수하여 아제는 상업운전중인 원자력발전소에 실제 적용 

단제에 이르렀다[5-7] 

국내의 경우에도 가동년수 증가 및 신규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부지 확보 

난， 투자비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원자력발전소의 수명관리를 통한 수명연 

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고리 1호기의 경우 2008년에 설계수명이 

만료됨에 따라 이에 대한 경제성 검토 및 운전년한 연장을 위한 규제기 

확립 01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규제기준 마련에 앞서 원자로 압력용기 

요가기의 연장운전에 대한 기술적 타당성에 대한 연구 및 수병 연장겨간 동 

안의 안전성 겸토가 펼요하다. 따라서 정확한 수명예측을 위한 수단이 필요 

하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방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실제 가동조건을 적용한 

3차원 유한요소해석올 고려하게 되었다. ASME Sec. III에 제시된 바와 같이 

실제 설계시 해석에 사용된 2차원 축대칭 (axisymmetric) 요소의 경우 mam 

body에서는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있지만 transition element에서는 해석결과 

에 여러 가지 인자룹 곱하여 사용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도출된 결 

과는 보수적인 경향을 나타내게 되며 따라서 보다 정확한 용력해석결 

얻기 위해서는 3차원 유한요소해석을 사용해야 한다. ASME 코드에서 제샤 

하는 3차원 유한요소해석의 지침 (guìdeline)에 따를 경우 2차원 해석에 비해 

보다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8] 

따라서 연장운전을 위해서는 실제 운전이력을 바탕으로 수행한 피로수명평 

가를 통해 안전여부를 검증해야 할 뿐만 아니라[9} 향후 우리나라 원자력 

소 현실에 맞는 피로관련 규제 및 주요설비의 펴로평가 규제기술 확립이 

설히 필요하다. 

1.2 연구목적 및 내용 

본 연구의 목적은 원자력발전소 주요기기에 대한 피로해석을 수행하고， 원 

자력발전소 장수명 운전에 대비한 파로현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또한 향후 

본 연구의 확장을 통해 국내 원자력발전소 현실에 맞는 피로관련 규제 및 

주요설비의 피로평가 규제기술을 확립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주요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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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 력 용 기 (Reactor Pressure Vessel: RPV)를 대 

건을 적용하여 내부에 발생하는 응 

가 및 수I정융 예측하며， 이를 통해 수명연장 

제공함과 동시에 설계개선을 위한 기 

발어l 데 있다. 세부 연구 수행내용은 다음과 같다. 

째， 2차원 beltline 및 lower head부에 대 해 각 

기가 내부에 발생하는 응력을 계산하고 설계데이터와 비교 

째， 계산된 응력해석결과를 이용하여 원자 

파괴손상을 평가한다. 

셋째， 원자로 압력용기의 3차원 전체 쪼텔에 대해 

펴로해석을 확장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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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자로 압력용기떼 대한 2차원 유한요소해석 

2.1 개요 

검사사 결함이 발견될 경우 ASME Sec. xr[lO]의 절차에 따른 결함 

가릎 수행하게 된다， 이 때 대상부위에서 파괴역학-해석 (Fracture 

Mechanics Analysis: FMA)을 수행하려면 웅력데이터 (stress data)가 필요하 

다. 선진 각국의 경우 섣계시부터 각 주요 부와별로 운전조건에 따른 응력해 

석을 수행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결함평가에 사용하고 았다. 그러나 

외 설계/제작사로부터 도입된 국내 가동원전 설비는 웅력해석에 필요한 

계조건이나 재료물성 관련자료가 미흡하여 균열발생시 거액의 기술료를 지 

불한 각 설계화사의 파펴역학 해석결과에 의존해 왔다 최근 이라한 원자력 

전소 1차겨l통 주요끼지의 응력데이터와 설계돼야터를 확보함에 따라 자체 

인 파괴역학해석 수행이 가능하게 되었으나， 아직까지 국내 가동중만 원자 

암력용기악 설제 형상과 운전조건올 고려하여 응력해석플 수행한 시-려l 

미미한 설정이다. 

자로 압력용기의 주요 손상기구띤 피로는 변동되는 온도， 압력， 와부하중 

다수의 정상 및 비정상 운전 과도싱-대가 반복될 경우에 발생한다. 

유동하는 유체의 온도가 변화하는 열과도 상태가 존재할 경우에는 유체의 

온도변화， 주요가지 표면의 열전달계수， 그려고 두께 등에 의존하는 응력을 

게 된다. 이와 같은 응-력은 크기가 재료의 인장강도보다 충분히 작다 할자 

라도 반복적인 작용으로 인해 피로손상을 가져올 수 였으며 결국 대양 71 기 

의 파손을 유발시킬 수 었다， 따라서 수명 71 간 동안 피로파펴 가능성을 평 

가하는 것은 원자로 압력용기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연구에서는 국내 원자력 소 1차계통 주요기기 중 선행 연구를 통해 

열수력 데이터를 확보한 영광 2호가 원자로 압력용기의 beltline 및 lower 

head부에 대해 2차원 응력해석을 수행하여 피로해석을 위한 데이터를 취 

하고， 피로해석을 수행하였다. 

대상 주요기기의 유한요소 

구성하였으며 응력해석에는 범용 

FE-SAFEfl3l를 각각 사용하였다. 

계도변을 토대로 I-DEAS(lI]룹 이용하여 

1I 2 , 램 인 ANSYSD2J를， 피 로해 석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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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력하l 석 

2.2.1 유한요소모델 

영광 2호기는 웨스팅하우스사에서 설계한 950MW 용량의 발전소로서 Fíg. 

2.1은 해당 원자로 압력용기의 가하학적 형상을 나타낸 것이따. 원자로 압 

기는 기본적으로 원통행이므로， Fig. 2.1의 제작 치수에 따라 2차원 축다l 칭 

모텔로 구성하여 응력해석을 수행하였다‘ 

해석모텔은 형상이 단순하여 용력해석결과가 이론해에 근사할 것으로 판단 

되는 beltline 및 lower head부를 선택하였으며 웨스팅하우스사에서 제사한 

계데이터에 기초하여 통일한 조건으로 작성하였다. 

유한요소모텔은- 열웅력해석을 위한 PLANE77(2D 8-node thennal solid)과 

기계적 응력해석을 위한 PLANE82(2D 8-node structural solid)와 같이 2차 

대칭 요소를 사용하여 Fig. 2.2와 같이 구성하였다. PL따~E77 

curved boundary 모텔에 작합하고 각 칠점에 단 하나의 자유도 

( temperature)를 포함한다* 또한 PLANE82 

적합하고 결파의 정확성에 대한 손설 없이 

요소이 다. 작성 한 beltline 및 lower head부 유 

870개의 요소로 구성하였다. 

2.2.2 경계조건 

(1) 열응력 해석 경계조건 

curved boundary 모 텔 에 

안 형상에 적용 가능한 

텔은 2，8057R 의 철점과 

도 과도상돼 변화애 의한 원자로 압력용기의 열응력 해석 경계조건은 설 

계데이터를 기초로， Fig. 2.3(a)와 같이 온도가 변화하는 유체의 영향을 직접 

받는 원자로 압력용기 내변을 제외한 모든 부분을 단열로 가정하였다-

(2) 압력응력 해석 경제조건 

압력 과도상태 변화에 의한 원자로 압력용기의 웅 

2.3(b)와 같이 축대칭 구속을 적용하였다. 압력 

압력용기 내벽면에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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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쩨 A-i 
c> 

고려 3, 4호기 및 영광 1, 2호기에 사용되는 원자로 압력용71 의 재질은 

AS'YIE II, SA508 Gr.B, C1.3으로서， 온도에 따른 재료붉성을 Table 2.1 

에 정려하였다. ASME Sec. III에서 원자로 압력용기 내면 클래딩 (daddíng) 

은
 

의 용력강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제외한 모재 (base metaD에 대해서딴 고려하였다 

압력용-기 내변의 클래딩에 의환 열전달 영 

해석모텔은 

클래딩 

해석사 

나 열응력 

유효 열전달 

겨1 수(effective heat transfer coeffícíent)를 사용하여 고려 하였다. 

(1) 유효 Hejf 

1-1.뺨는 스터1 인 강 뜰래딩의 열전 

coeffìcient) 의 이다. 

H e!f= 
+ 1 

H I (Kcl tc) 

쳐1 막 겨1 수(heat transfer fluìd film 

(2.1) 

여기서 

H: 열전 

Kc: 클래딩 

처1 막계수 

tc: 클래탱 두꺼l 

이다. 

강제 대류상태에서 

사용하여 구할 수 있 

H=O.023f종 (R강 8 (P꺼 4 

유체 막계수는 다음과 。1 Dittus-Boelter 

(2.2) 

여가서 

f 안전계수(1.5) 

K: 유체의 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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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수력직경 

Re: Reynolds ( p~D) 

p: 유제 

V: 유체속 

μ: 유체 점성계수 

Pr: Prandtl (훨) 
C•: u1 열 

이다. 

수력직정은 다음과 같다. 

D=(4x침수딴적)!침수걸이 

= π[( d 0!2)2 - ( d J2)2]! 7r( d 0+ d i) = d 0- d ì 1. 56Jt 

p= 45.70 lb! ft 3 

미국 웨스팅하우스사 3-루프(100PJ 원자력발전소의 원자로 냉각재 평균유 

량은 315.00 gpm 이며 겨}산시 요구되는 주요 재료물성은 다음과 같다. 

Q= 315.00gþm= 42 , 235.84 ft 3! min 

A= π/4 [ d 0 2 - d i 
2] 25. 93 ft 2 

V = Q! A = 1400 . 12ft! min 

μ0.63x 10 4Ib!ft. sec 3.78x 10 -3Ib!ft. min(550oF) 

Re= pVD45.70lb!해)( 1400 . 12ft! min) (1. 56ft) 
μ (3.78 x lO 3lb!ft. min) 

=26 .42 x 106 

Pr= 0.95(550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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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 O. 32Btul hr . jt . (550 oF) 

H=0.023종 (Re)8 (p샤 4 

= (0.023) (1 .50) ~씌으 (26.46x 10 6)8(0.95)4 
1.56 

= 6047 . 00 Btul hγ . jt. oF 

래딩에 의한 열전달 저항을 

얻지 위해서 Fig. 2.4와 

1/8 If 을 사용하였다. 정상 운전 

t . oF이므로 유효 열전달계수는 

기 위한 룹래딩 두께는 보다 

께인 3/16 " 대신에 최소 두께 

래 딩 의 열 전도는 1O.46Btulhr . f 

다. 

I-Jε11-

6047 Btu/ hγ . j f2 • 0 F 

= 861. 23Btul hγ . jt. OF 

l0.42x 10-
1O .43Btul hγ _jf2 .0 F 

2.2 .4 실저l 운전 과도상태 

제 71 기에 착된 겨}측센서로부터 가동중 취득한 데이터의 미세 변화릎 

경우 해석시간이냐 데이터 적용에 곤란을 초래하며 센서에서 

인해 해석결과의 신뢰도 향상은 미소하다. 따라서 해석의 

위 해 앞서 Fig. 2.5와 2.6에 나타 낸 heat-up과 cool-down 과 

압력데야터를 Fig. 2.7과 같이 이상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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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응력해석결과 t:l1Jï! 

실제 온도와 압 싱-대 해석을 통해 최대 및 최 하였다. 

아 응력해석결과를 사용하여 원자로 압력용기 두께에 

으로써 원자력발전소 가동중 검사시 발견된 결함의 파펴역학해석 

파로평가가 가능하다. 해석결과 출력부위는 Fig. 2.8에 나타낸 

자로 압력용기 (beltline ， cut 1) 원자로 압력용기와 하부 돔의 

&l 으-
1:: 0 

용및 

이 원 

Oower 

head to shell weld, cut 2)와 하부 돔의 불연속부위 Oower head to shell 

r … 



transition, cut 3)의 3개소이며， 이들 각 부위에 대한 최대/최소 축방향 

과 최대/최소 원주방향 응력을 두께에 따라 출력하였다-

력 

원자로 압력용기의 변형을 검토한 결과 Fig. 2.9에 나타낸 바와 같야 응 

해석 경계조건을 만족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 heat-up과 cool-down 과 

태에 대한 최대웅력 발생시점의 축방향 응력분포와 원주방향 응력 

룹 Fig. 2‘ 10에 나타내었다. 또한 x/t=O인 내벽의 최대 웅력 발생시점에 대한 

각 출력부의 두께에 따른 원주방향 응력분포를 Table 2.2 및 2.3에 정리하였 

다.3개소 모두 t=1 ，340，000sec에서 최대응력， t=80，024sec에서 최소응력을 나 

타내였다. 

응력해석결과를 웨스팅하우스가 제시한 설계데이터와 비교하여 Fig. 2.11-

2.13에 나타내었다‘ 축방향 응력과 원주방향 웅력해석결과 모두 설계데이터 

와 경향이 일치하였으며 특히 피로수명평가에 았어 가장 중요한 인자연 완 

방헝: 최 대 교번응력 (maximum altemating stress) 결과는 6.1% 오차범 위 

내에서 일치함으로써 피로해석에 사용될 유한요소해석결과의 신뢰성 

하였다. 

2.3 피로해석 

2.3.1 FE-SAFE를 이용한 원자로 압력용71 Beltline부 피로해석 

앞에서 구한 영광 2호가 원자로 압력용기의 heat-up파 cool-down 과도상 

태에 대한 beltline부 응력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FE-SAFE롤 이용하여 피 

해석을 수행하였다. 

피로해석이1 사용한 S-N 선 

된 탄소강 및 저합금강에 대 

Fig. 2.14와 같이 ASME Sec. III에서 제시 

계피로곡선야다. 

Fig‘ 2.15는 FE-SAFE를 통해 구-한 beltline부의 피로해석결과를 나타낸 그 

으로서， 응력해석 결파에서 최대웅력이 발생한 곳은 가장 작은 피로수명얀 

약 105
.
8 cycle의 잔존수명을 나타내었으며， 최소응력 작용점은 약 108

.
2 cycle 

의 피로수명을 갖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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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 Material properties of a RPV 

Coeff. of 
Modulus of Thermal 

Temp Thermal Poisson Specific Heat Density 
Material Elasticity Conductivity 

Ob/in3
) (OF) 

(ks i) 
Expansion Ratio (Btu/lb.OF) 

(Btu/in.OF) 
(in/in/OF) 

70 29200 7.02e-6 0.3 0.106 0.000516 0.283 

100 29040 7.13e-6 0.3 0.108 0.000523 0.283 

200 28500 7.45e-6 0.3 0.114 0.000542 0.283 

SA533 300 28000 7.74e-6 0.3 0.119 0.000551 0.283 

Gr. B, Cl.3 400 27400 8.Ole-6 0.3 0.125 0.000551 0.283 

500 27000 8.25e-6 0.3 0.131 0.000544 0.283 

600 26400 8.46e-6 0.3 0.138 0.000532 0.283 

700 25300 8.63e-6 0.3 0.143 0.000516 0.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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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2 The axial stress distribution for beltline and lower head of RPV 

ìn Y onggwang unit 2 

Reactor Vessel Stress Distribution 

Location: Beltline 

Stress Component: Axial Thickness=7.88in 

Transient 
Stress at Various Distances Through the Wall (x/tJ, ksi 

Reactor Vessel Stress Distribution 

Location: Lower head to shell weld 

Stress Component: Axial Thickness=7.88in 

Transíent 
Stress at Various Distances Through the Wall (x/tJ, ksi 

0.0 0 ‘ 1 0‘ 2 0.3 0.4 0‘5 0.6 0.7 0.8 0.9 1.0 Temp(.F) 

Heatup & Max 17.79 15.78 14.05 12.57 11.31 10.23 9.28 8.41 7.56 6.58 4.50 533.9 

Cooldown Mín -1.23 -0.73 -0.32 0.02 0.29 0.47 0.59 0.62 0.58 0.45 0.21 39.8 

Reactor Vessel Stress Distribution 

Location: Lower head to shell transition 

Stress Component: Axial Thickness=4.978in 

Transient 
Stress at Various Distances Through the Wall (x/tJ, ksi 

0.0 0.1 0‘ 2 0 ‘3 0.4 0.5 0.6 0.7 0.8 0.9 1.0 Temp("F) 

Heatup & Max 26.25 21.58 19.49 17.92 16‘ 70 15.74 15.01 14.52 14.31 14.52 16.62 533.9 

Cooldown Min -1.77 -1.11 -0.64 • 0.25 0.09 0.38 0.64 0‘88 1.10 1.32 1.70 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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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3 The hoop stress distribution for beltline and lower head of RPV 

in Yonggwang unit 2 

Reactor Vessel Stress Distribution 

Location: Beltline 

Stress Component: Hoop Thickness=7.88in 

Transient 
Stress at Various Distances Through the Wa11 (x/tJ, ksì 

0.0 

Reactor Vessel Stress Distribution 

Location: Lower head to shell weld 

Stress Component: Hoop Thickness=7.88in 

TransÎent 
Stress at Various Distances Through the Wall (x/tJ, ksi 

Reactor Vessel Stress Distributìon 

Location: Lower head to shell transition 

Stress Component: Hoop Thickness=4.978in 

Transient 
Stress at Various Distances Through the Wall (x/tJ, k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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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 Geometry of the RPV in Yongg、lVang unit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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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 Typical 2D finite element mesh for RP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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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 Schematic il1ustration of boundary conditions for the FEA: 

(a) thermal stress analysis and (b) mechanical stress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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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5 An example of thermal-hydraulic data in-service(Plant heat-up): 

(a) pressure and (b) tern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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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down): (a) pressure and (b)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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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7 Idealization of heat-up and cool-down transient: (a) pressure and 
(b) tern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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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8 The region of RPV for stress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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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9 Defonnation of RPV in 2D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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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1 Comparison between design stress and analysis results at 

beltline region: (a) axial stress and (b) hoop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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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자 압력용기의 3차원 과도상태 풍력해석 

3.1 개요 

자로 압력용71 의 경우， 가준 상하 의 적용이 불가 

능하고， 각각 3거 의 입 구 노즐Cinlet nozzle)파 출구 노즐(out1et nozzle)이 비 

대칭으로 배치된 형상을 갖는다. 이로 인해 설계데이터에는 크게 여섯 부분 

의 2차원 모델로 세분화한 해석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2차원 

해석시， 모델 및 경계조건의 이상화가 따프게 되며 모텔 전체에 대한 응력상 

태를 보여주지 못하므로 경계조건 적용의 오류에 기언한 오차 발생 가능성 

이 높다. 또한 3차원 곡훨을 갖는 구조물의 기하학적 형상을 2차원으로 표현 

하기 위한 형상 수정식의 적용과정이 복잡할 뿐 아니라 수정 후 도출된 결 

파까 지나치게 보수적일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2차원 해석의 경 

우 효율성의 측면에서 우수하고 대상물의 main body에서 결과틀 신뢰할 

있는 만면， 형상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transition부에서는 얻은 결과값에 어 

떠한 보수적인 인자들을 곱하여 사용하는 것아 열반적이다. 야러한 정보뜰 

종합하여 전문7}적 지식 기반 하에 이루어지는 3차원 유한요소해석은 2차원 

해석에 비해 정획-도가 높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된 바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3차원 전체 모텔링을 통한 원자로 압력용기의 유한요 

소해석을 수행하고 실제에 가까운 용력상태를 얻음으로써 J 결과를 수병연 

장 가능여부의 판단에 활용하는 방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그 첫 단계로서 

유한요소모텔을 작성하그I 내압만을 적용한 구조해석을 수행한 후， 원주방향 

력 결과와 이론해를 비교함으로써 해석모텔의 타당성을 겹증하였다. 

2차원 해석괴- 마찬가지로 대상 원자로 압력용기의 형상모텔링 및 요소생성 

에는 I-DEAS를 이용하였으며， 용력해석에는 ANSYS를 사용하였다. 

3.2 응력해석 

3.2.1 유한요소모 

3차원 응력해석을 위한 영광 2호기 원자로 압력용기의 기하학적 형상은 

Fig. 3.l (a)약 같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형상을 모두 고려하여 전체모델을 

구성 하였다. 유한요소해석 모텔은 SOLID70(3D Thennal Solid)과 

SOLID45(3D structural soild) 사용하였으며 Fig. 3 .l (b)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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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 The hoop stress distribution for 3D finite element model 

Node Set 1 Node Set 2 
No. Node Hoop Stress Node Hoop Stress 

Number (psi) Number (psi) 

1 9811 782.90 128891 1118.5 

2 10057 861.97 128850 1081 ‘6 
3 10303 919.60 128809 1066 
4 10않9 957‘ 22 128768 1059. 

5 10795 978.97 128727 1054.4 

6 11041 992.65 128686 1051.3 

7 11287 1001.8 128645 1049.0 
8 11533 1009.2 128604 1048.0 
9 lω17'2795 1 I 1 10021528 

128563 1047.9 
10 12025 1022.3 128522 1048.8 

11 7176 1029.0 126168 1050.6 

12 7182 1034.8 137952 1052.8 
13 7188 1040.1 137993 1055.0 

뉴--_. 

14 7194 1043.9 138034 1056.1 
15 7200 1044.1 139851 1053.9 
16 7206 1037.8 139892 1045.5 
17 7212 1021.4 139933 1027.4 

18 7218 992.59 141805 997.00 
19 7224 954.85 143036 957.86 

20 7230 914.45 155162 916.15 
21 6860 877.13 133148 87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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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 3D modeling of RPV: (a) geometry and (b) fínite element me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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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 The surface for loading temperature and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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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 Schematic illustration of structural boundary conditions for RPV: 

(a) front view and (b) top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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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7 Comparison between 2D and 3D analysis results at bottom 

head to shell weld region: (a) axial stress and (b) hoop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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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8 Comparison between 2D and 3D analysis results at lower head to 

shell transition region: (a) axial stress and (b) hoop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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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연 에서 원 냉각재계 딛 시 모 n;x1ζ jι-

T 

명평가 체계의 든 。프 해 원자 주요기가의 파 실시 7].. ò 

감사하고 평 수 았는 71 본 시 EIJ3) 완성 였 며， 연 결 

다 과 같다-

(1) 

의 

/-‘ 
T 데이터 취득시스템으로부터 heat-up과 cool-down 과도상태 

온도，압력데이 2차원 belt1ine 및 lower head부 텔에 적 

% 여 해석을 행하였으며， 이 겨l 데아터와 버교 。 써 설계 

사 고려한 과도상태의 수성 여 7l4] 하였다. 。。 해석 과와 

S-N 도 이용 피 해석 수행하여 heat-up과 cool-down 도상 

태에 대 반복가능 사이 결정 였다. 

(2) 3차윈 전체 모텔에 2차원과 동일한 과도상태 

행하여 2차원 결과와 바교함으로써 설계데이터 

수성을 검증하였다. 

이
껴
，
 

L[ 

서
「
 

〈
투
 

해
 

서
-
，
 
’
、
」

해
 
ο
L
 

려
「
 J*--

응
 “m h싹

 써댄
 

요
。
 장
 

저
「
，
 

- 107 -



참고문헌 

[1] Yang , B., Liaw, P. K., Wang , H. , Jiang, L., Huang , J. Y. , Kuo, R. c., 

Huang , J. G‘’ 2001 , "Thermographic Investigation of the Fatigue 

Behavior of Reactor Pressure Vessel Steels,"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 A314, pp. 131-133 

[2J 1994, “원자력 의 피로감사 시스템 개발，" KAERI/RR - 1307/'많 

[3] Crutzen, S. , ]ehenson, P. , 1993, "Inspection Performance with a View 

to Pressure Vessel Life Management,'1 Int. J. PVP, Vo1. 54, pp. 107-

136 

[4] Bannantine, Comer, Handrock, 1989, "Fundamentals of metal fatìgue 

analysis," Prentice Hall, pp. 1 - 39 

[5J vVG--LlVINPP 98/1 , 1998, "Nuc1ear Transient Methodology for UCN 5 

& 6" 

[6J IAEA-TECDOC-1l20, 1999, "Assessment and Management of Ageing 

of lVlajor Nuclear Power Plant Components Important to Safety: PWR 

Pressure Vessels" 

[7] IAEA, 1995, "Detection & Monitoring of Age Related Degradation in 

Nuc1ear Power Plants" 

[8] 1998, "3D Stress Criteria Guideline for App1ication," 1 Welding 

Research Council Inc 

[9J Maekawa, 0. , Kanazawa, Y., Tak려lashi ， Y. , Tani , M., 1995, 

"Operatin당 Data Monitoring and Fatigue Evaluation Systems and 

Fíndings for Boìlíng Water Reactors in ]apan," Nuclear Engineering 

and Design, VoL 153, pp. 135 143 

[10] American Society of Mechanica1 Engineer, 1998, "Fracture Toughness 

Criteria for Protection Against Fai1ure," ASME Boiler and Pressure 

Vessel Code Sec. XI 

[11] 2000, "I-DEAS Assembly Design," SDRC Korea 

- 109 -



[12] 2001 , "Introduction to Ansys ," ANSYS Inc 

[13] 2000, "FE-SAFE Ver.4.11 User's Manual ," Safe Technology Ltd 

[14] 1995, ASME B&PV Code Section III 

- 110 -



제 4 부 

언터넷 가반의 사아버 플랫폼 절겨l 

몇 구성요소 프로그램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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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면구배경 

원자력발전소 원자로 ι감력용-기의 건전성평가에는 재료불성， 응력더}이터， 형 

상데이터 등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필요할 뿐 아니략 계산절차도 매우 복 

여 잔문가도 많은 시간과 노택이 요구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선진국에서는 일부 평가절차를 프로그램화하여 효율적인 건전성평가가 이 

어지또록 노력하고 았다. 국내에서도 최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산엽설비 

안전성평가 연구센터가 공동으로 원자로 양랙용기 건전성평가 프로그램인 

RVIESCReactor Vessel Integrìty Evaluation System) 등을 개발한 바 있다. 

현지}까지 개발된 컨전성평가 프로그램틀은 개인용 컴퓨터 (personal 

computer)룹 71 반으로 꾸성되어 일회성 평가결과만을 저l 공하며， 평가결과나 

비파피검사결과 등에 대한 관랴나 통계처리는 여전히 수작업에 의존하고 았 

다- 더욱이 검사자나 관리자가 평가전문가， 규제전문가와 떨어져 있는 판겨1 

데이터의 공동관리나 처려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자로 압력용기의 건전성온 천 수벙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확보되어야 

며 많은 전문가들이 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 기 

가벌 특정부워에서의 버파괴검사결파나 평가결파 가동상태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판리체계의 구축이 필수적이지만， 다자간 협업， 데이터 공동관리 등의 

성읍 고려할 때 열반적인 방법을 이용한 셔스템의 개발은 매우 어려 

;성이다. 

21세기 무형의 패러다임 Ontangible paradigm)으로 지식정보체계의 혁명[l] 

을 주도하고 있는 인터넷은 산업체 전반에 걸쳐 새로운 업무방식을 강제하 

고 있으며 기존의 사회구조룹 인랴넷을 종추로 하는 신경망의 형태로 변혁 

시키고 있다. 최근 정부에서도 이러한 인터넷기반의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 IT) 산업 발전에 국운을 걸고 다양한 분야에 걸쳐 많은 사엽을 

추친 중에 있으며 각종 통신망， 네트워크 구현을 위한 소프트왜어 개발 

유무형 인프라의 지속적엔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l) 

원자로 압력용가의 건전성평가와 같이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고 

리하는데 았어서 인터넷기반의 네트워크를 이용하면 다자간 협업 처l 계를- 구 

성할 수 았으므로 많은 전문가의 인증이 필요한 원자로 압력용기 건전성평 

가 시스템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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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 업-력용기의 멍을 결정하거나 발전소 면장운영 여부틀 결정하는데 

있어 전 가동기깐 동안의 건전성평가와 관련된 자료의 확보와 체계적인 데 

이터의 관라가 펼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실정에서 원자로 압력용기의 처1 계 

안전 관리룹 통하여 건전성평가에 소요되는 l:ìl 용올 최소화할 수 었다， 

한 신속한 건전성평가로 가동중단 기간을 최소화하여 원자력발전소의 경제 

성을 극대화하고 안정된 천 71 수급을 할 수 있으며， 실시간 정보제공으로 투 

명한 정보제공과 검사에서 평가해 이르기까지 섭명 인증의 책임감 있 

랴가 가능하다. 그라나 아직까지 인터넷 거반의 종합관리시스템은 자상거 

래， 금융 등의 특정분야를 제외하변 원자력발전소와 같은 대 랜트 등 

의 산업체 전반에 대한 확대적용은 미 rq 한 실정이다[2] 

1.2 연구목적 및 내용 

연구에서는 원자력발전소 핵심기기얀 원자로 압력용기의 설치애서부터 

명딸기까지의 모든 이력을 관리하고 정확한 과학적 평가지볍올 적용 

있는 인터넷 기반의 건전성평가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러한 시스템 

의 개발을 위해서는 가상현실기법을 이용한 최적의 가상플랜트 구헌기술， 다 

자간 협엽이 가능한 웹서버 및 네트워크 구축기술， 원자로 압력용기 건전성 

평가를 위한 해석 프로그램 개발기술 등의 확립이 필요하다. 또한 아들을 인 

‘‘넷을 기반으로 연결하고 대용량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탬을 연결할 수 있 

시스템 통합(System Integration: sn 기술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 
다.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인터넷 기반 원자로 압력용기 건전성평가 

시스템의 개요도는 Fig. 1. 1과 같으며， 원자력발전소의 핵심기가언 원자로 압 

용기를 대상으로 한 건전성평가， 수명평가， 규제요깐만족， 전문가협업평가， 

평가체계 프로그램화 및 대국민 홍보를 모두 만족함 수 IT 집약형 안전성평 

가 시스템의 71 초설계와 통합 시스템인 사이버 플랫폼(cyber platform) 및 

세부 구성요소를 포함한다. 1차년도 연구를 통해 사이버 플랫폼의 설계와 건 

전성평가에 필요한 열부 평가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따라서 2차년도 연 

에서는 사이버 플랫폼과 통합할 수 있는 요소 프로그램으로 경년열화 규제 

평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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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ory body 

Plant operation 

Safety consensus 
through ìnternet 

Fig. 1.1 Intemet-based integrity evaluation system for RP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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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년열화 규제평가 프로그램 개발 

2.1 개요 

자력발전소는 운전기간 동안 높은 수준의 안전성을 보증허가 워해서 

지적 안전성평가(Periodic Safetv Review: PSR)를 수행하고 있다- 주지적 안 

전성평가는 가동증인 원자력발전소에 대하여 경 1년열화， 설비변경， 운전경험? 

지술발전 등과 갇은 누석된 영향을 고려하여 10년 주 7] 수행되는 종합적 

이고 체계적인 안전성평가룹 말한다. 특히 경년열화 평가의 경우에는 원자 

법 시행규칙 저U9조의 2(주기적얀전성평가의 세부내용) 정년헬화에 관한 사항 

에서 요구되는 안전여유도흘 유지하기 위하여 원자로시설의 제통，기가·구 

의 경년열화블 효과적으로 판라하고 향후 안전운전올 위하여 적절한 경년 

열 리저)획을 수립해야 한다. Fig. 2.1은 구조물에 대한 경년열화 평가 분 

야에서 수행하는 절차흘 나타낸 것이다-

2 .2 사스탬 레이아웃(’ayout) 설계 

정 년 열 화 규 제 평 가 프로그 렘 (Regu]atory Aging Assesment Program: 

RAAP)의 시스템 레이아웃 설계는 크게 컨텐츠 구조 설계부분과 페이지 구 

조 섣계부분으로 나누어전다. 이러한 레이아웃 설계시 고려된 주요사항은 다 

갇 

째， 단겨1 별 (step by step) 방식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다시 말 

해서 시스템의 최상단에서 최말단까지 접근함에 있어샤， 선택된 요소를 제외 

한 나머지 요소는 완전히 배제함으로서 접근오류 발생을 최소화 하였다‘ 따 

라서 사용자는 자신이 선택한 요소외 다른 요소는 페이지 상에서 볼 수가 

없게 되어 시스템 사용사 접근을 위한 노력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째， 사용자에게 보여자는 최종 페이지에 대한 구조를 문서， 평가， 노화 

리 프로그램 (AgÍng l\1anagement Program: AMP)과 데이터베이 

(DataBase: DB)로 똥일하였다. 이러한 페이지 구조는 Fig‘ 2.3(b)에서 볼 수 

있다. 이 페이지는 시스템 사용자의 최종 목적지라고 말할 수 있다 통일된 

페이지 레이아웃의 설계는 시스템 개발자에게는 하나의 틀을 제공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신속한 개발을 가능하게 해주고， 시스템 사용자에게는 좀 더 익 

숙하고 편리한 가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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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열화 규제평가 프로그램은 위의 주요 설계 고려사항을 바탕으로 컨 

구조와 페이지 구조를 설계하였다. 먼저 컨텐츠 구조 설채는 원자력발전 

소 구성 요소 및 평가 요소 등을 고려하여 노화 평가(aging evaluation) , 노 

화 판라 (aging management) , 노화 데이터베이스(aging database) , 안전성 

가(safety evaluatíon)라는 4가지 대분류 요소를 기 본으로 하였다. 이 랴 한 대 

분류 요소를 바탕으로 다시 중분류 소분류 요소를 정의하며 전제적인 시스 

템 컨텐츠 구조를 완성하였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변저 노 

화 평 가라는 대 분류 요소는 components와 mechanisms이 라는 

나뀐다- 다사 components라는 중분류 요소는 원자력발전 

요소인 reactor, S/G, PRZ, RCP, plpmg 등의 소분류 요소로 나됩 으로서 전 

채적띤 컨텐츠 구조가 완성된다‘ 다음으로 노화 관리를 살펴보면， 이는 노화 

관리 프로그램 인 TLAA(Tíme Limited Aging Analysis) , ISI, reactor 

surveillance, SGMP, chemistry, LPMS , FAC, BAC, bolting integrity 등 의 

요소홀 포함함으로써 컨텐츠 구조를 완성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각 

단계별로 컨텐츠 구조를 확연히 구분시킴으로서 사용자가 편리하게 시스템 

을 사용할 수 았도록 하였다‘ Fig. 2.2는 reactor 요소에 해당하는 컨텐츠 설 

계 부분을 나타낸 것이다. 

페이지 설계의 경우에는 앞서 도출한 컨텐츠 설계안을 토대로 기-정- 효파적 

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채택하였다. 페아지 설계에 대한 실제 구축화먼은 

Fig. 2.3(a)에 나타낸 것처럼 페이지의 메인 메뉴에서는 가능한 중복을 배제 

여 사용자가 잘못된 경로애 틀어가는 얼이 없도록 배려하였다. Fig. 2.3(b) 

에서 나타낸 창이 실제적인 정보제공의 역할을 담당하는 페이지이다. 이 페 

이지는 통일성과 가변성을 모두 고려하여 첼계하였다. 상단의 메뉴는 모든 

페이지에 적용되는 메뉴로 구성하고， 좌단의 메뉴는 각 페이지마다 독립적인 

메뉴로 구성하였으며 이러한 각 메뉴의 특성을 살리고 개발을 용이하게 

기 위해 프레염을 적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시스템은 프레힘 

을 이용한 페이지 설계를 통하여 효융적인 시스템 관리가 가능하고 사용자 

에게 안정적연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 레이아웃을 설계하였다. 

2.3 시스템 개발 

2.3.1 개요 

겨 
υ 화 규채평가 램은 사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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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프로그램을 구동할 수 있도폭- 개발되었다. 특히 평가 프로그램둡은 

도우즈 기반으로서 운영시스템은 윈도우즈 환경을 채택하였으나 추후 인터 

넷 가반으로 확장성올 고려하여 개발하였다 경년열화 규제평가 프로그램의 

시스템은 그래픽 사용자 얀터페이스(Graphic User Interface: GUD 

위한 ?l 터페이스부? 자료 보관융 위한 다l 이터부 그리고 평가프로그램 구동 

위한 프또그램부로 구성하였다[3J 

。-p
• 

는 사용자가 직접 눈으로 보는 화떤으로서 사 템 설계 내 

였다.데이터 II 그램에서 제 방대한 양: 

서 각 텐 ji 별 관리가 용이 개빨하였다‘마지 
。 r~ 표 2ï 래부 평 7}틀 위한 (tooI) ó1 재 으로서 :::<~ 텐 

ji 에서 요서 링 하여 사용 가능하도록 개발하였다[4} 

한 본 연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은 사용자에게 검색의 편리성을 저}공 

기 위하여 현재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사용- 중인 하이퍼텍스트(hypertext) 가 

바탕으로 한 HTlVIL(HyperText Markup Language)룹 사용하였 다. 

이퍼텍스트 7] 술은 텍스트의 렁크를 통한 페이지간 이동이 가능하게 

것으로 빠르고 직감적언 검색이 가능하다. 또한 HTML 코드는 별도의 교 

그램 설치가 펄요없기 때문에 윈도우즈 환경에서 지유롭게 야용할 수 았으 

며 추후에 얀터넷 가반으로의 확장이 용이하다[5J 

경년열화 규제평가 프로그램 

환경을 기반으로 하이퍼텍 

개발하였다. 정보 제공， 평가 

에 언급 

71 
저l 공을 위 

양식을 지본으로 개발하여 사용자는 심리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인 개 

설계 방법론을 이용하여 윈 

이용-한 HTML 코드룹 이용하여 

최종 페이지는 하나의 통일 

안정적인 검색 및 프로그램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규제요건 

P 사업자문서 

F 일반문서 

F 평가 

[> AMP 

[>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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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3 .2 규제요건 

규제요건에서는 원자력발전소 주요기거의 칸전성 및 열화 평가와 관련 

내외의 각종 규채 문서를 겁색 및 확인할 수 있다. Fig. 2.4와 2.5는 국외 

지l 요건파 국내 규제요건의 구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국외 규제요건에서는 

현재 국내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미국의 규제요건을 검색할 수 있도 

록 구성하였다[6J 

마국 규제요건 역시 원자력발전소 주요기기의 건전성 및 열화 평가와 판련 

여 현 재 미 국 에 서 시 행 중 인 lOCFR, SRP, regulatory guide, bulletin, 

generic letter, Înfonnation notice, inspection manual, GSI!USI, USNRC 

SER, USNRC SECY, USNRC NτJREG， USNRC LER, ASME Code(Sec. 11, 

III, V, IX, XD , 그리고 ASl\1E Code Case에 대한 정보를 정려하여 사용자에 
게 재공한다[7] 

국내 규제요건에서는 원자력발전소 주요기지 중 안전성 

게 고려되는 원자로 압력용기에 관련된 규제 문서를 

애서 가장 

언할 였다‘ 
내에서 시행중인 원자력법， 시행령， 시행규칙， 파기부 고시， KSRG, 자세대 

제지침? 겸사자침서， -^l 적사항， 권고사항， KEPIC 그리고 KEPIC 적용사려l 

등의 방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한다[8] 

2_3.3 사엽자문서 

사업자문서는 원자력발전소 주요기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절차서 맞 

고서 등을 정리한 것으로 규제 제출용과 사업용으로 분류하였으며， 이 

Fig. 2.6과 2.7에 나타내었다 규제 제출용 사업자문서에서는 국내에서 사용 

되는 PSAR, FSAR, technical specification, SAR 질의/답변， PSR, ISI 프로 

그램， ISI 결과보고서， 감사시험 계획서， 감시시험 결과보고서와 품질보증서 

류 등에 대한 정보블 재공한다. 사업용 문서에서는 국내에서 사용중인 

design specification( "Ò}중포함)， stress report, CMTR, 설 계 도면， 공장제 작 

서， 현장설치 문서(절차서， 용점)， 품질보증서류， NCR, DCN, 계통설명서， 

WCAP과 CENPD 등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어. 

2.3.4 일반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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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서와 

관한 내 

에서 

PD 등에 

각종 분서 

파일형대 

2.3.5 평가 

원자력발전소 주요기가익 건전성 및 열화 평가와 관련-된 보고 

겸색할 수- 았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국내 · 외 표준과 환경에 

포함하여 건천성평가 판련한 운영 정보를- 확언할 수 였다. 일반 

NUREC CR reports , other reports , papers, ASTM , KS , WRC와 

된 정보릎 제공한다. 일반문서에서는 Fig. 2.8에 제시한 것처럼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현재 널리 사용하고 있는 pdf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평가내용에서는 원자력발전 기가의 건전성 및 열화 평가와 관련한 

각종 공학 정보를 저1 공한다， 평가내용은 최대흡수에너지 평가， P-T 곡선 

가， PTS 평가， master curve 평가， 피로 평가， 균열안전성 평가， 환경피로 평 

가， 중성자소음 평가， SCC 평가， BAC 평가， LPMS 충격 평가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갇아 평가내용에서는 원자력발전소의 건전성평가에 펼수적인 광 

범위한 공학적 태이터활 제공하므로 사용자들이 보다 편랴하고 효율적 

평자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Fig. 2.9는 평가내용을 나타낸 것 o 

각각의 요소들은 평가에 대 보와 제공한다[9] 

2.3.6 노화관리 프로그램 (AMP) 

AMpòll 서는 원자력발전소 운영 기간 종 원자력발전소 주요가기의 건전성 

유지 · 감시하기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각종 검사 방법 및 사험 1 조치사항 

애 관한 내용을 제공한다‘ Fig. 2.10은 원자로 압력용기와 판련된 감사내용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캄시시험， ISI, 개선된 IS1, 수압시험， BAC, SCC, LPMS , 

NIMS, 피로감시 1 보수/교체， 그리고 내부구조물 겸사로 구성되어 있다(10) ‘ 

2.3.7 페이터베이 λ 

데이터베이스에서는 Fig. 2.1 1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여 원자력발전소 각 

거기들을 구성하는 헤드와 배관 지지물 등의 하중 정보와 재료물성에 대한 

정보릎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국내를 비롯한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 발 

생한 원자력발천소 가기 재료의 노화? 관통부의 부삭 및 균열， 부품 손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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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파 같은 건전성을 위협하는 설제 사려l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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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 The evaluation procedure for agìng degradatìon 

, 
4 
l 
L RAAP 

Aging Evaluation 

Compαlent Evaluation 

• Reactor 
• Reactor lnternal 
.SG 퉁 13개 기71 

Mechanism Evaluation 

• Irrad. Embrítt 
• Thermal Fatïgue 
• Environ. Fatigue 
'SCC 풍 14]1 기구 

Agïng Management Program 

• 가풍충검사 • LPMS 
• 수확학 강시 • 충성지소옹 캅셔 
• 스터E 갑시 • 원자르 용기 감샤 
• BAC 프로그램 • FAC 풍 27개 감시 
.관롱부강사 
·중성자조사취확 

Aging Database 

• Aging Mechanism DB 
• Aging Safety Issue DB 
• Aging Document DB 

Aging Application 

• PSR 
• Lìfe Extension 
• Ufe Management 

Fig. 2.2 The structure of RAAP for RP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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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ìg. 2.3 The layout of RAAP: (a) the maìn window of RAAP and (b) the 

menu items of RA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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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4 The wìndows for US regulatory specification: (a) introduction 

and (b) an example of sub-me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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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당. 2.5 The windows for Korea regulatory specification: (a) introduction 

and (b) an example of sub-me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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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6 The windows for utility documeηt ser‘vice: (a) introduction and 

Cb) an example of sub-me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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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 

본 연구에서는 원자력발전소의 핵섬기가안 원자로 압력용기를 대상으 

전성평가， 수벙평가， 규제요건 만족， 전문가협업 평가， 평가제계 프로그램화 

대국면 홍보플 모두 만족할 수 있는 IT 집약형 건전성평가 시스템을 개 

발하기 위한 서)부요소로 경년열화 규제평가- 프로그램을 개받하였다. 경년열 

요 겸과는 다음과 같다-

(1) 프리l 임을 이용한 페이지 설계를 흉하여 적인 사스 리까 가능하 

고 사용자에게 싼정적인 정보플 제공할 수 

계하였 

시스템 래이아웃올 설 

(2) 윈도우즈 환경을 기반으로 하이퍼텍 

τ 르 이용하여 개발하였으며 추후 사이버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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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부 

여종재 용접부 건전성평가를 위환 

열화가구 해석 몇 파괴물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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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서론 

1. 1 연구배경 

내 원자택발전소 설비들은 전력 공급량의 1/2 이상올 차지할 정도로 그 

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고리 I호기를 시작으로 설계수명상 한계 운전년 

한이 다가옴에 따라 재질의 열화현상이 발생되고 았다‘ 이에 따라 주요기가 

은 처음 섣계사의 여러 기계적 특성에 1::1]해 현저하게 저하띈 물성치를 갖 

게 되어 원자력발전소 설비의 안전성에 삼각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며， 

적으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불랴일으킴 원자력발전소 사고의 원얀이 될 

성이 있다. 

원자댁발전소의 경우 설비비가 막대하게 많이 소요되가 때푼에 안전성이 

확보파어 섣겨l 년수보다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다면， 이는 커다란 경제적 이득 

얻을 수 았을 것이다. 따라서 기존 원자력발-전소 섣비를 보다 안전고 

래 사용하고자 하는 요구가 커져 가고 있는 실정이며， 이와 갇은 관점애서 

원자력발전소 설비의 수명을 좌우하는 1차계통 주요 기기들， 즉 원자로 압 

용기， 증기발생 71 및 배관 재료플의 경년열화에 대한 정량적 수I영판리는 매 

중요한 문제로 부각펴고 있다. 

원자력발전소 1차제통의 원자로 압력용기 및 증기발생기 등의 

터 1차지} 통(Reactor Coolant System: RCS)의 배 관들은 용점 하여 연 결하고 

있으며， 노뜰(nozzle)틀은 대개 저합급강이며， 배관은 주조 스테인리스강으 

이종재 용-접부가 존재하게 된다i 특히 저합금강과 스테인리스강은 재료특성 

상 상이한 점이 많으므로 두 재료의 용접시어}는 져합금강 부위에 오스테나 

이트겨l 스테인리스장으로 버터령 (buttering)을 하게 되므로 이 부위의 거동은 

잡한 양상플 띄게 된다- 또한 노즐부와 배관 사이의 용접부는 그 두께가 

매우 두껍고 잔류응력이 크게 발생하며， 이종재료의 용접이라는 점올 감안하 

두 모재와- 부합되는 열영향부는 특성상 야갤적인 양상을 나타내어 결 

발생 것 생각된다. 

이종재 용접은 얼반작으로 고강도， 내열， 내마모， 내부식 등의 특성들이 개 

별적이거나 혼합적으로 필요한 곳에 적용되므로， 사용서 부하조건이 혹독한 

것이 특정이며 이러한 양상은 원자력발전소 l차껴}통 또한 동일한 실정이다. 

한 상이한 열팽창계수 등 이종재 계면에서 풀리 · 화한적 성질의 급격한 

변화가 있기 때문에 통일 재료의 용접부에 비해 결함이 발생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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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면구목적 및 내용 

는
 

왼자력발;선소 1차제통은 약 290-330
0

C 의 고온에서 사용되며， 이러한 고온 

경하에서 장기깐 사용될 경우， 주조 스테면리스강은 475 열취화라고 하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미 알려져 있으며[1 -3] 이 온도 범위에서 

열화현상이 그다지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J 저 

따라서 주조 스테인리스강과 저합금강의 이좋재 용접부에서는 열화가 일어 

난 부분(주조 스테인랴스강)과 열화가 일어나지 않은 부분(저합금강)펴 중칸 

영역이 존재할 것으로 판단되며， 열영향부라는 취약한 부분이 존재하여 01 
이종재 용첩부익 열화평까는 이종재료 용접]유의 건전성평가룹 위해서도 

요한 것오로 판단된다. 

구조불과 마찬가지로 모째 및 용착금속과 함께 열영향부는 별도의 

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안전성아라는- 큰 과제에 직변해 있는 원자력 

설비의 경우 세계 각국에서는 가동전후에 반드시 감시겸사( surveíl1ance 

test)를 하도록 l겁규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모재와 용착금속부와는 달리 용-

접열영향부는 매우 영역에서 급격한 마세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 

함께 위치에 

영향부에서의 시 따라 불안정한 특성 

위치는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원자력발전소 1차 배관계통에서의 오스터1 나야트-폐라이트계 2상 

스테인라스강(CF8M)과 자합금강(SA508 C1.3)야 용접된 이종 용접재를 대상 

하며， 용접 열영향부를 중심으로 이종채 용접부의 재질열화가 건전성에 

u1 치는 영향을 탄소성 파괴인성 빛 파로균얼진전 시 

고자 한다， 

통하여 규명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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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험용 용접째 및 모의멸화채의 제작 

2.1 시험용 용접쩨의 제작 

성 파괴인성 및 피로균열진전 시험에 사용된 재료는 오스테나이트 페 

라이 E 겨1 2상 스테인려스강인 CF8l\1I파 저합금강인 SA508 Cl.3의 이종재료 

용접 -^H 야다. 탄소성 파괴인성 시험 용접을 제작하기 전 용접재는 다음-파 같 

공정으로 재작하였다 떤저 용접작업을 수행하끼 위하여 절삭(cutting) 

-^11 작(groove) 작업응 수행한 후， 두 재료가 팔 용접되져 않는 점을 감안하 

여 SA508 CL3에 오스터}나이트계의 ER309L을 GTAW로 버터링 작엽융 하 

였다. 이후 버터령 부분과 모재와의 모서려 부분을 맞추는 가공작업을 수행 

후， 버타링된 SA508 CL3와 CF8l\1의 용접시 용가제는 역시 오스터l 나이트 

계의 ER308L을 사용하여 SlVIAW로 용접작업을 수행하였다 

용점후 열처리 (PWHT)는 부하온도C10ading temperature) 400 0

C 에서부터 가 
rγ"프 
E 날 OC/hr, 유지온도(holding temperature) 610-618 0

C 에서 유지시간을 6.5 

시간으로 하여 충분히 잔류웅력야 제거될 수 있도록 하여 잔류응력의 

최소화하였으며， 그 후 추출온도(unloading temperature) 300 0

C 까지 냉 

율 OC/hr로 하였다. 이에 대한 용접조건을 Table 2.1 에 나타내였다. 

최종적으로 용잡후 열처리 후 방사선투과시험 (radiographic examination)으 

검사를 수행하였으며， 특별한 결함이 검출-되자 않은 것을 시험 

재료로 선정하였다， 이와 같이 제작하여 최종적으로 완성된 시험용 용접재의 

형상을 Fig. 2.1 에 나타나1 였다 용접재의 길이눈 400mm, 두께는 본 시험에서 

사용된 JIC 사편의 두께가 25mm인 점을 감안하여 32mm로 자1 작하였고， 두 

께가 충분히 크다는 점달 감안하여 double-V형 용-접으로 제작하였다. 

시험용 용접재에 사용된 재료띤 ER309L, ER308L 

SA508 C1.3의 화학적 조 성 을 Table 2‘2에 나타내 었 다. 

2.2 탄겨l 별 모약열화채의 져I 작 

모재인 CF8l\1I과 

원자력발전소 1차 llH 관계통의 사용온도는 290-330
0

C 이지만， 이 온도에서 

장가간 사용될 때에는 스테인리스강의 475 취성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 

려 져 있 다[1-3퍼] ASl\IIE SA508 Cα1.3은 l\IIn-:['I‘ 

c영성향을 거의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E프로[4] 모의열화재 제작은 CF8l\1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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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열화에 주안점을 두어 475 0C 취성이 발생될 수 있고 가능한 한 낮은 온 

인 430.C 를 선택하여 각 단계별로 제작하였다. 각 단계별 모의열화재의 자l 

작은 Fig. 2.2와 같이 본 연구실에 서 개발한 430
0

C 에서 100, 300, 900, 1800 

및 3600시간 유지 후- 수냉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l7J 

연구에서는 열화되지 않은 CF8l\tI 및 SA508 C1.3는 각각 CF81\lI 모재 

및 SA508 Cl.3 모재라 하였고 용집재의 경우 열화되지 않은 용접재를 건전 

채 (virgin material)라 하였으며， 430.C 에서 시간별로 열화시킨 각 단계별 

화재를 각각 430 0C 300시간， 1800시간 및 3600시간 열화-재 (degraded 

material)라 I용하였다. 

건전재 및 각 단계벌 열화재에 대한 1차년도 연구결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경도시험 결파， CF8M 용접 열영향부에서는 용접선 약 3mm 부 

기준으로 열화시간에 따른 경도값의 큰 차이틀 나타내였으며， 경도값이 용접 

선으로부터 멀어짐에 따라 정도값이 상승하였다. 반띤， SA508 C1.3 방향으로 

는 열화에 따른 경도값의 변화를 뚜렷이 판찰할 수 없으며， 용접선 가준으로 

1mm 사이에서 최고 경도값을 나타댐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최고 

클수록 열영향부가 취약하게 되므로 낮은 것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1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고경도가 나타나는 7-1 점， 즉 CF8M의 경우 

는 용접선으로부터 3mm, SA508 C1.3의 경우는 용접선으로부터 1mm되는 위 

치를 기준으로 사편을 가공하였다-

격시혐의 걸과 CF8M 모재 및 열영향부， 용가재 푸분은 건전재외 

에바지가 통일 온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3600시간 열화재가 가장 낮 

은 값올 나타냈으며， 그 중간치는 300시간 열화재에서 나타났다. SA508 C1.3 

의 열영향부에 노치를 가공한 충격시편의 경우 건전재가 통일 온도에서 가 

장 높게 나타났으나， CF8M에 비해 그 차이는 작게 나타났다.또한 용접재에 

대한 언장시험 결과 건전재 및 열화재 모두에 있어 파단은 스테인리스강 부 

분에서 발생하였다‘ 

따라서 탄소성 파피언성 시험에서는 노치의 위치를 용가재 및 CF8M의 

용접선으로부터 3mm되는 위치로 잡아 수행하였고， 건전재， 430 0C 300시간， 

1800시간 및 3600시간 열화재 4종류에 대하여 수행한 후 건전성평가를 수 

행하였으며， 피로균열진전 사험에서는 건전재， 430.C 300시간 및 1800시깐 

화재에 대하여 노치를 용가재 부분， 스테인리스강의 열영향부 및 저합 

강의 열영향부애 가공한 시편을 이용하여 건전성평가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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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 Dissimilar weld condition between CF8l'v1 and SA508 C1.3 

U%nt | voItage i Temp l TeIm j speed l input 
、ι '1 I (V) I ("F) I ("F) I (Cm!min) I (kJ/cm) 

DC • 210 I 13 255 I 260-328 I 13.65 I 20 

ER308L I SMA W I DC강짧효了꿇카뉴--_.-259-324 13.6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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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2 Chemical compositions of CF8M, SA508 C1.3, ER309L and 

ER308L 

Identification Elements specification 

C Si Mn P S Mo Ni 

0.019 0.38 2.25 0.017 0.001 0.11 13.67 
ER309L 

Cr Cu V Ti Cb+Ta N Fe 

23.50 0.14 0.07 0.008 0.008 0.060 Rem 

C Si Mn P S Mo Ni 

0.014 0.36 2.02 0.022 0.015 0.21 9.68 
ER308L 

Cr Cu V Ti Cb+Ta N Fe 

19.70 0.42 0.07 I 0.008 0 ‘ .015 Rem 

C Si Mn P O Ni 
••-• 

ASTM A351 0.057 1.280 0.906 0.032 0.019 2.170 9.360 

CF8M Cr Cu V Ti Cb+Ta N Fe 

18.460 Rem 

C Si Mn P S Mo ~ 
ASME 0.19 0.08 1.35 I 0.006 0.002 51 0.082 I 

SA508 C1.3 Cr Cu V Ti Cb+Ta N Fe 

0.17 I R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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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 Shape of dissimilar we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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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탄소성 파괴인성 시험 

3.1 탄소성 파파인성 시험의 표s...5. l!1 닙}님{ 
c:>-rT :x o J:::t 

선행탄성 파괴역혁‘이 적용되기 어려운 연성재료의 파펴해석 인자로 

년이l RiceI5]가 저1 안한 J←적분이 념리 사용되고 았다. J-적분은 단위 
1968 

께당 

열이 전파하는데 소요되는 에너지로 정의되며 2차원 문제에 대하여 이 

분은 균열길이의 변화에 따른 시편 단위두께당의 포텐설이l 너지 해 

타낸다， 즉 선형 및 버선형 탄성체의 경우 J- 적분은 에너지 해 

나 

강와 

가이다. 따라서 균열변의 

K1 의 관계에서 

위양식이 모드 I 얀 경우-에는 (;1 과 응력확대겨1 

항복상태에서의 다읍 식 (3.1) 이 성컵한다i 

J 1 (@j -
(Q1- ly녕/꺼2 

- E 
2 

여기서 E는 종탄성계수이며 ， v는 프아송바이다， 

(3.0 

그 암겨l 치인 J1C는 탄소성 파괴인성치로 구조물의 안천성평가에 필수적언 

재료의 고유한 특성치이다. 즉 J-적분값이 그 임겨l 치인 JIC보다 착을 때 J 

은 안전하다고 할 수 있다. 

성 파피인성 가하는 방법에는 하나의 사편으로 시 

일 시 편 법 (single-specimen method)과 여 러 개 의 시 편으로 시 험 

시 편 볍 (multi-specimen method)이 있다. 

3.1.1 복수 시편법 

(1)R선도법 [6] 

방법인 

하 

다섯개 이상의 통일 조건 사편을 이용하여 서로 다른 균열진잔량이 얻어지 

정익 변위까지 변위제어로 하중을 가한다. 시험중 하중-하중선변위선 

연속적으로 가록하며， 하종을 제거한 후에는 가열착색 (heat tinting)을 

하여 균열 진전량을 표시한다. 그 후 O.025mm의 정밀도로 사편의 두께를 8 

분하여 7점에서 균열진전량올 측정하여 평균값으로 L1a를 결정하여 하중

하중선변위선도에서 구한 J-적분값으로 J- !Ja 좌표에 도시한디 

도시된 J-L1a 좌표에서 J 2σ자ι3α의 둔화직선(bluntìng line)을 그으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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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한 데이터의 C닝역 화 직 선 과 평 행 한 0.15mm 배 제 선 (exclusion line) 

1.5mm 배제션의 사이이다， 계산된 ]-적분값의 최대 ] = bo 따 115 이 고， 
소한 4개 야상의 데이터가 야 영역에 존재해야 한다. 유효한 데이터 영역 

에 있는 ]-ßa터1 야터룹 최소자승법 Oeast square method)을 이용하여 

1nJ lnC1 + 다 1n，ð，α의 형 태 로 회 귀 선 (regression line)흘 겸 정 하고 이 회 

선 J= C1 (Aα) 다와 둔화선에서 평행이동한 0.2mm 이동선과의 교점을 jQ로 

나타내며 이것이 시험볍상 모든 조건을 만족할 때 ]Q= iIc로 하여 ]JC를 결정 
한다. 

부하수준이 다른 몇 개의 시편을 사용하여 실측한 R선도와 자정 

회-선도와의 교점에서 ]in( 안정파펴 개시시의 j-적분값) 및 Óin(안정파괴 개시 

시의 0)을 결정한다. 균열선딴 소성둔화량과 안정균혈진전량을 구별하여 R선 

도룹 측정하고， R션도를 외삽하며 ßa=O에서 Jin , 하n을 결정하는 방법도 기 

적으로 포함한다. 

R션도법은 장치가 간단하고 선뢰성 및 측정 정도가 높다는 장점이 

반면， 복수 시편이 필요하고 가정되는 둔화직선파 실측 둔화직션의 

ßa의 평가볍(측정 개소의 문재)， R션도의 직션 근사상의 푼제점이 었다. 

(2) SZ(Stretch Zone)볍 [7，8J 

01 느= 
2λλ 」

。1 -'71 
2' ‘’, 

R선도볍이 안정파괴에 의한 균열전천량에 

볍 중의 하나인 SZ\V(Stretch Zone Width)법 

에 의해 형성되는 스트레치존에 주목하고 았다. 

었는데 반해， 복수 시 

예비균열 선단의 소성둔화 

R선도볍과 마찬가지로 꽉수 시펀을 안정파괴 개시 。1 천의 소정변위까지 

부하하고 제하한 후 피로파단을 하여， 파단된 변을 전자현미경에 의해 

레치존 폭을 측정하여 ]-적분값에 대해 도시함으로써 둔화(j-SZW)직션을 

한다. 한편 3 이상의 동일한 사면에 파부하를 가한 후， 시편을 파탄사켜 

한계스트래치존폭(SZWc)을 구하여 ]-SZWc의 데이터들과 둔화직선의 교점 

에서 ]JC를 결정한다. 

즉 몇 개의 시편을 안정파괴개시 이전악 소정 변위까지 부하하고， 제하후 

파변에서 SZW를 측정하고 J-적분값에 대하여 plot함으로써 둔화직션을 실 

측한다. 이 둔화직선과 SZWc의 교점에서 Jin을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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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벙은 시편 두께 중앙부에서 안정 

절감이라는 장점이 었으며 1 역사 복수 시 

전자현미경이 필요(장벼가 고가)， szw의 

개시의 검출， 사편 치수 조건의 

이 필요하고， szw 측정윷 위해 
동에 따른 평가， 피로예균열 

(pre-crack) 삽입 조건 이 심 하다는 점이 있다-

3.1.2 탄일 시편법 

이 방법은 일 시 을- 사용함으로써 적얀 JJC의 값 。ε} 」~ l:lJlfl 0 ηl 

닝O1-f; aH 시 에 하증을 가할 때， 여라 가지 력변 특성으로부터 균 

는σ츠 아 그 때의 J-적 값을 JJC로 하는 방법이 二X
-, 

시 을 사용하여 소정의 변위에 달하딴 저l 하하는 작업 여러 번 

써 각 에서의 제 컴 라이언까‘블 하여， 이로부터 Lla 

J-적분 하여 J--R 선을 정하고 JJC값을 결 한다-

(1) 제하 컴 01 언 스. (unloading compliance method) 버 [9,10) 

시편법의 비용 및 시간이 결린다는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 고안된 가 

장 대표적인 단일 시편볍이다. 하나의 시편을 사용하여 각 부하수푼에서 

10% 정도의 하중범위에서 하중플 제거하고 처l 하 때의 컴플라이언스 변화에 

서 R선도와 가정하는 둔화직선의 교점에서 Jìn값을 결정한다 즉 제하 컴 

라이언스플 얻기 위한 하중제거를 반복하여 하중-하중선변위선도를 얻으며， 

이 하중-하중션변위선도에서 시편의 종류애 따라 아래 식 (3.2) 맞 (3.3)의 

방법에 의해 J-적분값을 계산한다. 

[> TPB 시편안 경우 

-낄A J Bb 

[> CT 시편안 경우 

J Jel Jpt 

Jel = K2 (1 ,})/ E 

기서 

(3.2) 

(3.3) 

fμ = η Apt/ (BN 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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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K = [P I (BBNW) 2 Jf( α) 

(2十α~(0.8æ + 4.64α -13.32α2 + 14.72α，3 - 5.6α~) f(α)=-
(I α~ 3/2 

α aol W 

η2 + 0.522 bol W 

제하- 컴플라이언스플 이용하여 식 (3.4)에 의해 균열길이를 측정한다. 

α I w= 1.00196 - 4.06319 UL 11.242 ul 

106.043 UL
3 + 464.335 [강 650.677 UL

5 (3.4) 

여 기서 Lt : l / [(BEQl/2 + l] , B는 사펀의 두께 ， E는 재료의 탄성 겨l 수‘ C 

하중점에서 시편의 컴플라어언스이다. 

이렇게 하여 J-flα 데이터가 얻어지면， 

를 결정한다. 

시편법과 한 방법 JIC 

01 방볍은 단일시편에 의한 효율적 
성 평가에 유리하다는 장점에 비해， 실측 

아언스 곡선파의 대응의 -불명확성， 안정 

어11 ul 치는 제하의 영향， 연속적인 균 

있다. 

정할 수 았고， JIC의 특
 

라이언스 곡선과 교정 컴플라 

열진전의 터널령 효과， 안정파괴 

이의 측정이 하다는 단점이 

(2) 전위 차볍[11] 

시편에 힐정 전류틀 흐르게 한 후 파피개사에 

하고 그 급격한 변화점에서 안정파괴 개시점올 검 

에 일정 전류를 흐르게 하여 균열을 포함하는 2점 간의 

의 개사에 의한 리가먼트 폭의 감소에 따라 전기저항이 

써 전위차가 생기는 원리를 웅용한 것이다. 

미소전압 변 7 :-:1 
0 

시편 

정，파괴 

방법이다. 

위차를 

대하여 그 과로 

단일 시펀어1 외한 효율적언 JIC의 결정， 직접적인 안정파괴 개시점의 겁 

이 가능하고， Jrc의 변동특성 평가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장치가 

약간 복잡하고 고가라는 점， 대전류에 의한 시편의 모률가열， 전기적 절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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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잡음제거가 어렵다는 점， 영점이똥(drift) , 변화점야 붉멍 

이 단점으로 남아 있다 

재료가 많다 

(3) 음향겸출(AE) 볍(12) 

소성변화나 파괴에 따 

안정파피 개시점을 겸 

되 AE를 계 JI 二l 겨 
•’ 변화점에서 

최소한계치룹 념는 신호수 또 

호의 전폭을 계측하고 각각의 변화에서 

법， 측정된 AE에 대하여 주파수 해석 

주파수 해석 이 있다. 

되 라미터에 따라 마리 설 

감출하는 링다운계수볍， 각 선 

정파피의 개시플 검출하는 

하여 안정파괴의 개시를 검출 

접적인 안정파괴 개시점의 겸출야 용이하고， JJC의 변동특성 평가에 유리 

하지만， 재료에 따라 [성확한 변화점이 존재하지 않아 파피개시와 검출이 

란하여 재료마다 적첼한 조건설정이 어려운 점， 소성변형과 파괴개사에 따라 

AE 선호의 판별이 곤란한 점， 소성역 내의 공통 발생， 성장 등을 취할 수 

있는 얼도 있어 JIL:활 과소평가할 가능성이 있다는점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 

고 았다. 

(4) 초음파법 

파로예균열의 개구 소성둔화 및 파괴개시에 다른 불연속면의 증가에 가인 

초음파의 투과 및 반사량의 변화를 측정하고 안정파괴의 개시를 겸 

하는 방볍이다 

탐상볍에 의해 투파볍 반사법， end-on법이 었으며， 단일 시편에서 평면변 

형률 조건을 만족하는 사편 두께 중앙부에서의 안정파괴의 개시가 감출되 

에 그 특징이 있다 

음파법은 시편 두께 중앙부에서의 직접적인 안정파괴 개시점의 검출이 

용이하고 JIC의 변동특성 평가에 유리하다. 다른 단입 시편법과 마찬가지로 

장치가 비교적 복캅하고 고가이며 초음파 에코 출력변화가 불명확한 재료가 

있다는 단침이 있으나 향후 폭넓게 채용될 가능성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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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ASTM과 JSME의 JIC 시 험 볍 

‘ hc 시험법에 대해서는 미국재료시험학회 (ASTM) E24위원회와 일본기제학 

(JSME) S781위원회에사 격화 및 기준화가 이푸어져 있다[13.14] 

ASTM파 ]SME는 적으 새로운 또는 기존 재료의 파피언성에 미 

처리)， 제조과정(성형， 용접)에 관한 정량적인 

구조부재의 안전성평가에 있어서의 파괴얀성 

었다. 이러한 JIC는 피로예균열에서 균 

열진전단계의 파피저향을 나타내는 것 

는 긍손조직 

가， 가동 

의 정량적인 

진전이 개시 

시편 치수의 

하지 

적 인자(성분， 

균열이 예상펴 

모
 
「

케
 껴
 

r l 

요조건이 충족되는 한 JIC는 사편 형상， 치수， 부하방식에 의 

재료상수로 정의되며 ， KIC의 추정에도 사용 가능하다115] 

광범위의 금속재료에 대해 항복규모를 불문하고 hc틀 결정하기 위해 사용 

될 수 있지만， 극단의 고연성-고인성 재료에 있어서는 균열선단 소성둔화와 

연상균열에 의한 균열진전은 본질적으로 구벌할 수가 없고， JIC의 평가가 어 

게 되며， 둔화직선 및 R산도가 직접 벽개파괴에 의해 중지되는 재료늠 제 

외시키고 였다. 

하-장치， 시편 형상 및 치수， 시험방법 ， J-적분의 기}산은 ASTlVI 

바와 유-사하지만 몇 가지 비교되는 점이 있다. KIC 시험법을 

이l 서 대규모항복 상태하의 파과인성블 위한 시험법이라 

둔화직션을 사용할 것， 둔화직선파 R선도와의 교점 및 

겨l 션에서 JIC륭 결정할 것， 단일 시편볍을 채용하고 있 

것， 시편 두께를 시편 평면치수와 독립적으로 변화사킬 수 있을 것 등에 

서 그 특정을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ASTM에 비해 파괴개시의 검출볍이나 

JIC 결정법에 있어서는 다소 우위에 있다 할 수 있을 것이다. 

]SME는 

에서 규정 

함하는 

야 

연구에서는 탄일 시편법 중에서 저1 하 

선도[1히 및 JIC값윤 결정하였다. 
이언스볍을 이용하여 J-R 

3.3 탄소성 파괴인성 시편의 제작 

본 연구에서는 원자력발전소 1차 배관계통에서의 이종재료인 오스테나이 

페라이트계 2상 스터1 인래스강(CF8M)과 저합금강(SA508 C1. 3)을 용접하여， 

이종재 용접부의 재잘열화가 파괴얀성에 며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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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칸소성 파피인성 시험에 사용된 재 

재토서 충격시험 및 경도시험의 걸과 

열화재， 1800시간 열화채 빛 3600시간 

CF8M과 SA508 C1.3의 。1 종 용 

고려하여 건전재， 430
0

C 에서 300서간 

화채활 사용하였디→， 

이종재 용접부로부터 탄소성 파괴인성시편은 ASTM의 규정을 rrt라 

시편플 가공하였다. 이 때 노치의 위치는 정도시험 빛 인장시험 결과 열화의 

영향칠- 많이 받아 가장 취약하다고 사료되는 CF8M의 열영향부에 위치를 선 

정하여 

사용된 지}료는 이종용섭재의 건전재， 430 300시간 열화재， 1800시간 열화 

재 및 3600사간 열화재의 4종류이며， 각 종류별로 2개씩 가공하여 시험을 

행하였다 

J J( ‘ 시 

ASTM E813과 

현재 표준화되어 있는 것으로는 미국재료시험학회 기준 

가계학회 기준 ]SME SOOl의 두 종류가 있다. 이러 

시험법의 내용은 부분적으로 어느 정도 공통점이 있다-

시험에 사용된 탄소상 파괴인성 시편온 ASTM E813-87[l9l에 따론 CT 

시편으로사 두께 (B) 25mm를 기준으로 제작하였으따， 그 형상 및 치 

Fig. 3.1에 나타내었다. 

여기사 기계노치 (machined notch)부의 폭은 1.6<N<W/1O의 범위 즉， 

3mm로 하고 균열진전에 있어서의 터널링 (tunneling) 현상을 방지하기 워하 

여 쉐브론 노치 (cheγron notch)릎 가공하였다. 71 계노치부의 길이는 파로예 

열의 길이 (ao)가 0.5~γ드 ao<0.75야7의 조건을 만족시키가 위해셔 우선 

25mm로 가공하였다- 가공된 시편의 사진을 Fig. 3.2에 나타내었다. 

3 .4 피 여l 균열의 도입 및 측면 가공 

시편에서 25mm 위처의 기계노치 선단에는 피로예균열을 도입하는데， 그 

방법은 ASTM E1l52--87[l61. E813-87D9J의 7.6항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범위 

내에서 수행하였으며， 피로예균열을 도입하는 조건은 다음 식 (3.5)에 따라 

행하였다. 

α0.05α。

J카nax < O.4PL 

af 'è. 1.3 mm 

니L 

L1K/ E :s: 0.005mm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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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P 2: 0.9P r따X 

여자서 

αf. 피로균열깊이 

α。: 기계노치 균열길이 

Pmax: 펴로의 최대 

PL : 균열선단억 
D 1팔~ι 

1. L - 2 l-f斗 α

( b: 리가먼트 B: 시편악 두께) 

(σY' 유효항복강도 : 2 

LJK: 피로의 확 대 계 수 범 위 (K j{ r때x)-Kκmin)) [MPaf상 ] 

.LlP 피로의 하중범위， (P ffax - P min) 

응력확대계수， 식 (3.6)에 나타내 ASTM의 Wessel의 식 [20.21J을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n n 
p 

짧
 

F( r) 싸{29.6 - 185.5r 655.7 1- - 1017.0꺼 + 638.9 r4} 

(0.3 ~ γ0.7 에서 0.5%) 

펴로예균열 도입에 사용된 시험거는 INSTRON사의 유압식 서보피로시험 

기 (hydraulic-servo fatigue test machine: Model 8516) 이 다. 시 험 조 건 은 응 력 

바 ， R<0.1범위인 0.1로 하였다. 이후 식 (3.5) 및 (3.6)에서 구한 Kmax<20.92 

l\1PaÝ퍼 및 피로예균열 도입사의 최대 반복하중은 여러 시펀 중에서 연장시 

험으로부터 인장강도 및 항복강도를 얻은 결과 그 값이 가장 낮게 나타난 

건전재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이 때 인장강도는 597MPa, 항복강도는 

419l\1Pa야며 이로부터 계산된 유효항복강도는 508MPa이었다. 아로부터 얻 

은 균열선단항복하중 PL은 6472.99kgf로 나타났으고， 피로의 최대하중 Pmax 

드 OAPL (2589.19kgf)에서 2000kgf를 선정하였으며， 균열진전시 마지막 피로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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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최대하중은 계산펀 션정한 Pmax의 40% , 즉 1034. 68kgf에 근사한 1000kgf 

채택하였다. 주파수(frequency)는 10Hz로 상온에서 표떤의 균열을 3mm 

까지 진전시켰다. 

또한 피로예균열의 도엽은 하중 

도묶 수행하였으며 [22] ‘ 정확한 

감법에 따라 하중점감이 20% 내에 도 

길이의 측정을 위하여 사편의 표면을 

#600에서 #1500;η}지의 에머리 페이퍼 (emery paper)로 연마 하였다. 균열김이 

는 l/lOOmm까지 측정이 가-능하고 CCD 카메랴가 장착된 아동식 광학현미 

이용하며 모니터릎 통해 정확한 균열깊이를 측정하였다， 

션적으로 나 

측면홉의 가공방법 

며， 측면흠의 깊이 

수행할 때에는 펴로 여}균 입한 균열이 직 

하는 측면흠의 가공애 대해 허용하고 있다. 이 때 

ASTl\!I E1l52'-87, E813-87의 7.5항의 규격 에 따라야 

두께 (B)에 대해 양쪽의 합이 25%이내， 측면흠의 각도 

450 -900 , 노치션단의 곡률반-경은 0.4土0.2mm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본 시험에서는- 이 규격에 따라 균열이 직 

시편 두께 (B)의 10%씩‘ 전체 20%의 양 측면 

60。각도플 이루도록 하였으따， 피로예균열파 일치 

선단 곡플반경은 O.4mm로 하였다. 따라서 시편의 

수 였도 한 띤애 

하였다 측면홈 

가공하였다 이 때 

꺼l 가 25mm인 경우애 사 

험에 사용한 시편익 

된 후익 사편 형 

께 (BN)는 B-0.2B=0.8B, 즉 20mm이 다. 흠이 가 

Fig. 3.3에 나타내었다. 

3.5 탄소성 파괴인성 시험방법 

앞서 

l:J.l 
1='1 

비한 서펀 

J~R 선도 

가지고 ASTM E813-87과 E1l52-87에 따라 단일 시 

하는 시험을 수행한다. 

시험에 사용띈 사험가는 Fig. 3.4의 INSTRON사의 만능재료시험 71 

대용량은 20ton이다‘ 시험은 상온에서 수행하며， 이 때 COD 게이지는 최 

대변위가 25mm언 Capacitec사의 고온용 게야지틀 사용하였다 

제하 컴플라이언스법으로 하중-하종선변위선도를 작성하여 제하시의 컴플 

라이언스로부터 균열길이를 식 (3.4)에 의해 산출하고， 하중-하중선변위선도 

의 아래 면적으로부터 식 (3.3)을 이용하여 J-적분값을 구하여， 이 시험결과 

터 J-적분값과 균열진전량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후， 최종적으로 J~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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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룹 얻는다. 

여기에서 구한 ]-R 선 

냐는 점의 J값을 ]Q로 

선cJ= 2LJασ~)의 O.2rnrn 오프셋션여 만 

이때 R선도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유효데이터라고 할 수 있다. 둔화션 

O.l5rnrn와 1.5rnrn 평행이동사킨 배제선 사이에 적어도 4개의 더}이터가 았 

어야 하며， 배제선사야 각 0.5rnrn 내에 1개의 데이터가 있어야 한다 L1a의 

값과 최대값은 R선도약 0.15rnrn 및 1.5rnrn 배체션이 만나는 점이고，]← 

의 최대없-은 bOL강/15로 되어 있다. 여기에서 bo는 사편폭에서 균열깊이 

ó1 없는 부분의 폭여다. 또 J= 4/3 σyJap의 시컨트선을 그어 왼 

어도 두개약 떼이터， 오른쪽에는 적어도 여닮개의 데이터가 있어야 

여기서 구한 ]Q는 다음 조캔 

B(B써 능 25흙 
v fs 

여기서 마는 유효 항복강도이다. 

bo 능 25람 
VJ상 

여기서 bo는 리가먼트 폭이다 

링 s σ
tια 

)J 

채하 컴플라이언스볍에 따라 ]-R 시 

해야만 ] IC라고 았다. 

(3.7) 

(3.8) 

(3.9) 

행한 후 시편을 액제철소어l 

끈 후 최소 20분 이상 유지시킨 다음 INSTRON사 유압식 서보펴로사험기이l 

서 과하증을 가하여 파단한 후， 파단면으로부터 노치를 포함하는 균열길이 

αp 및 균열진전량 LIa를 정도(精度) 0.025rnrn로 측정한다.ao 및 Llap는 시 

두께를 8등분한 9점에서 측정을 하며， 양 표면 측정치의 평균치와 나머지 7 

점의 측정치의 합계 8점 평균으로 구한 실제값을 다음과 벼교하여 보정한다. 

또한 피로 예균열선단은 균열길이의 최대 펀차가 ap α。 I s: 0.07α。 이 

되는 직선성응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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α = [( α1+ 쩍)/2 + α2+ α3 + · - - + @] / 8 삐
 

η
 
J / 

t 
l ‘ \ 

3.6 J-R 入i
c> 

먼저 탄소성 파괴인성시험은 제하 컴플라이언스볍으로 하중-하중선변위선 

도룹 작성하게 된다. Fig. 3.5(a)는 제하 컴플라이언스볍을 이용하여 01 종 용 

접자}의 컨잔재에 대하여 수행한 하중-하중선변워선도을 나타낸 젓이다. Fig. 

3.5(b)는 야종 용접재약 430 ÖC 300ι사간 열화재에 대하여， Fig. 3.5(C)는 0] 
챔재의 430 ÖC 1800시깐 열화재에 대하여， Fig. 3‘5(d)는 저l 하 컴플라이언스 

법을 이용하여 이종 용겹재의 430 0C 3600시간 열화재에 다}하여 수행한 하중 

선변우}선도틀 나타낸 것이다. 

이로부터 균열길이를 산출하고， 각각의 균열길이로부터 j-- 작분값을 구 

과인 J~R 선도틀 Fig. 3.6에 나타내였다. Fig. 3.6은 (a) 건전재， (b) 430 cC 

300시간 열화재， (c) 430 0C 1800시간 열화재 및 (d) 430
0

C 3600사간 열화재에 

대한 시험결과활 나타내었다‘ 

제하 컴플라이언스볍에 익 

에 탐그이 약 20분간 유지시 

Fig. 3.7(a) (d)에 나타내 었다. 

진전된 파면양상을 분석하였다. 

딴소성 파파인성 시험을 수행한 후 액체질 

후， 과하중을 가하여 파단시킨 파단면 사진을 

한 이틀 사진으로부터 J~R 시험 후 균열이 

3.7 J IC의 결정 

J~R 션도로부터 JIC를 해석하는 방법에서 ASTl\1 E813→87법은 식 (3.1 1) 

과 같은 형태로 곡선맞춤(curve fitting)을 하여 Cl 및 @를 구한다. 

J = C1 (Ll α) C2 
(3.11) 

JIC값익 결정은 J~R 선도와 둔화직선(J=2Ll.ασy)의 0.2nun 오프셋선이 

나는 점의 J~적분값을 JQ라고 하며， 이 JQ가 앞서 언급한 유효데이터가 되 

는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 JIC라고 할 수 있다. 

이종 용접재의 건전재， 430
0

C 300시간 

열화재에 대하여 ASTM E813-87볍 

화재， 1800시간 

JQ값을 결정한 

화재 및 3600시 

과를 Fig.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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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1 에 나타나}었다， 그 결과 이종 용접재얘 있어 JQ값은 Fig. 3.8의 건 

재 의 경 우 각각 468.34kJ/m2 및 476.l4kJ/m2, Fig. 3.9의 430
0

C 300시 간 

재의 경우 418.60kJ/m2 및 417.92kJ/m2
, Fig. 3.10의 430

0

C 1800시간 열화재의 

경우~ 403.81kJ/m2 빛 407.85kJ/m2, Fig. 3.11 의 430
0

C 3600시간 열화재의 경우 

37455kJ/m2 벚 388.56kJ/m2로 나타났다. 본 시험에서는 앞션 조건을 만족하 

JQ=JIC로 해석하였다. 

각 시편에 았어서 JIC 해석에 사용펀 시험조건 및 결과플 건전재의 경우를 
Table 3.1 및 3.2, 430

0

C 300시간 열화재악 정우를 Table 3.3 빛 3.4, 430'C 

1800시간 열화재의 경우를 Table 3.5 및 3.6. 430
0

C 3600시간 열화재의 경 

Tablc 3.7 및 3.8에 각각 나타내 였 다. 

이들 칠파로부터 각 시편별로 얻은 데야터를 Table 3.9에 나타내었으며， 열 

화시간이 진행됨에 따른 JIC값의 변화플 Fig. 3.12에 나타내었다. 여기서 71 

(symbol)는 각 시편에 있어서의 평균값을 나타내며， 1는 편차를 나타내고 

있다. 그 결과 데여터의 분산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JIC값은 430
0

C 300시간 

열화까지는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그 후 열화시간야 진행됨에 따라 조금씩 

감소하는 경향올 나타내었다‘ 이는 본 연구살얘서 CF8l\1에 대하여 탄소성 

파피인성의 열회-평가를 한 결과， 열화시간이 진행됨에 따라 J-적분값의 

자 나타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1:1 1 슷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음을 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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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 Result of JJC test ìn vìrgin materiaICNo. 1) 

Preliminary Infonnation 

Specimen No ‘ No. 1 r\ilatenal Type Virgin 

Aging Temp. 430
C

C Aging Time Ohr 

Test Temp‘ 25
C

C Y oung I s Modulus, E : 1 96GPa 

Yìeld Strength 419MPa Tensìle Strength 597MPa 

Spec. Thickness ‘ B: 25mm Net Thickness, BN 20mm 

Spec. Width, lV 50mm Ligament, bo 21.98mm 
t-•-

Fatigue precracking infonnation 
•-

Max. fatìgue load 12.97kN Load ratio, R 0.05 

Frequency 10Hz Cyc1es, N 265,000 

Fatìgue precrackìng condìtìon, t1K 20.92 MPa V퍼 
•-•• 

Crack size 
1----• 

Origìnal crack size, αo 32. 24mm 

Physical crack ap 38.37mm 

Crack extension, t1ap 6J3mm 

Power~law fit (ASTM E813 • 87) J=C1(L1 a)C2 

t-----• 
Constant, Cl 598‘ 45 Constant, C2 0.2956 

hc 468. 34kJ/m2 Validity 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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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 Result of JJC test in virgin material(No. 2) 

Preliminary Inforrnation 

Specimen No. No.2 Material Type Virgin 

Aging Temp. 450 0C Agíng Tìme Ohr 

Test Temp. 25
0C Young ’ s Modulus, E 196GPa 

Yield Strength 419MPa Tensile Strength 597MPa 

Spec. Thíckness, B : 25mm Net Thickness, BN 20mm 

Spec. Width, W 50mm Ligament, bo 21.97mm 

Fatigue precracking infonnation 

Max. fatigue 10αd: 12.97kN Load ratio, R 0.05 

Frequency 10Hz Cycles, N 290,000 

Fatigue precracking condition, !JK 20.92 MPa 패 

Crack size 

Original crack size, αo 33.lOmm 

Physical crack size, αp 36.79mm 

Crack extension, fup 4.58mm 

Power-law fit (ASTM E813-87) J= C1 (L1 a) C2 

Constant, Cl 515.47 Constant, C2 0.4134 

JIC 476.l4kJ/m2 Validíty Va1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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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 Result of JIC test in 430 300hrs degraded materiaHNo. 3) 

Preliminary Information 

Specimen No. NO.3 I\'laterial Type Aged mat. 

Aging Temp ‘ 430 t:’ Aging Time 300hr 

Test Temp. 25"C Y oung' s Modulus, E 1 96GPa 

Yield Strength 419MPa Tensile Strength 597MPa 

Spec. Thickness, B 25mm Net Thickness, BN 20mm 

Spec. \Vidth, W 50mm Ligament, bo 22.02mm 

Fatigue precracking information 

Max ‘ fatigue load : 12.97kN Load ratio, R 0.05 

Frequency 10Hz Cycles, N 780.000 

Fatígue precracking condition, L1K 20.92 MPa 마 

Crack size 

Original crack size, GO 28.23mm 

Physícal crack size, Gp 34.48mm 

Crack extension, L1ap 6.25mm 

Powerlaw fit (ASTM E813-87) J= C1 (L1 α) C2 

Constant, Cì 453.94 Constant, 당 0.4904 

lIc 418.60kJ/m2 Validity 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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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4 Result of JIC test in 430
ð

C 300hrs degraded materiaICNo. 4) 

Prelimínary Information 

Specímen No. No.4 Material Type Aged mat. 

Agíng Temp. 430 'C Aging Time 300hr 

Test Temp. 25"C 
Young's Modulus, 

196GPa 

Yield Strength 419MPa Tensile Strength 597MPa 

Spec. Thickness, B 25mm Net Thíckness, BN 20mm 

Spec. Width, W 50mm Ligament, bo 21.97mm 

Fatigue precracking information 

Max. fatigue load: 12.97kN Load ratio, R 0.05 

FreQuency 10Hz Cyc1es, N 520,000 

Fatigue precracking conditíon, ι1K 20.92 MPa 싸h 

Crack size 

Original crack size, αo 29.83mm 

Physical crack size, Qp 35.35mm 

Crack extension, Jap 5.52mm 

Power-law fit (ASTM E813-87) C1 (iJ a) C2 

Constant, Cl 460.53 Constant, C2 0.5730 

JIC 417.92kJ/m2 Va1iclity Va1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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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5 Resu1t of lIc test ìn 430
0

C 1800hrs degraded material(No. 

Preliminary Inforrnatíon 

Specirnen No. No. 5 Material Type Aged rnat ‘ 

Aging Ternp. 430
0

C Aging Tirne 1800hr 

Test Ternp. 25
0

C Young's Modulus, E 1 96GPa 

Yield Strength 419MPa Tensile Strength 597MPa 

S pec. Thíckness, B : 25rnrn Net Thickness , BN 2마nrn 

S pec. \Vidth, W 50rnm Ligarnent, bo 22.01rnrn 

Fatígue precracking inforrnation 

Max. fatigue load : 12.97kN Load ratio, R 0 ‘ 05 

Frequency 10Hz Cydes, N 650,000 

Fatigue precracking condition, /JK 20.92 MPa 

Crack size 

Original crack αo 26.42rnrn 

Physical crack size, Qp 32.38mrn 

Crack extension, /Jap 5.96mrn 

Power • law fit (ASTM E813-87) f C1 (..1 a) c2 

Constant, Cl 446.82 Constant, C2 0.5110 

fIc 403.81kJ/rn2 Valiclity 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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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6 Result of JIC test ìn 430
0

C 1800hrs degraded materiaHNo. 6) 

Preliminary Infonnation 

Specimen No. No. 6 Material Type Aged mat ‘ 

Aging Temp. 430
G

C Aging Time 1800hr 

Test Temp. 25 GC Y oung' s Modulus, 196GPa 

Yield Strength 419MPa Tensile Strength 597MPa 

Spec. Thickness, B : 25mm Net Thickness, BN 20mm 

Spec. Width, W 50mm Ligament, bo 21.94mm 

Fatigue precracking infonnation 

Max. fatigue load : 12.97kN Load ratio, R 0.05 

Frequency 10Hz Cycles, N 480,000 

Fatigue precracking condition, iJK 20.92 MPa 써i 
“‘ 

Crack size 

Original crack size, αυ 27.06mm 

Physical crack size, Qp 33‘30mm 

Crack extension, iJap 6.24mm 

Power-law fit (ASTM E813-87) J = C} (L1 a) C
2 

Constant, Cl 447.67 Constant, C2 0 ‘4704 

JIC 407.85kJ/m2 Validity 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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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7 Result of JIC test in 430
0

C 3600hrs degraded material(No. 7) 

Preliminary Infonnatìon 

Specimen No. NO.7 Material Type Aged mat 

Aging Temp. 430
a

C Aging Time 3600hr 

Test Temp. 25"C Y oung r S Modulus, E: 196GPa 

Yield Strength 419MPa Tensile Strength 597MPa 

Spec ‘ Thickness, B 25mm Net Thickness. BN 20mm 

Spec. Width, W 50mm Ligarnent, 60 22.00mm 

Fatigue precracking infonnation 

Max. fatigue load : 12.97kN Load ratio, R 0.05 

Freql.lency 10Hz Cycles, N 960 ‘ 000 

Fatigue precracking condition, !JK 20.92 MPa 써 

Crack size 
••( 

Original crack size, ao 27.39mm 

Physical crackε， ap 36.17mm 

Crack extension, !Jαp 8.78mm 

Power~-law fit (ASTM E813-87) j C, (L1 a) Cz 

Constant, ι〕 424.42 Constant, C2 0 ‘ 5063 

hc :374.55kJ/m2 Validity 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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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8 Result of J!C test in 430
0

C 3600hrs degraded materiaHNo. 8) 

Prelirninary Infonnation 

Specimen No. No. 8 Material Type Aged mat. 

Aging Temp. 430.C Aging Time 3600hr 

Temp. Y oung t s Modulus, E: 196GPa 

Yield Strength 419MPa Tensile Strength 597MPa 

Thickness, B : Net Thickness, BN 20mm 

Spec. Width, W 50mm Ligament, bo 21. 99mm 

Fatigue precracking Ínfonnation 

Max. fatigue load : 12.97kN Load ratio, R 0 ‘ 05 

Frequency 10Hz Cycles, N 780.000 

Fatigue precracking condition, t1K 20.92 MPa 퍼 

Crack size 

Original crack size, ao 26.21mm 

Physical crack size, αp 32.61mm 

Crack extension, Llap 6. 39mm 

Power~law fit (ASTM E813-87) J=C j ( L1 a)C2 

Constant, Cl 439.44 ‘ Constant, C2 0.5305 

JIC 388.56kJ/m2 Validity 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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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9 Change of Cl , 강 and JIC as increasing of aging time 

Idcntification 

Virgin 

300hrs 

degraded 
418.26 

1800hrs NO.5 0.5110 
405.83 

degraded NO.6 447.67 0.4704 407.85 

3 채 hrs 넓숭 424.42 0.5063 
381.56 

degraded No. 8 I 439.44 0.5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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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ai I of A 

2-.12 ‘S 

(Dimmension mm) Chevron notch B 

Fig. 3.1 Geometrγ of CT specìmen 

Fig. 3.2 Manufatured CT specì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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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 CT specimen with side-groove 

COD Gauge 

Load 

Specim en 

Ac ‘ ú r a t 0 r 

Fig. 3.4 Schematic diagram for J/C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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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7 Fractured specirnens after J-R tests: (a) vlrgm rnaterial and (b) 

300hrs degraded specirn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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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d) 

Fig. 3.7 Fractured specimens after J-R testsCcontinued): (c) 1800hrs 

degraded specimen and (d) 3600hrs degraded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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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 멸진전 샤험 

진전 시편의 가공 4.1 피 

피 시험에 사용된 재료는 이종 용접재의 

1800시간 열화재를 사용하였다， 

재， 430
D

C 에서 300 

시 

영 

에 서-용된 중앙균열 (Center Crack Tension: CCT) 시 

4.1에 나타내였다- 사편올 가공하기 위해 CF8lV1 

의 형상이 되거} 절단한 후 밀령t:q 신예서 외 

가공하였다. 이때 중앙 노치의 피로균열발생 

화하기 위해서， 우선 센터드렬로 중앙에 구멍 

의 형상 및 

에서 Wlre 

하고 난 후， 

에 띠치는 

방전가 

(Electro Discharge .Machining: EDM)으모 인 

반정 ， P 0.2mm로 얼정하게 가공하였다-

이 ,2a 6.6mm, 

λl 험에 사용된 서편의 중앙 
。

'- 과J<ì] 의 인장시 및 경도시험을 

71 초로 하여 여종 용접재의 용가재 부분파 CF8l\1의 열영향부 및 SA508 

C1.3의 열영향부에 위치하였다. 이 때 CF8M의 열영향부는 용접션으로부터 

CF8M 모재 방향으로 3mm, SA508 C1.3익 열영향부는 용접선으로부터 

SA508 CL3 방향으로 1mm되는 곳에 노치를 가공하였다. 그려고 각 부분을 

하기 위하여 노치 위치에 따파 각각 'center' , 'HAZ of CF8M' 및 

'HAZ of SA508 C1.3' 로 명명하였다. 

펴균열진전 시험에 사용된 시편은 건전재， 430 0C 300시간 열화재 및 

1800시간 열화재에 대하여 각각 'center' , 'HAZ of CF8M' 및 'HAZ of 

SA508 C1.3'를 사용하여 총 9종류에 대하여 수행하였다 

피로균열길이의 정확 

의 에머리 페이퍼로 연 

마를 하여 본 시험에 사 였 

위하여 λl 편의 표변을 #200에서 #2000까지 

산화 알루미늄 연마제로 마무리 

본 시험에 사용된 피로 시험기는 Shimadzu사의 유압식 서보피토시험가 

(hydraulic-servo fatigue test machine: model EFD-EDN-20V)로서 최 대 

량은 10ton여고， 시험조건은 웅력벼 R=0.05의 사얀파형 (sine wave) , 인장-인 

장 하중형태를 채택하였고， 주파수는 10Hz로 일정하게 하고， 상온에사 

50:t5%, 시험응력은 Aσ180 MPa, 초기 응력확대계수 범위 JJKi 18.33MPa 

J교의 동일조건하에서 피로균열진전 시험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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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걸이의 정 정을 위해서 1/100mm 까지 측정 이동식 

Dl 경을 사용하였 

4.2 a-N 선도 

피로균열진전 시 

펴로균열진전 

이와 같이 하여 

에 대해 상온에서 

(N)에 대한 피 

었다. 

Table 4.1 가재 

진전 시험을 한 

정한 하중 

측정하였다. 

후 시험기 지하여 현미 

재， 430
0

C 에서의 300시깐 열화재 및 1800시간 열화재 

열진전 사험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얻은 하중반복 

엽진전 길이 (a)의 데이터를 Table 4.1 -4.9에 나타내 

분에 노치가 어간 건전재 시 에 대하여 피로균 

나타낸 것이 Table 4.2 는 CF8l\tI의 영향부에 노 

치가 들어간 재 시편에 대하여 피 열진전 시험 과를 나타낸 

것아며， Table SA508 C1.3의 에 노차가 어 건전재 사편이1 

대하여 펴 시험을 한 나타낸 것이다 

Table 4.4는 430 0

C 에서 300시간 열화채의 경우 용가재 부분에 노치가 뜰어 

간 시펀에 대한 파로균열진전 시험을 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고， Table 

430
0

C 에서 300사간 열화재의 경우 CF8M의 열영향부에 노치가 들어간 사 

에 대하여 피로균열진전 시험을 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며， Table 4.6은 43 

ooC 에서 300시간 열화재의 경우 SA508 C1.3악 열영향부에 노치가 들어간 사 

편에 대하여 피로균열진전 시험을 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Table 4.7은 430 0

C 에서 1800시간 열화재의 경우 용가재 부분에 노치가 

어간 시편에 대하여 피포균열진전 시험을 한 결파를 나타낸 것이고， Table 

4.8은 430 에서 1800시간 열화재의 경우 CF8M의 열영향부에 노치가 

간 시편에 대하여 파로균열진전 시험을 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며， Table 4.9 

는 430
0

C 에서 1800시간 열화재의 경우 SA508 C1.3의 열영향부에 노치가 

어간 시편에 대하여 피로균열진전 시험을 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Fig. 4.2는 건전채의 경우 노치 부분이 용가재， CF8M의 열영향부 및 

SA508 C1.3의 열영향부언 각각의 시편에 대하여 피로균열진전 시힘을 수행 

한 결과를 균열길이와 하중반복횟수에 대하여 나타낸 것이다. Fig. 4.3은 43 

- 182 -



O"C 300시 화재의 경 부분이 용가지1 ， CF8M의 열영 

SA508 C1.3의 영향부낀 시편에 대하여 진전 시험 

하1 ___ 격 = 이와 하중 에 대하여 나타낸 것이벼 Fig. 43 

OoC 1800사 화재의 경 치 부-분이 용가재， CF8TνI의 열 C성 qpx1; 

SA508 C1.3의 영향부만 시편애 다}하여 피 열찬전 시 

한걸 01 와 에 대하여 낸 것이다. 

또한 각 h:치부분에서 열화시간에 따른 파로균혈친전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Fig. 4.5는 노치부분이 용가재에 둡어간 경우 건전재， 430 300시간 

열화재 및 1800사간 열화재에 대하여 피로균열진전 시힘을 수행한 결과를 

균열길이와 하중반복횟수애 다}하여 나타낸 것이다 Fig. 4.6은 노치부분이 

CF8M의 열영향부에 뜰어간 경우 건전재 430 300시간 열화재 및 1800시 

간 헐화재에 대하여 파로균열진전 시힘을 수행한 결과를 균열갈이파 하중반 

복횟수에 대하여 나타낸 것이다 Fig. 4.7은 노치부분이 SA508 C1.3의 열영향 

부에 블어간 경우 건전재， 430 0C 300사간 열화재 및 1800시간 열화재에 대하 

여 피로균열진전 시힘을 수행한 결과를 균열길이와 하중반복횟수에 대하여 

나타낸 것이다. 

4.3 피로균열진전 (da!dN)와 응 대겨|수범위 (L'lK) 관계 

Fig. 4.2~4.7의 a-N 선도로부터 식 (4. 1)의 H. Tada의 용력확대계수범위의 

식 [23] 고} 삭 (4.2) 악 시컨트법 (Secant method) [24]예 따라 균열진전속도를 구하 

였다. 

Equation of H. Tada 

K= σJ도ã F(α) 

F(α) = (1 0.5 α + 0.370 c? O.여4 α3) / vr=강 (4.1) 

여 기 서 a=2，α짜T01 시편의 나타낸다. 

[> Secant method 

- 183 -



dα 
dN . a , 

Q 
* αi 

(4.2) 

재에 대한 파로균열진전속도(da/dN)와 응력확대계수벙위 (lJK)와의 판 

계를 Fig. 4.8에 나타내었고， 430
0

C 에서 300시간 열화재는 Fig. 4.9에 430
0

C 에 

서 1800시간 열화재는 Fig. 4.10여l 나타내었다. 또한， 노치부분이 용가재에 

어간 경우뜰 4‘ 11에 나타내었고， 노치부분이 CF8M의 열영향부에 

어간 경우는 Fig. 4.12에 나타내었으며， 노치부분이 SA508 C1.3에 들어간 경 

우는 Fig. 4.13에 각각 나타내였다. 

또한 Fig. 4.9~4.13의 fJK-da/dN 관계 
전전법칙 (25) 

dα/dN二C(fJK)m 

의 관계는 성 

소자승볍으로 

고， 여기서 

수 있다. 

균열진 

터 재질이 열화가 되어도 펴 

(4.3) 

C 및 피 진전지수， 

최소자승법으로 구한 C 및 fη의 값을 Table 4.1 0에 나랴내었다 전반적으 

로 'center' 벚 ’HAZ of CF8M’의 펴로균열진전지수 m이 큰 값을 나타내었 

, 이것은 띤장시험결과- SA508 C1.3와 항복강도가 가장 크게 나타났지만， 

시험에서는 모든 재료에 있어 반복하중을 균일하게 적용한 때문오로 판 

단된다. 여가서 상대적으로 건전재 및 300시간 열화재의 'center’, 1800시간 

열화재의 'HAZ of CF8M' 의 피로균열진전지수가 낮711 나타난 것은 피 

이 진전하면서 분기현상이 발생하여 이로 인해 fJK값이 감소한 것이 하나 

의 원인으로 작용된 것으로 사료된다. 

Fig. 4.14는 재료가 430
0

C 에서 열화가 진행됨에 따라 피로균열진전지T.m 

파 피로균열진전상수， C 사이악 관계를 대수 그래프로 나타내였으며， 그 

Table 4.11에 나타내었다. Fig. 4.14에 나타낸 바와 같이 430
0

C 에서 01 
접재의 열화가 잔행되더라도 노치 위치를 고려하더라도 피로균열진전 

자수와 상수 사이에는 대수 그래프상에서 작선적인 판계가 성립함을 알 수 

있다. 이 직선적인 관계를 C=AxBm으로 표시할 때， 열화가 진행됨에 따른 C 

와 m 사이의 기울기를 나타내는 B의 값은 ’ HAZ of CF8M'과 'center' 의 

게 나타났으며， 'HAZ of SA508 C1.3' 가 가장 큰 값을 나타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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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경향은 비슷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C와 m 사이의 관계를 파 

악하면 건전성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하나의 방향을 제시할 수도 있으리라 

생각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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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1 Result of fatigue crack growth rate test for ’ center’ of virgin 

material 

No. of Cvcle Left a (mm) Right a (mm) ‘ verage a (mm) 

30,000 3.43 3.62 3.53 

35,000 3.46 3.69 3.58 

43,000 3‘ 59 3.92 3‘ 76 

53,000 3‘ 82 4.39 4.11 

61，어O 4.11 4.87 4.49 

67,000 4.38 5.33 4.86 

71 ,000 4.61 5.67 5.14 

74,500 4.90 5.85 5.38 

77,500 5.18 6.03 5.61 

80,500 5.45 6.32 5.89 

83,500 5.69 6.49 6.09 

86,000 5.96 6.76 6.36 

88.500 6.23 7‘ 04 6.64 

91.000 6.50 7‘ 22 6.86 

93,500 6.80 7‘ 48 7.14 

96,000 7.18 7.85 7.52 

98,500 7.43 8.29 7.86 

100,500 7‘ 67 8.49 8.08 

102,500 7.90 8.81 8.36 

104,500 8.40 9.24 8.82 

106,300 8.67 9.59 9.13 

107,700 9.12 10.09 9.61 

108,300 9.56 10.59 10.08 

108,700 9.88 10.98 10.43 

109,000 1O.:i'5 11.50 10.93 

l(썼， 129 f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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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2 Result of fatigue crack growth rate test for 'HA2 of CF8T\f ’ of 

virgin material 

No. of Cvcle Left a (mrn) Right a (mrn) A verage a (mm) 

70,000 3.66 3.68 3.67 

78,000 3.79 4‘00 3.90 

85,000 3.92 4.20 4.06 

92.000 4.14 4.36 4.25 

99,000 4.31 4.53 4.42 

107,000 4.57 4.74 4.66 

115,000 4.79 5.04 4.92 

123 ‘000 5.33 5.22 

131.000 5.44 5.53 5.49 

138.000 5.65 5.91 5.78 

145,000 5.93 6.32 6.13 

152,000 6.31 6.93 6.62 

158,000 6.80 7.36 7.08 

163,000 7.28 7.92 7.60 

166‘000 7.80 8.42 8.11 

168,000 8.31 8.69 8.50 

169,500 9.83 9.44 9.64 

170,500 11 ‘70 10.10 10.90 

171 ,000 12.16 10.94 11.55 

171,200 12.89 11.87 12.38 

171 .400 13.26 12.81 13.04 

171 ,519 faìl 

- 187 -



Table 4.3 Result of fatigue crack growth rate test for ’HAZ of SA508 

C1.3 ’ of virgin material 

No. of Cyc1e Left a (mm) Right a (mm) A verage a (mm) 

80,000 3.30 3.73 3.52 

100,000 3.73 3.77 3.75 

110,000 3.84 3.80 3 ‘ 82 

130,000 3.97 4.17 4.07 

150,000 4.32 4.26 4.29 

170,000 4.79 4.78 4.79 

185,000 5.34 5.14 5.24 

195,000 5.41 5.29 5.35 

215,000 5‘ 74 6.04 5.89 

225,000 6.38 6.37 6.38 

233,000 6.43 6.51 6.47 

241 ,000 6.58 6.82 6.70 

249,000 6.63 7.21 6.92 

255,000 6.66 7.37 7.02 

261 ,000 7.00 7.78 7.39 

266,000 7.1 3 8 .19 7.66 

270,500 7.40 8.43 7.92 

275,000 7.80 8.86 8.33 

279,000 7.91 9.16 8.54 

282,500 8 .16 9.78 8.97 

285,500 8.51 10‘ 02 9.27 

287,500 8.76 10.31 9 ‘ 54 

289,500 8.85 10.63 9.74 

291 ,500 9 .18 10.94 10.06 

293,000 9.47 11.45 10.46 

294,000 9.67 11 ‘ 85 10.76 

294,516 fail 
-•• ←→《→트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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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4 Result of fatigue crack growth rate test for 'center' of 430
0

C 

300hrs degraded material 

No. of Cycle Left a (mm) Right a (mm) A verage a (mm) I 

50,000 3.30 3.47 3.39 

80,000 3.64 3.86 3.75 

98,000 4.15 4.12 4.14 

115,000 4.48 4.53 4.51 

130,000 4.92 4.98 4.95 

140,000 5.20 5.35 5.28 

148,000 5.44 5.64 5.54 

156,000 5.74 5.82 5.78 

164,000 5.99 6.06 6.03 

172,000 6.37 6.39 6.38 

179,000 6.64 6.83 6.74 

186,000 7.04 7.17 7.1 1 

193,000 7.49 7.52 7.51 

199,000 8.14 7.93 8.04 

204,000 8.64 8.30 8.47 

208,000 9.13 8‘ 62 8.88 

211 ,000 9 ‘ 60 8 ‘ 89 9.25 

213,500 10‘ 14 9.36 9.75 

215,500 10.46 9.62 10.04 

217,500 11.19 9.87 10.53 

219.000 11.87 10.27 11.07 

220,020 f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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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5 Result of fatigue crack growth rate test for 'HAZ of CF8r\11 ’ of 

430
0

C 300hrs degraded ma terial 

No. of Cycle Left a (mm) Right a (mm) I A v만몇e a (mm) 

50,000 3.30 4.00 3.65 

60,000 4.30 3.87 

70,000 4.65 4‘ 15 

80,000 3‘90 4.86 4.38 

90,000 5.1 2 4.83 

98,000 5.08 5.37 

105,000 5.55 5.53 

110,000 5.98 5.75 5.87 

117.000 6.27 5.95 6.1 1 

123,000 6.61 6.33 

128,000 6.90 6.59 

13~i，000 7.05 6.82 6.94 

138,000 7.39 7‘ 19 7‘ 29 

143,000 7.58 7.50 

148,000 7.96 8.04 8.00 

152,000 8.23 8.74 8.49 

155.000 8.88 9.44 9.16 

156,500 9.48 9.90 9.69 

157,700 9 ‘85 10‘ 16 10.01 

158,700 10.26 10.54 10.40 

159,500 10.64 10.82 10.73 

160,200 11.42 11.21 11.32 

160.700 11.75 11.78 11.77 

161,000 13.10 12.67 12.89 

161 ,100 14.35 13.53 13.94 

161 ,356 f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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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6 Result of fatigue crack growth rate test for 'HAZ of SA508 

CL3' of 430
0

C 300hrs degraded material 

No. of Cycle Left a (rnm) Right a (mm) A verage a (mm) 

80,000 3.49 3.44 3.47 

100,000 3.72 3.67 3.70 

120,000 3.91 3.91 3.91 

140,000 4.13 4.18 4.16 

160,000 4.43 4.44 4.44 

180,000 4‘ 71 4.73 4.72 

196,000 4.94 5.03 4.99 

211 ,000 5.22 5.24 

226,000 5.53 5.56 

241 ,000 5.85 5.91 5.88 

255,000 6.21 6.24 6.23 

267,000 6‘ 68 6‘ 68 6.68 

275,000 6.87 6 ‘ 92 6.90 

283,000 7.34 7.24 7.29 

287,000 7.66 7.37 

290,500 7.88 7 ‘ 65 7.77 

294,000 8.16 7.74 

297,500 8.31 7.95 8.13 

301 ,000 8.60 8.25 8.43 

304,000 8.89 8.48 8.69 

307.000 9.21 8.76 8.99 

309,500 9.58 9.05 9.32 

311.500 9.84 9.35 9.60 

313,500 10.21 9.71 9.96 

315,300 10.54 10.12 10.33 

316,800 10.93 10.52 10.73 

318,000 11.37 10.91 11.14 

319,000 11.66 11.45 11.56 

319.524 f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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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7 Result of fatigue crack growth rate test for ’ center' of 430
0

C 

1800hrs degraded material 

No. of Cycle Left a (mm) Right a (mm) A verage a (mm) 

80,000 4.52 4.79 4.66 

85,000 5.07 4.88 4.98 

89,000 5.14 5.22 5.18 

92,000 5.29 5.40 5.35 

95,000 5.56 5.57 5.57 

97,800 5.77 5.68 5.73 

100,600 5.81 5.84 5.83 

103,400 6.14 6.08 6.11 

106,100 6.44 6.30 6.37 

108,700 6.65 6.47 6.56 

110,000 6.92 6.72 6.82 

111 ,300 7.12 6.86 6.99 

112,600 7.37 7.06 7.22 

114,000 7.53 7.31 7.42 

115,500 7.61 7.38 7.50 

117,200 7.85 7.54 7.70 

119.700 8.10 7.90 8.00 

122,500 8.57 8.30 8.44 

125.000 9.02 8.93 8.98 

127,000 9.61 9.34 9.48 

128,200 10.07 10.03 10.05 

129,200 10.56 10.64 10.60 

129,900 1l.71 12.53 12.12 

130,100 12.85 13.81 13.33 

130,103 f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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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8 Result of fatigue crack growth rate test for 'HAZ of CF8I\t1 ’ of 

430 1800hrs degraded material 

No. of Cycle Left a (mm) Right a (mm) A verage a (mm) 

50， OC에 3.46 3.51 3.49 

60,000 3.63 3.57 3.60 

75,000 3.83 3 ‘ 80 3.82 

90,000 4 ‘ 4.05 

105,000 4.38 4.47 

115,000 4.63 4.83 4.73 

125.000 4.91 5.08 

1:14,000 5 ‘ 61 5.43 

142,000 5.56 6.01 5.79 

150,000 5.97 6.39 6.18 

157,000 6.34 6.71 

163,000 6.74 7.04 6.89 

169,000 7.30 7.35 7 ‘ 

174,000 7.64 7.77 

178.000 8.18 8.14 8.16 

181 ,500 8 ‘ 37 8.54 8.46 

185,000 8.81 9.09 8.95 

188,000 9.21 9.62 9.42 

190,500 9.56 10.27 9.92 

192,200 10.08 10.81 10.45 

193,200 10.46 11.77 11.12 

194,000 10.81 13.17 11.99 

194,057 f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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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9 Resu1t of fatigue crack growth rate test for 'HAZ of SA508 

C1.3' of 430
0

C 1800hrs degraded materÏal 

No. of Cycle Left a (mm) Right a (mm) A verage a (mm) 

50,000 3.30 3.42 3.36 

70,000 3.40 3.61 3.51 

89,000 3.71 3.80 3.76 

107,000 3.90 4.09 4.00 

125,000 4.27 4.39 4.33 

142,000 4.59 4.77 4.68 

158,000 4.98 5.22 5.10 

171 ,000 5.47 5.62 5.55 

181 ,000 5.82 5.99 5.91 

190,000 6.24 6.55 6.40 

196,000 6.74 7.05 6.90 

200,000 7.10 7.33 7.22 

203,000 7.40 7.64 7.52 

205,500 7.62 7.90 7.76 

208,000 7.89 8.21 8.05 

210,500 8.21 8.57 8.39 

212,700 8.52 8.79 8.66 

214,900 8.85 9.22 9.04 

217,000 9.29 9.70 9.50 

218,700 9.65 10.18 9.92 

220,200 10.04 10.62 10.33 

221 ,300 10.42 10.98 10.70 

221 ,788 faíl 
」→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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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10 Change of C and m as increasing of aging time 

, center' ’HAZ of CF8M' ’HAZ of SA508 C1.3 f 
Identification 

C m C 
l• 

η1 C η1 

Virgin 8.83e~ 14 6.39 8.24e-17! 1.38e-13 5.92 

300hrs degraded 1.07e-12 5.40 4.11e-16 7.93 3.54e-14 6.36 

1800hrs degraded 2.93e~ 16 8.09 7.56e--14I 6‘28 I 4.85e-14 6.39 

Table 4 .11 Change of C and m using Paris law 

Identification A Equation( C=A xBm) 

’center’ 2.35e-5 0.046 C=2.35e-5xO.046m 

'HAZ of CF8λ，1 ’ 1.84e-5 0.046 C= 1.84e-5xO.046m 

'HAZ of SA508 C1.3' 5.67e-7 0.076 C=5.67e-7xO.076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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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ail of part A 뽑 
2 • 09 

A 

160 

(Dernension:rnrn) t=3 

Fig. 4.1 Geometry of CCT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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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CF8lVI과 SA508 C1.3의 이종재 용첩부는 두 재료간 서로 다른 기계적 성질 

인해 열영향부의 거동 또한 상이한 양상을 나타내였다. 정도， 인장， 충격 

시험을 수행한 결과， 혈화에 따른 기계적 풀성치의 저하는 CF8M의 열영 

부에서 나타났다. 따라서 본- 파제에서는 이종재 용-접부에서 열화가 친행됨에 

따라 가장 취약한 특성을 나타내는 CF8M의 열영향부에 노치를 가공한 탄소 

성 파펴인성 시험을 

피로란열진전거 

행하였으며， 또한 노치의 위치 

파악하였다 

。l 종 용점재혜 있아 탄소성 파괴인성 시험을 수행한 

성치 ] JC값은 건전재의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라 그 값의 감소가 나타났다， 

달리하여 화에 따 

파， 탄소성 파피인 

화시간어 깊어짐에 따 

피보균열진전 시험을-

노치를 가공한 시편익 피 

경향을 나타내였다- 여기서 

평가-뜰 수행히-띤 이종 용집재의 

행한 결과， 전반적으로 스태인리스강 부분으 

열진전속도가 탄소강 부분에 1J1 해 다소 빠 

화에 따른 피로균열진잔상수 및 지수값의 

컨전성평가를 하는데 있어 하나의 자료 

사용될 수 있을 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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