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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원자력 발전소 증기발생기의 전열관에서의 부식현상 및 파열 거동에 대한 조사

를 통해 국내 원전 증기발생기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기본정보를 정리하고자 하

였다. 

증기발생기는 다양한 형태의 부식을 겪고 있으며 부식억제제의 첨가나 기타 여

러 가지 방법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근본적으로 재료의 내식성이 떨어지는 alloy 

600 전열관을 가진 증기발생기는 모두 교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 세계적인 증

기발생기 교체 현황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다. 

한국원자력 연구원에서 수행한 전열관 인출검사 결과를 요약하여 실었으며 국외

에서의 전열관 검사 및 보수 방안에 대한 일반사항을 정리하였다. 

각국에서의 전열관 파단사례를 조사하였으며 전열관 관련 규제기준을 조사분석 

하였다.

끝으로 국내에서의 전열관 건전성 관련 연구의 하나로 한국원자력 연구원에서 

수행중인 전열관 파열 및 누설 거동 연구 결과를 실었다. 

본 보고서를 활용하면 원전 증기 발생기의 부식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할 수 

있으며 효과적인 관리방안을 찾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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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영문요약문)

I. Report Title: Corrosion and Rupture of Steam Generator Tubings in PWRs

II. Contents

This report is intended to provide corrosion engineers in the filed of nuclear energy 

with information on the corrosion and rupture behavior of steam generator tubings in 

PWRs.

Various types of corrosion in PWR steam generator tubings have been reported all 

around the world, and countermeasures such as the addition of corrosion inhibitors, a 

water chemistry control, a tube plugging and sleeving have been applied. Steam 

generators equipped with alloy 600 tubings, which are not so resistant to a stress 

corrosion cracking (SCC), have generally been replaced with new steam generators 

made of alloy  690 TT (Thermally treated).

Pull tube examination results which were performed of KAERI are summarized. The 

tubes were affected by a pitting, SCC, and a denting. Nondestructive examination 

method for the tubes and repair techniques are also reviewed. In addition, the 

regulatory guidance of some countries are reviewed.

As a part of a tube integrity project in Korea, some results on a tube rupture and 

leak behaviors for axial cracks are also mentio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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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국내 원자력 발전소는 1978년에 처음 상업운전을 시작한 이래로 30여년이 지난 

2007년 현재 20개의 발전소가 운전 중이며 국내 총 전력의 약 40%를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많은 금속구조물이 냉각수에 접하는 환경에서 운전하게 됨으로써 피할 수 없이 

겪게 되는 다양한 형태의 부식문제는 발전소의 안전 가동을 위해 필수적으로 적

절히 관리되어야 한다. 

1998년에 교체된 고리 원자력 1호기 증기발생기의 경우 공식(pitting), 응력부식균

열(SCC), 마모 등의 다양한 부식을 경험한 바 있으며, 후속 호기들은 그 보다는 

좋은 부식관리 현황을 보이고 있으나 크고 작은 다양한 형태의 부식이 지속적으

로 발생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원자력 발전소 증기발생기 전열관에서의 부식현상 및 파열현황

조사를 통해 전열관의 안전한 관리방안에 대해 정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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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본 론

제 1 절 개 요

증기발생기는 1차 계통수의 열을 이용하여 2차 계통 냉각수를 증기로 만드는 대

형열교환기이다. 여기서 만들어진 증기가 터빈을 돌려 발전을 하는 것이다.

가압경수형 원자력 발전소의 개략도를 그림 1-1에 나타냈다. 압력용기내의 노심

에서 핵분열로 열이 발생하고 이 열은 1차 냉각수로 냉각되어 증기발생기로 전

달된다. 

일반적으로 한 발전소에 2개~4개의 증기발생기가 있으며 한 증기발생기에는 수 

천개의 열교환관(전열관)이 설치되어 있다.  1차 냉각수가 전열관 내부를 통과하

고 그 과정에서 전달되는 열로 2차 냉각수가 증기로 바뀌는 것이다. 전열관에 누

설이 발생하거나 관 파단사고가 있을 경우 1차 냉각수 속의 방사능 물질이 원자

로 격납용기(containment vessel)안이나 증기발생기 2차측 또는 터빈 속에 채워질 

수 있기 때문에 전열관의 건전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증기발생기의 형태는 재순환형(recirculating type)과 직류형(once through type)등이 

있으며 재 순환형인 경우 급수관으로 공급된 물이 down comer 통로를 타고 아래

그림 1-1  가압경수형 원자력발전소의 냉각수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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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내려가 관판(Tube sheet)을 가로질러 흘러 상부로 올라가며 열을 흡수한다. 이 

과정에서 관 내부로 1차 냉각수가 흐르는데 이 1차 냉각수 입구(hot leg, 고온관

측) 온도는  315oC~ 327oC 부근이며 열을 2차 측에 전달하고 난 뒤의 저온관

(cold leg)온도는 288oC 부근이다. 

전열관에서 발생하는 stress corrosion (PWSCC), wastage, pitting, intergranular stress 

corrosion cracking(IGSCC), intergranular attack(IGA)등의 여러 가지 형태의 부식은 

증기발생기의 수명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인자들이다.  그 외에 기계적 결함인 

wear나 corrosion wear등도 발생한다. 관 외면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부식은 급

수(feed water)속에 들어 있는 불순물이 관과 관 지지구조물(Tube sheet, TS or 

tube support plate, TSP)사이의 틈새의 국부적인 비등(boiling)에 의해 농축되는 과

정에서 발생한다.  

이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형태의 손상을 입은 증기발생기는 sleeving

이나 관 막음 등의 조치로 증기발생기의 수명을 늘여 사용할 수 있으나 경제적

인 이득이 더 이상 없다고 판단될 경우 새것으로 교체하게 된다. 특히 한국의 고

리 원전 1호기는 1998년에 새 증기발생기로 교체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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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증기발생기의 구조 및 재료

 Westinghouse사와 Combustion engineering사는 재 순환형 증기발생기(Recirculating 

Steam Generator, RSGs)를 채택하고 있으며 Bobcock and Wilcox(B&W)의 경우에

는 일관 유로형(Once-through Steam Generator, OTSGs)을 사용한다.

RSGs에서는 2차 냉각수가 1회 회전할 때마다 약 25%의 2차 계통수가 증기로 바

뀌며 나머지는 물로 재순환된다.  U자 형 전열관 양쪽은 SG의 하부에 있는 관판

(tubesheet)에 고정되어 있으며 상부는 ∩자 형태로 굽어져 있다. 더운 1차 계통수

의 열은 관 내벽에 흐르면서 관 외부의 2차 계통 급수(Feed water)를 데우는데 사

용된다.  

OTSG의 경우에는 2차 계통수의 대부분이 증기로 바뀐다. 열전달관은 SG상, 하

부의 관판에 고정된 직관(straight tube)을 사용한다.  그림 2-1은 일관형 증기발생

기와 재순환형 증기 발생기의 개략도이다.  각 회사별 증기발생기의 상세 사양을 

표 2-1에 나타냈다.

Combustion Engineering(CE)사와 B&W사의 경우 발전소당 2개의 증기발생기가 있

으며, Westinghouse의 경우 전력생산 용량에 따라 발전소당 2개~4개의 증기발생

기로 구성되어 있다.  CE사와 B&W사의 증기발생기가 Westinghouse사에 비해 더 

많은 전열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Westinghouse사는 사각형 관 배열인데 비해 CE

사와 B&W사는 삼각형 배열인 점도 다르다.    

1. 전열관 재료

가. 기본사양

초기 발전소의 경우 mill annealing(MA)한 Alloy 600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그 

후 Alloy 600 HTMA 또는 TT 재료를 사용하였고 교체증기발생기나 최근의 증기

발생기에는 Alloy 690 TT 전열관을 사용하고 있으며 회사별로 다른 열처리 공정

을 적용하고 있다. 재료의 부식특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인자가 열처리 공

정인데 705oC 에서 15시간 열처리하여 가공 중 형성된 변형의 효과나 잔류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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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PWR 증기발생기의 개략도-Once through Steam generator and 

Rieculating steam generator.(Aging and life extension of major 
light water reactor components" edited by V.N.Shah and Phil 
MacDonald, Elsevier Science, 19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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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Typical Steam generator models and their parameters [1]

27 44a 51,A-Ma D2/D3                   D4  

Steam generator type Recirculating Recirculating Recirculating Recirculating Recirculating 

Heat transfer area (ft-2)b27,700 44,500 51,500 48,000 47,000

No.oftubes 3,794 3,260 3,388 4,674 4,578

No.of row-ltubes 100 92 94 114 114

Tube pattern square square square square square

Tube spacing (in.)b 1.026  or 1.031 1.200 or 1.234 1.281 1.063 1.063

Tube
dimensions(in.) 0.750 x 0.055 0.875 x 0.050 0.875 x 0.050 0.750 x 0.043 0.750 x 0.043

Tubing material Alloy 600 Alloy 600 Alloy 600 Alloy 600 Alloy 600

Tubing
heat treatment Mill annealed Mill annealed Mill annealed Mill annealed Mill annealed

Tubesheet
expansion
method

Part-depth
rolled

Part-depth
rolled

Pare-depth
rolledc

Full-depth
rolled

Full-depth
rolled

Tubesheet
crevice depth (in.) 18 18,19 or 20 18,18.75 or19d None None

Tubesheet
thickness (in.) 22.6 21.0 or 22.0 21.0 21.0 21.0

TS
crevice radial gap (in.) 0.0115e 0.006f 0.006 or 0.008d - -

Tube support type Drilledhole Drilledhole Drilledhole Drilledhole Drilledhole

Tube support material Carbonsteel Carbonsteel Carbonsreelg Carbonsteel Carbonsteel

Preheater type None None None
splitflow,
feedwater
flow model

Counterflow,
feedwater flow
model,
expanded
preheater tubes

Flow distribution
baffles None None Noneg D2 no

D3 yes Yes

a.Replacement Models 44Fand 51F use hydraulically expanded,thermally treated tubing and 405 stainless steel tube support plates
b.l ft2=0.093m2,l in =25.4 mm.
c.LaterModel51sused full-depth rolled or explosiveiy expanded tubes
d.For Model 51s with part-depth rolled tubes only

WestinghouseManufacturer
and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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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Typical Steam generator models and their parameters(Cont.) [1]

 

Babcock & Wilcox

D5 E F 177 67 80

Steam generator type Recirculating Recirculating Recirculating once-through Recirculating Recirculating

Heat transfer
area (ft-2)b 47,000 50,000 50,000 132,500 90,700 N/A

No.oftubes 4,570 4,864 5,626 15,531 8,519 11,000

No.of row-ltubes 114 120 122 - 167 N/A

Tube pattern Square
w/ T slot

Square
w/ T slot

Square
w/ T slot Triangle Triangle Triangle

Tube spacing (in.)b 1.063 1.080 0.980 0.875 0.974,1.00 1.000

Tube
dimensions(in.) 0.750x0.043 0.750x0.043 0.688x0.040 0.625x0.034 0.750x0.048 0.750x0.042

Tubing material Alloy600 Alloy600 Alloy600 Alloy600 Alloy600 Alloy600

Tubing
heat treatment

Thermally
treated

Mill annealed
or
therm.treated

Thermally
treated Mill annealed Mill annealed Mill annealed

Tubesheet
expansion
method

Hydraulic Full-depthrolled
or hydraulic Hydraulic Partial-depthrolled Explosive Explosive

Tubesheet
crevice depth (in.) None None None 22 None None

Tubesheet
thickness (in.) 21.0 22.5 20.7 24.0 21.5 23.5

TS
crevice radial gap (in.) - - - 0.005 - -

Tube support type Quatrefoil Drilled Quatrefoil Broached
trefoil

Eggcrate
/vertical

Eggcrate
/vertical

Tube support material stainlesssteel Carbon or
stainless

405
stainlesssteel

Carbon or
Mn Mo steel Carbon steel Stainless steel

Preheater type

Counterflow,
feedwater flow
model,
expanded
preheater tubes

Counterflow,
expanded
preheater
tubes

None None None Axialflow

Flow distribution
baffles Yes Yes Yes No None Yes

e.Gaps for some steam generators may be 0.006 or 0.011 in

f.Gaps for some steam generators may be 0.007,0.008,or0.011 in

g.Some later Model 51s were equipped with alloy steel tube support plates and flow distribution baffles.

Westinghouse Combustion EngineeringManufacturer
and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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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거하고 입계에 입계 Cr 고갈을 최소화하면서 입계 탄화물을 생성시켜 입계

응력부식균열(Intergranular Stress Corrosion Cracking, IGSCC) 저항성을 높인다. 이 

열처리 후에 관을 곧게 펴기 위한 공정을 적용하는데 이 과정에서 관에 다소의 

잔류응력이 남게 된다. 그 후 표면연마를 통해 표면의 불순물을 제거한다. 이 과

정에 표면에 약간의 압축에서 인장응력 범위의 가공 잔류응력이 남게 된다.  최

종적으로 육안검사, 초음파검사 및 와전류 검사와 세척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세라믹 입자를 이용한 관 내면 청소도 하게 된다.  증기발생기에 관이 장착되기 

전 반경이 작은 U-자 형태로 구부리게 되는데  705oC 에서 15시간 열처리를 하

지 않은 관인 경우, 705oC 에서 최소한 5분 이상의 열처리를 하여 곡관(Bending)

과정에서 생긴 응력을 제거한다. 

    

최근에는 Cr 함량을 두 배(30% Cr)로 늘여  일차 냉각수  응력부식균열(PWSCC)

저항성과 관외면 응력부식균열(Outside Diameter Stress Corrosion Cracking, 

ODSCC) 저항성을 높인 Alloy 690 TT재료를 사용하고 있다.  

나. 관 설치 및 관지지대

(1) 관 설치 방법

기계적 방법에 의해 관판 하단에서 약 60~ 100mm 높이 까지만 확관하던 초기의 

part depth expansion관의 경우 관판과 관 사이에 약 0.2 mm의 틈새(Crevice)가 생

성되어 그 사이에 불순물이 농축하고 이로 인해 국부 부식이 쉽게 생기는 문제

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의 관은 현장에서 관판상단(Top of tubesheet, 

TTS)까지 full depth expansion방식으로 추가확관 하거나 새 관의 경우 공장에서  

기계적 또는 폭발확관 방식으로 full depth expansion하게 되었다. 70년대 후반부

터는 수압확관(Hydraulic expansion)이용한 full depth(관판 깊이 전체를 확관) 

expansion을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폭발 및 수압 확관법은 기계식 확관에 비해 낮

은 잔류응력을 남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림2-3은 여러 가지 확관법에 따른 

잔류응력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2) 관지지대(tube supports)

그림 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4가지 형태의 관 지지대 형상이 있다. Drilled h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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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관과 지지대 사이의 간격이 아주 좁으며 냉각수는 별도의 flow hole을 통해서 

흐른다. CE 발전소의 경우 대체로 egg crate tube support structure 형태이나 일부 

구역에는 drilled hole이 있기도 하다. B&W사는 판상 관 지지대를 채택하고 있다. 

최근의 Westinghouse형 발전소에서는 broached hole tube support를 채택하고 있다. 

초기의 관지지대는 탄소강이었으나 최근에는 내식성이 좋은 type 405 stainless 

steel를 사용하고 있다.     

RSG의 경우 u-bend 지역에 anti vibration bar(AVB)를 설치하여 진동으로 인한 관

그림 2-2 전열관 확관방법에 따른 확관부위 내.외부 

표면 잔류응력 크기(mechanical roll, kiss roll 
및 hydraulic expansion)

σc max. : 420 MPa
σz max. : 380 MPa

Source: B.Cochet, 'Steam Generater Life Extension Strategy' 
Presented at KEPCO, Korea, Nov. 1998. Revised by S.S.Hwang(KAERI)

σc max. : 320 MPa
σz max. : 200 MPa

σc max. : 190 MPa
σz max. : 200/240 MPa

PWSCC at Tubesheet Expansion Zone: Residual Stresses

ID
σc max < 90 MPa
σz max. : 100/200 MPa

σc max. < 90 MPa
σz max. < 90 MPa

σc max.< 90 MPa
σz max.< 90 MPa

OD

그림 2-3 여러 가지 형태의 증기발생

기 전열관 지지판 형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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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wear or fretting)을 방지하고 있다. 

2. 부식 유발 요인

    

증기발생기 전열관이 놓인 환경은 아래와 같다. (a) 비교적 순수한 1차 계통수, 

(b) 여러 가지 화학처리를 한 2차 계통수, (c) 관판상단 (Top of tube sheet, TTS)

이나 관지지대(Tube support plate, TSP)상부에 축적되는 슬러지(sludge)속의 불순

물 농축환경, (d) 비교적 고온의 운전환경, (e) 잔류응력 및 가동 중 부가응력, (f)  

진동 등이 그것들이다.

이러한 여러 요인들 중 높은 인장응력이 관 내면과 관 외면에 각각 PWSCC 및 

ODSCC를 일으킨다. 응력유발 요인으로는 크게 아래와 같은 세 가지이다. 

○ Pressure stress: 관 내면의 압력 15.5 MPa(~ 2250 psia)와 관 외면의 압력 5.2 ~ 

6.9 MPa( 750 ~ 1000 psia)의 차이로서 발전소 가동중에 불가

피하게 발생하는 응력이다. 이 압력차는 alloy 600 tube재료의 

일반적 항복응력인 290~ 330 MPa의 약 10%에 해당하는 값이

다.

○ Heat Flux Stress: 관 내면이  관 외면에 비해 온도가 높은데 기인하는 응력으

로서 일반적으로 약 3.2 x 10^5 W/m^2의 heat flux로 인해 

관내면에는 압축응력이 작용하고 관 외면에는 인장응력이 

작용하게 된다.  관 외면에 쌓이는 sludge는 열흐름을  억제

하고 관 내면의 응력과 온도를 증가시켜 PWSCC를 가속화

하는 경향이 있다. 

○ Residual stress: mill annealing 후의 roll straightening, outside surface polishing, 

U-bending, 확관등 냉간가공으로 인해 재료 표면에 인장 잔류

응력이 발생하게 된다. 관 내면에 shot peening을 실시하면 압

축잔류응력을 유발시킬 수 있다. 이러한 잔류응력은 간혹 재

료의 인장강도 수준으로 큰 경우가 있으며 PWSCC의 주요인

이 된다.  

가. 1차 계통 수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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틈새도 없고 불순물도 없는 1차 계통수의 수질에서도 PWSCC가 발생한다. 중요

한 화학조건은 붕산(Boric acid), lithium hydroxide, hydrogen, pH 등이며 이 중에서 

수소 농도가 PWSCC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 (Hunt and 

Gorman 1986)

붕산의 형태로 첨가하는 붕소는 핵분열 반응을 조절하기 위한 중성자 흡수재로 

사용되며 붕산농도는  운전 중 다른 변수의 변화에 따라 변화하나 독립적으로 

변화하지는 않는다. lithium hydroxide농도를 붕산의 농도 변화에 맞추어 조절하여 

가동온도에서의 pH 값이 6.8 또는 그 이상으로 되도록 한다. 최근에는 1차계통 

고 방사능의 주요인인 core crud의 침적을 줄일 목적으로 7.4 이상의 고 pH에서 

운전하기도 한다.  

수소는 물의 radiolysis(방사선 분해)로 생기는 산소의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첨가

하는데 그 량이 많을수록 PWSCC를 조장하는 효과가 있어 EPRI Primary water 

chemistry guide line은 25~ 35 cm^3/kg의 기준에 따라 운전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나. 2차 계통 수질

   

2차 계통에서 경우 물이 증발한 후에 남는 불순물이 가장 심각한 부식요인이다. 

1970년대 말까지는 중성수질(Buffering system)을 유지하기 위해 'coordinated 

phosphate'처리를 한 수질이 사용되었다. 수소 이온 농도에 큰 변화가 없는 범위

에서 산과 염기를 적절히 혼합하여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 용액은 약간의 불순

물 침입이 있는 경우에도 자동적으로 pH를 중성으로 유지하는 기능이 있으나 해

수를 사용하는 복수기의 누설로 초래되는 대량의 불순물(Cl이온)의 유입시에는 

충분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또한 TTS에 슬러지를 퇴적시켜 관외면의 일반

부식을 초래한다. 이러한 형태의 wastage 부식으로 인해 관 두께가 40%이상 감소

하게 되면 관을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고 막는 plugging 조치를 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없애기 위해 거의 모든 PWR은 all volatile treatment (AVT)로 수처

리를 바꾸게 되었다. 초기 AVT에는 분자량이 작은 amines, hydrazine, ammnium 

hydroxide 등을 사용하였는데 이들은 분해되어 ammonia, nitrogen, hydrogen을 생

성한다. ammonia는 휘발성이 있어 pH를 상승시키고 이로 인해 탄소강의 침식부

식(erosion)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최근에는 휘발성이 다소 적은 morpholine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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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pH를 더욱 상승시켜 급수관(feeder train)이나 습증기 배

관(wet steam piping)의 침부식을 더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작용을 한다. 

1990년말 기준으로 미국 PWR의 약 30~40%와 프랑스 발전소의 75%가 

morpholine AVT로 전환하였다. 일부는 Boric acid+morpholine AVT를 채택하였으

며 일본 발전소의 경우에는 morpholine이 없는 Boric acid 처리를 채택하기도 하

여 입계부식(IGA)을 효과적으로 줄이고 있다. 

AVT로 수 처리를 전환한 후 phosphate wastage를 상당히 줄였으나 denting이라는 

새로운 부식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Acid chloride가 탄소강으로 된 TSP의 부식

을 유발하여 magnetite가 관과 TSP 사이를 채우고 이로 인한 힘이 관의 직경을 

줄이는 형태의 부식문제(Denting)가 발생하기 시작한 것이다. 다공성의 magnetite

는 탄소강 표면에 계속적인 산소의 공급이 가능하게 하여 관 변형을 초래하는 

수준으로까지의 심한 부식을 발생시킨다.  구리성분의 존재도 denting을 가속시키

는 요인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 

Alloy 600의 pitting 역시 chloride, oxygen, Cu 성분이 존재하는 환경에서 잘 발생

하는 부식기구이다. 국내 원전의 경우 고리 1호기 발전소에서 심한 Pitting 부식

을 경험한 사례가 있는데 그 요인은 chloride, oxygen, Cu의 조합인 것으로 밝혀

진 바 있다. 

최근 2차계통의 주 부식기구는 TTS와 TSP에서 주로 발생하는 IGA/IGSCC이며 

이 둘은 거의 동시에 발생하나 IGA가 더 일반적으로 발견된다. 손상관 인출검사 

결과 관 표면에서 sodium, potassium, calcium, phosphorus, sulfur, aluminum, 

chloride등이 발견되었으며(Airey and Pement, 1982), iron, copper, lead, zinc, 

magnesium, silicon 등이 발견되기도 하였다.[3] (Frye, 1987)

특히 lead는 mill annealed(MA) alloy 600 뿐 아니라 thermally treated(TT) alloy 600,  

alloy 690 TT에서도 균열을 일으킨다고 보고되어 있다.[4,5]  lead의 유입원은 아

래와 같으며 그중 turbine의 bearing과 seal 등이 주 요인이다.[6]  

   - 납망치 자국(Metallic streaks left by use of lead mallets)

   - 2차 계통수(Plant makeup water)

   - 복수기 누설(Condenser lea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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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급수 계통의 동합금(Copper alloys in the feed streams)

   - 윤활제(Greases & lubricants)

   - 기 장치 또는 가스켓(Seals & gaskets)

   - 윤활성 합금(Babbit alloys)

   - 방청제(Preservatives & paints)

   - 표시용 연필자국(Marking pencils)

   - 합성수지 속의 Pb성분(Lead chromate tinting in polyethylene

     wrapping materials)

   - pipe용 용접제(Brazes & Solder used on pipes)

   - 방사선 방호재료(Radiation shielding materials)

3. 부식 손상 유형

그림 2-4는 증기발생기 전열관의 관막음(부식유형) 요인을 시기별로 조사한 자료

이다. 1970년대 말까지는 wastage가 주된 부식요인이었으나 그 이후로는 응력부

식균열이 주된 요인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가. PWSCC

  높은 인장 잔류응력을 가진 관의 내면에서 생기는 균열이다. PWSCC는 소곡관 

U-bend(inner row or small bend radius)와 TTS 및 dent가 있는 지역에서 발생하며 

고온관 부(hot leg)에서 주로 발생하나 저온관(Cold leg)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

다. 

나. Wastage(Thinning)

Phosphate 처리를 한 증기발생기의 고온관의 슬러지가 쌓인 TTS 부위에서 주로 

발생하나 관과 관판 사이의 틈새나 TSP부근에서도 관찰되기도 한다.  CE형 증기

발생기인 경우 AVB의 소 곡관부에서 발생하기도 한다.

다. 

다. Den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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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강 TSP에 부식생성물(Magnetite)이 축적되어 관이 소성 변형된 부분에 나타

나는 결함이며 주로 고온관 측의 하부 TSP 부근에서 많이 발생한다.

  

라. Intergranular Stress Corrosion Cracking(IGSCC) and Intergranular Attack(IGA)

재료가 인장응력을 받으면서 부식환경에 놓일 때 입계를 따라 균열이 전파하는 

SCC가 IGSCC이며 IGA 역시 입계부식이나 응력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 입계를 

따라 금속이 용출되는 형태의 부식이다. TTS 및 TSP의 슬러지가 쌓인 고온관 측

의 관 외면에서 발생한다. 

마. Pitting

슬러지 파일 속이나 구리(Copper)성분을 포함한 스케일 근처에서 관 외면에서 발

생하는 구멍 형태의 국부 부식이다. 고온관 측에서도 발견되는 경우가 있으나 대

부분의 경우 저온관 측에서 많이 발생하며 alloy 600 재료의 경우 100~200oC의 

그림 2-4 증기발생기 전열관 관막음 요인 분석. [7] (전세계 발전소 증기발생기 

대상-EPRI progress report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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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가 가장 민감한 온도구간이다. 

바. High cycle fatigue

냉각수의 흐름으로 인한 전열관 진동이 원인이며 증기발생기 상부의 관 지지 구

조물(AVB)지역에서 주로 발생한다. 

사. Fretting (Wear)

 관이 진동하면서 지지구조물과 계속 마찰할 경우 외면이 마모되는 형상의 결함

이다. U-bend 지역에서 주로 발생하나 저온관측의 1단 또는 2단 TSP 부근에서도 

발생한다. 

아. Erosion-corrosion

부식성 환경에서 액체 또는 고체 입자가 관 표면에 부딪혀 생기는 부식손상이다.

자. Corrosion fatigue 

부식과 피로가 합쳐진 형태의 열화기구이다. Once through SG의 상부관지지판의 

2차측 표면에서 주로 발견된다. 

차. Low temperature PWSCC

Once through SG 형식의 Three mile island unit 1 (TMI-1)의 경우 관지지판의 용

접 열영향부에서 발생한 균열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러나 이 경우는 sodium 

thiosulfate가 유입되었고 오랜 정지 기간으로 인한 특수한 부식 사례이다.   

4. 부식 기구 및 파괴형식

가. PWSCC

Coriou는 alloy 600이 350oC의 순수한 물속에서 균열이 보인다고 1959년에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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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하였다.[8]  이 현상이 재현됨을 확인하고 그 기구를 이해 하고자 하는 노력

이 1966년까지 계속되었다. 1973년에 이르러서는 PWSCC에 대해 응력, 온도, pH, 

전위(electrochemical potential) 열처리 상태 및 합금조성에 관점에서 연구한 결과 

아래의 세 조건이 존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IGSCC임을 알게 되었다. 

-높은 인장응력

-입계탄화물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재료

-높은 온도  

1971년 Obrigheim 발전소 증기발생기 고온관에서 발견된 균열이 최초로 보고된 

현장 PWSCC이다. 

1994년 기준으로  최소 61개 발전소에서 확관부에서 PWSCC를 경험하였으며, 32

개 발전소에서 U-bend PWSCC, 5개의 발전소에서 dent가 있는 지역에서 PWSCC

를 경험하였다. 대부분의 경우 고온관 측에서 발생하나 일부 발전소 경우 저온관

에서도 발견된 사례가 있다. 

재료의 관점에서 보면 주로 저온 소둔 (low temperature mill annealing, LTMA)한 

alloy 600인 경우 1~10 EFPY(effective full power year)에 발견되며 고온 소둔( 

HTMA)재료에서는 10 EFPY이후에 발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Alloy 

600 HTMA를 폭발확관 방식으로 고정한 일부 국내 원전의 경우 가동 후 짧게는 

3년에서 7년 사이에 원주방향 응력부식균열이 발생하고 있다. 

U-bend 지역의 PWSCC는 대부분 관 축방향 균열(axial crack) 이며 기계식 확관관

의 경우 대부분이 축균열이다. 프랑스 발전소의 kiss roll 확관관의 경우 슬러지 

퇴적부위에 원주방향의 균열(circumferential crack)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이래 그림 2-5는 국내 원전에서 발견된 균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1) 응력 및 온도의 영향

PWSCC 손상속도는 응력의 네 제곱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Damage rate of PWSCC ∝ σ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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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WSCC는 아래와 같은 Arrhenius 관계의 열활성화 과정 (thermally activated 

process)이다. 

             Damage rate of PWSCC ∝ e -Q/RT

Q; 활성화에너지, R; 기체상수, T:온도

여기서 활성화에너지는 실험실 연구 및 현장자료 분석결과 약 50 kcal/mole인 것

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근거하여 고온관 온도를 낮추는 운전법을 택하여 균열발

생을 줄이기도 한다. 

   (2) 미세조직의 영향

alloy 600의 입계 탄화물이 적은 재료에서 균열이 잘 발생한다. 이를 위해 전열관

을 제조할 때 입계탄화물을 생성시키는 열처리를 한다. 

 

나. Wastage 

인산염 용액이 농축하는 유체흐름이 적은 지역(TTS, TSP, 소 반경의 U-bend지역 

등)의 관 외면에서 주로 발생한다. 

다. Denting

그림 2-5 관판 상단(TTSP)에 발견된 PWSCC의 전형적인 모습[9]
 

Kiss rollKiss roll

Roll transitionRoll transition

Hard rollHard roll

Inner sideInner side Outer sideOuter side

PWSCC

~ 19 mm Roll transition

Kiss roll

22.60 mm

~
 6

 m
m

Hard roll

#1
#5#6

4.56mm
4.0mm3.89mm



- 18 -

  Phosphate에서 AVT로 2차계통 수처리를 변경한 직후인 1975년에 TSP 지역에

서 alloy 600의 denting이 처음으로 보고되었다. Denting은 관주위에서의 산화물 

성장으로 인해 관의 단면이 원형을 유지하지 못하는 상태를 일컫는다.  이 손상

기구는 1976년부터 1980년까지 전열관 관막음의 주 인자로 작용하였으며 최근에

는 심각한 정도는 아니나 2차 계통으로의 누설이 있거나 alloy 600 MA 재료를 

사용하는 발전소에서는 아직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부식형태이다. 

복수기 누설등으로 2차 계통에 염화물이 침입하고 그것이 관과 지지판 사이에 

농축할 경우 산성분위기를 만들고 산소가 존재하게 되면 탄소강 관지지판의 부

식이 급속히 증가하여 기지금속 부피의 2배가 넘는 다공성의 magnetite가 생성된

다. 탄소강의 부식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틈새의 과열정도(degree of super 

heat), 2차 계통수 내의 염화물 및 산소농도이다. 구리 산화물이나 구리 이온등도 

용액에 산소를 공급하는 인자가 된다. Sulfate도 염화물과 마찬가지로 탄소강의 

부식을 촉진시키는 인자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장 심각한 Denting을 보이는 발전소를 Westinghouse사와 CE사의 재 순환형

(RSGs)증기발생기의 고온관측 TTS 부위로서 바닷물을 복수기 냉각수로 사용하는 

경우에 더 심각하다.  Phosphate 처리를 하는 발전소의 경우 틈새가 염기성으로 

유지되므로 Denting이 잘 발생하지 않는다. 

Denting은 PWSCC나 ODSCC와 같이 시간에 따라 점증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

며 (긴 기간동안 발생하는 과정이 아니라) 짧은 순간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Denting을 경험한 발전소는 한 두가지의 대처방안을 적용하여 개시와 전파는 효

과적으로 억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acid chloride를 함유한 해수에 노출되는 경

우 denting이 매우 빠른 시간에 발생하며(20 ppb acid chloride: 2.5 years) 중성염

(neutral salt)를 함유한 경우에는 아주 긴 시간에(20 ppb neutral chloride: 50 years)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라. IGSCC/IGA

Alloy 600의 2차측 IGSCC 및 IGA는 1970년대 초에 처음으로 현장에서 보고된 

이후로 가장 심각한 부식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담수 냉각발전소에서 이 문제가 

많이 발견되었으며 바닷물 냉각수를 쓰는 발전소의 경우에는 오히려 더 적게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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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하였다. 

IGSCC 부식의 요인은 특정지역에 냉각수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여 국부비등이 

일어나 농축되는 불순물, 응력, 재료, 온도 등이다. IGA도 비슷한 형태의 부식이

나 응력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한다는 면에서 다르다. 그러나 응력이 IGA

를 조장하는 경향도 있다.

 

IGSCC와 IGA부식의 차이점을 아래 그림 2-6에서 표시하였다. IGSCC는 주 균열 

몇 개와 가지를 친 2차 균열의 혼합 형태이며 IGA는 관 표면의 모든 입자들이 

균일하게 공격된 모습을 보인다. 

IGSCC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2차 계통의 불순물을 아래의 요인에 의해 크게 다

른 분포를 보인다.

-Crevice geometry variables

-Cooling water type(fresh, brackish, sea)

-Secondary plant materials(presence of copper)

-Condenser leakage history

-Air leakage history

-Water treatment history

-Plant attentions to secondary side chemistry

-Type of application history of remedial measures.

그림 2-6 입계부식(IGA)와 입계응력부식균열(IGSCC)의 형상 비교[10]

입계부식(IGA 입계응력부식균열(IGS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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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현장에서의 전열관 인출검사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Tube sheet IGA/IGSCC

부분 확관한 Westinghouse type의 고온관측 TTS의 틈새 부근에서 주로 발생하며 

틈새의 염기성 분위기 및 잔류응력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Sludge pile IGA/IGSCC

슬러지가 쌓여 국부건조(dryout)와 증기로 인한 국부지역의 용액흐름 차단(steam 

blanketing)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슬러지가 축적된 경우에 발생한다. TTS지역에서 

1994년 현재 전 세계적으로 최소한 59개(미국 26개)발전소와 TSP 지역의 경우, 

51개 발전소에서 IGA/IGSCC를 경험하고 있다.  

 

IGA/IGSCC는 thermally treated(TT)재료에서는 잘 발생하지 않으나 HTMA와 

LTMA처리된 재료 모두에서 발생하는 부식이다.  320oC의 10% NaOH 수용액 환

경은 Alloy 600 재료의 IGA를 잘 일으키는 조건으로 알려져 있으며 700oC에서 

열처리를 한 재료의 경우 IGA/IGSCC가 현저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최근(2006년)에 수행하고 있는 국내원전 고리 1호기 퇴역증기 발생기(retired 

steam generator)에서 인출한 관 외면에서는 축균열이 슬러지파일 상부까지 존재

하며 상당히 많은 원주균열이 TTS부근에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마. Pitting

국부적인 부식(local corrosion cell)으로 인해 관 외벽에 구멍이 뚫리는 형태의 부

식으로서 저온관측의 관판 상단 슬러지 파일이 쌓인 곳에서 주로 발생하며 

chloride나 sulfate acid가 존재하는 환경이 주요인이다.   복수기 누설로 인한 해수 

가 유입되는 경우, 또는 수 처리시설의 bead, resin 입자가 누설되거나 이온 교환

장치의 재생 화학 약품(regeneration chemicals)이 누설되는 경우, 틈새에 국부적인 

산성환경을 조장하게 되고 이로 인해 과정에서 pitting이 발생한다. 산소의 유입이

나 구리의 존재로 인한 재료의 부식전위상승도 pitting을 조장하는 요인이 된다.  

국부적인 소성 가공 지역, 금속 탄화물, 황화물이나 게재물 존재위치 또는 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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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표면에 드러난 곳 등이 pitting의 개시점이 된다. pitting 부식의 정도는 aspect 

ratio(결함깊이/결함입구폭)로 파단하는데 표면에 작은 구멍형태의 결함이라도 그 

깊이가 매우 깊거나 내부의 구멍 지름이 매우 커 큰 aspect ratio를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pit 내부는 크롬 산화물이나 황화물 또는 구리 산화물로 채워져 있으

며 pit 뿌리에는 IGA가 발달하는 경우도 많다. 그림 2-7은 발전소에서 사용중이

던 관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pit 형태의 부식을 보여주고 있다.    

 

Pit가 일단 발생하면 그 성장속도는 일반적으로는 한주기 운전기간 동안 관 두께

의 약 10%까지 성장하는 정도이나 최대 50%까지 급속히 성장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깊이가 깊고 부피가 적은 결함은 잘 알려진 leak before break*의 특성을 

보이므로 발전소 안전운전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Laskowski and Hudson 

1986) 

leak before break(LBB)*: 압력을 받는 구조물은 그 표면에 생성된 균열등의 결함

으로 인해 급격한 파단으로 이르기 전에 압력의 강

하(냉각수 누설)과정을 보인다는 개념 

Pitting을 줄이기 위해 운전중에 조치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해수등을 사용하는 

그림 2-7 전형적인 pitting부식의 모습(발전소 인출시편)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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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기의 누설을 최소화하고, 이온교환수지, resin의 누설을 줄이며, heat up-cool 

down 시간을 최소화하고, 슬러지 파일을 제거하는 등의 방법이 있는데 이는 

denting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과 유사하다.  2차 계통내에서 Cu 성분금속을 줄이

는 것은 운전 전에 설계상으로 조치할 내용이다. 

바. High cycle fatigue

High cycle fatigue의 전형적인 사례로서 1987년 7월15일 미국 North Anna unit 1

발전소 증기발생기의 저온관측 관에서 360도 둘레에 걸친 관 파단(complete 

360-degree break)이 일어난 일이 있었는데 아래와 같은 요인이 있었던 적으로 분

석되었다. [12]

-사고 관은 row 9번이었는데 그 주위에는 반진동봉(AVB)가 설치된 곳이 아니다.

-미약한 denting이 발견되었으며 이로 인해 높은 응력(Mean stress)이 관에 걸리게 

되었고 재료의 피로강도를 떨어뜨렸다.  

-불균일한 AVB를 사고관 주위에 설치하게 된 결과 냉각수의 국부적인 고 유속

을 유발하였다. 

-높은 진폭과 저하된 피로강도의 조합으로 인해 피로파괴에 이르렀다.

North Anna unit 1발전소의 관파단 사고 후에 미국원자력발전소 규제기관(U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USNRC)은 TSP부근의 denting 여부와 국부적으로 

유속이 빨라 피로파괴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발전소에 대한 정 검사를 지시

한 바 있다.[12]

  

잘 절치된 TSP 구조물인 경우 U-bend지역을 제외하고는 High cycle fatigue가 일

어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 Fretting

Fretting, wear and thinning은 넓게는 기계적 열화과정으로서 관판과 관지지구조물

(TSP, AVB)사이의 진동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정의되나 thinning은 유체유발

진동(Flow induced vibration)이 없는 곳에서 발생하므로 관 흔들림이 thinning을 일

으키는 요인이라고 정의하기는 어렵다. 경우에 따라서는 thinning이 순수한 

corrosion wastage만 있기도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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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tting, wear and thinning의 요인은 관과 지지구조물 사이의 간격, 냉각수의 흐

름, 형상, 산화막형상, 부식생성물의 축적 등 여러 가지이다. 그중 지속적인 면의 

마찰은 fretting을 초래하고 큰 폭의 진동은 wear를 유발한다. 진동과 부식의 혼합

작용이 지배적인 경우에는 thinning을 유발한다. 

국내원전에서의 Fretting 손상현황은 아래 그림 2-8과 같다. 

  

아. Erosion Corrosion

금속표면에 안정한 보호피막이 존재하는 경우, 고체입자들이 금속표면을 반복적

으로 부딪힐 때 금속이 떨어져나가게 된다. 입자의 크기나 형상, 경도등의 인자

와 부식 환경이 합쳐질 경우, 기계적 손상이 가속화 된다. 표면에 보호피막이 없

는 경우에는 단순한 금속의 마모(Erosion)만 일어나지만 이러한 erosion이 보호성 

피막을 떼어 내는 경우에는 부식(corrosion)에는 마모(erosion)이 가속화하는 것이

다. 주로 일방향 유로형 증기발생기(Once Through Steam Generator, OTSG)에서 발

생하는 부식형태이다.  아래 그림 2-9는 가동 중 발전소에서 발생한 erosion 

corrosion을 보여주는 사진이다.

그림 2-8 Fretting degradation history in SG tubes of Korean 
nuclear power pl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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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Corrosion Fatigue

OTSG의 상부 TSP나 상부 관판 바로 아래에서 주로 발생하는 부식형태이다. 관 

외벽에서 시작하여 내면으로 전파하는 입내 균열형태를 보이는데 부식요인은 농

축부식생성물과 반복진동이다. Westinghouse나 CE형 증기발생기에서는 이 형태의 

부식이 관찰된 사례가 없다. 

차. Low temperature PWSCC

1981년 three mile island(TMI-1) 발전소의 OTSG형의 증기발생기 관내면에서 응력

부식균열이 대규모로 발생하였다. 대부분의 균열은 원주방향이었으며 용접 열영

향부나 확관부위의 관판상단(TTS)지역에서 발생하였다. 결함지역아래 부위의 관

을 폭발확관하는 방식으로 보수하였으며 보수가 여의치 못한 관은 관막음

(Plugged)하였다.

  

B&W 사에서 제작한 OTSG형 증기발생기 관의 경우 예민화 열처리되어 입계에 

탄화물이 생성되어 있으며 관 제작과정에서 약간의 인장응력이 재료에 남아 있

어 산성분위기에 노출될 경우 SCC민감한 상태였다. 

카. Low cycle fatigue

발전소의 가열, 냉각, 출력증감에 따른 열응력이 Low cycle fatigue을 일으키는 요

인이 될 수 있으나 발전소 현장에서는 발견된 사례가 없다. 

그림 2-9 Feature of erosion corrosion on a SG 
tube[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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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은 증기발생기 전열관 내외면에서 발견되는 여러 가지 형태의 부식을 

도식적으로 표시한 그림이다.

5. 국내원전 증기발생기 전열관 인출검사 결과

한국원자력 연구원은 1989년에 처음으로 고리 1호기에서 pitting 부식으로 인한 

전열관 인출검사를 수행한 이래 2003년 영광 3호기에 이르기까지 8차례에 걸쳐 

총 17개 관에 대한 정  검사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내용은 표 2-2에 요약하였

다. 한편 2003년부터 2008년까지는 퇴역한 고리 1호기 증기발생기에서 총 91개의 

tube section에 대한 대규모 균열 정 분석 연구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그림 2-10 증기발생기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부식 기구

(S.S.Hwang, KAE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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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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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Summary of the inspection of the pulled tubes from korean nuclear power 

plants.
Plant Location, depth Location, depth

(Material) S/G,
H/C leg

Number (Non destructive
test)

(Destructive test)

A 1989.4 R26C38 TS+81mm,

(Alloy
600MA)

(KAERI,
B&W)

A cold (B&W) Pitting max. 64% TS+91mm, 72%

TS+96mm,

max. 95%

TS+150 mm

max. 83%

TS-15 mm

max. 94%

B 1990.5 R16C61 Pitting TS+0mm, 96% -

(Alloy
600TT)

(KAERI,
WH)

(KAERI) Circumferential
cracks in 1987

14 OD TG/IG Crack,
23%

4 axial, 19 mm
long in 1988

4 ID circum.crack,
14%

R17C64 Pitting TS+0mm, 81% -

(WH) ID and OD
Ci f ti l

OD circum. crack
10%3 axial, 15 mm

long in 1988
ID circum. crack, 12%

Sludge removal(chemical
cleaning, pressure pulse
cleaning), On line monitoring
system

Crack

Crack

R36C45 Pitting TS+19 mm, 99%

B Hot

Suppress the ingress of
impurities, Control of oxygen,
Sludge removal, Water chemistry
guide line, Database of the ECT
resultA cold R25C48 Pitting -

B cold R28C53 Pitting TS+155 mm, 90%

B hot

Inspection
year

Tube
identification

Type of
failure

Counter measures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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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Summary of the inspection of the pulled tubes from korean nuclear power 

plants.(cont.)

Plant Circum/Axial,
Multi/single,
Location, Depth,
Length

Circum/Axial,
Multi/single,
Location, Depth,
Length

(Material) S/G,
H/C leg

Number (Non destructive
test)

(Destructive test)

A 1992.11 A hot R11C45 PWSCC Cir, Single, TS-
2.8, - , -

Cir, Multi 1∼2 mm
band, TTS+0 mm,

-Stress relieving treatment,

(Alloy
600MA)

(KAERI) Axial, Multi,
TS+1.27mm,

-Shot peening,

 - , 8.9mm -Primary water temperature
reduction

TTS+198mm

44% , -
C 1994.11 Axial, multi -similar to French plants
(Alloy
600TT)

(Framatom
e)

∼ hard roll -0.3 ∼ 1.0 mm/year

max. 7.0 mm -A crack length based plugging
criterion
- Ni plating, sleeving,

Axial, multi 3 IGSCC, at the end of
hard roll,  93%, 5.88,

-Primary water temperature
reduction

∼ hard roll  65%, 2.93mm, 20%,
2.39mm

max. 7.1 mm

C Hot L02R45 PWSCC 2 IGSCC, at the top of
hard roll, 99%,
6.86mm & 9%, 0.39
mm

L04R33 PWSCC

B hot R25C29 Pitting & dent TTS-6∼
TTS+198mmPit and
IGSCC

B hot R16C35 PWSCC Axial, multi TTS-2∼
TTS+5 mm, -, 6.8mm

Inspection
Year

Tube
identification

Type of
failure

Counter measures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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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Summary of the inspection of the pulled tubes from korean nuclear power 

plants.(cont.)
Plant Circum/Axial,

Multi/single,
Location, Depth,
Length

Circum/Axial,
Multi/single,
Location, Depth,
Length

(Material) S/G,
H/C leg

Number (Non destructive
test)

(Destructive test)

A 1995.8 Axial, Multi(3
cracks), TTS+18∼

(Alloy
600MA)

(KAERI,
SNU)

max. 60%, 4.7 mm

Axial, Multi,
TS+65,

Axial, Multi(5
cracks), TTS+50∼

 - , 17mm max. 100%, 22 mm
C 1999.1 R2C39 No

defect(Reference
tube)

Axial, Single,-, 84%,
2.1mm

Sensitive material,

(alloy
600TT)

(KAERI) R13C34 Axial,
Multi(6ea), -

Axial, 7 cracks, 100%
TW, 5.28mm

10 liter/hour of Leak permission.

R4C30 Axial,
Multi(5ea), -

Axial, 5 cracks, 91%
TW, 6.15mm

Detail inspection on selective
area

D(UC4)
(alloy
600HTMA)

2003.2
(KAERI)

#2 Hot R14C38 PWSCC
Fatigue
Tube Rupture

Over expansion
at PSI

Axial Multiple
100% TW
TTS+3~TTS+75mm

Plugging

D(YG3)
(alloy
600HTMA)

2003.12
(KAERI)

#2 Hot R54C66 ODSCC Circum,Multi,
TTS+0,
25.3volts,21mm

OD Circum,Multi,
TTS+1.7~3mm,
100%,18mm
ID Circum,Multi,
TTS+2~TTT-4mm,
10%,-.
Dent(180um deep)

Survey on irregularity of
expansion region, Survey on dent
signal

R65C83 ODSCC Axial,Single,
TTS+0,
0.66volts,21mm

OD
IGA/IGSCC,Multi,
TTS+3~15mm,
28%,12mm
ID Circum,Multi,
TTS+-1mm, 5%,-.
Dent

Crevice flushing, TiO2 addition,
Control of dissolved oxygen,
Power reduction to 85%, Na/Cl
ratio control.

C hot PWSCC

A hot R27C34 ODSCC and
IGA

Axial, Single,
TS+20, - , 4mm

Inspection
Year

Tube
identification

Type of
failure

Counter measures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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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가동중 검사 기술

PWSCC의 경우 일반적인 bobbin coil ECT로는 발견하기 어려우며 축결함의 경우 

관통깊이가 관두께의 40%가 넘고 길이도 6.4mm(0.25inch)이상은 되어야 탐지가능

하다. 원주결함의 경우에는 같은 형상이라도 탐지하기 더욱 어려운 특성이 있다. 

8x1 pancake coil* 이나 rotating pancake coil 탐촉자를 사용할 경우 원주결함도 잘 

탐지할 수 있다. 

8x1 pancake coil* : 8개의 pancake coil이 관 주위로 배열되어 있으며 하나의 신호

를 발생시킴.

pancake coil 탐촉자는 50% 관통깊이와 약 3 mm(0.12 inch) 길이의결함도 찾아내

는 능력이 있으나 깊이측정의 정확도는 bobbin coil ECT에 비해 떨어진다. 

rotating pancake coil ECT는 8x1 pancake coil에 비해 좋은 탐지능을 보이며 축방

향 및 원주방향의 PWSCC가 존재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짧은 

원주균열은 축균열 사이에 존재할 경우 rotating pancake coil ECT로도 발견하기 

어려운데 이를 극복하는 기술로 초음파(ultrasonic) 검사기술이 도입되고 있다.  

Denting은 high frequency differential mode를 사용하는 bobbin coil ECT로 잘 발견

된다. 그러나 관 둘레전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bobbin coil의 특성상 국부적

인 손상인 dent의 결함깊이를 평가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 SCC가 존재하는 지역

의 dent도 판별하기 어려우며 관 외면의 자기장 변화나 dent로 인한 관 변형까지 

존재할 때는 결함평가가 더욱 어렵게 된다.

 

IGA/IGSCC는 일반적인 다중 주파수(multifrequency) bobbin coil ECT로는 잘 검출

되지 않아 rotating pancake coil과 같은 기술을 적용한다. 

Pitting의 경우 일반적으로 전기전도도가 좋은 구리 성분이 표면에 붙어 있어 결

함을 구별하는데 어려운 경우 mixing 기술을 이용하여 구리성분을 분리해 내고 

결함정보를 찾아낸다. 

High cycle fatigue결함은 성장 속도가 빨라 비파괴 검사법이 효과적 결함관리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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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 사용되기 어렵다. 

Fretting은 일반적인 비파괴검사법으로 비교적 쉽게 검출되는 결함이다.  최근에

는 비교적 정교한 ECT기법이 개발되어 결함의 개시와 성장을 잘 관찰 할 수 있

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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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PWR 증기발생기 부식대처 및 보수 방안

1. 부식저감 방안

가. 2차 계통 수화학 조절

2차 계통수에 유입되는 불순물은 전열관 부식의 주 인자중의 하나이다. 많은 발

전소에서 복수기관 손상으로 인한 누설을 방지하기 위해 구리 합금(admiralty  

brass)의 복수기관 재료를 Ti재료로 교체하고 있다. 그러나 Ti 합금의 복수기관 

재료도 고주기피로, 수소취성의 문제가 있으며 손상된 터빈조각등의 loose part가 

낙하하여 손상을 입는 경우가 있다.  

 

Condensate polisher를 이용하여 2차 계통수 중의 유기물이나 이온성 불순물을 제

거하는 노력도 기울인다. 2차 계통의 배관재질(70/30 Cu/Ni, 90/10 Cu/Ni)에 함유

된 Cu성분은 denting이나 pitting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부식 촉진원소이므로 스테

인레스강(Types 347, 304, 316)으로 교체되고 있다. 용존산소를 줄이고 공기의 유

입을 줄이는 것도 부식방지를 위해 필수적인 조치이다.   

나. 부식억제제의 첨가

AVT수처리는 가동조건에서 증발이 잘 일어나는 분자량이 작은 아민, 하이드라

진, 수산화암모늄을 사용하여 용액 중에 암모이나 질소, 수소의 양을 증가 시키

게 된다.  

이로 인해 pH가 상승하고 탄소강 배관의 erosion corrosion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AVT 화학제의 휘발성으로 인해 용액의 pH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계

속 보충해 주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하이드라진, 암모이나 대신에 다소 휘발성

이 적은 morpholine을 사용하여 erosion corrosion을 줄이고 부식생성물의 축적을 

줄일 수 있었다. 최근에 국내에서는 ETA 수처리를 채택하고 있다. 

실험실 연구결과 붕산수가 염기성 환경에서 IGA 및 IGSCC개시를 억제하는 효과

가 있고 IGSCC의 성장속도도 1/8~1/10로 줄어든다는 연구결과가 있다.[14] 몇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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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발전소는 붕산수와 morpholine을 혼합하여 2차 계통수에 넣기도 하고 일본 

발전소의 경우 약 30%가 morpholine 없이 붕산수처리를 하여 운전하고 있다. 

다. 2차측 세정 처리

2차계통 세정처리의 목적은 (a)AVT처리 전환 후에 남은 잔류 인산염을 제거하

고, (b)슬러지, 불순물 및 슬러지 속의 부식생성물을 제거하며, (c)틈새환경을 중

성으로 만드는데 있다. 그 방법으로는 고압수를 이용하는 sludge lancing, pressure 

pulse cleaning등이 있다. 슬러지를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제거하기위해 

CECIL(Consolidate Edison Combined Inspection and Lancing system)을 사용하기도 

한다.   

라. Shot peening and roto peening

Shot peening and roto peening은 확관부위 관 내면에 PWSCC를 줄이기 위해 압축

잔류응력을 만드는 방안이다. 직경이 작은 금속, 세라믹, 유리 성분의 입자를 고

속으로 충돌시켜 수십 마이크론 깊이의 압축잔류응력 층을 만든다.  그러나 이 

방법은 균열예방을 위한 방법이며 이미 발생한 균열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마. U-bend부위의 잔류응력 제거 열처리

U-bend부위에 705oC에서 적어도 5분이상 열처리할 경우 PWSCC가 줄어드는 효

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열처리는 재료의 예민화(Cr depletion at grain 

boundary->Sensitization to IGSCC) 를 초래할 수 있어 현장에서 적용하기에는 어

려움이 있다. 다만 탄소함량이 적은 재료나 미리 열처리 (thermally treated at 

700oC, 10 hours)한 alloy 600, 690재료에는 적용하는데 무리가 없다. 

바. 고온관측 온도 감소운전

고온관측 온도를 약 10oC 낮추어 운전하는 방법으로 출력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

을 수있으나 균열 진전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다. 

전열관에 발생하는 각 유형별 손상발생기구과 교체된 증기발생기에서의 개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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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을 요약하면 표 3-1과 같다.  

2. 보수 방안

관에 결함이 발생하면 운전허용 범위 안에 있는 크기인지 판단하거나, 관의 양끝

을 막고 더 이상 사용하지 않거나(Plugged), 또는 결하부위를 덧대기(sleeved)하여 

계속 사용하는 등의 세 가지 조치 중 한 가지를 취하게 된다.

가. 결함 허용 기준(Flaw acceptance criteria)

허용 가능한 결함크기에 관한 규정은 USNRC의 regulatory guide 1.121이다. 이에 

따르면 관통결함이 가동중에 79l/hr(0.35 gpm) 이하의 누설속도를 보이는 것은 허

용한 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관 두께의 40%를 침투한 결함은 재 가동 전

에 보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결함의 유형에 관계없이 적용된

다. 그러나 차기운전 기간 동안의 결함선장속도를 파악하거나 부식억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결함의 생성/성장기구를 알아야 하는 것이다.

결함허용기준은 비파괴검사 오차 및 다음 한 주기 동안의 결함성장 예측속도를 

감안하여 정한다. 벨기에의 경우 11~14 mm 까지의 관통 축결함도 보수없이 계속 

운전 가능한 미량이 누설만 보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원주결함의 경우 

15~18mm까지 허용하고 있다. 

나. 관막음(Plugging)

1980년대 초기까지는 허용 불가능한 결함관에 대한 보수법으로 관막음(Plugging)

이 유일한 대안이었다. 초기에 alloy 600으로 된 plug를 사용하였으나 최근에는 

alloy 690을 사용하고 있다. 이 플러그에 과도한 잔류응력이 남을 경우 PWSCC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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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유형별 손상발생기구과 교체된 증기발생기에서의 개선 사항

Mechanism
Mitigation of damage in existing

tubesa

Improvements in
new/replacement steam

generators

Primary side
SCC

Rotopeening or shot peeing
toreduce residual stresses, relieving
of the Ubends,and control of the
denting problem

Alloy 690 tubes with an optimum
microstructure and a maximum
yield strength of about 380
Mpa(55ksi), little or no residual
stresses.

Secondary Side
Defects:
Intergranular
stress corrosion
cracking
intergranular
attack

Control of the alkaline
impurities,chlorides,sulfates;flush
tubesheet crevices; use of hot
soak, sludge lancing,andchemical
clening;neutralization of crevice
alkalinity;addition of boric acid;.and
fulldepth roll expansion of tubes to
eliminate crevices.

Alloy 690 tubes with an optimum
microstructure,no tubesheet
crevices,improved access for
lancing and aleaning,and flow
patterns that minimize sludge
accumulation.

Pitting Elimination of condenser leakages
and ingress of
air/oxygen,chlorides,and
sulfates;removal of copper from the
feedwater train.

Titanium or stainless steel
condnser tubes,no copper alloys
in the feed train, and corrosion
resistant tube
materials(Alloy690).

Denting Elimination of condenser leakages
and ingress of air/oxygen,chlorides,
and chlorides; use of hot
soaks;removal of copper from the
feedwater train.

Strict water chemistry controls,
stainless steel suppoort
structures,support plates that
preclude stagnant water in the
annuli,and titanium condenser
tubes.

Wastage Use of AVT water chemistry;
elimination of hideout chemical
concentrations;use of sludge
lancing,chemical cleaning,hot
soaks,and hot blowdowns and
flushing;preclusion of resin ingress.

Flow patterns that minimize
hideout and chemical
concentrations and sludge
formation;improved access for
cleaning;increased blowdown
capacity.

High Cycle
Fatigue and in
RSGsFretting

- Additional antivibration bars
(AVBs) and insertion of the AVBs
deeper into the bundle; minimum
tubeto AVB clearances and wear
matching of the AVBs to the
tubes.

Erosioncorrosio
n and corrosion
fatigue in
OTSGs

Control of the chemistry and
entrained solid particle content of
the secondary side coolant.

-

a.Repair generlly consists of plugging or sleeving with various new expansion joints in
tubesheet region. Various size sleeves and minisleeves have been 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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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Sleeving

관판 하단에서 결함이 주로 발생하는 확관부 상단의 슬러지 파일이 존재하는 위

치까지 관 내면에 덧대기를 하여 결함관을 재생하여 쓰는 방법이다. 알반적으로 

관 재료 보다 내식성이 우수한 alloy 690재료를 사용한다. 1차 계통의 운전온도가 

낮을 경우에는 sleeve상부에 누설이 허용되는 수압확관 방식을 채택하고 온도가 

327oC 부근으로 높을 경우에는 누설이 허용되지 않는 brazing 또는 welding형식을 

채택한다.

라. Ni Plating

PWSCC 결함 부위를 깨끗이 녹여낸 뒤, 약 200 um(8 mils) 두께의 Ni을 도금하여 

1차 냉각수의 누설을 막고 결함의 성장을 억제하며 새로운 결함의 생성도 막는 

방안이다. 이 보수법의 장점은 유발 잔류응력의 낮으며, 후속열처리가 필요하지 

않고, 일직선의 관이면 어느 곳이나 적용 가능하고, 도금한 윗 부분에 추가의 결

함이 발생할 경우 보수 가능하다. 또한 필요한 경우 관에 손상을 주지 않고 벗겨

낼 수 있는 보수방안이다. 

그러나 Ni이 자성을 띠어 일반적인 ECT법으로는 이 도금층 부위를 검사할 수 

없다는 큰 단점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개선된 초음파 검사법이 개발되

기도 하였으며 pulsed magnetic saturation eddy current 기술이 사용될 수도 있다. 

1985년 91개 관에 최초로 적용된 바 있으며 여러 현장조건에서의 연구를 바탕으

로 1988에 벨기에의  Doel 2, Doel 3 발전소에 적용되었다. 

표 3-2는 기존의 기계식 sleeving과 비교한 Ni plating의 장단점을 언급한 자료이

다.[15]  Ni plating은 PWSCC를 보수하기 위한 기술이며, 보수 후 전력감소나 압

력감소없이 운전할 수 있으며 기하학 적 제한없이 관 전제에 적용가능하다.  보

수후 UT방법으로 관에서의 결함 검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그 효율을 아직 명

확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5에 PWSCC 보수 방안으로서의 Ni 

plating에 대하여 요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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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기존의 기계식 sleeving과 비교한 Ni plating의 장단점[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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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PWSCC 보수 방안으로서의 Ni plating 요약(Framatome)[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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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증기발생기 교체

관막음이나 다수관의 슬리빙으로 인해 발전소 출력이 떨어질 경우 기존의 관 지

지구조물을 그대로 둔 채 관만 교체하거나, 증기발생기 전체를 교체하거나, 증기

발생기 하부 조립체를 교체하는 방안이 있다. 첫 번째 방법은 2~3년이 공기가 필

요한데 이는 발전소 중지에 따른 손실보다 크므로 채택하지 않는다.   

전 세계적으로 보아 Surry-2가 1980에 최초로 교체된 이래 2007년 현재 75개 발

전소에서 증기발생기를 교체하였는데 모든 증기발생기가 alloy 600 MA 전열관을 

사용하던 것이며 대부분이 alloy 690TT을 새 전열관 재료로 채택하였다.[7] alloy 

600 MA 전열관을 사용하고 있는 다른 13개 발전소도 교체를 계획하고 있다. 교

체되기 전 7년~31년간의 운전을 하였고 이는 3.6~ 25.7 EFPY(Effective full power 

year)에 해당한다. 교체공사기간은 17~ 420일까지 소요되었으며 방사능 피폭량은 

1인당 1 ~ 2152 Man-rem 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교체비용은 37~ 290 million 

dollars이다.

 

교체된 증기발생기에는 PWSCC/IGSCC에 저항적인 Alloy 690TT 재료를 사용한 

것 외에 확관절차도 개선하여 잔류응력을 최소화하였으며, denting을 줄이기 위해 

12% Cr이 함유된 type 409, 405 stainless steel재료를 사용하며, 좋은 냉각수 유로

를 확보하기 위하여 quatrefoil/trefoil 형태의 TSP를 채택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8년에 고리 1호기의 2개 증기발생기를 교체하였다. 교체전 

운전 이력 정보를 요약하면 아래 표 6과 같다. 교체한 증기발생기의 사양은 표 

3-4와 같다.  

○ 상업운전: 1978.4.29
○ 증기발생기 교체 공사기간: 1998년 6월 20일 ~ 8월 26일
○ 증기발생기 교체를 위한 O/H 직전까지의 EFPD는 5336.7 EFPD로서 EFPY로는 

14.62EFPY에 해당

표 3-4. 교체된 고리 1호기 증기발생기 사양[16]

SG 
유형

전열관 사양
관판

(Tubesheet)
관지재대

(Tube support plate)
반진동봉

(AVB)
WH 
Delta 
60

-Alloy 690T
-0.75 inch(22.23 mm 
OD)

-SA 508 Class 3
-25.12 inch(638mm)thick
-0,757 inch (19.23mm) hole

-type 405 SS
-7 set(H/C 각각)
-Quastrefoil

-type 405
-직사각형 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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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4개

-0.044/0/043 inch 
thick
-삼각배열

-Full depth hydraulic 
expansion
-Cladded with Alloy 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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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전열관 건전성 평가 연구 

  증기발생기(steam generator, S/G)는 원자력발전소의 1,2차 계통의 압력경계를 이

루는 중요한 부품으로서 전열관이 파손되면 방사능 물질이 환경으로 유출될 가

능성이 있게된다.  따라서 관두께 1mm 내외의 S/G 전열관의 건전성은 안전운전

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모든 전열관은 균열이나 그 

외의 결함이 없어야 하나 한 발전소에서 만도 여러 가지 형태의 결함이 발견되

고 있으며 이는 재료와 환경 및 기계 구조적인 면에서 피할 수 없는 사항이기도 

하다. 결과적으로 전세계 발전소의 약 절반이 plugging이나 sleeving의 보수방법으

로 관의 결함에 대한 사후 대처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실정이다. 

  S/G 전열관의 누설로 인해 발전소의 가동이 불시정지 될 경우 전력의 생산 면

에서의 어려움 뿐 아니라 짧은 시간에 정비해야 하는 어려움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크다. 표 4-1은 1989년부터 1996년까지 있었던 11차례의 전열관의 

누설로 인해 불시 정지된 사례들을 정리한 것이다.[17]

  전열관의 파단은 응력부식균열, 고주기피로, loose part wear, wastage등의 여러 

부식기구에 의해 발생한다.  이 중 최대누설양을 보인 경우는 1982년에 Ginna-2

에서 일어난 관파열 사고로서 약 760 gallon/minute를 나타내었다. 경우에 따라서

는 운전자가 관 파열사고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늦게 파악한 경우도 있었으며 출

력을 낮추고 냉각수가 증기발생기로 들어가지 않게 하는 조치를 너무 늦게 내린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증기발생기 전열관에 관련한 사고는 시기 적절한 검사와 관막음

(plugging)이나 관재생(sleeving)등의 보수를 하면 현저하게 줄일 수 있다. 이를 위

해서 대부분의 증기발생기를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있으며 손상 관을 보수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시기 적절한 검사라는 것에 대한 정

확한 정의가 무엇인가라는 문제와 관이 어느 정도까지 결함을 보일 때까지 다음 

주기에 계속 사용 가능한 관으로 분류할 것이냐 하는 문제이다. 또한 증기발생기 

검사기준과 결함허용기준(fitness-for-service)이 나라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고 심지

어는 한 나라에서도 증기발생기에 따라 다른 기준을 갖고 있는 실정이다.[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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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비파괴검사장비가 여러 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불행하게도 가장 일

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와전류검사(eddy current bobbin and rotating pancake coil)

방법으로는 관심의 대상이 되는 초기결함의 발견 및 크기측정이 매우 어렵다.

 이러한 검출한계로 인해 비파괴방법으로 측정된 결함신호로부터 냉각수 누설 

양을 예측하는 일은 매우 어렵게 되는 것이다. 수년 전부터 이러한 한계를 극복

하기 위해 실험실적으로 결함을 만들고 이런 관으로부터의 냉각수 누설양 측정

실험을 통해 효과적인 관의 보수방안을 찾고자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18] 

이 절에서는 증기발생기 전열관을 이용한 누설 및 파열시험을 통해 누설허용운

전 기준(permitting leakage) 및 누설허용불가(prohibiting leakage) 운전기준에 관한 

연구현황을 파악하고 앞으로 수행되어야 할 과제들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1. 증기발생기 전열관 파단사례

  이 장에서는 현재까지 보고된 11차례의 관 파열사고에서의 냉각수 누설속도, 

손상기구, 파열크기 및 위치, 응력유발인자, 그리고 냉각수누설기간동안의 발전소 

운전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표 4-1에 정리한 전열관 파단사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본다. 

가. Point Beach unit 1

  1975년 2월 26일 Point Beach unit 1의 B증기발생기에서 28,200 liter/hour의 냉각

수 누설이 있었다. 관 파열의 요인은 wastage였으며 응력부식균열의 징후도 관찰

되었다. 파열부위의 길이는 38mm이었으며 비교적 균일하게 관 두께가 얇아져 있

었으며 아주 국부적인 연성파괴지역이 관찰되었다. 와전류 검사결과에 의하면 

ODSCC(out diameter stress corrosion cracking)의 흔적도 관찰되었다. 파열관의 위

치는 고온관측 관다발의 외곽 측이었으며 tubesheet 위 부분의 슬러지 내부였다. 

이 관은 파열되기 전에는 검사를 하지 않았다. 사고 후 비파괴 검사결과 관두께

의 60%이상이 깎여 나간 관이 127개로 조사되었다.

   

  1970년도부터 2차 계통수를 인산염처리하여 운전하다가 1974년에 all volatile 

treatment(AVT)로 바꾸어 운전하던 곳이었다.  많은 양의 슬러지가 초기의 인산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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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기간동안에 쌓였으며 AVT로 전환하고 1년 뒤인 1975년에 처음으로 슬러지

를  제거(sludge lancing) 했다. Sodium phosphate는 wastage를 일으켰으며 AVT로 

바뀐 후에 sodium hydroxide로 변환되어 관판(tubesheet)지역에 응력부식균열을 일

으키는 요인이 되었다. 슬러지 제거, 추가의 관 검사, 관두께 30%이상인 관에 대

한 관막음 등의 보수작업을 수행하였다.  

나. Surry unit 2

    1976년 9월 15일 Surry unit 2의 A증기발생기에서 75,000 liter/hour의 냉각수 

누설이 보고되었다. 관 파열의 원인은 Row 1 column 7의 U-bend 지역에서 발생

한 PWSCC이었는데 탄소강으로 된 관지지판에 생긴 부식생성물에 의한 높은 인

장응력이 그 요인이었다. 관지지판의 변형에 의해서 관이 내부로 16.5mm만큼의 

위치이동을 초래했으며 이것이 U-bend지역 관의 과도한 ovalization을 일으켜 관

의 정점부위에 높은 인장응력을 초래한 것이다. 관의 변형 심하고 균열을 가진 

관들은 flow slot의 중심부에 위치하였으며 이러한 균열은 그 당시의 비파괴검사

에 의해서는 검출되지 않은 것이었다. 

   사고가 발생한 뒤에 Surry 1 및 Surry 2는 물론 그와 유사한 발전소인 Turkey 

point 3,4 Indian point 2, San onofre 1증기발생기의 가장 안쪽(innermost) 관들을 

관막음하였다.  그리고 비파괴 검사를 보강하여 수행하게 되었는데 그 내용은 와

전류검사와 go/no-go gauging 검사를 관지지판에 대해서 수행한다는 것이었다. 그 

후에 이 발전소의 증기발생기는 교체되었는데 스테인레스강 재료로 된 관지지판

과 thermally treated alloy 600재료로된 전열관을 사용하였다. 

다. Doel Unit 2

    1979년 6월 25일 Belgium의 Doel Unit 2, B 증기발생기에서 30,600 liter/hour

의 냉각수 누설이 발생하였다. 전열관 파열의 이유는 제작당시의 과도한 굽힘

(ovalization)으로 야기된 과도한 잔류응력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결과 

R1C24관의 U-bend 정상부위에 비교적 긴 축방향 균열이 존재하였다. Row 1은 

가장 안쪽의 U-bend 부위로서 반경이 가장 작은 관이다. 여러 가지 크기의 금속

구를 넣어서 측정해본 관들의 내경은 공칭내경인 19.69mm보다 작은 18.21mm이

거나 그보다 작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사고 후 내경이 18.21mm 이하인 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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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모두 관막음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라. Prarie Island Unit 1

      1979년 10월 2일 Prarie Island Unit 1의 A 증기발생기에서 76,200 liter/hour

의 누설이 발생하였다. 관 파열의 원인은 loose part에 의한 마모(Wear)였다. 

216mm의 강철 코일 스프링이 손상관 주위에서 발견되었는데 스프링의 한쪽 끝

은 관판(tubesheet)과 flow blocking device사이에 끼어 있었다. 마모의 모습으로부

터 유추한 결과에 따르면 이 스프링이 가동중에 앞뒤로 계속해서 움직인 형태였

다.

  파단이 일어난 관은 R4C1의 고온관측이며관판  바로 위였다. 파단의 모습은  

길이가 38 mm인 물고기 입모양(fishmouth)이었다. 파단을  보인 관과 그 인접부

위의 유사한 wear 신호를 보인 관에 대해서 관막음을 수행하였다. 관 다발이 외

곽지역에서도 sludge lancing 장비에서 떨어진 조각으로 보이는 것들이 발견되어 

제거되었다.

마. Ginna Unit 1

    1982년 1월 25일 Ginna Unit 1의 B 증기발생기에서 174,000 liter/hour의 냉각

수 누설이 일어났다. 관 파열의 요인은 loose part에 의한 마모(Wear)였다. 1975년

에 있었던 증기발생기 개조작업 때 여러 가지 크기의 탄소강판등이  관판 상부

의 관다발 외부에 떨어졌다. 가장 큰 탄소강 조각은 두께가 12.7mm 폭이 106mm 

길이가 160mm나 되는 것이었다. 사고후에 취한 조치는 조각을 제거하는 일과 24

의 손상된  관을 제거하는 것이었으며 loose part monitoring 장치를 설치하는 등

의 품질관리 절차는 강화하였다. 

  이 사고후의 가장 중요한 조치는 USNRC가 Information notice No. 83-24 "Loose 

parts in the secondary side of steam generators at pressurized reactors"를 발표한 일

이다. 이 경고문에서 USNRC는 발전소 운영업자로 하여금 그 당시까지 4건의 전

열관 파단사고중 2건이 loose part에 의한 것임을 알리고 증기발생기로부터 이물

질(loosepart)를 제거하라고 촉구하였다. 또한 Generic letter 85-02 "Staff 

recommended Actions Stemming from NRC Integrated Program for Resolu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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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resolved Safety Issues Regarding Steam Generator Tube Integrity" PWR 운전 허가 

자들로 하여금 육안검사를 통해 관 외부에 이물질이 없는지 확인하라고 요구하

였다. Information Notice No. 88-06, “Foreign Objects in Steam Generators"에서는 

다시 한번 이 문제 관해 발전소 운영 사업자에게 경고한 바 있다.  

바. Fort Calhoun

    1984년 5월 16일 Fort Calhoun의 B 증기발생기에서 25,500 liter/hour의 냉각수 

누설이 있었다. Combustion Engineering RSG의 U-bend지역에서 발생한 ODSCC이 

그 요인이었다. 파단이 일어난 지역은 고온관 측은 수직 지지대(batwing)안에 있

는 scallop bar사이였다. Tube는 외곽으로부터 두 번째 원주방향 row인 Row84, 

column 29였다.

  한국형 표준원전의 기준이 되는 CE형 증기발생기의 AVB배치의 개략도를 그

림 4-1에 나타냈다.  두 개의 균열이 발견되었는데 하나는 32mm의 fishmouth 형

태의 파단을 보였으며 다른 하나는 6mm길이의 짧은 균열을 보였다. 파단 관을 

인출하여 검사한 결과 관두께 95%를 침투한 IGSCC형태의 균열을 가지고 있었

다. 관 주위의 부식생성물에 대한 분석결과 일부지역에서 염기성을 나타냈다. 

  사고후에 관으로부터의 누설을 초기에 감지하기 위해서 냉각수 시료를 좀더 

그림 4-1 CE type anti vibration bar 
arrangement[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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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고 정확하게 채취하고 더 자주 채취하는 조치를 취했다. 또한 관 파열응급조

치절차를 정  검토하게 되었으며 운 전원들에게 사고에 관련한 재교육을 실시

하였다. 복수기의 건전성과 2차계통 수질관리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

으며 끝으로 고온관측에 ODSCC를 보인 모든 관을 관막음 하였다. 

사. North Anna Unit 1

  1987년 7월 15일 North Anna Unit 1의 C 증기발생기에서 144,600 liter/hour의 

냉각수 누설이 있었다. 이 사고는 고주기 피로와 아래의 몇 가지 요인이 합쳐져

서 나타난 것으로 보고되었다. 

 - 사고관은 AVB 지지대가 없었다. 

 - 약간의 denting이 관지지판 위에서 발견되었다. 

 - 인접관의 AVB가 균일하게 끼워져 있지 않아 파단관 주위로 냉각수의 유속이 

매우 높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제작사양에 의하면 적어도 Row 11까지 AVB

가 끼워지도록 되어 있었는데 가장 깊은 것이 row 8까지 뿐이었으며 파단관은 

row 9이었다. 

 - 냉각수의 유속이 빠르고 AVB지지대가 없었던 이유로 인하여 상부 관지지판

위의 관중 U-bend 부분이 크게 변형되었다. 

 - 덴팅이 관벽에 높은 mean stress를 유발시켰는데 mean stress가 높으면 피로강

도가 낮아지게 된다. 

 -높은 진폭의 진동과 낮은 피로강도의 재질로 인한 피로파괴이다.

 

  사고후의 조치로는 downcomer flow resistance plates를 설치함으로써 국부적으로 

빠른 유속에 힘을 줄이는 작업을 하였다. 민감한 관에 대한 예방 관막음을 하였

으며 누설에 대한 면 한 관찰을 하는 조치를 하였다. 

  USNRC에서는 Bulletin 88-02 "Rapidly Propagating Fatigue Cracks in Steam 

Generator Tubes"를 발간하였으며 발전소 사업자들로 하여금 최상단 관지지판에 

denting의 징후가 있는지 최근의 비파괴검사자료를 검토하라는 요청을 하였다. 

아. McGuire Unit 1

 

  1989년 3월 7일 McGuire Unit 1의 B 증기발생기에서 114,000 liter/hour의 냉각

수 누설이 발생하였다. 관 파열의 원인은 ODSCC이었는데 이 균열은 관 외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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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이 0.025 mm이고 폭이 1 mm인 얕은 홈 내부에 여러 개의 원주방향 및 축방향

의 균열개시점이 관찰되는 특징이 있었으며 이 균열의 깊이는 관 두께의 30%이

었다. 축방향의 파단은 길이가 95mm이고 폭이 9.5 mm인 작은 fishmouth opening 

형태를 띄고 있었다. 파단위치는 R18C25관의 저온관의 관지지대 상단 710 mm 

위치였다. 

   Westinghouse의 긴급조치기준 (Emergency Response Guidelines)따라 증기발생기 

전열관 파열에 대하여 개발된 절차에 따른 조치가 취해졌다.  그 내용은 전열관

이 누설되고 있는 동안에는 safety injection flow path를 수동으로 축맞춤

(realighment)하는 절차를 없애는 것이었다.

자. Mihama Unit 2

 

  1991년 2월 9일 Mihama Unit 2의 A 증기발생기에서 156,000 liter/hour의 냉각수

가 누설되었다. 관 파열의 원인은 저온관측 R14C45관의 6번째 관지지판 상단에

서 발생한 고주기 피로였다. 이관은 관다발의 중앙에 위치하는 것이며 피로에 의

해 원주형 결함이 관둘레 전체(360도)에서 발생한 것이었다. 사고 이전에 관막음

된 주위의 관들도 변형되거나 굽어있었다. 덴팅이나 응력부식균열, IGA등의 기타 

결함신호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슬러지도 많이 쌓이지 않았다. 

  이 사고 이후에 일본에 있는 전 증기발생기에 AVB를 설치하였으며 필요에 따

라서는 교체를 한 부분도 있다. 또한 개선된 증기발생기 전열관 검사를 위한 연

구비가 책정되기도 하였고 불시사고를 대비한 운전이 개발되었다.   

차. Palo Verde Unit 2

   1993년 3월 14일 Palo Verde Unit 2의 2 증기발생기에서 156,000 liter/hour의 

냉각수가 누설되는 사고가 있었다. Combustion Engineering system 80 RSG의 free 

span 지역의 tube-to-tube crevice가 생기게 된 결과로 인하여 ODSCC가 발생하였

다. 파단이 일어난 위치는 8H와 9H 수평 지지대사이의 관 다발중 고온관 측으로

서 R117C144이다. 응력부식균열은 약 250mm의 축방향 균열이며 8H eggcrate 관 

지지판의 중앙 상부 약 760mm에서 시작된 것이었다. 대부분의 균열은 IGSCC였

으나 일부의 IGA는  10개 이상의 입자를 파고 들어간 것도 있었다. IGSCC의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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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 침투깊이는 70.2%이었는데 파단균열 100mm 아래에서는 98.2%까지 파고 들어

간 것도 있었다.  조사 후에 내린 결론에 따르면 관파단의 주된 요인은, (1)free 

span에 형성된 틈새, (2)caustic-sulfate의 2차계통수질 조건, (3) 파단관의 민감한 

미세조직, (4)스크래치로 인한 잔류응력등이었다. 

  발전소 운영업자인 Arizona public service company는 사고 후 몇 가지의 조치를 

취했는데 다음과 같다: resin을 유지하기 위해 condensate demineralizer를 수리하였

으며, 의심이 되는 관은 모두 관막음하였고 2차계통수에 보다 엄격한 몰비조절

(molar ratio)을 하였으며 resin 감시프로그램을 설치하였고, 증기발생기로의 철 성

분 유입을 줄였고, hydrazine 농도를 높이는 등의 조치를 하였다. 

카. Tihange 3

   1996년 7월 23일 Tihange 3호기의 증기발생기에서 40020 l/hour 의 냉각수 누

설이 보고되었는데 2차측에 있던 이물질에 의한 마모가 원인이었다. 발전소를 정

지한 수 인출하여 검사한 결과 35 mm이 축방향 파열이 확인되었으며 결함의 형

상도 마모임이 확인되었다.  이 사고로 파열된 관을 포함하여 주변의 관을 검사

하였고 그 결과 60 여개의 관을 예방관막음 하였다.

 

  위와 같은 관 파열사고 이외에도 약간의 누설을 보이기 시작한 초기 누설사고

가 표 4-2에서와 같이 보고되어 있다.[17]

표 4-2 Recent incipient steam generator tube rupture ev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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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울진 4호기 [10] 

울진 원자력 4호기는 2000년 1월 1일에 상업운전을 시작한 1,000 MWe 급 가압

경수로형(PWR)이며 증기발생기 수는 호기별 2개로 설계는 미국 CE (Combustion 

engineering)사의 system 80를 기준으로 하여 scale down 시킨 것이다. 울진 원자력 

4호기의 증기발생기는 두산중공업(주)(당시 한국중공업(주))이 제작하였으며, 사용

한 전열관 재료는 미국 B&W special metal사가 제조한 Alloy 600 HTMA(high 

temperature mill annealed)을 사용하였다.  전열관의 외경은 19.05 mm이고 두께는 

1.067mm로 증기발생기 당 8214개의 전열관이 설치되어 있다. 전열관을 관판

(tubesheet)에 고정시키기 위해 폭발확관법을 사용하였다.

  울진 4호기는 2002년 4월 5일 제 3차 계획예방정비를 하기 위하여 발전을 정

지하고 냉각하던 중 증기발생기 #2에서 4월 5일 18:46에 전열관 누설이 발생하였

다.  4월 8일 전열관 R14C38에서 누설이 확인되어 임시 관막음을 수행하였으며, 

누설로 인하여 방사능 오염된 2차측을 정화하였다.  한편 이 누설관 주위에는 

sludge가 퇴적되지 않은 상태였다. 누설이 일어난 R14C38 전열관에 대한 정 검

토에 의하면 아래 표 4-3에서 보는 것처럼 PSI 및 1차 ISI 시에는 Bobbin과 

MRPC를 수행하였으나 2차 ISI에서는 MRPC로 ECT를 수행하지 않고 Bobbin만 

수행하였다.

표 4-3  ECT 검사자료 정  검토 자료

검사일시 검사방법 검 사 결 과

‘98. 1. 7
(PSI)

MRPC
관판상단 2.5inch 이상까지 약 90° 정도 내경이 증가된 지시가 있음.
(관판상단 약 2.5 inch“까지만 검사됨)

Bobbin 관판 상단 2.85“까지 과확관(OXP) 지시가 있음

'00. 3. 13
(1차 ISI)

MRPC
관판상단 3.3 inch“까지 약 90°정도 관 내경이 증가된 지시가 있음.
(PSI와 동일한 신호)

Bobbin PSI 결과와 동일함.
'01. 2. 26
(2차 ISI)

MRPC Bobbin 검사결과 특이사항이 없어 MRPC 검사는 수행하지 않음.
Bobbin PSI 결과와 동일함.

  누설된 전열관(R14C38)의 내부를 Borescope로 관찰한 결과 관판상단 약 75mm 

지점에 원주방향의 균열이 확인되었으며, 손상관의 위부분에는 손상관과 위 방향

으로 약 10mm 이격이 있었다.  또한 관판 상단 약 3mm로부터 관판상단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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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mm 시점까지 상부 원주균열 부위와 연결된 축방향 균열이 확인되었으며, 관판

상단 약 3mm 지점과 약 10mm 지점에 축방향의 균열과 연결된 횡방향 균열전파

가 있음을 관찰하였다.(그림 4-2 참고) 

  전열관의 이러한 손상은 손상부위의 형태나 누적 운전연수가 짧다는 면에서 

해외 원전에서 유사 사례가 없다.  가동중에는 전혀 누설 흔적이 없이 가동중지 

중에 전열관이 파손되었음은 가동 중지 중에 1, 2차측 압력의 차이가 정상가동 

시의 압력차이보다 높은 순간이 존재하였거나, 이미 존재하여 성장을 하던 균열

이 이 순간에 이르러 파열된 것을 의미한다. 사건 경위를 시간대 별로 자세히 살

펴보면, 

  ▼ 4월 5일

    17 : 50 RCS 냉각시작 (RCS 온도 290℃, 가압기 158 kg/cm2 )

    18 : 33 가압기 수위감소 시작 (29.3%에서 급격감소)

    18 : 35 충전펌프 추가가동 (총유량 132 gpm/대당 용량 44gpm)

    18 : 38 가압기 저압력 안전주입 Reset (147kg/cm2)

    18 : 46 SG #2 취출 계통 방사능 경보 (3.12 MBq/m3)

            SG #2 격리조치 (MSIV, MSIVBV, MFIV, SG B/D)

    18 : 49 SI 펌프 수동작동 (RCS 압력; 103 kg/cm2, 온도; 288℃)

    19 : 00 SG #2 MSIVBPV 개방(SG #2 압력 82.3 → 72.7kg/cm2)

    19 : 02 SG #2 MSIVBPV 닫음.

▼ 4월 6일

    02 : 58 정지냉각계통 운전(RCS 온도 177 ℃)

    13 : 25 저온정지 도달 (RCS 온도 99℃, 가압기 27 kg/cm2)

  상기절차에서 보면 전열관이 손상되기 직전에 1, 2차측 압력차이가 정상가동 

온도에서의 압력차이 보다 높게 나타난 때가 없었다.  그러나 그림 4-1을 보면 

사건당일 오전 10시 30분에 SG #2에서 압력차가 증가한 (8.48 MPa -> 8.65 MPa)

시간대가 있다.

  한국원자력 연구원에서 누설이 발생된 전열관과 그 주위에 있는 전열관 두 개

를 (R15C37, R13C39)인출하여 파괴검사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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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파단 전열관의 양상을 나타낸 모식도 

                

울진 원자력 4호기의 증기발생기 #2에서 인출한 손상관, Hot leg R14C38 및 

인접관, Hot leg R15C37, R13C39 관을 검사한 결과 아래와 같은 결론을 얻었

다. 

○ 비 대칭적인 확관 과정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bulge가 TTS ~ 

TTS+75mm에 걸쳐 존재하여 높은 인장잔류응력을 초래함.

○ 확관 후 내부 세척과정에서 유발된 것으로 보이는 스크래치와 눌린 자국

이 축방향 균열을 따라 발견되었으며 이것이 균열의 개시와 연관된 것으

로 생각된다.

○ Bulge는 폭발확관 중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bulge 내부에 생성된 스

크래치나 눌린 자국은 폭발확관 후 bulge 내부에 잔류하는 이물질을 제거

하기 위한 세정작업 시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 

○ 축방향 균열의 주 손상기구는 체적성 결함과 부분적으로 연관된 일차  측 

응력부식균열(PWSCC)이다. 

○ 손상관의 미세조직은 탄화물 분포의 관점에서 전형적인 alloy 600 HT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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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을 보여 주었으며 열을 받아 예민화된 흔적은 없었다.  

○ 상부 원주파단은 축방향 균열의 전파에 이어진 피로파괴 형상이다. 

○ 하부 원주파단 부위는 축방향 균열과 일치하는 방향을 중심으로 원주방향

의 응력부식균열이 관두께 70%까지 침투하였다. 따라서 하부파단은 이미 

PWSCC가 발생한 상태에 있었다.

○ 균열전파 양상으로 보았을 때 축방향 균열이 먼저 벌어진 뒤 상부 원주파

단 부위가 절단되었다.

○ 축방향 균열길이 약 75 mm(순수 축균열 길이는 약 65 mm))는 PSI와 1차 

2차 ISI때 얻은 이상신호의 길이와 거의 같으므로 이 이상신호가 축방향 

균열의 개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 인출한 인접관에서는 특이한 결함이 관찰되지 않았으나 R13C39 관의외면 

TTS+80 mm 부근에서 80 mm에 걸쳐 마모된 흔적이 관찰되었다. 이것은 

파단과정에서 손상관(R14C38)의 진동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2. 각국에서의 규제기준

  전열관의 파열은 시기 적절한 검사를 통해 그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표 4-4

는 미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의 전열관 검사기준에 대해 언급한 것이다.  

나라별로 그 기준이 다른 이유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7]

 (1) 증기발생기의 구조가 다르고 사용된 전열관 재료가 다르다. 

 (2) 어떤 나라에서는 보수적인 fitness-for-service(acceptance) 기준을 설정하고 검

사회수를 적게 적용하는가하면 어떤 나라에서는 보다 엄격한 

fitness-for-service 기준을 적용하고 검사도 엄격하게 하기 때문이다. 

 (3) 검사빈도와 검사의 성능이 여러 결함이 새로 발생됨에 따라 발전하기 때문

에 나라별로 기준이 다르다.

  표 4-5는 현재 작용되고 있는 보수기준의 차이점들을 나타낸 것이다. 우리 나

라의 경우에는 발전소 유형에 따라서 미국이나 프랑스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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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6은 8개 국가에서 적용하고 있는 fitness-for-service기준을 나타낸 것인데 

검출되는 어떤 결함도 모두 보수하여야 한다고 하는 일본의 엄격한 기준과 일반

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관두께의 40%까지는 결함성장을 허용하는 여러 나라에서

의 작용 기준이 나타나 있다.  

가. ODSCC에 대한 미국의 대체보수기준

   미국에서는 관 지지 판에서의 2차측 IGSCC/IGA에 대한 대체보수기준을 설정

하고 있다. Trojan plant에서 발생한 대규모 IGSCC/IGA에 대처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관막음이나 보수해야할 관의 수를 줄이기 위해서 새로운 

fitness-for-service(보수기준)를 모색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bobbin coil 자

료와 관의 파열압 사이의 관계를 찾는 일부터 시작하였다. 이를 위해서 EPRI에

서는 여러 발전소의 인출전열관으로부터의 자료와 model boiler관으로부터의 자료

들을 모았다. 비파괴 검사는 관 인출전에 하였으며 파열시험은 상온에서 수행하

고 고온에서의 거동을 평가하기 위해 기계적 성질 감소를 고려하였다.  또한 다

음 가동주기에서의 결함의 성장을 평가하기 위해 6개 발전소의 자료들을 분석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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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Steam generator tubing inspection gudelines[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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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General information on repair criteria currently implemented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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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Fitness for service guidelines in eight countries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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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분석연구결과 USNRC에서 제시한 voltage 보수기준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

다. 

  대상 증기발생기: Westinghouse type의 3/4“, 7/8” tube,

                   alloy 600, drilled hole, axially oriented ODSCC

  - Bobbin probe로 2.0 volts이하의 신호를 보이는 7/8“ 관은 다음 주기까지 그대

로 둘 수 있다. 

  - Bobbin probe로 1.0 volts이하의 신호를 보이는 3/4“ 관은 다음 주기까지 그대

로 둘 수 있다. 

  - 위의 기준값을 넘더라도 MRPC 검사에서 결함신호로 확인되지 않을 때에는 

그대로 둘 수 있다. 

  - 그 이상의 결함신호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수하여야 한다.

나. PWSCC에 대한 미국의 대체보수기준

  미국의 많은 발전소에서 채택하고 있는 기준 중의 하나는 F* 기준인데 roll 

transition의 아래쪽 또는 관판 상단의 일정한 높이 내에 생긴 결함에 대해서는 결

함의 크기에 관계없이 보수 없이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F*길이는 관이 빠

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확관부위의 길이인데 일반적으로 38 ~ 50 mm이다. 다시 

말하면 F*기준이라 함은 결함이 관판속에 들어 있어서 관 파단이나 파열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낮을 때 적용하게 되는 것이다. 아래 식은 하용가능한 최대균열길

이를 나타낸다. (그림 4-3 참고)

그림 4-3 P*-F* regions at 
intersection of tube 
and tube sheet[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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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a + aTS - aCG - aNDE

  이때 A는 허용 가능한 균열 길이이며, a는 파열실험에서 기준길이이고, aTS는 

tubesheet constraint이며, aCG는 다음 주기 동안의 하용 가능한 결함의 길이,  

aNDE는 측정불확실성 정도이다. 

다. 벨기에의 기준

  미국의 기준을 견본으로 하여 채택한 관 두께 40% 기준이 너무 보수적이며 적

용에 탄력성이 없다고 여기고 가동중 검사에 대한 요구조건을 개정하였다. 그 내

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검사의 목적: 관에 손상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규정 및 어떤 기구인지에 

대한 정의. 결함 성장속도를 평가하고 관막음/보수 기준과 비교할 것. 관막음 또

는 슬리빙 관을 결정할 것.

 - 검사프로그램에 들어갈 내용을 명시할 것: 검사기법 및 절차, 검사해야 할 관 

번호와 위치, 각 손상형태에 따른 관막음 및 슬리빙 기준 설정.

 - 일반적인 요구사항: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결함을 효과적으로 검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요구사항. 검사를 위한 최소 시편수(3 %) 및 상세검사를 위해 필요

한 시편의 수에 대한 규정.

 이러한 벨기에의 기준은 결함의 종류 및 결함의 위치에 따라 다른 기준을 기지

고 있는 특징이 있다. 

라. 캐나다의 기준

  일반적인 기준은 다음 가동중 검사 때까지 결함이 관두께 40%이상으로 진전하

지 않으면 된다는 것이나 최근에 그 내용을 바뀌어 fitness-for-service기준이 만족

될 경우 그 값을 넘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 fitness-for-service 기준은 아래의 

사항들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증기발생기 전열관의 파열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밝힐 것.

  - 모든 발생가능한 관 손상으로 인한 냉각수 누설이 있을 경우 예측되는 방사

능 누출과 기준치 사이에 여유가 있을 것.

  - 사고가 일어난 후 운전조건이 제어 가능하고 전반적인 결과들이 받아들여질 

정도의 적절한 절차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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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Czech republic의 기준

   

   전열관의 결함 깊이가 관두께의 80%이상이 되면 관막음한다. 이 기준은 제작

사인 Vitkovice에 의해 설정된 것일 뿐  규제기관에 의해서 승인된 것은 아니다. 

바. 프랑스의 기준

   

   전열관 파열을 방지하기 위해 EdF와 규제기관인 DSIN에 의해 결함의 형태와 

위치에 따른 fitness-for-service기준이 채택되었다. 고온관측의 확관천이 부분의

PWSCC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매 주기마다 모든 관을 MRPC 방법으로 검사해야 

한다. U-bend 지역의 PWSCC 검출을 위해서는 row 1의 모든 관과 row 2에서 몇 

개의 의심관을 검사해야 한다. 2차측의 관지지판 부위의 ODSCC/IGA를 검출하기 

위해서는 고온관측 관지지판을 bobbin coil로 검사해야하며 결함가능성이 큰 발전

소에서는 MRPC를 이용하여 검사해야한다. 또한 슬러지가 쌓여 있는 부위의 고

온관측 전 관을 bobbin coil을 이용하여 두 주기에 한번씩 검사해야 한다.   

   N-16방사능 검출기로 72 l/hr. 이상의 누설이 검출되면 즉시 가동 중지해야 하

며 가동 중지해야 할 수동검사(measured manually)된 누설율은 아래와 같다. 

   - 확관 천이부위가 PWSCC에 민감하지 않은 발전소: 3 l/hr.

   - 확관 천이부위가 PWSCC에 민감한 발전소: 5 l/hr. 또는 시간당 증가속도가 

1 l/hr.이거나 증기발생기 간의 편차가 3 l/hr.인 경우. 

  프랑스에서는 각 부위별, 각 결함별로 약간씩 다른 기준을 작용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우선 확관천이 부위에서의 축방향 PWSCC의 길이기준은 균열길이 평가결과와 

main steam line이 파단되는 동안의 관의 파열에 대한 해석에 기초한 것이다. 임

계균열길이와 파열압사이의 관계는 실험으로부터 얻어진다. 이 해석결과 900 

MWe 발전소에 대한 최대허용 균열길이는 13 mm이며 이 기준은 1300 MWe급 

발전소에 대해서도 임시로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원주방향의 PWSCC에 대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이유로 인해 반드시 관막음해

야 한다. 첫째, 파단전 누설을 보인다는 이론(leak before break)은 원주방향의 균

열들은 관통(100 % throughwall) 하기만 하면 반드시 파단에 이르기 때문이다. 둘

째로, rotating pancake coil을 이용한 비파괴검사한계는 관두께의 50%에 불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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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원주방향균열이 발견되면 파단으로 갈 가능성이 아주 크

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U-bend 내부열(row)에서의 PWSCC는 모두다 관막음 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이 

위치의 관들은 인출검사를 하기가 불가능하며 따라서 균열길이와 비파괴검사 결

과와의 관계를 찾는 일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관지지판에서의 ODSCC에 대해서 관막음 또는 슬리빙 기준은 bobbin coil 전

압기준으로 2 volts 이며 이는 미국에서의 기준에 의하면 17 volts에 해당한다. 미

국에서 기준값이 큰 이유는 결함관이 파열되기 전에 관지지판에 의해  지지되고 

있다는 가정에 따른 것이다. 17 volts는 bobbin coil 비파괴검사에서의 진폭(전압)

과 관지지판이 있을 때의 파열압사이의 관계식 및 다음 가동주기 동안의 예상되

는 균열성장 그리고 측정오차의 허용치를 고려하여 정해진 값이다. 

  슬러지 파일 속에서의 ODSCC 및 IGA에 대해서는 bobbin coil 진폭을 기준으

로 하는데 축방향균열이 없이 500 mV 이상을 보이거나, 10 mm나 그이상의 축방

향 균열이 있을 때는 200 mV, 그리고 bobbin coil 및 MPRC의 두 방법으로 다 검

출되는 결함에 대해서는 관막음이나 슬리빙을 해야한다. 

  위에 언급하지 않은 다른 결함 즉, 이물질에 의한 wear, AVB에서의 wear, free 

span 결함 등에 대해서는 ASME 40 %기준을 적용한다.  

사. 독일의 기준

  일반 가동조건이나 설계기준이사고시에 관의 파열을 막는다고 하는 기준에 의

해 보수한다.  결함관에 대한 평가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는데 50%이상의 

관두께를 지나간 결함에 대해서는 관막음한다. 이 결과 또한 burst 시험결과 얻어

진 것들이다. 

아. 일본의 기준

 

  어떠한 결함도 인정하지 않는 정책이다. 여기서의 결함이란 관두께의 20%를 

넘는 균열, 공식, wall thinning등의 모든 형태를 다 포함한다. 누설의 징후를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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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어떠한 발전소도 곧바로 정지하고 누설요인을 찾아야 한다. 20%이하의 깊이

인 것으로 나타나는 결함인 경우에는 지난 주기 검사결과와 비교하여 성장이 없

을 때는 아무런 조치없이 받아들여진다. 

자. 러시아의 기준

 일본과 마찬가지로 누설을 허용하지 않는 정책이며 누설의 징후가 나타나면 관

막음한다. 관재생을 한 경우는 없다.

차. Slovenia의 기준 

  전통적인 40% 관두께 결함일 때 보수하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한 발전소에

서는 45%깊이의 결함 기준으로 보수한 적이 있는데 이것이 다소 보수적인 것으

로 받아들여져 아래와 같은 결함유형에 따른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확관부위의 

축방향 균열에 대해서는 P*기준과 균열길이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P*기준은 top  

of tubesheet 아래 적어도 38 mm에서 76mm내에 있는 어떤 결함도 허용하며 

tubesheet내에 있는 어떤 결함도 허용한다는 것이다. 길이기준은 길이가 6 mm 이

하이면 앞에서 언급한 Belgium의 기준을 적용하며 tubesheet 위 7mm이상의 길이

를 갖는 관 은 45%기준에 맞지 않는다 해도 보수해야 한다. 확관 부위의 원주방

향 결함에 대해서는 모두 보수해야한다. 반경이 작은 U-bend관에서의 결함도 모

두 보수해야 한다. 관지지대 부위에서의 ODSCC에 대해서는 EPRI가 제시한 진폭

기준의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그 외에 45% 이상의 관두께를 침투한 결함에 대

해서는 모두 보수해야 한다. 또한 재생관에 대해서는 가동중검사 때 모두다 검사

해야한다. 

카. 스페인의 기준 

  새로운 기준을 세우기 위해 여러 연구기관들이 공동연구를 수행중에 있으며 

기본적으로는 ‘사고시의 임계균열 길이가 정상가동 중에는 넘지 않아야 한다.’는 

프랑스의 기준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타. 스웨덴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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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웨덴에서의 규정에 대한 검토는 기존의 40%기준이 아니라 50%관두께 이상

으로 결함침투가 있을 경우 보수해야한다는 미국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

러나 각종결함의 종류에 따른 보수기준이 개발되고 있다. 

파. 스위스의 기준

 

  관판내에 있는 결함을 그 깊이에 관계없이 관재생 작업을 하여야 하며 50%이

상으로 관두께를 침투해 들어간 결함에 대해서는 관막음 해야 한다. 

3. Steam generator tube integrity program-Phase I (USNRC 주관) 

  USNRC에서 1976년에 steam generator confirmatory 연구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이연구는 증기발생기 전열관에서의 응력부식균열을 예측하는 연구와 가동중 비

파괴검사기술을 향상시키는 연구로 나뉘어 시작되었다. 이 1단계의 연구는 

Battelle Pacific Branch Laboratory가 주관연구기관으로 하여 수행되었으며 연구결

과는 NUREG/CR-0718 [20] 의 보고서로 발간되었다. 

 

가. Steam generator tube integrity

 

  가동중에 손상된 전열관에서의 누설속도 및 파열압을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하

고, 결함의 위치와 크기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비파괴검사 기술을 확립한다는 두 

개의 목표를 설정하였다. 고압의 autoclave를 이용하여 화학조성과 온도, 압력분위

기를 증기발생기와 같이 모사한 분위기에서 수행한 파열시험에서는 가상사고

(loss of coolant(LOCA), Main steam line break(MSLB))하에서 예상되는 값 보다 더 

높은 압력에서 파열됨을 알았다. 이 당시에 사용한 single-frequency eddy current 

기술로는 기계 가공한 많은 결함들의 크기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였으나, 그 당

시의 관막음기준이 사고에 대한 여유도 관점에서 보수적임을 보여주었다.

나. Stress corrosion cracking of PWR steam generator tubing

 

  이 연구는 Inconel 600재료가 정상가동조건, 비정상가동조건에서 일으키는 응력

부식균열을 예측하기 위한 자료 및 model를 개발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탄소

함량, 온도, 응력, 냉간가공도, 수화학이 응력부식균열의 개시 및 전파에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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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 연구결과는 Nuclear technology(vol. 55, page 383)에 

발표된 바 있다.   

다. Improved Eddy Current Inservice Inspection for steam generator tubing

  이 연구에서 multifrequency(3 probes) 기법을 채택함으로서 비파괴 검사성능을 

개선할 수 있었음을 보여주었다. 이 기법은 아래의 여러 인자들을 분리하거나 측

정하고 제거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 관 지지판에서의 denting을 포함한 관 직경의 변화, probe의 움직임, 관지지판

의 존재유무, 관두께, 원주방향 및 축방향의 위치, 결함의 크기.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1981년 말에 개선된 기법들이 현장검사에 적용되기 시작

하였다. 

NRC외에 EPRI에서 그 두 분야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여기서는 Alloy 

600외에 alloy 690 및 그 외에 다른 후보재료들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4. Steam generator tube integrity program:Phase II, III 

  1 단계에서의 연구결과들은 전열관의 건전성 및 검사신뢰성 평가에 중요한 관

계식을 도출하여 가동중인 원전의 증기발생기 안전 조업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그 당시에는 denting이나 wastage 등의 결함이 주로 발생하였으며 이에 대한 검사

기술의 향상에 주력하였다. 그러나 가동연수가 길어지고 원전 2차계통의 수화학 

요인들이 바뀜에 따라 응력부식균열이 주가 되는 새로운 형태의 결함이 나타나

기 시작하였으며 최근에는 이물질로 인한 fretting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이로 인

한 관손상을 효과적으로 발견하고 보수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해지게 되었

다. 

  이에 USNRC에서는 1997년부터 5년 계획으로 제 2차 국제 증기발생기 전열관 

건전성 연구프로그램(2nd International Steam Generator Tube Integrity Program, 

ISG-TIP-II)을 수행한 바 있다.[21] 그 후 2002~ 2006까지 Phase III 연구를 수행하

였다. 이 연구프로그램은 미국의 Argonne National Laboratory(ANL)가 주관이 되

고 Westinghouse, EPRI, Rockwell science Inc. 및 캐나다의 AECL등이 참여하고 있

으며 한국에서는 KAERI와 KINS가 참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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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기술적 연구과제와 한 개의 과제관리 

부분으로 나뉘어 있었다. 

  - Assesment on Inspection Reliability

  - Research on ISI technology

  - Research on Degradation modes and Integrity

  - Tube Removals for Steam generators

  - Program Management

   Assesment on Inspection Reliability 분야의 연구 목적은 현재 사용되고 있거나 

앞으로 사용하게 될 검사기술에 대해 평가하고 신뢰성을 정량화 하는데 있다.  

검사기술의 신뢰성과 정확도는 관막음 기준 및 검사 후 다음주기동안의 결함성

장추이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비파괴 검사결과는 발전소에서 손상을 

보인 결함관에 대한 파괴검사결과와 비교하여 신뢰도를 높인다. 

   이 연구를 위해 모의증기발생기를 ANL에 만들었으며 높이가 3.66 m인 이 설

비는 7/8“ 직경의 관이 400개 넣을 수 있는 구멍이 마련되어 있다.  개략적인 모

양은 그림 4-4와 같으며(98년 가을 회의자료) 현재 설치된 관이 가지고 있는 인

공 및 자연결함의 종류 및 결함의 위치는 아래와 같다.

그림 4-4 Schematic diagram of SG mock up 
tube bundles[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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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함의 종류: Circumferential and Axial ID and ODSCC in roll transition.

              Axial ODSCC in TSP.

              Axial  IDSCC in dents at TSP.

              ODSCC in free span.

              IGA, Waer/Wastage, Fatigue.

 결함의 위치: Top of tubesheet, Free span, tube support plate.

각 전열관의 결함별 위치별 관 수는 표 4-7과 같으며 각 결함의 관두께 침투깊이

별 분포는 표 4-8과 같다.  이 결함에 대해서 한국에서 KAITEC을 포함하여 미국

에서 10 팀에서 round robin 평가를 수행하고 2002년 9월에 최종보고서 

(NUREG/CR-6785)를 발간하였다. [22] 

                    표 4-7 Flaw type and quantity [22]

                  표 4-8  Distribution of flaw types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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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에 관련하여 1995년 미국에서 Committee on Nuclear Regulatory 

Activities/Committee on the Safety of Nuclear Installations(CNRA/CSNI) 

workshop[23]가 열렸다. 이 회의에서 얻어진 중요한 결과 중 2001년 5월 한국의 

영광 4호기에서 발견된 원주방향의 2차측 응력부식균열에 대한 각국의 검사기준

자료가 있는데 참고문헌 NURGE/CR 6511 vol. 4 p. 22-23 [24]에 언급되어 있다.  

  Research on ISI technology 연구분야에서는 결함관에 대한 신뢰성 있는 가동중 

검사를 위해서 개선된 비파괴 검사 및 신호분석기술을 평가한다. 이 연구를 통해 

와전류 probe의 response와 결함의 형태, 누설속도, 파열압 간의 관계가 도출 될 

수 있다. 역점을 두고 있는 네 개의 연구내용은 아래와 같다. 

  - probe 형상, 결함특성, 재료특성에 따른 EC response를 예측하는 기술.

  - 효율적인 신호분석 절차개발.

  - 복잡한 형태의 결함을 잘 나타낼 수 있는 기법에 대한 연구.

  - 개선된 probe design에 대한 평가.

Research on Degradation modes and Integrity 분야에서는 파열 및 누설 시험과 비

파괴 검사 장비 및 검사기술을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자연결함을 실험실적

으로 생산하는 연구를 하고 있다. 발전소에서 인출한 전열관이 가지는 결함이 가

장 좋은 시편일 될 수 있겠지만 방사능을 띠고 있는 문제로 인하여 시험실에서 

자연결함에 유사한 결함을 가진 관을 제작하는 일이 중요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

는 상온의 실험장비는 물론이고 고온 압력용기(autoclave)가 이러한 균열관을 제

작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또한 model boiler도 증기발생기 2차계통을 모사하기 위해서 제작되었는데 그 

개략도는 그림 4-5와 같다. [24] 이 장치를 이용하여 1/2차 계통의 열전달에 의해 

2차 계통의 틈새에 화학물질이 농축되어 이로 인한 응력부식균열들의 결함을 만

들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는 가혹한 분위기에서의 만들 수 있는 결함과는 다

르며 실제 발전소의 결함과 보다 더 가까운 양상을 보일 것을 기대하고 있다. 또

한 이 장비는 이용하여 틈새화학을 연구할 수 있는 성능도 가지고 있다.

  압력 및 누설시험장비도 ANL에 제작되어 있다. 이 장치를 이용하여 결함을 가

진 관의 파열압, 파열양상, 여러 온도에서의 누설속도등에 대한 자료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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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압 전열관 시험설비는 가상적인 설계기준 사고(main steam line break, MSLB)

시의 냉각수 누설양을 측정하기 위해서 압력을 최고 7500 psi까지 올리고 최대유

속이 45.4 l/min.인 파열-누설측정시험 장치가 ANL에 제작되어 있다.  

  중대사고(severe accident)시 고온에서 결함관 또는 무결함관의 파열압 또한 관

심의 대상이다.  이런 목적을 위해 고온에서의 누설시험장치를 제작하게 되었는

데  이 장치의 개략도는 그림 4-5와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NUREG/CR-6511 vol.4

에 자세히 나타나 있다.[24] 

그림 4-4 Steam generator multitube corrosion cracking 
facility[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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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High pressure leak and burst test facility[24]

5. 국내에서의 증기발생기 전열관 건전성 평가연구

가. 마모결함 전열관 파열거동 평가

원자력연구원에서는 이러한 연구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국내원전에 사용되고 있

는 재료를 이용한 파열 및 누설 거동을 평가하기 위하여 그림 4-6과 같은 고압파

열/누설 시험 장치를 개발하였다. 

            

전열관 내부에 걸리는 압력에 따른 균열개구변위(Crack opening displacement, 
COD)는  전열관의 파열압력을 예측하는데 중요하다. 축방향길이 25.4 mm, 관두

께 방향으로 관통율이 50%인 기계가공 결함의 COD변화를 그림 4-7에 나타냈다. 

그림 4-6 전열관 파열 및 누설 건전성평가 시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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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이 10 MPa에 이르렀을 때 COD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내압이 

36 MPa에 이르러서는 10 MPa의 경우에 비해 COD가 아주 크게 증가하는 모습

을 보였다. 파열되기 전까지는 관 모습이 유지되기는 하지만 파열직전 단계에 이

르러서는 약 1 MPa의 압력 증가만으로도 급격한 파열로 이어짐을 위의 그림 

Fig. 3.2.2.1에서 볼 수 있다.

 

그림 4-7 COD changes of a part through wall axial de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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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통결함은 부분관통결함의 경우보다 같은 압력에서도 더 큰 COD를 보인다. 
31mm길이의 100% 관통결함 속에 bladder(Tygon tube, 15.815 mm OD, 9.525 mm 
ID, 3.175 mm thickness)를 대고 압력을 상승시키면서 파열거동을 살펴보았다. 내

압이 6.08 MPa에 이르렀을 때 bladder에 작은 구멍이 생겼으며 그 직후 물의 압

력이 2 MPa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다시 압력을 상승시켜 2.97MPa에 이르니 

bladder는 결함부위 밖으로 려 나왔다. Bladder의 작은 구멍은 일정한 압력에서

도 서서히 증가하며 COD는 그 후 2-3초 동안 계속 증가하였다. 압력이 8.97 
MPa에 이르렀을 때 bladder파열과 결함 COD의 급격한 증가가 발생하였다. (그림 

4-8)

한편, 결함길이가 20 mm 이고 관통한 결함에 Cu back up foil을 대고 파열 실험

한 결과 30 MPa에서 bladder의 심한 변형이 관찰 되었으나 구멍이 생기지는 않

았다. 압력이 31.3 MPa에 이르렀을 때 파열이 일어났으며 그 과정이 그림 4-9에 

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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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Crack opening behavior of a 100% TW axial de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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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결함의 파열압력을 결함깊이의 함수로 표시한 것이 그림 4-10이다. 막힌 기호

(Closed symbols)는 본 연구에서 얻은 자료이며, 열린기호(open symbols)들은 다른 

그림 4-9 Crack opening behavior of 100 % TW 
circumferential de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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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들의 자료[25]를 인용한 것이다. 파열압력은 결함깊이에 선형 의존성을 가

짐을 볼 수 있으며, 같은 깊이의 결함인 경우 결함깊이에 따라 파열압력의 차이

는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로부터 부분 관통결함관의 파열압력은 길이보다는 

깊이 의존성이 크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한편, 완전관통 결함관의 경우에는 결함길이가 파열압력에 큰 영향을 주고 있음

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50 mm 결함의 경우 12 MPa의 파열압력을 보인 반면, 
7mm결함은 45 MPa의 파열압력을 보이고 있다. 50 % 및 75 % 관통결함인 경우 

25 mm ~ 62 mm 범위의 결함길이에 크게 의존하지 않고 각각 35 MPa 및 20 
MPa의 파열압력을 보이고 있다. 
 

그림 4-11은 결함길이가 다른 축 및 원주결함의 파열압력을 표시한 그림이다. 원

주결함의 파열압력이 같은 길이의 축결함의 파열압력에 비해 2배의 높은 값을 

보이고 있다. (13 mm 길이의 축결함은 21 MPa, 14 mm의 원주결함은 40 MPa) 
이는 두 시편 모두 시편의 한쪽을 구속한 상태로 실험하였으나 원주결함 미치는 

구속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외경이 19.05 mm이고 두께

가 1.07mm인 결함의 파열압력은 61 MPa이다[26]. Majumdar에 따르면 180도나 그 

이하 각도의 원주관통결함은 무결함관의 파열압력과 같다는 보고가 있다[27]. 

그림 4-10 Crack opening behavior of 100 % TW 
circumferential de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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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Crack opening behavior of 100 % TW circumferential de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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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결함의 파열압력 거동 평가 결과는 연구논문으로 발간되어 있다.[28]

 

나. SCC 결함 전열관 누설 및 파열거동 평가

최대가동압력과 유속이 각각 51.7 MPa(7500 psi)이고 45.6 liter/min.(12 GPM)을 구

현할 수 있는 누설/파열실험장치를 사용하였다. SCC결함 제작을 쉽게 하기 위하

여 Alloy600 HTMA 전열관을 600C에서 48시간 예민화 열처리하였다. 관 내부에 

기체 압력을 가하고 관 외면은 상온의 1 M sodium tetrathionate(Na2S4O6)용액에 

접촉시키는 방법으로 표면 균열을 만들었다.  발전소 가동조건과 가상사고시의 

압력을 가한 상태에서 단계적으로 압력을 유지하면서 누설량을 측정하였다. 실측

한 누설속도와 이론적으로 예측한 누설속도를 비교 검토하였다.  

그림 4-12 길이 8 mm OD 축결함관의 누설 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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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는 약 8mm의 OD SCC 균열을 가진 전열관이 나타내는 압력에 따른 누

설율 증가 거동이다. 26MPa에서 31MPa로의 압력 상승에 따라 0.8 l/min에서 28 

l/min로 약 30배의 큰 누설속도 증가를 보였다. 그림 4-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압

력이 다소낮은 16 MPa에서 21MPa로의 증가시에는 0.02 l/min에서 0.12 l/min로 

약 6배의 누설속도증가를 보였다. 

그림 4-13 길이 7mm의 OD SCC 결함관에서의 누설 거동

그림 4-14 일정 압력에서 시간의 증가에 따른 누설

량 증가 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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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4에서와 같이 일정 압력에서도 시간의 증가에 따라 누설속도의 증가를 

보였는데 이러한 압력크기에 따른 누설속도 증가의 정도나 시간에 따른 누설속

도 변화현상은 SCC 결함표면이 냉각수의 누설이 진행됨에 따라 마모되어 나가

며 이에 따라 결함폭이 증가되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4-15는 약 5mm 길의 관통균열이 발전소 가동압력차 하에서 EPRI 가동안전 

운전조건의 하나인 Action level 1[29] 부근의 누설율을 보일 수 있음을 표시하는 

자료이다.

KAERI에서의 SCC 축균열을 가진 전열관의 누설 거동평가결과는 연구논문으로 

발간되어 있다.[30]  

그림 4-15 축방향 관통결함의 관 내부 압력 변화에 따른 

누설률 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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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요 약

원자력 발전소 증기발생기의 전열관에서의 부식현상 및 파열 거동에 대한 조사

를 통해 국내 원전 증기발생기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기본정보를 정리하고자 하

였다. 

증기발생기는 다양한 형태의 부식을 겪고 있으며 부식억제제의 첨가나 기타 여

러 가지 방법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근본적으로 재료의 내식성이 떨어지는 alloy 

600 전열관을 가진 증기발생기는 모두 교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 세계적인 증

기발생기 교체 현황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다. 

한국원자력 연구원에서 수행한 전열관 인출검사 결과를 요약하여 실었으며 국외

에서의 전열관 검사 및 보수 방안에 대한 일반사항을 정리하였다. 

각국에서의 전열관 파단사례를 조사하였으며 전열관 관련 규제기준을 조사분석 

하였다.

끝으로 국내에서의 전열관 건전성 관련 연구의 하나로 한국원자력 연구원에서 

수행중인 전열관 파열 및 누설 거동 연구 결과를 실었다. 

본 보고서를 활용하면 원전 증기 발생기의 부식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할 수 

있으며 효과적인 관리방안을 찾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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