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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I.  제 목

고온가스로 요소기술 개발

II. 연구개발의 목   필요성

본 과제의 최종 목 은 원자력 수소 생산 실증에 필요한 핵심요소기술 개발이다. 

높은 효율의 수소 생산을 해서는 950℃이상의 고온의 열을 안 하게 발생할 수 

있는 고온가스로가 필요하다. 원자력수소생산 시스템의 구 에 필요한 요소기술

인 고온내열합 의 평가, 노심소재인 흑연에 한 평가기술의 개발, 수소생산 공

정에 필요한 내식성소재 부식시험, 고온가스로계통과 수소생산계통을 연결하는 

황산분해 열교환기 기술개발을 한 표면개질기술 개발, 주요기기의 고온구조건

성 평가 요소기술의 개발, 그리고 소형 질소가스루 의 건조  고온시험기술의 

개발이 고온가스로 요소기술개발이 일차 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수소는 미래의 청정에 지로 연소 후 물로 변환되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이 없

으며 연료 지, 자동차 연료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됨으로 선진국은 수소의 생산 

 이용에 한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수소 생산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

나 재까지는 고온가스로에서 발생되는 950℃ 이상의 고온을 이용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방법이 가장 효율 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1960년  이래로 다양한 가

스로가 개발되었으나 출구온도가 850℃이하로 설계, 가동되었기 때문에 출구온도를 

950℃ 이상으로 높인 고온가스로 련 기술의 개발이 수소생산에 선행되어야 한

다. 

950℃ 이상의 고온에서 고온가스로의 구조  건 성을 유지하기 해서는 

속소재의 선정과 이에 한 특성평가 뿐만 아니라 노심소재로 사용되는 흑연특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술의 개발이 요구된다. 고온재료  흑연 련 기술은 GEN IV 국

제 공동연구에 참여함으로써 한정된 산으로 데이터와 특성평가 기술력을 확보할 

정이다. 고온가스로에서 작동하는 기기들에 한 재료특성 데이터  기계/구조 

건 성평가기술은 고온가스로의 설계에 직  사용되며, 시험루 개발  운 에

서 확보된 부분  기기설계, 제작, 시험기술은 고온가스로계통 개발  설계에 유

용하게 활용된다. 고온가스로계통과 수소생산계통을 연결하는 기기  핵심기술

의 개발은 원자력수소생산시스템 개념을 구 하기 해서는 필수 이다. 각국에서 

경쟁 으로 연구하고 있는 분야에 해서는 기개념설계부터 원천기술과 지 재산

권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요하다. 한 수소생산시스템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획

득되는 소재 평가기술과 고온기기 설계, 개발기술은 일반 랜트와 항공분야 등

에서 폭넓게 응용될 수 있으므로 산업  효과가 클 것으로 기 된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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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에서 원자력 수소의 개발 추진은 향후 기술의 해외의존도 감축  원자력 

수소 분야의 기술 경쟁력  국가 상 제고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안 성이 높고 

신뢰성이 있는 원자로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는 요소기술의 개발을 통해 국민들에게 

원자력에 한 사회문화  안 성 인식을 제고할 수 있다. 경쟁력 있는 핵심기술에 

해서는 원자력선진국과 경쟁에서 우 를 선 하거나 역할 분담을 함으로서 국제

원자력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상을 높일 수 있다.

III.   연구개발 내용  범

본 과제에서 수행되는 연구는 원자로  고온기기에 용하기 한 고온재료 

련 연구, 고온가스로의 노심소재로 사용되는 흑연 련 연구, 고온기기의 건

성 련 요소기술, 공정열교환기 개발 기술의 일환인 이온빔믹싱기술 그리고 소

형가스루  등 다섯 분야로 분류할 수 있다.

고온재료 련 연구는 고온배 용 슈퍼합 , 원자로용기 FMS강, 노심소재용 복

합재, 황산분해 반응기 재료로 분류할 수 있다.

고온배 용 재료인 슈퍼 알로이(Alloy 617)의 공기  헬륨 분 기에서의 950
o
C

의 크리  데이터를 얻고 크리  거동  면미세 조직을 분석하여 공기  헬륨 

환경의 향을 비교 분석하 다. Alloy 617에 한 10
5
시간 이상의 장시간 크리  

강도를 정확히 측하기 한 새로운 기법  모델을 개발하여 검증하 다. Alloy 

617을 950℃에서 변형범 에 따라 피로수명을 평가하여 변형범 와 피로수명과의 

계식을 도출하 다. 한 사이클에 따른 피로강도 변화와 히스테리시스 루 도 

변형범 에 따라서 측정하 다. 단면을 찰하 고 피로시험 후 탄화물의 거동을 

찰하 다.

개량 9Cr-1Mo강을 SMAW 용 법을 이용하여 용 하 다. 용 부에 한 기계  

특성인 인장, 충격, 크리   괴인성을 평가하 다. 한 장시간 시효에 따른 압력용

기 용 부의 열화를 평가하기 하여 600oC에서 5,000시간 시효시킨 후에 충격시험  

인장 시험을 수행하 으며, 미세조직도 찰하 다. 아울러 9Cr-1Mo강의 피로강도가 

사이클이 진행되면서 차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는 원인을 속 조직 인 과 

도의 변화로서 평가하 다. 

고온가스로 노심구조물로 우선 용이 상되는 C/C 복합재료에 한 기본 물성

으로서 곡강도, 열용량, 열 도도 등의 특성을 평가하 으며 산화 비시험을 수행

하 다. 한 복합재의 고온 기계  특성 시험을 해 고온 시험 장치를 구축하

다.

황산분해 반응기 후보 재료들에 해 98wt% 비등황산분 기에서 평가하 으며, 

특히 SiC의 경우 400일 시험을 수행하 다. 한, 50wt% 비등황산 분 기에서 내

부식성이 있는 재료에 해 불순물 함유조건을 모사한 부식 시험을 수행하 다. 추

가로 고압 황산 비등 환경 모사를 한 오토클 이 를 제작하여 상압에서 가장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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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한 내부식성을 보 던 SiC와 Au에 해서 평가를 하고자 하 다. 삼산화황 분해 

환경인  850℃ 이상 온도의 황산분해가스 분 기에서 고온용 속 재료의 부식시험

을 수행하 고, Thermal Spray를 이용한 내부식재료 코 층을 형성하여 부식시험

을 진행하 다. 

흑연 평가기술개발 분야는 후보 흑연재료의 산화, 물리, 기계  특성 비교․평가, 

가속기를 이용한 조사특성 평가, 소형시편 이용한 산화  기계  특성 평가, 해외 

흑연가공 황 분석, 불순물 분석기술 평가 그리고 음 을 이용한 비 괴 결함탐

지 기술 등 네 가지로 분류된다.  X-ray를 이용한 흑연화도 평가, 고온 곡강도  

괴인성 평가, 산화도에 따른 열방사율 평가, 상온 기분 기 마모 특성 평가를 

수행하 다. 소형시편 이용 기술과 련하여 Flattened disk 시편을 이용한 

diametral 압축강도 평가, notched disk 시편을 이용한 혼합하  모드 괴인성 평

가, 열 량분석기를 이용한 고온 산화 특성 평가, 고온 열팽창계수 평가를 수행하

다. 가속기를 이용한 조사특성 평가와 련해서는 3 MeV C+ 이온 조사 후 

Raman Spectrum을 비교 평가하 다. 해외 흑연가공 황과 련해서는 독일의 

SGL 흑연 부품 가공 공장의 사례를 분석하 다. 불순물 분석 기술과 련해서 시

료의 처리와 측정방법을 비교 평가하 다. 비 괴 결함탐지 기술과 련해서 흑

연의 음  검사의 유효성과 산화 후 음  특성 변화를 평가하 다.

기기 분야에서는 동심축 이  구조로 이루어진 1차 고온가스덕트가 유동기인

진동에 둔감하도록 설계하는 방법론을 개발하고 그에 따라 비설계된 고온가스덕

트 구조에 하여 재 확립되었거나 향후 확립될 설계코드의 설계개념을 이용하여 

고온구조건 성 비평가를 수행한다. 한 순환기, 격리밸 , 벨로스  마그네틱 

베어링에 한 기술 황과 용할 설계코드의 설계개념을 분석한다.

지난 단계에서 개발된 공정 열교환기 소재의 표면 개질 기술의 개선  실험용 

공정 열교환기 시제품을 만들기 한 확산 공정연구를 수행하 다. 한, 표면 개질

이 내부식성 강화에 주는 향을 평가하기 한 간단한 부식 시험을 수행하 다.

2006년에 제작된 일차 계통에 수소생산원자로의 수소 생산 공정  황산분해공

정을 모의한 고온황산실험장치를 설계  제작하고 본 과제에서 개발 인 공정열

교환기의 성능시험을 수행하 다. 한, 다음 단계에서 건조될 고온 기기 검증을 

한 형 헬륨 루 의 개념설계를 수행하 다.

IV 연구개발결과

Alloy 617의 950℃
 
에서 공기  헬륨 분 기에서 단․ 기 크리  물성 비교 데이

터를 얻었다. 크리  단된 시편에 하여 미세구조를 비교 분석한 결과, 공기 분 기

에서 크리  시험한 시편의 외부 산화막(outer oxide layer)은 크리  시간에 따라 크게 

증가하지 않은 반면, 헬륨 분 기에서 outer oxide layer는 시간에 따라서 두께가 크게 

증가하 다. 한 outer oxide 층  internal oxidation의 조성에서도 He 환경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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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렷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헬륨 분 기에서는 낮은 응력에서 실험 시 공기 분 기에 

비하여 격한 단 시간의 감소가 발생하 다. 이는 분 기 변화에 따른 표면  크랙 

근처의 산화 거동의 차이로 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장시간 크리  강도를 정확히 측하기 하여 기존의 방법으로 사용해오던 

Larson-Miller 라메타의 상수  C를 1개 신에 2개의 상수를 갖는 Two parameter 

방법으로 측한 결과, 10
5
시간에서 크리  강도는 4.7MPa 으로 C=18의 single 

parameter에 비하여 보다 정확히 측하 다. 본 결과가 우수한 것은 장시간  고온 

조건에서는 C=12의 낮은 값을 사용하며, 단시간  낮은 온도인 경우는 C=20을 사용

하여 측 곡선에 유연성을 주었기 때문으로 단된다. 

Alloy 617 합 의 크리  수명을 측하기 하여 응력-온도 선형모델을 제안하

다. 본 응력-온도 선형모델을 Eno의 모델과 Larson-Miller 법과 비교 분석한 결

과 응력-온도 선형모델이 우수하다는 것을 확인하 으며, 특히 장시간 수명 측에

서는 모든 온도에서 응력-온도 선형모델이 훨씬 정확하게 측하 다. 응력-온도 

선형모델은 크리  강도와 항복강도의 차이가 크지 않는 재료의 장시간 크리  수

명 측에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단된다.

Alloy 617의 크리  곡선 데이터에 NSLF 방벙을 용한 결과 기존의 K-R은 

Alloy 617의 체 크리  곡선을 완벽하게 잘 묘사하지는 못하 으나 새로운 보정

상수를 갖는 modified K-R 식을 사용하면 크리  곡선을 보다 잘 묘사할 수 있음

을 보 다. 수정식의 경우 λ=2.78, K=1.24의 값이 얻어 졌으며 본 상수의 값은 응력 

변화와 무 한 응력 무의존성 계를 보 다. Modified K-R 수정식을 사용하여 

Alloy 617의 500,000에 이르는 장시간 크리  곡선을 모델링하는 결과를 얻었다.   

Alloy 617의 950℃에서 변형범 와 피로수명과의 계식을 도출하 다. 피로강도

는 변형범 에 따라 큰 차이는 나지 않았다. 소성 변형량은 변형범 가 증가하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피로시험 후에는 결정입계에 변형범 에 계없이 탄

화물이 석출하 다.

인장 시험 온도 500℃ 까지는 용 부가 모재에 비해 높은 항복강도와 인장강도

를 보이고 있었으며, 크리  강도는 용 부에서 낮은 값을 나타내고 있었다. 한 

충격특성도 용 부의 DBTT가 1℃로 모재에 비해서는 높은 값을 가지고 있었으며, 

upper shelf energy도 모재에 비해서는 낮은 값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압력용기

에서 요구되는 최소 충격 값은 모두 만족하고 있었다. 괴인성 시험 결과 

reference 온도는 약 -33.6
o
C로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장시간 시효에 의해 용 부

의 기지 조직 내에 아결정립이 생성되었으며, 새로운 석출물인 Laves 상이 형성되

었다. 이에 따라 용 부의 충격 흡수에 지가 107 J로 감소하 다. 

주기 피로시험에서 피로강도는 사이클이 진행되면서 차 감소하는 연화 상

이 발생하 다. 연화는 피로수명의 기에 격히 발생하고 사이클이 진행되면서 

차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연화는 구조가 cell 형태로 변화, 

lath 폭의 증가, 소성변형의 특정 슬립면에 집 되는 상이 기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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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C/C 복합체인 Toyo Tanso의 CX-270G와 SGL Carbon의 Sigrabond 

1501YR 복합체는 탄소섬유 직물을 층하여 제조되는 복합체의 특성상 측정방향에 

따른 특성의 이방성을 나타내었다. 응력인가 방향과 직물의 층 방향이 수평인 경

우 곡강도는 CX-270G는 134.2 MPa 이었고, 1501YR은 325.0 MPa이었다. 

CX-270G는 1501YR에 비해 상 으로 높은 열 도도를 보 으며, 일반 인 탄소

복합체에 비해 작은 산화 감량을 나타내었다.

98wt% 비등황산(약 320
o
C)에 노출된 SiC에 해 침지시간이 증가함에 따라서, 

거의 직선 으로 무게가 증가하 다. 매우 치 한 산화막이라면, 차 산화막 형성

속도가 늦어져서 시간에 따라서 무게 증가 속도가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지만, SiC

의 경우, 거의 직선 으로 400일 동안 무게가 증가되는 것으로부터, 매우 치 한 조

직의 산화막을 형성하는 것 같지는 않다. 부식시험한 후 곡강도를 측정한 결과, 약 

60일 정도까지는 강도값의 큰 변화가 없지만, 침지시간이 더 길어지면서, 강도가 감

소하여 400일이 지나면 기 강도의 1/2이 채 되지 않는다. 이는 기에 SiC의 표

면에 산화막이 생겨 98wt% 비등황산 분 기에서 내부식성을 지니지만, 시간이 지

나면서 재료 내부의 열화로 인해 곡강도의 감소가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실험

한 SiC는 reaction bonded SiC 인데, 이로써 동일 type의 SiC는 장기간 가동시 구

조 인 건 성에 문제 이 나타날 수 있다. 한 실제 가동 조건은 고압이며, 온도

가 더 높아지며, 진동 등의 응력이 가해질 것이다. 따라서 다른 type의 SiC도 장기

간 시험을 진행하고, 강도 감소의 원인을 보다 면 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액체 황산 분 기에서 가장 가혹한 조건인 비등 98wt% 황산 용액에서 SiC외에 

은 우수한 내부식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부품에 따라서는  코 층을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50wt% 비등황산와 분젠 반응기에서 부터의 불순물의 유

입을 고려하여 HI 0.5몰을 첨가하 을 때의 부식시험을 진행하 다. 50wt% 비등황

산에서 Ta, Au, SiC의 경우, 뛰어난 내부식성을 나타냈다. 반면 0.5몰의 HI가 첨가

되면, Ta, Zr은 불순물 유입에 계없이 여 히 우수한 부식특성을 나타낸다. 반면 

의 경우는 HI가 없을 때는 우수한 부식특성을 나타냈지만, HI가 첨가되면 내부식 

특성이 많이 열화 되었다. 한 Zr의 경우 부식속도 측면에서는 우수하지만 HI 가 

없을 때보다 공식의 흔 이 강하게 나타났다. 

SI 공정  황산의 정화, 농축과정을 모사한 앞의 부식시험(비등 50wt%, 98wt% 

황산)과 달리 농축된 황산이 분해되어 산소를 생산하는 공정을 모사한 부식환경에

서의 재료 부식 한 요하다. 이를 해 고온재료(Alloy 617, Alloy 800H, 

Hastelloy X, Haynes 230)에 해, 지난단계에서 구축한 황산가스분해 분 기 부식

시험 장치를 이용하여 thermal spray 방식을 이용하여, 내부식용 코 층을 형성하

고, 850oC에서 부식시험을 진행하 다. 코 층으로는 알루미나, 크롬산화물, 크롬 카

바이드, 지르코니아 등 4종을 선택하여 황산분해 가스 분 기에서 시험을 행하 다. 

코 층과 모재의 열팽창계수 차이로 인해 균열 발생  발 한다. 그러나 코 층은 

내부식성이 나타냈다. 한 착층의 열팽창 계수는 합 조성상 모재의 열팽창계수



- VI -

와 유사하다. 그리고, 코 층의 간에서 균열이 생기는 것을 감안하면, 착층의 

두께와 코 층의 두께, 균일성 등을 보완하면 이러한 열팽창 계수의 차이에 의한 

코 층의 탈리 상은 상당히 극복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SI 공정의 가동환경은 상압이 아니라 고압이다. 고압에서는 황산의 비등온

도가 상승한다. 따라서 이러한 고온, 고압의 환경을 모사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로써, 속 재질  가장 양호한 재료 의 하나인 Hastelloy 재질을 이용하여 

autoclave를 제작하 다. 상압의 98wt% 황산에서 가장 우수한 내부식성을 보 던 

SiC와 Au에 해서 비시험을 진행하 다.

지난 단계에서 연성을 갖고 가공성을 지니도록 Si의 고용한도 이하에서 제조된 

Fe-Si을 제조하여 아르곤 가스 분 기의 1100
o
C, 150시간 동안 어닐링을 한 시편은 

내부식성을 나타냈다. 열처리한 Fe-6Si 시편에 해 98wt% 비등황산에서 30일간 

부식시험한 후의 단면과 표면 사진이다. 역시 표면에 부동태 피막이 찰된다. 반면 

모재와 부동태 피막 사이에 틈은 찰되지 않는다. 즉, 침지시간이 증가하면서 산화

막과 모재사이의 계면 일치성이 개선된다. 산화막 표면쪽에서는 Si 조성이 큰 반면, 

Fe는 발견되지 않는다. 반면, 모재에 가까울 수록 Fe도 찰된다. 이는 철보다 산화

가 더 잘 되는 Si이 열처리하는 동안, 선택 으로 산화된다. 비등황산에 노출된 

기에 황산이 Si 산화막을 통하여 모재쪽으로 침투하게 된다. 이때 황산에 노출된 

모재내의 철은 용해된다. 용해된 철은 다시 Si 산화막을 통해 이동하여, 모재 조성

에 Si이 풍부하게 하면서 모재외부 황산용액으로 나온다. Si rich 한 모재는 산화되

어 Si 산화막의 두께는 차 증가하여 정상상태가 된다. 이 게 하여 산화막과 모재

의 계면 일치성은 차 개선된다. 결국 열처리 동안 형성된 Si 산화막이 황산에 침

지하는 동안에 성장하여 Fe-6Si의 내부식성을 나타낸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에는 Fe-6Si의 용 성과 같은 제작성을 평가하고, 보다 Si 함량을 낮춰 가공성

을 개선할 수 있는 시편에 한 평가가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열처리 공정의 난이

도의 개선을 한 평가 한 필요하다.

재 상업 으로 구매 가능한, 제조회사  원료가 서로 다른 다섯 종류의 원자

로  흑연을 상으로 선정에 필요한 기 자료 확보 목 으로 각 재료의 흑연화도

를 흑연결정 C 축의 면간거리(d002) 측정을 통하여 결정, 비교하 다. 비교 상인 5 

종류의 원자로  흑연(IG-11, IG-110, IG-430, NBG-18, NBG-25) 은 모두 흑연화

가 잘 된 구조로 나타났으며 결정구조에서도 서로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그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흑연화도는 NBG 계열보다는 IG 계열이 다소 높

게 나타났고, 각 계열에서 Coke 종류에 따른 흑연화도에는 IG와 NBG가 서로 상반

된 결과를 나타내었다. 

4종의 원자력  흑연의 괴인성에 미치는 온도와 산화의 향을 조사하 다. 동

일 제조사 흑연을 비교하면 온도에 따른 괴인성 증가율은 코크 입자크기의 차이

에 향을 받는다. 600
o
C에서 IG-430의 괴인성 증가는 IG-110 보다 높고 

NBG-17은 NBG-18 보다 높았다. 원자력  흑연의 괴인성은 산화에 의해 지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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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화가 진행됨에 따른 기공의 근 성은 균열

이 기공 사이를 진 하게 되어 정규화된 괴인성은 이러한 효과에 의해 지수함

수 으로 감소하게 된다. 같은 제조사 흑연을 비교하면 IG-110의 괴인성 감소율

은 IG-430보다 크고 NBG-18은 NBG-17보다 높았다. 산화도가 낮을 경우, 고온 효

과는 산화 효과보다 크게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효과는 열팽창에 의한 완화에 

의해 산화도가 높을 경우는 사라졌다.

IG-11, IG-110, NBG-18 그리고 PCEA의 열방사율에 미치는 산화의 향을 상

온에서 500oC까지 측정하 다. 모든 흑연의 방사율은 산화율 5%까지 증가하 다. 

하지만 5%와 10% 산화 시편의 열방사율은 차이가 없었다.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방사율은 다소 감소하 다. 산화에 따른 기공도, 표면 거칠기 증가에 의해 열방사율

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후보 흑연재료 4종의 마모 특성을 상온, 기 분 기에서 수행하 다. 코크 입자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마찰계수는 감소하 으며 IG-110 (20m), NBG-25 (Max. 6 

m), NBG-17 (Max. 900m) and NBG-18 (Max. 1800m)의 마찰계수는 각각 

0.369, 0.332, 0.316, and 0.314 이 다. ASTM D7219-05에서 제시하는 등방성  

등방성 원자력  흑연의 결정도, 조성  불순물의 함량은 유사하기 때문에 코크 

입자크기와 기공도 가 후보 흑연재료의 마찰 거동에 미치는 주요한 인자인 것으로 

단된다.

원자력  흑연의 flattened disc를 이용한 압축응력평가 방법의 용 가능성을 평

가하고자 하 다. compressive test를 통해 유효한 결과를 얻기 한 최소크기  

diametral 압축강도를 알아보았다. 유효한 결과를 얻기 한 최소크기는 각은 

30°, t/R 비율은 0.6이상 이다. NBG계열의 경우 시편의 지름이 30mm일 때까지 지

름이 증가 할수록 diametral 압축강도가 감소하는 향을 보 으며 30mm 이상에서

는 일정한 값을 갖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한 grain size가 증가할수록 

diametral 압축응력 값이 감소하 으며 편차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 하지만 

IG-110의 경우 시편의 크기가 증가하면서 diametral 압축강도가 감소하 다. 

IG-110의 경우 시편의 앙에 최  응력이 걸리기 에 시편의 가장자리 부근에서 

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정한 값을 갖는 최소크기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

인다. Compressive test를 이용해서 간 으로 elastic modulus를 측정하 다. 시편

의 크기가 30mm까지는 elastic modulus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 으며 30mm 이상에

서는 일정한 값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flattened disc를 이용한 

compress test를 통해서 유효한 결과와 일정한 값을 얻을 수 있는 최소 시편크기를 

얻을 수 있었다. 

후보 흑연재료 5종에 하여 상온, 기분 기에서 소형 notched disk 시편을 이

용하여 수행한 혼합하  mode I-II 괴인성 시험 결과 노치와 하 축이 이루는 각

도가 증가할수록 노치선단의 shear deformation에 의해 형성된 미세균열에 의해 후

보 흑연재료의 grade에 계없이 괴하 은 감소하 으며 grade에 계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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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Ic/KIc은 1.5～1.6 사이의 값을 나타내었다.

IG-110, NBG-17, NBG-25 그리고 PCEA의 산화거동을 열 량계를 이용하여 

700～1400
o
C까지 100℃

 
단 로 측정하 다. diffusion-controlled regime인 700～80

0℃
 
구간에서는 모든 grade에서 산화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산화율이 증가하 으며 

산화 항성은 다음과 같은 순서(NBG-17>PCEA>NBG-25>IG-110)로 우수한 것으

로 나타났다.  Boundary layer-controlled regime인 900℃
 
이상에서 각 온도에서의 

산화율은 grade에 계없이 유사하 다. 900℃에서 1000℃로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산화율은 grade에 따라 약 12～14% 증가하 다. 하지만 1000～1300℃에서 온도에 

계없이 산화율이 일정하 다. 온도가 1400
o
C로 증가함에 따라 산화율은 grade에 

따라 15～22% 증가하 다. BET surface area 측정을 통해 1400℃에서의 산화율 증

가는 CO2의 향인 것으로 단되었다.

고온가스로 후보 흑연 grade인 IG-110과 IG-430 (일본 Toyo Tanso 제조)의 가

속기 이온조사 (3 MeV C+) 특성을 이온조사 . 후 Raman spectrum 변화로부터 

평가하고자 하 다. 시험결과 조사 민성(조사에 따른 결정성변화)은 Pitck coke 원

료의 IG-430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조사에 따른 결정크기변화(La)는 

기 결정크기가 큰 IG-110에서 더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부터 성자

조사에 따른 체 변형은 같은 조사량에서 IG-110이 IG-430 보다 다소 크게 나타날 

것 으로 단된다. 많은 단 에도 불구하고 가속기를 이용한 흑연조사특성 평가 방

법은 조사시간, 편리성, 그리고 경제  에서 매우 효과 인 방법으로 단된다.

재 남아공화국 PBMR 건설용 흑연노심부품을 가공하고 있는 SGL 독일 

Meitingen 공장의 를 심으로 흑연감속로용 형 흑연부품 가공 경험이 없는 국

내 실에서 국내가공을 한 필요조건을 확인하고자 해외 흑연부품 가공기술 황을 

분석하 다. 필요한 경우 국내 흑연 가공업체 가운데 한 두 업체를 선정하여 

preassembling 을 포함한 원자로  흑연부품 가공 국산화에 필요한 구체 인 Road 

map 작성  련 투자비 측, 산정 작업을 lead time을 가지고 미리 해 둘 필요

가 있다.

최근 개발된 원자로  흑연내 불순물에 한 정보를 얻고 국내 흑연내 불순물 

분석능력 악을 하여 흑연시료 처리 방법   불순물 분석 방법이 서로 다른 

세가지 방법으로 미국 Graftech 제조 PCEA 원자로  흑연 불순물을 분석 한 후 그 

결과를 제조사의 분석결과와 비교하 다. 분석결과 3 가지 분석법 가운데 

ABD-ICP-MS 방법이 불순물 추출  검출 에서 가장 한 것으로 나타났

다. FA-ICP-AES 결과를 제외하고 나머지 세 방법에 의한 분석결과는, GDMS 방

법에 의한 Boron 측정결과를 제외한다면, PCEA grade 의 7 종류 성자흡수 불순

물함유량은 모두 ASTM D 7219 제한치내에 있다. 

원자력  흑연에 한 음  물성 측정  검사 특성에 한 타당성을 평가하

기 하여 열화된 상태의 흑연에 하여 실험을 수행하 다. 음  속도는 기존의 

as-received 상태와 비교하여 속도가 감소된 것으로 측정되었으며, 감쇠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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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열화에 따라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한 흑연 시험편 경계에서의 음  투과

량도 as-received 상태에서 약 76%가 투과되었으나, 열화 시험편에서는 50%만이 

투과되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그리고 POD 측정에서는 표면에 인 한 반사체에서는 

동일한 POD가 나타났으나 깊이가 깊어질 수 록 POD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력발 소에서 가동  검사 기간 동안  수행하는 기법인 자동 음 검사를 수

행하여 음 검사를 통한 반사체의 검출능에 한 평가를 수행한 결과 120mm 깊

이의 측면공도 검출이 되었다. 한 최근에 원 에 용되고 있는 상배열 음  

기법을 통한 검사를 수행한 결과 양호한 S/N비로 측면공들이 모두 검출할 수 있었

다. 결론 으로 원자력  흑연은 열화된 상태가 as-receive 상태에 비하여 음 특

성이 떨어지지만 흑연에 한 건 성을 평가하기 한 음 검사는 유효한 검사가 

가능하 다. 그러나 열화된 상태의 시험편은 열화로 인하여 표면조건이 양호하지 

않아 열화 상태에서 검사  음  물성측정은 상당한 어려움이 존재하므로 

한 표면처리가 필요하므로 수침법을 이용한 검사를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 

유동기인진동에 둔감하도록 1차 고온가스덕트를 구조정산하는 방법론을 제안하

여 국내외 특허출원을 완료하 고 그에 따라 비설계된 구조에 하여 유동기인진

동 특성과 고온  고온하에서 구조건 성  피로-크립 특성을 평가하 다. 

한 순환기, 격리밸 , 벨로스  마그네틱 베어링에 한 기술 황을 분석하 고 벨

로스 설계에 용할 설계코드의 설계개념을 분석하 다.

900℃이상의 황산가스 분해 분 기에서 내 부식성이 있는 소재의 개발을 해 

Hastelloy X 모재 에  SiC 코  후 질소 이온빔을 조사하여 recoil implantation 

원리를 이용한 계면 믹싱 후 추가로 코  하여 두꺼운 코  층을 형성하고 이온빔 

hammering을 용하여 코  표면 층의 고 화로 확산 합 공정  는 실 공정 

의 진공  승화를 방지하기 방지 하는 기술을 개발하 다.  이온 빔 믹싱은 박

막과 모재가 반응하수 있도록 잡아 주는 역할을 한다. 이 게 하 을 때 황산 분

기에서 내 부식성 향상에 매우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 다. 표면 개질 된 부품들을 

집합하기 해 기계  조임 방법에 의한 진공  열처리를 통해 확산 합하는 방

법이 유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NHDD 부품 검증시험 기술 확립  주요부품 특히 공정열교환기의 성능검증을 

목 으로 실험시설을 제작하 다. 지난 2006년도에 10∼20kW  소형 PHE 검증시

험을 수행할 수 있는 소형가스실험루 를 설계하고 VHTR을 모사한 일차계통은 이

미 완성하 다.  단계에서는 수소생산용 원자로의 수소생산모듈의 황산분해공정

을 축소 모의한 고온황산실험장치를 설치하고 원자력연구원에서 제작한 이온빔믹싱

형 PHE 시험을 수행하 다. 이 과정에서 고온황산계통 주요부품의 설계를 완성하

고 이차황산계통의 측정/제어계통, 황산공 /배출계통, 후드/덕트계통  압냉각계

통 등의 사양을 도출하 으며, 일차계통에서 사용하고 있는 냉각계통과 질소공 계

통과 연계되도록 설계하여 실험장치가 효율  운 되도록 하 다. 황산루 를 설계

하는 과정에서 고압에 한 황산루  제작 가 흔하지 않고, 한 고압인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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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온에 한 용 가 없어 루 설계에 기술 인 난제가 많았다. 그러나 이를 극

복하는 과정에서 4개의 특허항목이 발견되었으며, 각 항목에 한 특허를 출원하여 

지 인 재산권을 축척하는 부수 인 결과도 연구 수행 과정에서 얻게 되었다. 고온

의 황산시험 결과 세라믹재질로 제작된 루 계통의 부품은 황산부식이 발견되지 않

았으나, 황산에 부식성이 좋은 Hastelloy C-276 속재질로 제작된 넘과 배

은 약간의 부식이 발견되었다. 탄화규소로 열 달 표면을 이온빔믹싱 처리한 공정

열교환기의 경우 10시간의 고온황산시험 후에도 표면에 부식으로 인한 결함이 발견

되지 않았음을 보로스코  표면 검사장비를 통하여 확인하 다. 고온부품은 연구

개발을 통하여 계속 개선되고 있으며 다음단계에서 이를 보다 효과 으로 검증하고 

시험하기 한 형 가스루 의 개념설계를 수행하 다. 그동안 축 한 소형질소루

 설계/건조/시험 기술을 바탕으로 향후 3년간의 2단계 연구 기간에는 형헬륨루

를 설계/건조하여 실질 인 부품검증 환경을 구축할 정이다. 

V. 연구개발결과의 활용 계획

본 연구에서는 원자력이용 수소생산시스템을 구 하기 한 요소기술개발을 선

행단계에서 결정된 우선순 에 해 수행하 다. 반 인 요소기술은 원자력수소

생산시스템에 직  활용될 정이다. 략 인 측면에서 고온재료나 흑연 련 시

험데이타는 GEN IV에서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기 한 수단으로서 GEN IV에 기여

될 정이다. 이온빔믹싱을 이용한 내식성향상  공정열교환기개발 기술은 세계

으로 독자 인 기술노선의 개발이며 고온의 내식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다양한 용

이 가능하다. 삼산화황분해 공정열교환기의 련 기술은 원자력수소 생산 분야에 

수출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일반 고온, 고압, 내식성 범용 산업열교환기 개발 시 응

용이 가능하다. 건조된 가스루 는 원자로조건을 구 할 수 있으며, 이 루 를 활용

하여 본 과제에서 개발 인 공정열교환기를 시험하고 검증하는 도구로 활용할 

정이다. 한, 부수 으로 기기의 성능평가  기기의 요소기술 확보, 해석코드의 

비교평가 등에 폭넓게 활용될 정이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를 원자력수소 핵심기

술개발과제에서 집 으로 수행하여 원자력수소생산 시스템에 요소기술을 제공하

고 기술 인 난 을 극복하는데 활용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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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  Title

Development of Essential Technology of Very High Temperature Gas Cooled 

Reactor

II.  Objectives

The purpose of the first phase of this project is to develop the essential 

technologies needed for constructing a VHTR demonstration plant for a 

hydrogen production. A VHTR which can safely maintains very high outlet 

temperature above 950℃ is essential to produce a hydrogen with a high 

efficiency. The essential technologies include the following technologies; the 

evaluation of high temperature heat-resistant alloys, the evaluation technologies 

for the graphite used for a core structure, tests for the corrosion-resistant 

materials required for a hydrogen production process, the development of surface 

modification technology for developing the technology for a heat exchanger of 

SO3 decomposer, the evaluation of the structural integrity of the major 

components at a high temperature, the construction of a small-scale gas loop, 

and the development of the operation technology for maintaining the high 

temperature condition at the loop.

A clean energy for the future, hydrogen is converted to water and doesn't 

emit greenhouse gases after a combustion, and is used for various uses such as 

a fuel cell and fuel for a car so much so that leading countries have enhanced 

their researches on a hydrogen production and utilization. It has been reported 

that a hydrogen production by using a high temperature heat above 950℃ 

produced from a VHTR is the most efficient approach among various hydrogen 

production methods. Various gas-cooled reactors have been developed since the 

1960s but their outlet temperatures were designed to be below 850℃ during a 

normal operation. Therefore, the development of technologies related to a VHTR 

with a higher outlet temperature above 950℃ should be preceded. 

To maintain the structural integrity of a VHTR at a high temperature above 

950℃, it is required to develop the technologies for a selection of the relevant 

metal alloys, an evaluation of their properties, and an evaluation of the 

properties of the graphites used for the core material. Technologies for a data 

production and an evaluation of the properties of high temperature material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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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clear graphites will be obtained through participating in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GEN IV systems. Data for the material properties of the 

components to be operated in a VHTR and the technologies for an evaluation of 

its mechanical and structural integrities could be directly applied to the design 

of a VHTR and a component's design, manufacturing and testing technologies 

could be applied to the development and design of a VHTR system. 

Development of the components and essential technologies that connect a VHTR 

system and a hydrogen production system is essential to achieve a nuclear 

hydrogen production system. It is very important to guarantee the fundamental 

and the intellectual properties from the initial stage of a conceptual design 

especially in the fields being competitively researched by various countries.

Also, it is expected that the technologies for a material evaluation and the 

design and development technologies for high temperature components could be 

extensively applied to common plants and aerospace, and the industrial spin-offs 

could be of great value. Consequently, the development of nuclear hydrogen at 

this point makes it possible to reduce a country's dependency on foreign 

countries and raise its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and international stature. A 

social and cultural safety recognition could be raised through a development of 

the essential technologies that can construct a highly safe and reliable nuclear 

system. Korea's stature could be raised in the international nuclear society 

through prior occupation of a competitive edge over advanced countries in the 

nuclear industry or sharing the role.

III.  Work Scope

The researches performed in this project can be classified into five 

technologies; research on high temperature materials for reactor and high 

temperature components, research on the nuclear graphite used for the core 

material of a VHTR, research on the essential technologies related to the 

reliability of high temperature components, research on ion-beam mixing 

technology as a part of the technologies to develop a process heat exchanger 

and research on a small gas loop.

The field of a property evaluation of high temperature materials can be 

classified into four areas; super alloy for high temperature piping and 

components, modified 9Cr-1Mo alloy for a reactor vessel, ceramic composite 

materials for control rod, materials for an sulfuric acid decomposition of a 

sulfur-iodine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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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ep data for Alloy 617 was obtained from the creep tests in air and He 

environment at 950℃, and the effects of experimental gas environment on creep 

behaviors were estimated through the creep data and EDS analysis. New 

methodology and model were developed to accurately predict the long-term 

creep strength above 100,000 hours. It was demonstrated by a number of creep 

data from the literature survey.  A new stress-temperature model was derived 

with application to the creep rupture data of Alloy 617. In addition, fatigue 

strength with cycle and hysteresis loop with strain range were measured. 

Fracture surface and precipitates were observed after fatigue test.   

Modified 9Cr-1Mo steel was welded by SMAW (Shield Metal Arc Welding) 

method. The mechanical properties such as tensile, impact, creep and fracture 

toughness were measured for the weldment of modified 9Cr-1Mo steel. To 

evaluate the degradation behavior by thermal aging, the weldment of modified 

9Cr-1Mo steel was heat-treated at 600℃ for 5,000 hours and then, the impact 

test and tensile test were performed using the aged specimens. Additionally, 

microstructure of the aged specimens was also observed. Fatigue strength of 

9Cr-1Mo steel was softened with cycles. This behavior was evaluated by 

metallurgical factors and dislocation density. 

The baseline thermal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some nuclear-grade C/C 

composites such as CX-270G and Sigrabond 1501YR were evaluated. The room 

temperature flexural strength, heat capacity and thermal conductivity were 

measured and the preliminary oxidation test was also performed. Test facility 

for measuring the high-temperature mechanical property was set up.

Corrosion behaviors of some commercial materials screened previously were 

investigated in boiling 98wt% sulfuric acid and boiling 50wt% sulfuric acid 

without/with HI as an impurity. Especially, SiC was tested as a function of the 

immersion time in boiling 98wt% sulfuric acid up to 400 days considering a 

material degradation with the operation time under very corrosive environment. 

Additionally, autocrave simulating high pressure sulfuric acid boiling in the SI 

process was made for the corrosion tests with SiC and Au which showed 

excellent corrosion resistance under ambient pressure. Corrosion tests with high 

temperature alloys were performed at 850℃ of sulfur trioxide decomposition. 

Their surfaces were modified by the corrosion resistant coating using thermal 

spray.

The field of evaluation technology of nuclear graphites can be classified into 

following areas; comparison and evaluation of oxidation, physical and mechanical 

properties for candidate nuclear graphites, evaluation of irradiation 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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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ing an accelerator, evaluation of oxidation and mechanical properties using 

small specimen, reviewing a foreign status of graphite machining, evaluation of 

impurity analysis technologies and nondestructive defect detection technology 

using ultrasonic method. 

Evaluations on the degree of graphitization using X-ray, high temperature 

flexural strength and fracture toughness, thermal emissivity after oxidation and 

wear property at room temperature in air environment were performed for 

selected nuclear graphites. Concerning the small specimen technologies, 

evaluations on the diametral compressive strength using a flattened disk 

specimen, mixed mode I-II fracture toughness using a notched disk specimen, 

high temperature oxidation property using a themogravimeter and coefficient of 

thermal expansion up to 900℃ were performed. Concerning the evaluation of the 

irradiation properties using an accelerator, the Raman spectrum changes after 3 

MeV C+ ion irradiation were compared and evaluated. Concerning the review on 

the foreign status of graphite machining, the machining factory of SGL in 

Germany was reviewed for example. Concerning nondestructive defect detection 

technology, the validity of ultrasonic examination and change of ultrasonic 

properties were evaluated.

Design methodology is developed for the primary co-centric dual hot gas 

duct to be independent on the flow-induced vibration. The preliminary structural 

integrity estimation is carried out using the design concept of the design code. 

In addition, the design concept and the status are investigated for the circulator, 

bellows, isolation valves and magnetic bearing.

The manufacturing process was investigated for the laboratory-scale 

prototype of the process heat exchanger developed in 2006. The surface 

modification technology was advanced to increase corrosion-resistance and ease 

the heat exchanger manufacture. Preliminary corrosion tests were performed to 

evaluate the effect of the modified surface at the sulfuric acid condition.

The secondary sulfuric acid loop was added to the primary nitrogen loop 

constructed in 2006. Some tests were performed for the verification of the 

prototype of process heat exchanger. In addition, the pre-conceptual design was 

performed for the medium sized helium loop, which will be constructed to test 

the high temperature components in the next stage. 

IV. Results

Results of short and mid-term creep data for Alloy 617 were obtained in air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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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 environments at 950
o
C. Thickness of outer oxider layer in air increased smoothly 

with increasing of elapsed time, but in He environment the thickness increased 

steeply. Chemical compositions showed obvious difference for outer oxide layers and 

internal oxidation. Creep life time in air decreased significantly compared with in He 

environment. This is due to oxidation behavior between air and He environments.  

To accurately predict the long-term creep strength of Alloy 617, two parameter 

method with two C values was adopted instead of a conventional one with a unique 

C value. The conventional method did not thoroughly match with the creep rupture 

data, and it showed an overestimation for the prediction of the long-term creep 

strength. On the other hand, the two parameter method revealed a good agreement 

with the creep rupture data. For 105h at 950oC, the predicted strength of the two 

parameter method was lower with 4.7MPa than 7.2MPa of the conventional one. 

This is because the predicted curves took flexibility by two parameters. This two 

parameter method can be utilized to accurately predict the long-term creep strength 

for above 10
5
 h at 950 and 1000℃

 
for Alloy 617. 

A stress-temperature linear model (STLM) based on Arrhenius, Dorn and 

Monkman-Grant equations was newly proposed through a mathematical 

procedure. For this model, the logarithm time to rupture showed good linearity 

on both an applied stress and temperature. The model parameters were properly 

determined by using a technique of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of a 

statistical method, and this model was applied to the creep data of Alloy 617. 

From the results, it was found that the STLM results showed better agreement 

than the Eno’s model and the LM parameter ones. This proposed model can be 

utilized as a new methodology for predicting the long-term creep life of Alloy 

617. 

The modified K-R model for the NLSF of full creep curves revealed a 

better agreement than the K-R one. The λ and K parameters of the modified 

model were independent on the stress variations, and the values were obtained 

with λ=2.78 and K=1.24, respectively. For the M-G strain, e*  increased with an 

increasing stress, as a function of a stress. Using the modified K-R mode, 

long-term creep curves reaching 500,000 hours from short-term creep curve data 

were modeled successfully.

A constitutional equation of Alloy 617 to predict a fatigue life at 950℃ was 

∆        . The fatigue strength was not largely changed with 

strain range. Plastic strain was increased with strain range. Precipitate was 

observed at the grain boundary after the fatigue test.

Tensile test results showed that the yield and tensile strength of weldment w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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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er than those of base metal up to 500oC. But the creep rupture strength of 

weldment was lower than that of base metal. The DBTT of weldment was 1oC, it 

was higher than that of base metal, and an upper shelf energy of weldment was 

also lower than that of base metal. But these values satisfied the minimum 

requirement of the impact properties for RPV. The reference temperature of 

weldment obtained from the fracture toughness test was about -33.6oC. Subgrain 

was formed within the martensite lath of weldment after aging treatment and Laves 

phase was also precipitated after aging. Therefore, the impact absorbed energy of 

aged weldment decreased to 107 J. The fatigue strength of 9Cr-1Mo steel was 

softened with cycles. Softening was largely occurred at the early stage of a fatigue 

life and gradually reduced at the middle and last stage of a fatigue life. Softening 

was due to cell dislocation structure, increase of lath width, and plastic strain 

concentration at the slip system.

The thermal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2D-woven C/C composites such as 

CX-270G and 1501YR show an anisotropy with respect to the measuring direction. 

The transverse flexural strengths of CX-270G and 1501YR composites were 134.2 

MPa and 325.0 MPa, respectively. The transverse thermal conductivity of CX-270G 

show a higher value than that of 1501YR composite. Nuclear-grade composite 

revealed a lower oxidative weight loss than general C/C composite.

Weight gain is increased almost linearly with the immersion time up to 400 days 

in boiling 98 wt% sulfuric acid indicating that silicon oxide formed on the SiC 

surface is not very protective. Bending strength decreased rapidly with the 

immersion time after 60 day immersion, which is caused by material degradation 

due to corrosion. The SI process is operated under high temperature/high pressure 

for a long time and a vibration would be introduced. Therefore, a thorough 

assessment for the corroded specimen after long term corrosion test should be 

performed.

In the boiling 98 wt% sulfuric acid, Au and SiC showed excellent corrosion 

resistance while Ta was corroded severely. From this, gold coating can be 

considered for an application. In the boiling 50 wt% sulfuric acid, surface 

appearances of Ta, Au and SiC were very clean indicating a corrosion resistance 

in boiling 50 wt% H2SO4 at 125oC. In boiling 50 wt% sulfuric acid with 0.5mol HI 

as an impurity, Ta and Zr still showed an excellent corrosion resistance while Au 

showed a poor corrosion resistance indicating that HI accelerated the corrosion rate 

of Au. It should be noted for an application that a pit which had been observed on 

the Zr surface in 50 wt% sulfuric acid without HI was enlarged and developed in 

the presence of HI. 

Material corrosion under gas phase by decomposition of sulfuric acid is also 

very important besides corrosion under liquid phase sulfuric acid. For this, corrosion 

resistant coating (alumina, chromic oxide, chromic carbide and zirconia) was for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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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high temperature alloys (Alloy 617, Alloy 800H, Hastelloy X and Haynes 230) by 

using thermal spray and corrosion test was carried out at 850℃ under decomposed 

sulfuric acid. Crack mainly initiates and propagates due to a difference between 

thermal expansion coefficients of coating and matrix. However a delamination of 

coating layer can be overcome by controlling a thickness of bonding layer, a 

thickness of coating layer and uniformity considering that coating showed corrosion 

resistance and thermal expansion coefficient of bonding layer is similar with the 

that of matrix.  

The SI process is operated under high temperature/high pressure where boiling 

temperature of sulfuric acid is elevated. Therefore, autoclave for high pressure test 

was made of hastelloy. For SiC and Au which showed excellent corrosion resistance 

under ambient pressure, preliminary test was performed.

After a thermal heat treatment at 1100℃ in boiling 98 wt% sulfuric acid, 

corrosion rate for Fe-6Si which is more or less formable is decreased drastically 

with the immersion time. Si rich oxide is observed after the immersion test in 

boiling 98 wt% sulfuric acid while there is no oxygen on the Fe-6Si surface without 

a thermal treatment. It is expected that the passivity of the Si rich oxide is related 

to the corrosion resistance of the Fe-6Si with a thermal treatment. From SEM for 

the Fe-6Si with a thermal treatment after a 30 day immersion in boiling 98 wt% 

sulfuric acid. A 30 μm thick passive layer which is well adherent to matrix alloy 

is observed. On the outermost surface of passive layer, silicon and oxygen are 

observed while an iron is not observed. Iron is observed at an interface of a passive 

layer and the matrix. It isplausible that Si which is more oxidative than Fe is 

selectively oxidized during a heat treatment. At an early immersion time in boiling 

98 wt% sulfuric acid, an aqueous solution penetrates into the matrix through silicon 

oxide leading to a dissolution of Fe, and the dissolved Fe ion is transported through 

the silicon oxide film leaving a Si enriched matrix. Silicon oxide grows through an 

oxidation of the Si enriched matrix to become a steady state. Therefore it is 

concluded that the silicon oxide layer formed during a heat treatment and grown 

during an immersion provides the corrosion resistance for Fe-6Si. Based on these 

results, assessment of weldability and fabricability of Fe-6Si, fabrication of lower 

Si alloy to improve fabricability and improvement of heat treatment process should 

be needed in the future.

Commercially available five nuclear graphite grades (IG-11, IG-110, IG-430, 

NBG-18, NBG-25) differ in manufacturer and raw materials (coke) were examined 

to evaluate the degree of graphitization (DOG) based on interplane distance in 

c-axis. All the grades showed a well graphitized crystal structure and little 

differences were observed  between the grade. Even not so significant, the DOG 

appeared a little higher in IG grades than the NBG, and the dependence of DOG on 

coke type appeared contradictory between the IG and NBG gra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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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erature and oxidation effects on the fracture toughness of four kinds of 

nuclear graphites were investigated. Comparing the same manufacturer, the 

difference in grain size affects the increase rate of fracture toughness with 

temperature. Increase rate of fracture IG-430 is higher than IG-110, and NBG-17 

is higher than NBG-18 at 600oC. Fracture toughness of nuclear graphite showed 

exponentially decreasing trend with oxidation. As the proximity of pore makes 

primary crack to jump one pore to next pore as oxidation progresses, normalized 

fracture toughness is exponentially decreased by weakening effect. Comparing the 

same manufacturer, decrease rate of IG-110 is a little higher than IG-430, and 

decrease rate of NBG-18 is higher than NBG-17. High temperature effect is higher 

than oxidation effect at low oxidation region. However, this effect is disappeared by 

accommodation of thermal expansion at high oxidation region.

Oxidation effect on the emissivity of IG-11, IG-110, NBG-18 and PCEA were 

examined from room temperature to 500oC. For all the grades, the emissivity 

increased after the oxidation up to 5% wt. loss. However, the samples with 5% wt. 

loss and 10% wt. loss show little difference in emissivity values. As the temperature 

increased the emissivity decreased slightly. It was found that the increase of the 

emissivity was resulted from the increase of the porosity and surface roughness due 

to the oxidation.

It was found that the steady friction coefficient decreased with the increase of 

the coke particle size. The steady friction coefficients were 0.369, 0.332, 0.316, and 

0.314, respectively, corresponding to the grades of IG-110 (20m), NBG-25 (Max. 

60m), NBG-17 (Max. 900m) and NBG-18 (Max. 1800m). The graphites used in this 

study are high purity nuclear grades which satisfy the ASTM D 7219-05 standard 

specification for isotropic and near-isotropic nuclear graphite so that the four grades 

have the nearly the same crystallinity, composition and impurity level and thus the 

porosity and size of coke particle are considered to be the main material factors 

affecting the wear behavior.

The applicability of flattened disk specimen was investigated. In addition, 

minimum specimen size for the test was determined and diametral compressive 

strength of nuclear graphite was measured. Optimum specimen size for the valid 

test result was determined such that contact angle is 30° and t/R ratio is 0.6. 

Diametral compressive strength decrease up to 30mm but showed less change at 

larger specimen diameters. In case of IG-110, however, the strength continuously 

decreased with increase in specimen diameter mainly because many specimens were 

broken at contact edge region instead of center region. Elastic modulus was also 

determined from the tests. Except NBG-18, elastic modulus showed somewhat 

constant values at diameters greater than 30mm.

The mixed mode I-II fracture behavior of selected nuclear graphites was 

examined at room temperature using a notched disk specimen. The fracture 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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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nuclear graphites decreased as the notch inclination angle increased under the 

mixed mode I-II loading due the sharp crack initiation by the shear deformation at 

the notch tip. The values of KIIc/KIc were in the range of 1.5∼1.6 regardless of 

the grade of nuclear graphites.

Using a thermogravimeter, the thermal oxidation behaviors of IG-110, NBG-17, 

NBG-25 and PCEA were investigated at high temperatures from 900 to 1400℃ at 

an interval of 100oC. In diffusion-controlled regime (700∼800oC), the oxidation rate 

increased with oxidation time for all the grades and the rank of oxidation resistance 

in this regime is as follows; NBG-17>PCEA>NBG-25>IG-110. In boundary 

layer-controlled regime above 900oC, the oxidation rates were nearly the same 

regardless of the grade. As the oxidation temperature increased from 900 to 1000oC, 

the oxidation rate was increased by 12∼14% depending on the grade. However, The 

values of the oxidation rate at 1000∼1300℃ remained unchanged however, the 

oxidation rates at 1400℃ were about 15∼20% higher than those at 1300oC. From 

the BET surface area measurements, the increase of oxidation rate at 1400℃ is 

considered to be resulted from the additional reaction with CO2 (Boudouard 

reaction: C+CO2=2CO)

3 MeV C+ion irradiation-induced property changes in IG-110 and IG-430 were 

evaluated by Raman spectroscopy. Results show that irradiation-sensitivity is 

higher for IG-430 of pitch coke than IG-110 of petroleum coke. However, IG-110 

whose initial crystallite size is larger than the IG-430 showed a large reduction in 

crystallite size (La) after irradiation. Form these observation, the dimensional 

change after reactor irradiarion was predicted to be larger in IG-110. Even large 

disadvantages are observed from accelerator application for irradiation study, the 

method is judged to be one of effective methods in view from economics, time and 

simplicity.

To examine preliminary conditions for large-size graphite block machining, the 

conditions and examples of  the SGL Meitingen Graphite Machining Factory were 

analysed. After selection, contacts with manufacturer will be initiated to examine 

the condition of manufacture and machining of the grades. It is proposed that, if 

decided necessary, one or two factories interested in machining large graphite 

blocks for VHTR are selected and have these factories prepare road maps to a final 

target necessary for domestic machining of the blocks.

To confirm current graphite impurity determination capability in KAERI, and to 

get information on graphite impurities in advanced nuclear graphite grades, three 

different chemical element analyses techniques, I.e., MWD-ICP-MS, FA-ICP-AES, 

ABD-ICP-MS, were compared based on impurity measurement (B, Cd, Sm, Eu, Gd, 

Dy, W) by each technique for a sample of reliable impurity measurement record. 

Results show that, of those three methods, ABD-ICP-MS technique appeared to be 

most reliable. Except results from FA-ICP-AES and GDMS, contents of se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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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utron absorbing impurities in PCEA are confirmed to be within the ASTM D 7219 

impurity limit.

To evaluate the validity of UT about aged nuclear graphite, we measured 

velocity and attenuation of UT. In case of aged specimen, the characteristic of 

velocity and attenuation of a sound were decreased as compare with as-received 

specimen. Around the surface, 76% penetrated in as-received specimen and only 

50% penetrated in aged specimen. As a result of POD measurement of aged 

specimen, POD value was identity. However, getting more deeper, POD value was 

decreased. We perform the automated ultrasonic testing to evaluate detectability of 

reflector. consequently, side drilled hole (SDH) with 120mm from surface were 

detected. Also using the phased array testing, all of SDH were detected as fine S/N 

ratio. In conclusion, ultrasonic characteristic of aged case lower than as-received 

case. However, ultrasonic test to evaluate the integrity of nuclear graphite is 

available. aged specimen is surface condition is poor. Thus, proper surface treatment 

is needed.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patents have been submitted about the design 

method for primary hot gas duct to be independent on flow-induced vibration. At 

the pre-designed hot gas duct structure, we estimated the flow-induced vibration 

characteristics and fatigue-creep characteristics. We wrote the state-of-the-art for 

circulator, isolation valve, bellow, and magnetic bearing. In addition, the design 

concept of the code was analyzed for the bellow design.

A surface modification of Hastelloy X by a SiC coating processed by an electron 

beam evaporative deposition has been studied in combination with an ion beam 

mixing (IBM) and an ion beam hammering (IBH). The simply deposited SiC film 

on the Hastelloy X substrate is easily peeled-off during an annealing at a high 

temperature due to a huge difference in their coefficients of thermal expansion 

(CTE), however the SiC coating on Hastelloy X prepared with IBM is sustained 

above 900 ℃hen the heating rate is less than 10 ℃min. The process of coating and 

IBM consists of a thin SiC film deposition, a subsequent N ion beam bombardment, 

and then an additional deposition of the film to the designed thickness. IBM plays 

a role of fastening the SiC film on the Hastelloy X substrate until the interfacial 

reaction takes place. The SiC film prepared with IBM requires a post-deposition 

annealing in vacuum for the interfacial reaction. However, the sublimation of SiC 

film prepared by an electron beam evaporative deposition occurs at the temperature 

above 900 ℃increasing the thickness of the deposited film. The sublimation of the 

SiC film can be prevented by IBH in which ion beams are bombarded onto the 

deposited film. 

Good bonding between the Hastelloy X sheets, which is essential to fabricate 

a good heat exchanger, was achieved by mechanical clamping the work-pieces with 

heating at 1000˚C for 5 hours. The clamping jig materials used are All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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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el(9Cr1Mo) and SKD61 which have excellent mechanical properties at the 

elevated temperature and have less thermal expansion coefficient than the 

Hastelloy-X. 

A small-scale gas loop was constructed for the tests of a process heat 

exchanger.  In 2006, we carried out the design of the gas loop and constructed the 

primnary nitrogen loop. In this phase, the we installed the high temperature sulfuric 

acid loop to simulate the sulfuric acid decomposition at the hydrogen  production 

module and performed the performance test of a process heat exchanger developed 

in this project. We completed the design of main components in the sulfuric acid 

loop, produced the specification of the other systems such as measurement and 

control system, the sulfuric acid cooling system, and others. The sulfuric acid loop 

was efficiently operated through the coupled design with cooling system and 

nitrogen supply system of the primary nitrogen loop. There were many technical 

issues, because there is few domestic experiences using sulfuric acid at both high 

temperature and high pressure conditions. 4 domestic patents were by-products 

during the overcoming process of the technical issues. High temperature sulfuric 

acid experimental results showed that any corrosion in the ceramic components 

could not be found after the test but there were small corrosion regions in the 

plenums, plates, and piping made of Hastelly C276. The boro-scope showed that 

there was no defect of corrosion in the process heat exchanger whose 

heat-transferred surface was modified by ion-beam mixing and SiC coating. The 

conceptual design of a medium-sized helium loop was performed to effectively test 

and verify the components of VHTR. Based on the technologies for 

design/construction/test of the small-scale gas loop, the medium-sized helium loop 

will make the verification of practical components possible.

V. Future Plan

In this project, the development of the essential technology needed to 

achieve a nuclear hydrogen production system was performed according to the 

priorities determined from preceding researches. General essential technology will 

be directly applied to a nuclear hydrogen production system. From a strategic 

aspect, data related with high temperature materials and graphite will be 

contributed to GEN IV to acquire plenty of data from GEN IV. The technologies 

for the improvement of corrosion-resistance and PHE development using ion 

beam mixing is the development of our own technology line and can be applied 

to a field that requires corrosion resistance at a high temperature. The 

technologies related with a PHE can be exported to the field of a nuclear 

hydrogen production but also be applicable to the development of a 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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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erature, pressure and corrosion-resistant industrial heat exchanger. The 

constructed gas-loop can realize VHTR conditions and will be used as a tool to 

test and verify a PHE being developed in this project from 2008. Also, it will be 

widely applied to the performance evaluation of components, the establishment of 

the essential technology for the components and a comparative evaluation of the 

analysis codes. A series of researches will be intensively performed in this 

development of the key technologies for a nuclear hydrogen project and to 

provide the essential technologies to a nuclear hydrogen system, and be used to 

overcome technical difficul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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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개발 과제의 개요

제 1 연구개발의 목표

1. 최종 목표

화석연료의 고갈에 이어 개될 수소경제시 를 비하여 핵분열에서 발생

한 열에 지를 직  이용하여 물을 분해하여 량의 수소를 생산하는 원자력수소 

생산기술을 개발하고 실증하는 것이 원자력수소실증사업의 최종 목표이다. 원자력

수소 실증사업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개발하여 기에 공 하는 것이 원자력수소핵

심기술개발과제의 목표이며, 본 과제는 이를 달성하기 해서 수소생산시스템에 필

요한 재료, 기기, 그리고 가스루 의 요소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다. [장종화 외(2005), 

김용완 외(2007.03)].

2. 단계 목표

원자력수소핵심기술개발과제는 2006년 연구기획에서 1단계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으로 결정되었으나 2007년 타 원자력연구개발사업과 단계를 일치시

키기 해서 2007년부터 2008년까지가 1단계로 다시 기획되었다. 1단계(2007-2008) 

목표는 수소생산실증로의 건설에 필요한 핵심요소기술의 개발이다. 높은 효율로 수

소를 생산하기 해서는 950℃이상의 고온의 열을 안 하게 발생할 수 있는 고

온가스로가 필요하다. 원자력수소생산 시스템의 구 에 필요한 요소기술인 고온

내열합 의 평가, 노심소재인 흑연에 한 평가기술의 개발, 수소생산 공정에 필요

한 내식성소재 부식시험, 고온가스로계통과 수소생산계통을 연결하는 황산분해 

열교환기 기술개발을 한 표면개질기술 개발, 주요기기의 고온구조건 성 평가 

요소기술의 개발, 그리고 소형 질소가스루 의 건조  고온시험기술의 개발이 

고온가스로 요소기술개발 과제의 1단계 세부목표이다.

제 2 연구개발의 필요성

1. 기술  측면

수소를 생산하기 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나 그 에서 높은 효율로 수

소를 생산하기 해서는 950℃ 이상의 고온이 필요하다. 고온가스로는 독일 FZJ연

구소를 심으로 개발되었으며 재까지 여러 기의 실험로와 발 용 원자로가 운

되었고, 일본(HTTR)과 국(HTR-10)에서 각각 1기의 실험로가 운  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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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후반부터 고온가스로 개발  비발  응용에 한 연구는 여러 국

가에서 간헐 으로 수행되어 오다가 2000년 에 와서 원자력수소생산, 고온공정열

이용, 그리고 고효율 력생산을 목표로 활성화 되고 있으며[장종화 외(2007.04), 장

종화 외(2004.09)] 표 1-2-1과 같이 다양한 가스로가 개발되어 운 되어 왔다. 

원자로명 국가 황
용량

[MWth]

출구

온도

[℃]

특징  사용목

Dragon 국
1974 

운 종료
20 750 블록형 실험로, 핵연료 조사 시험

Peach

Bottom-1
미국

1988

운 종료
115 725

블록형 실험로

U-Th 핵주기 연구, 핵연료 성자 조사 

실험

AVR 독일
1988

운 종료
49 850 페블형 실험로, 페블형 원자로 실증

Fort

St. Vrain
미국

1988

운 종료
842 775 블록형 원자로, 기 생산, Th 연료 실증

THTR 독일
1988

운 종료
750 750 블록형 원자로, 기 생산

HTGR-1160 미국 설계 3000 723 블록형 원자로, 기 생산

THTR-1000 독일 설계 2700 750 페블형 원자로, 기 생산

VGR-50 러시아 설계 136 - 페블형 원자로, 기 생산, 감마선 생산

VC-400 러시아 설계 1060 950 페블형 원자로, 기 생산, 수소 생산

HTTR 일본
1998

운 시작
30 850

블록형 실험로, 공정열  수소생산 실증

출구온도 950℃로 1주일 간 운 에 성공함

GTHTR-300 일본 개발 600 850 블록형 원자로, 2010년까지 기기 시험 완료

HTR-10 국
2000

운 시작
10 700 페블형 실험로

HTR-PM 국 건설 400 750 페블형, 력 생산

MHTGR 미국 개발 450 750 블록형, 력 생산

GT-MHR
미국

러시아
개발 600 850 블록형 원자로, 무기  루토늄 이용

PBMR 남아공 건설 400 900

페블형 원자로, 기생산, PBMR-PHP 공

정열 이용

2012년까지 데모 원자로 완공

ANTARES 랑스 개발 600 850 공정열 이용, 력생산

NGNP 미국 개발 600 950
수소생산, 공정열, 력

블록형, 페블형 동시 개념설계 

표 1-2-1 주요 고온가스로 개발  운용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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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원자로 출구온도가 850℃이하로 주로 설계되어 운 되어 왔으므로 

출구온도를 950℃ 이상으로 높인 고온가스로 련 기술의 개발이 수소생산시스템 

개발에 선행되어야 한다. 고온가스로 설계  건설을 해서는 950℃이상의 고온

에서 구조 인 건 성을 유지 할 수 있는 소재의 선정과 이에 한 특성 평가기술

이 선행되어야 한다. 기존의 경수로와는 달리 노심소재도 흑연으로 설계되므로 일

반 속 소재에 한 평가와 함께 흑연특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술의 개발이 요구

된다. 고온재료  흑연 련 기술은 GEN IV 국제공동연구에 참여함으로써 한정된 

산으로 데이터와 특성평가 기술력을 확보할 정이다. 고온가스로에서 작동하

는 기기들에 한 재료특성 데이터  기계/구조 건 성평가기술은 고온가스로의 

설계에 직  사용되며, 시험루 개발  운 에서 확보된 부분  기기설계, 제작, 

시험기술은 고온가스로계통 개발  설계에 유용하게 활용된다. 고온가스로계

통과 수소생산계통을 연결하는 황산가스분해 공정열교환기를 비롯한 고온기기  

핵심기술의 개발은 원자력수소생산시스템개념을 구 하기 해서는 필수 이다. 각 

국에서 경쟁 으로 연구하고 있는 분야에 해서는 기개념설계부터 원천기술과 

지 재산권을 확보하는 것이 기술 인 측면에서도 매우 요하다.

2. 경제·산업  측면

경제 산업  측면은 원자력수소생산시스템 개발자체에 한 필요성과 그 과

정에서 개발되는 요소기술이 미치는 경제  측면과 사회  측면의 두 가지로 나  

수 있다. 

먼 , 원자력수소생산시스템개발이 미치는 경제 산업  분석은 선행연구에

서 세 하게 평가된 바 있다. 원자력을 이용한 수소생산은 환경을 요시하는 최근

의 에 지 정책에 부합하는 기술로서 경제성과 함께 환경효과로 인한 부가가치가 

더해진다. 조만간 가시화될 탄소세나 온실가스방출효과를 고려하면 량의 에 지

를 경제 으로 공 하는 실 인 방안은 원자력밖에 없으며 화석연료의 고갈시

에도 수소에 지를 이용하여 안정 이면서도 경제 으로 수송에 지를 공 할 수 

있다. 수소경제가 구 되었을 때 최종에 지  수소 체율을 석탄수소안은 10%, 

신재생수소안은 15%, 그리고 원자력수소안은  20%의 시나리오을 갖고 있으며, 기

안은  15%를 목표로 한다. 기 안의 경우 2040년에 연료 지사업은 GDP의 약 

4.5%(92조원)를 차지하고 수소제조사업은 GDP의 약 0.7%(15조원)를 차지하게 되어 

총 산업규모는 107조원으로 GDP의 5.2%를 유하게 된다. 거시경제 효과를 보

면 산업 후방효과를 포함한 산출효과는 기 으로 469조, 고용효과는 344만명

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에 지 도가 높은 수소의 사용확 로 수소경제가 본격

화되면 탄소경제에 비해 에 지소비는 어들 망이며 지속가능한 에 지믹스가 

용이하게 실 될 것이다. 국산에 지인 신재생에 지와 국산에 지인 원자력에

지를 활용한 수소의 생산은 2005년에 13.5%인 에 지 자립도를 2040년에는 23%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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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높일 망이다. 더구나 수소에 지는 환경오염물질을 폭 감축시키는 친환경에

지이므로 세계 10  후의 이산화탄소 배출국인 우리나라는 막 한 경제  효과

도 동반한다. 

후자에서는 수소생산 시스템의 재료특성  수 , 주요기기의 제작에 한 

평가기술을 확보함으로서 안 성이 높고 한 가격으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

다. 원자력수소생산시스템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획득되는 소재 평가기술과 고온

기기 설계, 개발기술은 일반 랜트와 항공 분야 등에서 폭넓게 응용될 수 있으므로 

산업  효과가 크다.

3. 사회·문화  측면

수소에 지는 미래의 청정에 지로 온실가스 배출이 없으며 (연소 후 물로 

변환), 다양한 용도로 사용 가능 (연료 지, 자동차 연료 등) 하므로, 세계의 선진국

은 원자력을 이용한 수소 생산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따라서  시 에서 원

자력 수소의 개발 추진은 향후 기술의 해외의존도 감축  원자력 수소 분야의 기

술 경쟁력  국가 상 제고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안 성이 높고 신뢰성이 있는 

원자로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는 요소기술의 개발을 통해 국민들에게 원자력에 한 

사회문화  안 성 인식을 제고할 수 있다. 경쟁력 있는 핵심기술에 해서는 원자

력선진국과 경쟁에서 우 를 선 하거나 역할 분담을 함으로서 국제원자력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상을 높일 수 있다.

제 3 연구개발의 범

본 과제에서 수행되는 연구는 그림 1-3-1에서 보는 것과 같이  1 단계와 2 

단계를 통해 원자력수소핵심기술개발에 필요한 하드웨어연구를 포 한다. 고온가

스로의 노심소재로 사용되는 흑연 련연구, 원자로  고온기기의 소재로 사용

하기 한 고온재료 련 연구, 그리고 고온기기의 구조건 성 련 요소기술, 원

자로계통과 수소생산계통을 연결하는 공정열교환기개발  그 기술의 일환인 이온

빔믹싱기술, 마지막으로 소형가스루 기술로 구분된다. 1단계에서는 GIF 연구를 

한 재료시험장치의 구축이 이루어지고 실험이 시작되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독

자 인 기술로 공정열교환기 개념을 개발하고 시편단 의 기 실험을 수행하 다. 

개념 개발된 열교환기를 소형실조루 를 이용하여 부식시험을 수행하 으며 다음단

계에서 장시간의 다양한 실험이 수행될 정이다. 

본 과제에서 수행되는 고온재료특성평가는 크게 고온배 용 슈퍼합  고

온시험, 원자로용기 FMS강 특성평가, 고온용 복합재료 특성평가, 그리고 황산분

해 반응기 재료 부식특성평가 등 네 가지로 분류된다. 먼 , 고온배 용 슈퍼합 에 

한 고온실험은 Alloy617 합 에 한 950℃, 975℃, 900℃의 크리  특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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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온피로시험이 수행되었다. 한, He분 기에서 950℃크리 시험이 수행되었다. 

He 분 기에서 피로시험 수행을 한 장치가 구축되어 다음 단계에서 실험이 수행

될 정이다. 이와 함께 탁과제에서는 A617에 한 열화거동에 한 연구가 수행

되었으며 산화특성을 개선시키기 한 방안에 한 연구도 수행되었다. 원자로압력

용기의 후보재료  하나인 FMS합 에 해서는 고온크리 특성과 피로특성에 

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제어   안내 의 소재로 활용하기 해서 고온용 후보

복합재료에 한 특성을 분석하 으며, 고온에서 복합제의 물성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에 한 조사를 하 다. 황산분해반응기에 사용할 재료를 선정하기 해 비등

황산 분 기와 50% 황산분 기에서 부식시험을 수행하 다. 특히, 320℃ 비등황산

분 기에서 내식성을 조사하기 하여 400일의 부식실험을 수행하 다. 850℃이상

의 기체황산분 기에서 여러 가지 소재에 한 상호비교평가 시험과 단기 내부식시

험이 수행되었다. 고온고압황산분 기에서 실험을 수행할 수 있는 장치를 구축하

으며 이에 한 실험이 2단계에서 수행될 정이다.

고온가스로요소기술개발 과제에서는 고온가스로의 노심소재로 사용하기 

한 흑연의 선정과 흑연의 평가에 연구의 을 두고 있다. 고온가스로 노심 구

조재로 사용되는 흑연은 가동  성자조사에 따라 형성되는 조사결함  이에 따

른 체 변형(dimensional change) 등이 원인이 되어 기계 , 화학 , 물리  특성이 

변화한다. 본 연구에서는 흑연선정  선정된 흑연 grade의 품질확인에 필요한 시

험, 평가기술 확보차원에서 실험을 통하여 주요 기 물성(산화, 기계, 물리  특성) 

시험 평가 기술을 확보하고자 하 다. 향후 원자력수소생산실증사업에 용될 고

온가스로의 흑연선정에 필요한 기술력을 확보하기 한 일환으로서 흑연에 한 산

화, 열 도도, 괴인성, 강도평가 등 열물리특성에 한 연구를 수행하 다. 지질자

원연구원의 가속기를 활용하여 가속기를 이용한 조사특성분석을 하 으며 그 결과

는 IAEA에 기여하고 2006년부터 2008년에 걸쳐 IAEA 흑연데이타베이스를 확보하

다. 비 괴장비  하나인 음 탐상장치를 활용하여 흑연의 결함을 분석하는 기

술에 한 연구가 시작하 다. 마지막으로 국내의 흑연가공설비  기술수 에 

한 조사와 분석이 흑연분야연구의 일환으로 수행되었다.

주요기기의 구조건 성평가 요소기술개발은 고온에서 기기의 건 성을 평

가하는 방법에 한 연구와 여러 가지 기기의 핵심기술에 한 연구를 수행하 다. 

고온가스덕트(Hot Gas Duct)의 건 성을 평가하는 방법론에 한 연구가 수행되었

으며 고온가스로에 활용할 수 있는 HGD개념에 한 연구와 치수를 비 으로 

결정하는 차에 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A617 Draft Code Case를 비롯한 ASME

의 고온기술기 의 용성을 조사하고 코드의 미비 을 분석하 다. 가스순환기에 

해서는 요소기술인 순환기 베어링에 해 오일베어링, 가스베어링, 그리고 자기

베어링에 한 기술  특징을 악하고 비교분석하 다. 간열교환기기술은 나선

형의 경우 이미 성숙기술로 인정되며 인쇄형열교환기의 경우 기술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러나 본 과제에서 개발 인 공정열교환기기술은 인쇄형 열교환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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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포 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세부 기술은 핵심기술개발과제에서 수행되지 않는

다.

황산가스분 기에서 기계  성질과 부식 성질이 우수한 공정열교환기 기술

을 개발하기 해 고온 기계  성질이 우수한 Hastelloy X, Alloy 800H, Alloy690 

등의 Ni 합 계 재료  stainless steel(SUS) 재료에 부식 항성을 향상시키기 

해 세라믹 코  기술을 개발 하 다. 자빔코 과 이온빔믹싱을 할 수 있는 장치

의 개발을 2007년에 완료하고 이를 이용하여 시편 단 의 실험을 수행하여 가능성

을 확인하 다. 공정열교환기는 형과 인쇄형이 교차하는 하이 리드 개념으로 설

계하여 높은 차압을 견딜 수 있으며 매의 공간을 확보했다. 이러한 연구과정에서 

열교환기 기술과 이온빔믹싱기술에 해 특허를 출원하 으며 일부는 등록되었다. 

소형열교환기를 제작하여 가스루 에서 실험을 수행하기 한 소형열교환기를 제작

하여 구 성을 확인하는 연구가 수행되었다. 실용성을 악하기 해서는 소형 

PHE를 만들어 실제 원자로 운 조건상태에서 기계 인 건 성을 검증하는 연구가 

실하므로 본 과제에서는 공정열교환기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소형가스실험루

를 설계/건조 하고 있다. 1단계에서는 일차질소가스계통과 이차 황산가스계통이 건

조되었으며 공정열교환기를 장착하여 부분 인 실험을 수행하 다. 실제 고온가스

로의 다양한 성능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형가스루 에 한 개념설계가 수행되었

다. 다음 2단계에서는 다양한 서능실험을 수행할 수 있는 형헬륨루 를 건조할 

정이다. 

1 단계1 1 단계단계
2007 2008 2009연구 내용

고온재료

및

흑연 기술

Products

소형(10kw) 가스루프 건조

초고온금속 및 세라믹
고온물성 (크리프, 피로) 평가

장치 구축

GEN IV 
재료

연구결과
생산(계속)

PHE Mock up 

재료특성 DB
- 초고온금속
- 흑연
- 세라믹

헬륨
가스루프건조

고온소재 특성평가 및 DB 구축

수소생산계통 재료 선정 부식시험

2 단계2 2 단계단계
2010 2011

고온소재 특성 평가 장치구축 및 시험

황산반응기용 재료 복합환경 부식 시험

가스루프

및

핵심기기 기술

흑연 선정 및 평가 기술 개발 흑연 선정, 품질확인, 기술기준 기술

2006

이온빔 믹싱 기술 및 공정 개발

소형가스루프 기술 개발

이온빔믹싱 기술 최적화
공정열교환기 및 핵심기기 기술

헬륨가스루프 건조 및 시험기술개발
공정열 교환기

(PHE) 제작

공정열교환기 (PHE) 개발

공정열교환기 설계

VHTR 모사시험
기기성능시험

PHE 
원천기술

공정열교환기 실험 및 개량

그림 1-3-1 고온가스로 요소기술개발과제 주요연구 로드맵  결과물



- 7 -

제 2 장 국내외 기술 개발 황

제 1 국내 기술 개발 황

정부는 2005년 3월을 수소경제시  원년으로 선언하고, 2005년 원자력수소

생산을 포함한 수소경제 국가 비 을 발표하 다. 제3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 

(2007-2011)에서 지속가능한 발 을 한 안정 인 원자력에 지 공 을 목표로 수

소경제 시 에 비하기 한 원자력이용 수소에 지 량 생산 시스템 개발 추진

계획이 수립되었다. 여기에서 고온가스로(VHTR)핵심기술개발 추진 (GIF 참여)하

기로 하고 상용화 타당성이 입증될 경우, 국가 수소에 지 개발 계획에 포함하여 

추진하고 민간 산업체 참여유도하기로 결 되었다. 따라서 고온가스로에 한 국

내 연구개발은 본 과제의 과제차원에서 주도 으로 수행하므로 부분의 내용은 

련 세부과제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다. 고온가스로의 요소기술에 해당하는 기기, 

재료, 가스루  기술은 본 과제에서 주도 으로 수행되고 있다. 2006년 원자력수소

핵심기술개발 과제가 1단계 3년(2006년-2008년)으로 기획되었으나 2006년 1년의 연

구를 수행 후 타 원자력연구개발사업과 단계를 일치시키기 해서 2007년 1단계

(2007년-2008년)으로 재기획하 다. 따라서 2006년 1년의 연구결과에 한 연구결과

는 별도의 보고서로 작성된 바 있다.

1. 고온재료 평가 기술 개발

고온구조재료의 고온 설계를 수행하기 해서는 시간에 따른 다양한 기계  

물성 자료가 필요하며, 실제 설계 과정에서는 이들 물성으로부터 한 안 계수를 

용하여 사용하게 된다.[김우곤 외(2005), Natesan et al.(2002)] 필요한 물성자료는 물

리  성질, 인장성질, 크리  성질, 피로 성질 등이다. 재 한국원자력원구원에서는 단

기간의 크리  실험을 통해 고온구조 후보재료의 장기간 크리  수명을 측하고 평가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고온가스로 이 에 기존의 경수로 설비  임계압 화력발 소 

보일러, 터빈 부품에 용하기 한 고강도 FMS 개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재 한

국 원자력연구원에서는 미량 첨가 합  원소 변화, 특수 열처리 등의 FMS강의 고온 

강도 향상 방안 개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노심 소재로 많이 쓰이는 C/C 복합체의 경우 국내에서는 (주)테크가 제조가 

가능한 유일한 업체이고, 타 업체는 부분 직  제조가 아닌 수입 행업을 하는 수

이다. 재 C/C는 항공, 자동차, 반도체 사업 등에 우수한 열 , 기계  특성  자기 

윤활성 특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다양하게 산업화되거나 개발 에 있다. 한국원자력

연구원은 고온가스로요소기술 개발을 해  C/C  SiC/SiC 등의 장섬유강화 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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믹 복합재의 특성평가 기술을 일부 확립하고 있으며, C/C 보합재용 내산화 코  기술

을 개발한 바 있다.

원자력을 이용하여 수소생산을 한 연구가 2004년도부터 시작되었다. 몇가

지 수소 생산 공정  SI(Sulfur Iodine) 공정을 구 하려면, 각 부품이 작동하는 환

경에 용가능한 재료를 선정해야 한다. SI 공정 환경은 매우 부식성이 강한 환경

이므로,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상용화된 니 계 합 , 철-크롬계 합 과, 스테인

스강 계열, 세라믹 재료, 귀 속 재료들에 해 비등황산 분 기에서 부식특성을 

평가해오고 있다.

Gen-IV 미래원  시스템의 개발과 건설, 운 을 해서는 후보 재료에 

한 다양한 정보가 필요하다. Gen-IV PMB에서는 막 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재료문제를 효과 으로 처하기 해 산화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이용하

여, 참여국 혹은 참여기 에 산재해 있는 재료시험 데이터들을 종합 으로 리하

고, 그 정보를 공유하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기계연구원 부설 재료

연구소(KIMS)가 WMRIF에 참여하고 있으며, 비원자력 내열재료분야에서 NIMS의 

DB와 데이터베이스 력체계를 구축하 다. KOPEC 등 원자력산업계도 원자력기

기 데이터베이스를 운 하고 있으나, 원자력재료 분야에서는 KAERI가 실제 시험 

데이터를 생산하며 원자력재료 데이터베이스 (KAERI-MatDB)를 운 하고 있다. 하

지만 재까지 KAERI의 DB는 부분 가동 인 경 수로 재료에 집 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Gen IV 국제 력사업 분야에 데이터베이스의 제공 부분이 일부 포함되

어 있다. 재 KAERI-MatDB에 비되어있는 고온물성분야에 데이터를 입력한 후, 

추후 국제 력 동향에 맞추어 데이터교환을 한 routine 부분을 보완할 계획이다.

2. 흑연 평가 기술

본 과제에서 수행되는 원자로  흑연연구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수행되는 흑연

련 연구이다. 따라서 연구분야를 흑연의 제조(원료), 가공, 이용. 처리, 처분(폐기물) 

네 분야로 크게 나 다면 특히 제조분야와 련된 국내기술개발은 무하고 폐기물 처

리, 처분 련 하여 일부 연구가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수행 이며 가공 련 하여 원

자로 이용 목 이 아닌 기타 용도 ( : 실리콘 단경정 성장용 bath) 목 으로 수입된 

흑연 block 가공이 일부 수행되고 있다. 본 흑연분야에서 연구목표로 하는 “흑연선정 

 품질확인” 련 흑연기술개발 연구로서는 지난 4 년간 본 과제 탁과제로서  산화, 

괴, 산화후 물성변화 평가 련 연구가 한국과학기술원, 오공 , 명지   한국요

업기술원 등에서 수행된 바 있다. 

3. 고온가스로 기기 요소 기술

고온가스로 기기 요소 기술분야의 황을 살펴보면 재까지 핵심기술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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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가 주로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수행되었고 원외에서는 특별한 기술 개발이 보고

되어 있지 않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수행한 주요 업무를 살펴보면 크게 3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첫째, 고온가스덕트(HGD)에 해서는 해외의 설계자료들을 검토 

분석하여 200MWt  원자력수소시스템용 동심축 이 형 HGD의 비구조정산을 

수행하 고 유동기인진동에 둔감할 수 있는 구조정산방법론을 개발하여 국내∙외 

특허를 출원하 으며 둘째, 순환기  격리밸 에 한 기술 황분석을 수행하 고 

셋째, 재 사용되고 있는 미국  랑스의 고온구조설계코드의 설계개념과 고

온 역에 용하기 해 연구되고 있는 미국의 Draft Code Case for Alloy 617 설

계개념을 이용하여 비구조정산이 수행된 고온가스로 기기부품(동축 이 형 

고온가스덕트의 구성부품)에 용하여 설계코드들 간의 보수성과 차이를 비교/분석

하 다.

4. 공정열교환기 제작  가스루  기술

수소생산을 한 황-요오도 공정에서 삼산화황 분해를 한 공정열교환기

는 아직까지 기술 인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아, 선진국들도 련 기술  개념 개

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원자력수소생산시스템의 핵심기기이다. 한국원자력

연구원은 이온빔을 이용한 SiC 코   혼합 기술을 목하여 표면을 강화시킨 혼

합형 고유 공정열교환기 설계 개념을 확보하여 시제품을 제작하 다. 한, 제작된 

시제품 시험을 해 고온/고압 질소/황산 가스루 를 건조하 다. 일차계통은 설계 

압력  설계 온도가 6 MPa, 1000℃인 질소가스루 이고, 이차계통은 황산루 로 

설계 압력  설계 온도가  각각 1 MPa, 950℃이다. 재 혼합형 고유 공정열교환

기  다른 기기 검증을 한 150kW  형 가스루 의 설계가 진행 이다.

국내에서 (주) 이노웰이 공정열교환기 제작 공정에 이용되는 확산 합

(Diffusion Bonding)  에칭(Etching)공정으로 열교환기를 직  생산할 수 있는 업

체이다. 재, 다양한 석유화학공정에서 용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원에서 개발 

인 공정열교환기의 후보재료를 이용한 제작 경험은 아직까지는 없다. 가스루 의 

경우, 한국과학기술원  포항공  등의 국내 일부 학이 소형 루 을 열교환기 

시험을 해 운  에 있다. 최근 부산 학교는 고온고압 열교환기 개발을 한  

가스루 를 건설 에 있다.

제 2 국외 기술 개발 황

국외의 동향을 보면 미국의 경우 NGNP 산이 지속 으로 증가해 왔으며 

일본과 국도 국가계획에 명기하여 활발하게 주친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외의 연

구개발 황 개요는 표 2-2-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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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로젝트 동향 변화

미국

DOE

NGNP

• 고온가스로를 이용한 력⋅수소생산 실증시스템 

•최근 NGNP 용분야를 고온증기 생산까지 확장  

•NGNP 개념 수정  (2단계로 략 환)

 -Reference Concept: 750~800℃
 
공정열 이용 시스템

 -Enhanced Concept: 950℃ 고효율 수소∙ 력생산 시스템

•  력·수소·증기 생산실증 (’21)

NHI

• 미국 DOE의 원자력 수소생산 기술개발 사업

• NGNP와 연계, SI 열화학 열화학  고온 기분해 

(HTSE)수소생산 기술 개발 

• 100l/hr SI 종합실증 설비 건조/실증 

• 1.2Nm3/hr 고온 기분해 설비 실증 (’07) 후 시설확장

•  산 : FY08 ($10M), FY09 ($10~16.6M)

GT-MHR • 미-러시아 간의 무기  Pu 연소용 가스로 개발  

DB-MHR
• NGNP 고온가스로를 이용한 경수로 사용후핵연료 

심층연소 기술 개발

일본

JAEA

HTTR/

GT-HTR

• HTTR 950℃
 
운 (50일), 안 실증시험 정

• HTTR SI 수소생산 실증완료 정 (’15)

남아공

PBMR
PBMR

• 400MWt PBMR 건설 인.허가 신청 검토 

• PHP 공정열이용시스템 개발 콘소시움 구성

국

INET

HTR-10/ 

HTR-PM

• 250MWt x2 HTR-PM 건설 인.허가 검토 

• 2020 국가 과기계획으로 원자력수소 개발 

랑스

AREVA
ANTARES

•  비개념설계 완료(’06), 공정열 수요조사 

• 미국 NGNP 사업 참여

• SI 열화학  고온 기분해 수소생산기술 개발 

GIF VHTR

• 10개국 참여 정

   (남아공, 국, 러시아 미발효)

• 핵연료, 수소 로젝트 발효(’08)

• 재료, 코드방법론 로젝트 발효 정(’09)

표 2-2-1 해외의 고온가스로  원자력수소연구개발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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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온재료 평가기술 개발

고온가스로 배 재료로는 일본의 HTTR에서는 Hastelloy XR을 사용하고 

있고, 국의 HTR-10에서는 GH3128을 사용하고 있으며, 남아 리아공화국(이하 

남아공) PBMR은 Alloy 800H을 고려하고 있다. 간열교환기 재료는 PBMR에서는 

Alloy 617을 고려하고, HTTR은 Hastellloy XR이 사용되고 있다. 재 ASME 

Subsection NH에는 Alloy 617은 등재되어 있지 않고 Draft Code가 제시되어 있다. 

이외에 부식과 고온 크리  특성을 고려하여 Haynes 230도 고온구조물의 후보재료

로 거론되고 있다. 고온가스로의 요 부품은 표 2-2-2에 보인 것처럼 He/He 

간열교환기 (intermediate heat exchanger, IHX), 고온 배 재 (hot duct and 

piping)등의 주 후보재료로는 Hastelloy-X, Haynes 230, Alloy 617 등의 Ni-based 

superalloy 만이 가능하다. 재, 고온가스로를 고려하는 나라별로 주력 연구재료

가 다르다. 각 나라별로 운  조건인 헬륨 불순물 환경 하에의 고온 크리 , 피로, 

크리 -피로 등의 기계  물성들[류우석 외, 2002]을 실험 으로 검증 평가하여, 실

제 설계에서 활용될 수 있는 물성자료 구축을 한 연구들이 진행 이다. [William 

et al(1999), Muto et al(1993), Inco Alloy International(2009), Nickel et al.(1985), 

Cook et al, (1984), Bassford et al(1979), Cook(1984), Shankar(2007), Cabet et 

al.(2006) ]

선진국들은 GEN IV 국제공동연구 등을 통해 3세  FMS강인 100 MPa  

개량 9Cr-1Mo강을 고온가스로 압력용기 후보재료로 선정하고, 개량 9Cr-1Mo강

의 용 성, 단조성 등을 평가하고 있다. 일본은 HTTR 원자로를 제조하며 두께 약 

160 mm인 2.25Cr-1Mo강 후 에 한 개선 MIG 용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랑스의 CEA  FRAMATOME 등은 120 mm FMS강 후 에 해 EBW, SAW, 

TIG 용 법을 용하여 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으며, 재 두께 200 mm의 후

을 상으로 개선 용 을 TIG, MAG GMAW, Laser 등의 용 법에 용하기 

한 연구를 진행 에 있다. 미국의 SANDVIK과 GA 등은 HT9강에 해 SMAW, 

GTAW, GMAW 등의 용 법을 연구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머지않은 

시기에 개량 9Cr-1Mo강으로 제조한 압력용기 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망된다. 

이러한 연구가 완료된 향후에는 원자로 용기의 안 성을 더욱 향상시키고, 벽 두께

를 감소시키기 해서는 고온에서의 기계  성능이 더욱 우수한 FMS강으로 압력

용기를 제조하는 기술 개발에 착수할 것이다.

C/C 는 SiC/SiC 등의 세라믹 복합체를 가스냉각형 원자로의 노내외 구조

물로 용하기 한 연구가 최근 미국, 랑스, 일본 등을 심으로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ORNL, PNNL, INL 등을 심으로 SiC/SiC 복합체를 C/C 

복합체의 차세  소재로서 NGNP의 제어  부품으로 용하기 해 복합체 부품의 

설계와 제조 공정 개발, 선별 조사시험, 크립과 피로시험을 통한 수명제한 요소 해

석, 표  특성 평가법  코드 개발 등을 수행하고 있다 [Snead, 2006]. 한 UNL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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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HTHX program을 통해 SiC, C/SiC 등의 복합체를 IS 공정 열교환기로 

용하기 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Hechenova, 2005]. 일본에서는 C/C 복합체를 

제어  sheath로, SiC/SiC 복합체를 연결 으로 고려하고 있고 [Eto 외, 1998], 랑

스의 CEA에서는 속결 SiC, C/SiC, SiC/SiC 등을 제어  sheath  간열교환기로 

용하기 해 후보소재 선정 연구, 제조기술 개발, 특성평가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다 [Billot, 2006]. 한 세라믹 복합재는 제어  부품뿐만 아니라 고온가스로 상부

반사재(top reflector)의 tie rod  측면반사재(side reflector)의 restraint strap과 같

이 사용온도  조사선량은 낮으나 우수한 기계  특성이 요구되는 부품에도 용

될 수 있는데 PBMR에서는 C/C 복합체를 이들 부품에 사용하고자 하고 있다.

SI 공정 환경이 매우 부식성이 강한 환경이므로, 일본, 미국 등 원  선진국

에서도 내부식 재료를 찾고자 왕성한 연구가 있었다. 그러나 가장 혹독한 부식환경

인 고온의 고농도 황산 분 기에서 견디는 마땅한 구조용 재료를 찾지 못했다. 다

만 SiC가 내부식성이 우수하여 안 재료로 채택되었고, SiC를 이용하여 황산분해 

반응기  농축기 재료를 만들어, 수소 생산 실증을 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은 국제공동작업을 한 DB 시스템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Gen IV 

Materials Handbook (http://gen4www.ornl.gov)을 ORNL이 주도 으로 개발하 으

며, 여러 차례의 국제 력회의  워크샵을 통해 그 기술 인 활용성을  홍보

해왔다. 주요 기능으로는 데이터 공 자와 데이터 활용자의 보안 리 체계를 다원

화하여, 데이터 공 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 EC-JRC Petten의 에 지연구소(과거 재료연구소)를 심으로 재료데이터베이

스(Mat-DB)를 운 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 NIMS(재료연구소)의 재료 데이터베이

스(http://mits.nims.go.jp/en)는 고온재료특성 분야에서 가장 많은 시험 데이터를 보

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재, 각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차세  원  개

발사업의 성공을 해서는 재료물성 데이터를 효과 으로 교환, 공유할 수 있는 방

안이 필요하다는 에는 원론 으로 모두들 인정하고 있으나, 각국의 데이터를 물

리 으로 한 DB에 모으는 일은 정책 인 향이 크게 작용할 것으로 단되며 더 

이상의 공개 인 논의는 진행되지 못하 다.

ASME Boiler and Pressure Vessel 코드 제개정 원회에서는 재 1등  

고온 원자력기기에 한 설계/제작/검사를 한 ASME Section III, Subsection NH

에 한 제개정 작업들을 매우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이를 하여 ASME 

Subgroup Elevated Temperature Design (SG ETD) 원회 원들의 주도하에  

DOE/ASME Gen IV Material Project를 통한 기술  배경연구들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 1 단계 과제가 2008년 3월에 완료된바 있다. 재 고온원자로 표 규격 제개

정 련 과제가 2단계로 진행되고 있다. 

고온가스로인 남아공의 PBMR 설계건설을 해 재 가동  검사 규정인 

Section XI, Division 2를 제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고온가스로 

형식의 모든 원자로 설계/건설/운 을 RIM(Reliability and Integrity Management) 



- 13 -

로그램의 용을 통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고온  

고온가스로 설계규정에 한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면서 이를 한 ASME 

Section III, Division 5, Part 1을  제정하기로 결정하고 Working Group on 

Nuclear High Temperature Gas Cooled Reactor (WG NHTGR) 원회를 정식으로 

발족하 으며 WG NHTGR 원회에서 향후 고온가스로 련 ASME 설계코드 

제정작업이 수행될 정이다. 여기서 수행된 결과들은 SG ETD 원회에 보고되어 

ASME-NH 제개정 작업에 기여하게 될 정이다.

Component  Standard Material Type Temp.(oC) Code Status

 Reactor Vessel
 SA 533 Low alloy steel 380 ASME
 Mod. 9Cr.-1Mo Ferr-Mart. steel 593 Non available

Steam Generator
 2.25Cr-Mo Ferritic steel 593 ASME code case
 12Cr-1Mo-V (HT-9) Martensitic steel 593 Non available
 Alloy 800H Austenitic steel 760 ASME code case

 He/He Heat      
 Exchanger (IHX), 
 Hot Gas Duct

 Hastelloy-X Ni-base alloy 900 Non Available

 Alloy 617 Ni-base alloy 982 ASME draft code  
  case

 Haynes 230 Ni-base alloy 982 Non available

 Control Rod  X8CrNiMoNb 1616
 Alloy 800H Austenitic steel 650 Irradiation service

 * Temp.>1000℃ : MA alloys, Refractory metals, Ceramic components

표 2-2-2. 고온가스로의 후보재료 요약

2. 흑연 평가 기술

재  세계 으로 VHTR 용 원자로  흑연에 한 연구는 주로 Gen. IV 국

제공동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한국, 미국, 일본, EU, 남아공, 국)에서 주로 수행

되고 있다. 한국을 제외한 5 개국의 경우 원자로  흑연 생산국이거나 로형이 결정되어 

재 주로 선정된 흑연 1 - 2 종류(grade) 에 한 성자 조사특성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미국과 EU에서는 각각 선정된 등  에 한 성자조사크립(irradiation-induced 

creep) 시험  연구(modelling) 가 수행되고 있으며, 남아공의 경우에는 NBG-18 

(SGL제조) 등  에 한 품질확인(qualification) 시험  조사시험이 수행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HTTR 흑연감시시험 련하여 산화평가, 수명 리 에서 UT 를 이용

한 결함탐지, 압입시험을 통한 노심구조물 응력평가연구 가 수행 에 있다. 한편, 일본

은 GT-MHR 용으로는 향후 IG-430 을 사용할 정인데 이와 련 하여 최근 IG-430 

에 한 품질확인 평가연구  조사시험 연구를 계획하고 있다. Gen. IV 흑연공동연구 

게획에 참여하고 있는 나라들은 Project Plan 서명과 함께 2009 년도부터 계획된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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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sub-task 1.1-1.11) 를 본격 으로 수행할 정이다.  

3. 고온가스로 기기 요소 기술

고온가스로 기기 요소 기술분야의 황을 살펴보면 독일, 미국, 일본  

국 등은 고온가스로를 설계하고 설치/운 한 경험이 있으며 남아공은 고온가스로

를 설계하고 있다. 이들 나라들은 고온(혹은 고온에 하는)가스로용 기기 요소 

기술에서 실질 인 경험과 통상 인 설계기술, 기기제조기술, 운  자료들을 갖고 

있으나 일반 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공개된 자료들의 부분은 학술 회

나 논문 등에 발표된 자료이거나 특별한 계로부터 입수된 것이다. 한편 고온가

스로 기기부품에 한 구조건 성 평가기술은 설계코드가 아직 완 히 정비되지 않

은 계로( 재 개발  임) 국외에서도 본격 으로 시도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

다.

4. 공정열교환기 제작  가스루  기술

원자로와 수소생산계통을 연결하는 핵심기기  하나인 삼산화황 분해용 공

정열교환기는 세계 각국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개발 이다. 재 미국은 세라믹 

소재를 이용한 삼산화황분해기 개발을 시도하고 있으며, UNLV의 PFHE 

[Hechenova, 2005]와 SNL의 Bayonet 열교환기 [Gelbard et al, 2007]를 그 로 들 

수 있다.

유럽에서는 Shell and Tube 반응로형과 Printed Circuit Heat 

Exchanger(PCHE)와 Plate Fin 등의 Compact 열교환기형으로 나 어 삼산화황 분

해기 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재 삼산화황 분해기 후보재료로 열교환기형의 경우 

황산 분 기에서 내부식성이 강한 SiC가 연구되고 있고, 반응로형의 경우 

Aluminide로 코 된 Incoloy 800이 연구되고 있으나[Rodriguez et al., 2006], 아직까

지 뚜렷한 성과가 없다. 특히 일본의 경우 블록형태로 SiC 황산분해기를 개발하여 

특허를 출원하고 성능시험을 완성한 상황이다[Ishiyama et al.(2005), Kanagawa et 

al.(2005)]. 재 SiC로 온도가 더 높은 삼산화황분해기를 개발하고 있으나 기술 인 

문제 에 착하여 련 문제 해결을 한 연구를 수행 에 있다.

일본은 HTTR을 건조하기 해서 HENDEL이라고 명명된 가스루 를 건조

하여 기기 검증  련 데이터 생산을 해 활용되었으나, 재 폐기된 상태이다. 

한 독일의 KVK 루 가 고온가스로  석탄가스화 공정 실증을 해 운 되었

고, 재는 폐기된 상태이다. 랑스에서는 CEA가 최근 1MWth이 출력인 헬륨 가

스루  HELITE[Berjon, 2005]를 건조하고 있다. 재까지 He 정화계통의 건조가 

완성된 상태이다. 미국 NGNP 로그램에서는 재 INL에 주요 기기  원자로 내

부, 수소 생산 공정의 로토타입 테스트를 해 Full Scale 헬륨 실험 설비인 



- 15 -

CTF(Component Test Loop)를 건설할 정으로 재 개념설계 이다[Balls et al., 

2008]. 남아공에도 재 PBMR의 기기 시험  인허가를 한 고압 시험 루   

고온 시험 루  련 연구가 진행 에 있다. 표 2-2-2는 지 까지 고온가스로나 

고온가스로를 해 시험되었거나, 건설 인 가스루  황을 보여주고 있다.

루 명 국가
가열 용량

[MW]

유량

[kg/s]

설계압력

[MPa]

최고온도

[℃]
상황

EVO

(터빈)
독일 120 80 3 750 페기

HHV

(터빈)
독일 100 200 5 850 페기

CT-1383

(주순환기)
러시아 - 95 4.9 345 페기

KVK 독일 10.0 4 4 950 페기

CT-1312 러시아 15 4 5 965 페기

HENDEL 일본 10 4 4 950 페기

HTF-HTTU 남아공 0.5 0.5 10 1600 운  

HTF-HPTU 남아공 0.1 2.8 5 35 운  

HELITE 랑스 1.2 0.4 8 950 건설 

HELOKA 독일 3～8 1.8～5.5 10 700 운  정

AECL-SNL 미국 0.5～1 - - - 건설 

CTF 미국 15～50 10～20 - 950 건설 

표 2-2-3 가스루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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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 수행 내용  결과

제 1 고온재료 평가 기술  

1. 고온배 용 슈퍼 알로이(A617) 특성평가

가. 공기  헬륨 분 기 크리  특성 평가  

(1) 서 론

헬륨을 냉각재로 사용하는 고온 가스로(very high temperature rector, 

VHTR)는 높은 열효율을 유지하기 하여 850℃ 이상의 고온에서 운 되며, 설계상

의 사용 수명은 30-60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원자로에서 가열된 고온의 헬륨은 열

교환기를 통하여 발   수소 생산에 필요한 열을 공 하게 되는데, Ni-base 

superalloy가 간 열교환기의 주 후보 재료로 고려되고 있다 [Rouillard et al., 

2007]. 

높은 고온 크리  항성을 보이는 Inconel Alloy 617은 Cr (∼20 wt%), 

Co (∼10 wt%), Mo (∼8 wt%), Al (∼1 wt%) 등을 함유한 Ni-base 합 이다. 각 

합 원소는 각기 주요한 특징을 가지는데, Ni, Cr은 산화  환원 분 기에서 항

성을 높이고, Cr, Al 은 고온에서 산화 항성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Co, Mo은 Ni과 유사한 원자반경을 가지고 있기에 고용 강화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Special Metals 2005]. 이와 같은 조성의 최 화 뿐 아니라, 결정립 크기

도 고온 크리  항성과 주기 피로에 최 화되게 ASTM 3-6 (45 µm - 127 

µm) 정도로 제어하 으며, 탄화물이 계면에 존재함으로써 크리  성능 향상을 증가

시킨 재료이다. 고온 산화 거동의 경우, 표면에 형성된 보호 피막에 의하여 t헬륨

rmal cycling등의 심각한 조건에서도 안정된 항성을 나타내는데, 이는 기지에 존

재하는 Cr이 25-50 µm정도의 protective chromium oxide layer를 형성하고, 그 바

로 에 Al이 보호피막의 박리 상을 막아주는 buffer layer를 형성하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고온의 산화 분 기에서 매우 우수한 크리  성능을 보이는 Alloy 617이지

만, 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 고온 가스로에서 사용하는 불활성 가스인 헬륨 분

기에서 재료의 크리  수명이 변화한다는 보고가 많이 있었다 [Christ 1987, 

Huchtemann 1989, Cook 1984]. 아직까지도 정량 인 크리  변화  기구에 해

서는 연구자들 별로 상이한 연구 결과를 보고하는 일도 많아, 재까지도 지속 으

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수소생산을 한 고온 가스로의 경우, 9500C 라는 고온에서 열교환기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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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을 제로 재 한국에서 연구  개발이 진행 이기 때문에, 공기  크리  

데이터뿐만 아니라 부족한 헬륨 분 기에서의 결과를 보충해 , 헬륨 분 기에서 

Alloy 617 재료의 크리  거동에 한 체계 인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단순한 크

리  데이터 확보 뿐 아니라, 미세구조의 변화를 찰함으로써, 헬륨 분 기에서의 

기계  거동의 변화의 원인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연구가 필수 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Alloy 617 공기  헬륨분 기에서의 크리  시험을 통하여 

크리  데이터를 얻고 크리  거동 특성을 조사하 다. 한 크리  단된 각 시

편의 미세구조를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하여 그 환경 변수의 향을 악하 고, 헬

륨 분 기가 미치는 향에 한 이론 인 분석을 한 기  자료를 확립하고자 하

다. 

(2) 실험 방법

(가) 공기  크리  시험 

크리  시험에 사용된 Alloy 617은 두께 16 mm의 상용 재이다. 크리  

시편은 게이지 길이가 36 mm이고, 직경이 6mm 인 상이며, 압연방향이 시편의 

길이방향이 되도록 가공하 다. 크리  시험은 버비가 1/20인 일정 하  방식시험

기를 사용하 으며 크리  시험  시편의 가열시간은 시편을 목표온도에 도달한 

후 충분히 유지시켜 온도의 향이 없도록 하 다. 온도측정은 시편 게이지 길이 

부분에 열 를 부착하여 ±2℃
 
이내로 제어하 다. 시편 가열 시에 가하는 기하

은 시험하 의 10%를 각 시편마다 동일하게 용하여 기 변형률에 의한 오차

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 다.

공기  크리  시험 조건은 950
o
C의 온도에서 35 MPa, 30 MPa, 25 MPa, 

22 MPa, 20 MPa, 18 MPa의 여러 응력별로 실시하여 크리  시험 데이터를 얻었

다. 크리  변형률-시간 데이터는 기 10분간은 3 에 한번씩 장하 으며 이후

부터는 20분 간격으로 장하 다. 모든 시험 차는 ASTM E139 규정에 따라 실

시하 다. 특히 본 단계에서는 18 MPa에서 13,547 시간에 이르는 장시간 크리  

단 데이터를 획득하 다. 

(나) 헬륨분 기 크리  시험 

헬륨분 기 크리  시험은 헬륨 분 기를 만들기 하여 진공  가스 공

이 가능한 크리  시험기를 설치하 다. 크리  시험온도는 950
o
C로 고정하여 수행

하 으며, 크리  하 은 공기 분 기 크리 와 같은 응력으로 실시하 다. 헬륨 가

스를 공 하기 에 3차례 이상 진공 purging을 시도하여 내부에 존재할 수 있는 

불순물 가스를 제거하 다. 공 된 헬륨 가스는 O2 < 1.0 ppm, N2 < 5.0 ppm, H2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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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ppm 인 pure 헬륨으로써 지정된 가스 공 처로부터 통 단 로 구입하여 사

용하 다. 헬륨의 공 량은 략 20 cm3/min로 유지하 다.

크리  단 후 시편의 단면  면을 학 미경과 SEM으로 확인하 으

며, SEM 에 부착된 EDS를 통하여 각 상의 조성을 확인하 다. 

(다) 헬륨분 기 크리  시험 장치 

본 단계에서는 헬륨분 기 크리  시험장치 1기를 추가로 구축하여 재 총 

3기가 운용되고 있다. 그림 3-1-1-1은 헬륨분 기용 고온 크리  시험 장치의 시

험 인 주요 각 부의 사진을 나타낸 것으로 가열된 기로, 온도 controller, 데이

터 수집장치, 냉각수라인 등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3-1-1-2는 헬륨분 기용 고온 크리  시험 장치의 개략도를 나타낸 

것이다.  본 장치의 특징은 시험편을 폐시키는 석 과 가열을 한 기로가 

일체화된 이동식 구조로 구성되어 풀 로드에 시험편을 용이하게 탈․부착할 수 있

고, 시험편의 미소 변형을 탄성 변형에 의해 수용할 수 있는 속 벨로우즈가 석

과 풀 로드 사이에 구비되어 시험편에 가해질 수 있는 하 의 변동을 방지하며, 

구조 으로 취약한 석  양단을 효율 으로 냉각시킬 수 있는 구조로 구성되어 

고온 가열에 따른 열응력에 의해 석 이 손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에 설치된 2기의 장치에 비해 보다 우수한 성능을 갖도록 개선 보완하 다. 

그림 3-1-1-3은 헬륨가스의 흐름도를 나타낸 것으로 가스 유량은 정 한 

제어가 가능한 flow meter를 사용하 다. 그리고 가스의 흐름을 확인하기 하여 크

리  시험기를 거쳐 나온 출구에 기포발생장치(bubbler)를 설치하여 육안으로 확인

할 수 있도록 하 다.  

     

(3) 공기  크리  시험 결과   

(가) 크리  특성  

그림 3-1-1-4는 Alloy 617의 950
o
C에서 얻은 크리  시험 결과 곡선을 나타

낸 것으로 크리  단 연신율은 약 14,0000시간 에서도 30% 이상의 높은 단 연

신율 값을 보 다. 체 크리  곡선은 1차 크리 는 거의 발생되지 않으며, 2차 크

리  역이 불분명하며, 3차 크리  시작 도 분명하지 않는 특징 인 곡선을 나

타내고 있다. 특히 18MPa의 낮은 응력의 시편은 3차 크리 가 조기에 발생하며  

크리  곡선은 3차 크리 가 주도하며 크리  수명의 부분을 차지하는 곡선을 나

타내었다. 이는 그림 3-1-1-5에 2.25Cr-Mo, 9Cr-1Mo, type 316 SS등 여러가지 고

온재료의 크리  곡선의 모양을 비교하여 보인 것처럼 Alloy 617은 2.25Cr-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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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Cr-1Mo의 페라이트계 스테인리스강에서 형 으로 찰되는 1차, 2차, 3차 크리

 역이 분명한 곡선과 다른 형태의 곡선임을 보인다. 한 Alloy 617은 기의 

크리  변형 역에서서 부터 3차 크리 가 서서히 시작되어 2차 크리 가 아닌 변

형이 시간에 따라서 계속 크리  변형이 증가되는 3차 크리 가  크리  변형을 

주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1-1-6은 950
o
C, 18 MPa의 응력의 크리  시험에서 얻은 시간경과에 

따른 크리  속도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으로 2차 역의 크리  속도가 시간경과에 

따라서 일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2차 역의 크리  속도는 크리  

시간의 증가에 따라서 증가되고 있다. 

그림 3-1-1-7은 정상상태 크리  속도와 응력과의 계 결과를 나타낸 것으

로 크리  속도는 응력과 직선 계를 잘 보이고 있다. 이는 그림 3-1-1-8에 보인 

크리  deformation map 에서 보인 것처럼 Alloy 617의 본 크리  시험조건에서는 

power law 크리  역으로  크리 가 변형을 주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Norton's power law의 식   
  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크리  상수인 A = 

7.143 x 10
-14
 (MPa

-n
 h

-1
), n = 6.5의 값이 잘 구해진다. 본 결과에서 얻어진 A  

n의 물성값은 Alloy 617의 고온 크리  구조 해석 시에 필요한 고온 물성 상수로 

사용될 수 있다.    

그림 3-1-1-9는 단시간과 크리  속도와의 계인 Momkman-Grant 계

식인  
  로 나타낸 것으로 CMG는 재료 상수로 크리  응력이나 

시험 온도에 계없이 일정한 값을 가지며, 다양한 재료에 하여 보통 0.03-0.3의 

범 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Alloy 617의 m 값은 0.92의 값을 갖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 본 결과를 이용하면 비교  단시간의 시험으로 얻을 수 있는 크

리  속도 결과를 이용하여 장시간 크리  수명을 측할 수 있다.  

(나) 면 미세조직 찰 

그림 3-1-1-10은 30 MPa, 25 MPa, 20 MPa의 응력에서 크리  단된 시

편 내부를 학 미경으로 찰 한 것이다. 응력이 낮은 20 MPa 시편이 30 MPa나 

25 MPa 시편에 비하여 많은 cavity가 찰되며 입계를 따라서 cavity들이 성장하여 

단이 되고 있다. 응력이 높은 35 MPa의 시편의 경우는 균열의 모양이 둥근 형태

를 보이며 응력이 낮아질수록 응력이 작용한 직각방향으로 균열들이 발달되고 있음

을 보인다. 그리고 20MPa의 응력 시편의 경우 입계를 따라 괴가 되는 형

인 입계 괴 모드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1-1-11은 5개의 단 시편에 하여 크리  면을 주사 자 미경 

사진으로 찰한 것으로 응력이 낮아질수록 즉 장시간 단 시편 일수록 산화에 의

한 산화물 덩어리들이  더 많이 생성되어 있으며, 체 으로 크리  면은 

고온 열화에 의한 취화된 면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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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12는 크리  단된 시편의 석출물 상을 찰한 것이다. 크리  

변형 시간 동안 생성된 석출물은 입계에서 뿐만 아니라 입내에서도 생성되어 미세

하게 분포되고 있으며, 석출물상은 주로 Ni2(Cr,Mo)  M23C6 인 것으로 찰되었

다. 

그림 3-1-1-13은 단시간 별 ((a) 465 h, (b) 4943 h)에 한  산화층 형성

을 SEM으로 찰한 것으로 장시간인 (b) 시편이 산화층 두께가 크고 거칠게 형성

되고 있다. 산화층 아래는 크롬과 카바이드 석출물의 반응에 의하여 carbide- 

depleted 역이 찰되었다. 

그림 3-1-1-14는 20 MPa의 응력조건에 하여 크리  단된 시편을 

SEM으로 찰한 미세구조이다. 시편의 외부 표면에는 기지 내부의 Cr의 확산과 산

소와 반응에 의하여 Cr2O3의 산화층이 존재하며, 시편 내부에 산화물들은 creep 

cavity나 입계부 에 많이 형성되어 있고 있는데, 이는 이 곳에 산소의 침투가 용이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산화거동에 한 고찰은 (5)항의 헬륨분 기 미세조

직 찰에서 보다 자세하게 기술한다.  

       

(4) 헬륨분 기 크리  시험 결과 

(가) 공기  헬륨 분 기 크리  특성 비교 

그림 3-1-1-15는 공기  헬륨분 기에서의 크리  단시간을 비교한 결

과를 나타낸 것이다. 단시간을 보면 두 분 기에서 큰 차이는 없으나 크리  시

간이 약 1,000 시간  이후부터는 공기 의 크리  단 시간이 높아지고 있는 결

과를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앞 에서 기술한 산화에 의한 향으로 보여진다. 즉 

공기 의 산화층 두께가 헬륨분 기에 비해 낮기 때문으로 단된다. 그러나 동일

한 응력조건에서 크리  속도는 그림 3-1-1-16에서 처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1-17은 공기  헬륨분 기에 한 단시간  정상상태 크리  

속도 계를 비교한 것이다. 동일한 크리  속도에서 단시간은 공기 의 시편이 

높은 단시간 특성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공기 의 크리  시편이 다소 높은 수

명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1-1-18  3-1-1-19는 크리  단 단면 감축율  단 연신율의 

비교결과를 각각 나타낸 것이다. 본 결과 값은 크리  단된 시편에 하여 각 시

편에 하여 측정한 값이며, 두 그림에서 보이듯이 데이터의 산포가 다소 있을지라

도 체 으로 보면 응력이 증가함에 따라서 단면감축율과 연신율은 각각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각 시편에서의 분 기 결과는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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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헬륨분 기 크리  미세구조 찰 

(가) As received Alloy 617의 미세구조 찰

먼  크리  시험한 시편의 미세구조 찰 에 확보된 Alloy 617의  미세

구조를 먼  찰하 다. 그림 3-1-1-20은 as-received 시편의 미세구조를 SEM으

로 찰하고 EDS를 통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배율 사진 (그림 3-1-1-20(a))으로 

찰한 결과 입계 크기는 크게는 수 백 마이크로미터에서 작게는 수 십 마이크로미

터의 범 임을 알 수 있다. 흰색으로 보이는 탄화물이 주로 입계에 분포하 으나, 

입내에도 연속 인 층상을 이루며 분포하 다. 좀 더 배율을 높여서 조성을 분석한 

결과, 입내를 나타내는 S3, S5에서는 mill sheet에 보고된 조성과 유사한 조성이 나

타났으며, 계면 근처에서 Cr이 많은 탄화물 (S1, S2)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계면 근

처에서는 Mo 함량이 감소하는 구역도 볼 수 있었다. (S4, S6). Totemeier 등도 상

용 Alloy 617의 미세구조를 다양한 각도에서 찰하 는데, 그림 3-1-1-21에서 볼 

수 있듯이 압연 방향 본 실험에 사용된 재료와 유사한 탄화물 층이 나타났음을 확

인 할 수 있다 [Totemeier 2007]. 기존의 결과와 비교하여 보았을 때, 본 실험에서 

사용된 Alloy 617은  크리  시험 의 미세구조는 형 인 상용 재료에서의 나타

나는 미세구조와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  헬륨분 기에서의 크리  거동 분석 

미세구조를 확인하기 에 공기  헬륨분 기에서의 크리  거동을 비교 

분석한다. 그림 3-1-1-22에 크리  하 을 변화시켰을 때, 단시간에 이르기까지

의 크리  곡선을 나타내었다. 공기 분 기와 헬륨 분 기 사이에는 시간 스 일이 

차이가 난다. 이는 공기 분 기에서 18 MPa 자료가 추가되었기 때문이다. 크리  

하 이 높은 경우, 공기와 헬륨 분 기에서 크리  성능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반면, 하 인 20 MPa에서는 공기 분 기의 경우 4943시간에, 헬륨 분 기의 경우 

2021 시간에 단이 일어나 약 1/2 로 수명이 감소한 것을 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수명 시간의 변화에 해서는 연구자별로 매우 다양한 편차를 보이는데, 이는 헬륨 

내에 존재하는 미량의 불순물 가스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헬륨에 존재하

는 H2, CH4, O2, H2O 등의 가스의 농도 차이와 헬륨 가스의 이동 속도에 따라서 기

계  성질이 큰 편차를 보인 것이다 [Hirano 1981]. 본 실험의 경우, 가스 조성을 

기존의 연구 결과와 비교해 보았을 때, 약한 산화 분 기로 생각되며, 산화로 인한 

표면의 변화로 크리  수명이 차 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한 구

체 인 분석을 하여 미세구조 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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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기  헬륨 분 기에서 단시간에 따른 산화층 두께의 변화

그림 3-1-1-23은 크리  시편의 단면을 연속 으로 촬 하여 미세구조를 

확인한 그림이다. 시편의 정 앙을 단 후 표면에서 면까지 연속 으로 촬 하

여 형성된 산화물의 두께를 비교하 다. 그림 3-1-1-24에 공기 분 기에서 하  변

화에 따라 다양한 단 시간을 가지는 크리  시편의 표면을 나타내었다. 시편의 

최외각에 보이는 한 층이 바로 산소와의 반응으로 형성된 Cr-oxide outer oxide 

layer이며, 이 산화층 에 rod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Al-oxide 등에 의하여 형성된 

internal oxide layer 이다. 공기 분 기에서 장시간 존재할 경우, 기지내의 Cr 등이 

표면에 보호피막으로 작용하는 산화층을 형성한다는 사실은 기존의 연구 결과에 많

이 보고가 되어 있다. 본 실험에서는 크리  시험을 통하여 단에 이르기까지 응

력과 시간의 복합 인 향을 받아 산화층의 두께가 결정되므로, 각 요인에 한 

정량 인 향을 분리하여 설명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응력 변화량에 비하여 단 

시간의 변화량이 훨씬 크기에 주로 산화시간에 의하여 산화층의 두께가 변화할 것

이라고 상할 수 있다. 그림 상으로 보았을 때, 단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서, 산

화층의 두께는 격하게 증가하지는 않았으나, 표면에 크랙 발생이 증가하여 

internal oxide의 양이 다소 증가하 음을 알 수 있다.

헬륨 분 기에서 outer layer 산화층의 두께는 시간에 의하여 격히 증가

하는 양상을 그림 3-1-1-25를 통하여 알 수 있다. 특히 266, 329시간에 단된 시

편의 경우 outer layer의 형성이 극히 미미하며, internal oxide만이 일부 찰됨을 

알 수 있다. 743시간 이후부터는 outer Cr-oxide layer와 internal oxide layer가 모

두 시간에 따라 매우 두꺼운 산화층을 형성하는 것을 찰 할 수 있다.

단 시간에 따른 outer Cr-oxide layer의 변화를 그림 3-1-1-26에 나타내

었다. 공기 분 기에서 크리  시험한 결과는 산화층의 두께는 매우 완만한 속도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반 로 헬륨 분 기의 경우, 기의 산화층 두께는 3 

µm 이하로 매우 얇으나, 크리  시험인 진행되면서 2000시간 근처에서는 22.5 µm

로 속히 증가함을 악할 수 있다. 이 결과를 통하여 본 실험의 가스 조성이 비

록 Pure 헬륨 분 기일지라도 불순물에 의하여 약한 산화 조건임을 알 수 있다. 일

반 으로 약한 산화 조건의 헬륨 분 기 일 경우, Alloy 617의 크리  수명을 속

히 단축시킨다고 알려져 있다 [Hirano 1981, Shankar 2007]. 공기 분 기 일 경우, 

공기 의 높은 산소 농도로 인하여 형성된 Cr-oxide가 stoichiometry에 가까워지

게 되며, 이로 인하여 치 한 산화층을 형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산소 원자

의 공 이 치 한 산화층을 통과하는 확산 속도에 결정되어 parabolic rate law가 

나타난다고 Christ 등이 발표한 바 있다. 헬륨의 경우, 형성된 산화층이 낮은 산소 

농도로 인하여 치 하지 않고, 산소의 확산 속도가 높을 수 있기에 내부의 Cr과 연

속 인 반응으로 두께가 공기 분 기 일 때보다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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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표면 산화층의 EDS 분석

그림 3-1-1-27는 공기 분 기에서 20 MPa 하 으로 크리  시험하여 4943 

시간에 단된 시편의 표면을 BS 모드의 SEM으로 찰하며 EDS로 조성 분석한 

결과이다. 최외각 층인 1 치에서는 Cr과 산소의 함량이 매우 높아 Cr2O3에 가까

운 조성을 보이고 있으며, 2, 4 로 내려갈수록 Cr의 함량이 낮은 Cr-oxide를 형성하

다. Cr-oxide 층은 표면이 매우 울퉁불퉁한 형태로 존재하 는데, 이는 높은 산소 

농도로 인하여 형성된 oxide가 facet한 형태를 가지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 기지 

쪽으로도 복잡한 형상을 가지고 있다. 산화 층 주 에 밝게 형성된 3 치의 경우, 

기지상인 11과 유사한 조성을 보 다. 이는 격한 산화의 발생으로 표면이 고르게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outer oxide 에 rod 형으로 존재하는 internal 

oxide(6, 7, 8, 9, 10) 는 조성 분석 결과 Al-oxide로 Cr-oxide와 기지를 연결해 주

고 있었으며, 내부에까지 깊게 침투 하 다.

헬륨 분 기에서 20 MPa 하 으로 크리  시험한 시편의 표면 미세조직이 

그림 3-1-1-28에 나타나 있다. 표면 산화층은 공기 분 기 시편과 달리 매우 매끄

러운 형태를 보이고 있다. 조성은 Cr이 O에 비하여 훨씬 많아 산소가 부족한 

Cr-oxide를 형성하고 있다 (1, 2번 치). Cr-oxide 바로 에는 Al-oxide가 존재하

나, Cr-oxide와 마찬가지로 산소가 결핍된 조성을 유지하고 있다 (5, 8번 치) 응

력에 의하여 크랙이 발행한 경우 내부에서도 Cr-oxide가 형성되기도 하며, 이는 크

랙 생성에 의한 산소의 격한 유입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결국, 헬륨 분 기에서는 

산화물의 구성은 공기 분 기와 유사하나, 낮은 산소 농도로 인하여 산화층의 형태

와 조성이 달라짐을 알 수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하는 것은 조성의 변화로 인하여 

확산 속도의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상되는 이다. 실험상의 어려움으로 확산 속

도를 측할 수는 없으나, 이에 한 구체 인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상된다.

크리  시험으로 인한 단면의 석출물 분포 변화를 확인하기 하여 표면에

서의 산화층을 포함하여 략 400 µm 깊이까지 단면의 미세구조를 찰한 결과를 

그림 3-1-1-29에서부터 3-1-1-31까지 나타내었다. 그림 3-1-1-29는 공기 분 기에

서 크리  실험한 결과를 일반 SEM으로 찰한 결과로써, internal oxide 층과 내

부 matrix 사이에 affect zone이라고 불리는 석출물이 없는 구역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구역은 정량 으로 분석하기 매우 어려우나, 단 시간에 따라 크

게 늘어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1-1-30에 공기 분 기 크리  응력 

20 MPa일 때의 시편을 BS 모드로 찰하여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산화물은 기지 

보다 어둡게 표 되었는데, 표면 뿐 아니라 내부에까지 산화가 진행되었음을 명확

히 알 수 있다. 특히 크랙 주 에는 주로 Cr-oxide가 존재하 고, 크랙에서 좀 더 

기지 쪽으로는 상형의 Al-oxide가 존재하 다. 이와 같은 경향은 단시간이 길

어져서 입계에 크랙이 발생한 경우, 높은 산소 농도로 인하여 쉽게 내부까지 확산 

는 유동으로 침투하여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기지에 비하여 밝게 보이는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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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Ni-Mo 석출물로써, 최  as-received 단계에서 있었던 석출물뿐 아니라, 추가

인 석출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사료된다. 

헬륨 분 기에서의 단면은 공기 분 기와는 달리, affected zone의 깊이가 

좀 더 깊었고, 계면을 따라 존재하던, 탄화물들이 산소와의 반응으로 우선 제거된 

모습을 보여 다. 크랙을 따라서 일부 Cr-oxide의 형성이 이 지기도 하 으나, 그 

량이 공기 분 기에 비하여 매우 었다. 이는 헬륨 분 기의 낮은 산소 농도

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마) 환경 변수가 기계  강도 변화에 미치는 향의 고찰

미세조직 찰을 통하여 분 기에 따라서 표면에 형성되는 산화층의 형태 

 조성 차이, 그리고 확산에 따른 계면 석출물 등의 차이가 발생함을 알 수 있었

다. 본 실험 조건에서 실험 온도는 950도로 고정되었는데, 이는 일반 인 Alloy 617

의 사용 조건 보다 더 고온인 경우로써, 이 이상의 온도에서 사용 시 Cr-oxide의 

안정성이 격히 하된다는 보고가 있었다 [Jang 2008]. 따라서 이를 고려하여 보

다 세분화된 온도 범 에서 크리  특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한 연구

는 차기 년도에 진행할 정으로 있다. 헬륨 분 기 한 시편에서 완  불활성 분

기로 작용하는 perfect pure 헬륨 분 기가 아니라, 시편에서 계속 인 산화를 유

발한 것으로 보아, 미소 불순물 가스에 의한 향도 정량 으로 악할 필요가 있

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고온 약 산화 분 기는 시편에 탈탄을 진하여 헬륨 

분 기 시편의 크리  단 시간을 감소시킨 것으로 보인다. 일반 으로 공기 분

기에서는 낮은 응력, 높은 온도에서 Alloy 617의 크리  속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높은 산소 분압으로 인하여 표면  크랙에 빠르게 Cr-oxide

가 보호피막으로 형성되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Hosoi 등이 수행한 헬륨 분 기

에서의 모델 실험에 따르면 산소 분압이 략 500 ppm 정도에서 최 의 

decarburization이 발생하여 강도의 격한 감소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하 다 

[Hosoi 1975]. 재 실험의 헬륨 분 기에서도 이와 여러 실험 변수, 즉 조성, 유속, 

구성  배치 등을 포함하는 시편 표면에서의 microclimate 환경에 따라서 

decarburization이 유발되고 계면의 이동을 진시켜 단 시간의 감소가 나타내는 

것으로 단할 수 있다.

실제 VHTR의 loop의 가스 조성은 다량의 H2, CO2, O2 CH4, H2O 등의 불

순물이 존재하며 높은 유속으로 흐르게 된다. 이와 같은 환경 변수에 의하여 기계

 성질의 변화는 매우 달라질 수 있으며, 이를 고려하여 최근에 미국  랑스에

서 환경 향 변수 효과에 한 포 인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KAERI에

서도 이와 같은 연구 경향에 맞는 지속 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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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 론

본 연구에서는 Alloy 617의 950℃
 
에서 공기  헬륨 분 기에서 크리  시

험을 통하여 고온 크리  물성 데이터를 확보하 다. Alloy 617의 크리  시간-변

형 곡선 자료를 얻고 공기  헬륨분 기에서의 크리  특성을 비교 평가하 다. 

크리  단된 시편에 하여는 미세구조를 찰하여 면거동을 분석하고 크리  

단 수명과의 계를 분석하 다. 한 950
o
C에서 수행한 공기  헬륨 분 기에

서 크리  실험 결과를 미세조직의 에서 비교 분석한 결과, 공기 분 기에서 

크리  시험한 시편의 외부 산화막(outer oxide layer)은 크리  시간에 따라 크게 

증가하지 않은 반면, 헬륨 분 기에서 outer oxide layer는 시간에 따라서 두께가 

속히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 다. 한 outer oxide 층  internal oxidation의 조

성에서도 환경에 의하여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헬륨 분 기에서는 낮은 응

력에서 실험 시 공기 분 기에 비하여 격한 단 시간의 감소가 발생하 다. 이

는 분 기 변화에 따른 표면  크랙 근처의 산화 거동의 차이로 인한 것으로 사료

된다. 

그림 3-1-1-1. 헬륨분 기 크리  시험장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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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시험편 20 : 석

30 : 기로 31 : 로드셀

35 : 기로 이동수단        36 : 가이드

37 : 체인 40 : 속 벨로우즈

51, 52 : 냉각자켓 60 : 단자부

70 : 부하장치 71 : 드로우헤드 모터

80 : 미소변 측정기 91 : 열

92 : 클램 93 : 지지

95 : 차폐 97, 98, 99 : 오링

100 : 풀로드 131, 132 : 냉각수통로

150 : 시험편 홀더 200 : 가스공 장치

300 : 기포발생장치 310 : 보조용기

320 : 기포용기        400 : 진공펌

500 : 제어부 510 : 사용자단말

161, 163, 165, 167, 171, 175 : 냉각수 유입구

162, 164, 166, 168, 172, 176 : 냉각수 유출구

그림 3-1-1-2. 헬륨분 기 크리  시험장치의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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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3. 헬륨 가스 흐름도 

 

그림 3-1-1-4. Alloy 617의 950℃ 여러응력 시험에서 얻은 크리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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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1-1-5. 형 인 고온재료의 크리  곡선 모양 

  (2.25Cr-Mo, 9Cr-1Mo, type316 SS, and alloy 617) 

그림 3-1-1-6. Alloy 617의 형 인 크리  속도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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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7.  Alloy 617의 950
o
C에서 응력과 크리  

속도와의 계 

              

그림 3-1-1-8. Alloy 617의 크리  조건에 따른 deformation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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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9. Alloy 617의 950
o
C에서 크리  

단시간과 크리 속도와의 계

그림 3-1-1-10. Alloy 617의 950
o
C에서 단된 미세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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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11. Alloy 617의 950
o
C에서 응력별로 찰한 SEM 면 조직

 

그림 3-1-1-12. Alloy 617의 크리  변형에 의한 생성된 석출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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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13. 크리  단 시편의 표면에 형성된 산화물층 사진 
         

그림 3-1-1-14. 크리  면부근에 형성된 creep void  산화물

                       (20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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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15. 크리  단수명 비교

   

그림 3-1-1-16. 정상상태 크리  속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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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17. 단시간  정상상태 크리  속도 계 비교 

   

그림 3-1-1-18. 크리  단 단면 감축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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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20. As-received Alloy 617의 미세구조

   

그림 3-1-1-19. 크리  단 연신율 비교



- 37 -

그림 3-1-1-21. 상용 Alloy 617의 미세구조 

그림 3-1-1-22. 공기  헬륨 분 기에서 크리  곡선 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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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23. 단된 시편의 단면을 연속 으로 찰한 미세조직: 

     (a) 공기 크리  시편, (b) 헬륨 크리  시편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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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24. 공기 분 기에서 크리  시험 후 단된 시편의 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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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25. 헬륨 분 기에서 크리  시험 후 단된 시편의 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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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26. 크리  조건에 따른 단 시간과 산화층 두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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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27. 공기 분 기에서 크리  시험 후 단된 시편의 EDS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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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28. 헬륨 분 기에서 크리  시험 후 단된 시편의 EDS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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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29. 공기 분 기에서 크리  시험 후 단된 시편의 단면 

그림 3-1-1-30. 공기 분 기에서 20MPa 응력으로 크리  시험 후 

단된 시편을 BS 모드로 찰한 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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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31. 헬륨 분 기에서 크리  시험 후 단된 시편의 해상도 찰.

나. Alloy 617의 장시간 크리  강도(수명) 측 

(1) 크리  허용응력의 ASME 기

수소생산 고온가스로는 950
o
C에 이르는 고온에서 30-60년간 사용되도록 

설계되므로 사용재료에 한 장시간에서의 크리  단 강도를 정확히 결정하는 것

이 필요하다. 일반 으로 크리  강도는 10
5 
(11.4년) 시간에서의 값을 기 으로 사

용하므로 실험 데이터를 얻어서 결정하는 것은 실 으로 불가능하므로 Alloy 617

을 고온배 이나 간열교환기에 사용하기 해서는 105 시간에서의 크리  강도 

값을 정확히 측하는 것이 필요하다.[Kim et al, 2007, Dewson et al, 2005, Kim et 

al, 2006, Kim et al, 2008 a, 김우곤 외, 2005, Kim et al, 2008 b, Fazluddin et al, 

2000]

ASME Section II, Part D, Appendix 1의 기 에 의하면, 고온의 크리  

역 이상에서 사용되는 재료의 최 허용응력 값 (maximum allowable stress value)

은 아래에 기술된 3가지 값 에서 가장 낮은 값을 과하지 않도록 ASME Code

에서 제한하고 있다.[ASME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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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01%/10
3
h의 크리  속도를 일으키는 평균응력의 100%

(2) 105 시간의 끝에서 단을 일으키는 평균응력의 100Favg%

(3) 10
5 
시간의 끝에서 단을 일으키는 최소응력의 80%

의 (2)항에서 ASME Code 2001년  에는 평균 크리  단강도의 

67%를 설계 안 여유 (design margin) 값을 용하 으나 2001년 이후 부터는 

100Favg%로 수정되었다. 여기서 Favg는 10
5
 시간에서의 단 평균응력 값에 용되

는 곱수로서 815oC나 이하의 온도에서는 Favg=0.67의 값이 용되나, 815℃ 이상의 

온도에서는 logFavg=1/n로 결정된다. n의 값은 10
5
 시간에서 크리  단시간-응력

과의 log-log 계에서 기울기이며, Favg의 값은 0.67을 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무튼 (2)항  (3)항의 기 에서처럼 Alloy 617을 고온가스로에 용하기

해서는 10
5
 시간에서의 크리  단을 일으키는 응력 값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

며, 이를 해서는 단시간의 크리  시험 데이터를 이용하여 10
5
시간 이상의 장시간

에 한 크리  강도를 측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2) 장시간 크리  강도 측    

그림 3-1-1-32는 Alloy 617의 장시간 크리  수명을 측하기 하여 

800-1000℃
 
온도에 하여 총 237개 크리  단 데이터를 문헌  유럽의 Alloy 

DB 자료를 수집하고 디지타이징(digitizing)하여 일화하 다. 구체 인 수집 자료

는 내열합  제조사의 데이터, 독일의 Juilich 연구소 데이터, 유럽의 Alloy DB 

(EC-JRC) 데이터, 당 연구실에서 생산한 데이터이다. [Inco Alloys 

International,Haynes Alloys International, European Alloy-DB, Schubert et al, 

1984, Natesan et al, 2002]

장시간 크리  수명 측 방법은 시간(time)-온도(temperature) 라메타법이 

리 사용되며, 여러 가지 수명 측 방법이 제안되고 있으나 단시간의 실험데이터

를 가지고 장시간의 수명을 측하기 때문에 어떤 방법도 완 하지 못하며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 에서도 Larson-Miller Parameter (LMP) 방법이 표

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므로 LMP 방법을 사용하 다. LMP 식은

                                      (3-1-1)

    
 

               (3-1-2)

이며 LMP는 응력의 함수의 다항식으로 나타낸다. 여기서 P는 LMP이고, C는 상수, 

tr은 단시간, T는 시험온도(K)이다.  상수 C는 재료  온도를 의존하는 상수로서 

정확한 측을 해서는 최 의 값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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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33은 최 의 C  값을 결정하기 하여 여러 가지 C값에 하여 

응력과 LMP의 계를 나타내는 마스터 단(master rupture) 곡선이다. 그림에서 

처럼 C값에 따라서 마스터 단 회귀곡선의 모양이 각기 다르게 나타나므로 수명

측 시 상당한 오차를 가져올 수 있다. 얻어진 회귀곡선이 실험 자료와 잘 일치 

하는지의 합성 여수를 단하기 하여 통계  상수인 결정계수(determination of 

coefficient, R
2
)를 사용하여 결정하 다. 

그림 3-1-1-34는 결정계수의 변화 결과를 보인 것으로 C=18-20의 값이 가

장높은 결정계수 값을 보이므로 이 역의 값이 가장 정확하다. 따라서 본 보고서

에서는 C=18의 값을 선정하 으며, 수명 측에 1개의 상수 C를 사용하는 “single 

parameter”로 Alloy 617의 장시간 수명 측을 수행하 다. 그림 3-1-1-35는 C=18

일 경우에 한 응력과 LMP의 계에서 얻어지는 마스터 단의 회귀곡선으로 3

차 회귀 다항식이 얻어졌으며 본식을 이용하여 장시간 수명 측을 실시하 다.   

그림 3-1-1-36은 C=18의 “single parameter”로 각 온도별 장시간 수명 

측을 수행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수소생산 고온가스로의 설계온도인 950
o
C, 

10
5
시간에 하여 크리  측 강도는 7.2MPa로 나타났다. 측곡선을 보면 10

5
 시

간 이상의 장시간에서도 굽어지지 않는 무 보수 인 측을 하고 있으며, 장시간

에서 실험 데이터와 잘 일치하지 않는 결과를 보인다. 이러한 보수 인 결과를 해

결하기 하여 LMP 방법에서 2개의 C  값을 갖는 “two parameter” 방법으로 보다 

정확한 수명 측을 하고자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 다.  

그림 3-1-1-37은 상수 C에 하여 최  값을 결정하기 하여 여러 C값에 

따른 마스터 단 회귀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높은 응력인 경우는 C=20, 낮은 응력

인 경우는 C=12의 값이 크리  단데이터와 잘 일치하므로 최  C값으로 2개의 

상수인 C=12  C=20을 각각 결정하 다.  

그림 3-1-1-38 C값에 따른 크리 강도 측 곡선을 각 온도별로 측한 결

과를 나타낸 것이다. 측곡선에서 볼 수 있듯이 C값에 따라서 측 곡선의 모양이 

상당히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C의 값이 높은 경우는 곡선의 모양이 장시간에

서도 굽어지지 않는 결과 즉 높은 크리  강도를 측한다. 반면, C값이 낮은 경우

에는 곡선의 기울기가 하여 굽어지는 모양 즉 장시간이 되면 낮은 크리  강도를 

측한다. 따라서 앞에서 결정한 C=12 (낮은 응력)  C=20 (높은 응력)의 "two 

parameter"를 각각 사용하여 장시간 강도를 측하 다. 

그림 3-1-1-39는 "two parameter" 방법으로 측한 결과로서 기존의 

"single parameter" 방법보다 보다 정확한 수명 측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결

과가 우수한 것은 장시간  고온 조건에서는 C=12의 낮은 값을 사용하며, 단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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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은 온도인 경우는 C=20을 사용하여 측 곡선에 유연성을 주었기 때문이다. 

Alloy 617의 950
o
C, 10

5
시간에서 크리  강도는 4.7MPa 으로 C=18의 “single 

parameter” 방법에 비하여 보다 정확히 측할 수 있다. 

그림3-1-1-40은 “single parameter”  “two parameter”두 방법에 한 크

리  측 강도를 950
o
C에서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장시간으로 가면 강도 차이

가  커지게 되므로 측 강도에 상당한 오차를 가져올 수 있게 됨을 알 수 있

다. 950
o
C, 10

5
시간에 하여 크리  측 강도의 차이는 2.5MPa의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기술한 Alloy 617의 장시간 크리  강도  수명 측에 

있어서 상수 C의 “two parameter” 방법을 이용하면 기존의 방법보다 정확하게 

측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으로 활용가능하다.        

(3) 결 론  

Alloy 617에 한 장시간 크리  강도를 정확히 측하기 하여 기존의 방

법으로 사용해오던 Larson-Miller 라메타의 상수  C를 1개 신에 2개의 상수 즉 

two parameter를 사용하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하 다. Two parameter 방법으로 

측한 결과 Alloy 617의 950
o
C, 10

5
시간에서 크리  강도는 4.7MPa 으로 C=18의 

single parameter에 비하여 보다 정확히 측하 다. 본 결과가 우수한 것은 장시간 

 고온 조건에서는 C=12의 낮은 값을 사용하며, 단시간  낮은 온도인 경우는 

C=20을 사용하여 측 곡선에 유연성을 주었기 때문이다. 본 two parameter 방법

을 이용하면 장시간 크리  강도나 수명 측에 유용한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

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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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32. Alloy 617의 800-1000
o
C에 하여 수집한 크리  단 

데이터 

그림 3-1-1-33. LMP의 여러 C값에 따른 master rupture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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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34.  C값에 따른 회귀곡선의 결정계수의 변화

 

그림 3-1-1-35.  C=18에서의 master rupture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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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36.  Single parameter(C=18)에 의한 장시간 크리 강도 

측 곡선

그림 3-1-1-37. Master rupture 곡선으로 부터 최  상수 C값의 결정 

(C=12 and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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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38. 각 온도에 한 C값에 따른 크리  강도 측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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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39. 2개의 C(C=12, C=20)에 의한 장시간 

크리 강도 측결과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0.4

4

40

400

 

 

St
re

ss
 (M

Pa
)

Time to rupture (h)

@950oC 
 Unique C method (C=18)
 Multi C method (C=20, C=12)

그림 3-1-1-40. 950℃ 온도에서 한개의 상수(C=18)과 두개의 상수 

(C=12,  C=20)에 한 크리  강도 측결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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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장시간 크리  수명 측을 한 다 회귀선형 모델의 개발  

(1) 서론 

수소생산 고온가스로는 매우 높은 고온(>950oC)에서 30년 이상의 장기간 

사용되도록 설계되기 때문에 사용되는 구조재료의 크리  강도에 한 평가가 매우 

요하다.
  

그러나 사용할 재료에 하여 장시간 크리  수명을 시험으로 일일이 

정확히 확인한 후 사용한다는 것은 실 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비교  단시간

의 크리  단 자료를 이용하여 설계목 에 충분할 정도로 장시간의 크리  수명

을 측하는 것이 필요하다.[Kim et al(2004), Swindemana et al(2008)] 

단시간의 크리  자료를 이용하여 장시간 크리  수명을 측하기 한 유

용한 방법으로 시간-온도 라미터 (time-temperature parameter, TTP) 방법들이 

통 으로 리 사용되어 왔다.[Manson et al(1971a),Yin et al(2007), Le May( 

1979), Penny et al.(1995)] TTP법은 크리  시험에서 얻어지는 실험 온도와 단시

간을 하나의 라미터로 통합하여 나타내고 이 라미터와 응력사의 계를 다항식 

는 측 모델식에 의해 측식을 구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TTP 법은 온도와 

단시간을 하나의 라미터로 통합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구속조건이 요구된

다.[Manson et al(1971b), White et al(1978) ] 한 다항식에 의한 크리  수명 측

은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 역에서 다항식이 발산됨으로 수명 측에 어려움이 발

생한다. 이런 다항식의 발산을 방지하기 한 방법으로 선형식에 의한 측법들이 

개발되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Eno에 의해 모든 TTP 법을 하나의 선형식으로 표

할 수 있는 모델이 제안되었다.[Eno et al., 2008] 하지만 이 모델은 응력과 단시

간데이터를 log-log 좌표로 나타내었을 때 선형 계를 나타낸다고 가정하 으므로 

단시간을 실제보다 크게 측하게 되어 오차를 발생시키는 문제 이 있다.  

한편 TTP법들은 Monkman-Grant가 제안한 단시간과 크리  속도의 

계식에 기 하여 유도되었으며, 크리  속도는 한 응력의존성과 온도의존성으로 

표 되었다. 크리  속도의 응력-의존성에 하여 많은 모델이 제안되어 있으나 이

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Norton[Norton, 1929]의 power law 와 

Dorn[Penny et al., 1995]의 지수함수 식이다. 자는 항복응력 이하의 낮은 응력에

서 잘 맞으며, 후자는 항복응력이상의 높은 응력에서 잘 맞는 것으로 보고되어있

다.[Penny et al., 1995] Alloy 617합 의 경우 크리  단강도가 항복강도에 비해 

큰 차이가 보이지 않으므로 부분의 크리  시험이 항복강도 부근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Dorn의 지수함수 모델을 사용하는 것이 합하다고 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Alloy 617합 의 크리  수명을 측하기 하여 Dorn의 모

델에 의한 응력-온도 선형 모델(stress-temperature liner model, STLM)을 유도하

으며, 이 모델을 여러 문헌에서 얻은 Alloy 617의 크리  단 자료에 용시켜 

정확한 크리  수명을 측하 으며, 그 결과를 Larson-Millar(L-M)법에 의한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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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와 비교 분석하 다.

(2) 응력-온도 선형 모델의 유도 

(가) 크리  속도의 온도 의존성 

일반 으로 크리  곡선은 그림 3-1-1-41과 같이 3개의 크리  역으로 

나 어 지며 정상상태의 크리  속도는 응력, 온도  시간의 함수로서 다음과 같

이 표 할 수 있다.  

                                        (3-1-3)

여기서 f1(σ),  f2(T),  f3(t) 는 각각 크 리 속도의 응력, 온도  시간 의존

성 함수를 나타낸다. 이들 함수들에 하여 여러 가지 모델이 제안되어 있는데 이

들은 모두 일정한 물리   실험  근거를 기 로 하고 있다. 

온도의존성 함수는 크리  속도와 온도와의 계를 나타내는 식으로서 크리

 변형기구에 따라 여러 가지 함수가 제안되었다. Arrhenius는 0.5Tm(용융온도)이

상의 온도에서 열활성화 작용(thermally activated processes)에 의하여 확산-크리

가 주도하며 크리  속도의 온도-의존성을 다음 식과 같이 제안하 다.[Penkalla et 

al, 1984, Garofalo, 1966, Kim et al, 2002, Kim et al, 2001 ]






                                     (3-1-4)

(나) 크리  속도와 단시간 계

Monkman과 Grant는 많은 실험을 통해 단 시간과 크리  속도를 곱한 

값은 상수라고 주장하 다.[Penny et al.(1995), Garofalo(1966)] 즉, 정상상태의 크리

 속도의 연장선과 Y축  단시간에서의 Y축의 편 값 차이( 4 1ε ε− )가 많은 

고온재료에서 일정한 상수값을 갖는다는 것을 실험을 통하여 제안하 다. 이를 수

식으로 표시하면 식(3)와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이를 다시 쓰면 식(3-1-6)과 같다. 

본 식은 비록 이론 인 근거를 찾기는 힘들지만 공학 으로 크리  단수명을 

측하는데 많이 사용되는 유용한 식이다.[Penny et al., 1995]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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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6)

(다) 크리  속도의 응력 의존성

크리  속도와 응력 사이 계에 한 식으로 여러 가지 식들이 제안되고 

있으나 이들 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식은 Norton의 power law 식과 

Dorn의 지수함수 식이다.[Penny et al., 1995] 자는 항복응력 이하의 낮은 응력에

서 잘 맞으며, 후자는 항복응력이상의 높은 응력에서 잘 맞는 것으로 보고되어있다.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3-1-7)

 ′
                                          (3-1-8)

여기서 σ, t, T, tr σ0는 각각 응력, 실험시간, 온도, 단시간  항복강

도이다.

(라) 시간-온도 라미터(TTP) 식 

크리  수명은 일반 으로 TTP법을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들 라미터법

은 Arrhenius의 온도의존식과 Monkman, Grant의 크리  속도와 단시간의 계

식에 의해 제안되었다. 식(3-1-4)에서 활성화 에 지 H∆ 를 응력에만 의존하는 상

수라고 가정하고, 식(3-1-4)를 식(3-1-6)에 입하면 식(3-1-9)과 같은 통 으로 

많이 사용되는 Larson-Millar 라미터식  

 


                              (3-1-9)

이 된다. 여기서 PLM은 라미터이고 T는 온도이다. 한 식(2)에서 A를 응력

만의 함수로 가정하면 Orr-Sherby-Dorn, Manson-Haferd, Manson-Succop 등 다

른 TTP가 얻어진다.[Penny et al., 1995] 그러므로 식(3-1-4)~식(3-1-8)의 모델식들

은 크리  수명을 측하는 기 가 되는 식으로서 지 까지 제안된 수명 측 라

미터의 기 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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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새로운 응력-온도 선형 모델식

본 연구에서는 Dorn의 지수함수 식을 사용하여 크리  수명 측식을 유도

한다. Dorn의 식은 식(3-1-8)과 같이 표 되며 한 식(3-1-4)에서 A를 응력의 함

수로 가정하고 응력의존성 함수 식(3-1-8)으로 체하고 로그를 취하면 다음과 같

은 식이 얻어진다.

  




                                   (3-1-10)

여기서 항복강도 0 ( )Tσ 는 온도에 의존하는 값으로서 식 (3-1-11a)  

(3-1-11b)과 같이 온도 는 온도의 역수와 선형 계가 있다고 가정할 수 있으며 

이를 식(3-1-10)에 입하면 새로운 모델식 (3-1-12), (3-1-13), (3-1-14)과 같은 응

력-온도 선형 모델식이 얻어진다. 



 

                                          (3-1-11a) 



                                           (3-1-11b)

 




                                  (3-1-12)

                                   (3-1-13)

 

                                   (3-1-14)

이 모델들은 모두 선형 모델로서 선형 다 회귀법을 이용하면 모델의 계수

값을 쉽게 구할 수 있으며 TTP법과 같이 별도의 상수를 계산하지 않고도 정확한 

수명 측을 하기에 차가 간단하다. 한 단시간에 한 온도 의존성과 응력의

존성이 각각 독립 으로 작용됨으로 TTP법에서 단시간과 온도를 통합하는 과정

에서 발생하는 오차를 일 수 있는 장 이 있다.   

이와 유사한 식으로 Eno가 제안한 통계  선형모델(statistical linear 

model)이 있다.[Le May, 1979] 이는 일반 으로 많이 사용되는 TTP 법을 모두 통

합하여 나타낼 수 있는 선형모델로서 다음과 같이 표 된다. 

                              (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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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16)

Eno 식(3-1-15)  (3-1-16)은 logσ-logtr의 계가 선형으로 가정하고 만

든 식이다. 그러나 실제 여러 고온재료의 크리  단 데이터는 선형 계가 아닌 

경우가 많으므로 측 결과에 상당한 오차를 발생시킬 수 있는 문제 이 있다. 이

에 반해 본 연구에서 개발한 식 (3-1-12), (3-1-13), (3-1-14)은 σ-logtr의 선형 계

로 가정하는 것으로 본 가정은 실제 크리  단 데이터와 잘 일치하기 때문에 보

다 정확한 수명 측을 할 수 있다.   

(3) 결과  고찰  

본 연구에서는 Alloy 617합 의 크리  수명을 측하기 하여 여러 문헌

과 KAERI에서 얻은 800-1000oC의 크리  단 자료를 수집하여 사용하 다. 그림 

3-1-1-42는 수집된 데이터를 y축을 선형 응력, x축을 로그 단시간으로 한 반로그 

좌표계(semi logarithm coordinate system)로 나타낸 것으로서 로그 단시간과 응

력 사이에는 선형 계를 잘 따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로그 단시간과 응력사이 계는 선형 계를 잘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STLM에서 알 수 있듯이 로그 단시간과 응력은 선형 의존성을 보이는 것으로 표

되고 있다. 그러므로 실험데이터는 본 연구에서 제안한 STLM 과 같은 응력의손

성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STLM은 Alloy 617의 수명 측에 합한 모델이라고 단

된다.

그림 3-1-1-43은 본 모델을 다 회귀 기법을 이용하여 측한 결과를 나타

내고 있다. 다  회귀법(multi-regression method)은 하나의 종속변수와 여러 개의 

독립변수 사이의 계를 분석할 때 많이 사용되는 방법으로서 수식으로 표 하면 

다음과 같다.

⋯                               (3-1-17)

여기서 Y는 종속변수,X1, X2,…Xn은 독립변수이다. 측된 상수 값은 최 가능성

측(maximum likehood estimate)법을 이용하여 얻어진다. 즉, 측오차(error of 

estimation)의 제곱합이 제일 작을 때 얻어지는 상수값으로서 이를 수식 으로 표

하면 다음과 같다. 

  ⋯                      (3-1-18)

 





                                                 (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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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χ2
은 측오차의 제곱합이고, resi 는 i번째 데이터에 한 측오차 값이다.

그림 3-1-1-43의 (a), (b), (c)는 각각 STLM1, STLM2, STLM3을 이용하

여 다 회귀법에 의해 측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망사형 곡면은 측 

값이고 사각형 은 실험데이터이다. 그림에서 보여주듯이 단시간은 온도  응력

에 각각 선형 계를 유지한다. 그림의 횡방향의 빨간색 선은 일정한 단시간에서 

응력과 온도와의 계를 나타내는 것으로써 비선형 계를 나타내고 있음 보여주고 

있다.  한 측값과 실험데이터는 잘 일치됨을 알 수 있으며, 응력-온도선형모델

은 모든 상수값을 통계 인 방법에 의해 얻어지므로 모든 실험데이터에 가장 

한 값을 갖게 되며 선형 계로 장시간 단시간을 측함으로 측 함수의 발산이 

없으므로 신뢰성이 높은 측을 할 수 있다.

그림3-1-1-44는 Eno의 선형모델을 이용하여 다 회귀 분석한 결과이다. 이 

결과와 STLM의 결과를 비교하면 측곡면이 볼록한 방향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데 이는 응력축의 스 일이 다르기 때문이다. 즉 SMLM에서는 응력축이 선형인 반

면 Eno의 모델에서는 로그 스 일로 나타냈기 때문이다. 

표 3-1-1-1  3-1-1-2는 STLM 과 Eno의 모델을 이용하여 다 회귀 분

석한 결과 얻은 모델 상수값과 표 편차를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도 보여주듯이 

STLM의 표 편차가 Eno의 모델에 비해 작게 나타나고 있다. 한 Table에서 제시

한 상수값에 의해 임의의 온도  응력에서 크리  단시간을 측할 수 있다.

그림 3-1-1-45와 그림 3-1-1-46은 두 개의 모델에 의해 측된 오차의 표

편차를 각 온도에서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보여주듯이 표 오차 값

은 STLM이 1123K를 제외한 모든 온도에서 Eno의 선형모델에 비하여 작게 나타나

고 있다. 그러므로 STLM이 Eno의 모델에 비해 측 정확도가 우수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응력과 단시간 사이의 계가 x축을 로그 응력축으로 했을 때보다 

선형 응력축으로 했을 때 선형 계가 더 잘 맞기 때문이라고 단된다.

그림 3-1-1-47과 그림 3-1-1-48은 통 으로 많이 상용되고 있는 L-M법

과 본 모델의 측 오차를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그림 3-1-1-47에서 볼 수 있듯

이 체 데이터에 한 크리  수명의 측오차는 L-M법이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 하지만 그림 3-1-1-48과 같이 5000 시간 이상의 장시간에서는 STLM의 

측오차가 모든 온도에서 L-M법에 비해 훨씬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L-M법

의 경우 상수값 C의 값에 따라 측값이 달라지고 일반 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C=20을 사용하 을 때 실제값에 비하여 크게 측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STLM은 

별도의 상수값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장시간에서도 데이터에 가장 잘 맞는 회귀값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본 모델은 장시간 크리  수명 측에서 L-M법에 비해 우수

하게 나타난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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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Alloy 617 합 의 크리  수명을 측하기 하여 여러 문헌  한국원자

력연구원에서 생산한 크리  데이터를 수집하 으며 정확한 단수명을 측하기 

하여 응력-온도 선형모델을 제안하 다. 응력-온도 선형모델은 Dorn과 Arrhenius

의 모델을 용하여 유도되었으며 본 모델에서 단시간과 응력  온도 사이 계

는 선형으로 표 되므로 장시간 측의 신뢰성이 높다. 오차의 표 편차를 사용하

여 응력-온도 선형모델의 정확성을 Eno의 모델과 Larson-Miller 법과 비교 분석한 

결과 응력-온도 선형모델이 우수하다는 것을 확인하 다. 응력-온도 선형모델을 

Larson-Miller 법과 비교 분석한 결과 체 데이터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지만 장시

간 수명 측에서는 모든 온도에서 응력-온도 선형모델이 훨씬 정확하게 측함을 

확인하 다. 응력-온도 선형모델은 크리  강도와 항복강도의 차이가 크지 않는 재

료의 장시간 크리  수명 측에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단된다.

그림 3-1-1-41.  형 인 크리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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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1-1-42.  크리  단데이터의 응력- 수 
단시간의 선형 계 

그림 3-1-1-43. 다 회귀결과  크리  데이터

(a) 식(3-1-12), (b) 식(3-1-13), (c) 식 (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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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44. 다 회귀 결과 : (a) 식(3-1-15), (b) 식(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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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45. 5 STLM (식 3-1-12) 과 Eno's 식(식 3-1-15)의 측 

결과 비교 

그림 3-1-1-46. 5 STLM (식 3-1-13) 과 Eno's 식(식 3-1-16)의 

측 결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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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47. 체 데이터에 한 LMP법과 STLM의 표 편차 

비교

 

그림 3-1-1-48. 각 온도에 한 LMP법과 STLM의 표 편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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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a b SD

STLM 1 (eq. 3-1-12) 1.361E+01 1.333E-01 -7.490E-03 -1.478E-04 0.34976

STLM 2 (eq.3-1-13) -5.226E+00 -1.836E-01 1.176E+04 1.685E+02 0.35046

 STLM 3 (eq.3-1-14) -4.826E+00 1.176E-01 1.130E+04 -1.344E-04 0.34738

Model 1 :     lo g / /rt A B T b a Tσ σ= + + +

Model 2 :     log rt A BT b a Tσ σ= + + +

Model 3 :     log /rt A B T b a Tσ σ= + + +

※ A, B, a and b are constants of the models determined by multi-regression method

표 3-1-1-1 모델상수  측 표 편차 (식 3-1-12, 3-1-13, 3-1-14) 

a b c d SD

Eno's model 1 
(eq. 3-1-15)

4.525E+01 -1.407E+01 -2.970E-02 8.150E-03 0.39591

Eno's model 2 
(eq.3-1-16)

-3.051E+01 8.345E+00 4.816E+04 -1.518E+04 0.37874

Model 1: log log / (log ) /rt a b c T d Tσ σ= + + +

Model 2: log log (log )rt a b cT d Tσ σ= + + +

※ a, b, c and d are constants of the models determined by multi-regression method

표 3-1-1-2 모델상수  측 표 편차 (식 3-1-15, 3-1-16)

라. Alloy 617의 장시간 크리  곡선 모델링  

(1) 서 론  

수소생산 고온가스로는 950℃에 이르는 고온과 8 MPa의 압력조건이 되

므로 랜트의 설계 시 고온 크리  괴가 매우 요하다.[김우곤 외, 2005] 이러

한 크리  괴는 재료를 비탄성 조건하에서 사용될 때 특히 문제가 되고 설계 시 

재료의 사용조건에서의 크리  곡선에 한 상세 정보가 필요하게 된다. 그러나 사

용조건에서의 수십만 시간 이상의 장시간 크리  곡선을 직 실험으로부터 구하는 

것은 실 으로 불가능 하다. 그래서 일반 으로 단시간의 시험에서 얻어진 크리

 곡선을 장시간에 외삽하고 사용 조건에서의 크리  곡선을 추정하려는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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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고 있다.[Maruyama et al(1985), Kim et al(2002a)] 따라서 고온가스로의 

간열교환기  노내 고온 구조재료 후보재료인 Alloy 617에 하여 크리  곡선을 

수식 으로 나타낼 필요가 있다. 

지 까지 보고된 표 인 크리  변형률-시간식 들은 Kachanov-Rabotnov 

(K-R) [Penny et al(1995a), Penny(1995b)], Andrade [Garofalo(1996a), 

Viswanathan(1989)], Garofalo [Garofalo(1996a), Blackburn(1972)], Evans [Evans 

et al, 1992], Maruyama [Maruyama et al, 1985] 등이 있으며, 이들 크리  변형-시

간식 에서 특정의 식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첫째는 제안된 식이 실측된 크리  곡선을 충실히 잘 표 할 수 있어야 하며, 둘째

는 상수 라미터의 온도  응력 의존성에 한 외삽 정확도가 높아야 한다. 이는 

추정된 크리  곡선의 신뢰도를 크게 좌우하므로 높은 정 도가 요구된다. 사용조

건에서의 각 라미터 값의 결정은 외삽 없이 직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외

삽이 필요한 경우에는 직선 혹은 확립된 이론식에 기 하여 외삽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Alloy 617 니 기 내열 합 은 고 크롬강(Cr-Mo-V)과 달리 3차 크리  

변형의 시작이 1% 이하의 낮은 변형에서도 시작되며 3차 크리 가 체 크리  변

형을 주도한다. 따라서 크리  곡선은 3차 크리 를 잘 나타낼 수 있는 크리 식이 

필요하다. 3차 크리  곡선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식으로는 K-R 식이 있으며[Penny 

et al(1995a), Kim et al(2001)], K-R 식에 의하여 Alloy 617의 장시간 크리  곡선 

모델링하여 구조 해석 시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얻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Alloy 617 내열 합 에 하여 크리  실험을 수행하여 크

리  단 자료를 얻고 이들 실험 자료를 K-R 식에 비선형 최소자승 피  

(nonlinear least square fitting, NLSF) 방법을 용하여 K-R 식이 실측된 크리  

곡선을 잘 표 할 수 있는지 조사하 다. 한 K-R 식에 사용되는 상수 λ 값을 응

력 별로 얻었으며 응력 의존성 계를 조사하 다.  

(2) Kachanov-Rabotnov (K-R) 모델식의 해석  용

K-R 식은 크리  변형이 단 시간과 단 변형률의 계를 나타내고 있

기 때문에 3차 크리  변형을 잘 반 한 식으로 볼 수 있다. 단시간과 단 변형

률 값은 재료의  크리  변형과정 동안 발생되는 변형의 결과 값이기 때문에 크

리  곡선을 묘사하는데 타당하다. K-R식의 크리  변형률-시간 계식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주어진다. [Penny et al(1995a), Penny(1995), Kim et al(2001b)] 




 

 


                                       (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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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21)

여기서 εr과 tr은 단 변형률과 단시간이고, λ는 상수 그리고 
*ε 은  

Monkman-Grant (M-G) 변형이다. K-R식에서 크리  마스터 곡선의 표 은 단

시간의 최 값을 1로 하고 실측 시간 데이터를 normalizing 하여 x축으로 나타내고, 

크리  변형률도 같은 방법으로 단 변형률 값을 최  1로 하고 크리  변형률 데

이터를 normalizing 하여 y축에 나타내면 시간비 (time fraction)에 한 변형률비 

(strain fraction)의 마스터 곡선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식(3-1-21)은 단 변형률 신에 
*ε 와 λ를 사용한 것으로 2차 크

리  속도와 단시간을 표 하는 식이라 할 수 있다. 단 
*ε 는 식 (3-1-22)와 같이 

크리  속도, 와 단시의 계로 나타내어진다.   

                                               (3-1-22)          

                    

K-R식에서 상수 λ는 크리  항성을 나타내는 요한 재료상수로서 λ 값

은 단연신율과 M-K 변형률의 비로 나타내어지는 것으로 λ값만 알면 크리  변

형률과 크리  단시간을 측할 수 있다. 따라서 식 (3-1-21)에서 최 의 λ값을 

구하는 것이 요하다. 의 식에서 알 수 있듯이 K-R 식은 크리  시험에서 얻어

지는 크리  속도, 단시간, 단 변형률 데이터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는 최 의 λ값을 얻고자 실험에서 얻은 실측 크리  곡선 데이터를 사용하여 비선

형 최소자승 피  (nonlinear least square fitting, NLSF) 방법으로 구하 다. 한 

 응력 즉 장시간에서의 크리  곡선과 단수명을 보다 정확히 측할 수 있도록 

하기 하여 기존 K-R식을 수정한 modified K-R 식을 제안하여 최 의 상수 값들

을 얻고자 하 다. 

(3) 결과  고찰 

(가) 크리  곡선  크리  물성 결과 

Alloy 617의 크리  시험 데이터는 일정하  시험기를 사용하여 950
o
C의 온

도에서 35MPa, 30MPa, 25MPa, 22MPa, 20MPa, 18MPa의 응력별로 실시하여 얻었

다. 크리  변형률-시간 데이터는 LVDT 장치로 측정되는 변형률 데이터를 컴퓨터

로 실시간 수집 장하 다. 본 크리  실험을 통하여 18MPa  응력조건에서 

13,547 시간에 이르는 장시간 크리  곡선의 실측 데이터를 측정하여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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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49는 Alloy 617의 950
o
C에서 여러응력의 크리  시험으로 얻은 

크리  곡선 결과를 나타낸다. 크리  곡선의 모양은 1차 크리 는 거의 발생되지 

않으며, 2차에 비해 3차 크리 가 크리  수명의 부분을 차지하므로 3차 크리

가  크리  변형을 주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Alloy 617의 크리  

모델링을 해 3차 크리 를 잘 묘사하는 K-R식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함을 알 수 

있다. 

그림 3-1-1-50은 크리  속도와 응력과의 계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선형

계를 잘 보이고 있다. 이는 그림 3-1-1-18의 크리  deformation map 에서 보인 

것처럼 Alloy 617의 본 크리  시험조건에서는 power law 크리  역으로  

크리 가 변형을 주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Norton's power law의 식   
  으

로 나타낼 수 있으며, 크리  상수인 A=7.143x10-14 (MPa-n h-1), n=6.5을 갖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림 3-1-1-51은 단시간과 크리  속도와의 계인 Momkman-Grant 계

식인  
  로 나타낸 것으로 기울기 m 값은 0.92의 값을 갖는 것으

로 조사되었다. 본 m값은 이후에 기술될 장시간 크리  모델링을 해 요한 물성 

값으로 사용된다. 

이상에서 얻어진 크리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K-R식으로 Alloy 617의 

장시간 크리  곡선을 모델링한다. K-R 식에 사용된 최 의 상수 λ값을 구하고자 

각 응력조건에서의 크리  실측 곡선과 가장 잘 일치하는 곡선의 값을 NLSF 방법

으로 구하 다. 계산에 사용된 로그램은 Origin 7.5 의 "Nonlinear Curve Fit"에서 

"Advanced Fitting Tool"를 이용하여 K-R 함수를 최  100회 반복 계산하도록 하

면서 최 의 값을 얻었다.

(나) K-R식의 NLSF 결과   

그림 3-1-1-52는 응력별 크리  실험 데이터 곡선에 하여 K-R식으로 수

회의 반복계산 과정의 NLSF 방법을 통하여 최 의 λ값을 찾아내어 실험곡선과 가

장 잘 일치시키는 크리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본 그림에서 x축의 표 은 실측 

시간 데이터에 하여 단시간을 최  1로 하고 normalizing하여 이를 수명비 

(t/tr)로 나타낸 것이며, y축은 실측 시간 변형률 데이터를 M-G 변형률의 비 즉 변

형률비 (ε/ε*)로 나타낸 것이다. 

K-R 식의 NLSF으로 구한 결과가 실측 데이터와의 잘 일치하는 지의 여부

를 단하기 하여 통계  라미터인 결정계수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R
2
)

를 사용하 다. 결정계수 값으로부터 회귀식이 자료를 잘 일치하는지의 단 여부

를 내릴 수 있게 되는데 결정계수 값이 1에 가까울수록 추정된 회귀식이 실험 결과

를 잘 반 하는 의미를 주며 0에 가까운 경우에는 반 로 추정된 회귀식이 실험 결

과를 잘 반 하지 못하는 의미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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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식의 NLSF 용결과 35MPa, 25MPa, 22MPa, 20MPa의 4개 그림에서 

보이듯이 실험데이터와 체로 잘 일치하는 크리  곡선이 얻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각 응력의 조건에 하여 최 의 λ값을 결정하 으며, 이때의 결정계수를 각

각 구하 다. 체 6개의 측 크리  곡선에 하여 결정계수의 평균값을 구한 결

과 약 0.96으로 나타났다. 얻어진 R2  = 0.96의 값은 K-R 식이 크리  곡선을 완벽

하게 잘 묘사하지는 못하지만 개략 으로는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K-R 식의 이러한 결과에 하여 본 연구에서는 실험 데이터에 보다 잘 일

치시키는 크리  곡선을 묘사하기 하여 기존의 K-R 식에다 보정상수 (correction 

coefficient), K를 추가한 수정식(3-1-23)을 사용하 다.     











 



                                     (3-1-23)

그림 3-1-1-53은 수정식을 사용하여 크리  곡선을 모델링 한 결과를 각각 

나타낸 것이다. 6개의 모든 응력조건에 하여 크리  곡선을 NLSF 방법으로 모델

링한 것으로 결정계수 값이 평균 0.99로서 기존 K-R식의 0.96보다 개선되고 있음을 

보 다.  

그림 3-1-1-54는 K-R 식과 modified K-R 식의 결정계수 값의 응력별 비

교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Modified K-R식이 K-R식보다 결정계수 값이 모두 높음

을 확인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정식을 사용하여 장시간 크리  곡선

을 모델링하 다. 

표 3-1-1-3은 Alloy 617의 크리  실험 데이터로 부터 계산된 ε* 와 K-R 

 modified K-R 식에서 상수 K, λ의 요약 결과를 나타낸다. K-R식에서의 응력별 

평균 λ값은 5.17, 수정식의 경우는 2.78로서 나타났다. 수정식을 사용하여  응력의 

장시간 크리  곡선을 모델링하기 해서는 K와 λ의 응력 의존성 계를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 3-1-1-55는 수정식의 K  λ 값의 응력 의존성 계를 조사한 나타

낸 결과로서 데이터의 약간의 산포는 있을지라도 체 인 경향은 응력과 계없는 

일정한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modified K-R식에서 λ=2.78, K=2.14의 값

은 Alloy 617의 장시간 크리  곡선을 측할 수 있는 요한 상수 값으로 사용될 

수있다. 

한편, 장시간 크리  곡선을 모델링하기 해서는 ε*에 한 응력 그리고 

단시간과의 계를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M-G 계식은 m=1이 아닐 경우 

 
 

                                        (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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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25)

로 표 이 되며,   이다. 식에서   
로서 power law의 식으로 나

타낼 수 있는 것은 Alloy 617에서 본 크리  조건이  크리 가 주도하는 

power law 크리  역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M-G 변형,  ε*는 단시간 

 응력에 하여 log-log 좌표로 나타내어 그 계성을 나타낼 수 있다.   

그림 3-1-1-56  3-1-1-57은 M-G 변형과 응력 그리고 M-G 변형과 단

시간의 계를 각각 나타낸 것이다. 두 그림에 각각 볼 수 있듯이 선형 계성 잘 

보이고 있으므로 장시간  응력 조건에 한 크리  모델링시 M-G 변형률 값

을 본 계로 부터 얻을 수 있다.

그림 3-1-1-58 은 modified K-R식을 사용하여 Alloy 617의 950
o
C에서 임

의의 낮은 응력 조건인 12 MPa 까지 크리  곡선을 모델링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

다. 단시간의 높은 응력인 20 MPa  22 MPa의 실험결과는 측 결과와 잘 일치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 그림 3-1-1-59에 보인 것처럼 Alloy 617의 

950oC에서 임의의 시간에 한 크리  곡선을 1,000시간에서 부터 500,000시간까지

의 장시간 크리  곡선을 계산하여 모델링한 결과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도입한 

modified K-R 식을 사용하면  응력의 장시간 크리  곡선의 모델링이나 단시

간의 측 시 보다 정확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4) 요약

Alloy 617의 변형률-시간 크리  곡선을 modified K-R 식을 사용하여 비선

형 피 법으로 모델링하 다. Alloy 617의 크리  곡선 데이터에 NSLF 방법을 

용한 결과 기존의 K-R은 Alloy 617의 체 크리  곡선을 완벽하게 잘 묘사하지는 

못하 으나 새로운 보정상수를 갖는 modified K-R 식을 사용하면 크리  곡선을 

보다 잘 묘사할 수 있음을 보 다. 수정식의 경우 λ=2.78, K=1.24의 값이 얻어 졌으

며 본 상수의 값은 응력 변화와 무 한 응력 무의존성 계를 보 다. Modified 

K-R 수정식을 사용하여 Alloy 617의 500,000에 이르는 장시간 크리  곡선을 모델

링하 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수정식을 사용하면  응력의 장시간 크리  곡선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으며 보다 정확하게 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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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49. Alloy 617의 950℃
 
크리  시험으로 얻은 크리  곡선

그림 3-1-1-50. 크리  속도와 응력과의 선형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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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51. 단시간과 크리 속도의 

선형 계(Monkman-Grant 계) 

  

그림 3-1-1-52. K-R 식에 의한 크리  곡선의 응력별 비선형 피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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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53. Modified K-R 식에 의한 크리  곡선의 응력별 비선형 피  

결과

 그림 3-1-1-54. K-R 식과 modified K-R 식의 결정계수 

값의 응력별 비교

 



- 74 -

그림 3-1-1-55. K, λ의 응력 무의존성 

  

그림 3-1-1-56. Monkman-Grant 변형과 응력의 선형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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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57. Monkman-Grant 변형과 단시간의 선형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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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58. Alloy 617의 950
o
C에서 응력 크리  곡선 

모델링

   

그림 3-1-1-59. Alloy 617의 950oC에서 장시간 크리  곡선 

모델링  



- 77 -

- Creep data was obtained with various stress levels for Alloy 617 at 950oC
- NLSF : Nonlinear Least  Square Fitting
- K : Correction factor in the modified K-R model 

λ 
(NLSF)

K
(NLSF)

λ
in NLSF

λ
in calculation

2.781.245.173.01Average values

2.891.345.302.909.77E-029.65E-0228.086.85E-0614099.318

3.351.206.233.641.03E-011.11E-0143.832.25E-054943.020

3.791.237.004.351.08E-019.30E-0240.504.77E-051949.722

2.101.152.881.991.15E-011.22E-0124.331.37E-04887.525

1.601.182.191.591.26E-011.40E-0122.333.00E-04456.230

2.961.317.473.611.37E-011.27E-0146.005.83E-04218.235

Modified  K-R Eqn.K-R  Eqn.
Fitted  ε*ε*εR (%)mcr (1/h)Tr (hr)Stress

(MPa)

- Creep data was obtained with various stress levels for Alloy 617 at 950oC
- NLSF : Nonlinear Least  Square Fitting
- K : Correction factor in the modified K-R model 

λ 
(NLSF)

K
(NLSF)

λ
in NLSF

λ
in calculation

2.781.245.173.01Average values

2.891.345.302.909.77E-029.65E-0228.086.85E-0614099.318

3.351.206.233.641.03E-011.11E-0143.832.25E-054943.020

3.791.237.004.351.08E-019.30E-0240.504.77E-051949.722

2.101.152.881.991.15E-011.22E-0124.331.37E-04887.525

1.601.182.191.591.26E-011.40E-0122.333.00E-04456.230

2.961.317.473.611.37E-011.27E-0146.005.83E-04218.235

Modified  K-R Eqn.K-R  Eqn.
Fitted  ε*ε*εR (%)mcr (1/h)Tr (hr)Stress

(MPa)

표. 3-1-1-3 K-R식과 modified K-R식의 ε*, K, λ 값의 결과  

마. 고온배 용 Alloy 617의 고온 피로특성 평가 

실험에 사용된 Alloy 617 슈퍼알로이는 상용으로 매되는 강으로 이 재료의 

화학조성을 표 3-1-1-4에 나타내었다. 재료가 ASME에서 요구하고 있는 조성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로시험편은 평행부가 13 mm이고, 직경이 6.5 mm인 상시편으로 압연방

향이 시편의 길이방향이 되도록 button-head 형태로 가공하 다. 시험온도는 95

0℃로 시편의 길이 방향의 온도편차는 ±2℃이내로 제어하 다. 시편의 균일한 온

도를 얻기 하여 시험온도에서 1시간 유지후 시험을 수행하 다. 각 재료의 피로

시험을 MTS 810을 사용하여 완  칭인 삼각 로서 체변형범  1.5% - 0.4% 

범 에서 2×10-3/sec의 변형속도로 시험편에 직  strain gage를 부착하여 strain 

제어로서 시험하 다. 피로시편은 시험 에 연마지 1000번까지 시편의 길이방향

으로 연마하여 시험을 수행하 고 피로수명은 1/2 피로수명에 해당하는 응력의 

75%되는 사이클로 정의하 다. 모든 시험은 공기 분 기에서 시험하 다. 

(1) 변형범 -피로수명 곡선

각 변형범 에서 피로수명을 그림 3-1-1-60에 나타내었다. 변형범 에 따

라서 피로수명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사이클이 진행됨에 따라 소성변형

은 격히 감소하는 반면 탄성변형은 감소가 완만한 특성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특성을 기 으로 변형범 와 수명과의 계식은 다음과 같이 표 된다.

 



- 78 -

∆    
(2) 사이클에 따른 피로강도 변화

사이클이 진행됨에 따라 인장방향의 피로강도의 변화를 변형범 에 따라서 

나타내면 그림 3-1-1-61과 같다. 변형범 에 따라서 피로강도의 변화는 그다지 크

지 않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3) Hysteresis loop

피로수명의 1/2에 해당하는 사이클에서 Hysteresis loop의 변화를 변형범

에 따라서 나타내면 그림 3-1-1-62와 같다. 체 인 모양은 비슷하지만 변형범

가 증가하면 소성변형이 증가하는 경향이 뚜렷이 나타나 있다. 

(4) 피로시험후의 미세조직 변화

피로시험후의 미세조직의 변화를 그림 3-1-1-63에 나타내었다. 결정입계가 

뚜렷이 찰되었고 변형범 에 따라서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5) 면 찰

변형범 에 따라서 피로시험이 완료된 후 단면을 찰한 결과를 그림 

3-1-1-64에 나타내었다. 변형범 에 계없이 피로균열은 표면에서 시작하여 내부

로 진 한 형태를 나타내었고 균열진 에 따라서 입내 괴 형태를 나타내었다. 균

열이 진 함에 따라 striation은 나타나지만 매우 뚜렷한 형태는 아니었다. 

 

(6) 석출물 찰

석출물은 그림 3-1-1-65에서 보듯이 결정입계와 내부에 석출하 는데 결

정입계에 큰 석출물들이 석출하 다. 석출물의 종류를 악하기 하여 EDS를 이

용하여 결정입계에 석출한 석출물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그림 3-1-1-66에서 보듯

이 Cr-rich 탄화물이었다. Ren은 Alloy 617에서 석출하는 탄화물은 주로 M23C6이

고 일부는 M6C가 석출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Ren et al. 2006]. 이러한 결과는 

EDS의 결과와 일치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 79 -

(7) 요약

Alloy 617로 950℃에서 주기 피로시험을 수행하 다. 950℃에서 변형범

와 피로수명과의 계는 ∆         이었다. 피로강도는 변

형범 에 따라서 큰 차이는 나지 않았다. 소성 변형량은 변형범 가 증가하면 증

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피로시험 후에는 결정입계에 변형범 에 계없이 탄

화물이 석출하 다. 

그림 3-1-1-60. Alloy 617의 950℃에서 변형범 에 

따른 피로수명 변화 

그림 3-1-1-61. Alloy 617의 950℃에서 

변형범 에 따른 피로강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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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62. Alloy 617의 950℃에서 변형범 에 따른 Hysteresis lo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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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63. Alloy 617의 950℃에서 피로시험후의 학미세조직 : 

(a) 1.5%, (b) 1%, (c) 0.8%, (d) 0.6%, and (e)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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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64. Alloy 617의 950℃에서 피로시험후의 면 : (a) 1.5%, (b) 1%, 

(c) 0.8%, (d) 0.6%, and (e)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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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65. Alloy 617의 950℃에서 피로시험후 석출물 :

(a) 1.5%, (b) 1%, (c) 0.8%, (d) 0.6%, and (e)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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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66. Alloy 617의 950℃, 1%에서 피로시험 후 

석출물의 EDS 분석 결과

C Si Mn S Cu Cr Ni Mo Co Fe Al B Ti

Alloy  

617
0.057 0.06 0.04

<0.00

1
0.01 21.52 55.2 9.26 12.1 0.28 0.99 0.001 0.42

ASME
0.05-

0.15

1.0 

max

1 

max

0.015 

max

0.5 

max
20-24

44.5 

mim
8-10 10-15

3 

max

0.8-1.

5

0.006 

max

0.6 

max

표 3-1-1-4. Alloy 617의 화학조성 (wt%).

바. Inconel 617의 He환경 향평가

He 환경 향 평가는 한양 학교의 탁과제로 수행된 연구 결과이며, 자세

한 내용 KAERI/CM-1103/2008 [김 도 등, 2009. 03]을 참조하기 바란다.

(1) 후보내열합 의 고온산화거동 평가

50%까지 냉간 압연 한 시편의 압하율에 따른 미세조직의 변화를 그림 

3-1-1-67에 나타내었다. 압하율이 증가할수록 결정립이 압연방향으로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 as-received 시편의 aspect ratio은 약 1.67이 으며, 50% 

냉간 압연한 경우 약 6정도로 증가하 다. 한 압하율에 따른 비커스 경도값은 

기에 압연하지 않은 시편 경우 약 210 Hv에서 50%까지 냉간 압연한 시편은 약 

450 Hv로 aspect ratio의 증가에 따른 경도값이 증가하 다.

냉간 압연을 실시한 시편의 경우 경도 값이 증가하지만 상 으로 재료가 

취성을 가지게 된다. 이는 냉간 압연한 시편을 어닐링 처리를 하지 않고 구조 

재료로 사용하게 되면 재료의 aspect ratio 가 높아서 재료의 이방성을 가져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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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필히 재료의 어닐링 공정이 요구된다[Chester T, 1987]. 

따라서 냉간 압연 후 어닐링 공정을 실시하여 변형에 지를 감소시켰으며, 

재결정을 수행하 다. 10 ~ 50%까지 냉간 압연한 시편  미세한 결정립을 얻기 

하여 압하율이 가장 높은 50% 시편으로 1000°C, 1050°C, 1100°C에서 1시간 동안 

어닐링을 실시하 고 이를 그림 3-1-1-68에 나타내었다. 1000°C에서 어닐링한 

시편의 경우 결정립 크기가 불균일하고 아직 재결정이 완료되지 않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며, 1050
o
C에서는 미세하고 균일한 결정립의 형성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한 1100°C에서 어닐링한 시편의 경우에서는 1050oC에 비해 결정립이 성장하는 

것을 찰 할 수 있었다. 따라서 1050°C에서 1시간 동안 어닐링 한 시편을 최 의 

재결정 온도로 결정할 수 있었다. 1050
o
C와 1100

o
C의 평균 결정립 크기는 Image 

analyzer을 이용하여 측정하 으며, 1050oC의 경우 략 5.2 ㎛의 크기를 

보여주었고, 1100
o
C의 경우 략 6.7㎛로 성장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로써 

As-received의 71.4 ㎛ 의 1/14 정도인 5.2 ㎛의 미세한 결정립을 가지는 시편을 

확보하 다.

그림 3-1-1-69 ~ 3-1-1-72 는 950
o
C에 1000 시간 동안 air와 He분 기에서 

as-received 시편과 recrystallized 시편을 열화 후 BSE 단면 사진을 보여주고 있다. 

950oC에서 열화에 따른 표면 산화층은 크게 2가지로 분류된다 [C. T. Sims et al., 

1987, C. S. Giggins, 1971, G. R. Wallwork, 1971]. 고온열화에 따른 표면에 형성된 

산화층은 외부산화층(Cr2O3)와 내부산화층(Al2O3) 로 나뉘어진다. 열화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외부산화층은 120 시간까지 증가 하 으며, 120 시간 이후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외부 산화층의 성장에 따른 기지와의 

열팽창계수의 차이로 인한 압축응력의 증가로 박리에 의한 산화층의 두께 감소가 

일어난 것으로 단된다.

외부산화층인 Cr2O3은 carbide 형성원소인 Cr을 고갈시킴으로써 외부산화층 

아래에 carbide free zone의 형성원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carbide free zone은 

입계를 따라 형성된 carbide가 나타나지 않는 역으로 결정되었으며, 그림 

3-1-1-73 (a)에 나타내었다. 열화시간에 따른 carbide free zone의 깊이는 

증가하 다. as-received 시편과 recrystallized 시편 모두 열화분 기에 따른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as-received 시편보다 recrystallized 시편에서 보다 

carbide free zone이 깊게 형성되었다. 이는 미세한 결정립에 의한 확산경로의 

증가로 인한 표면산화가 recrystallized 시편에서 보다 빠르게 진행된다. 이로 인한 

Cr의 고갈이 보다 가속화 되며, 이는 carbide free zone의 역을 보다 빠르게 

확장시킬 것으로 단된다.

열화시간에 따른 내부 산화층의 깊이 변화를 그림 3-1-1-73 (b)에 

나타내었다. 내부 산화층의 깊이는 열화시간에 따라 증가하 으며 열화 분 기에 

따른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recrystallized 시편의 경우 내부산화층의 

깊이는as-received 시편보다 약 1/2 정도로 감소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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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74 (a)는 열화시간에 따른 내부 산화량을 나타내었으며, 

1000시간 열화 후 내부 산화량은 He분 기 보다 air 분 기에서 보다 많이 

형성되었다. 한 각각의 분 기에서의 as-received시편과recrystallized 시편에서 

내부 산화량은 비슷하게 형성되어다. 그림 3-1-1-74(b)는 내부 산화층의 형성된 

역에서의 단 면 당 산화량을 나타내었다. as-received 시편은 단 면 당 

내부산화량은 열화시간에 따라 서서히 증가하 다. 하지만 recrystallized 시편의 

경우 단 면 당 내부 산화량은 열화 기에 빠르게 증가하 으며, 240 시간 이후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한 recrystallized 시편이 as-received 시편보다 내부 

산화층이 치 하게 형성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로부터 깊이 

방향으로의 내부 산화특성은 recrystallized시편에서 보다 우수한 특성을 

보여주었다.

(2) Inconel 617의 표면개질을 통한 고온산화특성 개선

그림 3-1-1-75는 900°C와 1000°C의 온도에서 1시간 동안 Ar 분 기하에서 

Al 확산피복처리 후 시편의 단면 사진이다. 900°C의 확산침투처리 온도에서의 

코 층의 두께는 약 35 ㎛ 으며, 확산침투처리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1000°C 

에서는 약 41 ㎛의 두꺼운 코 층을 형성하 다.

그림 3-1-1-76은 900
o
C와 1000

o
C에서 Al 확산피복 된 코 층 단면의 Al, Ni, 

Cr의 성분분석 결과이다. 900oC에서 확산침투처리 한 시편의 경우 Al은 

코 층 체에 균일하게 분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Ni은 코 층 

하부에서는 높은 함량을 보이며 코 층 상부로 갈수록 낮은 농도 분포를 보여 다. 

이로 인한 코 층 하부에서의 Ni의 높은 함량으로 인한 NiAl상, 코 층 상부에서는 

Ni2Al3상이 형성될 것으로 단된다. 한 Cr은 코 층의 농도가 기지보다 낮은 

농도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기지상보다 낮은 코 층의 고용한계에 의한 

것으로 단되며, 코 층에는 비교  균일하게 Cr이 고용되어 있다. 1000°C에서 

확산침투처리 한 시편의 경우 코 층의 Al의 분포는균일하게 분포하고 있으며, 

반면 코 층의 Ni의 분포는 뚜렷한 농도 구배를 보여주고 있다. 한 뚜렷한 

코 층의 상분리가 나타남으로써 Cr의 고용도 한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NiAl과 Ni2Al3상의 Cr에 한 고용한계에 의한 것으로 단되며, Ni2Al3 

상에서 더 높은 Cr의 고용도를 보여주고 있다. 한 1000
o
C의 경우 코 층과 기지 

사이의 계면에서는 높은 Cr의 함유량을 보여주고 있으며 계면에 형성된 새로운 

상은 Cr의 함유량이 많은 상으로 단된다. 그 이유는Cr은 1000~1100°C의 온도 

구간에서 외부로 빠르게 많이 확산하는데 NiAl은 Cr의 용해도가 높지 않으므로 

Cr이 계면에 집 되어 석출물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림 3-1-1-77은 900°C에서 Al 확산피복처리 후 950°C에서 480시간과 

1000시간 동안 고온열화 된 시편의 단면 사진이다. Al 확산침투처리 후 찰되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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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Al과 Ni2Al3 상이 열화 후 고온 안정상인 NiAl로 상 변화가 일어났다. 900°C에서 

Al 확산침투처리 한 경우, 고온열화에 의한 코 층과 기지 사이의 계면에서 

inter-diffusion zone을 형성하 다. 이는 1000
o
C에서 Al 확산침투처리 한 

시편에서도 동일하게 형성되었다. 코 층의 상분포를 분석하기 하여 그림 

3-1-1-78에 EPMA을 통해 성분분포를 분석하 다. 코 층에 분포하는 Al, Ni은 

농도구배 없이 균일하게 분포하고 있다. 한 열화에 의해 코 층의 상부는 

Ni2Al3상이 NiAl로 상변화를 함으로써 고용되어 있던 Cr, Mo, Co 등의 고용도의 

감소로 인해 석출되므로써 σ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단된다. 하지만 코 층의 

하부는 기 NiAl층을 형성하고 있음으로써 석출상이 형성되지는 않았다. 

Inter-diffusion zone의 상층부에서 Cr의 함량이 매우 높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이는 inter-diffusion zone의 NiAl상은 기지상에 있는 Cr에 한 고용도가 

높지 않으므로 Cr이 외부확산을 하면서 기지상과 가까운 inter-diffusion zone에 

석출되기 때문에 가장 높은 Cr의 함유량을 보이고 있다고 단된다. 그리고 Mo, 

Co, Ni층이 소량 분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Cr21(Mo, Ni, Co)2C6의 

Cr-rich상인 M23C6 carbide로 단된다. M23C6가 상층부에 집되어 형성됨으로써 

하층부에서는 carbide을 형성시킬 수 있는 C이 부족하게 됨으로써 NiAl층에 과 

고용된 Cr, Ni, Co, 와 Mo 등의 함유원소는 σ (Cr-Ni-Mo, Cr-Co-Mo)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한 480 시간 동안 열화 한 시편에서는 표면 산화층이 거의 찰되지 

않았지만 1000 시간 동안 열화 후 코 층의 표면은 약 10 ㎛의 두께로 산화층이 

형성되었다. 표면에 형성된 산화층을 분석하기 하여 XRD 분석을 수행하 으며 

그림 3-1-1-79에 나타내었다. 그 결과 코 층 표면에 형성된 산화층은 

Al1.54Cr0.46O3상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코 층에 고용되어 있던 Cr과 Al이 외부로 

확산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단된다. 한 aluminide 층은 NiAl상이 주도 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장시간 고온 열화에 의해 안정상인 Ni2Al3상이 고온 

안정상인 NiAl상으로 상변화가 일어나며, NiAl상은 코 층의 기지상으로 단된다. 

앞서 논의한as-received 시편의 경우 고온 열화에 의한 내부산화가 진행되며, 

열화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깊이 방향으로 내부 산화는 증가한다. 하지만 Al 

확산피복처리 후 고온 열화된 시편의 경우 NiAl층의 형성으로 인한 산소의 

기지내부로의 확산을 억제함으로써 내부 산화층이 형성되지 않았다.

그림 3-1-1-67. Morphologies of Inconel 617 according to cold rolling of 

(a)as-received, (b)10%, (c)20%, (d)30%, (e)40% and (f)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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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68. Morphologies of 50% 

cold rolled Inconel 617 after aging at 

(a)1000
o
C, (b)1050℃

 
and (c)1100

o
C. 

그림 3-1-1-69. Morphologiesof as-received Inconel 617 after 

aging at 950℃
 
for (a)24h, (b)120h, (c)240h, (d)480h and (e)1000h 

in air.

그림 3-1-1-70. Morphologies of as-received Inconel 617 after 

aging at 950℃
 
for (a)24h, (b)120h, (c)240h, (d)480h and (e)1000h 

in He. 

그림 3-1-1-71. Morphologies of recrystallized Inconel 617 after 

aging at 950℃ for (a) 24 h, (b) 120 h, (c) 240 h, (d) 480 h and 

(e) 1,000 h in 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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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72. Morphologies of recrystallized Inconel 617 after 

aging at 950℃
 
for (a) 24 h, (b) 120 h, (c) 240 h, (d) 480 h and 

(e) 1,000 h in He. 

그림 3-1-1-73. Changes of (a) carbide free zone and (b) depth of 

internal oxide during aging of as-received and recrystallized in air and 

He. 

그림 3-1-1-74. Changes of (a) area of internal oxide and (b) 

volume of internal oxide in unit area during aging of as-received 

and recrystallized in air and 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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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75. 

BSE images of 

coating layer on 

Inconel 617 

after pack 

cementation at 

(a) 900
℃ 

and 

(b) 1,000oC.

그림 3-1-1-76. EPMA mapping images of coating layer at 900℃ for (a) Al, 

(b) Ni, and (c) Cr; at 1,000℃
 
for (d) Al, (e) Ni, and (f) Cr.

그림 3-1-1-77. 

BSE images of 

coating layer 

after exposure 

to 950
℃ 

by Al 

pack cemented 

Inconel 617 at 

900
℃ 

for (a)480 

h and (b)1000 

h.그림 3-1-1-78. EPMA mapping images (a)Al, (b)Ni, (c)Cr, (d)Mo, (e)Co and 

(f)Ti of coating layer after aging at 950℃  for 480h by pack cemented Inconel 

617 at 900℃
 

               
그림 3-1-1-79. The XRD patternof coating 

layer on Inconel 617 aged for 1000 h after 

Al-pack cementation at 900
o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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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자로 압력용기 FMS강 특성

가. 원자로 압력용기 FMS강 용  시편 제조

(1) 용  시편 모재  용가재

용  시편의 모재는 벨기에 UNISNOR INDUSTEEL사에서 제조한 개량 

9Cr-1Mo강이며, 모재의 두께는 30 mm이었다. 모재의 화학조성은 

0.09C-0.3Si-04.Mn-0.09Ni-8.9Cr-0.9Mo-0.2V-0.076Nb-0.035N이었다. 열처리 조건

은 1050
o
C/1mm/min + 770

o
C/3mm/min이었다. 용가재는 Kobe steel에서 제조한 

CM-9Cb이며, 용가재의 화학조성은 개량 9Cr-1Mo강과 거의 유사한  

0.06C-0.31Si-1.51Mn-0.94Ni-9.11Cr-1.06Mo-0.03Nb-0.18V이다. 

(2) 용  방법

용  방법으로는 SMAW (shield metal arc welding) 용 법을 사용하 으

며, 용   열 온도는 207oC이었다. 용 은 총 34 pass에 걸쳐 수행되었으며, 용

 후에 750
o
C+3

o
C에서 255분 동안 열처리를 수행하여 용  균열의 생성을 방지하

다. 용 부 내부에 균열 생성 여부를 확인하기 하여 용  시편에 해 방사선 

투과 검사를 수행하 으며, 그 결과 결함이 없는 건 한 용 시편임을 확인하 다. 

 

(3) 용 시편 형상  경도

용 시편의 형상  경도 값을 그림 3-1-2-1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HAZ부의 폭은 약 9 mm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 부의 경도 시험 결

과를 보면 모재는 비커스 경도로 약 250 Hv이고, HAZ부는 이보다 낮은 약 

212-240 Hv 범 의 값은 나타내고 있으며, weldment부는 가장 높은 약 280-300 

Hv의 경도를 나타내고 있었다. 일반 으로 FMS강을 용 할 때 HAZ 부에 생성되

는 것으로 알려진 Type IV 균열의 생성 여부를 확인하기 하여  HAZ 부의 미세

조직을 찰하 다. 그 결과 어떠한 균열도 발견되지 않아 용한 용  공정  후 

열처리 조건은 합한 것으로 단된다.

나. 용 부 기계  특성 평가

(1) 용 부 인장 특성 평가

용 부 인장시험은 ASTM E8에 따라 상온에서 700
o
C의 온도 범 에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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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 다. 아래 그림 3-1-2-2에 용 부의 인장특성을 모재와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상온에서 600℃ 부근 까지는 모재 보다 용 부의 항복강도  인장강도가 높게 나

타났으나, 이보다 더 높은 온도에서 인장시험을 수행하면 용 부의 항복강도와 인

장강도가 모재 보다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반면에 그림 3-1-2-2 (b)에 

나타난 연신율은 강도와는 반 로 500℃ 부근까지는 용 부의 연신율이 낮았으나, 

시험 온도가 이보다 높은 경우에는 용 부의 연신율이 더 높은 값을 보 다. 용

부에 해 요구되는 인장 특성을 표 3-1-2-1에 나타내었다. 

(2) 용 부 크리  특성 평가

용 부 크리  시험은 일정하  방식으로 ASTM E130에 따라 수행되었으

며, 시험 온도는 600
o
C이었다. 시험 하 은 120-160MPa이었다. 

그림 3-1-2-3에 600
o
C에서 수행한 용 부의 크리  시험 결과를 모재와 비

교하여 나타내었다. 모재에 비하여 용 부의 크리  단 강도가 낮은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이 크리  시험 결과는 600℃
 
인장 시험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어, 크리  시험 온도를 500℃
 
이하로 낮추는 경우 모재와 용 부의 크리  단 

강도가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실제 압력용기 용 온도가 결정되면 해

당 온도에서의 크리  시험이 추가 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단된다.

(3) 용 부 충격 특성 평가

용 부이 충격시험은 ASTM E23에 따라 수행되었으며 시험 온도는 약 

-50oC에서 100℃ 범 다. 

모재의 upper shelf energy는 287J이고, DBTT는 약 -16℃이었으며, 그 외 

T68J  T41J은 각각 -41℃
 

 -54℃ 다. 반면에 용 부의 upper shelf energy는 

164J이고, DBTT는 약 1℃ 이었으며, 그 외 T68J  T41J은 각각 -4℃  -16℃로 

나타났다. 용 부의 upper shelf energy는 모재 보다 낮았고, DBTT는 높게 나타나 

용 부의 충격 특성은 모재에 비하여 좋지 않은 결과를 보여 주고 있었다. 그러나 

용 부의 DBTT가 약 1oC로 상온 이하의 값을 보여 주고 있어, 압력용기로의 용

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단된다. 표 3-1-2-2에는 압력용기 용 부에 한 충격 

특성에 한 최소 요구 값을 표기하 다. 충격시험 결과는 아래 표의 최소 요구 사

항을 모두 만족하고 있었다. 

(4) 용 부 괴인성 평가

용 부에 한 괴인성은 1/2 크기의 충격시편에 precrack을 형성시킨 1/2 

PCVN 시편을 이용하여 KJC 값을 측정하 다. T-L방향을 따라 균열이 진 되도록 



- 93 -

시편을 제조하 으며, ASTM E1921에 따라 괴인성 시험을 수행하 다. 이때 

roading rate는 0.1 mm/min 이었다. 시험 결과로부터 reference temperature (To)를 

구하 다.

그림 3-1-2-5에 모재  용 부의 괴인성 시험 결과를 나타내었다. 모재

의 경우 Master curve methodology를 용하여 구한 reference temperature (To)가 

-72.4
o
C이었으며, 용 부의 경우에는 -33.6

o
C로 모재 보다는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경수로 압력용기 재료인 SA 508에 용하고 있는 Master curve methodology를 개

량 9Cr-1Mo강에 용한 결과 모재와 용 부의 괴인성 경향을 성공 으로 평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일부 KJC 값이 5% tolerance bound와 1% tolerance bound상이

에 치하고 있었다.

다. 용 부 열화  상안정성 평가

(1) 용 부 열화 시험

용 부의 열화  상안정성을 평가하기 하여 용 시편을 600
o
C로 유지된 

열처리로에서 3개의 충격시편을 5,000시간 동안 시효 처리를 하 다. 장시간 시효 

처리시 부식을 방지하기 하여 가공한 시편을 quartz에 넣고 진공을 만든 후에 아

르곤 가스를 주입하 다. 시효 처리한 시편에 하여 상온 충격시험, 인장 시험 그

리고 미세조직을 찰하 다.

(2) 용 부 열화 특성 평가

600
o
C에서 5,000시간 시효 시킨 3개의 용 부에 한 충격 시험 결과 상온 

충격 흡수에 지는 107 J로 시효 의 136 J에 비해 감소하 으며, AIS 2000을 이

용하여 측정한 상온 항복강도는 449MPa, 인장강도는 884MPa 이었다. 그림 

3-1-2-6에는 시효 시편의 미세조직 사진을 나타내었다. 기지 조직을 보면 시효처리 

의 미세조직인 마르텐사이트 래스조직을 유지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마르텐사

이트 래스를 가로 질러 아결정립이 형성된 것을 볼 수 있다. 즉 장시간 시효에 따

라 의 회복이 일어나고 이에 따라 마르텐사이트 래스 내에 아결정립이 형성되

고 있었다. 이러한 의 회복에 따른 아결정립의 생성은 기지 강도의 하를 수

반하게 되어 시효 시편에서 강도의 감소가 일어나게 된다. 한 그림 3-1-2-6 (b)

에 나타나 있는 석출물 조직을 보면 장시간 시효에 의해 주 석출물인 M23C6 입자의 

성장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 외에 속간화합물인 Laves 상 (화살표)이 생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조 한 Laves 상의 생성은 충격, 크리  등 기계  특

성에 좋지 않은 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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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9Cr-1Mo강의 고온 주기 피로특성 평가

9Cr-1Mo를 기본으로 미량원소들을 첨가한 강은 기지가 마르텐사이트로서 

높은 기계  강도, 낮은 열팽창계수, 높은 열 달계수, 성자조사에 의한 낮은 팽

윤 등과 같은 특성으로 인하여 화력발 소에 사용되고 있으며 향후 미래원자로의 

핵연료 피복 , 열교환기, 압력용기 등의 후보재료로 거론되고 있다[Kluehh, et al.( 

2001), Strang, et al.(1997), Khare(1981)]. 이러한 구조물들은 고온에서 가동되기 때

문에 온도변화에 의한 주기피로를 받게 되는데 주기 피로는 고온구조물의 주

요 손상원인 의 하나이기 때문에 구조물 설계시에는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마

르텐사이트계 9Cr-1Mo강의 주기 피로특성  하나는 사이클이 진행되면 응력이 

감소하는 연화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연화가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마르텐사이트 변

태동안에 발생한 도 감소, 노르말라이징과 템퍼링 동안에 형성된 미세구조가 

lath에서 cell이나 equiaxed subgrain으로 변화, 석출물의 성장, 변형동안에 형성된 

표면산화막 형성, 미세한 lath의 소멸 등으로 설명되고 있다[Choudhary, et al. 

(1991), Sauzay, et al.(2005), Kim, et al.(1988)]. 

일반 으로 cell이 형성되면 의 생성과 소멸이 균형을 이루어 

saturation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9Cr-1Mo강의 경우 고온 주기피로

에서는 구조가 cell 형태를 나타내는데도 불구하고 사이클이 진행됨에 따라서 

계속연화가 발생한다. 이러한 결과는 연화가 도의 감소와 cell의 형성에만 의

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에 사이클 수에 따라서 연화와 구

조  도와의 상 계를 조사하 다.

(1) 실험방법

실험에 사용된 9Cr-1Mo강은 상용강으로서 그 화학조성은 표 3-1-2-3과 

같다. 열처리는 1050℃에서 20분 노르말라이징하고 공냉하 고 770℃에서 50분 템

퍼링한 후 공냉하 다. 미세조직은 마르텐사이트조직으로서 그림 3-1-2-7에 그 조

직을 나타내었다. 

인장시험은 직경이 4 mm이고 평행부가 25 mm인 상시편을 사용하여 변

형속도 2 x 10
-3
/s로 변형제어로 상온에서 700℃까지 수행하 다. 주기 피로시험

은 직경이 7 mm이고 평행부가 8mm인 시편으로 상온에서 600℃까지 strain 제어

로 변형속도 2 x 10-3/s, 완 칭삼각 를 사용하 다.  고온에서 발생하는 석출물

과 산화의 향을 배제하고 의 향을 찰하기 하여 상온, 변형범  1%에

서 10, 100, 1000, 2000 사이클에서 시험을 멈춘 후 구조는 JEOL 200FX TEM

을 사용하여 찰하 고 도의 향을 찰하기 한 line broadening은 

Rigaku D/Max 3C XRD로 측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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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장특성

온도에 따른 인장강도를 그림 3-1-2-8에 나타내었다. 항복강도와 인장강도

는 온도가 증가하면 감소하는데 600℃이상에서는 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

었다. 한 600℃이상에서는 항복강도와 최 인장강도가 거의 비슷한 값을 나타내

었다. 연신율은 비교  낮은 값을 나타내었고 400℃까지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각 온도에서 변형에 따른 응력의 변화를 그림 3-1-2-9에 나타내었다. 온도

가 500℃까지는 최 인장응력까지 약간의 경화가 발생하다가 응력감소가 발생하지

만 600℃이상에서는 항복후 응력감소가 발생하고 있다. 

(3) 피로특성

각 온도에서 변형범 에 따른 피로수명 변화를 그림 3-1-2-10에 나타내었

다.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피로수명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각 온도에서 변

형범  1%에서 시험한 경우 사이클이 진행됨에 따라서 인장최 강도변화를 그림 

3-1-2-11에 log 크기와 일반 인 크기로 나타내었다. 그림 3-1-2-11에서 보듯이 

모든 온도에서 약 200사이클 정도까지 격히 응력이 감소하고 그 이상의 사이클

에서는 비교  완만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각 온도에서 변형범  1%에

서 시험할때 1 사이클에서의 응력과 각 시험사이클때의 응력차를 그래 로 나타내

면 그림 3-1-2-12와 같다. 응력완화가 기에 격히 증가하다가 1000 사이클 이후

에는 완화정도가 크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온도에 따라서는 500℃까지는 연화가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지만 600℃에서는 연화가 격히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피로시험시 발생하는 응력완화는 기에 부분 발생하고 사이

클이 진행됨에 따라서 완화정도는 크게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은 원인

이 마르텐사이트 변태동안에 발생하여 lath에 존재하는 가 lath 내에 cell을 형

성함으로서 도를 감소하기 때문으로 보고되고 있다[Kim, et al., 1988, 

Chang, et al., 1992, Shankar et al., 2006].

고온에서는 산화가 발생하고 석출물의 성장, 의 상승 등과 같은 복잡한 

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와 연화와의 계를 찰하기 하여 상온에서 각 사

이클에서 시험을 단한 시편으로 구조를 찰하여 그 결과를 그림 3-1-2-13

에 나타내었다. As-receive 상태에서는 lath 구조를 나타내고 cell 형태는 찰되지 

않는다. 피로시험을 10 사이클 수행한 경우는 1 사이클 후 연화가 발생하 지만 명

확한 cell은 찰되지 않았고 lath경계가 약간 불안한 형태를 나타내었다. 100 사이

클에서는 lath의 경계가 불분명하고 lath 내에 cell 형성이 이루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1000 사이클에서는 cell 형태는 100 사이클때와 비슷하지만 cell 크기가 증

가하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000사이클 이상에서는 거의 비슷한 구조를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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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었다. 

일반 으로 XRD 피크의 broadening은 매우 작은 crystallite size의 향과 

변형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Cr-Mo강의 마르텐사이트 강의 경

우는 crystallite size의 향은 무시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line 

broadening은 변형과 련된 도와 계된다[Pesicka et al., 2003, Kanninga, 

et al., 2001, Ungar, 2001]. Pesicka는 XRD로 측정한 피크넓비와 도가 β∝ρ
1/2
의 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고하 다. XRD의 결과를 검증하기 하여 Pesicka

는 12Cr강에 하여 각 열처리 조건에 따라서 TEM과 XRD로서 도를 측정

하 는데 비교  잘 일치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Pesicka et al., 2003]. 

완화 상과 도와의 계를 규명하기 하여 XRD를 측정하여 line 

broadening을 측정한 결과를 (110)과 (211)면에 하여 그림 3-1-2-14에 나타내었

다. 각 면에서 사이클에 따른 FWHM (full widths at half maximum intensity) 변

화는 사이클이 100사이클까지는 감소하다가 1000사이클 이상에서는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Pesicka의 FWHM과 도의 계에서 도가 증가하

면 FWHM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림 3-1-2-14에서 FWHM이 사이클 기에 

FWHM의 감소는 lath 경계에 주로 존재하던 가 cell로 변화함으로서 도

가 감소하여 연화가 발생한다는 보고와 일치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그림 

3-1-2-11에서는 약 200사이클까지 격히 연화가 발생한 후 그 이상의 사이클에서

는 완만히 연화가 발생하는데 사이클 기 연화는 FWHM 거동과 일치하지만 1000

사이클 이상에서는 FWHM이 증가하는데 이러한 FWHM의 증가는 도의 증

가를 의미하게 되므로 1000사이클 이상의 연화 상을 도의 감소로는 설명되

지 않는다. 

사이클에 따른 피로시험이 상온에서 수행되었기 때문에 석출물의 성장이나 

산화의 향은 고려 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이클이 진행됨에 따라서 도

는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연화가 발생하는 상에 한 설명이 필요하다. 첫째는 

 cell은 사이클이 진행됨에 따라서 그 크기가 증가함으로서 응력이 감소하는 것, 

둘째는 기에 cell 구조를 형성하기 하여 많은 슬립계가 작용하기 때문에 

높은 응력이 필요하다가 가 cell을 형성하기 하여 움직이기 시작하면  반복

되는 슬립작용으로 슬립이 용이한 방향으로 결정이 회 하여 그 슬립계는 기 값

보다도 작은 값으로도 움직일 수 있는 것으로 단된다.  

그림 3-1-2-11에서 보는바와 같이 상온피로시험의 경우 기에 높은 피로

응력이 연화가 발생하여 약 1000 사이클 이상에서는 항복강도보다 낮은 값을 나타

낸다. 항복강도는 를 움직일 수 있는 응력이기 때문에 항복강도보다 낮은 응력

에서 변형이 발생한다는 것은 어떤 특정 슬립계에서 우선 으로 가 쉽게 움직

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에 가 움직여서 cell을 형성함으로서 

도가 감소하여 응력이 감소하지만 사이클이 진행됨으로서 특정 슬립계에 변

형이 집 됨으로서 변형에 필요한 응력이 감소하여 도는 증가하지만 피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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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감소하는 것으로 단된다. 

(4) 요약

(가) 주기피로시험시 온도에 계없이 사이클이 진행됨에 따라서 응력완

화가 발생하 는데 응력완화의 정도는 온도가 증가하면 증가하는 경향

을 나타내었다. 

(나) 사이클이 진행됨에 따라 발생하는 응력완화는 기에 격히 발생하고 

사이클이 진행됨에 따라서 완만히 발생하 다. 

(다) 사이클이 진행됨에 따라서 구조는 cell 형태를 나타내었다. 

(라) Line broadening은 기에는 감소하다가 1000사이클 이상에서는 증가

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마) 응력완화가 발생하는 것은 구조가 cell 형태를 나타내거나 가 

움직이기 쉬운 슬립계가 작용하여 변형이 집 되기 때문으로 단된

다. 

     

그림 3-1-2-1 개량 9Cr-1Mo강 용  시편  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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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2 개량 9Cr-1Mo강 모재  용 부의 인장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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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3 개량 9Cr-1Mo강의 모재  용 부 크리  단 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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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4 개량 9Cr-1M강 모재  용 부의 충격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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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5 개량 9Cr-1Mo강 모재  용 부의 괴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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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6 개량 9Cr-1Mo강 용 부의 장시간 시효 

미세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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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7. 노르말라이징하고 템퍼링한 

9Cr-1Mo강의 미세조직 

그림 3-1-2-8. 9Cr-1Mo강의 온도에 따른 인장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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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9. 9Cr-1Mo강의 온도에 따른 응력변화 

그림 3-1-2-10. 9Cr-1Mo강의 변형범 에 따른 피로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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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11. 9Cr-1Mo강의 사이클에 따른 

인장최 응력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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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12. 9Cr-1Mo강의 1%에서 피로시험 연화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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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13. 9Cr-1Mo강의 상온, 1%에서 피로시험후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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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14. 9Cr-1Mo강의 상온, 1%에서 시험후 사이클에 따른 FWHM변화

Test temp.(°C) Tensile Strength (MPa) Yield Strength (MPa) Elongation (%)

20°C 580-760 > 415 > 18

450°C ind. > 320 ind.

550°C ind. > 260 ind.

표 3-1-2-1 VHTR 압력용기 용 부 인장 최소 요구 사항

+ 20° C 0° C - 20° C

single value         
> 72 J 

Average value > 58 J      
single value > 40 J

Average value. > 40 J      
single value > 28 J

표 3-1-2-2 VHTR 압력용기 용 부 충격 최소 요구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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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Mn P S Si Cu Ni Cr Mo Al Nb V N

0.085 0.379 0.019 0.0008 0.336 0.08 0.097 9.376 0.911 0.032 0.08 0.189 0.042

표 3-1-2-3. 9Cr-1Mo강의 화학조성 (wt%)

3. 노심 소재용 복합재 특성평가

x  y 방향의 이차원으로 직조된 탄소섬유 직물을 두께 방향으로 층하

고 기지상을 형성시켜 제조된 C/C 복합체는 in-plane  두께 방향으로 물성이 서

로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그림 3-1-3-1과 같이 섬유의 직조방향에 해 수직  

수평 방향으로 시편을 가공하여 곡강도  열 도 특성을 평가하 다 [김원주, 

2008.04].

곡강도는 3 법 (3-point flexure)을 이용하여 측정하 으며 crosshead 

speed는 0.5 mm/min, span length는 30 mm, span-to-depth ratio는 12, 시편의 치

수는 6 x 2.5 x 45 mm이었다. 곡강도는 다음 식을 통해 계산하 으며 총 25개의 

시편을 측정하여 Weibull 분석을 행하 다.





                          (3-1-3-1)

여기서 σ는 flexure stress (MPa), P는 load (N), L은 span length (mm), b는 

specimen width (mm), d는 specimen thickness (mm) 이다.

열 도 특성은 직경 12.5 mm, 두께 2～3 mm인 디스크 형태의 시편을 이용

하여 laser flash 방법으로 열확산도와 열용량을 측정하고 여기에 다음 식과 같이 

시편의 도와 열용량을 곱하여 열 도도를 계산하 다.

 ××                         (3-1-3-2)

여기서 K는 열 도도 (W/m·K), α는 열확산도 (mm2/s), Cp는 열용량 (J/g·K), ρ는 

시편의 도 (g/cm
3
) 이다. 사용된 laser flash 장비는 Netzsch LFA-457 이었고 진

공 하에서 상온에서 1100℃까지 100℃ 간격으로 측정하 고 각 온도에서 3회 측정 

후 평균값을 계산하 다. 특성평가를 수행한 C/C 복합재는 고온가스로 노내부품의 

후보재로 고려되고 있는 Toyo Tanso의 CX-270G와 SGL Carbon의 Sigrabond 

1501YR이었다.

그림 3-1-3-2와 3-1-3-3은 각각 응력인가 방향이 복합체의 두께 방향과 수

평인 경우와 수직인 경우에 해 CX-270G 복합체의 응력-변  곡선의 표 인 

들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3-1-3-2의 경우 섬유에 의한 인성증진 효과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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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양상이 소성 형태를 보이는 것에 비해 그림 3-1-3-3의 경우에는 두께 방향으

로의 섬유 보강 효과가 없어 단미 세라믹스와 유사한 형태의 괴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3-1-3-4는 응력인가 방향이 복합체의 두께 방향과 수평일 때 단면의 

미세구조를 나타낸 것으로 탄소 섬유의 pull-out 거동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pull-out에 의해 복합체의 괴는 소성 거동을 보이게 된다. 그림 3-1-3-5는 두 

방향의 시편에 해 상온 3  곡강도 값을 측정하여 Weibull 분석을 행한 것이다. 

응력인가 방향이 시편의 두께방향과 평행한 경우 평균 곡강도 값은 134.2±6.1 MPa, 

Weibull 계수는 25.3이었으며 두께방향과 수직인 경우, 즉 층간의 강도값은 6.4±0.7 

MPa로서 낮은 값을 나타내었고 Weibull 계수도 10.8로 상 으로 낮은 값을 보

다.

그림 3-1-3-6은 Sigrabond 1501YR 복합체에 해 두께 방향에 수평으로 

응력을 인가하 을 때 곡강도 응력-변  곡선과 Weibull 분석결과를 나타낸 것이

다. 1501YR 복합체의 평균 곡강도는 325.0 MPa 로서 CX-270G에 비해 높은 값을 

나타내었으며 응력-변  곡선에서 알 수 있듯이 완 한 괴가 일어나지 않고 있

다. 이는 복합체의 층면 사이로 괴가 진 되는 shear failure에 의한 것으로 

span-to-depth ratio를 증가시키면서 평가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Weibull 계수는 

15.8로 CX-270G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그림 3-1-3-7은 CX-270G C/C 복합체의 직조방향에 수직  수평 방향으

로의 온도에 따른 열확산도, 열용량, 열 도도 측정결과를 나타낸 것이며 그림 

3-1-3-8은 Sigrabond 1501YR에 한 결과이다. 1501YR 시편은 체 두께가 5mm

인 샘 만을 제공받아 직조 방향에 수직으로만 측정을 행하 다. 2차원으로 직조된 

C/C 복합체는 두께 방향으로는 낮은 열 도도를 나타내지만 섬유의 직조방향과 평

행한 in-plane 방향으로는 높은 열 도도를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그림 

3-1-3-9에 나타낸 것처럼 탄소섬유의 미세구조가 흑연 이 섬유축을 심으로 겹

쳐져 있는 구조를 가져 [Bennett 등, 1983] 섬유의 길이 방향으로는 높은 열 도도

를 갖고 직경 방향으로는 낮은 열 도도를 갖기 때문이다. CX-270G는 섬유의 직조

방향에 수직한 방향으로는 상온 열 도도가 27.2 W/m·K, 직조방향에 수평한 방향

으로는 188.6 W/m·K의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Sigrabond 1501YR은 직조방향에 수

직한 경우 6.9 W/m·K로서 상 으로 낮은 값을 보이고 있다.

그림 3-1-3-10은 CX-270G 복합체의 500℃ 공기 분 기에서의 비 산화시

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원자력  복합체는 일반 인 탄소 복합체에 비해 산화 

감량이 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차기단계에서는 복합체 종류별, 온도별 산화 

거동을 비교 평가하고 산화 후 특성 변화를 평가할 정이다. 한 당해 단계에

서는 세라믹 복합체의 고온특성 시험을 해 고온 기계  특성 시험장치를 구축하

으며 그림 3-1-3-11에 장치 외 과 고온치구  도면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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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1. C/C 복합체의 직조 방향에 따른 곡강도  열 도 측정 시편의 

비. 

그림 3-1-3-2. 응력방향이 CX-270G 복합체의 두께방향에 

수평일 때의 stress-displacement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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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3. 응력방향이 CX-270G 복합체의 

두께방향에 수직일 때의 stress-displacement 곡선.

그림 3-1-3-4. CX-270G 복합체의 단면 미세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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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5. CX-270G C/C 복합체 곡강도의 Weibull 분석. 

그림 3-1-3-6. Sigrabond 1501YR 복합체의 곡강도 특성과 Weibull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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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7. CX-270G 복합체의 섬유 직조방향에 

수직(a)인 경우와 수평(b)인 경우의 열  특성 

그림 3-1-3-8. Sigrabond 1501YR 복합체의 섬유직조 

방향에 수직한 방향의 열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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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9. 탄소 섬유의 3차원 구조 

그림 3-1-3-10. CX-270G 복합체의 산화거동

그림 3-1-3-11. 복합체 고온 기계  특성 시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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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황산분해 반응기 재료 부식특성평가

가. 황산반응기용 재료 비등황산 환경 부식평가

SI(Sulfur Iodine) 공정  분젠 반응기에서 나오는 이산화황은 물과 반응하

여 황산이 되며, 황산은 정화기, 농축기를 거치게 된다. 농축된 황산은 다시 고온의 

반응용기를 거치면서 삼산화황, 이산화황, 산소로 분해되어 지속 으로 산소를 생산

하게 된다. 즉, 농축기와 이를 거쳐 더 고온의 가스 분해 반응용기까지 고농축 액체 

황산의 비등 환경에 재료가 노출된다. 한 정화기를 거치는 동안 불순물(HI)이 함

유한 비교  농도 황산에 노출된다. 따라서 이러한 혹독한 부식분 기하에서 내

부식성을 지니는 재료를 찾고, 평가하는 일이 매우 요하다. 

이미 일본에서 황산반응기용기로써 제작하여 평가 인 SiC 재료에 해 

장기 실험의 일환으로 400일 동안 98 wt% 비등황산 분 기에서 평가하 으며, 재

료들의 부식기구를 이해하고자 일부 가능성 있는 재료들에 해 내부식성 평가를 

하고, 미세조직을 고찰하 다. 한  50 wt% 비등황산 분 기에서 내부식성을 갖는 

재료에 해, 불순물 함유 조건을 모사하여 0.5mol HI를 첨가한 용액에서 평가하

다.

(1) SiC 부식시험

그림 3-1-4-1에 98 wt% 비등황산(약 320
o
C)에 노출된 SiC의 무게변화를 

노출시간에 따라 나타냈다. 침지시간이 증가함에 따라서, 거의 직선 으로 무게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단계 보고서[김용완.2007]에 따르면, 부식시험시간이 증가하면

서, SiO2 산화막의 coverage가 차 증가하 다. 이는 부식시험 시간이 증가하면서 

차 SiC 표면에 Si의 양이 많아지면서, Si 산화막이 형성되고, 그 coverage가 증가

하며, 두께가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었다.  이러한 산화막으로 인해 내부

식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매우 치 한 산화막이라면, 차 산화막 형성속도가 늦어져서 시간에 따라

서 무게 증가 속도가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지만, SiC의 경우, 거의 직선 으로 400

일 동안 무게가 증가되는 것으로부터, 매우 치 한 조직의 산화막을 형성하는 것 

같지는 않다. 여기서 약 0.1g의 무게 증가는 50μm 두께의 산화막 형성에 응된다.

그림 3-1-4-2는 SiC 를 부식시험한 후 곡강도를 측정한 결과이다. 약 60일 

정도까지는 강도값의 큰 변화가 없지만, 침지시간이 더 길어지면서, 강도가 감소하

여 400일이 지나면 기 강도의 1/2이 채 되지 않는다. 이는 기에 SiC의 표면에 

산화막이 생겨 98 wt% 비등황산 분 기에서 내부식성을 지니지만, 시간이 지나면

서 재료 내부의 열화로 인해 곡강도의 감소가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실험한 

SiC는 reaction bonded SiC 인데, 이로써 동일 type의 SiC는 장기간 가동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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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건 성에 문제 이 나타날 수 있다. 한 실제 가동 조건은 고압이며, 온도가 더 

높아지며, 진동 등의 응력이 가해질 것이다. 따라서 다른 type의 SiC도 장기간 시험

을 진행하고, 강도 감소의 원인을 보다 면 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98 wt% 비등황산 분 기 부식시험

표 3-1-4-1은 SI 공정  황산분해공정 실증을 한 재료 선정을 해, 지난

단계에서 screening한 재료들과 추가 인 일부재료에 해 보다 정 하게 시편수와 

실험일수를 늘려, 액체 황산 분 기에서 가장 가혹한 조건인 비등 98 wt% 황산 용

액에서 실험한 결과이다. 상용 속 에 Hastelloy X는 다른 속에 비해 부식속도

가 좋지만,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좋진 못하다. 반면 귀 속 에서 , 이리듐은 

우수한 내부식성을 가진다. 특히 은 우수한 내부식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부품에 

따라서는  코 층을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림 3-1-4-3은 98 wt% 비등황산에서 부식시험한 시편의 표면 SEM 사진

이다. Alloy 690은 입계에서 부식이 심하게 일어났으며, 입내에서 핏트가 보인다. 이

와는 달리, 보다 낮은 부식속도가 얻어진, Hastelloy C276이나, Hastelloy X의 표면

에서는 산화막 성분이 검출되는데, 이 게 형성된 산화막 때문에 상 으로 낮은 

부식속도가 얻어진 것으로 단된다. Haynes 556과 Ta의 표면은 일반부식이 일어

나 큰 부식속도를 나타낸다. 과 SiC의 표면은 매우 깨끗하며, 우수한 부식특성을 

나타낸다. 

(3) 50 wt% 비등황산 분 기 부식시험

표 3-1-4-2는 가능성 있는 재료들에 해, 다시 50 wt% 비등황산에서 평가

한 부식시험결과와 분젠 반응기에서 부터의 불순물의 유입을 고려한 HI 0.5몰을 첨

가하 을 때의 부식속도를 나타낸다. 그림 3-1-4-4에서 알 수 있듯이 우선 50 wt% 

비등황산에서 Hastelloy C276의 경우, 일반부식이 일어나서 1.3 mm/yr의 부식속도

를 유발한 것을 생각되며, 결정립계에서 약간 더 많은 부식이 일어났다. 한 세개

의 결정립이 만나는 삼  결정립계에서 공식(pitting)의 흔 이 약하게 나타났다. 

Hastelloy X와 Haynes 556의 경우, 비슷한 표면형상이 찰되는데, 공식과 같은 부

분이 종종 발견되었다. 반면에 Ta, Au, SiC의 경우, 뛰어난 내부식성에서 알 수 있

듯이 표면이 매우 깨끗하다. 다만, Zr의 표면에서 공식과 같은 형상이 종종 발견되

었다.

여기에 0.5몰의 HI가 첨가되면, Hastelloy C276과 Hastelloy X는 시편이 녹

아 없어질 정도로 내부식 특성이 좋지 않았으며, Ta, Zr은 불순물 유입에 계없이 

여 히 우수한 부식특성을 나타낸다. 반면 의 경우는 HI가 없을 때는 우수한 부

식특성을 나타냈지만, 불순물의 양을 과다하게 측하여 부식실험을 한 결과이지만, 

HI가 첨가되면 내부식 특성이 많이 열화 되었다. 실험 후 찰한 SEM 사진을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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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5에 나타냈다. Ta의 경우는 표면에서 특이한 부식 상이 발견되지 않지만, 

Zr의 경우 부식속도 측면에서는 우수하지만 HI가 없을 때보다 공식의 흔 이 강하

게 나타났다. Au 표면의 경우 부식된 표면이 뚜렷이 찰된다. 

이처럼 HI가 첨가시 HI가 없을 때에 비해 일부 재료에서는 상이한 부식거

동을 보인다. 따라서 보다 실 인 농도를 고려한 불순물을 함유한 조건에서 후보

재료로 가능성 있는 재료에 해 보다 장기실험을 하고, HI 가 첨가됨에 따른 표면 

사진 찰 등 면 한 부식시험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나. 황산분해 기체분 기 부식 시험

SI 공정  황산의 정화, 농축과정을 모사한 앞의 부식시험(비등 50 wt%, 

98 wt% 황산)과 달리 농축된 황산이 분해되어 산소를 생산하는 공정을 모사한 부

식환경에서의 재료 부식 한 요하다. 이를 해 850℃
 
이상 온도의 황산분해가

스 분 기에 고온용 재료로 알려진 Alloy 617, Alloy 800H, Hastelloy X, Haynes 

230의 부식시험을 진행하 으며, 한 thermal spray 방법을 이용해 내부식재료 코

층을 형성하여 부식시험을 진행하 다. 

고온 황산분해 용기를 해 내부식 특성이 우수한 SiC 자체를 활용하여 제

작하거나 속 표면에 이온 빔 mixing 방법을 이용하여 SiC 코 을 하는 방법 등

이 있지만 thermal spray 방법 한 균일하고, 내부식성이 우수한 코 층을 형성할 

수 있다면 사용가능한 기술로써 고려될 수 있다. 

(1) 부식 시험  미경 찰

고온재료(Alloy 617, Alloy 800H, Hastelloy X, Haynes 230)에 해, 지난단

계에서 구축한 황산가스분해 분 기 부식시험 장치를 이용하여 850
o
C에서 부식시험

을 진행한 결과를 표 3-1-4-3은 부식속도를 나타냈다. Hastelloy X, Haynes 230, 

Alloy 617의 경우, 0.3～0.5 mm/yr로 좋지 않은 부식속도를 보이며, Alloy 800H의 

경우 무게가 증가하여 무게증가분을 고려하여 계산하면, 0.35 mm/yr의 속도로 무게

가 증가한다. 이는 산화막의 형성때문인 것으로 추정되지만, 보다 면 한 검토를 통

해 원인을 악해야 한다. 한 무게 증가가 모재 계면과의 합성을 유지하면서 

부식특성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지도 평가해야 한다. 

따라서 thermal spray 방식을 이용하여, 내부식용 코 층을 형성하 다. 코

층으로는 알루미나, 크롬산화물, 크롬 카바이드, 지르코니아 등 4종을 선택하여 

황산분해 가스 분 기에서 1일/15일/40일 시험을 행하 다. 속 모재와 코 층의 

착력을 향상시키기 해 착층 (Ni-Cr-Al 합 )을 약 50μm 두께로 코 한 후, 

원하는 코 층을 약 300～500 μm 두께로 형성시켰다. 그림 3-1-4-6은 황산분해 가

스 분 기에서 부식시험하기  시편 장착 모습이다. 



- 121 -

그림 3-1-4-7은 15일 시험 후의 모재에 한 자 미경 찰 결과이다. 일

부 부식된 표면도 찰되며, 일부는 내부 산화가 된 흔 이 보인다. 일반 부식도 재

료의 건 성 측면에서 큰 문제이지만 내부 산화도 특수한 면이나 결정립계를 따라 

내부 산화가 일어나면, 오랜 기간 동일 환경에서 가동시 응력부식균열 등 재료의 

구조  건 성을 해치는 재료 열화가 생길 수 있어 사용 시 매우 주의가 요구된다. 

앞서 표 3-1-4-3의 결과에서 Alloy 800H의 무게 증가는 이러한 내부 산화와 표면

의 산화막의 형성에 기인한 것이다. 

그림 3-1-4-8은 1일 시험 후의 결과이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알루미나

와 크롬 산화물이 입 진 시편에 해서 합층과 코 층 계면부 가 벗겨졌다. 온

도 변화에 따른 열팽창 계수 차이에 의할 수 있으므로, Hastelloy X 시편에 알루미

나와 크롬산화물을 코 한 시편에 해, 동일한 열이력을 황산을 주입하지 않고, 진

행하 을 때, 동일하게 코 층이 벗겨졌다. 이로써 코 층의 탈리 상은 열팽창 계

수 차이에 상당히 크게 기인한 것으로 단된다. 표 3-1-4-4는 실험에 사용된 재료

들의 열팽창 계수를 나타낸 것이다. 모재료 사용된 4종의 고온용 재료의 열팽창 계

수는 비슷하지만, 코 층의 열팽창 계수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열팽창 계

수 차이가 큰 조합으로 코 층/모재를 구성할 때 열이력에 따라 계면이 불안정하여 

탈리에 이를 수 있다.  

 실제 850
o
C에서 황산분해가스 분 기  일반 공기 에서 4종의 모재에 

해 실험을 진행했지만, 큰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 기에 Hastelloy X에 해 평가

한 자료 주로 보고서에 싫도록 한다. 하지만 모재와 코 층을 선정할 때는 보다 

면 한 고찰이 요구된다. 그림 3-1-4-9는 850
o
C에서 15 일간 공기  열처리를 한 

후 모재/코 층 계면을 나타낸 것이다. 알루미나의 계면은 매우 불안정하여 떨어져 

나간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코 층/모재 계면이 아니라 코 층의 일부에서 균열

이 발견된다. 크롬 산화물의 경우 탈리가 가장 심하다. 지르코니아의 경우 모재 부

근에 얇게 균열이 찰된다. 반면 크롬 카바이드의 경우 균열은 찰되지 않는다. 

이는 열팽창계수 차이로 인해 균열 발생  발 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

는 결과이다. 하지만 착층의 열팽창 계수는 합  조성상 모재의 열팽창계수와 유

사하다. 그리고 코 층의 간에서 균열이 생기는 것을 감안하면, 착층의 두께와 

코 층의 두께, 균일성 등을 보완하면 이러한 열팽창 계수의 차이에 의한 코 층의 

탈리 상은 상당히 극복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3-1-4-10은 15 일간 850℃
 
황산분해가스 분 기하에서 시험한 후의 

모재/코 층 계면 학 미경 찰사진이다. 알루미나의 경우, 모재에 계없이 코

층의 일부에서 균열이 모두 찰되었다. 하지만 모재와 코 층 계면이 아닌 코

층에서 균열이 많이 발견된다. 크롬산화물의 경우 계면에서 불안정성이 가장 심하

다. 지르코니아는 일부 건 한 계면도 있어 탈리는 아니지만, 균열이 발견된다. 크

롬 카바이드의 경우, Alloy 617의 일부분의 제외하고, 계면이 모두 건 하게 유지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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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11은 15 일간 850℃
 
황산분해가스 분 기하에서 시험한 후의 

Hastelloy 시편에 해 코 층 계면 주로 자 미경 분석을 한 결과이다. 먼  알

루미나의 경우, 모재 혹은 합층과 알루미나 경계면에서 상당히 치 하게 결합되

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알루미늄이 상당히 안쪽에서도 발견된다. 크롬산화물도 

일부 결합되어 있는 부분이 보인다. 한 지르코니아도 자 미경 상으로 계면이 

잘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크롬 카바이드는 학 미경의 결과와 일치하게 

가장 계면특성이 우수해 보인다. 이를 종합하면, 열팽창 계수차이로 인한 계면의 불

안정성이 존재하지만, 일부 혹은 부분의 지역에서 모재/ 합층/코 층의 계면이 

건 한 부분이 찰된다. 이로부터 앞서 언 했듯이 합층, 코 층의 두께 조   

코  방법의 조 을 통해 계면의 불안정 요인은 상당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하

지만 크롬 산화물의 경우, 열팽창 계수 차이가 무 커서 극복이 상 으로 가장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보다 장기 실험인 40일 시험에서는 배제하 다.  

그림 3-1-4-12는 40 일동안 850℃
 
황산분해가스 분 기에서 부식시험 후

의 학 미경 사진이다. 크롬 산화물은 실험에서 제외하 다. 15일 결과와 유사한 

계면 특성을 보인다. 반면 탈리된 코 층 외에 합되어 있는 코 층의 두께는 40

일간 부식시험 후에도 크게 변화되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 선택한 

알루미나, 지르코니아, 크롬카바이드 코 층은 850oC, 황산분해가스 분 기에서 내

부식 특성 면에서 양호한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실제 가동 조건은 950
o
C에 달할 

수 있어 850
o
C보다 고온에서의 특성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 직육면체의 쿠폰으로 제작하 으므로, 코 층/모재 면으로의 부식분

기 노출에 따른 계면특성 하의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으나, 공기 에서 실험한 

경우와 부식분 기에서 실험한 경우 유사한 거동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 면으로의 

황산분해 가스 침투에 의한 부식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합층, 코 층의 두께 조   코  방법의 조 을 통해 계면의 불

안정 요인을 극복하여, 더 고온의 혹독한 부식분 기에서의 평가를 통해, 황산분해 

용기로써의 용 가능성을 보다 심도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 고온, 고압 황산부식

실제 SI 공정의 가동환경은 상압이 아니라 고압이다. 고압에서는 황산의 비

등온도가 상승한다. 따라서 이러한 고온, 고압의 환경을 모사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

다. 고압 시험은 속재질로 만들어야 하지만, 상압에서 고농도 비등황산 조건에서 

마땅한 속재료는 없었다. 이로써, 속 재질  가장 양호한 재료 의 하나인 

Hastelloy 재질을 이용하여 autoclave를 제작하 다. 그림 3-1-4-13은 제작된 오토

클 이 와 뚜껑의 외 이다. 장치는 walk in hood안에 제작되었으며, 온도 조 장

치와 원은 hood 바깥에 치시켰다. 

상압의 98 wt% 황산에서 가장 우수한 내부식성을 보 던 SiC와 Au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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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평가를 하고자 하 다.  

(1) 부식 시험 

시편을 장입하고, 오토클 이  안에 98 wt% 황산을 넣고, 400℃  부근까지 

올리는 비실험을 행하 다. 그림 3-1-4-14는 시편 장입한 후의 사진이다. 속 

외벽 손상을 최소화하기 해 오토클 이  내부 황산을 담는 용기를 SiC로 제작하

다.

온도를 올리는 도 에 오토클 이  내부 온도를 재기 해 장착된 

thermowell에서 부식이 일어나, 황산용액이 새는 문제가 발생했다. 동일재질인 

Hastelloy 이지만, 가공  일부 내벽이 얇아져 부식에 의해 구멍이 났던 것으로 추

정되었다. 이 부품을 다시 가공한 후, 다시 SiC와 Au를 장입한 후 온도를 올렸다. 

온도를 올려, 유지되는 동안에 압력이 지속 으로 상승하 다. 황산이 분해되어 

SO3가 발생되기 때문이다. 황산을 상압의 비등 보다 더 고온으로 올려 유지하는 

데 장치의 온도튜닝과 압력 증가에 한 불확정성 등 실험 인 제약 조건으로 인해 

략 으로 400℃
 
부근에서 약 6시간 유지하는 실험을 할 수 있었다. 시험시간이 

짧아 부식시험 결과의 신뢰성은 부족하지만 SiC에서는 무게 증가(1mg 증가)가 

찰되었으며, Au는 부식속도(0.006 mm/yr)가 매우 낮게 나타났다. 결과는 신뢰성이 

크지 않다. 하지만 오토클 이 는 단기시험이지만 육안으로도 볼 수 있듯이 부식

이 많이 진행된 것을 알 수 있다.(그림 3-1-4-15) 따라서 후속 시험을 해, 일부 

장치의 수정을 통한 개선이 요구된다. 

알려진 반응식 table이 있다면, 황산이 얼마나 분해될지를 측하고, 분해가 

안 되고, 증기상태로 존재하는 황산에 의한 포화증기압을 계산하여 압력 측을 할 

수 있으나, 이러한 table은 존재하지 않으며, 온에서의 결과를 외삽하여 사용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가 오차가 상당히 발생할 수 있으며, 평형에 도달하

는 시간에 한 정보는 알 수 없다. 한 일부 SO3  SO2와 산소로 분해되는 반응

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후속으로 고온, 고압 황산부식시험을 진행하기 해 오토클 이 를 

개선하고, 사  조사를 면 히 하여, 실험을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라. 황산반응기 재질개선  평가

지난 단계에서 연성을 갖고 가공성을 지니도록 Si의 고용한도 이하에서 제

조된 Fe-Si을 제조하여 아르곤 가스 분 기의 1100
o
C, 150시간 동안 어닐링을 한 

시편에 해서 부식시험을 한 바 있다. 어닐링을 하 을 때 부식 항성이 크게 증

가하 으며, 부식시험일수 증가와 함께 내부식성이 개선되는 결과를 얻었다. 

이는 아르곤 분 기하에서 존재하는 은 산소 분압하에서 지속 으로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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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산화막에 의해 내부식성이 개선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이에 한 원인을 악

하기 해 부식시험을 후로 자 미경 찰을 하 다. 

(1) 부식 시험  미경 찰

표 3-1-4-5에 열처리한 후의 부식속도를 나타냈다. 이 게 열처리 동안 생

성된 산화막으로 부터 차 Si rich 산화막의 coverage가 증가하면서, 차 우수한 

내식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한 원인을 악하고자 자 미경을 

분석하 다. 

그림 3-1-4-16은 열처리 유/무에 따른 Fe-6Si의 98 wt% 비등황산에서 부

식시험 후에 얻어진 자 미경 사진이다. 열처리를 하지 않은 시편의 경우, 표면에

서 산소가 발견되지 않는 반면, 열처리를 진행한 시편의 경우, Si rich 산화막이 발

견되었다. 이로부터 열처리 에 형성된 Si rich 산화막의 부동태 특성이 부식특성

과 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3-1-4-17은 열처리한 Fe-6Si 시편에 해 98 wt% 비등황산에서 10일

간 부식시험한 후의 단면과 표면 사진이다. 표면에 부동태 피막이 찰된다. 모재와 

부동태 피막 사이에 틈(crevice)이 찰된다. 그림 3-1-4-18은 열처리한 Fe-6Si 시

편에 해 98 wt% 비등황산에서 30일간 부식시험한 후의 단면과 표면 사진이다. 

역시 표면에 부동태 피막이 찰된다. 반면 모재와 부동태 피막 사이에 틈은 찰

되지 않는다. 즉, 침지시간이 증가하면서 산화막과 모재사이의 계면 일치성이 개선

된다. 그림 3-1-4-19는 30일 시험 후, 산화막 단면의 조성분석 결과이다. 산화막 표

면쪽에서는 Si 조성이 큰 반면, Fe는 발견되지 않는다. 반면, 모재에 가까울수록 Fe

도 찰된다. 이는 철보다 산화가 더 잘 되는 Si이 열처리하는 동안, 선택 으로 산

화된다. 비등황산에 노출된 기에 황산이 Si 산화막을 통하여 모재쪽으로 침투하

게 된다. 이때 황산에 노출된 모재내의 철은 용해된다. 용해된 철은 다시 Si 산화막

을 통해 이동하여, 모재 조성에 Si이 풍부하게 하면서 모재외부 황산용액으로 나온

다. Si rich 한 모재는 산화되어 Si 산화막의 두께는 차 증가하여 정상상태가 된

다. 이 게 하여 산화막과 모재의 계면 일치성은 차 개선된다. 결국 열처리 동안 

형성된 Si 산화막이 황산에 침지하는 동안에 성장하여 Fe-6Si의 내부식성을 나타낸

다. 이를 그림 3-1-4-20에 략 으로 표시하 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에는 Fe-6Si의 용 성과 같은 제작성을 평가

하고, 보다 Si 함량을 낮춰 가공성을 개선할 수 있는 시편에 한 평가가 필요할 것

이다. 아울러 열처리 공정의 난이도의 개선을 한 평가 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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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1. SiC의 98wt% 비등황산에서 침지시간에 따른 무게 변화. 

그림 3-1-4-2. SiC의 98wt% 비등황산에서 침지시간 후 측정한 곡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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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3. 98wt% 비등황산에서 부식시험한 후에 찰된 다양한 재료들의 표면 

SEM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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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4. 50wt% 비등황산에서 부식시험한 후에

찰된 다양한 재료들의 표면 SEM 사진.

그림 3-1-4-5. 50wt% 비등황산에 0.5mol HI를 첨가한 용액에서 부식시험한 후에 

찰된 재료들의 표면 SEM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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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6. 황산분해 가스 분 기 부식시험하기  시편 장착 모습. 

그림 3-1-4-7. 850℃ 황산분해가스 분 기하에서 15일 시험 후의 

모재 학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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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8. 850℃ 황산분해가스 분 기하에서 24시간 시험 후의

계면 학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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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9. 850℃
 
공기 에서 15일 시험 후의 계면 학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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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10. 850℃
 
황산분해가스 분 기에서 15일 시험 후의 

계면 학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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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11. 850℃
 
황산분해가스 

분 기에서 15일 시험 후의 계면 

자 미경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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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12. 40일 동안 850℃ 황산분해가스 분 기에서 부식시험 후의 

학 미경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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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13. 고온, 고압 황산부식시험을 한 오토클 이  외 . 

그림 3-1-4-14. 고온, 고압 황산부식시험을 

한 시편 장입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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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15. 고온, 고압 황산부식시험 후 오토클 이  형상.

그림 3-1-4-16. 열처리 유/무에 따른 Fe-6Si의 98wt% 비등황산에서 부식시험 

후에 얻어진 자 미경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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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17. 열처리한 Fe-6Si 시편에 해 98wt% 비등황산에서 10일간 

부식시험한 후의 단면과 표면 사진. 

그림 3-1-4-18. 열처리한 Fe-6Si 시편에 해 98wt% 비등황산에서 30일간 

부식시험한 후의 단면과 표면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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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19. 열처리한 Fe-6Si 시편에 해 98wt% 비등황산에서 30일간 부식시

험한 후 30일 시험 후, 산화막 단면의 조성분석 결과. 

그림 3-1-4-20. 열처리한 Fe-6Si 시편의 부식거동에 한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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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5Ru coated C276
0.19Ir coated C276

0.04Au
0.1SiC
1.8Pt

41Ta
7Haynes 556

0.4Hastelloy X
1Hastelloy C276
4Alloy 690

Corrosion
rate(mm/yr)

Specimen

0.75Ru coated C276
0.19Ir coated C276

0.04Au
0.1SiC
1.8Pt

41Ta
7Haynes 556

0.4Hastelloy X
1Hastelloy C276
4Alloy 690

Corrosion
rate(mm/yr)

Specimen

표 3-1-4-1. 비등 98wt% 황산용액에의 부식시험 결과.

0.1
0.001

0.001

0.02

0.003
9
8

1.3

Corrosion 
rate(m m /yr)

22.8(1 day)
/2.3(7 days)

Au

-Pt
-SiC

0.1(1 day)
/-0.01(7 days)

Zr

0.01(1 day)
/0.12(7 days)

Ta
-Haynes 556

dissolvedHastelloy X
dissolvedHastelloy C276

HI 0.5m ol additionSpecim en

0.1
0.001

0.001

0.02

0.003
9
8

1.3

Corrosion 
rate(m m /yr)

22.8(1 day)
/2.3(7 days)

Au

-Pt
-SiC

0.1(1 day)
/-0.01(7 days)

Zr

0.01(1 day)
/0.12(7 days)

Ta
-Haynes 556

dissolvedHastelloy X
dissolvedHastelloy C276

HI 0.5m ol additionSpecim en

표 3-1-4-2. 50wt% 비등황산과 불순물 0.5몰 HI가 첨가된 용액에 있는 다양한 

재료들의 부식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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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7Alloy 617

0.36Haynes 230

-0.35Alloy 800H

0.31Hastelloy X

Corr. Rate(mm/yr)Material

0.47Alloy 617

0.36Haynes 230

-0.35Alloy 800H

0.31Hastelloy X

Corr. Rate(mm/yr)Material

표 3-1-4-3. 고온재료의, 황산가스분해 분 기(850℃)에서 부식속도.

2.5-7.2Cr2O3

11Cr3C220(Ni20Cr)

8.4Al2O3

10ZrO2

15.2Haynes 230

15Alloy 617

16.6Alloy 800H

16.3Hastelloy X

열팽창계수

(m/mK) x 106

재료

2.5-7.2Cr2O3

11Cr3C220(Ni20Cr)

8.4Al2O3

10ZrO2

15.2Haynes 230

15Alloy 617

16.6Alloy 800H

16.3Hastelloy X

열팽창계수

(m/mK) x 106

재료

표 3-1-4-4. 재료의 열팽창 계수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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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yr Fe-6Si Fe-10Si Fe-13Si 

1.3 0.09 0.06 

0.9 0.08 0.06 1 day 

1.0 - 0.03 

0.16 0.008 0.016 

0.43 0.016 0.003 10 days 

0.71 0.009 0.003 

0.05 0.0005 -0.0023(weight gain) 

0.04 -0.0018(weight gain) -0.0033(weight gain) 30 days 

0.18 0.0015 -0.011(weight gain) 

 

표 3-1-4-5. 아르곤 가스 분 기에서 1100℃, 150시간 동안 어닐링을 한 시편에 한 

98wt% 비등황산에서의 부식시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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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흑연 평가 기술

1. 흑연화 평가기술개발  마모, 가공 기 기술 개발

가. X-Ray, TEM  Raman Spectroscopy에 의한 흑연화 평가기술 개발

(1) 서론 

흑연 (nuclear graphite)은 우수한 감속능 (moderating ratio, slowing-power)

과 함께 작은 성자흡수단면 , 우수한 고온에서의 기계 , 물리  특성을 가지고 

있어 고온가스로 (high temperature gas-cooled reactor)의 감속재, 반사체, 핵연료 

block  sleeve 등의 노심 구조재료로 사용된다 (T. D. Burchell, 1999). 가동  

이들 재료는 고온의 성자조사환경에서 체 변형, 기계  성질 하, 산화 등을 일

으켜 원자로의 수명과 가동안 성을 하게 되므로 흑연선정 에서 성자 조

사  산화에 한 항성이 큰 흑연 grade의 선정이 요망된다. 

한편, 흑연의 조사 항성  내산화 특성 (oxidation-resistant characteristics)

은 흑연구조특성 (structural properties of graphite)에 크게 의존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R. Nightingale, 1962). 즉, 흑연의 원료인 coke particle 내 graphite 

crystallite의 흑연화도 (degree of graphitization)가 1에 가까울수록 더욱 완벽한 흑

연구조를 갖게 되어 성자 조사  산화반응에 한 항성이 증 한다. 따라서 

흑연선정 에서 후보 흑연재료들에 한 흑연화도 측정 자료는 향후 흑연선정에 

필요한 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단된다. 

이러한 에서 본 연구에서는 재 상업 으로 구매 가능한, 제조회사  

원료가 서로 다른 다섯 종류의 원자로  흑연을 상으로 선정에 필요한 기 자료 

확보 목 으로 각 재료의 흑연화도를 결정, 비교하 다. 

(2) 실험

(가) 재료  시편 비

실험에 사용한 흑연 grade는 Toyo Tanso에서 제조한 IG-11, IG-110, 

IG-430  SGL에서 제조한 NBG-18, NBG-25로서 각각 흑연 block 일부를 단한 

후 미세하게 갈아 (325 메쉬) 입자크기 50 ㎛ 이하의 흑연 XRD 시료를 비하

다. 측정에 따른 오차제거를 하여 미국 표 연구소 (NIST)에서 공 하는 Si 

powder (4.9 ㎛)를 질량비로 20 % 흑연시료와 섞어 표 시료 (internal Si 

standard)로서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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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X-선 회  측정

Hexagonal 결정구조인 흑연의 흑연화도는 탄소층면(carbon layer plane) 간 

거리 (c 축방향 면간거리, d002)의 함수로 식 2-1-1과 같이 주어진다.  

 

354.3440.3
440.3 002

−
−

=
d

g (3-2-1-1)

이 식은 흑연화도가 0일 때 d002=3.44 Å, 흑연화가 이상 으로 이루어져 흑

연화도가 1일 때 d002=3.354 Å인 것을 기 으로 하고 있다 (Mohindar S., 1993). 이

제 c 축방향 면간거리 d002 측정을 한 X-선 회 측정은 CuKα X-ray, 가압 압 

 류 각각 40 kV  40 m, 발산 스리트 1 mm, 수  스리트 0.1 mm, 산란 스리

트 1 mm, 스캔속도 0.02°/5 sec, 스캔 범  20°∼90° 조건에서 수행되었는데 다음 

표 3-2-1-1에 측정조건을 정리하 다. 참고로 흑연과 실리콘의 회 각도는 다음 표 

3-2-1-2 와 같다.

(다) 격자상수, 결정크기  흑연화도 결정

식 (3-2-1-1)의 d002는 Bragg condition, nλ=2dsinθ과 육방정계 격자상수와 

면 간격 사이의 아래 계식 2-1-2을 이용하여 d002를 결정하 다.

                  2

2

2

22

2 3
41

c
l

a
khkh

d
+⎟⎟

⎠

⎞
⎜⎜
⎝

⎛ ++
=

                 (3-2-1-2)

흑연화도는 흑연제조에 사용된 coke의 종류 (petroleum coke/coal tar pitch 

coke)와 흑연화 시간  흑연화 온도에 따라 결정된다 (S. Mohindar, 1993). 한편, 

결정크기는 아래 scherrer’s equation, 식 2-2-3으로부터 결정하 다 (Norio 

Iwashita, 2004).  

                           θβ
λ

cos
KL =

                     (3-2-1-3)

 식에서 L은 결정의 크기, λ는 X선의 장, ß는 회 선의 폭(rad), θ는 

회 각(°)이다. K는 상수로서 회 선의 반가폭을 용할 경우는 0.9, 분폭을 이용

할 경우는 1이다. La 와 Lc는 각각 (110), (002) 면간 간격으로부터 결정된다. 한편, 

ß는 표 물질의 피크와 이동된 흑연의 피크와의 계식 (3-2-1-4)를 이용하여 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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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3-2-1-4)

여기에서 는 표 물질인 실리콘의 반가폭, 는 흑연의 반가폭이다 (S. 

Mohindar, 1993).

(3) 결과  고찰

(002)  (100) 면 X 선 회 분석으로부터 얻어진 격자상수와 (110)  

(002)로부터 구한 결정크기, La  Lc를 표 3-2-1-3에 정리하 고 (002) 면 간격으

로부터 결정한 각 grade의 흑연화도를 표 3-2-1-4에 각각 정리하 다. 표 3-2-1-3

에서 격자상수 a와 c는 각각 2.3606∼2.5617 Å, 6.736∼6.746 Å 값을 보이고 있는

데 이 값을 1924년 J.D. Bernal이 제안한 값 (a=2.4612 Å, c=6.7079 Å)(R. 

Nightingale, 1962)과 비교하여 보면 특히 c 값은 모든 grade에서 다소 크게 나타났

으며 a는 NBG-25를 제외하고는 모두 작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차이

는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비교 상인 5 종류의 원자로  흑연은 모두 흑

연화가 잘 된 구조임을 알 수 있다.  결정크기는 IG  NBG 모두 IG-110의 La 값

을 제외하고는 coke 원료에 상 없이 La, Lc 공히 50∼60 Å 크기를 보인다. 이러

한 결과로부터 재 상업 으로 구매 가능한 원자로  흑연들의 결정구조는 서로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d002로부터 구한 각 재료의 흑연화도 역시 

표 3-2-1-4에 보는 바와 같이 재료 간에 커다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3-2-1-4는 IG 계열의 흑연화도가 NBG 보다 다소 크나 같은 계열 내에

서 coke에 따른 흑연화도는 IG와 NBG가 서로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IG는 Petroleum coke로 제조된 grade가 pitch보다 흑연화도가 다소 큼

을 보여 주며 (원자로재료 HandBook, 1977), NBG에서는 pitch coke에서 다소 큰 

값을 보여주고 있다. 제한된 실험의 측정오차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계속 인 연구

가 필요한 것으로 단된다. 한편, 재 petroleum coke에서의 우수한 흑연화도로 

인하여 성자 조사량이 큰 치의 흑연은 통상 petroleum coke로 제조된 흑연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결론

NHDD (Nuclear Hydrogen Development and Demonstration) 고온가스로 

흑연선정 에서 상업 으로 구매 가능한 5개 후보재료들의 격자상수, 결정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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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연화도를 비교한 결과 비교 상인 5 종류의 원자로  흑연은 모두 흑연화가 

잘 된 구조로 나타났으며 결정구조에서도 서로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그 차

이가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흑연화도는 NBG 계열보다는 IG 계열이 다소 높게 

나타났고, 각 계열에서 Coke 종류에 따른 흑연화도에는 IG와 NBG가 서로 상반된 

결과를 나타내었다. 흑연선정에 요한 참고자료 확보목 에서 향후 계속 인 연구

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표 3-2-1-1 X-ray 측정조건

표 3-2-1-2 흑연과 실리콘의 회 각도

 (Ref. Specification for a standard procedure of X-ray diffraction measurements 

on carbon materials, carbon, 42, p.701, 2004.)

표 3-2-1-3 흑연의 격자상수와 결정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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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4 측정된 흑연의 면 간격과 흑연화도

나. 원자력  흑연의 고온 강도특성  괴특성 평가

(1) 서론

흑연은 결합력이 큰 기 면을 따라 우수한 열 도도  기 도도를 나타

내고 화학 으로 매우 안정하여 화학, 기 자, 기계, 자동차, 원자로 등에 리 사

용되고 있다. 특히 원자력  흑연은 원자로 내에 핵연료를 담고 있는 연료 , 감속

재, 반사체  지지체에 사용되고 있다. 더욱이 제 4세  고온가스로(VHTR)는 

900℃ 이상에서 운 이 되므로 작은 열팽창, 높은 열 도도, 높은 성자 감속성질

을 갖고 있는 흑연이 노심내 구조재, 반사재, 감속재에 사용될 것이다. 구조재료로

서 사용되는 흑연은 고온  조사에 의학 체 변화로부터 발생되는 응력에 의해 건

성  안 성이 결정된다고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실제 가동조건을 고려한 기계

 성질들의 평가는 설계  재료의 선정을 한 필수 핵심항목으로 국내 기술의 

축 이 요구된다. 원  가동  재료의 신뢰도를 평가하고 재료의 수명을 측하기 

해서도 고온에서의 흑연의 기계  특성 평가방법을 개발하고, 신뢰성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요구되고 있다. 

  재 원자력  흑연의 기계  성질에 한 연구는 주로 상온을 심으로 

이루어 졌으나, 실제 원자로 가동 조건인 900℃ 이상의 고온에서는 이루어지지 않

고 있다. 고온에서의 흑연 평가 데이터는 실제 원자로 가동 조건의 기본 데이터로 

활용되고, 고온 가스로 건설의 디자인 데이터로 사용될 것이다. 한 원자로 구조 

건 성 평가해도 요하게 사용되어질 것으로 단된다. 

(2) 실험 차

(가) 테스트 조건

그림 3-2-1-1과 같이 5 KN의 용량을 가진 Load cell을 장착한 Instron 

4204 를 가지고 3-point bending test를 수행하 다. 고온에서 비 산화 분 기를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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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기 해 박스형 퍼니스를 제작 하여 설치하 고, 온도 컨트롤을 하기 해 노치 

부분 근처에 thermocouple을 장착하 다. 그리고 퍼니스는 질소 가스를 10 L/min으

로 퍼징 시켰을 때 700℃
 
까지 온도를 올려도 비 산화 분 기가 조성 되는 것을 확

인하 다.

그림 3-2-1-1. 흑연 괴시험 장비 (Instron 4204) 

 

도요 탄소강에 제작된 IG-110, IG-430과 SGL 카본에서 제작된 NBG-17, 

NBG-18 총 4개의 재료로 실험을 수행하 고, 사용된 흑연의 물성치는 표 3-2-1-5

과 같다. 시편사이즈는 길이 100 mm, 비 7.5 mm, 높이 10 mm로 소형시편을 사

용하 고 괴 인성을 측정하기 해서 기 크랙 길이는 4 mm로 하 다. 시편 형

상은 그림 3-2-1-2와 같다.

Manufacturer Toyo Tanso SGL

Grade IG-110 IG-430 NBG-17 NBG-18

Coke Petroleum Pitch Pitch Pitch

Fabrication Isomolded Isomolded Vibro-molded Vibro-molded

dAVG(㎛) 20 10 Max. 800 Max. 1600

ρBULK(g/cm
3
) 1.77 1.82 1.86 1.85

표 3-2-1-5. 원자력  흑연의 물성치 (from manufacturer's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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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2. 시편 형상 

  

산화된 흑연을 만들기 해 균질하게 산회되는 온도인 600℃ chemical 

region에서 Air를 10 L/min으로 퍼징 시켜서 0∼15 % 정도 산화된 시편을 만들었

다. 그리고 고온에서 흑연의 산화를 막기 해 10 L/min으로 많은 양의 질소가스를 

퍼징 시켰다.

(나) 괴시험  강도시험 

ASTM RRT 테스트 차에 따라서 3  굽힘 시험을 수행하 고, 괴인성 

값은 아래 계산식에 의해서 계산하 다.

   







  





⌈⌉
⌈⌉ 


 (3-2-1-5)

 
 

 
 

 (3-2-1-6)

KIC  = fracture toughness (MPa√m)

Pmax = maximum force (N)

So  = outer span (m)

B = side to side dimension of the test specimen perpendicular to

the notch depth (m)

W = top to bottom dimension of the test specimen parallel to the

notch depth (m)

a =  notch depth (m)

 식의 계수는 표 3-2-1-6에 요약하 다. 그리고 강도 계산은 아래 식에 

의해서 계산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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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W

5 6 7 8 10

Ao

A1

A2

A3

A4

A5

1.9109

-5.1552

12.6880

-19.5736

15.9377

-5.1454

1.9230

-5.1389

12.6194

-19.5510

15.9841

-5.1736

1.9322

-5.1007

12.3621

-19.0071

15.4677

-4.9913

1.9381

-5.0947

12.3861

-19.2142

15.7747

-5.1270

1.9472

-5.0247

11.8954

-18.0635

14.5986

-4.6896

표 3-2-1-6. Coefficients for the Polynomial g(a/W) for Three-point Flexure 

 



(3-2-1-7)

(3) 연구수행 결과

(가) 고온에서 원자력  흑연의 괴인성  강도

그림 3-2-1-3은 4가지 흑연의 괴인성과 온도와의 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 결과는 IG-110이 상온에서 보다 고온 600 ℃에서 약 14 % 괴인성 값이 증가

를 하 고 700 ℃ 고온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고온에

서 괴인성 값이 증가하는 경향은 다른 원자력  흑연에도 찰되었다. 그러나 

NBG 계열의 흑연은 IG계열의 흑연보다 grain size가 크기 때문에 좀 더 큰 편차를 

보 다. 특히 가장 큰 grain을 가지고 있는 NBG-18 이 가장 큰 편차를 보이는 것

으로 나타났다. 

고온 강도 실험은 IG-110 과 NBG-18 두 가지 재료로 실험을 수행하 다. 

괴인성 결과와 마찬가지로 고온에서 그림 3-2-1-4와 같이 강도가 증가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한 grain이 큰 NBG-18이 grain이 작은 IG-110 보다는 더 큰 편차

를 보 다. 그리고 상온에서보다 고온 600 ℃에서 IG-110의 경우 약 14 %, 

NBG-18은 약 15 % 정도 증가를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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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3. 원자력  흑연의 괴인성과 온도와의 계  

그림 3-2-1-4. 원자력  흑연의 강도 와 온도와의 계 

원자력  흑연은 흑연화 온도 (3-2000∼3000 ℃)에서 cooling 시켜서 제조

가 되는데, 이때 모조라스키 크랙이 cooling하는 동안 a축과 c축의 열팽창 계수가 

다르기 때문에 생성된다. 상온에서는 grain이 수축되어 있는 상태이고, 바인더 상에 

인장 응력이 걸려 있게 된다. 하지만 고온에서는 그림 3-2-1-5에 나타낸 바와 같이 

grain이 열에 의해 팽창되고 바인더 상의 인장응력이 압축응력으로 변하게 된다.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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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더 상의 압축응력은 크랙이 진  할 때 방해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괴인성  

강도가 증가된다고 단된다.

그림 3-2-1-5. 고온에서 원자력  흑연의 괴인성  강도 증가 기구 

(나) 괴인성에 한 산화효과

일반 으로 흑연의 괴 인성은 기공도가 증가하면서 지수함수 으로 감소

한다. 그리고 산화가 진행함에 따라서 기공도는 증가하게 된다. 4가지 재료의 원자

력  흑연은 산화가 진행함에 따라서 기공이 증가하게 되고 괴인성 값이 지수함

수 으로 감소하는 값을 얻었다. 결과 값을 normalized fracture toughness vs. 

weight loss로 그림 3-2-1-6에 나타냈다. grain이 가장 큰 NBG-18 흑연이 다른 흑

연 보다 더 크게 감소하는 결과를 얻었다. NBG-18은 grain size가 평균 1600 μm이

고, 다른 흑연은 10에서 800 μm 정도의 grain size를 가지고 있다.

Board와 Squires는 PGX 흑연으로 산화 실험을 수행하 는데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산화는 바인더 상부터 산화가 진행된다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바인더 상

은 코크 입자와 결합하여 지지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바인더 상이 먼  산화가 

일어나면 바인더 상에 weakening이 일어나게 된다. IG계열 흑연은 grain이 작기 때

문에 바인더 상이 산화가 되더라도 균질하게 산화가 되기 때문에 코크 입자와 바인

더상이 결합력에 의해서 어느 정도 지지할 수 있어서 괴인성 감소 비율이 낮다. 

하지만 NBG 계열의 흑연은 grain이 크기 때문에 코크 입자 부분에 바인더 상이 가

혹하게 산화가 진행이 된다. 그래서 코크 입자가 바인더 상의 결합력이 격히 약

해지기 때문에 괴인성 감소 비율이 높게 된다. 그래서 가장 큰 grain을 가진 

NBG-18이 다른 흑연 보다 산화가 진행함에 따라서 괴인성 값이 크게 감소된다

고 단된다. 그림 3-2-1-7의 SEM 찰을 보면 grain이 작은 IG-110 같은 경우에

는 크랙이 진 할 때 코크 입자와 바인더 상의 결합력에 의해 크랙 굴 이 찰이 

되었지만 grain이 큰 NBG-18의 경우에는 크랙이 굴  없이 코크 입자의 장애를 받

지 않고 직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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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7. 산화된 시편의 크랙 거동, (a) IG-110, (b) NBG-18 

그림 3-2-1-6. 산화에 따른 괴인성 변화 

원자력  흑연의 괴인성은 기공 크기와 근성에 의존한다. 기공 크기와 

기공의 치에 따라 blunting 효과에 의해 괴인성 값은 강화되기도 하고 기공의 

근성에 의해 약화되기도 한다. 원자력  흑연이 산화가 되면 바인더 상이 우선

으로 산화가 되고, 바인더 상의 기공이 증가함으로써 기공끼리 근성이 커지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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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공끼리 연결이 된다. 크랙은 기공을 따라서 쉽게 해서 진 하기 때문에 흑연

이 산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괴인성 값은 지수함수 으로 감소할 것이라 단된

다.

(다) 산화된 흑연의 괴인성에 한 고온효과

지 까지 원자력  흑연의 고온 특성과 산화 특성을 각각 고려하 으나 이

번 트에서는 고온특성과 산화특성을 동시에 고려하기 해서 fracture toughness 

vs. weight loss 커 로 결과 값을 그림 3-2-1-8과 같이 표 하 다. 기 산화 시

에는 고온(600, 700 ℃)에서 열팽창에 의한 고온 괴인성 증가 때문에 상온에서보

다 괴인성 값이 높게 나왔다. 하지만 산화가 진행 될수록 이런 고온에서 증가되

는 효과가  감소하다가 약 10 % 이상 산화시 이런 증가 효과는 없어지는 결과 

값을 얻었다. 이런 고온에서 괴인성이 증가하는 효과를 고온효과 라고 이름을 붙

다. 고온 효과는 4가지 재료 모두에서 비슷한 경향으로 찰되었고 고온효과가 

산화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이유는 산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새로운 기공이 생

기고 기공 크기가 증가하는데 이런 기공들이 열팽창을 흡수하여 고온효과가 상쇄되

었다고 단된다.

그림 3-2-1-8. 산화된 원자력  흑연의 괴인성에 한 고온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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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원자력  흑연의 미세구조 찰

IG-110의 미세구조가 SEM을 통해서 찰되었다. 그림 3-2-1-9에서 보듯이 

괴인성 강화의 주요 기구는 crack bridging, deflection과 microcracking으로 찰

되었다. NBG-18의 경우에는 crack bridging은 찰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크랙이 

matrix내에 기공과 만났을 때 크랙이 기공의 모양과 크기에 따라서 굴 하는 것이 

찰되었다  (그림 3-2-1-10). 

그림 3-2-1-9.  IG-110의 괴인성 강화 기구 

그림 3-2-1-10.  NBG-18의 괴인성 강화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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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산화된 시편의 미세구조를 SEM을 통해서 찰하 다. 그림 3-2-1-11

에서 보듯이 IG-110 크랙 거동을 찰하 다. 산화가 진행함에 따라서 기공 크기의 

증가와 새로 생긴 기공들을 찰할 수 있었다. 다른 재료(IG-430, NBG-18, 

NBG-17) 의 크랙 거동도 그림 3-2-1-12, 13, 14와 같이 찰 하 다. 특히 NBG 

계열의 흑연들이 grain이 크기 때문에 grain 주변에 심하게 산화 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림 3-2-1-11.  산화된 IG-110의 크랙 거동,

(a) no oxidation (b) 5% oxidation (c) 10% oxidation

그림 3-2-1-12.  산화된 IG-430의 크랙 거동,

(a) no oxidation (b) 5% oxidation (c) 10% oxidation 

그림 3-2-1-13.  산화된 NBG-17의 크랙 거동,

(a) no oxidation (b) 5% oxidation (c) 10% oxi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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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14.  산화된 NBG-18의 크랙 거동,

(a) no oxidation (b) 5% oxidation (c) 10% oxidation 

그림 3-2-1-15. IG-110의 온도에 따른 괴인성 값 

(마) 산화된 흑연의 괴인성에 한 정량 인 분석

IG-110 원자력  흑연의 온도와 산화정도에 따른 정량 인 분석을 하고, 산

화정도에 따른 괴인성 변화 값을 계식으로 만들어 다른 원자력  흑연의 산화

에 따른 괴인성 변화를 측 하 다. 특별히 산화된 시편의 괴인성에 한 

측은 고온 가스로의 구조 건 성 평가에 요한 분석도구로써 사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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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15에서 보이듯이 IG-110 경우에는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괴 인성 값이 증가를 한다. 이런 경향은 선형 이고 괴인성 값은 온도가 증가함

에 따라 선형 으로 증가한다고 가정을 하 다. 이 계식은 일반 인 방법으로 아

래와 같이 표 을 하 다.

   
       (for IG-110)          (3-2-1-8)    

여기서  KIC,0는 산화되지 않은 시편의 괴인성 값이고 T는 재료의 온도이다. 이 

실험  계식은 상온에서부터 고온 700℃까지 용 가능하다. 이 계식의 의해 

계산된 값은 산화된 시편의 괴인성을 측하기 한 퍼런스 값으로 사용 될 것

이다. 

그림 3-2-1-16. IG-110의 산화정도에 따른 괴인성 값 

그림 3-2-1-16에서 산화정도에 따른 괴인성 변화 값을 보여 다. 온도에 

따른 데이터 값을 노말라이징 시키기 해서, 측정된 괴인성 값(KIC) 오리지날 

괴인성 값(KIC,0)으로 나 면 아래와 같은 식이 만들어진다. 노말라이징 괴인성 값

의 물리  의미는 산화정도에 따른 괴인성 값의 감소 비율이다. 이 그림에서 노

말라이징 괴인성 값은 온도의 의존하지 않는 함수이다. 그것은 오직 weight loss

의 함수로 표 이 된다. 흑연의 괴인성 값은 기공도의 따라 지수함수 으로 감소

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노말라이징 시킨 괴인성 값을 아래 지수함수 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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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하 다.

         (for IG-110)       (3-2-1-9)

여기서 B는 weight loss이다. 이 실험식의 온도 범 는 상온에서부터 700℃까지이

다.  

IG-430의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산화정도에 따른 괴인성 값의 계식

이 아래와 같이 표 되었다.

  
  (for IG-430) (3-2-1-10)

    (for IG-430) (3-2-1-11)

NBG 계열도 아래와 같은 식으로 표 된다.

  
  (for NBG-17) (3-2-1-12)

    (for NBG-17) (3-2-1-13)

  
  (for NBG-18) (3-2-1-14)

    (for NBG-18) (3-2-1-15)

모든 계식은 IG-110 과 마찬가지로 온도 범 는 상온에서 700℃ 까지 

용가능하다. 괴인성의 재료에 따른 의존성을 보기 해서 모든 재료의 데이터를 

같은 그래  안에 표 하 다. 그림 3-2-1-17에 표 된 결과이다. 이 결과에 따르

면 노말라이징 시킨 괴인성 값은 재료(IG-110, IG-430, NBG-17, NBG-18) 따라 

의존성이 없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 결과 값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계식을 구

할 수 있었다.

    (3-2-1-16)

이 계식은 제한된 조건에서 다른 원자력  흑연에도 용이 가능하다고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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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17. Effect of weight loss on fracture toughness

그림 3-2-1-18. Effect of weight loss on fracture toughness of other 

graph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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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계식의 다른 원자력  흑연의 용

이 에서 구한 계식을 다른 원자력  흑연의 용 가능한지를 악하

다. 이식을 용하려면 이번 연구에 수행한 테스트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우선 

흑연을 산화 시킨 온도는 600℃ chemical region 이어야 한다. 이온도는 흑연이 균

질하게 산화 되는 온도이고, 온도가 더 올라간다면 산화의 메카니즘이 달라져서 이 

계식은 용 불가능 하다고 단된다. 한 이번 연구에서 수행한 산화정도는 0

∼15 % 까지이다. 그 이상에서는 아직 테스트를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용 가능

성을 악하기 해서는 추가 실험이 필요하다. 그림 3-2-1-18에서 보듯이 우리가 

실험한 결과값을 다른 사람이 실험한 데이터를 용시켜 보았다. 결과에서 보듯이 

우리가 실험해서 구한 계식이 20% 오차 범 에서 용 가능하다는 결과를 얻었

다. 그리고 grain이 작을수록 산화에 한 항성이 커지는 경향을 확인 할 수 있었

다. 이 계식은 고온 가스로 구조재료 건 성 평가에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라 

단된다.

(4) 결론

원자력  흑연의 괴인성에 한 온도와 산화의 효과가 연구되었고 다음과 

같은 결과 값을 얻었다.

1. 같은 재조 회사에서 제조된 원자력  흑연 재료를 비교할 때. grain 사이즈의 차

이는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괴인성 증가 값에 향을 미친다. grain 이 작은 

IG-430 재료가 grain 이 큰 IG-110 보다 높은 비율로 괴인성 값이 증가하 고, 

NBG 계열도 마찬가지로 grain 이 작은 NBG-17 이 grain 이 큰 NBG-18 보다 

괴인성 증가율이 더 높았다. 이것은 grain 이 작을수록 열팽창률이 크기 때문에 바

인더 상에 더 많은 압축 응력이 걸려서 크랙 진 을 방해하기 때문이라 단된다.

2. 포어의 근성은 산화가 진행함에 따라서 크랙이 진 할 때 해서 쉽게 진

할 수 있게 만든다. 그래서 노말라이징 괴인성 값은 이런 weakening 효과에 의해

서 지수함수 으로 감소하게 된다. 그리고 고온 효과는 기 산화시에는 grain 열팽

창에 의해 존재하게 된다. 하지만 산화가 진행될수록 포어 사이즈가 커지고 포어들

이 새로 생기게 된다. 그래서 이런 포어들이 고온에서 열팽창을 흡수하게 돼서 고

온 효과가 감소된다고 단된다.

3. grain 사이즈가 큰 흑연은 grain 사이즈가 작은 흑연보다 바인더 상에 산화가 더 

심하게 발생한다. 그래서 가장 큰 grain 을 가진 NBG-18의 노말라이징 괴인성 

값이 다른 흑연보다 더 빠르게 괴인성 값이 감소하 다. 미세구조 찰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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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큰 grain을 가진 NBG 계열의 흑연이 grain 주변으로 더 심하게 산화가 된 

것을 확인 하 고, 한 포어 사이즈의 증가와 새로 생긴 포어들을 찰 하 다.

4. 실험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괴인성 값과 산화정도와의 계식을 아래와 같이 

만들었다.

   

이 식은 제한된 조건에서 다른 원자력  흑연에도 용 가능하다. 한 이 식은 다

른 원자력  흑연의 산화정도에 따른 괴인성 값을 측 할 수 있어서 고온 가

스로의 구조재료 건 성 평가에 이용할 수 있다고 단된다.

다. 원자력  흑연의 산화율에 따른 열방사율 변화

(1) 서론

흑연은 성자에 견디는 능력이 여타 속이나 세라믹재료에 비해 탁월하여 

재 모든 원자로에 흑연재가 사용되고 있다. 흑연이 성자에 노출되면 수축이 일

어나고 성자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어지면 수축하다가 팽창하기 시작한다. 원자로

에서 흑연의 수축은 원자로 설계에 의해 용이하게 수축에 의한 응력의 수축을 제어

할 수 있으나 팽창에 의해 발생하는 응력은 제어하기가 용이치 않아 원자로 운 에 

치명 이다. 따라서 흑연의 수명은 성자 조사에 의해 수축에서 팽창으로 변환하

는 시 까지를 흑연의 운 수명으로 잡고 있다 (Mitchell, 2002). 원자로에 사용되는 

흑연은 성자에 견디는 능력이 탁월하지만 미세조직 내에 존재하는 결함과 불순물

체 치명 으로 반응을 하여 수명을 단축시킨다. 흑연의 수명은 산소와 반응하여 

CO2로 휘발하는 산화반응에 의해서도 결정짓게 된다 (Kurumada, 1997). 

흑연은 기본 으로 공기 에서는 500°C부근에서 산화가 일어난다. 원자로

는 900°C 이상의 고온에서 가동되기 때문에 흑연산화를 방지하기 해 사용기체는 

부분 불활성기체인 아르곤이나 He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운   사고에 의한 

공이유입이나 불활성가스에 불순물도 들어 있으므로 이에 비한 산화특성은 매우 

요하다 (Cho, 2006). 기본 으로는 공기   내부로의 산소확산에 의한 것으로 

원자로  흑연으로는 고 도, 고순도의 등방성흑연이 요구되고 있다. 재 국내는 

원자로에 의한 력생산이 40 %에 육박하는 등 그 비 이 매우 크다. 따라서 원자

로에 사용되는 원자로  등방성흑연의 사용량이 매우 많은 편이다. 국내에서 사용

되는 고순도, 고 도, 등방성흑연은 일본 도요탄소사의 IG-110이 주로 사용되고 있

다. IG-110은 불순물이 20 ppm 이하의 고순도이며 도가 1.77 g/㎤로 고 도에 해

당하여 국, 미국, 유럽에서 원자로  흑연으로 사용되고 있다. 

원자력  흑연은 등방성이 요구된다. 그 이유는 이방성일 경우 흑연이 열을 

받으면 결합력이 큰 방향 면을 따라 열이 이동하기 때문에 열방출이 쉽지 않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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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성 흑연은 열방출이 이방성보다 용이하기 때문이다. 즉, 흑연은 결합력이 큰 기

면을 따라 우수한 열 도도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Rainer, 2004). 미세하게 살펴보

면 흑연의 구조상 이방성을 나타내나 원자력  흑연 제조 시 등압 성형하여 결정자

들이 무질서하게 배열하여 등방성의 성격을 띠게 된다. 그래서 macro하게 찰하면 

등방성 흑연이 되고, micro하게 찰하면 이방성의 성격을 띠게 된다. 그림 

3-2-1-19은 일반 흑연 제조법  등방성 흑연의 제조법을 나타낸 그림이다.

그림 3-2-1-19. 일반 흑연  등방성 흑연 제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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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원자력  흑연의 산화율에 따른 열방사율 변화에 하여 연구를 

하 다. 연구에 사용된 원자력  흑연은 IG-110, PCEA, IG-430  NBG-18이며, 

각 시편에 하여 0 % (as received), 5 %, 10 % wt. loss 산화실험 하 다. 열방

사율에 향을 주는 인자로 도  기공율, 표면거칠기, 미세구조, 그리고 결정화

도에 하여 측정  분석을 한 후 이들 인자와 열방사율과의 계에 하여 연구

하 다. 

(2) 실험방법

(가) 재료

본 연구에 사용된 시편은 IG-110, PCEA, IG-430, NBG-18이며, 기본 물성

은 표 3-2-1-7에 나타내었다. Tube furnace에서 air를 5ℓ/min으로 흘려주어 산화

실험을 하 으며 산화 시 furnace의 온도는 600 ℃ 다. 균일한 산화를 하여 원형 

quarts boat를 이용하여 샘 이 닿는 면 이 최소가 되게 하 으며, 산화율은 5 %, 

10 % wt. loss가 되게 하 다.

산화율에 따른 열방사율의 측정을 하여 요업기술원에서 보유한 원 외선 

측정 장치를 이용하 으며, 열방사율 측정 후 도  기공율, 표면거칠기, 미세구

조 그리고 결정화도를 측정하 다.

 

No. Grade
Manu-
facturer

Forming 
Method

Source 
Coke

Grain 
size 
(㎛)

Density 
(g/㎤)

Porosity 
(%)

1 IG-110 Toyo 
Tanso

Iso-stat. Pertoleum
20
fine 
grain

1.77 18.4

2 PCEA
GrafTech 

Int.
Extruded Petroleum

～360
med 
grain

1.83 18.3

3 IG-430
Toyo 
Tanso Iso-stat. Pitch

～10
fine 
grain

1.82 18.0

4 NBG-18 SGL Vibration Pitch
～1600
med 
grain

1.85 17.8

표 3-2-1-7 원자력  흑연의 grade 별 물성

(나) Thermal emissivity 

산화 실험 후 시편의 열방사율은 요업기술원에서 보유한 원 외선측정 장치

를 이용하여 산화 정도에 따른 열방사율을 측정하 다. 측정과정은 다음과 같다.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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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자 하는 시편을 온용, 고온용 furnace에 넣은 후 시편 표면의 온도가 측정

온도에 도달하면 방사에 지  열방사율을 측정하기 시작한다. 원리는 흑체와 시

편에서 나오는 열을 detector가 측정하는데 여기서 시편에 다른 외력을 가하지 않고 

시편 표면에만 열을 주어 표면에서 나오는 에 지와 흑체에서 나오는 에 지를 비

교하여 분석한다. 흑체의 열방사율은 1로 기 으로하고 샘 에서 나오는 열방사율

은 흑체에 하여 상 으로 측정한다. 열방사율 측정 시편은 wt. loss가 0 %, 5 

%, 10 %인 세 가지 시편이며 측정온도는 100 °C, 200 °C, 300 °C, 400 °C  500 

°C로 온도를 달리하 다. 측정 시 실내의 온도는 22 °C로 항온 유지하고, 습도는 

항상 35 %로 유지하 다.

(다) 도  기공율 

산화반응에 의한 시편의 도와 기공 특성의 변화를 알아보기 하여 KS규

격에 따라 Archimedean method를 이용하여 도를 측정하 다. Archimedean 

method를 이용한 도  기공율 측정법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 다. 시편의 

건조측정을 하여 시편의 건조무게를 측정한다. 건조무게 측정을 하여 110 °C에

서 1시간 이상 건조하여 시편에 있는 수분을 제거한 후 측정한다. 다음 100 °C±3°C

의 증류수에 2시간 이상 끓여 시편의 내부에 증류수가 골고루 침투하도록 한다. 증

류수에서 끓이는 동안 시편은 증류수에 완 히 잠기게 한다. 증류수에서 2시간 동

안 끓인 시편을 상온까지 식힌 후 도 측정용 울에서 수 무게  포수무게를 

측정한다. 수 무게는 상온의 증류수가 담긴 비커에 넣어 측정하며 그 후 시편을 

꺼내어 젖은 헝겊으로 표면의 물기를 제거한 후 포수무게를 측정하여 기공율  

도를 계산하 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 기공율 (%) = (포수무게-건조무게)/(포수무게-수 무게) X 100 

  - 도 (g/㎤) = 건조무게/(포수무게-수 무게)

(라) 표면거칠기

산화반응 후 시편의 표면거칠기(Ra)는 열방사율 변화에 미치는 주요한 변수

이다. 따라서 pore의 폭과 깊이를 정량 으로 측정하기 하여 α-step 장치(Dektak 

6M)를 이용하여 표면거칠기를 측정하 다. 장치는 표면에 수직한 깊이 방향으로 최

소 수Å～최  250 ㎛까지 측정이 가능한 장비이다. 장치의 깊이 분석한계는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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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깊이가 250 ㎛를 과하면 정확한 깊이는 측정하지 못하지만 pore의 폭은 

측정 할 수 있다. 측정은 표면에서의 수평방향으로 임의의 으로부터 1,000 ㎛와 

5,000 ㎛범 까지 측정하 다. 1,000 ㎛의 측정 부 는 큰 pore를 포함하지 않았으

며, 5,000 ㎛의 측정 부 는 큰 pore를 포함시켜 측정하 다. 총 5회를 측정하여 평

균 표면거칠기를 계산하 다. 

(마) 미세구조 

산화반응에 의한 시편의 표면변화를 알아보기 하여 표면 찰  미세구조 

변화를 찰하 다. 표면구조는 육안, 디지털 카메라, 학 미경  자 미경을 

이용하 다. 우선 디지털 카메라로 체 인 pore의 분포  표면의 변화를 macro

하게 찰하 고, 다음 학 미경으로 표면을 찰하 다. 학 미경 찰은 체

인 경향성을 찰할 수 있는 배율(x 50)에서 찰하 다. 한 자 미경을 이

용하여 표면을 micro하게 찰하 다. 자 미경은 pore의 모양과 표면요철을 

심으로 60 〫tilting하여 찰하 다.

(바) 결정화도

산화반응에 의한 결정화도 변화를 분석하고자 라만분 분석을 실시하 다. 

라만분 분석(inVia System, Renishaw, France)은 Ar 이 (514.5 nm)를 원으

로 이용하 다. InVia System은 800㎜의 거리를 가지고 있어 고분해능과 효율

인 산란  집 력으로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고, LN2 cooled CCD를 검출기로 

장착하고 있어 잡음 없이 짧은 시간에 범  역의 측정이 가능하다. 한 

Confocal Raman microscope 사용으로 마이크로미터 정도의 작은 역도 구분하여 

측정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라만분 분석 조건은 다음과 같다.

  - Wavelength: 514.5 nm of Ar Laser(Green),

  - Spot size: 약 1 ㎛ of spot size 

  - Resolution: down to 0.4 cm, ± 1～2 ㎝
-1 

in this study (x200)

시편은 미세구조 분석용 시편과 같은 상태로 비하 으며, 라만분석으로 

얻어진 피크를 정량(Id/Ig) 비교하 다. 측정 시 여러 부  (5회)를 측정 후 평균값

을 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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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가) 열방사율

산화율에 따른 열방사율을 표 3-2-1-8에 나타내었다. 체 으로 산화율이 

증가할수록, 측정 온도가 높을수록 열방사율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 5%wt loss.

시편과 10%wt loss. 시편의 열방사율 결과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림 

3-2-1-20는 원자력  흑연의 산화정도와 측정온도에 따른 열방사율의 변화를 나타

낸 그래 이다. 500℃에서 열방사율이 가장 높은 시편은 IG-430이며, 특히 IG-430 

10% wt. loss 시편의 측정온도에 따른 열방사율은 0.8이상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NBG-18은 두 번째로 높은 열방사율을 보이나 측정온도에 따라 큰 차이

를 보인다. 이는 산화정도가 클수록 표면 이 늘어나서 방사율이 크게 나왔으리라

고 상 할 수 있고, 산화되면서 표면의 결정성에 변화가 일어나 방사율이 높게 나

왔으리라고 상 할 수 있다. 

wt. loss 

(%)

Temperature 

(℃)

Emissivity

IG-110 PCEA IG-430 NBG-18

0%

100℃ 0.681 0.731 0.682 0.737

200℃ 0.601 0.663 0.626 0.627

300℃ 0.585 0.645 0.657 0.609

400℃ 0.582 0.587 0.646 0.538

500℃ 0.558 0.596 0.647 0.649

5%

100℃ 0.786 0.861 0.815 0.847

200℃ 0.776 0.797 0.805 0.777

300℃ 0.771 0.795 0.816 0.729

400℃ 0.759 0.681 0.818 0.681

500℃ 0.666 0.691 0.755 0.738

10%

100℃ 0.835 0.866 0.854 0.890

200℃ 0.783 0.850 0.812 0.834

300℃ 0.775 0.803 0.819 0.756

400℃ 0.764 0.718 0.824 0.694

500℃ 0.675 0.696 0.800 0.738

표 3-2-1-8. 열방사율 측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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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20. 열방사율 측정 결과;

(a) IG-110, (b) PCEA, (c) IG-430, (d) NBG-18

(나) 도  기공도

표 3-2-1-9은 Archimedean method로 측정한 도와 기공율을 정리한 것이

고 그림 3-2-1-21과 그림 3-2-1-22에 그 변화 계를 그래 로 도시하 다. 그림 

3-2-1-21을 보면 체 으로 산화율이 높을수록 도는 감소하는 경향이다. 우선 

도 결과를 보면 IG-110은 1.80 g/㎤에서 1.61 g/㎤, PCEA는 1.84 g/㎤에서 1.62 

g/㎤, IG-430 g/㎤은 1.81 g/㎤에서 1.62 g/㎤ 그리고 NBG-18은 1.87 g/㎤에서 1.70 

g/㎤로 감소하 으며, Archimedean method로 측정한 도는 reference 도 데이터

와 비교 시 99% 이상의 정확도를 보 다. NBG-18의 도는 가장 높으며, IG-110

의 도가 가장 낮다. 그림 3-2-1-22에서는 산화율이 높을수록 기공율은 증가하는 

경향이나 reference 데이터와 비교 시 많은 차이를 보 으며, 정확한 측정을 해서

는 porosimeter나 BET를 이용한 더 많은 측정이 필요하다. IG-110은 11.1%에서 

25.9 %, PCEA는 7.1 %에서 24.6 %, IG-430은 11.8 %에서 25.6 % 그리고 NBG-18

은 6.4 %에서 18.9 %로 산화율이 증가할수록 기공율이 증가하 다. IG-110의 기공

율이 가장 높으며, NBG-18의 기공율이 가장 낮다. 한 PCEA와 IG-430은 0 %를 

제외하고 5 %와 10 %의 기공율은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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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 loss 

(%)

IG-110 PCEA IG-430 NBG-18

Density 

(g/㎤)

Porosity 

(%)

Density 

(g/㎤)

Porosity 

(%)

Density 

(g/㎤)

Porosity 

(%)

Density 

(g/㎤)

Porosity 

(%)

0% 1.80 11.1 1.84 7.1 1.81 11.8 1.87 6.4

5% 1.74 19.7 1.73 17.9 1.74 17.5 1.80 13.5

10% 1.61 25.9 1.62 24.6 1.62 25.6 1.70 18.9

표 3-2-1-9. Archimedean method로 측정한 도  기공율 결과

그림 3-2-1-21. 산화율에 따른 도 변화 

그림 3-2-1-22. 산화율에 따른 기공율 변화

그림 3-2-1-23는 본 연구에 사용 된 모든 원자력  흑연의 도 데이터를 

종합하여 도와 열방사율과의 계를 나타낸 그래 이며, 도가 증가할수록 열방

사율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나 향은 크지 않다. 그림 3-2-1-24 한 본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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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된 원자력  흑연의 기공율 데이터를 종합하여 기공율과 열방사율과의 계를 

나타낸 그림으로써, 기공율이 증가할수록 열방사율은 증가 하 으며, 도의 향에 

비하여 큰 것으로 단된다.

그림 3-2-1-23. 도와 열방사율과의 계 

 

그림 3-2-1-24. 기공율과 열방사율과의 계

(다) 표면 거칠기

표 3-2-1-10는 원자력  흑연의 산화율에 따른 표면거칠기 변화를 α-step

을 이용하여 측정한 결과이다. 1000 ㎛, 5000 ㎛ 두 범 에 하여 측정을 하 으

며, 1000 ㎛ 측정 범 는 pore를 포함하지 않은 부분의 표면거칠기이고, 5000 ㎛ 측

정 범 는 pore의 향을 알아보기 한 pore를 포함한 부분의 표면거칠기를 측정

한 부분이다. 그림 3-2-1-25은 pore를 포함하지 않은 1000 ㎛의 α-step profile이고, 

그림 3-2-1-26은 pore를 포함한 5000 ㎛의 α-step profile이며, 총 5회씩 측정하여 

평균을 구하 다. IG-430을 제외하고 모든 시편의 1000 ㎛, 5000 ㎛ 평균 표면거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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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는 5 % 산화 시편이 가장 크며, IG-430은 10 % 산화 시편의 평균 표면거칠기가 

가장 크다. 이 결과는 SEM에서 찰한 표면 형상과 일치하지 않다.

Wt. loss 

(%)

IG-110 PCEA IG-430 NBG-18

1000㎛ 5000㎛ 1000㎛ 5000㎛ 1000㎛ 5000㎛ 1000㎛ 5000㎛

0% 0.143 0.303 3.895 1.723 0.252 0.205 0.460 2.787

5% 4.586 3.656 6.214 5.119 1.765 3.111 1.927 3.676

10% 1.183 2.316 4.823 6.322 6.827 7.839 1.967 3.652

표 3-2-1-10 α-step에 의한 표면거칠기 결과 

(1000㎛: without pore, 5000㎛: with pore) 

  

그림 3-2-1-25. 산화율에 따른 표면거칠기 변화 (without pore: 1000㎛);

(a) IG-110, (b) PCEA, (c) IG-430, (d) NBG-18 

그림 3-2-1-27는 pore를 포함하지 않은 부분(1000㎛)의 산화율에 따른 표면 

거칠기 변화를 나타낸 그래 이다. IG-110, PCEA는 5%의 표면 거칠기가 가장 거

칠며, IG-430은 표면 거칠기 증가가 가장 크다. NBG-18은 산화율에 따른 표면 거

칠기 증가량이 크지 않다. 체 으로 PCEA의 표면 거칠기는 가장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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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26. 산화율에 따른 표면거칠기 변화 (with pore: 5000㎛); (a) 

IG-110, (b) PCEA, (c) IG-430, (d) NBG-18 

그림 3-2-1-27. 산화율에 따른 표면거칠기 변화 

(without pore) 

그림 3-2-1-28은 pore를 포함한 부분(5000㎛)의 산화율에 따른 표면 거칠기 

변화를 나타낸 그래 이다. IG-110는 5%의 표면 거칠기가 가장 거칠며, PCEA와 

NBG-18은 산화율에 따른 표면 거칠기 증가량이 크지 않다. 한 NBG-18의 표면 

거칠기 증가량은 가장 작으며, 변화가 거의 없다. 체 으로 PCEA의 표면 거칠기

는 가장 크다. 그림 3-2-1-29은 표면거칠기와 열방사율과의 계를 나타낸 그래

로써 pore를 포함한 부분과 포함하지 않은 부분의 표면거칠기에 한 열방사율 변

화를 나타낸 그래 이다. 체로 표면이 거칠수록 열방사율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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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향은 크지 않다.

그림 3-2-1-28. 산화율에 따른 표면 거칠기 변화 (with pore)

그림 3-2-1-29. 표면거칠기와 열방사율과의 계 

(라) 표면 미세구조

그림 3-2-1-30는 원자력  흑연의 grade 별 산화율에 따른 표면 실제 이미

지를 나타낸 그림이다. 산화율이 증가할수록 표면의 pore가 생성된 흑연도 있고, as 

received 시편부터 pore가 존재하는 흑연도 있다. 산화율이 증가할수록 표면의 변화

가 가장 은 흑연은 NBG-18이며, IG-110과 PCEA는 산화율이 증가할수록 pore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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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  성장하 다. 

그림 3-2-1-31은 학 미경을 이용하여 50배로 찰한 시편의 표면(비 연

마 상태) 사진이다. IG-110의 0% 시편은 작은 기공이 찰되며, 5% wt. loss 시편

은 수십㎛의 크기를 갖는 기공부터 200㎛에 이르는 커다란 기공까지 찰된다. 10% 

시편은 작은 기공보다 300㎛가 넘는 매우 커다란 기공이 발달되었다. PCEA와 

NBG-18은 큰 입자로 이루어졌음을 찰되었는데 학 미경 이미지에서 밝게 보

이는 부분이 입자이다. 한 IG-430은 산화율이 증가할수록 표면의 기공은 생성됨

이 찰되지 않으나 산화에 의해 요철이 증가하여 표면 구조가 변한 것으로 단된

다. 한 PCEA는 as received 시편에서 이미 불균일한 기공이 존재하 으며, 산화

율이 증가할수록 큰 입자 주 에서 기공이 성장하는 것을 찰하 다.

그림 3-2-1-32는 산화율에 따른 표면구조를 나타낸 그림이다. IG-110은 산

화율이 증가할수록 표면의 기공이 생성  발달하 으며, IG-430은 산화율이 증가

할수록 표면의 변화는 거의 없었고, 미세 기공이 발달하 다. 한 PCEA와 

NBG-18은 as received 시편에 기공이 이미 존재함을 알 수 있다. 기공은 시편의 

입자가 커서 가공 시 발생한 것으로 단된다.

그림 3-2-1-30. 원자력  흑연의 산화율에 따른 실체 미경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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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31. 원자력  흑연의 산화율에 따른 표면 형상 ( 학 미경)

그림 3-2-1-32. 원자력  흑연의 산화율에 따른 표면 형상 (SEM x50)

그림 3-2-1-33는 산화율에 따른 원자력  흑연의 표면구조 변화를 500배에

서 찰한 이미지로써 표면의 요철 형상을 자세하게 찰하기 하여 60 〫tilting하

다. 반 으로 산화율이 증가할수록 표면 요철이 증가하 으며, PCEA의 산화율

에 따른 요철 증가는 크지 않고, IG-430과 NBG-18의 산화율 증가에 따른 요철 증

가는 가장 큰 것으로 찰된다. 표면거칠기를 정량화하기 하여 α-step을 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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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1000㎛ scan 구간은 pore를 포함하지 않은 부분 즉, pore와 pore 사이를 측정하

고, 5000㎛ scan 구간은 pore를 포함한 부분으로 구분하여 각각 5회씩 측정하여 

정량화 하 다. 

그림 3-2-1-33. 원자력  흑연의 산화율에 따른 표면 형상 (SEM x500) 

(마) 결정화도

산화율에 따른 결정화도 변화를 측정하 고, 표 3-2-1-11와 그림 3-2-1-34

에 나타내었다. 각 grade별 총 5회씩 측정하여 평균을 계산하 다. 산화율이 증가할

수록 Id/Ig 값은 감소하며, 이는 결정성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3-2-1-34에서 (a)는 IG-110, (b)는 PCEA, (c)는 IG-430그리고 (d)는 NBG-18의 

0%, 5%, 10% 라만 profile을 나타내었다. IG-430의 결정화도는 타 원자력  흑연에 

비하여 결정성이 가장 좋으나 5%와 10% 산화된 시편의 결정성은 큰 차이 없다. 

Wt. loss (%) IG-110 PCEA IG-430 NBG-18

0% 0.25 0.16 0.13 0.15

5% 0.14 0.12 0.06 0.13

10% 0.08 0.11 0.08 0.08

표 3-2-1-11. 원자력  흑연의 산화율에 따른 결정화도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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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34. 원자력  흑연의 산화율에 따른 Raman profile

그림 3-2-1-35은 산화율에 따른 원자력  흑연의 결정화도 변화를 나타낸 

그림이다. 0%에서 10% wt. loss 산화되면서 IG-110은 0.25에서 0.08로 감소하여 결

정화도는 3.1배 증가, PCEA는 0.16에서 0.11로 감소하여 결정화도는 1.5배 증가, 

IG-430은 0.13에서 0.08로 감소하여 결정화도 1.6배 증가 그리고 NBG-18은 0.15에

서 0.08로 감소하여 결정화도는 1.9배 증가하면서 결정성이 좋아졌다.

그림 3-2-1-35. 산화율에 따른 결정화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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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36은 본 연구에 사용된 원자력  흑연의 결정화도와 열방사와

의 계를 나타낸 그래 이다. 결정화도가 증가할수록 즉, Id/Ig 값이 낮을수록 열방

사율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이는 원자력  흑연의 결정화도는 열방사율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단된다. 그래 에서 결정화도가 증가할수록 Id/Ig는 0에 수렴

하기 때문에 Id/Ig로 계산하 다. 결정화도를 Ig/Id로 계산하 을 경우 X축이 무한

가 되기 때문에 표 하기 곤란하다.

그림 3-2-1-36. 결정화도와 열방사율과의 계

(4) 결론  고찰

원자력  흑연의 산화율에 따른 열방사율에 하여 연구를 하 다. 600℃에

서 5ℓ/min의 유량으로 air를 흘려주어 산화를 실시하 고, 산화율은 0%, 5%, 10%

으며, 산화율에 따른 도  기공율, 표면거칠기, 미세구조, 결정화도를 측정하

고, 이런 인자들이 산화율 변화에 따른  열방사율에 미치는 향을 규명하고자 연

구를 하 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산화율이 높아지면 도는 감소하고, 기공율을 증가하 으며, 열방사율은 커지는 

경향을 보 다. 그러나 산화된 시편 즉, 5%와 10% 시편 사이에 열방사율은 큰 차

이가 없었다. 이는 산화율이 커지면서 표면에 미세기공의 증가로 인하여 기공율은 

증가하고, 도는 감소하여 나타난 것으로 단된다. 

2. 산화 ▪후의 미세구조 찰결과 산화가 진행될수록 흑연 표면은 요철이 심해

졌으며, 표면거칠기가 증가하 다. 본 연구에 사용한 모든 원자력  흑연 데이터에 

하여 표면거칠기를 종합한 값과 열방사율과의 계는 표면거칠기가 증가할수록 

열방사율은 증가하 으나 그 향은 미비하 다.

3. 산화율이 증가할수록 원자력  흑연의 결정화도는 증가 (Id/Ig 감소)하 으며,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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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도 증가에 따라 열방사율은 증가하 다. 따라서 흑연의 결정화도 증가는 열방

사율에 향을 주는 것으로 단된다.

라. 마모  가공 기 기술 개발

(1) 후보 흑연재료의 상온, 기분 기 마모 특성 평가

(가) 서론

고온가스로의 흑연구조물은 블록형의 경우 성자 조사에 의한 체 변형, 

온도구배, 지진하 과 같은 shock load에 의한 구조물의 상  운동에 의해 페블

형의 경우 페블과 반사체의 마찰에 의해 마모가 발생하게 된다. 조 한 마모 입자

는 력에 의해 원자로 바닥에 축 되어 원자로 하부의 냉각에 향을 미칠 수 있

으며 미소 마모 입자는 일차냉각 계통  열교환기 튜 에 축 되어 열효율이 감소

하고 장비의 검사가 어려워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온가스로 후보 흑연재료

의 마찰거동을 비교 평가하기 해 상온 기 분 기에서 마모 시험을 수행하 다.

(나) 실험 차

본 실험에 사용된 재료는 일본 Toyo Tanso의 IG-110 (petroleum coke, 

isostatically molded), 독일 SGL의 NBG-17, NBG-18 (pitch coke, vibrationally 

molded) 그리고 NBG-25 (petroleum coke, isostatically molded) 등 원자력  후보 

흑연 4종이다. 흑연의 마모 특성에 향을 미칠 수 있는 각 재료의 표 인 물성

을 표 3-2-1-12에 정리하 다.

Grade Density (g/cm
3
) Coke particle size ( μm) Compressive strength (MPa)

IG-110 1.78 20 81.3

NBG-17 1.86 Max. 800 75.7

NBG-18 1.85 Max. 1600 72.0

NBG-25 1.82 Max. 60 105.4

표 3-2-1-12 후보 흑연재료 4종의 표  물성 

마모시험은 그림 3-2-1-37에 제시된 독일 Optimol 사의 표  SRV 시험기

를 이용하여 상온, 기 분 기에서 각 재료에 하여 최소 3회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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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37 마모시험 장비

마모 시편은 그림 3-2-1-38과 같이 ball-on-disk 형태로 가공하 다. 하부 

시편은 고정시키고 상부 시편을 왕복운동 시켰다. 인가하 은 6 N, 주 수는 10 Hz 

그리고 스트로크 (stroke)는 2 mm 조건으로 시험을 수행하 으며 매 15  단 로 

마찰계수 값을 획득하 다. 마모시험 후 자주사 미경을 이용하여 하부 시편의 

마찰면을 찰하 다.

그림 3-2-1-38 Ball-on-Disk 형 마모시편

(a) 상부 시편, (b) 하부 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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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실험 결과  고찰

그림 3-2-1-39에 이동거리 (sliding distance)에 따른 마찰계수의 변화를 나

타내었다. 모든 흑연은 기 (이동거리 100 m 이내)에 마찰계수가 격히 증가하다

가 이동거리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여 안정 으로 일정한 값을 유지하 다. 이러

한 경향은 면의 요철 (asperity)의 cutting action에 기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그림 3-2-1-39 이동거리에 따른 마찰계수의 변화 

후보 흑연재료의 코크 (coke) 입자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안정화된 마찰계수

는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IG-110: 0.369, NBG-25: 0.332, NBG-17: 0.316, 

NBG-18: 0.314). 일반 으로 흑연의 마모 특성은 기공도, 결정도, 조성  불순물 

함량에 의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 사용된 4종의 흑연재료는 ASTM 

D7219-05에서 제시하는 등방성  등방성 원자력  흑연의 표 사양을 만족하는 

재료로서 결정도, 조성  불순물의 함량은 유사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코크 입자크기와 기공도 ( 도)가 후보 흑연재료의 마찰 거동에 미치는 주요한 인

자인 것으로 단된다.

마모시험 후에 마찰면을 주사 자 미경으로 찰한 사진을 그림 3-2-1-40

에 정리하 다. 미세결정 흑연인 IG-110과 NBG-25의 경우, 마찰면은 매우 부드러

우며 기존에 존재하던 기공들은 마모입자로 채워져 사라진 것이 확인되었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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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찰면을 확 해 보면 adhesion tearing에 의해 형성된 코크 입자와 유사한 크기의 

pit을 다수 찰할 수 있다. NBG-25의 마찰면은 IG-110 보다 명확하고 두꺼운 

groove가 찰되었으며 약간의 작은 입자들이 찰되었다. 이런한 입자는 마찰면 

사이의 jostling action에 기인하며 Van der Waals 힘에 의해 표면에 붙어 있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groove는 거친 asperity의 shear action과 마모입자의 grinding 

abrasion에 의해 생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NBG-17 마찰면의 groove는 IG-110

과 NBG-25와 비교하여 명확하고 두꺼워졌으며 adhesion pit은 거의 찰되지 않았

다. 시험 에 존재하던 pore는 여 히 존재하지만 약간의 마모입자가 채워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NBG-18 마찰면의 groove는 4종의 후보재료  제일 두꺼웠으며 

마모입자가 마찰면에 붙어 있어 표면이 매우 거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한 마

모입자는 third-body layer를 형성하여 부드럽고 단응력이 낮은 고체 윤활제 역할

을 하여 마찰계수를 감소하게 된다.

(라) 결론

후보 흑연재료의 마모 특성을 상온, 기 분 기에서 수행하 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후보 흑연재료의 코크 입자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마찰계수는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IG-110: 0.369, NBG-25: 0.332, NBG-17: 0.316, NBG-18: 0.314).  

Fine-grained 흑연인 IG-110과 NBG-25의 경우, 마찰면은 매우 매끄러우며 기존에 

존재하던 기공들은 마모입자로 채워져 사라졌으며 주요 마모기구는 adhesion 

tearing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Medium-grained 흑연인 NBG-17과 NBG-18의 경우, 

asperity의 shear action과 마모입자의 grinding abrasion에 의해 생성된 groove가 

두껍게 형성되었으나 fine-grained 흑연에서 찰되었던 adhesion pit은 나타나지 

않았다. 한 마찰면은 윤활작용을 하는 마모입자가 다수 발견되었다. 

2. ASTM D7219-05에서 제시하는 등방성  등방성 원자력  흑연의 결정도, 조

성  불순물의 함량은 유사하기 때문에 코크 입자크기와 기공도 ( 도)가 후보 흑

연재료의 마찰 거동에 미치는 주요한 인자인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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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40 이동거리에 따른 마찰계수의 변화



- 184 -

(2) 해외 흑연부품 가공기술 황

(가) 서론

2020년  상되는 수소경제시 를 비하여 주요 선진국을 필두로 원자력

을 이용한 수소생산기술개발이 진행 이다 (장종화 외, 2006). 950℃ 이상의 고온

의 열을 이용, 물을 분해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이 기술은 이산화탄소 발생에 따른 

지구온난화 환경문제와 화석연료고갈에 따른 새로운 에 지자원 개발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재 Gen IV 국제공동연구계획을 통하여 950℃ 이상의 고온의 열을 생산할 

수 있는 고온가스로를 개발하고자 하는 국제공동연구가 한국을 비롯하여 미국, 

랑스, 일본  EU 등에서 진행 이다. 우리나라는 2013년 까지 원자력수소생산 

실증을 목표로 원자력수소사업을 수행 에 있다 (장종화, 2006). 

한편, 개발 인 Gen IV VHTR과 KAERI의 실증로(NHDD)는 흑연감속로

로서 주요 노심구조물은 모두 원자로  흑연으로 제조될 정이다. 따라서 한국은 

재 흑연을 생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장차 VHTR 국내건설시 필요한 모든 흑연

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하게 될 것으로 단된다. 이 경우 흑연부품을 모두 외국에서 

가공하여 수입할 것 인가 아니면 일차 가공된 billet 형태로 수입하여 최종 가공은 

국내에서 할 것 인가 는 흑연화된 Block 형태로 수입하여 최종 가공까지 모두 국

내에서 수행 할 것인가 하는 가공에 따른 선택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단된다. 

이러한 에서 2007년 3월 29일 재 남아공화국 PBMR 건설용 흑연노심

부품을 가공하고 있는 SGL 독일 Meitingen 공장의 를 심으로 흑연감속로용 

형 흑연부품 가공 경험이 없는 국내 실에서 국내가공을 한 필요조건을 확인하고

자 해외 흑연부품 가공기술 황을 분석하 다.

(나) SGL PMBR 흑연부품 가공공장

사진촬 이 지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매우 제한된 장소만 보여주는 계로 

입수할 수 있는 련 정보에 많은 제약이 있었다. 공장은 약 길이 300 m, 폭 200 

m, 높이 60 m로 입구 오른 쪽으로 차량으로 싣고 온 흑연화 billet을 하차시키고 

단할 수 있는 형 기계가 치하고 있고, 일단 당한 크기로 단된 billet은 벽을 

따라 우측에서 좌측으로 설치된 3개의 형가공기계 (model: DECKEL MAHO 160 

P, 200 P, 340 P (3400 mm)) DUO BLOCK에서 순차 으로 가공된 후 Turning 

Machine (Model INEX G400)과 3차원 Measuring system(Model ZEISS)을 거친 

후 약 30-50 m 떨어진 곳에 치한 Preassembling site로 이송하게 되어 있었다. 

공장 내부 체는 clean room으로 리하고 공장외부보다 약간 압력을 높게 유지하

며 집진시설은 공장 천정에 치하고 있었다 (방문 시에는 아직 공장 체 시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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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완비 된 것이  아니라 함. 최종 공장 공은 5 월 완료 정).       

Preassembling site는 약 6 m x 6 m로서 철 으로 되어있었는데  표면의 

flatness를 100 ㎛ 이내에서 control 할 수 있다고 하 다. Preassembling은 체 노

심의 1/4 (90°) 정도만 쌓아 본다고 하 다. 만약 preassembling 과정에서 가공에 

문제가 있다고 단되는 경우 즉시 다시 가공하여 가공에 따른 모든 문제가 해결되

었음을 확인하게 되면 preassembled 된 block(inner reflector, outer reflector 등)을 

그 로 옮겨 원자로 내에 설치한다고 하 다.

(다) 국내가공시 비해야 할 사항

SGL Meitingen 공장방문결과를 바탕으로 큰 시각에서 국내가공 필요조건

을 개략 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Clean room  집진, 가압 가능한 형 공장 (참고: 약 길이 300 m, 폭 200m, 높

이 60 m)

- 최 길이 3400 mm 까지 취 . 정 가공 (Tolerance: 1 mil or less) 할 수 있는 

장비구축

(Cutting, Drilling, Turning, Sawing, Milling, Boring, Planning, Shaping, 

Grounding, Tapping, Reaming, Honning, Lapping).

- 가공 후 3 차원 dimension 측정장비 

- Preassembling site / 

- 장비  시설 리, 운용 인력 등

(라) 향후 책

NHDD project 진행에 따라 노형  이에 따른 흑연선정이 이루어지게 되

면 흑연제조회사(SGL, Toyo Tanso, Graftech) 들과 제조  가공 련 상이 착수

될 것으로 단된다. 품질, 가격, 공   가공 련 상에서 보다 유리한 치에서 

유연성을 확보하기 한 략의 하나로서 국내에 에 언 한 시설, 장비  기술

인력의 확보 가능성을 다각 으로 검토해둘 필요가 있을 것으로 단된다. 이러한 

에서 과제진행에 따라 국내 흑연가공업체들과의 이 필요할 것이다.

(마) 결론

국내 흑연 가공업체 가운데 한 두 업체를 선정하여 preassembling 을 포함

한 원자로  흑연부품 가공 국산화에 필요한 구체 인 Road map 작성  련 투

자비 측, 산정 작업을 lead time을 가지고 미리 해 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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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SGL Carbon Group 황소개 Sl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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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비 괴 (UT) 결함탐지 기 기술 개발

(1) 서론

원자력  흑연은 우수한 열 도도  기 도도를 가지고 있고 화학 으

로도 매우 안정 이므로 원자로 내에서 핵연료를 담고 있는 연료 , 감속재, 반사체 

 지지체에 사용되는 재료로 사용되고 있다. 최근 들어 제4세  고온 가스로에 

한 연구에서 흑연이 노심내 구조재, 반사재, 감속재로서 가장 한 재료로 인식

되면서 이와 련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물에 사용되었을 

경우 고온조건  조사에 의하여 발생되는 체 변화에 따른 응력이 흑연의 건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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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성에 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는 열화된 상태의 원자력  

흑연에 한 음  물성치의 변화를 찰하고 건 성을 확인하기 한 음  검

사의 유효성에 하여 평가하고자 한다.

(2) 실험장치  시편

그림 3-2-1-41는 실험 장치의 도식도를 보여 다. 흑연은 내부에 기공이 많

이 분포하므로 비교  감쇄가 작은 longitudinal wave를 사용하 다. 검사 상의 형

태  발생 가능한 결함을 고려하여 수직입사 pulse/echo (TOF 는 DAC 

Method) 방식을 선택하 다. 사용된 탐 자는 심주 수 1.07 MHz, 직경 3/8 

inch, 그리고 30 %의 역폭을 가진다. 음 여기(electric pulse generation)는 

PANAMETRIX 5800 pulser/receiver를 사용하 고, 수신된 신호는 TEKTRONIKS 

TDS3032 scope에서 수집하 다. IUX system과 Matlab은 AUT 검증  신호분석

에 사용하 다.

그림 3-2-1-41. UT 측정 시스템

사용된 시편은 As-received 상태의 원자력  흑연 IG-110이며, 물성측정을 

한 시편은 5 mm  10 mm의 두께의 coupon형태, 근거리 탐지능  POD 작성

을 한 시편은 SDH가 가공된 사각형 는 마름모 형태이다. (그림 3-2-1-42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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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42. SDH 시편 

그림 3-2-1-43. SDH specimen

(3) 결과

(가) 음   특성 측정

그림 3-2-1-44은 음  속도 측정의 를 보여 다. 첫 번째 신호는 

buffer rod와 시편의 경계, 즉 시편의 표면에서 반사된 신호이고 두 번째 신호는 시

편의 아래 표면에서 반사된 신호이다. 12개의 coupon에서 두 신호의 TOF (time of 

flight)  두께를 측정하여 음  속도를 계산하 으며 표 3-2-1-13에 정리하

다. 표 3-2-1-14에 나타낸 바와 같이 음  속도는 평균 2407.0 m/s로 측되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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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약 8.1 %의 범 에서 표 편차 54.2로 분포한다.

그림 3-2-1-45은 음  감쇄 측정의 를 보여 다. 속도 측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첫 번째는 신호는 시편과 buffer rod의 경계에서 시편 아래 표면까지 한

번 왕복한 후 도달한 신호이고 두 번째 신호는 두 번 왕복한 신호이다. 음  감쇄 

측정 결과를 표 3-2-1-15에 그리고 통계치는 표 3-2-1-16에 정리하 다. 음  감

쇄는 평균 -0.918 dB/mm로 측되었으며, 약 9.5 %의 범 에 표 편차 2.51로 분

포한다. 6dB는 반으로 감소하는 감쇄량에 해당한다. 즉, 흑연의 경우, 약 6 mm의 

두께를 진행하는 동안 음 는 반으로 감쇄한다. 두께가 얇은 시편일수록 겉보기 

감쇄에 의한 향이 작고, 재료 특성에 가까우므로 5 mm의 시편을 이용하여 측정

하 다.

그림 3-2-1-44. 음  속도 측정 시 

2nd (μsec) 1st (μsec) T (mm) Velocity (m/s) Z (MRayl)

16.00 11.92 4.96 2431.373 4.37

16.00 11.84 4.96 2384.615 4.28

16.08 11.92 4.98 2394.231 4.30

16.08 11.92 4.97 2389.423 4.29

16.08 12.00 4.98 2441.176 4.39

15.92 11.84 4.97 2436.275 4.38

16.00 11.84 4.98 2394.231 4.35

15.92 11.92 4.96 2480.000 4.48

15.92 11.92 4.99 2495.000 4.48

16.00 11.84 4.97 2389.423 4.98

16.16 11.84 4.97 2300.926 4.39

16.08 11.84 4.97 2344.340 4.17

표 3-2-1-13 음  속도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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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 2406.75

SD (yEr±) 54.2

SE (yEr±) 15.64

Min 2300.92

max 2495

Range 194.07 (8.1%)

표 3-2-1-14 측정 음  속도 통계치

그림 3-2-1-45. 음  감쇄 측정 시

1st echo (volt) 2nd echo (volt) thickness (mm) attenuation (dB/mm)

0.92609 0.38906 4.96 -0.75935

0.38594 0.22297 4.96 -0.48039

1.16766 0.43258 4.98 -0.86597

0.79758 0.34922 4.97 -0.72168

1.35367 0.44516 4.98 -0.96988

1.07789 0.37297 4.97 -0.92737

1.39523 0.39109 4.98 -1.10917

1.58109 0.33703 4.96 -1.35340

1.63797 0.41688 4.99 -1.19098

1.44758 0.3982 4.97 -1.12784

0.50078 0.24648 4.97 -0.61943

1.16078 0.41891 4.97 -0.89061

표 3-2-1-15 음  감쇄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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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 -0.918

SD (yEr±) 0.251

SE (yEr±) 0.073

Min -1.35

Max -0.48

Range 0.873

표 3-2-1-16 측정 음  감쇄의 통계치 

1st 2nd Z1 (PMMA) Z2 (carbon) %

1.018 0.926 2.97 2.75022 72.98459

1.823 0.385 2.97 1.14345 38.54607

0.875 1.167 2.97 3.46599 79.84331

1.203 0.797 2.97 2.36709 66.30337

0.905 1.353 2.97 4.01841 81.61843

0.832 1.077 2.97 3.19869 79.35837

0.47 1.395 2.97 4.14315 89.81173

0.25 1.581 2.97 4.69557 94.94497

0.28 1.637 2.97 4.86189 94.55453

0.505 1.447 2.97 4.29759 89.48484

1.501 0.5 2.97 1.485 49.73208

1.021 1.16 2.97 3.4452 77.1394

표 3-2-1-17 PMMA와 흑연시편 경계에서 에 지 분해

그림 3-2-1-46. 흑연에서의 RF wave form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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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편의 음향임피던스 Z (acoustic impedance)는 폴리머 재질에 가깝다. 즉, 

음  투과성이 좋은 PMMA를 buffer rod로 이용하고, 음  탐 자는 PMMA의 

음향임피던스에 정합함으로써 더 많은 음  에 지를 시편내부로 투과시킬 수 있

다. 이를 용하여 12개의 coupon에서 음  투과량을 측정된 결과, 표 3-2-1-17

에 제시한 바와 같이 약 76 %의 에 지가 내부로 투과하는 것으로 측되었다. 그

림 3-2-1-46에 나타낸 바와 같이 투과되는 음 에 지는 탐 자와 시편의 상

태에 따라 그 변화가 크며 약 ±6dB의 범 에서 무작  편차를 보인다.

물성측정을 해서는 두께가 얇은 시편을 이용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한 결과

를 얻는다. 그러나 음  빔 행정이 길어지는 경우, 빔 퍼짐에 의한 겉보기 감쇄가 

발생하고 이는 빔행정이 길어질수록 그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15 mm의 두께를 가

지는 흑연 coupon을 이용하여 그림 3-2-1-47과 같이 DAC를 작성하고 이를 

SMALL IIW STEEL BLOCK에서 측정한 결과, 그림 3-2-1-48과 비교하 다. 

15mm 시편에서는 진폭이 약 1/10로 감쇄하 고, 이는 5 mm 시편에서 측정한 결과

와 다르지 않다. 겉보기 감쇄가 크게 발생하지 않는다. Carbon steel과 비교할 경우 

음  감쇄는 약 5배에 해당한다.

그림 3-2-1-47. A-scan image and DAC from Carbon block thickness of 

15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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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48. A-scan image and DAC from Steel 

block thickness of 15mm 

depth (mm)Mean (mV)  SD (mV)  Min (mV) Max (mV) Range (mV) Num

40 1521.1 204.9566 1024 1815 791 18

50 1149.16667 78.16316 970 1249.6 279.6 18

60 606.2 68.16965 524 805.2 281.2 18

70 633.26667 53.58512 532 739.2 207.2 18

80 472.73333 46.55901 356 536.8 180.8 18

90 190.16667 16.71354 156 220 64 18

100 128.56667 10.19487 110 151.8 41.8 18

110 119 10.33441 100 136.4 36.4 18

120 95.43333 11.63367 78 116.6 38.6 18

Noise 38.3 19.8 21 92 71 30

표 3-2-1-18 깊이에 따른 SDH 반사신호의 크기  분포 

(나) 근거리 해상도  POD

SDH는 notch 는 PBH (plat bottom hole)에 비하여 산란단면  

(reflection cross-section)이 작으므로 반사되는 신호의 크기가 작다. 이는 좀 더 보

수 으로 흑연 UT의 유효성을 검증하도록 한다. 이 외에 실 인 국내의 시편 가

공능력 한 SDH 사용 이유이다. SDH 사용이 특이한 경우는 아니므로 그 정당성

을 잃지는 않는다. 근거리 해상도를 조사하기 하여 그림 3-2-1-49과 같이 직경 3 

mm의 SDH 시편을 제작하고 A-scan image를 찰하 다. 물성측정에 근거하여, 

PMMA buffer rod  그것의 음향임피던스에 정합된 주 수 1 MHz의 탐 자를 

사용하 다. Pulser의 탐 자 여기 압은 100 V, 출력 임피던스는 50 ohm이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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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단의 증폭도는 39 dB이다. 평균 노이즈 수 은 0.125 V 15.80 mm에 치한 SDH

에서 반사된 신호는 0.908 V로 측정되었으며 이는 -17.2 dB의 SN 비에 해당한다. 

일반 인 강재의 경우 -50 dB 이상의 S/N 비를 보이므로 검사요건이 비교  좋지 

않다. 가장 가까운 SDH의 깊이는 8.77 mm 이고, 시편의 표면과 8.77 mm SDH 사

이의 time window는 표면에서 반사된 신호의 time duration에 2배 정도이다. 즉, 

표면으로부터 약 4.38 mm에 치한 결함까지 검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그림 3-2-1-49. 표면 근처에 치한 SDH에 의한 음  반사 

Human error가 NDT에서는 큰 비 을 차지하므로 S/N 비에 근거한 POD

만으로 해당 방법의 성능을 완 히 정량화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재까지 제시된 

방법  가장 객 이고 정량 으로 NDT의 유효성을 보여 다는데 POD의 의미

가 있다. 그림 3-2-1-50은 POD의 기본 개념을 보여 다. 반사신호의 크기뿐만 아

니라 노이즈 수 도 여러 번 측정하여 정규분포곡선을 작성하고 측정된 노이즈에서 

threshold를 결정한다. 

그림 3-2-1-50. POD 개념도 

A



- 198 -

mean, mean+SD, mean+2SD 등. 그림의 D‘는 반사신호의 분포가 노이즈 분

포와 완 히 분리되어있다. 그러나 D와 같이 노이즈 분포와 첩되는 역이 있을 

경우, false call 이나 missing을 유발할 수 있다. 이를 정량화 하는 것이 POD의 목

이며,




(3-2-1-17)

로 쓸 수 있다. 여기서 NTP는 true positive의 수, NFN는 false negative의 수이

다. 

그림 3-2-1-51. 정규분포 

본 실험에서는 측정의 수가 매우 많은 경우, 측정된 값은 그림 3-2-1-51와 같은 정

규분포를 가진다고 가정하 으며, 이 경우 POD는 다음과 같다.

 (3-2-1-18)

여기서 









 


는 확률 도함수,  

 
 


는 

cumulated density function이다.

POD 산출을 하여 사용된 SDH 시편의 형상은 그림 3-2-1-43과 같다. 직

경 5mm의 SDH는 40mm에서 120mm의 깊이를 가지며, 시편의 폭은 50mm이다. 

Pulser의 탐 자 여기 압은 100uJ, 출력 임피던스는 25ohm이고, 수신단의 증폭도

는 20dB이다. 각각의 SDH에 하여 18번씩 반사신호 크기를 측정하고, 이들의 정

규분포 지수를 계산하 다. 로 40mm의 깊이를 가지는 SDH는 평균값 1521.1mV

에서 표 편차 204.95로 분포하며 노이즈는 평균 38.2mV에서 표 편자 19.8로 분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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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52. POD 계산의 

그림 3-2-1-53. SDH의 깊이에 따른 POD

그림 3-2-1-52은 가장 깊은 SDH에 하여 POD계산을 실례를 보여 다. 

threshold는 mean+3SD로 매우 높게 선정하 으며, 반사신호 분포에서 threshold보

다 큰 역 (붉은색 체크무늬)의 면 이 해당 측정에 한 POD이다. 즉, 1MHz 

straight longitudinal wave를 이용한 UT의 흑연에 가공된 120mm의 깊이를 가지는 

5mm SDH에 한 POD는 42.16%이다;

 (3-2-1-19)

 

    

  




 

 식과 같은 차로 각각의 SDH에 한 POD를 계산하 다. 그림 

3-2-1-53의 검은 은 측정/계산값이고 선은 B-spline fitting한 것이다. 가장 깊

은 SDH에서도 42%이상의 POD를 보이며, 80mm 이하의 깊이를 가지는 SDH는 모

두 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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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AUT (automated ultrasonic testing) system 용

  그림 3-2-1-54에서 2-1-56는 상용 AUT system을 이용한 검사 결과를 보여

다. 탐 자는 200V의 크기와 200nm의 폭을 가지는 사각 에 의하여 여기되며, 수

신단의 증폭도는 51dB, scanning step은 1mm이다. 90mm 이상의 깊이를 가지는 

SDH에 한 B-scan, C-scan image는 명확하지 않으나, A-scan image를 찰해보

면 120mm의 SDH에서도 30% FSH로 명확한 반사 신호가 측된다.

그림 3-2-1-54. AUT result; 50mm SDH 

그림 3-2-1-55. AUT result; 80mm SDH 



- 201 -

그림 3-2-1-56. AUT result; 120mm SDH 

(4) 결    론

본 실험을 통하여 얻은 주된 결론은 아래와 같다.

1. 물성측정 결과 음 속도는 강재의 약 1/2, 음  감쇄는 5배 이상, S/N비는 약 

1/3로 측정되었으며, 같은 두께를 가지는 Steel block과 DAC를 비교함으로써 물성

측정 결과에 한 정성 /직  단을 할 수 있었다.

2. Small SDH에서 근거리 해상도를 측정할 결과, 약 4.38mm에 치한 결함까지 

검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3. POD를 산출 결과로 부터 110mm 이하의 깊이를 가지는 결함에 해서 UT는 신

뢰성 있는 검사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4. 상용 AUT system에서의 테스트 결과 80mm이하의 깊이에서는 인 오차가 크지 

않을 것으로 상할 수 있다.

  차후 POD  표면 해상도를 높이기 해서는 좀 더 높은 주 수의 탐 자를 사

용하거나 표면 를 이용하는 등의 시도가 필요하다. 검사표면에 평행한 결함은 수

직 입사를 통하여 검출 할 수 있다. 그러나 검사 표면에 하여 수직인 결함은 경

사입사를 통해서만 검출 가능하다. 흑연의 음속은 일반 인 wedge의 음속에 보다 

작으므로 경사입사를 구 하기 한 보다 심도 있는 검토  실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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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가속기를 이용한 조사특성 평가기술

(1) 서론

    

1 단계에 이어 2 단계에서도 가속기를 이용한 조사특성 기술개발 연구를 수

행하 다. 1 단계 종료보고서에서도 언 하 듯이 가속기이용 조사특성 연구는 경

제  외에도 성자조사의 경우 조사 련 설계자료(체 변형 자료) 확보에 요

구되는 조사기간 ( : PBMR의 경우 통상 ∼30 dpa, Prismatic 인 경우 ∼5 dpa 조

사. 원자로 특성 (즉, energy spectrum) 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3～5년 소요) 을 

고려할 때 후보재료에 한 동일 조사조건에서의 특성비교 에서 많은 장 이 

있다. 문제는 가속기 조사시편으로 부터 얻을 수 있는 조사특성 련 정보의 제한

성, 즉, 가속기 조사 후 수행되는 물성평가 방법에 한계가 있다는 이다. 단순히 

“dpa 함수로 얻어질 수 있는 물성변화 자료”인 경우에도 제한된 시편의 크기, 부피 

 질량으로 인하여 물성평가 방법이 한정된다. 지 까지의 련 시험자료와 경험

에 의하면 지 까지는 외 없이 (특히 속재료인 경우) 주로 이온 조사 후 경도 

(혹은 압입시험)시험을 수행하여 조사에 따른 물성변화 (경도, 탄성계수, 강도 등)를 

측정. 비교. 평가하여 왔다. 

당 과제에서도 1 단계 가속기 이용 조사특성 연구에서 조사에 따른 기계

특성 변화를 경도시험을 통하여 평가하 으며 이와 함께 Raman spectroscopy를 이

용하여 이온 조사된 제한된 크기의 시편으로부터 조사에 따른 후보재료들의 조사특

성 을 비교평가 하고자 비실험을 수행 한 바 있다. 

Raman spectroscopy는 조사에 따른 흑연 내 분자단 (molecular level) 의 

“조사결함”형성 상태를 직  평가할 수 있다는 에서 매우 유용한 조사특성 평가

방법이다. 조사 후 (즉, 조사결함 형성  후) 입사 (incident)  반사 (scattered) 

자 (photon) 간의 에 지의 차 (energy difference), 즉 주 수 이동 (frequency 

shift)으로부터 조사결함 형성에 따른 진동에 지 (vibrational energy)의 흡수

(system energy gain=Raman shift down) 혹은 방출 (system energy lost=Raman 

shift up) 상태를 입사되는 자의 photon frequency와 비교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제 검출기에 검출되는 자 (photon)의 수 (number)와 입사 자의 Raman shift 

를 plot 하면 서로 다른 재료상태는 조사결함 형성에 따라 서로 다른 분자진동 

mode를 가지므로 서로 다른 Raman spectra (서로 다른 Raman shift)를 나타내게 

된다. 특히 고체인 경우 gas나 액체와 달리 분자단 로 특정 진동에 지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결정격자 (crystal lattice)가 진동하여 phonon을 방출하므로 Raman 

spectroscopy를 이용하여  격자결함 상태를 총체 으로 비교할 수 있게 된다. 조사

결함 형성에 따라 주로 Raman shift down이 일어나는데 이로부터 조사결함 형성에 

따른 “system energy 흡수” (조사결함 형성에 따라 crystal lattice 진동이 불규칙하

게 되어 격자진동에 지소모 증가)가 상된다 (http://wwwchm.bris.ac.uk/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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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mond/stuthesis/chapter2.htm). 한편, Raman spectroscopy에 의한 흑연 이온조사

특성 평가방법은 특히 3 MeV C+ 조사시 흑연내 이온조사결함 형성 깊이(Range: 

～3.5 ㎛)와 Raman laser 투과깊이 (> 80～100 nm)가 모두 표면에 집 된다는 

에서 유용한 평가방법으로 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이론  배경을 바탕으로 흑연조사특성에 한 식견과 

coke 원료 차이에 따른 조사특성 차이에 한 기 자료 확보 차원에서 1 단계 연구

에 이어 재 상업 으로 구매 가능한 고온가스로 후보 흑연 grade인 IG-110과 

IG-430 (일본 Toyo tanso 제조)의 가속기이온조사 (3 MeV C+) 특성을 이온조사 

. 후 Raman spectrum 변화로부터 평가하고자 하 다 [지세환 외, 2008].

(2)  실험

    

본 실험에서 사용한 흑연은 일본 Toyo Tanso 제조 IG-110  IG-430 등

방성 원자로  흑연으로서 표 3-2-2-19에 주요특성을 정리하 다. 

Grade IG-110 IG-430

 Coke

 Grain size, mm

 Apparent density, g/cm3

 Anisotropy ratio

 Ash content, ppm

 Impurity, ppm

 Young’s modulus (E), GPa

 Tensile strength, MPa

 Compressive strength, MPa

 Thermal conductivity, W/m

 Coefficient of thermal 

 expansion (CTE), (10-6/K)  

 RT-400℃

petroleum

0.02

1.77

1.10

10

0.001 – 0.1

9.7

27.2

79.0

129-140

4.2(Z)

3.8(T)

coal-tar 

0.01

1.82

1.09

10

0.001 – 0.1

10.6

37.8

96.0

138-147

4.7(Z)

4.3(T)

표 3-2-1-19 IG-110  IG-430 주요 물리  기계  특성 

비교(제조회사 측정치).

  흑연 coupon 으로부터 10 x 10 x 2 (mm3) 단한 후  연마( 0.05 ㎛ 

Al2O3 , cloth polishing, ultrasonic cleaning) 과정을 거쳐 가속기 이온조사용 시편

을 제작하 다. 이온조사는 상온에서 Tandem Vande-Graff 가속기를 이용하여 수

행하 다 (3 MeV C+, Peak dose ～19 dpa, 1㎂ beam current). TRIM 98 로 계산

된 본 이온조사조건에서의 range 는 3.2 ㎛ 이었다 (Ed=25 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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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토론

조사  Raman spectrum은 그림 3-2-1-57과 같고 이 spectrum의 Raman 

shift(cm
-1
)  FWHM (cm

-1
)는 표 3-2-1-20과 같다. 조사에 따른 Raman 

spectrum변화는 그림 3-2-1-58와 같다. 

그림 3-2-1-57. 조사  Raman spectrum (IG-110, IG-430). 

Grades Raman shift, cm-1 FWHM, cm-1

IG-110
D peak 1356.9 48.9

G peak 1582.2 19.9

IG-430
D peak 1356.5 42.7

G peak 1583.1 20.9

표 3-2-1-20 IG-110  IG-430 의 조사  Raman spect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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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58 조사 , 후 조사량(시편표면)에 따른 D peak의 

(FWHM)irr/(FWHM)0  (ID/IG)irr/(ID/IG)0 비교.  

여기에서 (ID/IG)irr와 (ID/IG)0는 각각 조사후  조사  D peak  G peak의 

Intensity 비(ratio)를 나타냄.

그림 3-2-1-57은 FWHM과 crystallinity와의 계로부터 조사  두 grade

의 미세구조(lattice structure)는 거의 유사함을 보여 다. Raman spectrum G-peak

의 FWHM이 좁을수록(narrower) 결정성(crystallinity)은 우수하며 결정내 결함이 

많을수록 ( 를 들어 조사에 따른 결함증가시) FWHM은 넓어진다 [Niwase, 1995], 

[김경창 외, 2005]. 따라서 그림 3-2-1-58 (가), (나)로부터 IG-110  IG-430의 조

사 민성 (Irradiation sensitivity)을 비교할 수 있다. 0.6 dpa에서  IG-110  

IG-430의 (FWHM)irr/(FWHM)0는 각각 6.8  8.2로서 IG-430이 IG-110 보다 다소 

큼을 알 수 있다. 즉, 그 차이가 비록 20 % 정도에 지나지 않지만 IG-430의 조사

민성(조사에 따라 결정격자내 생성되는 결함의 양)이 IG-110 보다 다소 큰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조사에 따라 G peak  D peak 모두 FWHM 이 증가하지만 D 

peak의 FWHM 증가가 G-peak 보다 비교  큰 것으로 나타나 여기에서는 D-peak

의 FWHM 변화를 나타내었다 [Niwase, 1995], [김경창 외, 2005], [Tanabe, 1995].

한편, 그림 3-2-1-58 (가), (나)에서 조사에 따른 ID/IG 변화로 부터 조사에 

따른 결정크기 변화를 비교할 수 있다 (ID/IG는 La에 반비례) (Tuinstra, 1970). 

IG-110은 조사에 따라 ～1/2.3, 즉 30.6 nm에서 13.3nm로 57 % 감소하고 IG-430 

은 ～1/1.7, 즉 18.9 nm에서 11.1 nm로 41 % 각각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즉, 기 

비조사 결정크기가 클수록 조사에 따른 수축(감소)이 크게 나타났다. 

이제 조사에 따른 결정성변화와 결정크기 변화를 종합 으로 검토하면 조사

에 따른 결정성  결정크기 변화는 서로 반 임을 알 수 있다. 즉, 결정변화를 보

여주는 조사 민성은 IG-430에서 더 크게 나타난 반면, 결정크기변화(수축)는 기 

결정크기가 큰 IG-110에서 더 큰 변화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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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grade 모두 ～0.02 dpa에서 (ID/IG)irr/(ID/IG)0 Peak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

는 흑연인 경우 상온 조사시 이 조사량에서 나타나는 흑연결정성의 괴(disruption 

of crystallinity, amorphization)과 련이 있을 것으로 단된다 [지세환 외, 2005], 

[지세환 외, 2003].

(4) 결론 

원료(coke)가 서로 다른 IG-110  IG-430 두 원자로  흑연의 조사 민성

을 C+ 이온조사를 통하여 비교한 결과 조사 민성(조사에 따른 결정성변화)은 

Pitck coke 원료의 IG-430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조사에 따른 결정크기

변화(La)는 기 결정크기가 큰 IG-110에서 더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로부터 성자조사에 따른 체 변형은 같은 조사량에서 IG-110이 IG-430 보다 다

소 크게 나타날 것으로 단된다. 많은 단 에도 불구하고 가속기를 이용한 흑연조

사특성 평가 방법은 조사시간, 편리성, 그리고 경제  에서 매우 효과 인 방법

으로 단된다. 

2. 소형 흑연시편 시험  불순물 분석기술 개발

가. 소형시편을 이용한 기계, 산화특성 평가기술 개발

(1) Flattened disk 시편을 이용한 강도 평가

(가) 서론

원자력  흑연은 우수한 열 도도  기 도도를 가지고 있고 화학으로

도 매우 안정하기 때문에 수소생산을 한 고온 가스로 노심의 구조재, 반사재, 

감속재의 후보재료로 사용되어 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원자력  흑연재료가 노

내에서 사용되어 질 경우 성자 조사에 의한 체 변화로 인해 건 성  안정성에 

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고온 가스로의 설계  운 조건 설정을 해서는 

성자 조사에 의한 원자력  흑연의 물성 변화 데이터가 요구된다. 성자 조사에 

의한 향을 평가하기 해 원자로 가동 시 원자로 내부에 감시시편을 장입하게 되

는데 공간 인 제약으로 인하여 장입시편의 양이 제한되기 때문에 표 시편이 아닌 

소형시편을 이용한 실험방법이 요구된다. 소형시편을 이용한 방법  디스크형태의 

시편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디스크 형태의 시편을 사용 할 경우 심부에 최

응력이 걸리도록 하기 해 시편크기에 따라 지그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단 이 존

재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 flattened disc를 이용한 시험방법이 제안되었

다. 본 연구에서는 원자력  흑연의 flattened disc를 이용한 압축응력평가 방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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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가능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나) 실험조건 설정

① 테스트 조건

그림 3-2-2-1과 같이 50KN 의 용량을 가진 Load cell을 장착한 INSTRON 

4204 기계식 만능시험기를 이용하여 diametral compressive test를 수행하 다. 실

험에 사용된 지그는 그림 3-2-2-2에서와 같이 시편과 최 한 평행하게 하게 

함으로써 시편에 균등하게 하 이 가해질 수 있도록 표면을 정 가공 하 다.

그림 3-2-2-1. Diametral compressive test 

장비 (INSTRON 4204) 

본 실험에서는 도요 탄소강에 제작된 IG-110과 SGL 카본에서 제작된 

NBG-17, NBG-18, NBG-25 총 4개의 재료로 실험을 수행하 고, 사용된 흑연의 물

성치는 표 3-2-2-1과 같다. diametral 압축강도 시험은 flattened disc 시편을 사용

하 으며 시편의 형상에 따른 향을 알아보기 해 그림 3-2-2-3과 같이 시편의 

크기와 지그와의 면 을 달리하여 시편을 제작 하 다. 

Manufacturer Toyo Tanso SGL

Grade IG-110 NBG-17 NBG-18 NBG-25

Coke Petroleum Pitch Pitch Petroleum

Fabrication Isomolded Vibro-molded Vibro-molded Isomolded

dAVG(㎛) 20 Max. 800 Max. 1600 Max. 60

BULK(g/cm
3
) 1.77 1.85 1.81

표 3-2-2-1 원자력  흑연의 물성치 (from manufacturer's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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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2. Jig for a diametral compressive test

그림 3-2-2-3. 시편 형상 

② diametral compressive test  diametral 압축강도 계산

상온에서 flattened disc 시편을 사용하 으며 하 을 0.1mm/min으로 가하

면서 실험을 수행하 다 Diametral compress test를 수행한 후 diametral 압축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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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아래 계산식을 사용하여 구하 다.

  


 

(3-2-2-1)

σHc: Diametral compressive strength

b : Contact half width

R : Radius of disk specimen

t : Thickness of disk specimen

σp : Uniformly distributed tensile stress on the loading axis in the disk (=p/πRt)

(다) 연구수행 결과

① 시편 형상의 향

Flattened disc 시편에 압축 하 이 걸릴 경우 시편의 심부에 가장 큰 하

이 걸리게 되고 이로 인해 시편의 앙에서부터 괴가 일어나게 된다. 하지만 

시편의 형상에 따라 시편의 앙이 아닌 지그와 맞닿는 가장자리에 가장 큰 하 이 

걸리면서 괴가 일어 날 수 있다. 이럴 경우 시편에 최 응력이 가하지기 에 

괴가 일어남으로 인해 diametral 압축강도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비테스트를 통

해서 시편의 크기  면 에 따라 시편의 앙에서 괴가 일어나는지를 알아

보았다. 그림 3-2-2-4는 면 에 따른 향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와 같이 

면  2α=20°, 25°인 경우에는 시편의 가장자리에서 괴가 이루어졌고 2α=30°

인 경우에만 시편의 앙에서 괴가 일어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Q. Z. 

wang et al.에 의하면 이론 인 계산으로는 2α=20∼30°일 때 모두 시편의 앙에서 

괴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흑연재료의 경우 내부에 pore나 binder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흑연재료에서는 이론 인 계산값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

다. 

그림 3-2-2-4. 시편의 면 에 따른 괴양상

(a) 2α=20°, (b) 2α=25°, (c) 2α=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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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는 시편 크기의 향을 알아보기 한 실험을 실시하 다. 

NBG-17, NBG-18의 경우 시편의 크기에 계없이 모두 앙에서 괴가 이루어지

는 것을 찰 할 수 있었다. 하지만 NBG-25, IG-110의 경우 면 이 2α=30°인 

경우에도 반지름 R=20mm 이상인 시편에서는 앙에서 괴가 일어나지 않고 가장

자리에서 괴가 이루어졌다. 지그와의 면 을 더 늘이기 해 α값을 더 크게

하면 디스크시편으로써의 형상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시편의 두께를 증가하여 실험

을 수행하 다. 그림 3-2-2-5은 시편의 두께를 달리하여 실험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t/R 비율을 기존의 0.4에서 0.7까지 증가시켜 실험 한 결과 IG-110, NBG-25

에서도 t/R 이 0.6이상으로 증가하면 시편의 앙에서 괴가 일어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림 3-2-2-5. 시편의 두께에 따른 괴양상 

그림 3-2-2-6. 원자력  흑연의 재료  형상에 따른 괴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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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Diametral 압축응력 측정

앞선 시편의 형상에 따른 괴양상을 토 로 최종 시편의 형상을 결정 한 

후 각 조건별로 10개의 시편을 이용하여 diametral 압축응력을 측정하 다. 그림 

3-2-2-6는 원자력  흑연의 재료  형상에 따른 괴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NBG

계열은 시편의 앙에서 괴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었으나 IG-110의 경우 시편

의 두께를 증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시편의 가장자리에서 괴가 일어나는 것을 확

인 할 수 있었다. IG-110만 시편의 앙에서 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각각의 IG-110 시편의 Load vs. displacement 커 의 비교를 통해서 괴

가 일어나기까지의 양상을 살펴보았다. 

그림 3-2-2-7. IG-110의 Load vs. displacement 커   괴 양상 

그림 3-2-2-7에 나타난 IG-110 시편 각각의 Load vs. displacement 커  

 시편의 괴 양상을 살펴보면 괴가 일어나기 까지는 일정한 형태를 보이다

가 시편에 괴가 일어나면서 하 이 격히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IG-110 

No. 3의 경우 시편의 앙에 최  응력이 미처 걸리기 에 가장자리 부분에서 

괴가 일어나면서 응력이 격히 떨어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IG-110 No. 5의 

경우에는 가장자리에서 먼  괴가 일어나기는 했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시편의 

심부까지 응력이 달되어 괴가 이루어 졌기 때문에 No. 3과 비교 했을 때 상

으로 큰 최 응력값을 갖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즉 IG-110의 경우 시편의 가

장자리 부근에서 응력을 견디지 못하고 괴가 일어났기 때문에 앙부근에는 최

응력이 걸리지 않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러한 괴 양상을 나타내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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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G-110 재료 자체의 grain size, binder의 종류  pore의 향인 것으로 보인다. 그

림 3-2-2-8은 diametral compressive test에 의해 계산된 diametral 압축응력 값을 

나타내고 있다. 실험결과를 보게 되면 NBG계열의 경우 시편의 크기가 증가하면서 

diametral 압축응력 값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다가 지름이 30mm 이상인 시편에

서는 각 grade별로 일정한 압축응력 값을 갖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IG-110의 경

우는 시편의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서 diametral 압축응력 값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

이는데 이는 IG-110이 앙에서 미처 괴가 일어나기 에 가장자리에서 괴가 

일어나면서 얻어진 값이기 때문에 유효한 결과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단된다. compressive test를 통해서 얻은 NBG계열의 유효한 diametral 

compressive strength값을 보게 되면 grain size가 작을수록 높은 diametral 

strength값을 갖으며 표 편차가 어드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3-2-2-8. 원자력  흑연의 diametral 압축응력 

③ Diametral compressive test를 이용한 elastic modulus 계산

Diametral compressive test를 이용하여 간 으로 elastic modulus를 유추

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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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Resultant of the distributed force

t: thickness

Δw: Compression displacement

α: Half the loading angle

μ: Poison's ratio

그림 3-2-2-9은 원자력  흑연의 elastic modulus를 나타내고 있다. elastic 

modulus의 경우 NBG-18을 제외한 나머지 원자력  흑연의 경우 시편의 크기가 

30mm 이상일 때 일정한 값을 갖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IG-110의 경우 

diametral 압축응력과는 달리 30mm 이상의 크기에서 일정한 elastic modulus를 갖

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한 표 편차량은 grain size가 증가함에 따라 커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3-2-2-9.  원자력  흑연의 elastic modulus 

(라) 결론

flattened disc를 이용한 원자력  흑연의 diametral compressive strength 

평가방법의 용 가능성을 알아보았다.

1. 유효한 실험결과를 얻기 해서는 시편의 앙에서 괴가 이루어 져야 한다. 시

편의 형상이 괴경향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해 지그와의 각과 두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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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하여 실험을 수행하 다. 각의 경우 20°, 25°인 경우 지그와 시편의 

역에서 먼  괴가 이루어졌으며 각이 30°인 경우 시편의 앙에서 괴가 이

루어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2. 유효한 실험결과를 얻을 수 있는 시편의 형상을 가지고 compressive test를 통해 

원자력  흑연의 diametral 압축강도를 구하 다. NBG계열의 경우 시편의 지름이 

30mm 일 때까지 지름이 증가 할수록 diametral 압축강도가 감소하는 향을 보

으며 30mm 이상에서는 일정한 값을 갖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한 grain size

가 증가할수록 diametral 압축응력 값이 감소하 으며 편차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 하지만 IG-110의 경우 시편의 크기가 증가하면서 diametral 압축강도가 감소

하 다. IG-110의 경우 시편의 앙에 최  응력이 걸리기 에 시편의 가장자리 

부근에서 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정한 값을 갖는 최소크기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진다.   

 

3. Compressive test를 이용해서 간 으로 elastic modulus를 측정하 다. 시편의 

크기가 30mm까지는 elastic modulus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 으며 30mm 이상에서

는 일정한 값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flattened disc를 이용한 

compress test를 통해서 유효한 결과와 일정한 값을 얻을 수 있는 최소 시편크기를 

얻을 수 있었다. 

(2) Notched disk 시편을 이용한 혼합하  괴인성 평가

(가) 서론

흑연은 우수한 감속능과 열 , 기계  특성 때문에 고온가스로의 감속재, 

반사체 등의 주요한 노심 구조재료로 사용된다. 일반 으로 가동  흑연 구조물은 

지진과 같은 외부하 과 구조물 내의 열구배와 성자 조사에 의한 체 변형 등에 

의한 내부 응력에 의한 혼합하 을 받게 된다.

괴역학에 근거한 흑연 구조물의 건정성을 평가하기 해서는 단일 하  

모드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혼합하  모드 상태에서의 괴기구  손상기 에 

한 이해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소형 centrally notched disk 시편을 이용하여 

혼합하  모드 I-II에서 후보 흑연재료의 괴거동을 시험평가하고 손상기 을 조사

하 다.

(나) 실험 차

본 연구에서는 일본 Toyo Tanso의 IG-110, IG-430, 독일 SGL의 NBG-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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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G-18, NBG-25 등 5종의 후보 흑연재료를 사용하 다. 시험에 사용된 재료의 주

요한 물성을 표 3-2-2-2에 정리하 다.

Grade Coke type & size Molding method
Density

(g/cm
3
)

IG-110 Petroleum (3-20 μm) Isostatic 1.78

IG-430 Pitch (10 μm) Isostatic 1.82

NBG-17 Pitch (Max. 900 μm) Vibrational 1.86

NBG-18 Pitch (Max. 1800 μm) Vibrational 1.85

NBG-25 Petroleum (Max. 60 μm) Isostatic 1.82

표 3-2-2-2 후보 흑연재료 5종의 주요 물성치

혼합하  괴시험을 해 centrally notched disk 시험편을 이용하 다. 시

편은 지름 30 mm, 두께 3 mm 그리고 노치 길이와 폭은 각각 9 mm (a/R = 0.3), 

1 mm로 가공하 다. 일반 으로 흑연의 경우, 괴시험에 미치는 노치의 

sharpness의 향은 미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괴시험은 30 kN 용량의 만능시

험기를 상온에서 수행하 으며 crosshead speed는 0.125 mm/min으로 하 다. 혼합

하  모드 I-II에서의 괴시험은 notch와 하 축이 이루는 각도 ()를 0
o
에서 30

o
로 

5
o
단 로 변화시키며 수행하 다. 본 시험에 사용된 disk 시편은 압축 anvil과 

Hertzian 을 하게 되는데 stress intensity factor는 concentrated force를 받는 

disk 시편의 혼합하  하 stress intensity factor를 수정한 아래의 수식을 이용하

다 (Awaji, 1979).

   

 




(3-2-2-3)

     
 


(3-2-2-4)

표 3-2-2-2에 concentrated force를 받는 disk 시편의 혼합하  조건에 따

른 무차원 stress intensity factor NIP, NIIP를 정리하 고 표 3-2-2-4에는 a/R=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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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경우의 과   값을 정리하 다.  

anvil과 시편의 면 은 pressure sensitive paper Prescale (Fuji Film 

Co.)을 이용하여 측정하 다. 확인 결과 흑연재료, 노치와 하 축과 이루는 각도와 

계없이 (b/R)
2
 값은 0.04 이하 다. a/R 값이 0.3～0.6 범 에 있고 (b/R)

2
 값이 

0～0.04 범 에 있을 경우 최 오차 0.1 % 이내에서 다음의 계식을 이용하여 

NIP, NIIP를 계산할 수 있다. 표 3-2-2-4는 최소자승법에 의해 계산된 ai, bi, I,  

II를 정리하 다 (Awaji, 1978).

    


(3-2-2-5)

   (3-2-2-6)

   (3-2-2-7)


a/R=0.3

NIP NIIP

0 1.136 0

5 1.091 0.432

10 0.959 0.843

15 0.750 1.214

20 0.477 1.529

25 0.154 1.778

27.2 0 1.866

30 -0.201 1.956

표 3-2-2-2 Concentrated force를 받는 disk 시편의 혼합하  

조건에 따른 무차원 stress intensity 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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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de

(b/R)2 (x10-2)

1 2 3 4

0 I
II

1.67
-

1.61
-

1.60
-

1.58
-

5
I
II

1.60
0.45

1.54
0.43

1.53
0.43

1.52
0.42

10 I
II

1.42
0.86

1.37
0.82

1.36
0.80

1.35
0.80

15
I
II

1.14
1.18

1.11
1.12

1.10
1.11

1.09
1.10

20 I
II

0.81
1.41

0.79
1.34

0.79
1.32

0.78
1.31

25
I
II

0.46
1.53

0.46
1.44

0.46
1.43

0.46
1.42

30 I
II

0.13
1.55

0.14
1.46

0.14
1.45

0.14
1.44

표 3-2-2-3 a/R=0.3일 경우의  , 


Mode I Mode II

a0 a1 a2 a3 b0 b1 b2

0 1.45 -7.8 14.7 0 - - -

5 0.89 -4.5 10.0 0 1.40 -10.6 19.7

10 -0.55 4.0 -2.5 0 0.48 -5.3 12.0

15 -3.26 20.2 -25.9 0 -0.42 0 3.9

20 198.59 -1564.5 4040.3 -3415 -0.96 3.3 -1.8

25 -309.82 2202.5 -4937.3 3543 -1.11 4.4 -4.5

Pure mode II - - - - -0.08 -0.9 2.2

표 3-2-2-4 최소자승법에 의해 계산된 ai, bi, I,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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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결과  고찰

그림 3-2-2-10은 노치와 하 축이 이루는 각도에 따른 하 -변  곡선을 

나타낸다. 노치와 하 축이 이루는 각도가 증가함에 따라 괴하 은 감소하 다. 

괴하 의 노치 각도 의존성은 Atkinson의 노치 선단의 응력분포를 고려하면 이해

할 수 있다 (Atkinson, 1982). 그림 순수 mode I 하  (  = 0o)일 경우 tensile 

tangential stress는 최 이지만 shear stress는 0이 되기 때문에 균열은 그림 

3-2-2-11 (a)와 같이 단순히 tangential stress의 향으로 하 축 방향으로 진 하

게 된다. 하지만 혼합하  모드 I-II (0 <   < 30o)일 경우는 약 27.4o 근처에서 

shear stress는 최 가 되고 tangential stress 한 tensile을 유지하게 된다. shear 

stress에 의해 노치 선단에서 형성된 sharp crack은 tangential stress를 확 시키게 

되어 상 으로 낮은 하 에서 괴가 일어나게 된다. 그림 3-2-2-11 (b)는 =20o

인 경우IG-110의 괴경로를 보여 다. 기에는 shear stress를 따라 균열이 생성

되지만 최종 괴 경로는 tangential stress를 따라 하 축 방향으로 진행함을 알 수 

있다.

그림 3-2-2-10. 노치와 하 축이 이루는 각도에 따른 하 -변  곡선 변화 

(IG-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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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11. IG-110의 혼합하  조건에 따른 균열 경로

(a) pure mode I (b) mode I-II (=20o)

표 3-2-2-5에 혼합하  모드 I-II 조건에서 수행한 후보 흑연재료 5종의 

괴시험 결과를 정리하 으며 그림 3-2-2-12에 normalized mode I, II stress 

intensity factor를 나타내었다.   값은 후보 흑연의 코크 종류와 크기에 계

없이 1.5～1.6의 범 를 나타내었다. 이   값은 IG-11에 하여 보고된 1.24 

보다는 상당히 높게 나왔는데 이에 한 고찰이 추후 수행될 정이다 (Sato, 

1987).

그림 3-2-2-12. Normalized mode I, II stress intensity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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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e   (degree) KI (MPam
1/2
) KII (MPam

1/2
)

IG-110

0

10

15

20

25

30

0.64

0.54

0.42

0.25

0.07

-0.11

0

0.48

0.70

0.82

0.95

1.00

IG-430

0

10

15

20

25

30

0.78

0.64

0.47

0.30

0.08

-0.18

0

0.64

0.79

1.00

1.08

1.21

NBG-17

0

10

15

20

25

30

0.83

0.70

0.54

0.31

0.09

-0.18

0

0.63

0.91

1.05

1.27

1.32

NBG-18

0

10

15

20

25

30

0.92

0.74

0.56

0.35

0.09

-0.18

0

0.68

0.96

1.19

1.28

1.42

NBG-25

0

10

15

20

25

30

0.80

0.66

0.49

0.31

0.09

-0.17

0

0.60

0.83

1.04

1.15

1.20

표 3-2-2-5 Results of mixed mode I-II fracture toughness tests

notched disk 시편을 이용하여 측정된   값은 3 point bending 시편을 이

용하여 측정된   값들 (IG-110: 0.95 MPam1/2, NBG-18: 1.34 MPam1/2) 보다 상당

히 낮게 나타났다 (김응선 외, 2007). 이것은 시편의 부피가 감소할수록 괴인성 

값이 감소한다고 보고한 결과와 일치한다 (Ishihara,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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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13은 혼합하  mode I-II 조건에서 수행된 괴시험 결과를 다

음의 괴기  식을 이용하여 나타낸다.


 




 



  (3-2-2-8) 

모든 데이터는 문헌에서 보고된 바와 같이 u=1.5와 u=2.0의 범  내에 분포하고 있

는 것을 확인하 다 (Awaji, 1978).

그림 3-2-2-13. 혼합하  mode I-II 조건에서 후보 흑연재료의 괴 기  

(라) 결 론

후보 흑연재료 5종에 하여 상온, 기분 기에서 notched disk 시편을 이

용하여 수행한 혼합하  mode I-II 괴인성 시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혼합하  mode I-II 조건에서 노치와 하 축이 이루는 각도가 증가할수록 노치

선단의 shear deformation에 의해 형성된 미세균열에 의해 후보 흑연재료의 grade

에 계없이 괴하 은 감소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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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보 흑연재료의 grade에 계없이 KIIc/KIc은 1.5～1.6 사이의 값을 나타냈으며 

모든 데이터는 괴기 식, 
 




 



 에서 u=1.5와 u=2.0 범  내에 존재

하 다.

(3) 열 량분석기를 이용한 고온 산화특성 평가

(가) 서론

고온가스로에서 흑연 구조물은 흑연 블럭으로부터의 outgassing과 열교환

기의 leak 등에 의한 불순물에 의해 산화될 수 있다 (Richards, 1990). 흑연은 산화

에 의하여 기계  성질이 격히 감소하기 때문에 원자로의 안 성을 분석하고 노

심 구조물의 운 수명을 평가하기 해 산화 련 연구는 범 하게 이루지고 있

다 (Neighbour, 2001)(Penner, 1988).

고온가스로의 안 개념과 련된 주요한 사항은 사고의 경우에도 핵

연료의 최 온도는 1600℃이하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Moormann, 2004). 일

반 으로 고온가스로 후보 흑연재료의 산화연구는 부분 가동온도 950℃까지 연

구가 수행되었으나 사고를 고려한 고온 (>950℃)에서는 연구가 미흡한 실이

다. 본 연구에서는 후보 흑연재료 4종의 고온 산화거동을 열 량분석기를 이용하여 

측정, 평가하 다. 

(나) 실험 차

본 연구에 사용된 후보 흑연 grade는 Tanso의 IG-110, SGL의 NBG-17, 

NBG-25 그리고 GrafTech의 PCEA 4종이며 주요한 물성을 표 3-2-2-6에 정리하

다. 산화 시편은 지름 8 mm, 높이 8 mm의 원통형으로 가공하 다. 가공 후 시편을 

lint-free한 종이로 닦은 후에 drying oven에서 110℃에서 2시간 건조시켰다.

Grade Coke type Forming method Density (g/cm3) Particle size (m)

IG-110 Petroleum Isostatic 1.78 20

NBG-17 Pitch Vibrational 1.86 Max. 800

NBG-25 Pitch Vibrational 1.82 Max. 60

PCEA Petroleum Extrusion 1.81 Max. 360

표 3-2-2-6 후보 흑연재료 5종의 주요 물성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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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화시험은 그림 3-2-2-14의 Mettler Toledo 사의 열 량분석기 SDTA 

851e 모델을 사용하 다. 시험은 700oC부터 1400oC까지 100℃ 단 로 수행하 고 

재 성을 확인하기 하여 선택 으로 2회 측정하 다. 상온에서 열 량분석기에 

장착한 후 순도 99.999 %의 Ar 가스를 유속 60 mL/min으로 퍼징한 후에 20
o
C/min

의 속도로 가열을 하 다. 시험온도에 도달한 후에는 Ar 가스 밸 를 차단하고 dry 

air를 유속 60mL/min으로 유입시켜 10 %까지 산화시켰다. 산화 실험 후에 

NBG-25에 하여 표면 을 BET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그림 3-2-2-14. 실험용 사용된 열 량분석기

(다) 실험 결과  고찰

그림 3-2-2-15는 산화시간에 따른 산화율의 변화를 나타내었고 표 3-2-2-7

에 5～10% 산화구간의 데이터를 선형 피 하여 계산한 산화율을 정리하 다. 일반

으로 diffusion-controlled regime으로 알려져 있는 700～800℃구간에서는 모든 

grade에서 산화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산화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일반

으로 diffusion-controlled regime에서의 산화는 산소의 확산에 향을 미치는 흑

연의 기공구조의 향이 나타난다 (Fuller, 1997). pitch coke로 제조되고 coke size

가 큰 NBG-17의 산화율이 제일 낮고 petroleum coke로 제조되고 coke size가 작은 

IG-110의 산화율이 제일 큰 것으로 나타났다.

900℃
 
이상은 boundary layer-controlled regime으로 산화속도가 높아 주로 

시편의 표면에서 산화가 발생하여 미세조직의 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Luo, 2004). 900 oC에서 1000 oC로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산화율은 grade에 따

라서 6～15 % 증가하 으나 1000～1300 
o
C에서는 일정한 산화율을 나타내었다. 온

도가 1400 
o
C로 증가함에 따라 산화율은 1000～1300 

o
C와 비교하여 grade에 따라 

약 15～22 % 증가하 다. 900 oC에서 1000 oC로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일정한 산

화율을 나타내는 incubation time은 감소하 으나 1000～1300 
o
C에서는 incubation 

time이 거의 비슷하 다. 하지만 1400 
o
C에서는 일정한 산화율을 확인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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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15 산화시간에 따른 산화율의 변화

Temperature (
o
C)

Oxidation rate (g/hrm
2
)

IG-110 NBG-17 NBG-25 PCEA

700 114 72 103 94

800 633 390 511 455

900 1384 1323 1462 1422

1000 1560 1453 1522 1516

1100 1573 1521 1559 1546

1200 1587 1527 1552 1536

1300 1760 1538 1555 1531

1400 1916 1810 1819 1750

표 3-2-2-7 5～10 % 산화 구간에서의 평균 산화율

일반 으로 흑연의 산화는 다음의 4가지 반응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일반  

흑연의 산화는 주로 식 (3-2-2-9)의 발열반응에 의해 발생하지만 온도가 증가할수



- 225 -

록 산소의 공 이 원활하지 못할수록 식 (3-2-2-10)에 의해 반응한다. 각 grade에 

해 1000～1300℃구간에서의 산화율은 온도와 계없이 일정한 수 을 유지하 으

며 한 산화율이 일정한 수 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incubation time도 온도와 무

하게 일정하 다. 이것은 boundary layer-controlled regime에서의 산화속도가 상당

히 빠르기 때문에 실험  산소가 유입과 동시에 2-2-9와 2-2-10 반응에 의해 CO 

혹은 CO2로 소진된 결과로 단된다.

   (3-2-2-9)

   (3-2-2-10)

   (3-2-2-11)

그럼에도 불구하고 1300 oC에서 1400 oC로 온도가 증가함에 산화율이 증가

한 것은 다음의 식 2-2-12와 같은 흑연과 CO2 사이에 반응 (Boudouard reaction)이 

일어났을 가능성을 추론할 수 있다. Boudouard reaction은 1400～2000 
o
C에서의 발

생하며 이 온도구간에서의 흑연과 CO2의 반응은 chemical reaction-controlled 

regime이기 때문에 흑연 내부의 기공구조가 변화하게 된다 (김응선 외, 2006). 이것

을 확인하기 해 NBG-25의 비산화, 700, 800, 900, 1200, 1400 
o
C에서 산화된 시료

에 하여 surface area를 BET를 이용하여 측정하 으며 그 결과를 표 3-2-2-8에 

정리하 다.  

    (3-2-2-12)

Temperature (
o
C) As-received 700 800 900 1200 1400

BET Surface Area (m
2
/g) 1.4715 4.6141 3.5405 1.9871 1.7349 2.5297

표 3-2-2-8 NBG-25의 산화온도에 따른 BET surface area 변화 

BET surface area는 비산화 시편의 경우 1.4715 m2/g에서 

diffusion-controlled regime인 700 
o
C에서 시편내부의 산화에 의해 4.6141 m

2
/g으로 

격히 증가하 으나 온도가 증가하여 boundary layer-controlled regime으로 변화

함에 따라 산화반응이 시편의 표면에서 발생하는 1200 oC에서 1.7349 m2/g로 감소

하 다. 하지만 온도가 1400 
o
C로 증가하면서 surface area는 다시 2.5297 m

2
/g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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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 다. 이것은 1400 
o
C에서 흑연은 O2 뿐만 아니라 CO2에 의한 chemical 

reaction에 의해서도 산화된다는 것을 간 으로 의미한다.

 

(라) 결론

본 연구에서는 후보 흑연재료 4종의 산화거동을 열 량분석기를 이용하여 

700～1400 
o
C까지 100℃

 
단 로 측정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Diffusion-controlled regime인 700～800℃구간에서는 모든 grade에서 산화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산화율이 증가하 다. Diffusion-controlled regime에서 산화 성질은 

다음의 순서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NBG-17 > PCEA > NBG-25 > IG-110

2. Boundary layer-controlled regime인 900℃이상에서 산화율은 grade에 계없이 

유사하 다. 

3. 1000～1300 
o
C에서는 온도에 계없이 산화율이 일정하 으나 온도가 1400 

o
C로 

증가함에 따라 산화율은 grade에 따라 15～22 % 증가하 다. BET surface area 측

정을 통해 1400 oC에서 CO2의 향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후보 흑연재료의 열팽창계수 측정

(가) 실험 차

원자력  흑연의 열팽창 계수는 TMA를 이용하여 측정하 으며, 시편은 

ASTM E 228을 참고로 측정하 다. 측정 온도는 상온 〜 900℃까지 측정하 으며, 

승온 속도는 3℃/min이고, 50㎖/min의 N2를 흘려주어 열팽창계수를 측정하 다. 각 

grade별 총 3회씩 측정하 으며, 시편은 block에서 3가지 방향에 따라 가공 후 측정

하 다. 열팽창계수를 3방향으로 가공하여 측정한 이유는 Zhao (1981) 등이 발표한 

흑연의 가공 방향에 따라 열팽창정도가 다르다는 결과를 발표하 고, 따라서 각 방

향에 따른 원자력  흑연의 열팽창계수를 참고하여 흑연 선정 시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다. 그림 3-2-2-16은 열팽창계수 측정용 시편의 이미지를 나타낸 그림이다. 직

경 25mm, 높이10φ이며, 표면거칠기는 측정 하지 못하 지만 5㎛이하로 가공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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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16. 열팽창계수 측정용 시편 측면, 

윗면 이미지 

(나)  결과

표 3-2-2-9〜11은 가공 방향에 따른 열팽창계수를 나타낸 표이다. 측정 온

도 구간에 하여 각 grade에 따른 열팽창계수를 계산하 으며, 체 평균을 계산

하 다. X, Y, Z축에 하여 각각 측정하 으며, X축은 흑연 block의 W방향, Z축은 

흑연 block의 A방향이다. NBG-18의 열팽창 정도가 가장 크다.

 

X축 (W 방향)

측정온도 (℃) IG-11 IG-110 IG-430 NBG-18

상온 〜 200℃ 3.87 3.87 3.97 4.86

200 〜 300℃ 4.39 4.23 4.33 5.13

300 〜 400℃ 4.90 4.68 4.77 5.59

400 〜 500℃ 5.00 4.96 4.99 5.86

500 〜 600℃ 5.05 4.86 5.06 5.85

600 〜 700℃ 4.57 4.27 4.70 5.68

700 〜 800℃ 4.09 3.80 3.39 5.87

800 〜 900℃ 5.01 4.55 4.25 6.19

평균 4.61 4.40 4.43 5.63

표 3-2-2-9 X축 (W방향) 온도 구간에 따른 열팽창계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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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축

측정온도 (℃) IG-11 IG-110 IG-430 NBG-18

상온 〜 200℃ 4.37 3.84 4.26 4.54

200 〜 300℃ 4.36 4.19 4.62 5.08

300 〜 400℃ 4.75 4.72 5.04 5.60

400 〜 500℃ 5.02 4.97 5.23 5.88

500 〜 600℃ 4.91 5.04 5.23 5.92

600 〜 700℃ 4.79 4.79 4.91 5.38

700 〜 800℃ 4.87 5.06 4.11 5.91

800 〜 900℃ 5.14 5.32 5.37 6.14

평균 4.78 4.74 4.85 5.56

표 3-2-2-10 Y축 온도 구간에 따른 열팽창계수 결과 

Z축 (A 방향)

측정온도 (℃) IG-11 IG-110 IG-430 NBG-18

상온 〜 200℃ 3.97 3.90 4.43 4.75

200 〜 300℃ 4.34 3.98 4.47 4.99

300 〜 400℃ 4.84 4.52 5.04 5.55

400 〜 500℃ 5.06 4.83 5.28 5.76

500 〜 600℃ 5.11 4.85 5.17 5.62

600 〜 700℃ 5.03 4.33 4.77 5.25

700 〜 800℃ 5.11 4.09 4.98 5.44

800 〜 900℃ 5.27 5.12 5.51 6.13

평균 4.84 4.45 4.96 5.44

표 3-2-2-11 Z축 (A방향) 온도 구간에 따른 열팽창계수 결과  

그림 3-2-2-17는 원자력  흑연의 가공 방향에 따른 열팽창계수 측정 그래

이다. 측정 결과에 하여 100℃간격으로 열팽창계수를 계산하 다.

그림 3-2-2-18은 원자력  흑연의 가공 방향에 따른 열팽창계수 평균을 그

래 로 나타낸 것이다. (a)는 X축 (W방향) 시편의 평균 열팽창계수, (b)는 Y축 평

균 열팽창계수, (c)는 Z축 (A방향) 시편의 평균 열팽창계수이다. 열팽창정도가 가장 

큰 시편은 NBG-18이며,  X, Y, Z축 모든 방향에 하여 타 원자력  흑연보다 열

팽창계수가 크다. NBG-18을 제외한 IG계열의 열팽창계수는 X축 방향이 가장 작다. 

한 IG-110의 열팽창계수는 모든 가공 방향에 하여 가장 작다.

그림 3-2-2-19는 원자력  흑연의 모든 방향에 한 열팽창계수의 평균값

이며, X, Y, Z축 방향에 하여 오차를 나타내었다. NBG-18의 열팽창계수는 가장 

크나, 방향에 따른 오차는 가장 작다. IG-430의 열팽창계는 작은 편에 속하나 오차

가 가장 크며, 열팽창계수가 가장 작은 시편은 IG-11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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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17. 원자력  흑연의 가공 방향에 따른 열팽창계수 측정 결과

그림 3-2-2-18. 원자력  흑연의 가공 방향에 따른 열팽창계수 평균;

(a) X축 방향, (b) Y축 방향, (c) Z축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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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19. 원자력  흑연의 열팽창계수 측정 결과

그림2-2-20는 도와 열팽창계수와의 계를 나타낸 그림이다. 체로 도

가 크면 열팽창계수는 크다. IG계열은 NBG보다 열팽창계수가 작게 측정되었다. 

NBG계열의 열팽창측정 시편은 1종류이며, IG계열은 3종류이며, 정확한 비교를 

해서는 더 많은 종류의 시편에 하여 측정을 해야 한다.

그림 3-2-2-21은 grain size와 열팽창계수와의 계를 나타낸 그래 이다. 

Grain size가 클수록 열팽창계수는 크며, 이는 grain 사이의 미세 틈에 의한 내부 

공기의 팽창으로 열팽창계수가 크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그림 3-2-2-20. 도와 열팽창계수와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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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21. Grain size와 열팽창계수와의 계

(다) 결론  고찰

 

원자력  흑연의 열팽창계수에 하여 연구하 다. 상온에서 900℃까지 3℃

/min의 승온 속도에서 50㎖/min의 유량으로 N2를 흘려주어 열팽창계수를 측정하

다. 원자력  흑연 block에서 X (W방향), Y, Z (A방향) 축에 하여 가공하 으며, 

가공 방향에 따른 열팽창계수를 비교하 다. 열팽창계수에 향을 주는 인자로 

도와 grain size를 비교하 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도가 증가할수록 열팽창계수는 증가하는 경향이었으며, NBG-18은 IG계열에 

비하여 많게는 20%정도 높은 열팽창계수를 보 다. NBG계열 측정 시편은 1종류이

기 때문에 더 많은 종류에 하여 측정이 요구된다.

2. Grain size가 클수록 열팽창계수는 증가하 으며, 이는 grain 사이의 틈에 존재하

는 내부 공기의 가열 시 팽창에 의하여 나타난 결과라 단된다.

3. 열팽창계수만을 고려 시 원자력  선정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제안을 

할 수 있다.

첫째, 열팽창계수는 크나 가공 방향에 따라 오차가 가장 작은 NBG-18로써 가장 등

방성에 가까운 흑연이다.

둘째, 모든 방향에 한 열팽창계수가 가장 작은 IG-110로서 열변형이 거의 없는 

흑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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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불순물 분석기술 평가

(1) 서론

흑연을 감속재로 사용하는 고온가스로에서 흑연의 우수한 고온 기계 특성 

 화학  안 성, 우수한 성자 감속능  성자 multiplication factor 등은 흑연

내 불순물 함량에 지 않은 향을 받는다 (ASTM D 7219-05).

이와 함께 불순물은 한 흑연산화반응의 매역할을 함과 동시에 흑연감속

로 폐로시 방사성 원소(radioactive elements inventory) 로 바 어 소량(~ 수십 ppb 

정도)의 불순물이 존재하더라도 흑연의 화학  특성(산화반응)  흑연 폐로단계에 

매우 부정 인 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노심흑연구조물 제작에 사용되는 흑연 

종류 (grade) 에 따른 정확한 불순물의 종류와 양을 악하는 것은 매우 요하다. 

이러한 에서 막 한 흑연폐기물(~ 수천톤) 처리에 고심하고 있는 기존의 흑연

감속로 보유국( 국, 불란서 등)의 로부터 가동  흑연내에 포함되어 있는 불순물

의 종류와 양을 정확하게 결정하여 기록하여 두는 일의 요성을 알 수 있다. 그러

나 그 요성에 비추어 실제 으로 흑연내 불순물 분석에 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 

지지 않았으며 최근에서야 원자로  흑연내 불순물 함량에 한 제한이 이루어졌다

(ASTM specification D-7219-05, ASTM specification D-7301-08).

흑연내 불순물의 종류와 함량을 정확하게 악하는 일의 요성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최근 개발된 원자로  흑연내 불순물에 한 정보를 얻고 국내 흑연

내 불순물 분석능력 악을 하여 흑연시료 처리 방법   불순물 분석 방법이 

서로 다른 세 가지 방법으로 미국 Graftech 제조 PCEA 원자로  흑연 불순물을 분

석 한 후 그 결과를 제조사의 분석결과와 비교하 다.

(2) 실험

(가) 재료  시료 비.

분석시료는 미국 Graftech 사 제조 원자로  흑연 (PCEA) 으로서 표 

3-2-1-2 에 PCEA 원자로  흑연의 주요특성  제조사의 불순물 분석결과를 정리

하 다. 이와 함께 ASTM D 7219-05 원자로  흑연 재료시방서(material 

specification)내 각 불순물원소의 제한치(suggested limits, ppm) 를 병기하 다. 

표 3-2-1-12 은 시료내 B  Cd 함량이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3-2-1-12 의 제조사 불순물 분석결과는 로우방  질량분석법(Glow 

Discharge-Mass Spectroscopy (GDMS)) 법으로 분석한 결과인데 이 방법은 시료

를 Glow discharge 라즈마로 시료를 직  이온화시켜 질량분석기

(mass-spectroscopy)로 분석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고체 재료를 녹이거나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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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고도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료의 신속한 분석이 가능하며 시료 처

리 등 비조정을 거의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한 검출 분해능이 높아 ppb 단 까

지 측정할 수 있어 미량원소의 분석이 가능한 방법이다.

원료coke  Petroleum Coke

성형방법 압출(extrusion), Near-isotropic

입도(Grain Size) 360 ㎛

도(Density) 1.84(//), 1.82(⊥)

재(Ash) 함량  검출안됨(Not detected)

불순물 종류 분석결과 ASTM 제한치(ppm)

B 1.1 (ppm) <1.00

Cd <0.10 <0.05

Sm <0.05 <0.05

Eu <0.05 <0.05

Gd <0.05 <0.05

Dy <0.05 <0.05

W <0.05 <1.00

표 3-2-1-12 PCEA 원자로  흑연 주요특성  제조사 불순물 분석결과(ppm).

분석에 사용한 시료는 크기 70 x 240 x 200 mm 흑연 블록으로부터 70 x 5 

x 200 mm 의 coupon 을 단하여 이를 agate mortar (약자사발) 로 갈아 분말 형

태의 시료로 제작, 3 등분하여 각각 Micro Wave Digestion (MWD) 처리후 

Inductively Coupled Plasma - Mass Spectroscopy (MS), Acid-Boom Digestion 

(ABD) 처리 후 Inductively Coupled Plasma - Mass Spectroscopy (MS), 그리고 

Furnace Ash (FA) 처리후 Inductively Coupled Plasma- Atomic Emission 

Spectroscopy (FA-ICP-AES) 방법으로 분석하 다. 표 3-2-1-13  그림 

3-2-1-22 에서 이들 세 방법의 처리 과정을 비교하 다. 

그림 3-2-1-22 본 연구에서 분석에 사용한 분석장치:

(a) ICP-MS, ICP-AES에 사용한 Inductively coupled plasma 장치

(b) Quadrupole mass spectrometer

(c) Atomic emission spectrophoto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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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측정방법  처리 세부내용

MWD-ICP-MS

시료 0.1 mg 을 6 mL HNO3 와 2 mL HClO4 용액
이 들어있는 Teflon 용기(vessel)에 첨가한후 . 
Microwave oven 내에서 용액내로 불순물 추출을 
하여 2 회 침지(digestion).

ABD-ICP-MS

시료 분말 50g 을  H2SO4(98%) 5 mL, HCl (35%) 
1 mL, HF (50%) 1 mL, HNO3 (70%) 1 mL 이 들
어있는 Teflon 용기내 혼합용액내에 넣은후 이를 
다시 stainless steal jar 에 넣고 150 ℃에서 1 시
간, 그리고 230 ℃에서 24 시간 가열하여 불순물을 
추출한 다음 이 용액을 Filtering 하여 분석.  

FA-ICP-AES

백 도가니에 시료를 넣어 기로(Furnace) 내에서 
시료분말 10.15 g 을 500℃ 1 시간, 750℃ 2 시간, 
900℃ 8 시간, 1020℃에서 24 시간 8 시간 연소시
킨후 불순물이 함유되어 있는 재(ash) 를 5 ml HCl 
(36%) 로 용해(dissolve) 한다음 물을 첨가하여 10 
ml 의 10 ml 시료를 만들어 분석.

표 3-2-1-13 본 실험에서 수행한 세가지 불순물 분석방법 비교

(주) MWD-ICP-MS: Micro Wave Digestion (MWD) plus Inductively Coupled 

Plasma - Mass Spectroscopy (MS), ABD-ICP-MS: Acid-Boom Digestion (ABD) 

plus  Inductively Coupled Plasma-Mass Spectroscopy (MS), FA-ICP-AES: 

Furnace Ash (FA) plus Inductively Coupled Plasma-Atomic Emission 

Spectroscopy (FA-ICP-AES).

(3) 결과

 

3 가지 측정방법에 의한 불순물분석결과를 ASTM D 7219-05 흑연 

spcification 의 제한치(suggested limit) 와 함께 표 3-2-1-14 에 정리하 다.

ASTM
G ra f t e c h
(GDMS)

MWD + 
ICP-MS

FA+ICP-AE
S

ABD + 
ICP-MS

B <1.0 1.1 - - 0.692

Cd <0.05 <0.1 <0.5 - <0.003

Sm <0.05 <0.05 <0.5 <0.01 <0.003

Eu <0.05 <0.05 <0.5 <0.01 0.008

Gd <0.05 <0.05 <0.5 <0.01 0.007

Dy <0.05 <0.05 <0.5 <0.01 0.001

W <1.00 <0.05 4.43 <0.02 <0.012

표 3-2-1-14  불순물 분석결과와 ASTM D 7219 제한치(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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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비교한 3 가지 측정방법결과를 ASTM D 7219 제한치

(suggested limit)  PCEA grade 를 제조하는 Graftech 사의 로우방  질량분석

법에 의한 결과와 비교하여 보면 표 3-2-1-14 은 MWD-ICP-MS 방법을 제외한 

나머지 네가지 방법의 분석결과는 이 흑연(PCEA)이 ASTM 의 불순물 제한치를 

모두 만족함을 보여 다. 오로지 MWD-ICP-MS 에 의한 분석결과 만 PCEA 

grade 가 ASTM 재료시방서의 불순물 제한치를 만족하지 못함을 보여 다. 한 

MWD-ICP-MS 결과는 W 에 한 분석결과가 다른 3가지 분석방법의 결과와 매

우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FA-ICP-AES 결과는 PCEA 가 B 와 Cd 를 제

외하고 나머지 5 가지 불순물은 모두 ASTM 제한치 내에 있음을 보여 다. 

FA-ICP-AES 방법으로 B 와 Cd 원소를 분석하지 못한 것은 이 방법의 시편 처

리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 다. 

표 3-2-1-14 은 한 ABD-ICP-MS 분석법이 본 연구에서 비교한 3 가지 

불순물 분석방법 가운데 가장 불순물분석결과가 가장 작음을 보여 다. 따라서 미

량 불순물 검출능 에서 비교분석한 3 가지 분석법을 비교한다면 ABD-ICP-MS 

방법이 가장 우수함을 알 수 있다. 한 ABD-ICP-MS 방법 이외의 다른 두 방법

은  Boron 을 검출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4) 토의

표 3-2-1-14 에서 MWD-ICP-MS 결과와 ABD-ICP-MS 결과를 비교하면 

불순물 분석결과(검출능)에 미치는 시료사 처리 방법의 요성을 알 수 있다. 사

처리  분석에 다소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만 표 3-2-1-14 은 ABD-ICP-MS 방법

에 의한 불순물 분석방법이 원자로  흑연내 불순물 분석방법으로 가장 함을 

알 수 있다. 이는 MWD 방법이 제한된 산(acid) 용액만을 이용하고 분석시 시간만

을 제어하는 한편 ABD-ICP-MS 방법은 분석시 시간과 함께 온도도 제어하기 때문

인 것으로 단된다 (K. L. Pruseth, 2005) [3].

한편, FA-ICP-AES 방법은 본 방법에서 채택하고 있는 고온 시료처리방법 

때문에 시료내 휘발성 불순물 분석으로는 당한 방법이 될 수 없을 것으로 단된

다. 이 방법의  다른 단 은 요구되는 분석시료량이 많아 분석에 다소 많은 시간

이 소요된다는 이다. 

(5) 결론

흑연선정 에서 흑연내 포함되어 있는 미량 불순물의 종류와 량을 정확하

게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의 확보는 흑연구매, 가동  산화  폐로 에서 매우 

요한 요소기술이다. 본 연구에서는 최  불순물 분석방법에 한 기 자료 확보 

에서 시편 처리 방법  분석방법이 서로 다른 3 가지 분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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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WD-ICP-MS, FA-ICP-AES, ABD-ICP-MS) 을 이용하여 PCEA grade 내 

성자흡수불순물(B, Cd, Sm, Eu, Gd, Dy, W) 을 분석하 다. 분석결과 3 가지 분석

법 가운데 ABD-ICP-MS 방법이 불순물 추출  검출 에서 가장 한 것으

로 나타났다. FA-ICP-AES 결과를 제외하고 나머지 세 방법에 의한 분석결과는, 

GDMS 방법에 의한 Boron 측정결과를 제외한다면, PCEA grade 의 7 종류 성자

흡수 불순물함유량은 모두 ASTM D 7219 제한치내에 있다.

다. 정  비 괴 (UT) 결함탐지 기술 개발

(1) 서론

원자력  흑연은 우수한 열 도도  기 도도를 가지고 있고 화학 으

로도 매우 안정 이므로 원자로 내에서 핵연료를 담고 있는 연료 , 감속재, 반사체 

 지지체에 사용되는 재료로 사용되고 있다. 최근 들어 제4세  고온 가스로에 

한 연구에서 흑연이 노심내 구조재, 반사재, 감속재로서 가장 한 재료로 인식

되면서 이와 련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물에 사용되었을 

경우 고온조건  조사에 의하여 발생되는 체 변화에 따른 응력이 흑연의 건 성 

 안 성에 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는 열화된 상태의 원자력  

흑연에 한 음  물성치의 변화를 찰하고 건 성을 확인하기 한 음  검

사의 유효성에 하여 평가하고자 한다. 

(2) 실험장치  시험편

(가) 실험장치

시험편의 속도 와 감쇠를 측정하기 해 음 발생기(pulse receiver)는 

Panametric사의 5800 모델을 사용하 으며, 수신된 신호를 분석하는 오실로스코

는 Tektronix사의 TDS 750을 이용하 다 (그림 3-2-2-23). 

자동 음  검사 시스템은 ZETEC사의 μ-Tomoscan을 사용하 다. 그림 

3-2-2-24는 자동시스템의 구성을 나타낸다. 자동검사 시스템은 모터에 의하여 구동

되는 스캐 에 의하여 탐 자를 자동으로 이송시키는 장비로써 음  장비이외에 

모터 제어기와 스캐 가 필요하다. 추가 으로 상배열 음 를 이용하여 측면공

에 한 검출능을 확인하기 하여 상배열 음 를사용하 다. 본 실험에서 사

용된 상배열 음  장비는 ZETEC사의 Tomoscan III이다. 본 실험에 사용된 

음  탐 자는 KrautKramer사의 Benchmark 모델로서 탐 자 직경 0.5인치, 1MHz

를 사용하 다. 한 상배열 음 탐상실험에서 사용한 탐 자는 32개의 압 소

자가 배열된 2.25MHz의 탐 자를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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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23. 음  특성 측정을 한 실험장치 구성 

그림 3-2-2-24. 자동 음 검사를 한 실험장치 

(나) 시험편

흑연에 한 음 의 특성을 평가하기 하여 제작된 시험편은 총 4가지이

다. 표 3-2-2-15는 본 실험에서 사용한 시험편의 치수와 용도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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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치수(길이×폭×높이) SDH size 용도

1 100×15×20 3 근거리 해상도

2 160×140×50 5 POD, 자동 음  검사

3 5×15×20 n/a 음  속도 측정, 감쇠측정

4 15×15×20 n/a DAC 측정

표 3-2-2-15. Test specimens for the experiments 

근거리 탐지능을 확인하기 한 시험편은 그림 3-2-2-25과 같이 두께 

20mm의 시험편에 직경 3mm의 측면공을 깊이별로 4개 가공하 다. POD  자동 

음 검사를 한 시험편은 마름모 형태의 시험편에 깊이별로 9개의 측면공이 가

공된 시험편이며, 그림 3-2-2-26에 나타내었다. 흑연에 한 음 의 속도와 감쇠

특성  DAC을 측정하기 한 시험편은 그림 3-2-2-27와 같이 작은 쿠폰형태로 

제작되었다. 

 
그림 3-2-2-25. 근거리 분해능 

측정을 한 시험편 

 

그림 3-2-2-26. POD  자동 

음 검사를 한 SDH Bl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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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27. 음  특성 측정  DAC 측정을 한 시험편 

(3) 실험결과

(가) 음  속도 측정

음 의 속도를 측정하기 하여 탐 자 단에 buffer rod를 부착하고 시

험편에 하여 3번째와 4번째 반사된 신호를 기 으로 속도를 측정하 다. 그림 

3-2-2-28은 10개의 시험편 에 첫 번째 시험편에 하여 속도를 측정한 를 그

림으로 나타내었다. 10개의 시험편에 하여 오실로스코를 이용하여 음  진행시

간(time of flight)를 측정하고 속도를 계산하 다. 표 3-2-2-16에 측정결과를 표로 

나타내었다. 표에 나타난 것과 같이 평균 속도값은 2285.90m/s이며, 3.4%의 범 에

서 표 편차 22.2로 측정이 되었다. 

그림 3-2-2-28. 5mm 두께의 시험편을 이용한 

음  속도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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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m en N o 2nd 1st Δt V elocity

1 21.4 17.05 4.35 2298.8506

2 21.5 17.15 4.35 2298.8506

3 21.3 17 4.3 2325.5814

4 21.45 17.05 4.4 2272.7273

5 21.55 17.15 4.4 2272.7273

6 21.6 17.15 4.45 2247.1910

7 21.45 17.05 4.4 2272.7273

8 21.45 17.05 4.4 2272.7273

9 21.4 17.05 4.35 2298.8506

10 21.4 17.05 4.35 2298.8506

A verage 2285.90838

SD 22.20598

SE 7.02215

M in 2247.191

V elocity M easurem ent

표 3-2-2-16 Measurement result of ultrasonic velocity 

(나) 음  감쇠 측정

흑연시험편에 한 음 의 감쇠효과를 측정하기 하여 두께 5mm의 그

림 3-2-2-27 (a)의 시험편을 사용하 다. 음  탐 자의 단에 buffer rod를 장

착하고 두께방향으로 음 를 입사하 다. 그림 3-2-2-29는 측정된 신호를 나타내

었다. 첫 번째 신호는 5mm 두께의 시험편을 왕복한 신호이고 두 번째 신호는 두 

번 왕복하고 수신된 신호를 나타낸다. 음  감쇠 측정결과 10개의 시험편에 하

여 평균 -1.849dB/mm로 측정되었으며, 표 편차 0.42로 나타났다. 표 3-2-2-17은 

측정된 값에 한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열화되지 않은 시험편에서 6mm의 두께에

서 6dB의 감쇠가 발생하 으나 열화된 흑연 시험편에서는 3.4mm의 두께에서 6dB

의 감쇠가 발생하 다. 따라서 열화된 시험편에서 음 의 감쇠효과는 약 2배정도 

증가한 것을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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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29. 음  감쇠 측정 신호

(다) 음  투과량 측정

흑연의 음향임피던스 Z는 폴리머 재질에 근사하다. 즉 음  투과력이 좋

은 PMMA를 buffer rod로 이용하고, 음  탐 자는 PMMA의 음향 임피던스에 

정합함으로써 더 많은 음  에 지를 시험편 내부로 투과할 수 있다. 이를 이용

하여 두께가 5mm인 10개의 쿠폰의 음 투과량을 측정한 결과 약 50%의 에 지

가 내부로 투과하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표 3-2-2-18은 측정된 결과를 나타내었다. 

투과되는 에 지는 시험편에 따라서 약 ±6%의 범 의 오차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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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DAC(distance amplitude curve)

음 는 재질내에서 진행함에 따라 분산  산란에 의하여 에 지가 감쇠

된다. 이러한 향에 의하여 동일한 크기의 반사체에서 반사된 신호일 경우에도 깊

이가 다를 경우 수신된 신호의 크기가 다르게 나타난다. 음  탐상시 이러한 효

과를 보상하여 주기 하여 동일한 반사체에 하여 깊이에 따른 신호의 크기를 보

상하기 하여 DAC 곡선을 작성하여 실제 음 탐상에 사용하게 된다. 음 의 

빔 행정이 길어지는 경우 빔 퍼짐에 의한 겉보기 감쇠가 발생하고 빔 행정이 길어

질수록 이러한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난다. 본 실험에서는 15mm 두께의 흑연 

coupon을 사용하여 DAC을 작성하고 이를 15mm 두께의 steel block과 비교를 하

다.  15mm 흑연의 진폭은 첫 번째와 두 번째 면에서 약 1/10로 감쇠하 고 이는 

열화되지 않은 시험편에서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림 3-2-2-30. A-scan image and DAC from steel block thickness of 

15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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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31. A-scan image and DAC from carbon block thickness of 

15mm 

(마) 근거리 해상도

표면에서 인 한 결함 는 반사체에 한 음 의 근거리 분해능을 확인 

하기 하여 그림 3-2-2-25의 시험편에 가공된 3mm의 측면공으로부터 반사되는 

신호를 찰하 다. 측정된 물성값에 의하여 PMMA buffer rod와 정합된 1MHz의 

탐 자를 사용하 다. 실험장비의 설정값은 아래 표와 같다.

Mode PRF Energy Damping HP Filter LP Filter Out Atte. Gain(dB)

P/E 100kHz 100μJ 50ohm 30kHz 5MHz 1 40

표 3-2-2-19 Experimental setting of 5800 pulse receiver

그림 3-2-2-32은 측면공이 없는 치에서의 음  신호이며, 그림 

3-2-2-33은 각각 9.9mm, 7.7mm, 6.1mm, 2.9mm 깊이에 치한 측면공으로부터 반

사된 신호를 나타낸다. 측정된 신호를 찰한 결과 표면에서 6.1mm까지의 신호가 

검출되었으나 2.9mm의 신호는 탐 자가 하는 면의 신호와 혼합되어 나타

나므로 분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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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32. 면으로부터 반사된 A-scan 신호 

그림 3-2-2-33. A-scan signal

(a) from 9.9mm SDH (b) from 7.7mm SDH 

(c) from 6.1mm SDH(d) from 2.9mm SD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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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자동 음 검사

자동 음  검사 장치를 사용하여 모터에 의하여 구동되는 스캐 에 탐측자

를 부착하고 기계 으로 시험편의 표면에서 음 검사를 수행하 다. 그림 

3-2-2-35은 열화 에 취득한 자동 음  신호이다. 40mm에서부터 120 mm까지 측

면공을 확인 할 수 있으며 120mm 깊이에 가공된 측면공 이후에 면신호도 확인

할 수 있었다. 열화된 시험편에 한 실험 결과 40mm에서부터 90mm 깊이 측면공

까지 높은 S/N 비로 검출이 되었으며, 100mm 깊이 홀은 진폭이 매우 낮게 나타났

으며 110mm와 120mm의 시험편에 한 신호도 양호하게 나타났다. 한 면신호

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3-2-2-36은 25dB에서 취득한 B-scan 신호를 나타내었

다. 취득한 신호는 측면공의 신호를 모두 확인할 수 있었으나 주 의 잡음 신호들

이 많이 나타나 S/N비가 양호하지 않았다. 따라서 S/N 비를 향상하기 하여 

Logarithmic amplifier를 사용하여 신호를 취득하고 log 스 일을 linear 스 일로 

변환 후 취득한 신호에 하여 14dB의 soft gain을 용하여 신호 처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신호처리에 의하여 측면공 주변의 S/N 비롤 향상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2-2-35.  B-Scan signal 

from SDH block(as-received) 

그림 3-2-2-36. (a) B-Scan signal from SDH block (b) B-Scan 

signal from SDH block (log to linear conv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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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상배열 음 검사

상배열 음  장비를 이용하여 열화된 상태의 흑연 시험편의 측면공에 

하여 탐상을 하 다. 탐 자는 64개의 압 소자를 가진 2.0MHz의 TRL 탐 자를 

사용하 다. 측정결과 120mm의 깊이에 가동된 측면공까지 모두 검출이 되었다. 검

출된 신호는 그림 3-2-2-37에 나타내었다. 

그림 3-2-2-37 Sectorial signal

(a) from 40mm and 50mm SDH hole

(b)from 60mm and 70mm SDH hole

(c) from 80mm and 90mm SDH hole

(d) from 100mm and 110mm SDH hole

(e) from 120mm SDH hole 

(4) 결론

원자력  흑연에 한 음  물성 측정  검사 특성에 한 타당성을 평

가하기 하여 열화된 상태의 흑연에 하여 실험을 수행하 다. 음  속도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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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의 as-received 상태와 비교하여 속도가 감소된 것으로 측정되었으며, 감쇠특

성 한 열화에 따라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한 흑연 시험편 경계에서의 음  

투과량도 as-received 상태에서 약 76%가 투과되었으나, 열화 시험편에서는 50%만

이 투과되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그리고 POD 측정에서는 표면에 인 한 반사체에서는 동일한 POD가 나타

났으나 깊이가 깊어질 수 록 POD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력발 소에서 가동  검사 기간 동안  수행하는 기법인 자동 음 검

사를 수행하여 음 검사를 통한 반사체의 검출능(detectability)에 한 평가를 수

행한 결과 120mm 깊이의 측면공도 검출이 되었다. 한 최근에 원 에 용되고 

있는 상배열 음  기법을 통한 검사를 수행한 결과 양호한 S/N비로 측면공들

이 모두 검출할 수 있었다. 

결론 으로 원자력  흑연은 열화된 상태가 as-receive 상태에 비하여 음

특성이 떨어지지만 흑연에 한 건 성을 평가하기 한 음 검사는 유효한 검

사가 가능하 다. 그러나 열화된 상태의 시험편은 열화로 인하여 표면조건이 양호

하지 않아 열화상태에서 검사  음  물성측정은 상당한 어려움이 존재하므로 

한 표면처리가 필요하므로 수침법을 이용한 검사를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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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 NHDD 로그램의 원자력수소시스템 개략도 

제 3 고온가스로 기기 요소 기술

1. Compact 열교환기 요소기술 개발

가. 열교환기 황

       원자력 수소개발  실증(NHDD) 로그램에서는 원자로에서 생산된 고

온(약 950 ℃) 헬륨기체를 이용하여 수소를 생산하기 해서 그림 3-3-1에서 보듯

이 원자로와 SO3 분해기 사이에 1차  2차 고온가스닥트(Hot Gas Duct; HGD)와 

간열교환기(Intermediate Heat Exchanger; IHX)가 필요하다. 재 운  경험이 

있는 고온 가스로에서 사용되고 있는 가장 표 인 열교환기는 나선형 형 열교

환기(Tubular heat exchanger)로서 독일과 일본 등에서 설계, 제조  운  경험이 

풍부하나 열유용도(thermal effectiveness)가 비교  낮고 열교환기의 부피  무게

가 상당히 커서 200 MWt  NHDD 로그램에 채택되는 데는 큰 장애가 될 수 

이다(근래에 기술개발로 인하여 부피가 크게 일 수 있다는 러시아의 보고가 있기

는 하지만). 근래에 Heatric사에서 개발한 PCHE형과 SVENSKA, PACKINOX  

NORDON사 등에서 개발한  개념의 열교환기는 착형(compact 형) 열교환기로

서 열유용도가 높고(∼98 %) 열교환기의 부피  무게( 형 열교환기에 비해 85 %

까지 어듬)가 상당히 작아서 큰 장 이 되고 있으나 아직 고온 상태에서 운

된 경험이 미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온 상태에서 장시간 운 되어야 하는 

NHDD 로그램에서는 상기 열교환기들의 장단 을 고려하여 착형 열교환기를 

최우선 후보로 놓고 련된 요소기술을 개발 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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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형 열교환기에서 개발해야 할 우선 인 핵심요소기술로는 첫째, NHDD 

로그램의 목표에 맞도록 高 열유용도와 低 압력강하  장시간 구조건 성을 유

지하기 한 열교환기의 열치수와 구조를 비로 결정하는 것이고 둘째, 고온 상

태에서 운 되는 열교환기의 구조 건 성에 한 해석  평가 기술을 확보하는 것

이며 셋째, 선정된 열교환기 후보재료들로 열교환기를 제작하려할 때 열교환기 부

품들의 제작성과 합성이 고온에서도 건 할 수 있는 지를 평가하는 기술이다. 

본 에서는 에서 언 한 핵심요소기술에서 첫째 항목에 해 논하고자 한다. 

       NHDD 로그램의 착형 열교환기는 원자로에서 유입되는 1차 헬륩기체

(∼950 ℃, 7.0 MPa)와 SO3 분해기로부터 유입되는 2차 헬륨기체(∼420 ℃, 4.0 

MPa)사이에 열교환이 효율 으로 이루어지면서도 압력강하가 고 열응력도 게 

발생되는 구조로 설계되어야 한다. 이를 달성하기 해서 첫째, 유로의 형태가 직선

형보다는 zig-zag(혹은 herringbone)형이 유리할 것으로 보이며 압력강하는 2.9 % 

이하로 유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둘째, 열응력  피로수명 문제를 감시키기 

해 열교환기의 구조에서 구속부 가 최소가 되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 셋째, 열교

환기가 고온 설계 에서 구조건 성을 유지하기 해 유로 주변의 강도기 과 

크립-피로 기 을 만족하도록 유로의 크기, 배치 등이 결정되어야 한다. 재까지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Heatric사의 PCHE는 유동기인진동(Flow-Induced Vibration; 

FIV)에 민감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어 있으나 고온, 고속(약 60 m/s 이상)의 헬

륨기체가 흐르는 NHDD 로그램의 환경에서는 FIV를 심도있게 검토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착형 열교환기에서 유로  간의 합은 용 이나 brazing 보

다는 diffusion bonding이 유효할 것으로 보이나 좀 더 많은 실증자료가 확보되어야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 간열교환기 열  설계

간열교환기에서 Primary Loop과 Intermediate Loop의 입출구 경계 조건

은 다음과 같다.

● Primary Loop

-작동 유체 : 헬륨

-운  압력 : 7 MPa

-운  유량 : 83.73 kg/s

-입구 온도 : 950 ℃

-출구 온도 : 490 ℃

● 이차계통

-작동 유체 : 헬륨

-운  압력 : 4 MPa

-운  유량 : 83.73 kg/s

-입구 온도 : 920 ℃

-출구 온도 : 460 ℃

열  설계에 용될 헬륨의 물성은 NIST Webbook [Lemmon et al., 2005] 

자료를 용하 다. 헬륨의 비열, 열 도도, 성도는 압력에 상 없이 오로지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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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rimary)

△p

(Intermediate)
유로수

길이

[m]

열교환기 구조 

단면  [m2]

부피 

[m3]

유로 면

[m2]

0.087 bar 0.145 bar 3,610,000 0.654 4.75 × 6.66 20.6 3.19

0.173 bar 0.288 bar 2,560,000 0.922 4.00 × 5.40 20.6 2.26

0.296 bar 0.491 bar 1,960,000 1.205 3.50 × 4.90 20.6 1.73

0.398 bar 0.659 bar 1,690,000 1.397 3.25 × 4.56 20.6 1.49

0.466 bar 0.770 bar 1,562,500 1.511 3.13 × 4.38 20.6 1.38

0.567 bar 0.935 bar 1,416,100 1.668 2.98 × 4.16 20.6 1.25

0.651 bar 1.071 bar 1,325,500 1.786 2.88 × 4.02 20.6 1.17

0.751 bar 1.231 bar 1,232,100 1.917 2.78 × 3.88 20.6 1.09

표 3-3-1 압력 강하에 따른 IHX 크기 

에 따라 변한다고 가정하 다. 그리고, 도는 4 MPa를 기 으로 이상기체를 가정

하여 용시켰다. 간 열교환기는 PCHE를 가정하 고, 사용한 설계 계식은 

Hesselgreaves(2001)의 착형 열교환기 설계 테이블에서 인용하 다. 내부 유동이 

반원형 유로의 직경이 1.5 mm이고, 열 달 계수는 설계 여유도를 해 기체열 도

를 실제값의 80%로 가정하 다. 와 같은 가정 하에 LMTD 방법에 따라 계산한 

유효 열 달 면 은 3542.08 m
2
이다. 열교환기 내에서 층류 유동을 유지한다는 가

정 하에 유로수에 유효 열 달 면 은 상 없이 항상 일정하다. 유로수가 감소할 

수 록 열교환기 내 압력강하는 증가하기 때문에 유로수 결정은 고온가스덕트에서 

온 과 고온 의 차압 허용치에 따라 결정된다. 한, 간열교환기의 열  설계

는 열 달효과의 최 화도 요하지만, 순환기의 용량 문제 때문에 압력 강하 한 

매우 요하다. 표 3-3-1은 압력 강하에 따른 IHX 설계 자료를 보여주고 있다. 열

교환기 구조물 내 유동 방향 열 도를 고려하면 열  부하 증가로 열 달 면 이 

늘어날 수도 있다. 그러나 본 계산에서는 열교환기 내 열 도 효과를 무시하고 오

로지 두 계통 유로의 류 열 달 계수만을 고려하 다.  역에 걸쳐서, 최  Re 

수는 1857이다.  

2. Hot Gas Duct 구조정산  고온구조해석기술 개발

가. Hot Gas Duct 구조정산

       NHDD 로그램의 착형 열교환기의 유로에 한 비 thermal sizing을 

해 열교환기로 유입되는 1차 loop(1차 고온가스덕트를 통해 유입)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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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op(3-2차 고온가스덕트를 통해 유입)의 헬륨기체 유동질량, 유속을 알아야 한다. 

이를 해 1차  2차 고온가스덕트의 구조를 HTR-10과 유사하게 동축 이  구

조로 가정하고 GT-MHR  H2-MHR의 설계자료를 이용하여 NHDD 로그램의 

1차  2차 고온가스덕트 구조  비 치수를 결정하 다. 특히 평행류가 흐르는 

이  구조인 1차 HGD 구조에서 구조물의 FIV를 감시키기 한 구조정산방법

을 제안하여 이를 국내  국외 특허출원을 완료하 다. 다음은 제안된 구조정산방

법을 간략히 요약하고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송기남 외, 2008].

(1) 축류에 의한 의 유동기인진동

      의 길이 방향을 따라서 흐르는 축방향 난류 유동(Parallel or Axial 

flow)에 의해서 에 진동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에 한 연구가 여

러 연구자들에 의해 수행되었다. 축방향 난류 유동으로 여기된 의 진동에서 의 

최  진폭(Y)은 아래의 식 (3-3-1)과 같은  경험식(semiempirical correlation)으로 

표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jhgecba fmDdVKY ζρ=                                   (3-3-1)

여기서 K는 상수, 는 유체의 도, V는 축류의 평균유속, d는 수력직경, D는 의 

직경, m은 부가질량이 포함된 단 길이당 질량,  f는 고유진동수, ζ 는 유체 감쇠

(fluid damping)를 포함한 감쇠를 나타낸다. 상기 식 (4-1-1)에서 보면 축방향 난류 

유동에 의한 의 유동기인진동에서 최 진폭은 유체의 속도(V), 유량(ρV), 동압(ρ

V2) 등과 한 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동심축 이  구조의 1차 HGD에서 

라이 , 내부   HGD 압력  등도  내부  외부를 따라 흐르는 고온/고

속의 헬륨기체 유동에 의해서 유동기인진동이 발생될 수 있으며 진동의 향은 속

도, 유량, 동압 등과 한 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간편한 1차 HGD의 구조정산 방법

(가) 유동질량  고온 역의 단면  계산

      NHDD에서 고려하고 있는 1차 HGD는 장기간 동안 고온의 압

(7.0 MPa)조건에서 운 되며 고온(950℃)  온(490℃)의 헬륨기체 유동에 의한 

열팽창과 온도  압력주기 등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야 한다. 동심축 이

 구조의 1차 HGD 내부 구조는 그림 3-3-2와 같으며 고온 역으로 흐르는 

고온 헬륨기체의 유동질량  평균속도 그리고 고온 역의 단면   라이

의 내경(D1) 등은 참조 발 소 자료와 식 (3-3-2)  (3-3-3)의 열출력 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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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속방정식으로부터 결정된다. 그림 3-3-2에서 Di와 Ti는 1차 HGD를 구성하는 

각 구성부품들의 치수(직경)과 온도를 나타낸 것으로 뒤에서 다룰 열평형 모델

(Heat Balance model)에 사용되는 설계변수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3-3-2. 1차 HGD의 단면도  설계변수 

     
** TCmQ P ∆= &                                                   (3-3-2)

  VAm ρ=&                                                     (3-3-3)

여기서

Q
*
 : 열출력

m& : 유동질량(mass flow rate)

Cp  : 비열(specific heat)

*T∆ : 원자로 입출구에서 헬륨기체의 온도 차

ρ  : 헬륨기체의 도

A : 유동 단면

V : 헬륨의 평균유속

(나) 라이 , 단열재 구조물, 내부  구조정산

      라이 의 두께(t1)는 앞에서 구한 라이 의 내경(D1)과 열차폐재 

압력(Po) 혹은 사고시의 압력손실(P
*
)을 고려한 아래의 원주응력 련식 (3-3-4)와 

설계코드에 기술된 응력한도로부터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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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은  

 
                                     (3-3-4)

      단열재 구조물이 재 국에서 운 되고 있는 HTR-10에서와 같이 

Taper tube 구조로 된 경우에는 HTR-10의 설계방법론에 따라 구조정산한다. 내부

의 두께(t4)는 앞에서 구한 단열  구조물의 외경(=내부 의 외경; D4)과 사고시

의 압력손실(P
*
)을 고려한 아래의 원주응력 련식 (3-3-5)와 설계코드에 기술된 

응력한도로부터 구한다.

       

 
                                                (3-3-5)

(다)  환형부(Annulus)의 구조정산

      온(490 ℃)의 헬륨기체가 흐르는 환형부의 단면 은 다음의 4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① 등속(Constant Flow Velocity; CFV)모델

      

고온 역을 흐르는 헬륨기체의 평균유속과 온 역으로 흐르는 헬륨기

체의 평균유속이 같도록 하여 환형부의 구조정산을 수행한다.  

 

      coldhot VV =                                                 (3-3-6)

②  등유량(Constant Flow Rate; CFR)모델

      

고온 역을 흐르는 헬륨기체의 유량과 온 역으로 흐르는 헬륨기체의 

유량이 같도록 하여 환형부의 구조정산을 수행한다.  

 

      coldhot VV )()( ρρ =                                          (3-3-7)

③ 등수두(Constant Hydraulic Head; CFR)모델

      

고온 역을 흐르는 헬륨기체의 동압과 온 역으로 흐르는 헬륨기체의 

동압이 같도록 하면 두 역의 정압차이가 없을 경우에 수두(hydraulic head)가 같

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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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dhot VV )()( 22 ρρ =                                          (3-3-8) 

④  열평형 모델(Heat Balance model; HB)

      

그림 3-3-2의 설계변수를 이용하여 1차 HGD 부품 각 부 에서 온도  직

경을 아래의 열평형식 (3-3-9)를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이때 환형부에서의 열 달

계수는 식 (3-3-10)과 같은 수정된 Dittus-Boelter 모델로부터 구한 값을 사용한다.

7 1 0 1 1 2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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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6 7 7 7) ( )Air AirT T h D T Tπ− = • • • −  (3-3-9)

여기서

Q : 단 길이당 열속(heat flux)

hHe-Hot : 라이  내면에서 열 달 계수

hHe-Cold : 내부  외면에서 열 달 계수

hair : 차폐재-2의 외면에서 열 달 계수

kLiner tube : 라이 의 연 도도

kInsulation-1 : 차폐재-1의 유효 열 도도

kInner tube : 내부 의 열 도도

kHGD press. tube : HGD 압력 의 열 도도

kInsulation-2 : 차폐재-2의 유효 열 도도

      
4.08.0 PrRe021.0=Nu                               (3-3-10)

여기서 Nu, Re, Pr는 각각 Nusselt 수, Reynolds 수  Prandtl 수로 다음

과 같이 정의된다.

      k
DhNu H=

                                              (3-3-11)

      µ
ρ HDV

=Re
                                             (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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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CP µ

=Pr
                                               (3-3-13)

여기서

h : 열 달 계수(heat-transfer coefficient)

DH : 수력 직경(hydraulic diameter)

k : 열 도도(thermal conductivity)

μ : 동 성도(dynamic viscosity)

      식(3-3-3)  식(3-3-9)∼식(3-3-13)과 환형부에서 온도강하(T4-T5)

를 T∆ 로 놓고 정리하면 환형부에서 치수는 다음과 같은 계식으로 정리된다.

      

5
0

5
4

4
4

5 4

)4()2( TmCDDDD HH ∆=+ −

ρπ
&

                        (3-3-14)

여기서 C0와 C1은 상수로 다음과 같이 표 된다.

      

51
0 )(

Q
CC π

=
, 

4.08.08.0
1 Pr021.0 −= µρkC

(3) 조합된 1차 HGD의 환형부 구조정산방법

      

앞 의 ①, ②  ③항에서 소개된 3가지 구조정산방법들은 열평형식을 만

족하지 않는다 해도 동심축 이  구조의 1차 HGD 구조물이 고온  고속의 

헬륨기체 유동에 의한 유동기인진동 상에 둔감하도록 제안된 간단한 구조정산 방

법이다. 그런데 상기 3가지 구조정산방법과 앞 의 ④항의 열평형 모델을 조합하면 

열평형식을 만족하면서 유동기인진동 상에 둔감한 구조가 되도록 환형부에 한 

구조정산이 가능하다. 본 에서는 이를 조합한 방법과 련식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   등속 모델과 열평형 모델 조합(CFV+HB)

등속 모델과 열평형 모델을 조합한 경우에 환형부의 치수 DH는 식(3-3-3)

의 연속방정식과 식(3-3-6)의 계식으로부터 구할 수 있는데 아래의 식(3-3-15)와 

같이 표시된다. 따라서 환형부의 구조정산에서는 식(3-3-14)와 식(3-3-15)를 동시에 

만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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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
1

2
44 )( DDDD

cold

hot
H ρ

ρ
++−=

                            (3-3-15)

(나) 등유량 모델과 열평형 모델 조합(CFR+HB)

등유량 모델과 열평형 모델을 조합한 경우에 환형부의 치수 DH는 식

(3-3-3)의 연속방정식과 식(3-3-7)의 계식으로부터 구할 수 있는데 아래의 식

(3-3-16)과 같이 표시된다. 따라서 환형부의 구조정산 결과는 식(3-3-14)와 식

(3-3-16)을  동시에 만족해야 한다. 

      
5.02

1
2
44 )( DDDDH ++−=                                  (3-3-16)

(다) 등수두 모델과 열평형 모델 조합(CHH+HB)

등수두 모델과 열평형 모델을 조합한 경우에 환형부의 치수 DH는 식

(3-3-3)의 연속방정식과 식(3-3-8)의 계식으로부터 구할 수 있는데 식(3-3-17)과 

같이 표시된다. 따라서 환형부의 구조정산 결과는 식(3-3-14)와 식(3-3-17)을 동시

에 만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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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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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17)   

(4) 1차 HGD의 구조정산 

      200MWt  원자력수소시스템의 1차 HGD의 비제원은 600MWt  

GT-MHR  참조원자로의 자료를 이용하여 결정하 고(송기남 외 2008) 그 과정

은 다음과 같다. 1) 200MWt  원자력수소시스템의 고온 역에서 유동질량, 단

면 , 유속 등은 기의 참조 발 소 자료와 식(3-3-2)와 식(3-3-3)의 열출력  연

속방정식을 이용하여 정해진다. 2) HGD의 라이 (Liner tube; 재질은 Alloy 617 

사용) 내경을 결정하고 ASME B&P Code Sec. III의 Subsection ND에 따른 강도평

가를 통해 라이 의 두께를 결정한다. 3) 단열재 구조물에서 열 달과 강도평가를 

통해 단열재 구조물의 두께를 결정한다. 그런데 단열재 구조물 체의 두께는 

HTR-10의 설계자료를 참조하여 120 mm로 가정하 다. 4) 고온 역에서의 유

동질량을 고려하여 내부 (Inner tube; 재질은 Alloy 800H)  환형 의 치수와 

HGD 압력 (HGD pressure tube; 재질은 Mod.9Cr-1Mo)의 제원을 4가지 모델과 

강도평가를 이용하여 결정한다. 여기서 단 길이당 열속(heat flux) Q는 HTR-10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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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와 200 MWt  원자력수소시스템의 라이  직경을 참조하여 25.53 kW/m로 가

정하 다. 

(가) 간편한 방법에 의한 구조정산 

     

CFV 모델. CFR 모델, CHH 모델  열평형(HB) 모델로부터 구한 구조정

산 결과에 의하면 강도평가 결과는 모두 설계기 을 만족하고 있는데(송기남 외 

2008) 1차 HGD 구조물이 유동기인진동에 둔감해지도록 제안된 간단한 구조정산 밥

법론으로 결정한 치수는 열평형 모델로부터 결정한 치수와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구조정산 과정이 매우 간편하기 때문에 고온(약 950℃)에서 작동하는 동

심축 이 형 1차 HGD의 구조정산에 비 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본다.

(나) 조합된 방법에 의한 구조정산 

      

CFV 모델. CFR 모델, CHH 모델과  열평형 모델을 조합하여 구한 구조정

산 결과  강도평가 결과에 의하면(송기남 외 2008) 강도평가 결과는 모두 설계기

을 만족하고 있다. 특히 3가지 모델에 열평형 모델을 만족할 경우 구조정산 과정

이 (가) 에서 논의한 간편한 방법에 비해 다소간 복잡하나 좀 더 상세한 구조정산

에 이용될 수 있으며 모델들의 조합에 따라서는 해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HGD 고온구조 해석기술 개발

(1) 개요

       

HGD는 원자로 압력용기와 IHX 혹은 동력변환시스템(PCS)사이에 설치되는 

동축 배  형태의 냉각재 가스의 유로를 형성하는 구조물이다. 본 연구에서는 그림 

3-3-3의 HGD 구조에서 외부 압력경계를 형성하는 외부 용기(cross vessel)와 동 

용기의 내부에 동축으로 설치되는 내부 배 (inner pipe)의 비 치수 설계를 수행

하고, 각 튜 의 후보 재료에 해 고온 구조 설계코드를 이용한 구조 건 성 평가

를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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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 원자로 시스템  고온가스덕트 

  

       외부 용기의 후보 재료는 재 NHDD 원자로 압력용기의 후보 재료이기도 

한 Mod.9Cr-1Mo강 재료에 해 비 치수 설계  설계 평가를 수행하 다. HGD 

구조는 원자로 압력용기와 합이 되는 구조부이며, 이종 속 용 을 피하기 해

서는 HGD 구조와 원자로 용기의 재료를 동일한 것으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GT-MHR에서도 HGD  원자로용기의 재료를 Mod.9Cr-1Mo강으로 선정한 바 있

다. HGD의 외부 용기와 내부 배  사이에는 490°C의 온 He 냉각재가 흐르는데, 

외부 용기 안쪽에 열 연을 한 테이퍼(taper) 튜 가 설치되어 일반 으로 약 70

기압의 높은 일차 하 을 받는 외부 용기 벽면은 490°C보다 상당히 낮은 온도에서 

운 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Mod.9Cr-1Mo강 재질의 외부 용기가 490°C를 겪

는다고 보수 으로 가정하고, 고온 설계지침인 미국의 ASME Section III 

Subsection NH와 랑스의 RCC-MR을 따라 크리 -피로 손상 평가를 수행하고, 

두 결과를 비교 분석하 다(이형연 외 2008).

       내부 배 (혹은 내부 )은 외부 용기 안에 설치되는 배  구조로서 압력경

계를 이루는 구조는 아니지만 외부 용기보다 더 높은 온도에 노출된다. 본 연구에

서는 내부 배 의 후보 재료를 Alloy 617과 Alloy 800H로 선정하고, 이에 한 고

온 설계평가를 수행한 후 재료별(Alloy 617, Alloy 800H), 고온 설계코드별(Draft 

Code Case for Alloy 617, ASME-NH  RCC-MR)의 거동 특성을 비교 분석하

다. 특히 고온가스로에 용을 목 으로 Alloy 617이라는 하나의 재료에 해 개

발되었던 고온 설계코드인 Draft Code Case for Alloy 617은 아직 설계 평가 차

가 일부 미비하고, 필요 데이터가 상당 부분 빠져 있는 ‘Draft Code Case’ 상태에 

있지만, 이 코드를 고온 설계에 용할 경우 어떤 결과가 나오고, 한 어떤 안 

이슈들이 있는지를 도출해내기 해 내부 Alloy 617 재질의 튜  구조가 550°C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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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될 경우에 한 설계 평가를 수행하 다. 한 내부 배 이 동일 하  상태에 

놓이지만 재료만 Alloy 800H 재료로 바 는 경우에 해 설계코드인 ASME-NH와 

RCC-MR을 따라 크리 -피로 손상 평가를 수행하고, 세 개의 설계코드를 따른 평

가결과를 비교 분석하 다.

       ASME-NH와 RCC-MR은 주로 550°C 이하의 온도에서 운 되는 구조물에 

한 설계 지침으로서 Mod.9Cr-1Mo강과 같은 일부 재료의 용 부 설계를 제외하

고는 재 설계 차가 잘 정비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1980년 에 개발된 후 

업그 이드가 아직 이루어지 못하고 있는 Draft Code Case for Alloy 617 코드는 

고온 구조물의 설계에 용하기에는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이 남아 있는 상태이

다. 본 연구에서는 Draft Code Case를 NHDD의 HGD 내부 배 에 용함으로써 

구체 으로 Draft Code Case 고온설계 용 련 어떤 기술 안이 있는지, 기존의 

고온 설계 코드와는 재료  평가 차에 따라 크리 -피로 손상 평가결과에서 어

떤 차이가 발생하는 지에 해 분석하 다. 한 HGD 내부배 의 재료 후보 의 

하나인 Alloy 800H강을 사용했을 때와의 비교 분석을 해 동 재료의 설계 차가 

제시된 ASME-NH  RCC-MR을 따라 설계 평가를 수행하고, 동 결과를 Draft 

Code Case for Alloy 617을 따른 평가 결과와 비교 분석했다.

(2) HGD 구조

     

NHDD의 원자로 구조계통은 그림 3-3-3(a)에서와 같이 크게 3 부분으로 나

어진다. 그림 3-3-3(a)의 오른쪽은 헬륨 냉각재를 노심을 통과시켜 고온으로 만들

어주는 원자로 계통이고, 왼쪽은 고온의 헬륨 냉각재를 받아 기를 생산하는 동력

변환 시스템(PCS) 혹은 IHX이며, 원자로 계통과 동력변환 장치 혹은 IHX를 연결

하는 HGD의 3부분으로 구성된다.       

원자로용기와 IHX를 연결하는 HGD는 동축 배  형상이며, 그림 3-3-3(b)

에서와 같이 온 헬륨이 동축의 외곽 공간을 통과하여 원자로용기로 들어가면 원

자로용기의 벽면을 따라 상부 넘으로 이동한 다음 방향을 바꾸어 원자로 노심

을 에서 아래로 통과하면서 냉각재는 고온이 된다.

그림 3-3-4. Hot Gas Duct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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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GD의 내부 배 에는 원자로용기로부터 IHX로 고온의 헬륨가스가 흐르

고, 외부 용기(cross vessel)와 내부 배  사이의 환형 공간으로는 그림 3-3-4(b)에

서와 같이 IHX로부터 원자로용기로 향하는 490℃의 온 헬륨가스가 흐르게 된다. 

내부 배 의 내면에는 탈부착이 가능한 세라믹 이버 연체가 설치되어 내부 배

 벽면이 고온 가스에 직  하지 않도록 하고, 한 고온가스로부터 온가스

로의 열손실을 최소화시킨다. HGD 내부 배 의 열팽창 수용을 해 3개의 벨로스

(폭 200-500mm)를 우측, 앙  좌측에 잠정 으로 배치하 으며, HGD과 노심 

 IHX 용기의 연결부는 ‘clamped with bolted joint of flange' 형태로 체결한다.   

 HGD 내부 배 의 안쪽으로 연을 해 liner (5mm), multi foiled metal 

insulation (30mm), partition plate (5mm), fibrous insulation (60mm) 등이 설치된

다.

(3) HGD 구조해석 모델링

       HGD 구조의 고온구조 건 성 평가에서는 세 가지 항목, 즉 응력제한치, 변

형률 제한치  크리 -피로 제한치에 한 검토가 요구된다. 그런데, HGD 구조의 

압력경계를 이루는 외부용기는 원자로용기  IHX가 HGD 고도에서 슬라이딩 패드

에 의해 지지되어 외부 용기의 열팽창에 따른 열응력의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설계

되고, 내부 배 도 벨로스의 채택에 의해 응력  변형률 제한치는 통상 크게 문제

가 되지 않지만, 크리 -피로 손상에 한 검토는 필요하게 된다.

       먼  HGD 구조에서 크리 -피로 손상 평가의 상이 되는 외부용기와 내

부 배 의 형상  제원은 그림 3-3-5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길이 2.4m 부분

에 해 고려하 다. 외부 용기의 두께는 50mm, 내부 배 의 두께는 5mm인 경우

에 해 평가를 수행하 다.

그림. 3-3-5 HGD 제원 

       HGD 구조의 FE 해석 모델링에서 외부용기에 한 모델은 그림 3-3-6(a)에

서와 같이 그림 3-3-5(a) 비 1/8 부분을 모델링하 고, 내부 배  구조에 해서

는 그림 3-3-6(b)에서와 같이 축 칭으로 모델링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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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6. HGD FE 해석 모델 

       유한요소해석 모델링의 경계조건에서 외부 용기 모델에 해서는 슬라이딩 

패드의 설치를 고려하여 모델의 칭성과 열팽창을 허용하도록 모델링하 고, Alloy 

617 는 Alloy 800H 재료를 후보 재료로 하는 내부 배 모델에 해서는 길이 

2.4m의 배  양단을 축방향으로 구속하 다. 이 가정은 내부 배  모델에 벨로스가 

설치된다는 을 고려하면 과도하게 보수 이지만, 본 연구에서 축방향 경계조건을 

풀어주면 열응력 수 이 무 낮게 나타나 크리  피로 손상이  계산되지 않기 

때문에 두 재료의 크리 -피로 손상 값의 비교  Draft Code Case for Alloy 617

과 ASME-NH  RCC-MR 등의 설계 코드 간 비교를 해 축방향 경계조건을 보

수 으로 고정한 것이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HGD 구조에 Draft Code Case 

for Alloy 617의 용을 통해 동 Draft 설계코드의 기술 안  보완이 요구되는 

항목들을 도출하 다.

그림 3-3-7. 열하   온도 데이터 

       크리 -피로 손상평가를 한 과도조건으로서 먼 , 외부 용기에 해서는 

열하 을 그림 3-3-7(a)에서와 같이 90°C에서 490°C(Th=490°C)까지 가했다. 그림 

3-3-4(b)의 입구(inlet) 헬륨 온도가 490°C일 때 실제 외부 용기의 벽면 온도는 

Taper 튜 의 설치로 인해 실제 그 보다 상당히 낮게 나타나겠지만, 외부용기는 

Mod.9Cr-1Mo강 재질이고, 동 재료에 해서는 ASME-NH에서 371°C 이상에서는 

크리  손상의 검토를 요구하고 있어 본 해석에서는 외부 용기의 정상상태 온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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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으로 490°C까지 올라간다고 가정하고 평가를 수행하 다.

       내부 배 에 해서는 그림 3-3-7(a)에서 90°C에서 550°C(Th=550°C)의 열

하 을 받는 과도에 해 고려하 다. 유지시간은 두 가지 구조 모두 10,000시간

(1.14년)을 한 사이클로 정했다. 이와 같은 열 하 을 주었을 때 액체 속로의 고온 

구조시험 연구에서 실제 측정한 Alloy 800H의 온도수집 데이터는 그림 3-3-7(b)에

서와 같이 나타났다. 본 해석에서는 Alloy 800H 구조재료에서 측정한 동 온도데이

터가 인코넬 계열인 Alloy 617 재료에 해서도 같게 나타난다고 가정하고, 크리

-피로 손상평가를 수행했다. 기계  하 으로서 압력경계를 이루는 외부 용기에 

해서는 7 MPa의 압력하 을 가했고, 내부 배 에 해서는 기계  하 을 가하지 

않았다. 즉, 본 내부배 에는 그림 3-3-7(a)의 열하 만이 작용하며, 유지시간은 

10,000시간, 경계조건은 양단 고정이며, 이 경우에 해 두 가지 재료(Alloy 617, 

Alloy 800H)에 해 설계코드(Draft CC A617, ASME-NH, RCC-MR)를 따라 크리

-피로 손상평가를 수행했다.

       내부 배 의 후보 재료는 Alloy 617과 Alloy 800H이며, 이들의 ASME 코드

에 명시된 화학조성비는 표 3-3-2에서와 같이 모두 高니 의 인코넬 강이다. 재료

의 항복강도  열팽창계수는 표 3-3-3에 5개의 재료(Alloy 617, Alloy 800H, 

304SS, 316SS  Mod.9Cr-1Mo강)에 해 제시하 다. 표 3-3-2에서 보는 바와 같

이 Alloy 617은 Alloy 800H와 스테인리스강보다 항복강도가 더 크며, 열팽창계수는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 고온 재료로서 비교  우수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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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2. Alloy 800과 Alloy 617의 화학조성비[1,3] 

6.8
7.0

-

414
218

-
-

Mod.9Cr-
1Mo

9.3
9.5

10.0

10.0
10.4
10.7

9.9
10.2
10.6

7.8
8.1
9.0

482oC

αm (*)       593oC
815oC

172
108
90
-

207
114
90
-

207
101
65
-

241
159
154
77

RT
YS (Mpa) 600oC

815oC
982oC

Alloy 
800H316SS304SSAlloy 617

6.8
7.0

-

414
218

-
-

Mod.9Cr-
1Mo

9.3
9.5

10.0

10.0
10.4
10.7

9.9
10.2
10.6

7.8
8.1
9.0

482oC

αm (*)       593oC
815oC

172
108
90
-

207
114
90
-

207
101
65
-

241
159
154
77

RT
YS (Mpa) 600oC

815oC
982oC

Alloy 
800H316SS304SSAlloy 617

표 3-3-3 Alloy 617, Alloy 800H  Mod.9Cr-1Mo강의 물성치

         (*) Mean thermal expansion coefficient (in/in-
o
F x 10

6
)

       

Draft Code Case for Alloy 617에는 변형률 범 , 크리 -피로 손상 평가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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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oy 617의 등시곡선이 1200°F(649°C)에서부터 1800°F(982°C)까지 100°F 간격으로 

제시되어 있다. 즉, Alloy 617 재료에 해서는 일반 고온 설계를 한 온도범 인 

427°C～649°C까지는 등시곡선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그 온도범 에서의 엄 한 변

형률  크리 -피로 손상 평가는 재 불가한 실정이다. 한 Alloy 617 재료의 

단응력 값은 1100°F(593°C)에서 1800°F(982°C)까지 제시되어 있고, 피로곡선은 

1300°F(704°C), 1600(871°C), 1800°F(982°C)의 세 가지 온도에 해 Draft Code 

Case에 제시되어 있다. 재 Draft Code Case에서 단응력 값은 일반 고온 설계 

온도범 인 427°C～593°C까지, 피로곡선은 427°C～704°C까지 물성치가 제시되어 있

지 않은 상태이다.

(4) 고온 설계코드를 따른 크리 -피로 손상 평가

(가)  외부 용기의 손상 평가

       Mod.9Cr-Mo강 재질의 외부 용기에 한 크리 -피로 손상 평가는 

ASME-NH  RCC-MR을 따라 수행하고, 두 결과를 비교하 다. 1/8 모델에 한 

해석 결과 수평 방향의 변형률(ε11),  수직 방향의 변형률(ε22)  변형률 ε33은 그림 

3-3-8(a)  그림 3-3-9에서와 같이 상당히 낮게 나타났고, 7 MPa의 내압 작용에 

따른 최  Mises 응력은 그림 3-3-8(b)에서와 같이 약 96 MPa로 나타났다.

그림 3-3-8. 수평방향 변형률 (ε11)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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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9 Mises 응력  변형률(ε22 and ε33) 분포

① ASME-NH를 따른 크리프-피로 손상 평가 (Mod.9Cr-1Mo강)

ASME-NH 코드에는 외부 용기 재료인 Mod.9Cr-1Mo강에 한 크리 -피

로 평가 차가 잘 정비되어 있다.  ASME-NH를 따른 크리 -피로 손상의 평가 

차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두 하  과도상태(피크와 밸리)에 해 변형률 성분들을 구한 후 ASME-NH의 

차를 따라 ,eqiv iε∆ 값을 계산한다.

- max , maxeqiv iε ε∆ = ∆ 로 놓고, 

*
2

mod max
S K
S

ε ε
⎛ ⎞

∆ = ∆⎜ ⎟⎜ ⎟
⎝ ⎠ 를 계산한다.

- 

1 2 3
0.52 2 2

1 2 2 3 3 1

T.F
1 ( ) ( ) ( )
2

σ σ σ

σ σ σ σ σ σ

+ +
=

⎡ ⎤− + − + −⎣ ⎦ , 
max

3e
m

K E
K

S
ε∆

⋅
을 계산한다.

- 
'1 ( 1)v vK f K= + − 를 계산하고, 총변형률 범  modt v cK Kε ε ε= + ∆ 을 계산한다. tε 에 따

른 피로 수명을 계산한다.

- 크리  손상은 10,000시간 유지시간에 해 평가한다. Sj는 총변형률과 등시      

 곡선으로부터 결정한다. 단축상태에 한 Sj로부터 다축상태의 Sr을 결정한다.    

  0.8 ( )r j j rS S G S S= − −

- ( ) / ' ( ) /0.67K KS K S= 로부터 크리  단시간을 계산한다.

- 크리 -피로 손상은 선형합산법(LDSR)에 기 한 것으로 다음 식으로부터 계산한

다.

     1 1

p q

j kd d jj

n t D
N T= =

⎛ ⎞ ⎛ ⎞∆
+ ≤⎜ ⎟ ⎜ ⎟

⎝ ⎠ ⎝ ⎠
∑ ∑

(3-3-18)

ASME-NH에서 Mod.9Cr-1Mo강에 한 크리 -피로 포락선은 그림 

3-3-10에서와 같이 교 이 (0.1, 0.01)로 특히 크리  허용 역이 매우 작게 제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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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Mod.9Cr-1Mo강 재료에 해 ASME-NH를 따른 크리

-피로  손상 평가를 수행한 결과 다음 식에서와 같이 ASME-NH가 제시하고 있

는 피로수명 108사이클과 크리  단수명 30만 시간을 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NHDD의 외부 용기는 그림 3-3-7(a)의 하   7 MPa의 압력하  하에서 

크리 -피로 손상의 수 은 낮게 나타났지만, 그림 3-3-10에서와 같이 

Mod.9Cr-1Mo강에서는 설계 허용 역이 교  (0.1, 0.01)을 갖는 좁은 역이기 때

문에 총 고온 유지시간이 길어질 경우 크리 -피로 손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8 33786310
n t D∆

+ ≤
>  (3-3-19)

0 0.2 0.4 0.6 0.8 1.0

0.2

0.4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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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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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oy 800H (ASME-NH)

Mod.9Cr-1Mo (RCC-MR)
Alloy 800H (RCC-MR)

(0.01, 0.1)

Mod.9Cr-1Mo (ASME-NH)

그림 3-3-10. 크리 -피로 포락선

② RCC-MR을 따른 크리프-피로 손상 평가

       

외부 용기 재료가 Mod.9Cr-1Mo강일 때 RCC-MR을 따른 크리 -피로 손

상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RCC-MR에서는 총변형률 범 의 계산에서 네 개의 항

으로 분리 계산한 후 합산한다.

 

1
m a x

2 (1 )
3

t o t

E
σε ν

⎛ ⎞∆
∆ = + ⎜ ⎟⎜ ⎟

⎝ ⎠ (3-3-20)

2
[ 0.67( ]m b L m

H

P P P P
E

ε
∆ + + −

∆ =
(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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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fic iKεε ε ε ε ε∆ + ∆ + ∆ = ∆ + ∆ (3-3-22) 

( )1 2
2 1 3
3 2(1 )fic tot i i

E
E

νε σ ε ε ε ε
ν

⎛ ⎞+
∆ = ∆ − ∆ ∆ + ∆ − ∆⎜ ⎟+⎝ ⎠ (3-3-33)

( )4 11vKε ε∆ = − ∆ (3-3-34)

1 2 3 4el plε ε ε ε ε+∆ = ∆ + ∆ + ∆ + ∆ (3-3-35)

       

크리  손상 평가를 해 Mod.9Cr-1Mo강에 해 cyclic curve 데이터를 이

용하여  
*

σ∆ 를 계산하고, 이어서 

*

0.2 min2( )p
R

R
σ∆

=
, sK 를 계산한 후 크리  손상 평

가를 해 유지응력 kσ 을 계산하고, 다음 계산을 진행한다.

0

1Mean [ 0.67( )]dt
T

m b L mP P P P P
T

= + + −∫ (3-3-36)

       

RCC-MR의 A3에 제시된 Mod.9Cr-1Mo강의 크리  식을 이용하여 크리  

변형률을 계산한다. 그 후 체 변형률, el+pl crε ε ε∆ = ∆ +∆ 을 계산하고, 이에 따른 피

로 수명(Nd)을 계산한다. 이어서 / ' ( ) / 0.9K KK Sσ = 로부터 크리  단시간(Td)을 계

산한다. 이상의 차를 거치면 RCC-MR을 따른 Mod.9Cr-1Mo강의 손상평가 계산 

결과는 피로손상에 해서는 아래의 식에서와 같이 RCC-MR이 제시하고 있는 피

로수명 107 사이클을 과하지만, 크리  단 수명은 ASME-NH에 비해 상 으

로 짧게 나타났다. 여기서 주의를 요하는 것은 그림 3-3-10에서와 같이 크리 -피

로 선도에서 ASME-NH의 크리  부분의 제한치가 RCC-MR 제한치의 30분의 1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제로 크리  손상은 ASME-NH가 상 으로 더 크게 나타난

다는 이다.

7 75555.61 10
n t D∆

+ ≤
> × (3-3-37)

(나) 내부 배 의 손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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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Draft Code Case Alloy 617을 따른 손상 평가

       

내부 배  재료가 Alloy 617일 때 크리 -피로 평가에 한 물성치가 일부 

미비하지만, Draft CC A617을 따른 크리 -피로 손상의 평가 차는 의 

ASME-NH에서와 동일하다. 다만 크리 -피로 포락선의 교 은 그림 3-3-10에서

와 같이 (0.1, 0.1)로 다르고, 피로강도  크리  단 강도 등의 다른 물성치들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 Draft CC A617을 따른 크리 -피로 손상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다.

18.8 82732
n t D∆

+ ≤
(3-3-38)

② ASME-NH를 따른 손상 평가

       내부 배  재료가 Alloy 800H일 때 ASME-NH를 따른 손상 평가는 의 

Mod.9Cr-1Mo강인 경우와 동일한 차를 따른다. 다만 Alloy 800H의 크리 -피로 

포락선의 교 은 그림 3-3-10에서와 같이 (0.1, 0.1)로 다르다는데 유의할 필요가 있

다. 크리 -피로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42.4 396.9
n t D∆

+ ≤
(3-3-39)

③ RCC-MR을 따른 손상 평가

 내부 배  재료가 Alloy 800H일 때 RCC-MR을 따른 손상 평가도 외부 용

기에서의 Mod.9Cr-1Mo강인 경우와 동일한 차를 따라 평가를 수행한다. 다만 

RCC-MR에서는 Alloy 800H를 포함한 등재 재료들에 해 크리 -피로 포락선의 

교 은 그림 3-3-10에서와 같이 (0.3, 0.3)로 설정되어 있다데 유의할 필요가 있다. 

크리 -피로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970.4 270.5
n t D∆

+ ≤
(3-3-40)

       

내부 배 에 해 ASME-NH와 RCC-MR을 따라 손상을 평가한 결과는 

의 식에서 보는 바와 같이 ASME-NH가 피로수명이 42.4 사이클로 970.4 사이클의 

RCC-MR보다 보수 으로 나타났고, 크리  단 시간은 ASME-NH가 369.9 시간

으로 RCC-MR의 270.5 시간보다 크게 나타났다. 여기서 주의를 요하는 것은 크리

 손상에서 크리  단 시간 tr 값을 기 으로 할 때 RCC-MR이 ASME-NH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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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작아서 동일한 유지시간에 해 RCC-MR에서 더 큰 손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실제 크리 -피로 설계 허용 포락선에서 보면 결과는 달라진다. 즉 그

림 3-3-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Alloy 800H에 해 포락선의 이 ASME-NH는 

(0.1, 0.01)인 반면 RCC-MR은 (0.3, 0.3)로 크리  허용 역이 1/30 이하가 되므로 

ASME-NH(tr=369.9 hr)는 RCC-MR(tr=270.5 hr)에 비해 크리  손상 평가에서 상

당히 더 보수 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내부 배 의 경우에도 외부 용기에서와 

같이 동일한 유지시간 하에서 크리 -피로 포락선하부의 허용면 이 작기 때문에 

ASME-NH의 평가결과가 RCC-MR의 평가결과보다 크리  손상이 더 크게 발생한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내부 배 에 한 이상의 세 경우를 종합하여 정리하면 다음의 표 3-3-4에

서 보는 바와 같이 변형률  크리 -피로에 한 각 손상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

다. 여기서 피로  크리  손상은 피로 수명(Nd)  크리  단 수명(Td)이 짧을

수록 이 수명 값이 분모로 들어가므로 동일 크리 -피로 하 에 해 손상이 커진

다.

 - 총변형률 : ASME-NH > Draft CC A617 > RCC-MR

 - 피로손상 : Draft CC Alloy 617 > ASME-NH > RCC-MR

 - 크리 손상 : ASME-NH > RCC-MR > Draft CC A617

의 결과에서 Draft Code Case for Alloy 617과 다른 두 코드(ASME-NH, 

RCC-MR)에 따른 평가결과의 차이는 서로 다른 재료가 사용되었기 때문에 코드가 

갖는 보수성이 와 같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각 재료에 해당 코드를 

용했을 때 손상의 정도가 와 같이 평가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 재료 설계코드
Nd 

(*)  

(사이클)
Td 

(**)  (시간)

외부 용기
Mod.9Cr-1

Mo

ASME-NH > 108 337863

RCC-MR > 107 75556

내부 배

Alloy 617
Draft CC Alloy 

617
18.8 82732

Alloy 800H
ASME-NH 42.4 396.9

RCC-MR 970.4 27.05

표 3-3-4. 크리 -피로 손상 평가결과 종합 비교 

  

      Nd
(*): 설계 허용 피로 수명

  Td
(**)

 : 크리  단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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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ft CC A617에서 주의를 요하는 것은 본 Draft Code Case에는 아직 물

성치들이 미비된 부분이 많아 평가를 해 코드에 제시된 더 높은 물성치(등시곡선, 

피로곡선, 크리  단시간 등)를 용했거나 일부 가정이 용되었기 때문에 코드

를 따른 정확한 정량  평가는 수행되지 못했다는 이다.

이상의 크리 -피로 손상 평가결과를 종합해보면, Alloy 800H 재료를 사용

할 때 ASME-NH는 RCC-MR에 비해 변형률, 피로손상  크리  손상 등 모든 

경우에 해 더 보수 인 결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Alloy 617재료를 사용하고, 

Draft Code Case를 용하여 평가를 수행할 경우 피로손상은 ASME-NH와 

RCC-MR에 비해 더 크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크리 손상에 해서는 

ASME-NH와 RCC-MR에 비해 훨씬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Alloy 617 재료

의 고온 크리  강도와 열팽창계수가 표 3-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Alloy 800H보

다 우수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다) Draft Code Case for Alloy 617의 기술 안

       Alloy 617 재료에 한 설계평가 안인 Draft Code Case for Alloy 617에

서 기술 안으로 부각된 사항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열  기계  물성치 미비

   + 열 도도

   + 비열

   + 평균 열팽창률 등

   + 피로곡선 (1300°F, 1600°F, 1800°F 세 경우에 해서만 제시)

   + 용 부 단 인자(stress rupture factor) 미비

  - 427°C～649°C 온도 범 의 등시 응력-변형률 곡선 미비

  - 크리 -피로 손상 평가법 개발 필요

    Draft Code Case for Alloy 617에서 에 띄는 취약 은 ASME-NH의 선형손

상합산법칙(Linear Damage Summation Rule)을 그 로 사용한다는 이다. 이 

법칙은 스테인리스강 재료의 cavity 성장에 기 하여 개발된 손상 평가방법으

로서, 인코넬 계열의 Alloy 617에서의 손상 양상과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에 

한 개발 는 수정이 요구된다.

   - 통합 소성 구성식의 개발  비탄성 평가 차의 제시가 필요하다. 고온에

서는 크리 -피로가 분리될 수 없고, 향이 커 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이에 

한 소성 구성식의 개발이 필요하다.

   - 649°C 이상 온도에서의 단순화된 라체  평가 차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 Draft Code Case의 보수성 정량화  검증을 한 재료  구조 시험이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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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SME Section III의 온 rule(NB)에 Alloy 617 련 지침의 추가가 필요하다.

3. Compact 열교환기 제작기술 평가

가. Haynes 230 용 물의 기계  특성

(1) Haynes 230 재료  용 성

   

Ni계 합 은 고온에서 높은 강도와 내 부식성을 가지고 있다. 일차계통에 

쓰이는 재료는 오랜 기간 동안 열 인 안정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간정도의 

creep 강도, 그리고 가공성  용 성이 우수해야 한다. 이를 만족하는 재료로서 Ni 

계의 solid solution 강화 super 합 이 가장 합한 재료로 기 되고 있다. 

Ni계 재료에 해서는 Hynes 230, Alloy 617, Hastelloy XR, Hastelloy X 

등에 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Alloy 617의 경우 creep 특성은 우수하나 산화막

(oxide film)을 형성하지 못해 매우 낮은 내 부식성을 가지고 있다. 더욱이 매우 높

은 Co 함유량은 성자 조사 방사화 상을 크게 하여 방사선 오염을 발생시킬 수 

있다. Hastelloy XR은 고온가스로 운 조건에서 매우 합한 재질로 고려되나 

creep 특성이 좋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CEA에서는 이에 한 안으로 

Haynes 230 재료를 선택하여 이에 한 실험 자료를 구축하고 있다.  Haynes 230

은 W량이 많은 큰 carbide와 Cr량이 많은 매우 작은 carbide가 분산 석출되어 있는 

재료이다. Haynes 230 재료의 aging 시간에 따른 충격 괴 인성은 aging 기에 

크게 감소한 후 일정한 값을 유지하며, 인장특성은 aging 시간에 따라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단면의 경우 as-received 시편의 경우 연성 면을 보이며, aging 

시편의 경우 W량이 많은 carbide에서 dimple 양상을 보이는 inter-granular와 

trans-granular가 혼합된 단면을 보인다. 미세조직을 찰하는 경우 Cr량이 많은 

carbide에서도 작은 dimple이 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850℃의 여러 조건에서 얻은 creep 곡선에 의하면 Hynes 230의 경우 고온

에서 연성 감소 상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Alloy 617 합 과 

Haynes 230 합 은 비슷한 creep 특성을 보인다. 상온  고온에서 보이는 연성의 

감소는 고온가스로에 용할 수 있는 범 이다. 고온의 계통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속재로서 CEA에서는 기존에 고려하던 Alloy 617 이나 Hastelloy X, XR 신에 

Ni계의 Hayness 230 상용 고강도 재료에 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고온 재료 Haynes 230 재료에 한 용 성의 평가가 수행되어야 고온 구조

물에 한 제작성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Haynes 230 재료의 

GTAW(Gas Tungsten Arc Welding)에 한 용 성을 검토하고자 하 다. Haynes 

230은 표 3-3-5에서 보듯이 W량이 많은 Ni계 합 으로서 큰 carbide와 Cr량이 많

은 매우 작은 carbide가 분산 석출되어 있는 재료이다. 850℃ 에서 약 1000 시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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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Mg Si P S Cr Co Fe Al Ti B Cu La W Mo Ni

min 0.05 0.3 0.25 20 0.2 0.005 13 1
other

57

max 0.15 1 0.75 0.03 0.015 24 5 3 0.5 0.1 0.015 0.5 0.05 15 3

표 3-3-5. Chemical composition of Haynes 230  

지시키는 경우 W량이 많은 석출물 근처에 Cr량이 많은 이차 석출물이 발생하나, 

약 4000 시간 유지시키는 경우 더 이상의 미세조직상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Alloy 617 합 에 비해 Haynes 230 합 은 비슷한 creep 특성을 보이며, 상

온  고온에서 보이는 연성의 감소는 고온가스로에 용할 수 있는 충분한 범

의 값이다. 

Haynes 230 재료의 경우 GTAW 용  후 균열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굽힘 

시험  결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GTAW가 SMAW(Shilded Metal 

Arc Welding)보다 한 용 공정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용 부의 특성을 향상시

키기 해 GTAW 의 공정 연구가 필요하다. 한 그림 3-3-11에서와 같이 Ni이 

많이 포함된 재료의 경우 용   hot cracking 혹은 DDC(ductility dip cracking) 

에 한 균열의 발생이 상되므로 이에 한 기  연구가 필요하다.

                  

         

그림 3-3-11. Hot cracking and Ductility Dip Cracking mechanism

  

              

(2) 실험

  

       Haynes 230 재를 그림 3-3-12와 같이 한 개는 groove 가공하여 다층용

을 수행하는 경우와, 다른 한개는 제살용 을 하는 경우에 하여 비하 다. 그림 

3-3-13은 용 후의 시편 형상으로 제살용 의 경우 3 개의 비이드 겹침, 다층용

의 경우 8 개의 비이드 층으로 층하 다. 용 조건은 GTAW 방법으로써 류 

130 A, 용 속도 100 mm/min, 층간 온도 150℃ 그리고 20 ft
3
/min의 아르곤가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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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 으며, 제살용 은 120 A로 용 하 다. 용  filler는 AWS A5 

(ERNiCrWMo-1) 0.125" 직경 용  wire를 사용하 다. 용  후 목측으로 발견할 

수 있는 균열을 발생하지 않았으며 용 성 평가를 해 그림 3-3-14와 같이 인장시

편  U-bend 시편을 가공하 다.

그림 3-3-12. Haynes 230 plates 

for GTAW

 
그림 3-3-13. GTA welded 

specimens

       

  그림 3-3-14 Drawing of U bend specimen and tensile 

specimen(unit :mm)

       

     (3) 인장시험/U-bend 시험 결과

       그림 3-3-14는 실험에 사용된 용 물의 용 속부의 형상을 나타내고 있

다. 그림 3-3-15는 용 부의 미세조직을 찰한 그림으로서 용 속의 경우 주조

조직이 찰되며, 모재의 경우 재료의 고온 강화를 한 것으로 보이는 작은 크기

의 석출물들이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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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5. Cross section of weldment

그림 3-3-16 Microstructures of (a) weld metal and (b) base metal

GTAW 용  후 후열처리 없는 경우 참고문헌에서는 다음과 같은 물성이 

보고되어 있다. 

   - 항복강도 : 454 MPa

   - 인장강도 : 680 MPa

   - 연신율 : 27 %

   - 단 부  : weld metal

본 연구에서는 실험조건에 따라 제작된 시편의 인장 강도를 측정하여 참고

문헌의 자료와 비교하 다. 그림 3-3-17에서 보듯이 용 속 부에서 단이 발생

하 으며 시편에서 얻어진 평균 인장 물성은 다음과 같다.

   - 항복강도 : 440 MPa

   - 인장강도 : 780 MPa

   - 연신율 : 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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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3-17. Fractured tensile specimens 

                   

용 부의 건 성을 확인하기 해 U-bend 시험을 수행하 다. 그림 3-3-18

에서 보듯이 U-bend 시편의 경우 용 부에서 많은 잔 균열들이 확인되었으며, 굽

진 용 속부의 표면에 매우 거친 것이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외국에서 

보고되고 있는 용 부의 검사 결과와 유사하다. Haynes 230 모재의 경우 매우 우수

한 고온 물성을 나타내고 있으나 용 부의 경우 최  용 공정에 한 연구의 필요

성이 요구되고 있다. 

        

그림 3-3-18. U-bent specimen and its surface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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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순환기기 요소기술개발

가. 서 론 

고온가스로에서 헬륨순환기는 노심에서 발생한 열에 지를 간열교환기

(혹은 증기발생기)로 달하는 핵심 인 기능을 담당한다. 작동유체인 헬륨은 고온/

고압의 증기상태로 1차 계통을 순환하며, 냉각재의 유량을 조 하여 노심의 열출력

을 제어할 수 있다. 통상 으로 주순환기는 IHX(혹은 증기발생기) 용기 상단부에 

설치되며, 정상운  조건에서는 주순환기 만으로 작동유체의 순환을 주 한다. 원자

로 용기 하단에 치하는 보조 순환기는 연료 재장 이나 원자로 수리를 해서 원

자로를 정지 는 속 냉각시킬 때 는 냉각을 진시키기 해서 사용하는 보조 

순환기 장치이다.

순환기는 고온가스로에서 유일한 고속 회 기계류이기 때문에 신뢰성 있는 

원자로 운 과 안정 인 수소생산을 해서는 순환기 설계/제작에 필요한 핵심 요

소기술, 즉, 고속/장주기 회 체 설계기술, 고온/고수명/고신뢰도 베어링 설계/제작/

제어 기술, 고압 sealing 기술, 회 체 냉각기술, 비상시 시스템 보호  비상계통 

제어기술 등의 개발이 필요하다. 

상기와 같은 에서, 순환기의 고속/ 형 회 체를 지지하는 “ 형 고온 

자기베어링 설계/제작/운 /제어 기술”은 순환기의 고온가스로 설계 용  시 을 

해 반드시 필요한 차세  핵심 요소기술로 단되며, 자기베어링에 한 설계/제

작 기술은 서울 , KAIST, KIST  기계연구원을 심으로 한 국내 연구소  학

계에도 충분한 기술 인 인 라가 마련되어져 있다. 본 에서는 자기 베어링의 연

구/개발, 산업체 용, 기술 인 문제  등에 한 국제 인 황을 단 으로 살펴

볼 수 있는 국제학회인 International symposium on magnetic bearing(ISMB, 제11

회 학술 회가 2008년 8월 26-29까지 일본 나라에서 개최되었음)에 최근 투고된 논

문들을 심으로 반 인 기술 황을 정리하 고, 국 HTR 로젝트에서 수행된 

자기베어링 연구  용사례와 미국 NASA에서 수행된 고온자기 베어링과 련된 

연구 사례를 토 로, 고온가스로 헬륨순환기의 자기베어링 용에 한 기술분석

을 수행하 다.

나. 일반사항

       

자기베어링 시스템은 기계 , 기 , 자  요소로 구분되는 하드웨어 인 

구성요소들과 이를 제어/ 리/구동하는 제어알고리즘, 상태감시  진단 알고리즘 

등의 소 트웨어 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다. 먼 , 하드웨어 인 요소의 기계 인 

요소는 회 체, 보조베어링, 구동시스템, 실(seal) 등으로 구성된다.  기 인 요소

는 워엠 , 자기베어링의 자석 액추에이터, 력공 장치로 구성되며, 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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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는 시스템의 제어장치, 센서시스템, 신호처리  상태감시 장치 등으로 구성된

다.

자기베어링은 회 체의 거동을 자기력으로 제어하여 비 식으로 부상시

키는 방식의 베어링으로, 제어에 필요한 력소모량을 이고, 복잡한 제어 시스템

을 단순화하기 해 구자석을 부분 으로 활용하고 있다. 힘의 발생 원리에 따라 

리럭턴스 힘을 이용하는 방식과 로 쯔 힘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구분되는데, 자

는 자기장 내에 장된 에 지로부터 가상일의 원리에 의해 계산되는 힘으로 투자

율이 다른 두 매질( 를 들어, 자성체와 공기)을 통하여 자속이 흐를 때, 그 표면에 

수직한 방향으로 발생하며 투자율의 차이가 클수록 리럭턴스 힘도 커지는 원리를 

갖는다. 따라서 지지강성의 증가를 해 공기보다 투자율이 몇 천배 큰 강자성체를 

철심재료로 사용하게 된다. 이 경우에도 부상의 원리에 따라 다시 궤환제어가 필요

한 능동형, LCR회로를 활용하는 수동형, 부분  구  자석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나뉘게 된다. 로 쯔 힘을 이용하는 방식은 고정자와 회 자를 구성하는 방식에 따

라 네 그룹을 나  수 있는데, 동력을 이용한 수동형 부상방식, 와 류를 이용하

여 수동 부상을 구 하는 방식, 외부에서 인가된 교류 자속과 회 자에서 유도되는 

류의 상호작용을 이용하되 능동부상제어를 하는 방식, 끝으로 구자석 동기모터

를 이용하는 방식이다. 마지막의 방식은 회 체의 유도 류를 이용하는 신 구

자석을 장착하는 방법이며 토크를 반경방향 힘으로 환하는 원리를 갖는다. 아래 

표 3-3-6은 능동형 자기 베어링의 장단 을 요약하 다[김승종, 2003]. 

상기 기술된 자기베어링을 고온가스로용 순환기에 용하기 해서는 고온

에 따른 자성체 재질과 자장변화에 한 연구, 고온 베어링 형화 기술, 극한조건

(온도, 압력)에서의 제어기술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장

비 , 무윤활, 무마모

고속회 가능(회 체 재료강도가 한계), 

진공/청정/무균 등 특수 환경에 용가능, 

낮은 베어링 손실  간극수명

가제어성, 가감시성

정 구동가능, 가변동강성/동감쇄 계수(→가변임

계속도, 안정성 향상), 자동벨런싱 기능, 

실시간 감시  자기 진단 가능(신뢰성 향상)

단 기술의 성숙단계

높은 제작비(센서, 제어기, 엠 ), 장 문가 

부족, 신뢰성/안정성에 한 인식부족, 고온조건

일 경우의 문제 등. 

표 3-3-6. 능동형 마그네틱 베어링의 특징 

다. 자기베어링 연구개발 동향 

       

International symposium on magnetic bearing(ISMB)은 유럽과 미국,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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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심으로 매년 개최되는 자기베어링 련 국제학회로, 자기 베어링의 이론, 연구/

개발, 산업체 용, 기술 인 문제 , 센서기술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국제학회

로, 제 9회에서 11회 회는 미국 터키 Lexington, 스 스 Martingny, 일본의 고

도 Nara에서 각각 개최되었다. 2006년에 개최된 제 10회 회에서는 국의 HTR 

로젝트  자기베어링과 련된 몇 편의 흥미로운 논문이 발표(이 부분에 해서

는 아래에서 상세히 다룬다)되었으며, 제 11회 회는 표 3-3-7과 같은 발표주제로 

약 100여 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 Modeling and identification
- Control
- Components 
- Sensors, Actuators, Controllers
- Touch Down Bearing 
- Magnetic Actuator
- Self-bearing (Bearingless) Motor 
- Self-Sensing (Sensorless) Techniques

- Industrialization 
- Contact-Free Bearings for Flywheel
- Magnetic Suspension -
 Applications
- Micro Bearing 
- Ultra High Speed Bearing
- Safety and Reliability Aspects 
- Passive Suspension
- Related New Fields

표 3-3-7. 제 11회 ISMB 발표주제.

ISMB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은 일반 인 자기베어링에 련된 설계, 해석, 

진단, 센서기술, 제어, 요소와 재료, 안정성/신뢰성 평가 등에 한 (academic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산업체의 용 에서도 볼 수 있듯이 기술 으로 

상당히 성숙해 있음을 단 으로 알 있다.  세계 으로 자기베어링을 활용한 다양

한 산업체 용  응용기술, 효과 인 진단과 제어기술, 새로운 지지개념 등과 

련된 다양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아쉽게도 고온자기베어링이나 고

온가스로와 같은 특수한 용문제에 한 연구는 용의 희소성으로 인해, 별다른 

연구사례가 없어 왔던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재의 기술 인 성숙도로 볼 때, 필

요성과 실  가능성에 한 정책  뒷받침과 충분한 연구지원이 이루어지면, 고온

자기 베어링의 고온가스로 용에 필요한 기술 인 장벽들은 큰 어려움 없이 극

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라. INET HTR-10 헬륨순환기의 자기베어링 설계 련

       본 장에서는 국 INET에서 진행되었던 HTR 로젝트(Zuoi Zhang 외, 

2006)의 헬륨순환기 자기베어링에 한 설계특성, 소형 mockup 동특성 실험, 련 

연구 등에 하여 정리하면서, 고온 자기베어링의 고온가스로 헬륨순환기 용에 

한 문제에 해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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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TR-10 헬륨순환기 자기베어링

(가) 시스템 개요

       HTR 10 헬륨순환기에 용된 자기베어링은 동력 달계통 내부(압력경계 내

부)에 치하는 요소들( 자석과 센서)과 외부에 치하는 요소(제어기, 력공 장

치  기타장치 등)로 구성된다. 하나의 회 체 로터를 이용하여 발 기  터빈으

로 동시에 활용하는 개념이며, 4개의 반경방향 베어링과 두 개의 축방향 자기베어

링을 갖추고 있다. 축방향 베어링의 하 부하 능력은 회 체의 무게를 지탱해야 하

므로, 반경방향의 것보다 약 6배가 크다. 아울러, 비상시를 해, 상하 보조 베어링 

4개를 구비하고 있다. 보조베어링의 간극은 자기베어링의 간극보다 통상 半정도 작

다. 체 회 체의 무게는 약 1톤, 길이는 3.5 m, 회 속도는 약 15000 rpm까지로 

형, 고속회  조건으로 설계되었다. 1차와 2차 굽힘에 한 임계 주 수는 각각 

62 Hz와 141 Hz로 확인되었다.

(나) 능동형 자기베어링 설계

       하  부하능력을 감안하여 회 자와 고정자간의 간극을 설계하고, 기본제원

(치수  재질), 유효 회 체 길이, 량, 류 도, 자속 도 등을 설계해야 한다. 

이를 해서는 운 조건과 인 한 구조물 간의 간섭조건, 근가능성(수리  교환

을 한)등이 종합 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 치 감지 센서: 회 체의 변 는 통상 inductive(유도기 력 원리) 변 센

서를 사용하는데, 센서는 통상 고정자에 치하는 검출요소와 회 자에 치하는 

반응자로 구성된다. 검출  반응자는 통상 다수의 극을 갖고, 각 극에는 방향에 따

른 반경방향 변 (간극)를 측정할 수 있도록 그룹핑(grouping)되어 있다. 이처럼 자

기 베어링 설계에서 베어링의 거동을 측정하고 감지하여 제어할 수 있게 해주는 

치센서의 설계, 제조 능력도 상당히 요한 기술 인 요소라고 단된다. 아울러, 

극한 운 조건에서도 안정 인 기능을 갖는 센서를 개발하고, 검증하는 일도 요

한 핵심요소이나, 공개된 자료에는 이 부분에 한 기술 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다) 그 외 요소들

       제어기(A/D변환기, 데이터 획득  분석장비 등 포함), 컴퓨터, 력공 계

통, 그 외 보조장치, 보조 력공 계통, 이블과 결선 등도 요한 고려사항 에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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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형 mockup을 이용한 모형시험

       자기베어링을 원자력발 소의 동력 달계통에 용된 사례가 없으므로, 충

분한 이론해석과 더불어 스 일 모델과 모형을 활용한 일련의 검증시험을 수행할 

필요성이 있다. 유연 회 체 로터의 효과 인 제어  진단방법, 회 체가 임계속도

를 지날 때의 거동을 실험 으로 확인하기 하여 몇 가지 시험이 수행해야할 필요

가 있다. 

       유한요소법을 이용하여 회 자의 진동특성을 분석하 는데, 비교  간단한 

모델과 기 인 해석을 수행하 다. 자기베어링은 4개의 일정한 스 링강성을 갖

는 선형스 링으로 모델링하고, 강성과 감쇄특성은 스 링 요소의 입력물성을 바꾸

면서(tradeoff or tuning) 한 값으로 조정하 다. 해석의 입력 강성값은 실험

으로 얻어진 값을 그 로 사용하 는데, 기존의 베어링 강성보다 크게 작았다. 감쇄

조건는 해석의 단순화를 무시하 다. 모달 해석의 결과인 고유 진동수와 진동모드

는 치센서의 치를 결정하는데 활용되었다. 해석모델에는 자이로 효과가 반 되

어있지 않았다(회 체 동력학에서 자이로 효과를 빼면, 회 하지 않은 일반 보의 동

특성을 말하는 것임). 낮은 베어링 강성으로 인하여 두 개의 강체모드 주 수가 나

타났고, 이후에 두 개의 굽힘모드를 확인하 다. 참고로, 자기베어링의 자기 , 기

, 류 인 특성은 발열요소 들에 의한 온도변화와 연성되는 특성을 갖는다. 이러

한 상을 해석 으로 모델링하고, 유한요소법을 이용하여 특성을 분석하고, 실험

인 결과와 비교할 필요성이 있다.

(가) 임계속도 해석(회 체 동력학 해석)

  

       회 하는 물체와 회 하지 않는 물체의 동특성에 있어서의 근본 인 차이는 

자이로 효과에 있다. 회 하는 로터의 자유진동은 회 자의 축에 한 whirling거동

을 나타내는데, 회 의 조건에 따라 진방향 whirling, 후진방향으로 whirling할 수 

있다. 자이로 효과와 회 체의 whirling을 모달해석과 조화응답 해석모델에 반 하

면, 더 정확한 임계속도와 주 수에 한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제어기 설계에서 

단히 요한 부분이다. 상기 해석을 통하여 로터의 회 수가 증가됨에 따라 로터

의 고유진동수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자이로 효과를 반 하여, 계

산된 임계속도의 결과가 정확한지의 여부는 검증하지 않았으나, 해석 인 달함수

방법을 이용한 결과와 비교하여 해의 타당성을 얻었다.

   (나) 제어시스템 설계, 베어링 진단  측정

       로터 시스템의 제어를 한 제어알고리즘과 제어기 설계가 필요하다. 이를 

해서는 다시 제어기 동 거동을 정확히 모사하는 수학 인 해석모델이 필요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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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해석모델은 실험 인 결과와 비교하여 검증해야 한다. 아울러, 능동 자기베

어링의 거동과 진단을 해서 실시간으로 치를 측정하고 동작상태를 감시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3) HTR-PM(460MW  상업용 발 소 설계 로젝트)의 용

       HTR-PM(460MW  상업용 발 소 설계 로젝트)의 헬륨순환기 베어링으

로 한 능동형 자기베어링을 채택하 다. 회 체의 무게는 약 4.7톤, 회 속도는 

3200 rpm에 달한다. 베어링 기본설계 결과로 최  부하능력, 최  자속 도, 반경방

향 지지력, 최  가진 류, 온도, 회 속도 등이 결정되었다. 기본설계를 근거로 제

작된 베어링 성능확인을 한 일련의 시험이 진행되고 있다.

(4) 보조베어링 설계(Guojun, Y. 외, 2006)

       HTR 로젝트에서는 자기 베어링을 Power Conversion Unit(PCU)과 헬륨

순환기의 주 베어링으로 선정하 다. 특별히 회 체가 고속으로 회 할 때, 비정상

인 정지와 이상 작동을 비하여 자기베어링에는 보조베어링(retainer라고도 부

름)을 갖추게 된다. 이처럼 자기베어링은 보조 지지 베어링을 필수 으로 필요로 하

는데, 정상 운 조건에서 보조베어링은 비활성상태로 있다. 보조베어링의 간극은 통

상 50%정도로 자기베어링의 간극보다 작다. PCU 회 자는 길이가 7 m에 무게가 

략 1.5톤으로, 15000 rpm으로 회 하게 되고, 헬륨순환기 로터는 길이 약 1.5 m, 

0.24 톤, 약 5400 rpm으로 회 하게 되는데, 이러한 형 회 체에 한 보조베어링

을 설계하는 부분(아울러 고온의 운 조건도 감안이 된)이 기술 으로 큰 어려움이 

상된다고 한다. 이에 따라 보조베어링으로 용가능한 기존 베어링의 설계와 해

석, 동특성 분석, 그리고 온도 용 한계에 따른 단열과 냉각계통 설계에 해서도 

충분한 연구가 필요하다. 공개된 논문에서 다루는 내용은 다분히 비해석의 

에서 보조 베어링의 몇 가지 구조설계 안을 제시하고, 유한요소법으로 보조베어링

과 회 체에 작용되는 기본 인 응력해석과 동특성해석을 수행하 다. 이러한 이론 

해석결과는 HTR10 PCU의 보호계통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요한 방향을 제공할 

것이라고 한다. 

(5) 동특성 해석  실험(Xu Yang 외, 2006)

       자기베어링 설계를 해서는 기본 으로 회 체에 한 동특성 해석을 수행

하고, 모형을 활용한 실험을 통하여, 이론해석의 결과를 검증해야 한다. 국 HTR 

10 로젝트에서는 PCU의 개념설계로, 회 체는 수직으로 세워져 터빈과 압축기 

 동력발생기를 함께 수용하고, 상당히 큰 무게로, 15,000 rpm이상의 고속으로 회



- 283 -

하게 된다. 기술 인 어려움 에 하나는 원자로가 시작/정지하거나 출력이 변동

될 때, 회 체의 고유진동수가 동 안정성과 safety를 할 만큼 충분히 증가되는 

것인데, 이에 한 분석을 하여 해석 인 방식으로 동특성 해석이 먼  수행되었

다. 자기베어링의 강성이 회 체의 임계속도에 미치는 향에 해서 분석하 고, 

소형 시험장치를 이용하여 회 체의 고유진동수가 임계속도를 지날 때의 거동에 

해 분석하 다. 실험 인 결과는 회 체 동특성 분석결과와 제어방식이 타당함을 

보여 다. 

(6) 센서설계  용

       고온 자기베어링의 치센서로는 와 류를 이용하는 방식이 일반 이다. 일

로, 고온에서 활용가능하고 가로 제작될 수 있는 두꺼운 층필름을 이용한 센

서제작 기술 등이 소개되어 있다. 기본 으로 고온(300도 이상)에서 용가능한 

치감지 센서는 작동 분 기에서 감지  측정 기능과 신뢰도가 입증되어야 하며, 

장기간 사용해도 감도의 변화나 측정 신뢰도를 유지되어야 한다. 고온조건에서 사

용될 수 있는 상용 치 센서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고온가스로 

헬륨순환기 자기베어링의 센서개발을 해서는 센서 감도변화의 온도보상 문제와 

특수 고온 자성재료와 같은 재료 인 에서의 연구도 다분히 필요할 것으로 생

각된다.

마. 가스터빈용 고온자기베어링 설계 (Montague, G. 외, 2003)

       본 에서는 미국 NASA와 미군의 주 으로 수행되었던, 항공기  우주선 

발사체의 가스터빈에 용가능한 고온 자기베어링의 설계와 제조기술  성능시험

에 해서 기술한다. 

(1) 개요  련연구

       구름 베어링의 고온 용은 윤활재의 온도한계(약 270도)로 인하여 제한을 

받는다. 항공기 엔진을 포함한 고온 application에 용되는 부분의 볼베어링에서 

상기의 문제(윤활재의 degrading)로 인하여 부가 인 냉각시스템을 필요로 하며, 추

가되는 시스템의 복잡성과 경량화 요건 등을 고려하면, 자기베어링은 큰 안으로 

볼 수 있다. 고온 자기베어링의 실 을 해서 고려되어야할 첫 번째 사항은 고온

에서의 자성물질의 거동을 이해하는 것이다. Kueser, P.(1967)의 자료에 의하면  고온

장치에 사용되는 일반 인 8가지 기재료의 온도에 따른 기계   자기  성질 

등에 한 실험  데이터를 제시되어져 있으며, 열처리 효과에 한 몇 가지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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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정보와 기계  성질과 자기  성질 사이의 tradeoffs 문제 등이 언 되어져 있

다. 미국 공군 항공연구소의 Fingers 박사는 최근에 항공기에 사용되는 특수 재질

의 기재료에 한 내용을 추가하 으며, 인장  크립시험 데이터를 포함하여, 

thermal cycling  고온에서 오래 노출되었을 때, 자성재료의 기계 인 성질의 변

화에 해 기술하 다(Fingers, R, 1999). Scholten, J. R.(1997) 자료에 의하면 고온/고

속(540도, 22000rpm)에서 운 되고, 자기 으로 지지되는 축의 제어시스템 설계문제

에 한 실제 인 가 제시되어져 있다. 시험데이터를 제공하면서, 정상운 조건에

서의 회 축의 안정성문제에 해서도 언 하고 있다. Mekhiche, M.(3-2000) 자료에 

의하면 5만 rpm에서 운 되는 고온자기베어링의 설계, 제조, 시험에 하여 기술하

고 있으나 coil을 이용한 자기베어링 제작과정은 기술되어 있지 않다. Xu는 고온 자

성재료의 특성과 고온 변 센서 개발에 한 연구결과를 제시하 다(Xu, L. 외, 
2000).  본 연구에서는 가스터빈용으로 제작된 고온 자기베어링의 설계  제조과정

을 소개하기 하여, 구체 인 설계  제조과정에 해서 기술하고, 체 운 속도 

범 와 사용온도 조건에서 수행된 시험에 해 기술한다.

(2) 가스터빈용 고온 자기베어링 고정자 설계 

(가) 모듈형 C core 고정자 자기베어링 설계개념

        

형 회 자를 지지하는 고온 자기베어링의 주요한 설계요건 에 하나는 

하  부하능력을 최 로 하는 것이다 .이를 해서는 pole coverage와 코일 turn수

를 최 한으로 많게 할 필요성이 있다. 만일 고정자가 하나의 링(ring) 형상의 몸체

로 설계된다면, 코일은 베어링 성형을 다분히 어렵게 하는 조건으로 성형 혹은 감

겨져야 한다. 이러한 단일 고정자의 장 은 fault진단을 한 베어링의 상호 

inductance기능을 제공한다는 것인데, 고정자가 한 몸체로 구성되며 도선이 coiling

공정(자동화공정)이 극히 어려워지게 된다. 

        이러한 문제는 고정자의 구조를 modular C-core 설계개념을 용하여 해

결이 가능하다. 상기 목 을 하여, Moduler C-Core 설계개념을 용한 자기베어

링은 각각의 C형상의 core에 두 개의 극을 갖게 되는데, 도선이 이 두 극에 연속

으로 감기게 된다. 이러한 모듈러의 개념은 도선의 감는 공정을 용이하게 할 뿐만 

아니라 연체에 홈이 패이는 등의 공정 결함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을 감소시킨

다. 아울러, 수리와 교환이 용이한 장 을 갖는다. 그러나, 한 몸체의 고정자 설계가 

갖는 mutual inductance의 장 은 없어지게 되는데, 따라서 faults진단을 해서는 

별도의 부가 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 고정자 층구조의 재질은 높은 magnetic 

saturation과 maxium permiability를 갖는 iron-coblt-vanadium 계열의 연한 자성합

 재료를 사용하고, 상용 자성재료보다 높은 자기  특성을 나타낸다. 그림3-3-18

은 C core 고정자의 그림을 도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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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9. C-core 고정자 형상 

(나) 도선과 코일 성형

        고온 자기베어링의 경우, conductor  연문제 등으로 인하여 특별한 도

선을 사용해야 한다. 이러한 코일은 아울러 온도에 따른 항의 변화가 둔감해야 

하고, 산화 항성이 우수해야 한다. 순수 구리 도선은 고온에서 산화되기 쉬우므로 

하지 못하고, 세마믹을 코딩한 구리도선이 시도된 이 있으나 쉽게 코 이 손

상되는 단 을 갖기 때문에 순도 99.9 %짜리 은(silver) 도선을 사용했다. 이 도선

은 좋은 기  도체이며, 쉽게 산화되지 않고, 고온에서 구리보다 낮은 기  

항특성을 갖는다.

        도선의 연(도선에 연용으로 코 을 하게 됨)은 많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우선, 반복되는 열하 과 고온노출에 하여 도선의 건 성을 충분히 유지

해야 하며, 도선인 은 재료에 해 좋은 흡착성을 가져야 한다. 아울러, 크랙이나 

열팽창으로 인한 결함발생이 어야 하며, 도선을 감는 과정에서 작은 곡률과 turn

되는 부분을 하여 충분한 연성을 가져야 한다. 한, 도선은 turn과정에서 인장력

을 받기 때문에, 연체는 좋은 인장강도를 가져야 한다.  아울러, 제조과정에서 발

생될 수 있는 손상들에 하여 좋은 인성이나 스크 치(scratch) 항성을 가져야 

한다. 끝으로 고온 운 조건에서 코일 내 인 한 도선과의 미소한 마멸이 발

생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내마멸특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도선 내 높은 류 도를 달성하기 하여, 도선 conductor의 체 은 코일 

체  내부에서 최 화되어야 한다. packing factor는 conductor 단면 의 insulated 

wire area에 한 비로 정의되는데, 목표는 코일의 연을 최소화하면서, 권선과정

에서 연된 와이어의 빈공간를 최소하는 것이다. 1에 가까운 packing factor가 이

상 이나 물리 으로 불가능하며, 높은 packing factor를 구 하기 해서 tubular 

sheath filled된 도선을 상용으로 제작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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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0. 순서 로 고정자, 연된 고정차 pole  coil winding 공정, 종료된 

C-core고정자( 연코 이 종료된)

(다) Wire 연과정

        도선 표면에 흡착된 불순물을 제거하기 해, 가벼운 고착용 cleaning pad

를 이용하여 도선을 먼  세척하고, 기름이나 잔류 cleaning 물질을 제거하기 해 

추가로 화학처리 는 후처리하여 도선 표면을 미소하게 벗겨낸다. 이후에, 첫 번 

째 세라믹 코 을 하고, 약 82도에서 10 가량 열처리한다. 다음으로 2차 코 을 하

고 같은 온도에서 열처리하고, 이 과정을 3번 반복한다. 코 된 도선은 공냉 과정을 

거쳐 상온으로 회귀하고, 최종 코  과정이 종료되면 기 인 연속성과 연 코

의 건 성을 확인하기 한 시험이 수행된다. 만일 차이가 발생되면, 열처리를 다시 

수행하고, 4차 연 코 을 수행한다. 1차 코딩에서 약 90%의 연공정이 달성된다. 

2차 코 은 마감의 성격이며, 3차 코 은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failure에 비해 추

가 인 안 조치로 수행되는 것이다. 연과정을 상기와 같이 구체 이고 명시 으

로 기술한 것은 도선의 연공정에 따라 베어링의 특성이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제조공정에 일 성과 품질보증을 기하기 한 별도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

다.

(라) Coil Winding공정  Coil Potting 공정

        그림 3-3-20은 순서 로 고정자, 연된 고정차 pole  coil winding 공정, 

종료된 C-core고정자( 연코 이 종료된)을 나타내고 있다.

(마) 완성된 코일 고정자 시험

        C-core 고정자의 제작이 완료되면, 조립과정에서 도선의 손상여부를 확인

해야 한다. 우선 운 조건(540도)에서 기 항을 확인해야 하며, 도선과 도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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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lectric integrity를 확인해야 한다. 이것은 간단한 회로시험를 이용하여 수행가능

하며, 이상이 있는 도선  고정자의 경우 작동범 에서 비선형 거동을 나타낸다. 

(3) C-core 고정자 지지부와 회 자 Lamination 설계

(가) 고정자 지지부

        모듈화된 C core 고정자를 수용하기 해서, 지지부가 필요하다. 지지 구조

물은 낱개로 분리된 고정자들에게 안정 인 mounting 면을 제공해야 하며, 자기장 

flux leakage를 최소로 하고, C core lamination 재료와의 열팽창 계수를 일치시키

기 해서 Inconel 718 계열의 재료를 사용한다. 도선에 손상이나 결함이 발생되는 

경우, 수리  교환이 가능토록 하기 해 착탈과 분리가 가능해야 한다. 다만, 고

온가스로 1차계통의 압력경계에 치하는 자기베어링 부품의 교환  수리는 근

가능성 문제와 결부되어 상당히 민감한 문제로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나) 유한요소 해석

        운 조건에서 자기베어링의 하 부하능력을 평가하기 하여 유한요소 해

석을 수행하 다. 먼  고온조건에서 (회 자와 고정자의 상 인 치를 결정하는 

연결부인) 링과 tab의 구조변형을 평가하고, C core 고정자에 인가되는 반력을 계산

하여, 베어링 고정자 각 부 의 2차원 응력해석을 수행하 다. 회 자와 고정자의 

변형으로 인하여, 이둘 사이의 간극이 불규칙하게 변화되면, 자기베어링의 부하 하

측정(평가)에 큰 오차가 발생될 수 있다. 하  부하능력은 회 자와 고정자 사이

의 간극거리에 역비례하고, 상온에서 약 0.5mm의 간극을 갖게 되는 것으로 계산된

다.

        상기와 같이 자기베어링과 회 자에 한 해석모델을 구성하고, 보수 인 

Duty cycle하 을 미리 가정하여, 유한요소 해석을 수행해야 하며(해석모델 검증도 

필요함), 구성요소 들 각 부 의 변형과 응력해석을 수행할 필요성을 갖는다. 이로

부터 하 부하 능력도 해석 으로 평가가 요망된다. 이를 해 효과 인(자기베어링 

거동을 측하기 한) 해석모델의 개발도 필요하다.

  (4) 단 결론

       그림 3-3-21은 시험기에 설치된 고온자기베어링과 운 온도에서 작동 인 

고온자기베어링을 도시한다. 작동 에는 고정자의 연부분이 500도 정도의 고온

조건에 따라 빨가색으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본 의 내용은 가스터빈용 고

온 자기베어링의 설계와 제조공정에 한 구체 인 내용을 기술하고 있으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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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바와 같이 고정자/도선/ 연 설계  구성재료에 한 구조  재료설계, 특수공

정의 용 등을 이용하여, 540 정도의 고온조건에서도 성공 으로 자기 베어링을 

실 할 수 있었다. 다만, 고온조건으로 장시간 운 했을 때 발생되는 재료 특성의 

변화, 미소한 공정차이에 따른 베어링 특성의 변화, 공정의 품질을 일 되게 유지할 

수 있는 리시스템, 특수 도선, 연, 재료기술 등이 부가 으로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그림 3-3-21. 자기베어링 test setup과 운 온도에서 작동 인 고온자기베어링 

바. 결 론

       본 장에서는 ISMB에 최근에 투고된 논문들을 심으로 반 인 자기베이

어링 련 기술동향을 악하 고, 국 HTR 로젝트의 자기베이링 연구사례와 

미국 NASA의 가스터빈용 고온자기 베어링 개발 사례를 심으로 고온가스로 헬

륨순환기의 고온자기베어링의 설계, 용, 진단, 센싱 기술과 련된 기술  검사

항에 해 살펴보았다. 고온 자기베어링의 고온가스로 용을 해서는 고온 자

성 재료와 센서 계통의 설계․개발  이들이 장시간 고온에 노출되었을 때의 내구

성 문제 등 해결되어야할 다수의 기술 인 난제들이 많지만,  단계의 앞선 자기

베어링 기술수 을 고려할 때 여건만 조성되면, 충분히 극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5. Bellows  Connections 해석기술 개발  분석

       벨로스(Bellows)는 고온 원자로 구조 는 일반 고온 산업 설비에서 열팽창

을 구속함에 따른 열응력을 감소시키기 해 열팽창을 효율 으로 허용하는 형태로 

설계되어 고온 구조물에 용되고 있다. 그러나 벨로스는 구조 으로 취약하고, 유

지보수가 어렵다는 것이 기술 안이 되고 있기 때문에 벨로스의 설계  해석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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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별한 유의가 요망된다.

       본 에서는 벨로스의 설계 평가에 한 지침인 ASME Code Case 

N-290-1에서 기술  주요 내용을 요약하 다. 이 Code Case는 ASME Boiler and 

Pressure Vessel Code, Section III, Division 1, Class 1의 액체 속로용 배 에 

용되는 신축 이음부(expansion joint)의 재료, 설계, 제작, 설치, 검사  시험 등에 

한 지침이다. 재 NHDD의 헬륨 가스와 같이 냉각재가 가스인 경우에 한 벨

로스의 설계 평가 지침은 ASME 코드에 개발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ASME 

Code Case N-290-1은 ASME 보일러 코드 원회의 회의(3-2004년 2월 27일)를 

거쳐 2004년 5월 4일 승인이 발 된 코드로서 재도 유효한 상태이다.

       Expansion 벨로스의 제작은 Code Case N-290-1에 의해 수정 보완된 

Subsection NB 지침을 만족해야 하며, Code Case N-290-1의 수정  첨부 사항들

은 Subsection NB의 구성을 따른다. 1종 벨로스형 신축 이음부는 배 의 열팽창에 

한 부가 인 유연성을 부여하기 해 설치한다. 여기서 벨로스는 회선형 유연요

소(convoluted flexible element)를 말한다. 1종 신축 이음부 재료의 응력강도 허용

치를 과하는 온도  시간 범 에 해 Code Case에서는 다루지 않으며, 신축 이

음부의 제작 설치는 설계 도면과 시방서  Code Case를 따라 수행한다.

가. 허용 재료

       Code Case N-290-1에서 수정된 사항을 제외한 모든 재료들은 Subsection 

NB-2000 지침을 따른다. 한 압력을 유지하고 있는 구조 재료가 고온에서 사용될 

때에는 고온 운 조건에서의 1종 기기 재료 규정을 만족해야 하고, 압력 유지 벨로

스 제작에 사용되는 재료는 다음의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벨로스 튜 는 이음매가 

없는 튜 (seamless tube)이거나 용 된 튜 이다. 벨로스 튜 의 표면은 ASTM A 

480에 정의된 "2B", "2D", "bright annealed"이어야 한다. 벨로스 튜 의 입자(grain) 

크기는 평  원재료로부터 제작되는 튜 의 경우 5 는 그 이상, 이음매가 없는 

튜 나 속 으로 제작되는 경우에는 7 는 그 이상이 되도록 제작한다. 벨로스

의 입자 크기는 ASTM E112 비교법에 의해 결정한다.

       벨로스 튜 의 원주방향 공차는 ±0.02in.와 외부 튜 의 공칭 원주값의 

±0.002배  에서 큰 값을 결정한다. 벨로스 튜 는 단 가공에 의한 재료 물성치 

는 재료조직 크기의 변화가 없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튜 는 두개 는 그 이

상의 회선(convolution)으로 만들어진다. 회선의 깊이는 최선의 공칭 깊이 이상이 

되어야 하고, 피치는 공칭 피치 이하가 되어야 한다. 길이방향 튜  용 에서의 용

 차 등은 Section IX과 Section III, Division 1 요건에 따라야 하며, 용 에 

한 구체 인 사항은 Code Case N-290-1의 2842.1∼2842.5에 명시되어 있다.

       벨로스에 허용되는 재료는 seamless 튜   배 (product form 기 )에 

해 Type 304SS, 304LSS, 316SS, 316LSS, 321SS 등이고, Alloy 600, Alloy 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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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oy 800H의 사용도 가능하다. 한 재(plate, sheet, strip)에 허용되는 재료는 

Type 304SS, 304LSS, 316SS, 316LSS, 321SS 등이다.

나. 벨로스 튜  검사

벨로스 튜  검사에는 액체침투검사법(liquid penetrant examination)과 방사

선 검사법(radiographic examination)이 있다. 액체침투검사법은 다음의 두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첫째, 용  벨로스 튜 의 재료는 N-290-1의 8 을 만족해야 한다. 용 을 

마친 후 벨로스 튜 는 노치, 균열 등과 같이 응력 집 이 발생할 수 있는 유해부

의 존재 유무를 학 검사법으로 검사한다. 주요 의심부의 표면에 해서는 Code 

Case 8.2 의 액체침투법과 8.3 의 학검사법으로 보다 정 하게 검사한다. 용  

공정을 종료하기 에 길이방향 튜  용 부와 용 부의 1/2 인치 이내 인 부 

속에 하여 액체침투법으로 검사한다.

둘째, 벨로스 튜 는 액체침투법과 학표면 검사법으로 체 검사를 해야 

하며 각각 N-290-1의 8.2 과 8.3 의 기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용  벨로스 튜

의 검사는 용  공정이 끝나기 에 수행해야 한다.

용 이 끝난 후에 길이방향의 튜  용 에 해서는 NB-5110(-5320의 수

용기 은 제외)에 따라 방사선 검사법으로 100% 검사를 수행해야 한다.

다. 결함제거  보수

     벨로스 튜  모재의 결함은 연마제의 재료 가공으로 제거할 수 있다. 연마

된 부분은 32μin. RMS로 마무리 표면 처리를 한다. 길이방향 튜  용 에서의 결함

은 연마제에 의해 제거될 수 있지만 용 으로도 보수할 수도 있다. 제작  용  

보수의  길이는 체 용  길이의 2%까지로 제한되며, 각 용 부에 한 연마

의 반복 횟수는 2회로 제한된다. 보수된 용 부는 앞에서 언 된 Code Case 

N-290-1의 2842.4와 2842.5의 용 부 형상 요건들을 만족해야 하며, 2.3 에 따른 검

사를 수행해야 한다.

라. 설계

(1) 배  설계 고려사항

배 은 열팽창과 수축에 의한 힘과 모멘트, 변 와 회 , 지지물의 구속 효

과, 국부 하  그리고 신축 이음부(expansion joint)의 유연성  압추력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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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ure thrust effects) 등을 고려하여 설계해야 한다.

(2) 신축 이음부

속 벨로스 신축 이음부는 아래 (3)항의 신축 이음부 설계와 다음의 요건

들을 만족하면 배  설계에 반 될 수 있다. 유압에 의한 정수 하 (hydrostatic 

force), 벨로스 스 링 힘에 의한 외력, 마찰 등은 배  설계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

항들이다. 정수 하 이 배 에 작용하게 되면, 설계는 배 의 과도 변형을 제한해야 

하며, 필요 시 배  구속, 신축 이음부의 교차 연결을 비롯한 다른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신축 이음부 집합체는 측면 기울어짐, 길이 변화, 시설물의 반력 감소를 한 

회  등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신축 이음부는 공정상 정된 가동 검사, 유지검사, 

제거  교체 작업 시 근 가능한 공간에 치시켜야 한다.

(3) 신축 이음부 설계

 신축 이음부의 설계 요건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유동기인진동, 열충격, 

벨로스 회선의 부식 감소를 한 유동 슬리 (flow sleeve) 는 유사한 장치를 사

용해야 한다. 신축이음부 집합체는  범  동작 규모를 나타낼 수 있는 치 지시 

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연결부를 포함한 일차 압력 벨로스는 이차 압력경계를 

한 잉여의 벨로스에 의해 연결된다. 설 발생에 비한 일차/이차 압력 경계 탐지

가 가능한 경우에는 특별한 설계 특징들이 용된다. 벨로스 신축부에는 개 부  

연결부를 설치할 수 없다. 특정 유동 방향에 맞게 설계된 신축 이음부는 유동의 흐

름을 나타내기 한 구  표식을 해야 하는데, 벨로스에는 표시를 한다. 액체 

속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회선 내부 는 회선과 내부 슬리  사이의 액체 속 

팽창에 따른 벨로스 손상을 방하게 하는 규정이 설계 시방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하  요건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하 에 한 규정은 Subsection 

NB-3110을 따른다. 동하 으로는 유체 성력과 진동이 있는데, 유체 성류에는 

맥동류, 난류 유동, 유체 햄머(fluid hammer), 모멘트 변화 등이 있다. 진동이 설계

시방서에 규정되면, 신축 이음부는 진동 모드가 고유 진동수의 50%보다 낮거나 혹

은 높도록 설계해야 한다. 가로보(transverse beam)와 축방향 모드에 해서는 별

도로 고려해야 한다. 계산 시에는 유체 질량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 

신축 이음부는 내부 유체 질량, 배   차폐물의 자 , 신축 이음부로 달

되는 다른 자  등을 포함하는 하  효과를 고려하여 설계해야 한다. 신축 이음부

는 최  가혹 압력을 용한 일차  이차 압력 경계에서의 가상 설에 따른 압력

을 견딜 수 있게 설계해야 한다. 신축 이음부 설계  해석 요건과 련하여 일차 

압력을 받는 벨로스, 신축 이음부 기기, 2차 압력경계 등에 한 설계는 다음의 (4)

항을 따르며 한 시험 요건들을 만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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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차 압력유지 벨로스 설계

일반 설계 요건으로서 본 Code Case에서의 벨로스는 U모양의 회선

(convolution) 단면 형상이며, 벨로스는 ASME Appendix I의 응력강도 제한치와 재

료 물성치 그리고 고온 1종기기 설치 법규를 따른다.

     해석  설계요건은 정리하면, 먼  응력강도(NB-3215)는 N-290-1 표 

F-3의 응력 분류를 바탕으로 계산되어야 하는데 표 F-3에서 언 되지 않은 응력은 

NB-3200의 지침을 따라 분류되어야 한다. 해석  응력계산은 다음의 요건들을 만

족시켜야 한다. 단, 회선의 Pm을 제외한다. 해석  기하 형상은 국부  박막이며 

형상 변이가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회선의 기하 형상, 박막, 형상 변이는 기존 벨

로스와 일치해야 하는데, 이는 체 벨로스의 단면으로 입증된다. 

벨로스의 응력 해석은 가압에 의한 형상 변화 향을 고려해야 한다. 벨로

스 해석에 소변  이론이 용된다면, 설계보고서에는 이의 타당성을 입증해 보여

야 한다. 해석 방법에는 압력에 의한 벨로스의 모난 부 에서의 동하  강화 상을 

고려해야 한다. 응력에 의한 변  계산에서 취약한 회선에서의 변형률 집  가능성 

평가  회선 사이의 불균형 모션 평가를 하여 해석 모델은 개별 회선의 강성 변

이 향을 고려해야 한다. 벨로스의 비틀림에 의한 응력은 다른 응력들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데 이러한 응력들은 힌지 축의 불일치나 핀 간격 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5) 하  요건

     설계 하 에 용되는 선형 탄성 응력 강도값은 다음의 일차 막응력강도 제
한치를 만족해야 한다.

m mP S≤  (for 
o800 FT ≤ ) (3-3-41)

0mP S≤  (for elevated temperature)                 (3-3-42)

회선에서의 mP 은 아래의 식으로 계산된다.

0.5m
c

pAP p
A

= +
 (3-3-43)

여기서, A는 단일 회선(single convolution)에 의한 최  단면 , Ac는 회선

의 단면 을 나타내는데 이들은 그림 3-3-22로부터 알 수 있으며, p는 설계 압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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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낸다.

그림 3-3-22.  Ac 와 A 개념 비교 

운 조건 Level A와 B에서의 선형 탄성 응력강도치는 다음의 조건들을 만

족해야 한다. 운 조건 Level A와 B에서 일차 막응력 강도 mP 은 mtS 를 과할 수 

없다.

m mtP S≤ (3-3-44)

여기서 mtS 는 평균 두께의 최 온도와 체 하  시간으로부터 결정된다.

Level A, B에서의 mP 은 식 (3-3-43)으로부터 계산된다. 일차 막응력의 구

분( mP  는 LP )은 NB-3213.10에서 제시된 방법을 따른다. 하  유지시간이 운  수

명보다 작고 온도가 고온일 때에는 모든 하 의  효과는 식 (3-3-45)의 사용계

수를 합하여 평가해야 한다.

i

i im

t B
t

⎛ ⎞
≤⎜ ⎟

⎝ ⎠
∑

  (3-3-45)

여기서 B는 사용 계수로서 1.0이며, it 는 고온에서의 응력강도값( miP )을 나

타내는 하 의 체 유지시간을 나타낸다. 한 imt 은 tS -시간 곡선에 miP 을 용

시켰을 때의 최  허용 시간을 나타낸다.

일차 막응력( LP )과 굽힙응력( bP )의 합이 아래의 식으로 구성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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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mK S 과 1 tK S  두 값 에서 작은 값을 과해서는 안 된다.

11.5L b mP P K S+ ≤ (3-3-46)

1
b

L t
PP K S
K

+ ≤
(3-3-47)

여기서, 1K 는 형상효과계수를 나타내는데 ‘1‘을 사용한다. mS 과 tS 는 유지 

시간으로부터 결정된다. 온도가 고온이 아닐 경우에는 식 (3-3-47)은 만족시킬 필요

는 없다. 

1.25(bellows),1 (reinforcement)
2
KK +⎧ ⎫= ⎨ ⎬

⎩ ⎭ (3-3-48)

K 는 단면 계수이다.

     하  유지시간이 운  수명보다 짧고 온도가 고온일 때 ( /L bP P K+ )의  

효과는 식(3-3-49)로 평가한다.

1.0i

i ib

t
t

≤∑
(3-3-49)

여기서, it 는 고온에서의 응력강도값 ( /L bP P K+ )을 나타내는 하 의 체 

유지시간을 나타내고, ibt 는 tS -시간곡선에 1( / ) /L bP P K K+ 을 용시켰을 때의 최

 허용 시간을 나타낸다.

운 조건 Level C에서의 제한치는 다음 요건들을 만족해야 한다. 운 조건 

Level C에서의 탄성 응력강도치는 다음 조건들을 만족해야 한다. 운 조건 Level C

에서 일차 막응력강도 mP 은 1.2 mS 과 1.0 tS   작은 값을 넘어서면 안 된다. 

1.2
1.0

m
m

t

S
P

S
⎧

≤ ⎨
⎩  (3-3-50)

여기서 mS 과 tS 는 평균두께의 최  온도와 체 하  시간으로부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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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온도가 고온이 아닐 경우에는 식 (3-3-47)의 1.0 tS 조건은 만족시킬 필요가 없

다. Level A, B에서의 mP 은 (4)항의 식으로부터 계산된다. 일차 막응력의 구분( mP  

는 LP )은 NB-3213.10에서 제시된 방법을 따른다. 하  유지시간이 운  수명보

다 작고 온도가 고온일 때, (4)항의 식 (3-3-45)로 나타내어진 일차 막응력에 의한 

사용계수의 합은 운 조건 Level A, B, C, D에서의 모든 일차하  증분에 하여 

만족해야 한다. 일차 막응력( LP )과 굽힙응력( bP )의 합이 아래의 식 (3-3-51)과 식 

(3-3-52)로 구성되었을 때, 11.8 mK S 과 1 tK S  두 값 에서 작은 값을 과해서는 안 

된다.

11.8L b mP P K S+ ≤ (3-3-51)

1
b

L t
PP K S
K

+ ≤
(3-3-52)

여기서, 1K 과 K 는 온도가 고온이 아닐 경우에는 식 (3-3-52)를 만족시키

지 않아도 된다. 하  유지시간이 운  수명보다 짧고 온도가 고온일 때, 일차 막응

력과 굽힘응력의 합에 따른  사용계수는 운 조건 Level A, B, C에서의 모든 

일차하  증분에 하여 만족해야 한다.

운 조건 Level D에서의 제한치와 련하여 별도의 설계시방서가 명시되지 

않으면 운 조건 Level D에서의 탄성 응력강도치는 다음의 조건들을 만족해야 한

다. 운 조건 Level D에서 일차 막응력 강도 mP 은 2 / 3 RS 과 ASME 부록 F의 

Level D 제한치 에서 작은 값을 과할 수 없다. 

limit in Appendix for
2 / 3

m
m

R

F P
P

S
⎧

≤ ⎨
⎩ (3-3-53)

여기서, RS 은 Level D에 하여 평균두께의 최  온도와 체 하  시간으

로부터 결정된다. 온도가 고온이 아닐 경우에는 식 (3-3-413)의 2 / 3 RS 조건은 만족

시킬 필요가 없다. Level D에서의 mP 은 (4)항의 식으로부터 계산된다. 일차 막응력

의 구분( mP  는 LP )은 NB-3213.10에서 제시된 방법을 따른다.

     하  유지시간이 운  수명보다 짧고 온도가 고온일 때, (3-3-45)에 

나타난 일차 막응력에 의한 사용계수의 합은 운 조건 Level A, B, C에서의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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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하  증분에 하여 만족해야 한다. 단, miP  신 1.5 miP 를 사용하며, imt 은 tS

곡선 신 RS 곡선으로부터 구한다.

     아래의 식과 같이 일차 막응력( LP )과 굽힙응력( bP )의 합은 12 / 3 RK S 과 

L bP P+ 에 한 ASME Appendix F의 Level D 제한치 두 값 에서 작은 값을 

과해서는 안 된다.

1

limit in Appendix for ( )
2 / 3

m bb
L

R

F P PPP
K SK

+⎧
+ ≤ ⎨

⎩ (3-3-54)

여기서, 1K 과 K 는 (4)항에서 정의되었으며, 온도가 고온이 아닐 경우에는 

식 (3-3-54)의 12 / 3 RK S 요건은 만족시킬 필요가 없다. 

     하  유지시간이 운  수명보다 짧고 온도가 고온일 때, 일차 막응력

과 굽힘응력의 합에 의한 사용계수의 합은 운 조건 Level A, B, C, D에서의 모든 

일차하  증분에 하여 만족해야 한다. 다만, 응력값은 1( / ) /L bP P K K+  신

11.5 b
L

PP K
K

⎛ ⎞+⎜ ⎟
⎝ ⎠ 를 용한다. 

       시험 하  제한치 요건은 다음과 같다. 시험 하 의 정의는 ASME 

NB-6000의 신축 이음부가 설치되는 배 계통의 압력 시험에서 요구하는 수용 시험

을 포함한다. 압력 시험은 Level B 하 을 고려하는데 정압시험 동안에 다음의 두 

조건들을 만족해야 한다. 일차 막응력강도는 해당 시험 온도 항복 응력값의 90%를 

과할 수 없다. 

0.9m yP S≤ (3-3-55)

mP 은 4.3.1 의 식으로부터 계산되며 일차 막응력의 구분( mP  는 LP )은 

NB-3213.10에서 제시된 방법을 따른다. 일차 막응력( LP )과 굽힙응력( bP )의 합으로 

이루어진 식 (3-3-56)은 해당 온도에서의 최소 항복응력의 135%를 과해서는 안 
된다.

11.35b
L y

PP K S
K

+ ≤
(3-3-56)

여기서, 1K 과 K 는 (4)항에서 정의되었는데, 두께 평균 최 온도가 고온이 아닐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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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는 K 는 1로 설정한다. 

변형률 요건은 다음과 같다. 특이 운  조건에 한 변형률은 반드시 고려

되어야 할 사항인데, 여기에는 라체  효과를 포함해야 한다. 별도의 설계시방서가 

제공되지 않으면, 아래의 사항들은 Level A, B, C 운  조건에서의 모든 하 에 

하여 용되어야 한다. 최   비탄성 변형률은 다음의 세 값을 과해서는 안 

된다.

 . 두께 평균 변형률 : 1%

 . 등가 선형 분포에 따른 두께 평균 표면 변형률 : 2%

 . 모든 지 에서의 국부변형률 : 5%

이 제한치들은 정상조건에 한 운  수명 동안의  변형률에 용하는 

것으로, 세 개의 주변형률 값 에서 최  양(positive)의 값에 용한다. 

용 부의 비탄성  변형률은 모재 변형률의 1/2을 과할 수 없다. 길이

방향seam 용 이 있는 벨로스 튜 가 평연마 되었을 경우에는 모재의 변형률 값을 

취한다. 

체 운  수명동안 벨로스의 최  두께평균 온도가 고온이 아닐 경우에는 

의 (1)항을 용하지 않고, NB-3222.2와 NB-3222.5, NB-3228.1, NB-3228.3 요건

을 아래와 같이 수정되는데 이를 만족해야 한다.

. 의 변형률, 변형 요건 신에 NB-3228.1을 용해야 한다.

. NB-3228.1(b)에 정의된 shakedown에 선행하는 변형은 회선 사이의 최  공

간  변화가 7%를 넘지 않도록 제한한다.

. NB-3228.1(c)와 NB-3228.3(c)는 용하지 않는다.

. NB-3228.3(b)의 Ke는 수명시험에 사용된 운동 범 (motion range)를 곱하여 

용한다. 

     

운  수명기간 동안 벨로스의 최  두께 평균 온도가 고온일 때 의 요건

과 아래의 요건들이 동시에 만족되면 의 요건은 만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0.1i

i id

t
t

≤∑
(3-3-57)

여기서 it 는 체 운 시간 동안 해당 온도에서의 유지시간 합을 나타내고, 

idt 는 해당 온도와 그 온도에서의 항복 응력값의 1.5배인 응력값을 RS 곡선에 입

하여 결정하는 최  허용 시간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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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i
i

ε ≤∑
                                                         

(3-3-418)

여기서, iε 는 |1.25 y TiS 응력 값에 의한 크리  변형률을 나타낸다. 

NB-3222.2의 3 mS 제한치 요건에는 3 mS 과 3 mS  에서 작은 값을 사용한다. 

응력차이를 발생시키는 최  극값(one extreme)이 크리  역일 경우에는 

NB-3228.1에서의 mS 값으로 mS 과 3 / 3.3 (1.5 ) / 3.3m m m rH mS S S S S= + 에서 작은 값을 

사용하지만, 최 , 최소가 모두 크리  역의 극값인 경우에는 3 ( )m rH rCS S S= +  계

를 용한다. 여기서 rHS 와 rCS 는 응력 사이클의 고온/ 온 극값에서의 응력 완화

값을 나타낸다.

체 운  수명 동안 두께평균 온도의 최 치가 고온 역일 때 탄성 해석

방법으로 구조건 성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의  변형률 계산을 한 비탄성 해

석은 의 요건과 연계하여 용시켜야 한다. 

탄성해석의 경우 다음의 (i), (ii), (iii) 요건 에서 단 하나만이라도 만족할 

경우에는 (1)항의 요건은 만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탄성 해석을 한 응력 계산은 

(4)항의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한, 아래의 지침  계식들은 (i), (ii), (iii) 요건

에 용된다. 개별 사이클은 설계 요건을 한 세부 사이클로 분할할 수 없다. 운

조건 Level A, B 제한치와 련한 모든 하 에 하여, ( / )L bP P K+ 의 최 값과 2

차 응력범 ( )rQ 의 최 값을 나타내는 사이클이 최소 1사이클은 정의되어야 한다. 

사이클들은 아래의 (i), (ii), (iii) 요건에 따라 그룹화 되고 분리되어 평가될 수 있

다. 다음은 (i), (ii)에 사용될 계식을 정의한 것이다.

max

b
L

A
y

PP
KX

S

⎛ ⎞+⎜ ⎟
⎝ ⎠′ =

(3-3-59)

( )maxr
A
y

Q
Y

S
′ =

 (3-3-60)

여기서, 
A
yS 는 최 /최소 온도에서의 항복값들의 평균값을 나타내며, 

( )maxrQ 는 이차응력의 최 범 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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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iii)에 사용될 응력 계식을 정의한 것이다.

( ) ( ),
, , ,

,
,

2

2

p d p dm c
m m m m m c

c p dm c
y m c

X
S

σ σ σ σ

σ σ

+ − +
=

− + (3-3-61)

( ), ,

, ,

2

2

p d
b m b m

c p d
y m c m c

X
S

σ σ

σ σ

+
=

− + (3-3-62)

, ,

, , ,

(stress ratio)
p d

m m m m

p d p
m m m m b m

SR
σ σ

σ σ σ

+
=

+ + (3-3-63)

( ), , , , ,
1 2
2

p p d p d
c m c m c m c m c m cZσ σ σ σ σ σ⎡ ⎤= ⋅ − + + +⎣ ⎦ (3-3-64)

,
k
i jσ 는 탄성 주응력 성분을 나타내는 것이다. 여기서, ori m b= 로서 막

응력 는 굽힘 응력 성분을 나타내고, j는 m 는 c로서 자오선(meridional) 방향 

는 원주 방향을 나타내며, k는 p 는 d로서 압력 는 변 를 나타낸다. 압력의 

경우, 하  평가동안의 최  압력에 해 계산되며, 변 의 경우에는 최고 온도에서

의 응력값에서 최  온도 응력값을 뺀 값으로 계산된다.

(i) 탄성 응력값은 다음 식을 만족해야 한다.

q
A
y

S
X Y

S
′ ′+ ≤

(3-3-65)

여기서, qS 는 최 /최소 온도에서의 항복응력 평균값과 최  평균온도   

10
4
(hr) 유지시간에서의 1.25 tS  값 에서 작은 값이다. 

(ii) 탄성 응력값은 식 (3-3-66)을 만족해야 한다.

1X Y′ ′+ ≤ (3-3-66)

이 식은 응력 첨두값들 에서 하나가 고온 역이 아닐 경우에 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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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압력과 변  하 으로만 사이클이 구성되고, 두께 평균 온도가 mS 과 

105(hr) 유지시간에서의 tS 와 일치하는 온도보다 낮을 경우에는 의 (i), (ii) 요건

은 (iii) 항목으로 체된다. 여기서는  막, 굽힘 비탄성 변형률에 한 상한치를 

제공한다. 운 수명 동안 모든 하 에 한 비탄성 막변형률 mε 의 합은 1%를 과

할 수 없고,  굽힘 비탄성 변형률 bε 의 합은 2%를 과할 수 없다.

각각의 하  사이클에 한 mε 은 고온 1종 기기 건설 규정에 명시된 평균 

등시곡선으로부터 얻어진다. 하  사이클과 유지시간에 하여 해당 온도의 등시 

곡선에 1.25 wσ 를 입하여 mε 을 결정하는데, mε 값은 1.25 wσ 응력값과 련된 비탄

성 변형률이다. bε 는 mε 에 (1 ) /m m+ 을 곱하여 계산되는데 m 값은 그림 3-3-23에

서 구한다.

그림 3-3-23 (Zero) 변형률 
계수(Modulus)

       wσ 를 구하는 차는 다음과 같다. 무차원 응력 매개변수 X , Y 를 계산한

다. 식 (3-3-59)과 (3-3-60)에 
A
yS  신 

c
yS 를 입한다. X 와 Y 를 그림 3-3-24에 

입하여 Z 를 결정하는데, Z 와 X 는 동일부호를 갖는다. X ′와 Y ′를 그림 

3-3-24에 입하여 Z ′를 결정하는데, X 부호를 Z ′로 정한다. 1.0Z ≤ , 1.0Z ′ ≤  

인지를 확인한다. 식 (3-3-64)로부터 cσ 를 계산한다. 
c

c yZ Sσ ′ ′= ⋅  계식으로부터 

cσ ′를 계산한다. 압력이 하  사이클내에서 변한다면, cσ 와 cσ ′  값을 ,
p

m mσ  범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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큼 증가시킨다. 
H

c ySσ ≤ , 
H

c ySσ ′ ≤  조건을 확인한다. 그림 3-3-25로부터 무차원의 

midplane 응력 mσ 을 구한다.

  

그림 3-3-24 Z 값 결정 

선도 

  

 그림 3-3-25 mσ  결정 선도

            

아래 계식으로부터 wσ 와 wσ ′ 를 계산한다.

( ), , , ,
p p p d

w w m m b m c m m m mσ σ σ σ σ σ σ= + + − + (3-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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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p p p d

w w m m b m c m m m mσ σ σ σ σ σ σ′ ′= + + − + (3-3-68)

wσ 와 wσ ′  에서 작은 값을 wσ 로 결정한다. 

 

(6) 신축 이음부 하드웨어 설계

신축 이음부 하드웨어의 설계는 하  조건과 시험 요건에 하여 아래의 

(i)∼(ii) 항목을 만족시키도록 설계 한다.

 (i) 압력유지 부품(Pressure Retaining Items)

배 , 배  부속품, 신축 이음부 집합체의 랜지는 NB-3600 요건인 온운

조건에 해 설계되어야한다. 고온 운 의 경우에는 1종 배  고온 설계 규정을 

만족해야 한다. 한 벨로스 부착 링 같은 압력유지 부품은 NS-1200의 요건으로 

온 운 에 해 설계해야 한다.

 (ii) 추력 억제(Thrust Restraints)  움직임 제한장치(Motion Limiters)

신축 이음부 집합체를 이루는 추력 억제  움직임 제한 장치는 의 (i) 

 (ii)에 따라 설계한다. 주요 부품은 벨로스의 회  운동을 제한하는 힌지와 

gimbla ring, 1개 이상의 벨로스가 설치된 신축 이음부 집합체의 축방향 움직임을 

제한하는 tie rod 등이 있다.

 (iii) 외부 지지  구속(External Supports and Restraints)

신축 이음부 집합체와 연결된 외부 지지물과 구속 장치들은 Subsection NF 

요건에 따라 온 운 조건에 해 설계한다. 고온 운 의 경우에는 1종 배  지지

구조물의 고온 설계 규정을 만족해야 한다.

 (iv) 유동 슬리

유동 슬리 (Flow sleeve)와 부속 장치들은 NB-3200 요건에 따라 온 운

조건에 해 설계한다. 고온 운 의 경우에는 1종 기기들의 고온 설계 규정을 만

족해야 한다. 한 슬리  간격은 모든 운 에서의 움직임 범 에 하여 유지되

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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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볼트

온에서의 볼트 설계는 NB-3230 요건을 만족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고온

에서는 볼트 하 제어 요건과 1종 기기 고온 설계 규정에서의 볼트 변형률 요건이 

만족되어야 한다.

 (vi) 용 부

온에서의 용  연결부는 NB-3350 Category B에 따라 설계되는 완  

통 용 이어야 한다. 고온에서는 1종 용기의 Category B 용  설계 규정을 만족해

야 한다. 

6. 격리밸  요소기술개발 

가. 격리밸 의 기능

      

Intermediate circuit인 고온  온 가스덕트에 설치되어 있는 격리밸

(Isolation Valve: IV))의 핵심 기능은 원자력수소시스템의 비정상  천이조건에서 

공정열 시스템(non-nuclear standard 용)과 원자로 시스템(nuclear standard 용)

을 격리하는 것이 주된 기능이다(송기남 2009).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원자력수소시스

템 개략도(그림 3-3-26)에서 보면 IV는 IS 공정을 격리시켜 IS 공정을 

non-nuclear-grade로 하기 해 설치되어 있다. 

그림 3-3-26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원자력수소시스템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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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HTTR의 고온 격리밸

      

그림 3-3-27은 일본의 HTTR에 사용된 고온 격리밸 (HTIV; High 

Temperature Isolation Valve)의 단면을 나타낸 것이고 표 3-3-8은 이 고온 격리밸

의 주요 기술사양을 나타낸 것이다. 900℃이상에서 작동되는 IV가 없었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HTTR용 HTIV를 개발하게 되었는데 이 HTIV에서는 이싱(casing) 

온도가 450℃ 이하가 되도록 하기 해 단열재(insulator)를 사용함으로서 비교  

가의 low-alloy steel을 이싱 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 고 실물 규격의 1/2 

크기로 HTIV를 제작하여 구조건 성을 확인하 다. 여기서 단열재는 구조건 성 

유지를 한 한 온도 유지기능을 함인데 그림 3-3-27에서 보듯이 valve 

body  rod는 고온 헬룸기체에 직  노출된다. 밸 의 패킹 름쇠(valve gland)의 

온도는 열 도에 의해 상승될 수 있으므로 열 항 graphite expansion packing이 

valve gland seal로 사용되고 'live loading device'가 성능 유지를 해 사용되

었다. 통상 으로 valve seat  disk의 표면은 속으로 만들어지는데 이는 밸 를 

닫을 때 면의 변형을 방지하기 함이다. 그러나 HTIV의 면 온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범용 속은 사용될 수 없었고 따라서 면용 재료개발이 수행

되었다. 기 속으로 Stellite no. 6가 사용되고 Cr3C2가 30 wt% 함유된 것이 

면용 재료로 개발되었는데 시효경화 시험(aging test)과 고온인장시험 등이 고온특

성을 검증하기 해 수행되었고 결과로서는 고온 헬륨기체의 aging후에 강도특성변

화는 찰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한편 간열교환기의 손상시에 원자로와 격리시키기 해 격리밸 가 1차 

loop에 설치되기도 한다. 

표 3-3-8. Major specifications of HT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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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7 Structure view of high-temperature 

isolation valve

7. Magnetic Bearing 기술 황

가. 헬륨순환기  헬륨순환기용 베어링 설계 황

       고온가스로에서 헬륨순환기(Helium Circulator/Blower)는 노심에서 발생한 

열에 지를 간열교환기로 달하는 핵심 인 기능을 담당한다. 작동유체인 헬륨

은 고온/고압의 증기상태로 1차 계통을 순환하며, 노심의 열출력을 제어한다. 헬륨

순환기는 고온가스로에서 유일한 고속 회 기계류이며, 신뢰성 있는 원자로 운 과 

안정 인 수소생산을 해서는 헬륨순환기의 구조  건 성 확보가 필수 이다(이

재선 외,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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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형별 헬륨순환기용 베어링 설계 황

(가) 국가별 베어링 설계 황

       ① 미국의 개발 황

     

미국은 블록형 핵연료요소를 채용한 발 로 Peach Bottom원자로와 Fort 

St. Vrain원자로의 건설과 운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Peach Bottom원자로는 1974

년에, Fort St. Vrain원자로는 1989년에 운 을 종료하 다. 이것에 계속되는 건설

계획도 있었으나 Fort St. Vrain원자로에서의 고장과 수요 둔화 등으로 지되게 

되었다.

1978년부터 가스냉각로 회(GCRA, 력회사와 핵열이용회사로 구성)와 DOE의 원

조자 으로 선도 로젝트(lead project)라고 불리는 개발계획이 GA사를 심으로 

추진되었다. 이 계획에서는 열출력 2,240MW, 기출력 855MW로 노심, 증기발생

기, 순환기 일차계통 부를 PCRV(Pre-stressed Concrete Pressure Vessel) 속에 

수납한 일체형 고온가스냉각로의 개발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소 력

회사가 많고 력수요 증가의 둔화 등에 추가하여 TMI원 사고, 체르노빌원 사고 

등의 향을 받아 고유안 성을 더욱 높인 , 사고발생 후 발 소 주변 주민의 긴

피를 필요로 하지 않는 소형 고온가스로로 심이 옮아갔다. 

       1990년 에 들어서면 더욱 경제성 향상을 한 검토가 진행되게 되어 종래

의 증기터빈발 형 MHTGR(열출력 450MW, 기출력 173MW)에 신하여 가스터

빈발 을 채용한 GT-MHR(Gas Turbine Modular Helium Reactor)의 설계개념이 

생겨났다.

       GT-MHR(열출력 600MW, 기출력 290MW)은 높은 고유안 성(피동안

성)을 갖추고 원자로에서 취출된 고온의 헬륨가스로 직  가스터빈을 돌려 발 함

으로써 높은 발 효율(약 45∼50 %)을 목표로 GA사가 제안한 고온가스냉각로이다. 

실용화를 목 으로 1994년에 미국 GA사와 러시아 원자력성(MINATOM) 사이에 공

동개발에 한 동의가 약정되어 1995년 2월에는 GT-MHR 개념설계 로젝트가 시

작되었다. 그 뒤 1996년 1월에는 랑스의 FRAMATOM사가, 1997년 4월에는 일본

의 FUJI 기가 이 개념설계 로젝트에 참가함으로써 국제 력 로젝트가 되었다. 

미국에서 핵무기해체 루토늄의 연소처분을 한 GT-MHR 로젝트로 500만$의 

산이 1998년에 승인되어 있다. 개념설계(제1단계)는 1997년 10월에 거의 종료하

고, 2010년까지에는 원형로를 건설할 계획이었다. 

       헬륨순환기 설계에 있어 Fort Saint Vrain(FSV)는 증기터빈에 의해서 구동

되는 vertical single stage axial flow compressor를 이용하 고, 헬륨순환기 로터 

지지부의 윤활재인 물이 1차 계통을 오염시키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 다. 이에 

따라 MHTGR에는 구동방식을 동구동(가변모터)방식으로 환하여 설계를 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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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시키고, 사고경험을 근거로 주축의 지지부를 능동형 자기베어링(Active Magnetic 

Bearing, AMB)으로 변경하는 설계를 제안하 다.

       ② 독일의 개발 황

       

독일은 페블베드(구상)핵연료를 사용한 고온가스냉각로 개발을 일 부터 추

진해오고 있고 발 용실험로 AVR , 발 용원형로 THTR-300의 건설과 양호한 운

경험을 가지고 있다. AVR과 THTR-300의 경험을 기 로 하여 발 용 혹은 열  

병합용의 고온가스냉각로 HTR-500과 모듈형 고온가스냉각로 HTR-M을 개발하고 

있다. 기본설계는 종료하고 안 심사도 마쳤으나 그 뒤의 사회정세와 경제정세의 

변화로 구체 인 건설계획은 없어졌다.

       HTR-500의 개념설계는 THTR-300의 연장선상에 있어 노심, 증기발생기를 

시한 일차계통 체를 하나의 공동인 PCRV에 수납하고 구경배 을 없앤 설계

로 되어 있다. HTR-M은 노심 크기를 이고 출력 도가 낮은 노심설계로 함으로

써 량의 방사성물질을 환경에 방출하는 노심용융사고를 일으키지 않는 원자로, 

즉 고유안 성을 최 한 높인 고온가스냉각로이다. 이 안 로의 개념구축연구는 

Jülich연구센터를 심으로 수행되고 있다.

       페블베드형 원자로(HTR)는 독일 이외에서도 심을 가져 국의 다목  연

구용실험로 HTR-10(3-2000년 임계 달성)의 건설, 남아 리카의 발 용 고온가스

냉각로PBMR의 건설계획  네덜란드의 열병합 연구용실험로 ACACIA계획으로 승

계되고 있다.

       독일은 AVR과 AGR의 설계  운 경험을 기반으로 THTR-300의 헬륨순

환기를 동방식으로 구동되는 single stage centrifugal compressor(수평방향)로 자

체 설계/제작하고, 주축 지지부는 기름을 윤활재로 사용하는 베어링을 사용하

다. 특히, THTR-300 헬륨순환기는 구동축과 동기, 냉각장치, 그리고 차단밸

(shutoff valve) 등을 포함하는 일체형으로 제작되어 조립과 분리가 용이하도록 증

기발생기 용기에 결합되는 설계개념을 용하 다. 독일의 THTR-300 헬륨순환기

의 설계  제작기술은 국의 HTR-10에 그 로 용된 것으로 보인다. HTR-M

은 THTR-300의 헬륨순환기 방향을 수직방향으로 환한 것을 제외하면, 기존의 

설계사양을 그 로 용한 것이다. 

       ③ 일본의 개발 황

       

일본원자력연구소가 심이 되어 1969년 이래 고온가스냉각로에 한 연구

개발을 추진하여 왔다. 1987년에 일본원자력 원회의 「원자력개발이용장기계획」

에 따라 고온공학시험연구로 HTTR의 건설이 결정되었다. 1990년에 원자로설치허

가를 취득하고 1991년에 착공하여 1998년 12월에는 핵연료장 을 완료하 다.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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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1월에는 임계를 달성하고 그 뒤 정기자주검사, 일차상부차폐체의 승온방지

책 등의 개선조치, 성자원의 교환 등을 종료하여 5월부터는 확인시험 등을 실시

하고 있다.

       일본원자력연구소에서는 고온가스냉각로의 건설과 함께 고온가스로에서 취

출되는 고온 헬륨가스에 의한 발 과 열 이용을 조합하는 이용연구를 추진하고 있

다. 한 미국 DOE, 국 INET, 독일 FZJ(Jülich 연구센터), 국 AEA 

Technology사 등과 국제 력을 추진하면서 계획을 수행하고 있다. 재 운  인 

일본의 HTTR 헬륨순환기는 동으로 구동되고, single stage centrifugal 방식의 

압축기를 사용하며 가스베어링으로 주축을 지지한다.

       ④ 국의 개발 황

       

독일의 력을 얻어 페블베드형 원자로를 채용한 핵열 로세스이용 시험로

HTR-10를 건설하여 운 하고 있으며 근래에는 질유회수를 한 핵열 로세스이

용 실용로(HTR-PM; 200 MWt)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HTR-10은 국 최 의 고

온가스냉각로로 1956년 6월부터 청화(淸華) 학 원자력기술연구소(INET)에서 설계·

건설을 시작하 다. 1998년 말에는 원자로용기, 증기발생기, 열제거계통의 설치가 

완료되어 1999년 말에는 노심이 설치되고 2000년에 임계를 달성하 다. HTR-10

용 헬륨순환기는 single stage centrifugal compressor으로 용되었으며, 증기발생

기 상부 압력용기 내부에 수직으로 설치된다. 이 헬륨순환기는 용량이 매우 작기 

때문에 그리이스 윤활의 앵귤러콘택트 볼베어링으로 회 축을 지지한다.

(나) 노형별 베어링 설계 황

       각 고온가스로 노형별로 헬륨순환기 용 베어링의 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HTGR at Fort Saint Vrain

       

FSV에는 4기의 헬륨순환기가 설치된다. 헬륨순환기는 고압 터빈(high 

pressure generating turbine)으로부터 방출되는 증기를 이용하는 증기 구동 단상 

터빈(steam driven single-stage turbine)으로 이루어진 단상 축수(single-stage 

axial) 헬륨압축기이다.

  개략 인 원자로  헬륨순환기 성능은 다음과 같다.

   - helium mass flow rate : 107 kg/s

   - circulator inlet temperature/pressure : 394℃/4.73 MPa



- 309 -

   - circulator rotating speed : 9,550 rpm

   - full load steam turbine power : 3,954 kW

그림 3-3-28. FSV Helium Circulator and Sealing System

       헬륨순환기 주축은 그림 3-3-28에 보이는 바와 같이 2개의 어 베어링  

1 의 스러스트베어링으로 지지되며, 각 베어링은 수윤활된다. 헬륨순환기에는 베어

링을 윤활하는 윤활수(bearing water)가 헬륨임펠러 측으로 유입되거나, 헬륨이 

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하여 정화완충헬륨공 시스템(purified buffer helium 

supply)이 설치된다. 완충헬륨(buffer helium)의 일부는 출된 베어링 윤활수와 혼

합된 후 완충헬륨순환기(buffer helium circulator)를 거쳐 건조되고 다시 정화완충

헬륨공 시스템으로 재공 되는 순환을 이루게 된다. 정지 장치(shutdown seal)

는 헬륨순환기가 정지되었을 때 헬륨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설치된다. 헬륨

순환기 내의 모든 베어링은 윤활수로 윤활되므로 병렬로 운 되는 3개의 

multi-stage 펌 가 2 loop에서 각각 운 된다.

    ② MHTGR

       

MHTGR용 헬륨순환기는 증기발생기 상부에 설치되며, 헬륨압축기(helium 

compressor)와 구동모터가 모두 원자로 일차계통 내부에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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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9. FSV Helium Circulator and Sealing 

System Circulator rotating machinery assembly

       회 축집합체는 능동자기베어링(Active magnetic bearing)에 의해 지지되며, 

보조베어링(Catcher bearing, Auxiliary bearing or Backup bearing)에 의해 보조된

다. 회 축  베어링의 구성은 그림 3-3-29에 보이는 바와 같다. 헬륨순환기는 다

음과 같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a) 기모터  압축기축 집합체 (Electric motor/compressor rotor assembly)

  b) 압축기 고정자  디퓨  집합체 (Compressor stator and diffuser assembly)

  c) 모터 고정자와 내부구조물지지  (Electric motor stator and internal 

structural support)

  d) 헬륨-물 열교환기 (Helium-to-water heat exchanger)

  e) 2개의 어  자기베어링  양방향 스러스트 자기베어링 (Two radial and 

one double acting axial, active magnetic bearing)

  f) 2개의 앵귤러콘택트 보조베어링 (Two angular contact catcher bearing)

  g)  시일 (Hermitically sealed connectors for electric power, cooling water, 

helium buffer, magnetic bearing controls and instru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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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기  모터 공동은 원자로보다 조  높은 압력의 정화된 헬륨정화유동(purified 

helium purge flow)으로 채워진다. 따라서 라비린스 구조를 통과하는 약간의 유동

은 주냉각기체가 모터 내부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한다.

    ③ GT-MHR

       

GT-MHR용 압축기는 2개의 경방향 자기베어링과 보조베어링, 1개의 축방

향 자기베어링과 보조베어링으로 구성된다(그림 3-3-30 참조). 자기베어링

(Electromagnetic Bearing-EMB or Active Magnetic Bearing-AMB)의 개발은 주

로 OKBM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단된다.

그림 3-3-30 Power Conversion Unit Turbomachine 

Support System

    ④ AVR

       

AVR에는 원자로 하부에 2개의 헬륨순환기가 수평으로 설치되어 있다. 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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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터는 압력용기 내에 일체형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베어링은 오일베어링으로 베어

링에 공 되는 오일이 원자로 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완충헬륨공 시스템  장

치가 용되었다(그림 3-3-31 참조). 

그림 3-3-31 AVR Helium Circulator

    ⑤ THTR-300

       

THTR-300 원자로에는 6개의 헬륨순환기가 수평으로 설치된다. 그림 

3-3-32에 보이는 바와 같이 각 헬륨순환기 주축은 오일베어링에 의해 지지되며, 헬

륨순환기 각각의 오일공 시스템을 갖고 있다. 베어링은 오일베어링으로 베어링에 

공 되는 오일이 원자로 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완충헬륨공 시스템(buffer helium 

supply system, or seal gas system)  장치가 용되었다. 

그림 3-3-32. Helium Circulator of 

THTR-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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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HTR-500

       

HTR-500용 헬륨순환기는 그림 3-3-33에 보이는 바와 같이 자기베어링을 

사용하여 주축을 지지하도록 설계하 다. 자기베어링과 보조베어링은 prototype을 

제작하여 성능검증을 수행하 다.

그림 3-3-33 Prototype Circulator MALVE 1

    ⑦ HTR-M

       

HTR-M용 헬륨순환기(그림 3-3-34 참조)에는 오일수조(oil bath)로 윤활되

는 틸 패드 베어링(tilting pad journal bearing)이 설치된다. 자기베어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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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 검토되었으나, 보조베어링의 개발완료 등 자기베어링 분야의 미검증 부분으로 

인해 검증된 기술의 용을 해 오일베어링을 용하 다.

그림 3-3-34 HTR-M Helium 

Circulator

    ⑧ HTTR

       

HTTR용 헬륨순환기의 구성은 그림 3-3-35에 보이는 바와 같다. 헬륨순환

기의 주축은 가스베어링으로 지지된다.

그림 3-3-35. Helium Circulator 

of HT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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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⑨ HTR-10

       

HTR-10용 헬륨순환기는 단상 원심 압축기(single-stage centrifugal 

compressor)로 선정되었다. 회 축 지지용 베어링은 그리이스로 윤활되는 볼베어링

이 용되며, 그림 3-3-36에 보이는 바와 같이 상부에는 한 의 앵귤러콘택트 볼

베어링을 정면조합(face-to-face)으로 설치하여 경방향  축방향 하 을 지지하도

록 하고, 하부에는 한 개의 앵귤러콘택트 볼베어링을 설치하여 경방향 하 을 지지

하도록 하 다. 볼베어링이 고온에서 고속회 하기 때문에 냉각을 해 상부  하

부 각각에 베어링 냉각기를 설치하 다. 베어링용 그리이스는 증기발생기 외부에서 

보충이 가능하도록 윤활제 튜 를 설치하 다.

그림 3-3-36 HTR-10 Helium Circulator

    ⑩ PBMR

       

PBMR의 터빈 구성은 그림 3-3-37에 보이는 바와 같다. 터빈 축을 지지하

도록 자기베어링을 배치하 으며, 3개의 반경방향 베어링  1개의 축방향 베어링

으로 구성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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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7. PBMR Power-Turbine Generator

나. 헬륨순환기에 용 가능한 베어링 형식

       재까지 운 되었거나 개발 인 헬륨순환기에는 앵귤러콘택트 볼베어링, 

수윤활베어링, 오일베어링, 자기베어링 등 다양한 형식의 베어링이 용되었다. 각 

베어링 형식은 운  조건  설치 조건 등에 따라 가장 합한 형식으로 선정되어 

용되어야 한다.

(1) 구름베어링

       구름 베어링은 내륜과 외륜 사이에 있는 동체(볼 혹은 롤러)를 통하여 내

륜(혹은 외륜)에 하 을 달하는 방식으로 작동되며, 다음과 같은 장 으로 인해 

리 용되고 있다.

- 국제 으로 표 화, 규격화되어 있으므로 호환성이 있고, 교환 사용이 가능하다.

- 베어링의 주변 구조를 간단하게 할 수 있다.

- 보수와 검이 용이하다.

- 기동마찰 토크가 작고, 기동마찰 토크와 운  마찰 토크와의 차이가 비교  작다.

- 일반 으로 직경방향 하 과 축방향 하 을 함께 지지할 수 있다.

- 고온과 온에서 사용이 비교  용이하다.

- 압을 가하여 강성을 높일 수 있다.

     . 헬륨순환기 용 : HTR-10용 헬륨순환기에는 앵귤러콘택트 볼베어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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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어 경방향  축방향 하 을 지지하도록 하 다. 특히 상부베어링은 정면조

합으로 설치하여 축방향  경방향 하 을 지지하도록 하 다.

(2) 미끄럼베어링

       미끄럼베어링은 베어링이 부의 표면 부나 표면의 일부를 감싸도록 구

성되며, 베어링과 의 면 사이에 압축 공기를 불어넣거나, 물, 오일, 그리이

스 등의 윤활유가 충 되어 구성된다. 면과 면이 직  하는 미끄럼 베어링은 

회 할 때 마찰 항이 커서 발열로 인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면 이 

넓어 하 을 지지하는 능력은 일반 으로 구름베어링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

서 충격하 을 받는 기계부품과 고하 에서 속회 을 하는 선박용 형엔진 등에 

사용되고 있다.

       미끄럼 베어링은 고하 , 속운동을 하는 기계요소에 리 사용되고 있으

며, 특히 오일을 윤활제로 한 오일베어링은 그 응용 가 많다. 이것은 미끄럼 베어

링이 큰 내충격성을 가지면서 큰 하 에도 견딜 수 있으며, 장수명과 소음의 장

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끄럼 베어링은 베어링과  사이에 형성되는 얇은 

유막을 통해 하 을 지탱할 수 있다.

  . 헬륨순환기 용 : 미끄럼베어링이 용되는 헬륨순환기는 사용되는 윤활제의 

종류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 공기베어링

   - 수윤활베어링

   - 오일윤활베어링

(3) 자기베어링

       자기 베어링은 내.외륜 사이에 동체 는 윤활제 신 자력을 형성시켜, 

자기 부상법을 이용한 베어링이며, 자력 발생원으로는 구 자석, 상 도 자석, 

도 자석의 3가지 종류가 사용되고 있다. 자기 베어링은 자기 흡인식, 자기 반발

식, 유도식, 도 마이 스 효과 등을 이용하여 자기 부상시키고 그 힘으로 하

을 지지한다. 축과 베어링 사이의 틈새는 공기 베어링의 틈새보다 한자리수 이상 

크기 때문에 마찰 토크가 작고 소음에 유리하며, 진공 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이

을 갖고 있다. 한 자력을 조 하여 베어링의 강성이나 감쇠를 조 하여야하기 

때문에 다른 베어링에 비해 구조가 복잡하고 부품이 고가이며, 별도의 제어 장치가 

필요하다는 단 이 있다. 

       자기 베어링을 제어하기 해서는 기 치(Reference Position)로부터 축의 

상하 변 를 변  센서로 측정하고 이를 피드백 제어(Feedback Control)에 의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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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로 보낸다. 그 다음 제어기로부터 신호 처리하여 나온 압형태의 제어신호를 

력증폭기에서 류로 변환  증폭하여 회 축의 상하에 배치된 한 의 자석 

여자코일에 흘려보냄으로서 자기력을 변화시켜 회 축을 수직 방향으로 제어한다.  

이러한 자기 베어링은 각 연구기 과 기업에서 보다 소형, 코스트, 고성능을 지향

하여 자기 베어링 구성 부품의 단순화, 기능의 복합화에 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피드백 제어에서 필요한 센서 기능을 자기 베어링 자석에 부가시키는 셀

센싱 기술이나 모터 기능을 일체화한 모터 일체 자기 베어링, 이디얼 자기 베어

링과 액사일(Axile) 자기 베어링을 일체화한 방식이나 자석의 수를 삭감한 방식 

등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자기 베어링의 고속성이나 강성 등의 이 을 활용하

고 자기 제어회로내의 신호를 사용하여 지능화된 공작기계의 주축 베어링으로서 자

기 베어링을 사용하기 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 헬륨순환기 용 : 일반 으로 헬륨순환기에 용되는 자기베어링은 EMB 

(ElectroMagnetic Bearing) 는 AMB (Active Magnetic Bearing)로 불린다. 자기

베어링이 용되어 운 된 헬륨순환기는 재까지 개발되지 않았으나, 재 개발 

인 부분의 헬륨순환기는 자기베어링의 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헬륨순환기에 자기베어링의 용이 검토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  이후로 자기베

어링의 발  이후이며, 다음과 같은 장 이 고려된 것이다.

  - 무한 베어링 수명(이상 인 경우, 무 을 가정한 경우)

  - 고속 회  가능

  - 윤활제 유입으로 인한 시스템 오염 방지

  - 마찰 손실 감소

  - 윤활유 공  시스템  구조 제거

  - 진동없는 회  구  (공진속도를 지나 운  가능)

  - 축정렬(alignment)  밸런싱(balancing) 단순화 가능

  - 회 축의 연속  감시 가능

  - 고신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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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코 /이온빔 믹싱  공정열교환기 제작 기술

1. 연구개발의 배경

안정성이 높으며 안정 으로 고온의 열을 공 할 수 있는 고온 가스 냉각로(High 

temperature gas-cooled reactor)를 수소 생산을 한 열원으로 한 시스템에서 재 

까지 가장 이상 인 열화학 공정 방법으로 Iodine-sulfur cycle이고려되고 있다. 이 

I-S cycle에서 황산가스가 900°C 이상의 고온에서 분해되어 H2O/SO2/SO3 분 기를 

형성 하므로 극심한 부식 환경을 조성하게 된다. 따라서 고온에서 기계  성질과 

부식 성질이 우수한 황산분해반응기의 열교환기 재료를 개발하는 것이 본 연구개발

의 배경이다. 이를  해 Hastelloy X, Alloy 800H, Alloy690 등의 Ni 합 계 재료 

 stainless steel(SUS)  고온 기계  성질이 가장 우수한 Hastelloy X 를 속 

재료로 선정하고 부식 항성을 향상시키기 해 본 연구에서 세라믹 코  기술을 

개발 하 다. SiC는 Si 과 C 사이의 강한 공유결합과 Tetrahedral coordination으로 

매우 안정정인 구조를 가진 세라믹으로 열 도도가 비교  우수한 특성을 가져 코

 소재로 선정하 으며 이  bulk SiC로 실험한 결과 황산 분 기에서 부식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SiC를 Hastelloy X에 코 할 경우 가장 문제가 되

는 이 두 재료간 큰 열 팽팡 계수 차이로 인한 박리이다 (CTE: Hasyelloy X 

16.6x10-6 at 980°C, SiC 5.0x10-6 at 1000°C). 본 연구는 코 과 이온빔 혼합 기술을 

용하여 계면에 코  층과 모재사이의 차이를 최소화 하는 공정개발을 하는데 있

다.  다른 문제는 본 연구 개발에서 사용된 e-beam evaporative deposition 의 경

우 코  층의 도가 bulk 보다 히 낮아지는 경향이 있어 진공  열처리를 할 

경우 승화(sublimation) 온도가 낮아지는 문제가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해 본 연

구에서 이온빔 조사 방법을 개발하 다.

각 sheet Hastelloy X 에 해 코 /이온빔 믹싱을 수행한 후 공정 열교환기를 

제조하기 해 확산 합 공정을 개발하 다. 확산 합을 해 고온에서 Hastelloy 

X 보다 열 팽창 계수가 작으면서 인성이 있는 속 소재(Alloy steel, SKD11   

SKD61)로 가압지그를 설계 제작하여 진공  열처리를 통해 수행하 다.

2. 연구 내용

가. 소형 열교환기 부품 제작

그림 3-4-1은 소형 loop 실험을 한 공정열교환기 설계 개략도와 이 개략도

에 맞추어 설계 제작된 부품들이다. He 유로는 기계  가공(grooving)으로 제작하

다. 황산 가스 유로 부품은 bending 방법으로 가공하 다. grooving 가공  가공

면의 stress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sheet의 휨 상은 가공의 정 도를 해하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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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최 한 plate가 평탄성을 유지 할 수 있도록 가장자리를 자석을 사용 기계 으

로 잡는 공정을 용하 다. 황산 유로 sheet의 bending 공정 한 균일하게 가공

이 될 수 있도록 형을 제작하여 여러 channel이 동시에 변형이 되도록 제작하

다.

그림 3-4-1. 공정 열교환기 개략도  설계 제작된 부품 들

가공된 각 부품들은 코 을 해 표면 거칠기가 0.05μm 이하가 되도록 다이

아몬드 paste로 연마하 다. 

나. 박막증착

 SiC 소재를 담은 Crucible 아래 측면에 자총을 치시키고 자 빔을  

쏘아 올리면서 자기장을 가하여 빔이 휘어지게 하여 Crucible내 SiC 표 에 충돌 

용융  증발이 되게 하여 작업 챔버 내 윗부분에 치한 소형 공정열교환기 용 

sheet에 도달하여 코 이 되게 하 다. 코 을 하기 에 substrate 표면에 존재하

는 이물질을 제거 하기 해 약 10 keV. 0.5mA의 질소 이온으로 조사각이 약 45도

가되게  10분간 조사하여 sputter cleaning을 하 다. 코 을 약 50nm 두께 정도로 

한 후에 substrate는 90도로 tilt하여 이온빔 조사가 되게 하 다. 장치 구성은 그림 

3-4-2와 같다. 자빔을 발생하기 해 10kW의 력을 용하 다. 코 은 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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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 과 2차 코 으로 나뉘는데 그 사이에 이온빔 믹싱 공정이 들어간다. 

그림 3-4-2. 코   이온빔 믹싱 장치 구성 도 

다. 이온빔 mixing

그림 3-4-2의 구성 장치  하나인 이온주입 장치의 이온 총은 세 가지 목 으

로 사용된다. 첫째 증착  substrate 재료 표면의 이물질을 제거하기 함이며 둘

째는 1차 코  된 박막 표면에 이온빔을 70keV 이상 에 지로 조사하여 이온빔 믹

싱을 하는 것이며 세 번째는 원래 목 된 두께로 증착한 후 코  표면에 조사하여 

표면층 도를 향상 시켜 진공 열처리  승화를 방지하는 것이다. 

이온빔 믹싱 공정은 계면에서 서로 다른 두 재료의 혼합을 통해 변형 차이를 

완화시키는 공정이다. 이 공정은 일차 으로 얇은 두께의 박막을 증착하고 이온빔

으로 충돌하여 박막이 모재내로 침투해 들어가게 하여 계면을 혼합하여 서로 다른  

두 재료간의 성질차이를 완화한 후 그 에 이차 박막을 증착하여 계면의 합 성

을 향상 시켜 박리가 쉽게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 목 이다. 최상의 결과를 도출

하기 해서 어떤 이온을 사용하고, 온도는 어느 정도를 유지하고 충돌 이온 량은 

어느 정도로 하느냐는 것이 주요 변수이다. 본 연구에서는 약 80nm 두께의 박막을 

증착한 후 질소(N) 이온을 에 지 70keV, 이온 량 1x1017/cm²로 충돌시켰다. 코 /

이온빔 믹싱 공정이 끝난 후 열처리를 통해 계면 반응을 유도하 다. 이 게 하

을 때 계면에서는 Ni-Silicides 로 추정되는 화합물이 형성 됨이 X-ray diffraction 

결과 밝 졌다. 이 계면에서의 형성된 새로운 화합물이 고온에서의 열팽창계수 차

이로 인한 박리가 발생하지 않게하는 buffer layer 역할을 한 것으로 단된다.

라. 박막  계면 특성 분석

박막의 합성을 실험하기 해 Thermal cycling을 실시하 다. thermal 

cycling은 900℃와 400℃ 사이에서 하 다. 박막  계면의 특성은 X-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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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electron spectroscopy,  Auger electron microscopy, Cross sectional TEM 

and SEM attached with Energy Dispersive X-ray spectoscopy, X-ray diffraction

등으로 분석하 다.

마. Ion beam hammering(IBH)에 의한 vacuum sublimation 방지 실험

부분의 코  층은 bulk 소재보다 도가 낮다. 따라서 진공  열처리를 할 

때 sublimation 온도가 낮아져서 SiC의 경우 원래 sublimation 온도가 2000℃  후

가 되어야 하는데 진공도  박막의 도에 따라 1000℃이하로 낮아 질 수 있다. 

sublimation이 표면으로부터 발생하므로 이온빔을 조사하여 표면층을 고 화시켜 

sublimation을 방지하는 실험을 실시하 다. 15X15X0.5(mm) 크기의 시편을 알루미

나 보트에 넣어서 가열속도 7.5℃/분 으로 하 고 각 온도에서 5시간을 유지하 으

며 950℃, 850℃, 700℃, 550℃등 여러 온도에서 실험하여 sublimation으로 인한 무

게 감소를 비교하여 특성을 비교하 다. 무게 변화는 readability 0.01mg(a 

repaetability of 0.02mg)의 micro-balabce로 측정 하 다.

바. 부식 실험

Hastelloy X 소재 에 SiC를 코   이온빔 믹싱을 한 시편들을 진공  

기 에서 950℃로 5시간 열처리를 한 시편과 처리하지 않은 Hastelloy X 시험편을 

88% 황산 용액에 침지하여 250℃에서 약 350시간 실험을 하여 시편의 형상을 비교 

하 다. 

사. 확산 합 

황산 합은 workpieces 표면에서 산화막이 형성되지 않도록 진공 에서 해야 

함이 기본이며 주요 3가지 요소는 온도, 압력  시간이다. 이  압력을 어떻게 주

느냐가 가장 큰 기술  문제인데 본 과제에서는 속간의 열팽창 계수 차이를 이용

하여 확산 합을 시도 하 다. 먼  헬륨 유로  들끼리 합을 한 후 황산 가스 

유로 과의 일체화를 시도하 다. 사용한 속 clamping jig 소재는 고온 기계  성

질이 우수하고 열팽창계수가 Hastelloy X 보다 작은 SKD61을 사용하 다.  확산

합 결과를 단하기 해 Dye Penetration 방법을 사용하 고 압축 공기 실험도 병

행하 다.

아. 공정 열교환기 제조

공정 열교환기 제작 과정은 그림 3-4-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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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 합 공정이 확립된 후 먼  헬륨 유로  사이를 합하 으며 지그는 그

림 3-4-4(a)과 같으며 체를 일체화를 한 지그는 그림 3-4-4(b)와 같다. 열교환

기의 제조공정은 다음과 같이 했다.

i) He 유로 의 확산 합

ii)He 유로   황산 가스 유로  표면의 연마, 음  세정 후, 이온 빔      

     sputtering으로 표면 산화층의 제거 

iii) SiC 박막을 약 50-80nm 두께로 증착 후 70keV N 이온빔 조사 믹싱

iv) 기에 매 약 200nm 증차 후 이온빔 hammering

v) 최종 코  후 이온빔 hammering으로 표면 고 화

vi)코 /이온빔 믹싱이 완료된 시편의 일체화를 한 확산 합

v) 기 성 평가

확산 합은 진공 에서 수행하 는데 이는 표면의 산화층 형성을 방지하기 

해서 이고 진공도는 약 1X10
-5
 torr 으며, 가열조건은 850℃까지는 천천히 가열하

다가 최종 으로는 950℃이상의 온도로 가열한 후 6시간가량 유지 시켰다. 이는 지

그로 사용한 SKD61 재료의 고온 기계  특성의 변화 즉, 무 온도가 높으면 

SKD61의 열처리로 인한 경화 특성이 풀려지는 지는 것을 고려한 것이다. 그림 

3-4-4의 일체화 열처리를 하기 한 지그는 그림에서 보듯이 지그와 시편사이의 

합을 방지하기 해 세라믹 ball을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 것이다. 사용한 알루

미나 ball은 열팽창으로 인한 압력 조건에서  괴가 되지 않고 마찰이 없어 

workpiece에 작용하는 단 응력을 없게 한다.

그림 3-4-3. 공정 열 교환기 제작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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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4.  He 유로  간의 확산 합을 해 설계 제작된 지그(a)  

일체화를 한 확산 합지그(b)

3. 연구 결과

가. SiC 코 막 특성 분석 

자빔 증착 방법으로 코  된 SiC의 특성을 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로 분석하 다. 사용한 XPS 장치는 AXIS-NOVA (Kratos)모델로 

X-ray source는 Monochromated Al Kα (W)를 사용하 으며 분석  진공 챔버 

압력은 7.7 × 10-9 Torr 으며 분석한 시편은 황산부식시험 후 시편  bulk 시편

이었다. 표면층을 2.0keV Ar-이온 빔으로 sputtering 하면서 깊이 방향의 화학 특

성 변화를 분석 하 다. 그림 3-4-5에서 보이듯이 황산부식  후의 코  표면에는 

SiC의 C와는 무 한 surface contaminants로 C (Hydro carbon species)가 존재하

며 황산용액에서 침 된 것으로 보이는 S가 표면에 존재하고 표면에 두꺼운 산화

(Si-oxides)층이 존재 함을 보여 다. 그림 3-4-6은 표면의 O 한 SiO2으로 부터

의 O가 아니라 Surface contaminants로서의 O임을 보여 다. 5분간 sputtering 후

에도 화학양론비 인 SiC  SiO2에 속하지 않는 C  O이 존재하여 Surface 

contaminants의 두께는 약 15nm이상 (sputter 조건, 3 keV, 0.1mA,  2mmx2mm: 

10nm/min 기 으로 산정)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3-4-7은 황산부식 후 표

면에 존재하는 S의 호학 상태를 부 한 결과인데 표면에 elemental S이 아닌 화합

물로써의 S 존재함을 보인다. 즉, 같은 sampling Volume내에 Si, O, C 이 존재하며 

S2p 의 결합에 지가 elemental S 에 비해 5.6eV 가량 어 S는  Si, C, O과 화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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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그림 3-4-7은C와 O와는 달리 근  표면

에만 존재 부식 실험도 에 형성되었음을 나타 낸다. 표면에 존재하는 S가 

sputtering에 의해 제거된 후 C, O  Si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표면에 존재하는 

S는 극 표면에만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며 코  층의 표면은 매우 두꺼운 

Si-C-O(-H)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두꺼운 Si-C-O(-H) 형성 요인은 i) 코  소재

인 bulk SiC 표면에는 항상 SI-oxides 층 존재,  ii) 코  도  진공 챔버내의 잔류 

산소의 향, 는  iii) 코  후 시편 냉각 도  공기와의 반응에 의해 형성 등으로 

사료되며 향 후 코  공정시 반드시 고려해야할 사항으로 단된다.

그림 3-4-5. 황산부식 후의 SiC film 표면원소의 

XPS survey scan 

그림 3-4-6. 황산부식 후의 SiC film 표면원소의 화학분석: C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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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7. 황산부식 후의 SiC film 표면원소의 화학분석: S

SiC 코  층의 화학 특성을 이해하기 하여 코 에 사용한 bulk SiC 

source 재료의 표면 특성도 분석하 다. 표 3-4-1은 XPS peak으로 분석한 구성 성

분 비를 보인다. 표에서 보듯이 표면 C는 hydrocarbon species  SiC로 부터의 C로 

구성되어 있으며 표면 층 제거 후 C은 주로 SiC로 존재하며 표면의 산소는 모두 

SiO2를 형성함을 보여 다 (그림 3-4-8). 한 표면 산화 층(Si oxides)이 30nm 이

상의 깊이까지 형성되어 있으며 Si carbides와 같이 존재 함을 보여줘 향후 SiC 시

료를 구매할 때 이 을 고려하여야함을 알게 한다. 그러나 SiO2와 SiC는 섞여 있

더라도 코  층이부식 방식 특성에는 향을 크게 미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표 3-4-1. Bulk SiC 표면에서의 원소 구성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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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8. Bulk SiC 표면의 C  O의 C1s  O1s XPS peaks 

표 3-4-2는 그림 3-4-8의 특성을 보인 bulk SiC로 증착한 코  SiC의 XPS 

peaks으로 화학 분석을 한 결과이다. 코 된 SiC 표면에도 산화 층(Si oxides)이 최

소 20nm 이상 깊이까지 형성되어 있으며 Si carbides와 같이 존재함을 보이고 있으

며 보다 깊은 곳까지 산화물이 존재함은 증착 모재 표면에 존재하는 산화물과 련

있음을 나타낸다. O의 비율이 어드는 만큼 Si 과 C의 비율 증가하고 있다. 

표 3-4-2. SiC 코  층의 원소 구성 비

한 그림 3-4-9에서 보이듯이 코  층 표면에는 Hydro Carbon species와 같

은 오염물질로 부터의 C와 Si-C로 부터의 C이 같이 존재하며 약 20nm표면 층을 

제거한 후 하나의 C1s peak이나타나는데 이는 Si-C로부터의 C1s로 사료된다. O1s

는 peak 치의 변화가 없어 표면이나 내부나 모두 Si-O 결합을 하고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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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 그림 3-4-10은 SiC 코  층의 Si의 호학상태를 분석한 것인데 Elemental 

Si의 Si2p peak은 99.2 eV 근처에서 나타나야 하는데 As-deposited SiC film 표면 

에는 3eV이상의 chemical shift를 보이는 peak 들이 나타나 여러가지 화합물 형태

로 존재함을 보여 다. (참고: Si-C ~102 eV, Si-N ~103eV, stoichiometry에 따라 

변화) 약 4 분간 sputtering(약 20nm 두께 제거)후 peak은 102.6eV에서 형성되는데 

주입이온이 N이므로 Si-N bonding도 존재하는 체 으로는 Si-C-O:N 화합물의 

존재로 나타나고 있다.

상기의 XPS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Bulk SiC 은 항상 표면에 상당한 두께의 

SiO2와 공존 하며 증착시 이 산화물(SiO2)은 SiC와 함께 박막에 들어 가며 박막 

표면의 SiO2는 내부의 SiO2보다  더 많으며 황산 분 기에서 표면은 Sulfur와 화합

물을 형성한다. 한 표면에 형성된 Si-O-C-S(-H)화합물의 두께는 산화층의 두께

보다 얇다.

그림 3-4-9. Bulk SiC (A)로 증착한 박막의 XPS분석: C,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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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0. SiC 코  충에서의 Si 화학 상태 XPS분석 

나. 이온빔 믹싱  열처리한 시편 분석

 

그림 3-4-11은 코 만 한 시편과 이온빔 믹싱 후 열처리를 한 시편들을 

X-SEM으로 찰한 사진들이다. 그림 3-4-11(a)는 as-coated 시편의 단면이며 

11(b)는 900℃에서 5시간 열처리 한 시편의 단면  이다. (a)의 경우는 코  층과 

모재사이의 계면이 매우 뚜렷한 반면 (b)에서 보이는 IBM 후 열처리한 시편은 계

면이 명확하지 않아 계면 반응이 일어났음을 알게 한다. 이러한 계면 반응은 코  

층이 유지가 될 때에 일어 날 수 있는 것으로 IBM의 기능은 코  층이 열 팽창에 

의한 응력에도 불구하고 코  층을 유지  하는 기능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IBM을 하지 않은 시편은 코  층의 두께에 따라 다르긴 하나 1μm이상의 두께로 

코 한 경우 900℃의온도에서는 열팽창 계수의 차이가 모재에 비해 3배 이상 낮아 

개 박리가 발생하여 그림 3-4-11(b)와 같은 계면 형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림 3-4-12는 코 /IBM 우 900℃에서 2시간 열처리한 시편을 X-ray 

diffraction으로 분석한 결과를 나타낸다. X-ray diffraction pattern으로 분석되는 격

자 상수 3.66Å은 Hastelloy X 표  시편으로 얻어지는 값과 일치하며 격자상

수 4.4Å로 나타는 peak들은 SiC 표  시편의 그것과 잘 일치 한다. FCC 

Hastelloy X 의 diffraction peak과 beta-SiC 결정구조를 나타내는 peak 들은 쉽게 

식별이 되었지만 그외의 peak 들도 다수 보이는데 몇몇 peak들은 SiO2 peak들로 

식별되었으나 그 나머지 peak 들은 Ni-Silicates 화합물로 사료는 되나 아직 정확한 

상은 식별되지 않고 있다.  이 식별이 않된 peak들은 IBM 후 열처리 온도가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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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로 높아 질수록 더 많아 졌는데(그림 3-4-13) 바로 계면 반응 생성물이 많아 졌

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이에 한 개념  그림은 그림 3-4-14에 나타내었다. 즉, 

이론 상 고온에서는 열팽창 계수의 차이로 인해 박리가 되어야 하나 IBM으로 박리

가 되지 않고 코 층이 유지가 되어 SiC와 Hastelloy X 사이의 원소들간의 반응 으

로 인한 계면 생성물이 buffer layer 역할 을 하기 때문에 박리가 발생하지 않는 것

이라 분석된다. 일단 반응이 일어나면 두 재료를 소비하는 만큼 새로운 상이 나타

나게 되며 이 새로운 상이 생성되는 정도는 열 확산에 의해 지배된다.

그림 3-4-11. Cross-sectional SEM lmage:

(a)as-coated, (b)Coating/IBM 후 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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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2. IBM/annealing(900℃, 2시간) 한 시편의 X-ray diffraction pattern

그림 3-4-13. IBM/annealing(900℃, 2시간) 한 시편과 1000℃에서 2시간 

annealing한 시편의 X-ray diffraction pattern 비교 



- 332 -

그림 3-4-14. 개념 으로 설명한 IBM으로 인한 계면 반응 메카니즘 

다. Ion beam Hammering 승화 방지 실험

e-beam evaporative deposition의 특성 상 증착된 박막의 도는 사용한 

bulk SiC 시편보다 낮다. SiC 박막의 증착 속도를 3 Å/s로 하고 빔 류를 0.15A로

하여 박막을 증착 하 더니, 코   후의 무게 변화, 시편 표면   SEM으로 

찰하여 측정된 시편 두께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 박막의 도는 bulk SiC 도인 

3.217 g/cm
3
보다 약 40% 가량 낮은 1.92 g/cm

3
에 불과하 다. 이 시편을 알루미나 

보트에 올려 놓고 작동 진공도가 ~1.5 x10-5 Torr인 진공 챔버에서 분당 ~7.5℃로 

가열하여 950℃까지 도달하게 한 후 에서 약 2 시간 간 유지 하 더니 커  만 한 

시편은 상당한 량의 SiC가 승화되어 알루미나 보트에 녹색으로 코  되었다 (그림 

3-4-15). 이 녹색 코  된 면을 XPS로 분석해 보니 Si과 C으로 구성 SiC 입자임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SiC 코 되었던 Hastelloy X 에도 Si  C가 나타나 승화가 

발생되었음이 확인되었다. 두께변화에 의한 승화 율을 계산한 결과 2.9 nm/cm
2
.min

이었다. 그러나 SiC코 된 표면에 N 이온빔을 조사한 시편을 annealing 해보니 그

러한 redeposition이 육안으로는 확인되지 않아 이온빔 hammering으로 인한 표면 

층의 densification이 SiC 승화의 barrier 역할을 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온 빔 hammering만으로 완 히 승화가 억제되어 지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온주입 에 지가 이번 연구엣 사용한  70keV 정도 일 때 부분의 이온은 

극 표면층은 통과하고 sub-surface에서 에 지를 잃고 멈추기 때문에 표면층의 고

화는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이 진공  승화에 의한 증착 



- 333 -

그림 3-4-15. Sublimation에 의해 알루미나 보트 의

증착된 SiC(a)  XPS 분석 (b)

상은 재 PVD 코  방법으로 증착이 어려운 shadow area 코 에 용될 수 있을 

걸로 믿는다. 

따라서 지 까지의 연구결과 가장 이상 인 SiC protective 코  방법은 그림 

3-4-16에 보인 바와 같이 증착 기에 이온빔 믹싱을 하여 합력을 높이고 최종

으로 증착된 SiC 코  층 에 이온빔을 조사하여 hammering하여 표면 층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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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하나 더 고려해야 할 것은 만일 공기 에 열처리를 할 경

우는 이 이온빔 hammering은 필요하지 않다. 그 이유는 공기  열처리 동안에는 

승화가 발생하지 않고 결정화가 되기 때문이다.  

그림 3-4-16. Ion beam mxing  hammering 개념도: 최  박막 증착 공정

라. 황산 부식 실험

 

그림 3-4-17은 Hastelloy X 에 SiC 코 /IBM을 한 시편을 300℃에서 

98% H2SO4 용액에 넣고 약 25 시간간 부식실험  후의 시편 표면 형상을 SEM으

로 찰한 결과이다. 부식 실험 결과 etch pit이 보이지 않는 것은 micro-pipes, 

voids  inclusions이 코  층 에 없다는 것을 보인다. 그러나 작은 particle 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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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식실험 후에 보이고 300℃ 황산 부식 후에 입자 크기가 더 커진 것은 온에서

도 입자가 비정질 SiC 층을 소비하면서 성장한 것임을 나타낸다.  한 입자는 계

속 자라 온도가 약 700-800℃에서 모든 코  층의 결정화가 된 것이 찰되었다. 

그림 3-4-18은 925℃로 진공 에 열처리한 SiC 박막이 리한 모서리로 결정화된 

것을 나타낸 SEM 사진이다. 일단 이 게 결정화가 되면 더 이상의 승화는 발생하

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결정화 되면서 박막에는 crack 과 같은 골이 보

이는 데 이를 통해 부식액이 침투되면 기치 않은 모재 부식이 발생할 수도 있음

을 시사하여 향 후 공정개발 시 참고 할 필요가 있다.  

그림 3-4-17 황산 부식  후의 Hastelloy X 에 코 /IBM 된 SiC 박막

그림 3-4-18. 925℃로 진공  열처리 후 결정화된 SiC 코  층

그림 3-4-19  20은 실 열교환기의 황산 유로 을 부식 시험 쿠폰으로 제

작하여 부식 실험을 한 결과이다. 이 시험편들은 88% 황산 용액에 침수하여 250℃

에서 약 350여 시간까지 부식 실험한 시편들인데 코 /IBM한 후 진공  는 공

기  열처리한 시편이 as-received Hastelloy X 시편에 비해 sheet 두께의 감소가 

히 작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4-19 (b)는 80시간 경과 후의 두께 감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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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는데 이때 이미 부식 정도의 차이는 거의 2배에 가깝다. 그림 3-4-20은 약 

350시간 후에는 as-received Hastelloy X는 더 이상 부식에 견디지 못하고 얇아질 

로 얇아져서 모서리로부터 침식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 다. 그러나 코 /IBM

한 시편의 경우 아직도 소재가 상당히 긴 시간 견딜수 있음을 보여 다. 그러나 

코 된 시편도 두께가 많이 어 들었는데 이것은 그림18에서 보 듯이 열처리 후 

박막의 결정화시 시편의 수축으로 인해 crack이 표면에 발생하 기 때문에 이를 통

한 부식의 결과 코  층이 유실되었기 때문에 부식이 지연되긴 했으나 코 층 유실 

후 부식이 진행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향 후 코  공정을 개선하기 

해서는 코 -IBM-IBH-annealing 공정을 반복하여 되풀이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

해 다.  이 부식 실험에 사용된 시편은 0.5t 두께의 Hastelloy X sheet를 bending 

하여 제작한 부품에 코  이온빔 믹싱을 하여 박막 두께가 약 1 μm되게 한 것이다. 

그림 3-4-19(a)에서 보이듯황산용액과 기 경계면에 희거나 노랑색의 반 등이 보

이는데 이는 황산이 응착하여 고체 황이 표면에 붙어 있는 것이다. 이에 한 이해

를 돕기 해 황산에 한 열화학  반응 엔탈피  자유에 지 변화를 참고자료로 

조사해 보았다. 250℃에서 액체 상태의 황산은 흡열반응에 의해 액체나 기체 상태

의 H2O와 기체 상태의 SO3로 분해되는데 SO3는 다시 고체 황과 기체 산소로 분

해되어 황이 Hastelloy X 표면에 응착하게 되는 것을 알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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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9. 250℃ 80시간 88% 황산 부식 실험 결과

(a):황산 침지 부식 실험에 시용한 시험편들: 좌측:as-received, 가운데: 

코 /IBM/공기  annealing, 우측:코 /IBM/진공  annealing

(b) 황산 부식으로 각 시편의 두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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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0. 250℃에서 348시간 88% 황산 부식 실험 결과:

상부의 두 시편은 코 시편 하부 침식된 시편은 as-received Hastelloy X 시편

마. 확산 합 실험

원자력 수소 생산용 공정 열교환기 제작의 핵심 기술은 He 유로를 한 

channel 형성  확산 합 공정이다. 확산 합의 장 은 일단 소재들 간의 용융

에 한 합시 발생하는 상학  반응으로 인한 소재 특성의 변화를 방지 하는 

것과 용 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소재의 뒤틀림의 방지 이다. 이를 해 확산 

합은 용융 이하의 온도여야 하며 상변태가 발생하지 않는 온도 범 에서 하여져야 

한다. Hastelloy X의 용융 은 약 1300℃이나 고온에서의 상변태가 없어 확산 합

을 하기 한 온도는 1000℃이상 까지도 가능하게 한다. 온도이외의 공정 변수는 

압력이다. 따라서 확산 합의 정의는 두 재료 간에 압력을 가하여 착 시키고 열

에 의한 확산이 두 재료간에 발생하게 하여 결정성장이 계면을 가로 질러 발생하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이를 한 제 조건은 모든 공정이 진공 에서 행

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림 3-4-3에서 보인 지그를 사용하여서 950℃로 가열하면 계면에 작용하는 

열 응력은 약 300MPa이나 되어 매우 큰 압력이 걸리게 됨이 계산 되었다..  

그림 3-4-21은 확산 합이 성공한 He 유로 을 보인다. 그림 3-4-22는 모서

리 부분을 연마 한 후 수행한 Dye penetrating 실험 결과이다. 체 이 시편 단

가 아니라 실제 엔지니어링 시제품이라 부분 인 침투 흔 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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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1. 확산 합이 성공한 He 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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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2. 확산 합 부 의 Dye Penetration 실험 과정  결과

그림 3-4-23  24는 구폰 시험편의 미세조직 실험 결과 이다. 확산 합이 잘 

안된 시험편의 경우는 계면에서 결정립과는 다른 라인이 뚜렷히 나타남을 알 수 있

으나 확산 합이 잘되어 Dye penetration 실험 결과 양호했던 시편의 경우 계면이 

결정립계와 다르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그림 3-4-24). 그러나 metallography 결과 

성공 이라 단되는 공정조건으로 실제 시제품에 용하 을 때 체가 성공 으

로 될 것이라는 단은 잘 못될 수 있는데 이는 scale-up 과정에서 나타나는 

engineering 문제 때문이다. 실제 제품은 어느 부 의 기체 leak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림 3-4-23. 확산 합면의 Metall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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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4. PT실험 양호 시편 Metallography: 계면을 가로질러 결정입계 형성 

그림 3-4-25는 본 연구에서 성공 으로 확산 합이 된 시편과 국의 Heatric 

사 시편의 비교이다. 그림에서 보듯이 계면의 morphology는 두 시편 metallography 

결과를 서는 차이가 없다. 따라서 확산 합 공정 조건에 해서는 본 연구 결과

로 성공 으로 확립 되었다할 수 있다. 단지 두 사진의 차이는 본 연구결과의 

metallography 사진은 학 미경으로 촬 한 반면 Heatric 사 사진은 SEM으로 

찰한 것이라 사진 상의 질 차이이다.

그림 3-4-25. 본 연구의 시편과 국의 Heatric 사 시편의 확산 합 계면 비교 



- 343 -

바. 공정열교환기 일체화 확산 합 실험

He 유로  확산 합 후 윗 면과 아랫 면을 0.05μm의 다이아몬드 연마제로 

연마한 후 음  세척을 하여 연마 잔재물을 제거 한 후에 SiC 코 /IBM  IBH

를 한 후 그림 3-4-1에 나타낸 황산 유로   가장자리 보완 부품들을 장착하여 

그림 3-4-26에 개념도와 같이 지그를 사용하 다.  Clamping bolt와 workpieces 간

의 마찰 는 합이 있으면 workpieces간의 열팽창을 제한 면간 단응력이 작용

할 것이므로 Clamping bolt와 workpieces 사이에 세라믹 ball을 넣어 마찰과 합 

가능성을 여 열팽창에 의한 단 응력에 효과 으로 응 확산 합 가능하도록 

고려하 다. 첫 번째 시도에 사용한 지그는 ASTM A182 (9Cr1Mo 강) 재료를 사용

하 으며 Hastelloy X와의 열팽창 계수의 차이는 그림 3-4-26에 나타내었다. 나

에 이 지그 재료는 열팽창 계수도 작고 고온 기계  성질도 우수하고 가격도 렴

한 SDK61로 바꿔서 실험했다. 부품들을 장착하는 과정은 그림 3-4-27에 나타내었

다. 체 부품들을 장착한 후 지그 set는 진공로에 넣어서 800℃까지 3시간동안 천

천히 온도를 올린 후 약 1시간동안 1000℃로 온도를 올려 1000℃에서 8시간 동안 

유지하 으며 이 때 진공도는 1x10
-5
 torr 다.

그림 3-4-26. 공정 열교환기 부품 assembling  고온에서의 열팽창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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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7. 지그 assembly 조립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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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 하여 확산 합을 한 열교환기 assembly는 그림 3-4-28와 같다. 그림

28(a)는 윗 면을 보이는 것인데 표면에 알루미나 볼에 의한 자욱이 보인다. 그림 

3-4-28(b)는 면의 형상이다. 그림 3-4-29에서 보이듯 그림 3-4-28(b)면을 연마해 

보니 체가 붙은 것은 확인이 되었으나 압축공기 실험 결과 leak이 발생하여 부분

으로만 성공한 것을 확인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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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8. 확산 합이 완료된 열교환기 최종 시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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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9. 그림 3-4-28(b) 면을 연삭  연마한 후 표면 형상

(사) Maxthal interlayer를 사용한 IBM 실험

Hastelloy X 와 SiC 박막 사이에 buffer layer로 Maxthal211(Ti2AlC)를 coating 

하는 방법에 한 연구를 option study로 수행하 다. 세 가지 시험편을 비하여 

실험을 하 는데 1) Maxthal 200nm/SiC 100nm 2)Maxthal 100nm/SiC 200nm 3) 

Maxthal 300nm 등 총 박막의 두께를 300nm로 한 시편에 해 이온주입과 열처리

를하여 분석해 보았다. 이온빔 믹싱 실험은 일본 Takasaki 연구소의 400keV 이온 

가속기로 200keV 에 지로 조사하 다. 박막 두께와 TRIM software를 사용하여 

계산한 이온빔 stopping range 와의 계는 그림 3-4-30과 같다.

결과를 요약하면 200keV 질소 이온빔을 조사하여 시편 단면을 분석한 결과 

시편 1)과 2)는 큰 차이가 없었으며  이온빔의 stopping range는 시편 1)과 2)에 

해 각각 ~ 360nm  ~ 420nm 다. Cross sectional high resolution EDS 분석 결

과 Maxthal  side에서 N의 농도는 약 0.35 atomic % 고 Hastelloy X side에서 Al

의 농도는 약 10 atomic % 는데 이는 TRIM 계산과 상당히 일치하는 결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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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30. Maxthal, SiC 박막 두께와 TRIM으로 계산한 이온빔 stopping 

range와의 계

다음 1000℃에서 8시간 열처리를 한 후에 SEM으로 시편1)과 시편3)의 표

면 형상을 찰한 결과를 그림 3-4-31에 나타내었다. 박막이 결정화되어 있음을 두 

시편이 동일하나 시편1)과 시편3)은 매우 다른 형상을 보 다. 즉, 이온빔 믹싱을 

한 시편은 계면에서의 믹싱으로 인해 코  층에 응력을 덜 발생하게 하여서 인지 

는 Maxthal layer가 buffer layer로 작용을 해서 인지 표면에 crack 형상은 나타

나지 않았다. 이온빔 믹싱을 하지 않은 시편3)은 표면이 매우 porous 하고 island 

형상의 코  층이 나타났는데 이는 계면 반응이 발생하지 않음을 의미하며 코 층

이 두꺼워 지면 박리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3-4-32는 1000℃에서 8

시간 공기 에서 열처리한 SiC/Maxthal/Hastelloy X 시편에 한 계면 TEM 사진 

 EDS 분석 결과이다. 계면에서 nano-pore와 상의 분리가 명확히 보인다. Si과 

Al은 상호 경계면을 향해 이동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 원인은 이온빔 믹싱  열

처리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상당히 량의 Al이 SiC 층으로 이동하 으며 이의 메카

니즘은 산화 때문일 수도 있다. 즉, 산화 알루미늄의 형성 자유에 지가 매우 낮기 

때문이다. 질소 원소는 코  층의 간부터 모재 쪽으로 농도가 차 높아 졌는데 

이는 TRIM 계산 결과에 잘 일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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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31. 코 /IBM 시편  as-coated 시편의 SEM surface 

morph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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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32. IBM SiC/Maxthal/Hastelloy X 계면의 TEM  EDS 

원소 분석 

4. 향후 계획

가. SiC 박막 증착 공정 보완 실험

그림 3-4-18에서 보인 바와같이 IBM 코 한 시편에 열을 가했을 때 표면

에 응력으로 말미암아 crack 형상이 나타나며 이것이 부식 특성에 바람직하지 않게 

향을 미치므로 따라서 향 후 공정 보완 실험이 진행되어야 한다. 보완할 내용은 

지  까지 최  공정 조건이라고 믿어온 

i) 시편 표면 연마 ~0.05μm ii) 음  세척 iii) 표면 산화층  오염물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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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온빔 sputter cleaning iv) 얇은 코 (사용 이온 에 지에 따라 조 ) v) 이온

빔 믹싱 vi) 코  vii) ion beam hammering viii) 900℃이상의 온도로 진공  열처

리 로 진행되는 일련의 공정을 

i) 시편 표면 연마 ~0.05μm ii) 음  세척 iii) 표면 산화층  오염물 제거 

한 이온빔 sputter cleaning iv) 얇은 코 (사용 이온 에 지에 따라 조 ) v) 이온

빔 믹싱 vi) 코  (최종두께 1μm 이상) vii) ion beam hammering viii) 900℃이상의 

온도로 진공  열처리 ix)  추가 1μm 이상 코  x) 열처리 (진공  는 기

)로 공정을 추가하고 SEM으로 표면 형상을 찰하여 그림 3-4-18과 같은 crack 

같은 형상이 나타나지 않을 때 공정을 마감하는 일련의 공정을 개발할 계획이다.

나. He 유로 화학  에칭 공정 개발

지  까지는 황산 가스 냉각을 한 He 유로  개발을 기계  가공으로 하

으나 이는 공정 단가가 매우 비싸 양산성이 결여되어 화학  에칭 방법으로 개발 

할 계획인데 이의 개발은 산업용 열교환기 제작 회사인 (주)이노 에 탁과제를 

주어서 한다. 

 두께 1mm 이상의 Hastelloy-X 재에 한 부식가공 특성을 평가하여 33% 이상

의 깊이로 부식가공이 가능한 etchant를 선정하여 열교환 의 경제 이면서도 열

교환 면 을 극 화한 가공이 가능한지에 한 실증 평가를 수행한다. 특히 화학용

액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 가공 종횡비를 측정 분석함과 동시에 가공된 면의 속

미경 분석을 통해 부식가공의 특성 데이터를 악하여 열교환기 설계의 기  데

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가 수행될 정이다.

다. 공정 열교환기 실증 실험

공정열교환기 실증 실험은 일차 으로 diffusion bonding 잘되어 기 이 확실

히 유지되는 지를 검하는 실험과 소형 황산 실험 loop에 장착하여 내 부식성 평

가를 하는 것인데 이를 해 소형 loop 장치 개발 분야와 력하고 결과를 feed 

back하여 필요한 공정을 더 세 히 개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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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가스루  기술

수소생산로로 합한 VHTR은 수소생산모듈로 열을 달하기 한 연계부

품으로 공정열교환기 (PHE: Process Heat Exchanger)가 있으며 이 장치에서 SO3

가스가 850°C의 고온이 되면 고온상태에서 SO2 와 O2 로 분리된다. SO3 분해기라

고도 부르는 PHE는 950°C의 고온뿐만 아니라 VHTR과 수소생산모듈사이에 형성

되는 4MPa 이상의 큰 압력차도 감당하여야 한다. 한 수소생산모듈은 속을 잘 

부식시키는 황산과 삼산화황이 있어서 PHE재질은 황산에 부식되지 않는 재료가 요

구된다. 이러한  950°C의 고온, 4MPa 이상의 압력, 황산  삼산화항의 부식 환경

에 용 가능한 PHE가 재까지 개발된 가 아직 없어, 수소생산용 PHE 개발이 

수소생산원자로 실 을 한 주요요소기술 의 하나이다. 따라서 재 원자력연구

원에서 개발 인 이온빔믹싱 PHE를 비롯하여 세라믹 PHE 등 다양한 형태와 재

질의 PHE를 원자력수소를 연구하는 국가마다 연구하고 있다. 이런 연구들은 재 

모두 개념 인 설계만 진행된 것으로 실용성을 악하기 해서는 소형 PHE를 만

들어 실제 원자로 운 조건상태에서 기계 인 건 성을 검증하는 시설이 필요하여, 

지난 2006년도에 10∼20kW  소형 PHE 검증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소형가스실험

루 를 설계하고 VHTR을 모사한 일차계통은 이미 완성하 다 (그림 3-5-1). 

 단계에서는 수소생산용 원자로의 수소생산모듈의 황산분해공정을 축소 

모의한 고온황산실험장치를 설치하고 (그림 3-5-1) 원자력연구원에서 제작한 이온

빔믹싱형 PHE의 성능시험을 수행하 다. 이 과정에서 고온황산계통 주요부품의 설

계를 완성하고 이차황산계통의 측정/제어계통, 황산공 /배출계통, 후드/덕트계통  

압냉각계통 등의 사양을 도출하 으며, 일차계통에서 사용하고 있는 냉각계통과 

질소공 계통과 연계되도록 설계하여 실험장치가 효율  운 되도록 하 다. 황산

루 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고압에 한 황산루  제작 가 흔하지 않고, 한 고

압인 동시에 고온에 한 용 가 없어 루 설계에 기술 인 난제가 많았다. 그

러나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4개의 특허항목이 발견되었으며, 각 항목에 한 특

허를 출원하여 지 인 재산권을 축척하는 부수 인 결과도 연구 수행 과정에서 얻

게 되었다. 

1. 이차 황산 계통 설계  제작

가. 황산 루  설계

이차황산계통은 수소생산모듈을 일부 모의한 계통으로 그림 3-5-2과 같이 

정량펌 , 황산 열기(증발기), 황산분해기(증기과열기), 공정열교환기, 고온냉각기, 

분리기, 세정기(scrubber)  황산 집수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황산유량은 정량

펌 에서 조 하고, 황산은 열기에서 300°C 이상 열  증기화 되며, 황산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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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서 SO₃와 증기로 분해된 후 500°C까지 과열(승온)된다. SO₃가스는 PHE에서 

SO₂와 O₂로 분해된다. SO₂와 O₂그리고 미반응 SO₃는 고온냉각기에서 물증

기와 함께 200°C 이하로 냉각된 후 냉각과정에서 혼합가스 내에 존재하는 증기가 

물로 응축되면서 혼합가스 에 존재하던 미반응의 삼산화황과 반응하여 액체황산

을 생성한다. 생성된 황산은 분리기에서 분리 수거되고 SO₂는 세정기에서 제거된

다. SO₃는 집수조에 액체 상태로 수집된다. 이차황산계통의 설계조건은 아래와 같

다. 

그림 3-5-1 NHDD를 축소 모의한 소형가스루  

○ 작동 유체   황산

○ 설계 온도  950  °C 

○ 설계 압력  1.0   MPa.

○ 설계 유량  1.0   kg/min

고온황산루 를 상세설계하기 에 각국의 황산루 를 (표 3-5-1) 조사 분

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 을 도출하 다.

1) 황산루 는 쿼르쯔재질의 벤치스 일에 유량이 수 ml에 불과한 

기압 실험장치가 기존 실험장치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 속을 주 배 으로 한 10기압 이상의 황산루 는 황산부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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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여 유로가 막히거나 심한 부식으로 망가져 정상 인 환경에서 

장시간 실험한 경우가 없다

3) 황산루 는 쿼르쯔를 이용한 실험의 한계압력인 5기압 이상의 실

험은 고압실험에 해당되며 고압 하에서 1시간 이상의 실험을 연속

으로 수행한 경우가 없다. 

본 연구에서 건조하고자 하는 황산루 는 10기압이상 견딜 수 있어야 하므

로 일반 으로 사용하던 쿼르쯔 재질로는 이 목표를 근본 으로 달성할 수 없다. 

한 일반 속은 고압에 하나 고온에서 황산부식으로 인하여 루 가 심하게 손

상되는 것이 자명하므로, 고가이지만 압력과 부식에 강한 세라믹과 황산가스에 부

식특성이 좋은 Hastelloy C276을 히 배합한 특수 설계로 루 를 구성하고자 하

다. 

설계의 핵심은 SiC세라믹으로 체 인 루 를 구성하되, 연결부분은 세라

믹의 리틀한 특성으로 열되는 것을 피하기 해  부식특성이 좋은 속을 사용

하는 것이다. 즉 속 에서 고온황산에 부식 항성이 우수한 Hastelloy C276을 

연결부에 설치하고 일정시간 실험 후 교체하는 방법을 선택하 다. 따라서 

Hastelloy C276 교체가 용이하도록 장치를 구성하고 황산온도가 200℃ 이내인 역

은 테 론라이닝을 하여 사용수명을 높혔다 (그림 3-5-2). 고온황산계통은 그림 

3-5-3의 펌 에서부터 압력조정기까지 10기압의 고압황산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하

고, 안 후드  덕트가 구비된 안 공간 내부에 두어 운 원이 실험 에 독성가

스 출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안 시설을 갖추었다.  

표 3-5-1 주요국의 황산루  사양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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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2 이차황산계통 주요장비 설계개념도 

그림 3-5-3 제작된 이차 황산 계통 설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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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산유량은 공정열교환기에 한 열수지로부터 구할 수 있다.  공정열교환

기에서는 기체상의 삼산화황이 일차 계통의 질소기체로부터 10kW의 열을 공 받아 

기체상의 이산화황  기체상의 산소로 분해되는 반응이 일어난다. 공정열교환기가 

일차 계통의 질소기체로부터 공  받는 열은 삼산화황 분해반응에 필요한 열  삼

산화황 분해결과 발생하는 혼합기체의 온도를 올리는데 이용되는 열로 이용되므로 

공정열교환기에 한 에 지수지를 세우면,  질소기체로부터 달되는 열은 삼산화

황 분해반응과 공정열교환기 내 공정 기체 온도 상승에 소모된다. 삼산화황 분해 

반응은 매우 느려서 약 675℃ 이상에서 시작되며 온도가 증가할수록 증가한다. 김

홍곤(2006)의 실험자료에 의하면 1bar, 826℃에서 분해율은 0.763, 1bar, 850℃에서 

분해율은 0.879 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삼산화황의 분해율 0.8을 가정하고, 황산 1

몰을 기 으로  한 경우 공정열교환기 내에  존재하는 혼합기체의 조성은 표 3-5-2

와  같다. 

분해  (몰) 분해 후 (몰)
몰 비열(J/kmol-K)

[ASPEN, 2007] 
분자량

삼산화황 1 0.2 76,800 80

이산화황 - 0.8 55,100 64

산소 - 0.4 35,300 32

물 1 1 42,400 18

혼합기체 2.4 53,455 44.5

비고 삼산화황 분해율을 0.8로 가정 825℃ 기

표 3-5-2 황산 1몰 기  시 공정열교환기 존재하는 공정기체 조성 

 삼산화황 분해반응열은 삼산화황이 825℃, 40 bar에서 이산화황과 산소로 

분해되는 반응 엔탈피변화에 해당하는 열이다. 이는 삼산화황의 분해반응이 표 상

태(25℃, 1 bar)에서 일어나는 표  분해반응열에 분해반응 결과 생성되는 혼합가스

를 표 상태로부터 공정열교환기의 운 조건 (825℃, 40 bar)까지 온도를 올리는데 

필요한 엔탈피 변화에 해당하는 열을 더한 값과 같다.

압력에 따른  비열의 변화를 무시하면, 임의의 온도 T에서의 반응엔탈피는 

다음의 식으로 구할 수 있다. 

∆   ∆  






∆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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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량유속, kg/min



분해반응열 (∆  ), kW
공정기체          

온도상승열 (Qmix),kW
합계, kW

1 13.2 7.9 21.1

0.5 6.6 3.9 10.5

0.4 5.3 3.1 8.4

0.3 4.0 2.3 6.3

0.2 2.6 1.6 4.2

0.1 1.3 0.8 2.1

비고 80% 분해 가정 Tout-Tin = 900-500(℃)

표 3-5-3 10 kW  공정열교환기에 필요한 황산 유량 조사

여기서 ∆ 와 ∆  는  각각 온도 T와 기 온도 T0 에서의 반응엔탈피

이다. 만약 각 생성물과 반응물의 열용량에 한 온도 의존성이 다음의 식과 같이 

주어진다.




        (3-5-2)

∆   에 한 식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  ∆  ∆    (3-5-3)

삼산화황의 분해반응에서 표 반응엔탈피는  
  = 98.89 kJ/mole 이며, 


     이므로 공정열교환기 내(825 ℃, 40bar)에서 일어나는 삼산화

황분해반응의 분해반응 엔탈피는 97.11 kJ/mole 이다[김화용 외, 2002].

공정열교환기에서 삼산화황이 80% 분해된 경우, 공정열교환기 내에 존재하

는 공정기체의 비열, 분자량 등은 표 3-5-2로부터 구할 수 있고, 이 때 공정기체의 

온도 상승에 필요한 열은 7.89 kW이다.

표 3-5-3에서 주어진 황산의 질량유속에 따라 공정열교환기 내에서 삼산화

황 분해에 필요한 열과 혼합기체의 온도 상승에 필요한 열을 계산하 다. 표 3-5-3

로부터 황산의 질량유속이 0.5 kg/min인 경우에 삼산화황 분해에 6.6kW를, 분해반

응생성물의 온도 상승에 3.9kW를 사용하게 되므로 총소비열이 10.5kW이다. 따라서 

소형가스루  공정열교환기에서 질소가스가 달해 주는  10kW의 열을 받을 수 있

기 해서는 황산 유량이 0.5 kg/min이상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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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황산 열기

황산은 열기를 통해 고압의 상태에서 고온으로 가열되어 지며, 이때 강산

은 고온  고압상태로 인해 그 부식성이 하게 증가하게 된다. 이에 따라, 황산

열기는 고온, 고압에서의 강산의 높은 부식성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한, 강산

을 고온 고압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송 의 열팽창을 효율 으로 흡수

하여 이송 의 구조  손상 방지도 요구된다. 기존의 황산가열기는 황산에 내부식

성이 좋은 Hastelloy C276 는 유리, 석  혹은 테 론(Teflon) 등의 세라믹 재

질로 구성된 가열기를 사용하 으나, 일반 으로 3기압, 250℃ 정도의 온도  압력 

조건이 그 수용 한계이며, 이보다 가혹한 온도  압력조건에서는 가열기 내부가 

손상되어 사용할 수 없는 문제 이 있다. 고온황산계통에서는 10기압 정도의 압력

조건에서 350℃이상의 고온이 요구되므로, 이러한 가혹한 온도  압력 조건하에서

도 안정 으로 황산가열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황산 열기는 상세하게 설명한바와 같이 황산에 의한 부식성을 고려하여 입

출구 넘과 5개의 Hexalloy(SiC의 일종) 이송 으로 유로가 형성되어 있다. 헥살

로이 이송 의 양 끝단에는 이송 과 계통의 배 을 연결시키는 실링 랜지를 설치

하 다. 실링 랜지는 Garlock사의 그라 이트 실란트을 Compression packing 하는 

방법으로 10기압 이상의 압력경계를 유지하는 반면, 가열과정에서의 온도차에 의한 

이송 의 길이 방향에 따른 수축  팽창이 가능하도록 이송 의 열팽창을 효율

으로 흡수하여 고압  고온 조건에서도 안정 으로 황산을 가열할 수 있도록 하

다. 황산가열은 황산이 통과하는 이송 의 외부에 석 을 끼우고, 석  외부에 

칸탈코일(Kanthal coil)을 감싸 복사열로 간 가열하도록 설계하 으며 히터 최 출

력은 8kW이다. 코일가열기의 외부에는 단열재를 충진하여 열손실을 임으로 가열

기의 효율을 높 다. 황산 이송 의 입구측  출구측의 양 끝단에는 계통의 배

과 연결하기 한 입 출구 넘을 두고 있으며, 입구 넘은 테 론 라이닝되어 

있고 출구 넘은 Hastelloy C-276재질로 제작하 다 (그림 3-5-4). 황산탱크에서 

열기로 주입된 액체황산은 약 300℃이상으로 가열되어 기체황산으로 기화된다. 

기화된 기체황산은 일부 기화되지 않은 황산액 과 함께 열기 출구로 빠져나가 

황산분해기로 인입된다.

다. 황산 분해기

황산 열기 출구를 통해 기화된 기체황산과 일부 기화되지 않은 황산액 은 

황산분해기에 들어와 가열되고 400℃ 이상부터 기체황산이 삼산화황과 증기로 분해

가 되기 시작한다. 분해기 입구 측의 기체황산과 황산액 을 비롯하여 분해된 출구 

측의 삼산화황도 고온 상태에서 그 부식성이 강하다. 그러므로 황산분해기도 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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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기와 같이 높은 부식성을 견딜 수 있어야 하고, 이송 의 열팽창을 흡수하여

야 한다. 황산분해기는 기본 으로 황산 열기와 같은 설계 개념을 용하여 제작

하 으나 기술 으로 다음 두 가지 사항이 다르다.

1) 황산분해기의 입구 넘: 입구 넘의 온도가 테 론라이닝 용온도

보다 높아 Hastelloy C-276 재질로 제작한 .   

2) 황산분해기의 출구온도 사양 600℃를 만족하도록 6개의 Hexalloy 이송

을 설치한  (10kW) 

그림 3-5-4 황산 열기  황산 분해기 설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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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황산분해기는 Hastelloy C-276로 제작한 입출구 넘과 6개의 

Hexalloy(SiC) 으로 유로가 형성되어 있다. Hexalloy(SiC) 과 입출구 넘 사이

의 압력경계에는 Garlock사의 그라 이트 실란트을 Compression packing 하여 10

기압 이상 압력을 유지하도록 제작하 다. Hexalloy(SiC) 의 기 인 단열은 석

을 사용하고 Hexalloy(SiC) 내 흐르는 황산의 가열을 해서 석  외부에 칸

탈코일(Kanthal coil)을 감싸 복사열로 가열하도록 하 으며 히터 최 출력은 10kW

이다. 황산 열기에서 인입된 황산액   기체황산은 황산분해기에서 삼산화황과 

증기로 분해된 후 최  600℃이상으로 가열되어 출구로 빠져나간다. 카울로 단열한 

황산분해기는 수평으로 설치되었다. (그림 3-5-5)

그림 3-5-5 황산 분해기 설치 사진

라. 고온황산냉각기

고온황산냉각기는 고온 고압의 환경하에서 PHE를 통과한 삼산화황, 산소 

증기 등 900℃ 이상의 부식성 황산분해가스들을 200℃ 온으로 냉각시켜야 한다. 

고온황산냉각기 설계의 기본 개념은 그림 3-5-6과 같다. 즉 황산에 내부식성을 갖

는 4개의 Hexalloy 을 이송 으로 사용하고 고온의 입구 넘은 Hastelloy 

C-276을 사용한다. 냉각하는 데 있어서 발생하는 온도차로 인한 이송 의 팽창 

는 수축을 수용하도록 이송 의 고온입구 측에는 황산가열기설계에 사용한 실링블

록을 두고 출구 온측은 테 론실링블록을 설치한다. 한 고온의 가스들을 단계

으로 냉각하도록 그림과 같이 공기냉각구역과 수냉각구역을 두어 열충격을 여

으로 냉각기 내부의 구조  손상이 없도록 설계하 다. 따라서 설계한 고온황산

냉각기는 냉각매체 과 구성 재료 에서 하이 리드 형태이다. 

PHE를 통과한 삼산화황, 산소 증기 등 900℃ 이상의 부식성 황산분해가스

들은 1차 으로 냉각시키는 공기냉각구역을 통과한 후 수냉각구역에서 2차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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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각되는 과정에서 삼산화황과 물은 다시 결합하여 황산액체로 환원되고, 이산화황

과 산소기체는 냉각된 후에도 기체상태로 유지되며, 냉각기를 통과한 후 냉각기 후

단에 설치된 기액분리기를 통하여 분리된다. 고온황산냉각기는 수평으로 설치되었

다 (그림 3-5-7).

그림 3-5-6 하이 리드형 고온 황산 냉각기

그림 3-5-7 고온황산냉각기 설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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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황산 배

황산 같은 강산의 유동 환경에 용할 수 있는 고온/고압 배  연결용 부품

으로, 내부식이 우수하고 유체온도가 600℃ 이상 되어도 압력을 10기압 이상 유지

할 수 있는 세라믹 연결부품을 설계하 다. 일반 으로 세라믹 배 은 세라믹의 잘 

깨지는 특성과 서로용 이 불가능하므로 길거나 복잡한 배  회로를 세라믹재료만 

가지고는 자유롭게 구성하지 못하는 단 이 있다. 이와 같은 단 을 보완하기 하

여 세라믹배  연결부품을 설계하 다. 연결부품은 모두 소포트 실링 연결로서 세

라믹의 딱딱한 성질로 인하여 열팽창 흡수가 원활하지 못한 단 을 보완하도록 연

결부품 내부에 온도에 따라 부드러운 테 론(230도 이하 용) 이나 그라 이트 

(600도 이하 용) 실링 재질을 활용하여 세라믹의 팽창을 용이하게 흡수할 수 있

다. 연결부품에는 그림 3-5-8과 같이 배 을 길게 연속 으로 연결하게해주는 세라

믹유니온과 직각으로 환해주는 세라믹엘보우 등 방향에 해서는 두 가지가 있

다. 세라믹유니온  세라믹엘보우 모두는 직경이 큰 배 과 직경이 작은 배 을 

연결해주는 다양한 치수의 유니온리듀서  엘보오리듀서도 같은 방식으로 설계하

다. 

배  압력실링은 배 과 배 을 연결하는 세라믹 연결부품 (세라믹유니온, 

세라믹엘보우 등)의 양단에 배 을 삽입하고 연결부품의 압력경계에 그라 이트 실

란트를 충진한 후 나사로 실란트를 조여주어 (compression packing) 압력경계를 유

지한다 (그림 3-5-8, 9). 연결한 배 의 열팽창 흡수는 연결부품 양단의 부드러운 

실링으로 인하여 배 이 연결부품 내부로 슬라이딩된다. 온도가 내려가는 경우에는 

늘어났던 배 의 끝이 세라믹연결부품의 원 치로 복원된다. 세라믹 곡 의 경우 

장시간 사용할 경우 배 의 복원이 안 되고 엘보오 안쪽으로 계속 진하여 유로를 

막을 수 있다. 한 세라믹 리듀서는 계속된 길이팽창으로 배 이 빠질 수 있다. 이

를 방지하도록 연결부품 안쪽에 열팽창 방지 턱을 두어 배  팽창과 한쪽 쏠림 상

으로 유로가 막히지 않도록 하 다. 설계된 세라믹 연결부품은 제작이 용이하지 않

고 비용이 고가이어서 본 연구 단계에서는 특허만 출원하 다. 본 연구에서는 황산

부식에 강한 하스텔로이 C-276 재료를 활용하여 각종 배 를 제작하고 랜지 이

음으로 고온황산루 의 주요부품들을 연결하 다. 

그림 3-5-8 세라믹 배  연결 부품 (세라믹 유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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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9 세라믹 배  연결 부품 (열팽창 방지턱)

바. 부속 계통

(1) 황산공 /배출계통

황산 공   배출 계통은 이차황산계통 내 고농도 황산을 안정 으로 공

하고 배출하는 계통이다. 실험에 사용하는 황산은 고농도 황산이므로 이에 합한 

계통이 필요하다. 황산 공   배출 계통은 그림 3-5-10에서 보는 것처럼 두 가지

로 구성되어 있다. 황산의 장  수집할 수 있는 황산 장조와 황산을 공 하는 

황산펌 로 이루어져 있다. 

황산 장조는 황산을 공 하기 해 황산을 장하는 것과 배출되는 황산

을 수집하는 장조로 구분되어 있다. 공 /배출이 되는 황산 장조는 그림 3-5-10 

처럼 그 형태가 동일하며 밸 를 통해서 황산 계통 내 사고 시 공 을 단할 수 

있도록 하 다. 황산 펌 는 그림 3-5-10과 같고, 정량펌 로서 황산 장조에서 액

체황산을 일정하게 공 하도록 한다. 황산유량은 황산펌 의 속도와 스트로크 손잡

이를 조정하여 원하는 유량을 공 한다[서동운, 2008.11].

그림 3-5-10 황산 장조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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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크러버

스크러버(세정기)는 액 , 액막, 기포 등에 의하여 함진가스를 세정하여 입

자에 부착, 입자 상호간의 응집을 진시켜 직  가스의 흐름으로부터 입자를 분리

시키는 장치이다. 스크러버는 충 재가 들어있는 원형의 수직탑으로서 상부에서 약

품의 분사는 이루어지며 하부로부터는 세정하고자 하는 가스를 불어넣어 서로 

시키는 구조로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스크러버는  2차 계통에서 삼산화

황 분해 시 발생되는 기체상태의 이산화황을 정 기 치 이하로 처리하여 배출하

기 하여 사용한다. 약품으로는  가성소다(NaOH) 용액을 이용하는 습식스크러버

를 이용하 다. 이산화황은 습식 스크러버에 의해 흡수, 화 처리된 후 기로 방

출된다. 스크러버의 구성  부 설비로는 충 탑, 순환펌 , 송풍기 등이 있다. 충

탑의 충 물로는 사면을 형성하지 않는 선구조 충 물이 주류를 이루며 재질은 

주로 PP가 사용된다. 액분산장치로는 PVC 재질의 사각분사 solid full cone 노즐이 

사용된다.

 가성소다를 순환시키기 하여 사용하는 펌 로는 설치면 에서 유리한 

vertical sump non-seal 형식이 주를 이루며 간혹 horizontal mechanical seal 형식

이 사용되기도 한다. 가성소다공 펌 의 재질로는 STS가 사용된다. 가성소다 순환

에 사용되는 배 으로는 STS를 사용한다.  가성소다 20% 용액의 경우 하 27 이

하에서 동결되므로 특별한 히 이블 는 보온재 등 시공은 필요 없으나 만약의 

경우에 비하여 보온재를 설치하 다. 

(3) 수냉각계통

냉각계통은 수냉식 냉각기를 사용하며 공정열교환기를 통과한 고온의 혼합

가스를 고온황산냉각기와 온황산냉각기를 거치면서 혼합가스를 냉각시켜주기 

한 냉각수의 온도를 유지시켜주는 계통이다. 냉각기에 2 의 펌 를 통해 냉각수를 

흘려주고 냉각기를 통과하면서 온도가 감소된 냉각수를 공랭식 냉각탑에서 다시 한

번 온도를 감소시켜 다. 냉각탑의 용량은 7,800 kcal/hr (9.1kW)이고 냉각수량은 

최  260 liter/min이다. 냉각탑의 용량은 공기와 냉각수의 온도차이가 3～4℃ 정도

일 때의 차이일 때의 냉각재 용량이다. 냉각수의 온도는 2 의 펌 를 인버터를 통

해 유량을 조 하여 온냉각기의 온도를 40℃ 이하로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한다. 

(4) 안 후드  덕트 계통

안 후드  덕트계통은 이차황산계통 실험 시 안 을 해서 반드시 필요 

한 필수 장비이다. 실험 시 격리된 이차황산계통의 실험공간에서 사고 시 발생하는 

유독기체를 실험공간에서 기 으로 방출함으로서 유독기체에 의한 사고를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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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함이다. 안 후드를 설치할 공간은 8000L × 4000W × 2300H (유효 2000H)

을 그림 3-5-11에서처럼 공간의 쪽에 설치되었다. 이때 후드의 송풍량은 용 의 

30배를 1시간에 순환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선정하여 30 ㎥/min (25℃)를 가지도록 

하 다. 안 후드  덕트계통은 이차황산계통실험을 시작하기  가동을 하여 실

험을 진행하는 동안 계속해서 가동을 하고 실험종료 후 일정 시간동안 작동하도록 

한다. 이는 실험종료 후 실험공간 내 혹시 잔류할 지 모를 유독기체를 기 으로 

방출하여 사고를 방지하도록 한다. 

그림 3-5-11 후드/덕트 계통

사. 안 장비         

(1) 황산 취  시 필요한 안 장비    

실험실 내에서 험한 작업을 할 때는 보안경, 보안면, 안 장갑, 안 화, 보

호복 같은 한 보호구를 착용한다. 연과 같은 수사항을 지키고, 모든 험물 

용기에는 험성 표지를 부착하여 안 하게 사용해야 한다. 비상시에 연락할 수 있

도록 책임자의 연락처  응 조치요령 등을 명시한 기록표를 부착하고, 가능하면 

작업에 한 험성과 안 조치에 한 정보를 비하여 실험실 내 모든 사람이 이

용할 수 있도록 하 다. 실험실 내 작업자들은 소화기, 피난기구, 안 샤워기, 세안

장치 등 안 장비가 놓여 있는 치  사용법을 미리 숙지하도록 교육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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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세안장치

세안장치는 에 화학물질이 되었을 때 효과 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설

비이다. 세안장치는 실험실내의 모든 인원이 쉽게 근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비

되어 있어야 한다. 그 장치는 실험실의 모든 장소에서 15m 이내, 는 15～30  이

내에 도달할 수 있는 치에 확실히 알아볼 수 있는 표시와 함께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실험실 작업자들은 그들의 을 감은 상태에서 가장 가까운 세안장치에 도

착될 수 있어야 한다.(  부상은 임시 인 맹인을 만들 수 있다.)

부상은 보통 피부부상을 동반하게 된다. 이 때문에 세안장치는 샤워장치

와 같이 붙어 있어서 과 몸을 같이 씻을 수 있도록 한다. 이때 물 는  세척

제로 최소 15분 이상 과 꺼풀을 씻어 내며, 물 는  세척제는 직 으로 

을 향하게 하는 것 보다는 코의 낮은 부분을 향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나) 실험실 화학물질 흄 후드 

실험실 후드의 목 은 실험실 내부의 오염을 방지하며 황산, 가성소다, 기타 

화학물질에서 생성되는 증기  가스를 잡아 제거하기 한 것이다. 이것은 실험실

로부터 작업자를 지나서 후드방향으로 공기를 빼내는 작업으로 이루어진다. 작업자

가 실지로 숨쉬는 지역의 오염물질 농도를 가능한 최소로 유지하여 작업자의 안

을 확보하는 것이 요하다. 후드는 사용 에 검사체크리스트에 따라 검사한다. 후

드는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 반복사용이 가능해야 한다. 후드나 배기장치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에는 즉시 수리한 후 실험을 하여야 한다. 

(다) 화학물질 장 용기  캐비넷

실험실내에는 가연성  부식성물질의 장을 가능한 게 제한하여야 한

다. 실험실내에 장할 경우에는 물질에 합하게 제작된 통풍이 되는 캐비넷에 

장하여야 한다. 화학약품을 장하는 용기를 선택할 때에는 화학약품과 양립할 수 

있는 것을 골라야 하며, 안 한 용기는 크기를 20리터 이하로 제한한다. 용기는 꼭 

막을 수 있는 뚜껑, 배출구 덮개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용기내부에서 생성되는 압

력을 안 하게 배출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         

   

(라) 샤워장치

화학물질이 피부나 옷에 튀거나 묻었을 때 샤워장치로 화학물질을 씻어낸

다. 샤워장치는 화학물질(  : 산, 알칼리, 기타 부식성물질)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며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사 에 비가 되어 있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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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샤워장치는 근 가능한 치에 설치하고 알기 쉽도록 확실한 표시를 한다. 이 

장치는 실험시의 모든 작업 에서 15m 이내, 는 15～30  이내에 도달할 수 있어

야 한다. 실험실 작업자들이 그들의 을 감은 상태에서 샤워장치에 도달할 수 있

어야 한다.  샤워장치에서 쏟아지는 물 기는 몸 체를 덮을 수 있어야 한다. 

(마) 경보장치

경보장치는 실험실내 작업자들에게 험사항을 신속히 알릴 수 있어야 한

다. 모든 작업자 들은 그들의 실험실에 가장 가까운 화재경보기의 정확한 치를 

잘 알고 있어야 한다.

          

(바)  소화기

소화기는 화재의 종류(A, B, C, D )에 따라서 분류되며 화재에 따라서 해

당되는 문자나 표시를 가진  종류를 사용한다. 실험실에는 A, B, C 화재용으로 사

용할 수 있는 다목 용을 비치한다.  소화기는 합한 표시에 의하여 확실히 구분

되어야 하며 출입구 가까운 벽에 안 하게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소화기 사용은  

안 핀을 뽑고, 호스를 화 에 향하게 하고, 손잡이를 강하게 움켜쥔다음 비로 쓸 

듯이 골고루 뿌리면 된다.  

(사)  모래, 흡착재   

실험실 내에서 작은 화재 들을 빠르고 쉽게 소화할 수 있는 도구로서  모

래, 흡착재 들을 사용할 수 있다. 이들 모래, 흡착재 들은 손이 쉽게 닿을 수 있는 

곳에 한 표지를 붙여서 보 하여야 한다.

                

(2) 황산, 이산화황 사고 시 응 조치요령

(가) 에 들어갔을 때

      

즉시 다량의 흐르는 물로 15분 이상 세척한 후 건조하고, 살균된 붕 로 덮

은 후 즉시 의사의 치료를 받아야 한다. 세척 시는 손가락으로 을 크게 벌려 안

구 구석까지 물이 잘 도달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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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부에 하 을 때

즉시 다량의 물로 15분 이상 세척하여야 한다. 이때 알카리 액 등으로 화

시키지 말야야 한다. 부분 으로 황산이 묻은 의복은 즉시 벗고, 다량에  되었

을 때는 우선 다량의 물로 씻어 황산을 제거한 후 의복을 벗어야 한다. 화상을 입

은 경우 성의 건조하고 살균된 붕 로 조심스럽게 상해 부 를 덮은 후 즉시 의

사의 치료를 받아야 한다.  증의 화상 는 범 한 화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맥

박 수 증가, 발한 같은 쇼크 증상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다) 흡입하 을 때 

      

환자를 모포 등으로 싸서 즉시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긴 후 즉시 의

사의 치료를 받아야 한다. 호흡이 멈춘 경우에는 인공호흡을 실시하여 기도와 압

을 유지하고 가능한 한 산소를 흡입시켜야 한다. 

(라) 먹었을 때 

       

의식이 있을 때에는 입을 벌려 물로 씻은 후, 가능한 한 계란 흰자를 잘 섞

은 우유를 먹이는 것이 좋다. 이러한 조치가 불가능하면 다량의 물을 먹이고, 구토

를 유도하지는 말아야 한다. 구토를 하면 기도 막힘을 방지하기 해 머리를 으

로 돌리고, 둔부보다 낮게 유지하여야 한다. 즉시 의사의 치료를 받아야 한다. 

2. 계측, 제어  자료 처리 계통

가. 계측계통

계측계통은 실험장치의 유체계통에서 발생되는 각종 열수력, 화학  상의 

분석  가스루  제어를 해 필요한 각종 계측 변수들을 측정하기 한 계통으로

서, 계측기기, 계측기 원공 기, 신호처리기기, 신호 달기기, 이들을 연결하는 배

선  련 지지 구조물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계측기기는 온도, 압력, 유량  농도 등을 측정하는 기기로 물리화학

 상 기록을 한 계측기와 시스템 제어를 한 감시 용 계측기를 포함한다. 

그러므로 일부 계측기의 신호는 자료 처리 계통과 제어 계통에 공통 으로 사용된

다. 측정기로부터 나오는 신호가 열 와 같이 압신호일 경우에는 자료획득시스

템의 디지털 압계로 직  측정될 수 있지만, 선의 자체 항에 의한 압 강하 

 노이즈에 의해 측정치가 왜곡 될 수 있다. 반면에 류 신호일 경우에는 자료 

획득 시스템 에 고정  변환기를 통해 류신호(4～20mA)는 압신호로 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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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계측 기기에서 나오는 신호를 송하는 모든 선은 노이즈 차폐용 실드선이 

사용되었다.

(1) 온도

온도 측정기로는 일반 으로 리 사용되고 있는 열 를 사용하 다. 열

는 두 종류의 속 도체 양단을 기 으로 속시키고, 이 양단에 온도차를 

주면 회로 에 류가 흘러 발생되는 기 력이 발생한다. 이와 같이 한 쪽의 온도

를 일정온도로 유지하고 열기 력의 수치를 측정함으로써 다른 쪽의 온도를 측정할 

수 있다. 와 같은 원리를 바탕으로 특정 온도 구간에서 기 력과 온도 사이의 선

형 계를 갖는 속 도체와 기  속 도체를 연결하여 열 를 제작한다. 

열  센서의 종류는 사용되는 속 도체들에 따라 분류되고, 본 실험에서 

사용된 열 는 최 사용온도가 1000～1250℃이고 100℃ 이상의 온도 역에 합

한 K형 열 이다. K형 열 는 +극은 니 과 크롬의 합 (Chromel)이고, -극은 

니 과 알루미늄 합 (Alumell)이다. 

열 는 온도 변환에 이용되는 기 력이 수 mV로 그 크기가 매우 작아 

약간의 노이즈에도 큰 향을 받는 단 이 있다. 노이즈 방지를 해 노이즈 차폐

용 열 인 비 형을 사용하 고, 온도 보상 도선은 Shielded pair twist cable을 

사용하고 지 처리하 다. 한, 본 실험과 같은 고압 조건의 경우 압력 경계 유지

를 해 Sheath Tube형 열 를 사용해야 한다. 

일차계통의 시운  실험 결과, 작동유체가 질소인 기체실험이므로 노이즈 

향 보다는 비  Sheath tube형 열 를 사용으로 인해 느려진 반응 시간이 온

도 측정에 더 큰 왜곡을  수 있으므로, 재는 비 형 열 를 형 열

로 교체하 다. 한, 가스 온도 측정 시 복사로 생기는 간섭을 보정하기 해 

RRE(Reduced Radiation Error) 방법을 용하 다(김찬수 외, 2007.11). RRE 방법

은 직경이 다른 두 열  두 개를 이용하여 같은 지 에서 온도를 측정하고, 두 

열 의 온도 차이를 이용한 복사 간섭을 보정을 통해 실제 기체 온도를 보다 정

확하게 측하는 방법이다. Sheath Tube의 재질은 800℃ 이상의 고온 가스 온도 

측정을 해 Inconel 600이 선정되었다. 

이차 계통의 경우, 작동 유체가 부식성 유체인 황산 계열의 액체  가스이

기 때문에 Sheath Tube의 재질은 내부식성 재료인 Hastelloy C276을 사용하 다. 

고온 액체 조건에서 부식을 방지하기 해 Sheath Tube는 그림 3-5-12와 같이 

으로 코 되었다.

온도 측정 치 목록은 련 설계계산서(김찬수, 2007.11)에 자세히 수록되

어 있다. 태크의 명칭은 일차계통 유체 온도의 경우 TN_XX(기기)_X(입출

구)X(RRE), 이차계통의 경우 TS_XX(기기)_X(입출구(RRE) 방식으로 명명되어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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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12 코  열

(2) 압력  차압

압력  차압은 다이아 임 형태의 압력  차압 센서에서 검출되어 출력

되는 류신호(4～20mA)가 변환기를 거쳐 수신측에 1～5V의 압신호로 변환되어 

측정시스템에 송된다. 실험루 의 압력계는 오차가 ±0.025%인 로즈마운트사의 스

마트형 Pressure Transmitter 3051S(Rosemount, 2002)이 사용되었다. 이 기기의 연

결방식은 Coplanar형이고, 측정가능한 압력 역은 -0.98～137.9 bar이다. 본 가스루

에서는 가스루  압력과 압력 조 기인 가압기  2차계통 내 압력을 측정하

다. 차압계 식 오차가 ±0.025%인 로즈마운트사의 스카트타입 Differential 

Pressure Transmitter 3051S를 사용하 다. 측정가능한 차압 역은 -2.5～2.5 bar이

다. 본 가스루 에서는 차압이 가장 큰 가스베어링 터보송풍기의 입출구에 설치되

어, 가스루  반에 걸친 압력 강하를 측정하 다. 한, 공정열교환기의 일차측, 

이차측 입출구에도 설치하여, 공정열교환기에 의한 압력 강하를 측정하 다. 일차계

통에 설치된 압력계  차압계는 재질이 스테인리스강이고, 이차계통에 설치된 압

력계  차압계는 황산 환경에서 내부식성이 강한 Hastelloy C276이다. 압력계  

차압계의 자세한 사양은 련 설계계산서(김찬수, 2007.11)에 자세히 수록되어 있다.

가스루 에 압력 센서  차압 센서를 설치하기 해 그림 3-5-13과 같은 

압력 탭을 가공하고, Swagelok 1/4" Male Connector를 용 하 다. 압력 탭 가공 

시에 이  내경과 4mm 직경의 탭은 정확하게 직각을 유지시켰고, 이  내경의 

1/2배 되는 Brass 이나 기타 을 사용하 다. 탭 가공 후 사포를 이용하여 칩과 

같은 이물질을 제거하 다.

그림 3-5-13 압력 탭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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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량

가스루 의 유량은 그림 3-5-14와 같은 Coriolis 질량 유량계(Micro 

Motion, 2005)로 측정한다. Coriolis 질량 유량계는 다른 유량계의 Reference로 이용

될 정도로 정확하면서 추가 인 환산 로그램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가스유량 측정

에 매우 합하다. 측정원리는 유체가 유량계 내를 통과하게 되면 유량계 내 센서 

튜 가 진동하고, 이 때 튜 가 진동하면서 튜  양쪽이 Coriolis 힘이 발생하여 이 

힘에 의한 튜 의 뒤틀림 각도로 유량을 산출하게 된다. 원리 상 튜  진동수의 측

정으로부터 도의 측정이 가능하여 루  운 시 유량계에서 측정도니 도와 실제 

도를 간혹 비교하여 으로써 유량계의 온라인 시험이 가능하다. 유량 측정에 사

용된 센서는 마이크로모션사의 U-튜 형 질량유량계로 허용 오차는 ±0.5% 이내이

다. 표 3-5-4는 사용된 유량 조건에 따른 질량 유량계의 압력강하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3-5-14 Coriolis 질량 유량계

 

Coriolis 질량유량계는 튜  직경이 매우 작아 정확도는 높지만, 압력강하가 

매우 클 수 있다. 따라서 우회유량 측정을 해서 압력강하가 매우 작은 Thermal 

질량 유량계를 사용하 다. Thermal 질량 유량계는 두 개의 온도 센서를 측정 유체

에 설치하여 이 두 온도 센서(Reference Sensor, Heated Sensor)의 온도 차에 의하

여 유량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본 실험 장치는 SAGE Metering 사의 THermal 질

량 유량계를 상 으로 유량이 큰 일차계통 우회 유로에 사용하 다. 

두 유량계의 상세한 사양은 련 설계계산서(김찬수, 2007.11)에 자세히 수

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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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량 정확도(%) 압력강하(bar) 유속 Re수

1.0 0.50 0.13 29.69 176839

1.667 0.37 0.35 49.48 294731

2.333 0.23 0.66 69.28 412624

3.000 0.20 1.07 89.07 530516

3.667 0.19 1.57 108.86 648409

4.333 0.19 2.17 128.66 766302

5.000 0.18 2.86 148.45 884194

5.667 0.18 3.65 168.24 1002087

6.333 0.18 4.53 188.04 1119979

7.000 0.18 5.50 207.83 1237872

표 3-5-4 질량유량에 따른 압력강하 (Coriolis 유량계): 10 bar, 373K, 공기

(4) 압  류

력은 류와 압의 곱으로 표 되므로 류와 압 측정 오차는 력의 

오차와 비례하게 된다. 력오차는 실험 값에 가장 큰 오차를 제공하므로 다른 인

자들 보다 센서 선정과 교정에 노력이 필요하다. 가스루 의 원공 장치는 온

가열기  고온가열기용 우 장치 두 가 있다. 온가열기용 원은 압이 최

 50V, 류는 최고 600A까제 제공되는 직류 원공 장치이다. 류는 유체와 같

아서 직렬연결인 경우 측정 치를 자유로이 선정할 수 있어 편리하다. 류측정용 

센서로 션트를 직류 원장치 내부에 설치하 다. 션트는 내부 항과 분류기의 항

을 병렬로 연결하고 류가 흐르면 분류기의 항에 의해 압강하량이 변화하는 

원리를 이용하여 류를 측정한다. 션트 사용 시 주의할 은 주 의 온도 변화를 

최소화해서 온도에 의한 항변화를 여주어야 한다. 측정용 션트의 정확도는 

±1%이며 1～5V의  압신호를 DAS 시스템  제어 계통에 송신한다.

(5) 산소 농도

일차 계통 내 산소 농도는 고온가열기의 발열체의 고온 조건에서 산화에 따

른 손상을 막기 해 1 ppm 이하로 유지되어야 한다. 본 가스루 에서 설치된 산소

분석기는 산소 분석 센서로 농도 산소 측정에 알맞은 Class B-2C Micro-Fuel 

Cell Sensor를 사용하 다. Micro-Fuel Cell Sensor는 산소양을 류로 변환시켜주

는 기화학  류 발생 장치이다 산소 분석기에서 사용하는 신호 흐름과 출력  

제어를 한 Control Unit은 센서로부터의 출력, 변환  범  설정, 알람 등의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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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기능을 조정할 수 있다. 작동 압력은 기압이고 작동 온도는 최  50℃이다.

Mirco-Fuel Cell Sensor는 TAI에서 설계되고 제작 된 것으로, 된 기

화학  변환기이다. Micro-Fuel Cell은 음극, 양극, 그리고 두 극이 잠겨져 있는 

15% KOH 수용액 해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외부 기 회로를 통해 화학 반응

에서 생기는 에 지를 류로 변환시킨다. 이는 지와 유사한 기능이다. 지는 반

응물이 지 내부에 존재하지만, Fuel Cell의 경우 주요 반응물인 산소가 Cell 밖의 

분석 기체에 존재하게 된다. 그러므로 Micro-Fuel Cell은 내부의 화학 반응에서 생

기는 에 지를 기 신호로 변환시키는 지와 모든 반응물이 외부에 있는 Fuel 

Cell의 혼합 형태라고 할 수 있다. Fuel-Cell 내 양극과 음극에서 새기는 반응은 다

음과 같다.

   
→   

  →   
  

Micro-Fuel Cell은 1.25 inch 직경에 1 inch 두께의 실린더로 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다.  Micro-Fuel Cell의 구조는 그림 3-5-15와 같다. 

그림 3-5-15 Micro-Fuel Cell 구조

(6) 습도

일차 계통 내 습도 역시, 산소와 마찬가지로 고온가열기의 발열체의 고온 

조건에서 산화에 따른 손상을 막기 해 1 ppm 이하로 유지되어야 한다. 본 가스루

에서 설치된 습도분석기의 원리는 두 극 간의 다공성의 산화 알루미늄 박막 층

에 포함된 물 분자 양에 비례하는 극 간의 Capacitance 값의 변화를 측정하는 것

이다. 즉, 센서의 기공  얼마나 많은 기공이 물 분자로 채워지느냐를 측정하는 것

이다.

거의 모든 노 (Dew Point)센서는 어떤 물질이 수분을 흡수하면 그 물질의 유 율

이 달라지는 특성을 이용한 것이다. 즉 두 개의 도체 사이에 어떤 물질을 넣으면 

그 물질이 유 체가 되어 도체 사이의 정  용량(Capacitance)이 형성된다. 이 때 

속 은 물 분자가 잘 통과하여야 하고 이 유 체 물질은 물 분자를 잘 흡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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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이며 흡수한 물의 양에 따라 정  용량 값이 크게 변화하게 되면 결국 그 센서 

주  공기의 노 을 측정할 수 있게 된다. 이 때 사용되는 유 체의 물질은 주로 

산화알루미늄이다. 

본 루 에서는 그림 3-5-16과 같이 Shaw Moisture Sensor  Super Dew 

Display를 이용하 다. Shaw Moisture Sensor는 4～20 mA의 신호를 주고 그 정확

성은 0.01 mA이다. 습도로 환산하면 오차가 1 ppm(3℃)보다 작다. 0～1 ppm의 낮

은 역에서 센서를 사용할 경우 오차가 5% 정도이다. 일반 인 센서는 7℃ 정도의 

오차를 가지고 있다. Super Dew Display는 4-20 mA의 신호가 나오고, 이슬  온

도로 습도가 출력되는 LCD Indicator이다. 이슬  온도와 습분 농도 사이의 환산표

는 련 설계계산서(김찬수, 2007.11)에 자세히 수록되어 있다.

그림 3-5-16 습분 분석기

(7) pH 분석

pH 분석기는 이차 계통에서 삼산화황 세정기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내부

의 용액의 수소 농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용액 내 수소의 농도를 뜻하는 pH는 수소 

농도의 로그값으로 정의된다. 일반 으로 25℃에서 pH가 7.0일 때를 성이라 한다. 

반면에, 산성일 경우는 pH가 7.0보다 작고, 알칼리성일 경우 pH가 7.0보다 크다. 

형 인 pH 측정기는 유리로 만들어진 pH 감지 극, 기  극, pH 분석기에 온도 

신호를 주기 한 센서로 구성되어 있다.  pH 감지 극은 용액과 해 있는 pH 

감지 유리를 사용하고 있다. 이 유리는 용액이 pH에 비례하는 압 신호를 발생시

킨다. 기  극은 주어진 온도에서 pH에 계없이 동일한 압을 유지하도록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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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다. 따라서 두 극 사이의 압 차이는 pH에 비례하는 mV 단 의 압 

신호를 생성한다. pH 분석기의 보정은 일반 으로 pH가 리 알려진 pH가 7인 순

수를 측정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진다. 본 가스 루 에서는 Cole Parmer 사의 

General Purpose Double Junction Electrodes인 KH-05994-27을 사용한다. Double 

Junction Reference는 은과 반응하는 용액에 의해 AgCl Reference Cell의 오염을 

억제한다. pH는 최  13까지 측정 가능하고 최  압력은 25℃에서 10기압이다. 사

용가능한 온도 역은 0～110℃까지 이다. 온도 신호 센서는 100Ω 백  RTD이다.

(8) ORP 분석

지의 두 극 에 (-)극으로 이온화 경향이 큰 속에서 산화반응이 생

기고, (+)극으로 이온화 경향이 작은 속에서 환원반응이 생긴다. 이 때의 두 극 

사이의 차인 산화환원 차가 생겨 이온화경향 반응성의 차를 정량 으로 표

시한다. 여기서, 산화환원 는 (Oxidation-Reduction Potential, ORP)는 어떤 물질

의 산화나 환원의 경향 강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산화황의 제거를 해 는 먼  

과산화수소로 이산화황의 산화로 삼산화황을 생성시켜 이를 수산화나트륨과 화시

켜야 한다. 이 때 과산화수소의 공 량을 제어하기 해서는 이산화황의 산화 반응 

측정을 한 산화환원  측정이 필요하다. 본 가스 루 에서는 Cole Parmer 사의 

Double-Junction ORP Electrodes인 KH-27006-21을 사용한다. 센서의 밴드는 백

으로 만들어졌고, 최  압력 조건은 pH 센서와 마찬가지로 25℃에서 10기압이다. 

사용가능한 온도 역은 -5～100℃까지 이다.

나. 제어  감시 계통

제어 계통은 실험장치의 운  상태를 감시하기 한 신호 처리 모듈, 계측

된 신호와 입력된 제어 신호를 이용한 제어 모듈, 각 변수를 표시하는 Monitoring 

등으로 구성된다. 열수력 루  제어 계통에서 조 해야할 변수는 유량, 입구 온도, 

압력 세 가지 인자이다. 한, 가스루 의 안정  운 을 해 각 계통의 압력과 이

차계통이 후드 내 아황산기체 등의 독성 가스 농도가 지속 으로 감시된다. 

시험 인 공정열교환기 일, 이차 계통의 입구 온도는 일차 계통의 열기와 

주가열기, 이차 계통의 황산 가열 계통 내의 열기들의 력 제어를 통해 조 될 

수 있다. 기본 으로 각 가열기에 차계(potentiometer)를 설치하여 수동제어방

식으로 각 열기들의 력을 제어한다. 황산 가열 계통의 경우, 일차 계통의 열

기와 주가열기와 달리 간  가열 방식이 용되고 있으므로, 부가 으로 황산 가열 

계통의 열기 온도 조 을 해 SCR(Silicon controlled rectifier)를 활용한 

PID(Proportional-Integral-Differential) 자동 제어 방식이 가능하다. 

가스루 의 일차 계통 압력은 질소 공  계통에 설치된 귤 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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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or)와 축압기(Accumulator)를 통해 수동으로 조 된다. 실험 기에는 요구

되는 압력에 도달할 때까지, 질소 공  계통의 귤 이터를 통해 압력 상승 속도

를 조 하여 질소를 주입하거나, 질소 배출 계통의 밸 를 열어 질소를 배출하여 

요구되는 압력을 맞춘다. 특히 일차 계통의 가열기와 공정열교환기에서 큰 온도차

가 발생하므로, 운  에 압력 변동 폭이 커질 수 있다. 이를 제어할 수 있는 것이 

축압기로, 축압기 내부에 설치된 얇은 고무계통의 격막이 공정 제어 측과 압력 조

 측을 물리 으로 유연하게 분리시켜 압력변화를 흡수하고 압력 변동 폭을 여

다. 이차 계통의 경우, 황산 분리기에 설치된 압력 조  계통의 자동 제어 밸 를 

다이얼 형식의 신호 제어 (4～20 mA)로 조 하여, 압력 항 계수를 변화시켜 이차 

계통의 압력을 조 한다. 일차계통의 고온 질소와 이차 계통의 고온 황산 기체  

온 황산 액체의 냉각을 한 냉각수 유량은 실험실 외부에 냉각탑 펌 의 RPM 

조 기를 통해 유량이 조 된다.

가스루 의 일차 계통 유량 제어는 일차 으로 가스 베어링 순환기의 RPM 

수 조 을 통한 압축비 조 로 이루어진다. 부가 으로 주 배 과 우회 배 에 설

치된 공압식 자동 제어 밸 를 다이얼 형식의 신호 제어 (4～20 mA)로 조 하여, 

압력 항 계수를 제어하여 체 유량  가열기 유량과 우회 유량을 조 한다. 이

차 계통의 경우, 정량 펌 인 황산 공  펌 가 다이얼 형식의 신호 제어 (4～20 

mA)를 통해 조 된 액체 황산 유량을 이차 계통에 공 하게 된다.

그 밖에 스크러버 내 삼산화황  이산화황 제거를 해 수산화나트륨용액 

 과산화수소 공  펌   밸 를 신호 제어로 pH  REDOX 농도를 성으로 

유지시킨다. 한, 질소 가스의 정화 계통 우회  가스 분석을 한 질소 배출 계

통 작동을 한 밸 를 수동으로 개폐한다. 표 3-5-5에 가스루 의 제어 항목  

제어 변수 자료를 일차 계통과 이차 계통으로 나 어 수록하 다. 가스루 에서 실

험 에 제어 넬에서 디스 이 되는 신호는 각 가열기들의 출력, 일차계통  

이차 계통의 유량, 일차 계통  이차 계통의 압력, 축압기의 압력, 일차계통 최고 

온도  황산 분해기 내 열기 온도, 스크러버 내 pH  ORP Level, 이산화황 농

도 등이다.

다. 자료처리계통

자료처리계통은 계측 기기들로부터 출력되는 모든 압 신호를 해당 물리량

으로 변환하여 설정된 자료취득주기에 따라 디스 이하고, 련 물리량들을 

ASCII 형 자료로 변환시켜 일로 장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한, 자료 수집/

장  운  상태를 감시하기 해 계통의 거동을 컴퓨터 모니터에 표시하는 역할이 

추가된다. 본 가스루 에서는 Agilent 사의 34980A를 메인 임으로 사용하고 있

다. 표 3-5-6은 가스루 의 34980A 메인 임 Mux.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자료처리계통에서 기록되는 자료는 ASCII Data Format을 기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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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ging 형태는 각 채 별 Column으로 이루어진 행렬 형태로 구성된다. 자료처리

계통 내 감시 시스템은 GUI(Graphic User Interface)로 구성되어 있고 Agilent 

VEE 7.5 로그램을 이용하여 명기한 변수들의 시간에 따른 물리량의 변화  

체 시스템 거동을 찰할 수 있다. 컴퓨터 상에서 실험의 시작과 종료 시 자료 

장 장치의 구동과 정지를 지시하고 실험 종료 후 장된 실험자료의 복원이 가능하

도록 구성된다. 

계통 항목 제어변수 목

일

차

계

통

신호

제어

(4-20mA)

고온가열기 력 PHE 입구 온도

열기 력 PHE 입구 온도

순환기 RPM 일차계통 유량 제어

주 배  밸 유동 면 일차계통 유량 제어

우회 배  밸 유동 면 일차계통 유량 제어

밸

수동

조정

가스 분석기 가스 분석 배  개폐
질소의 습분  산소 

농도 분석

질소정화장치 질소 정화 배  개폐 질소 정화 계통 우회

질소 공  계통 질소 공  배  개폐 일차계통 가압

축압기 축압기 배  개폐 일차계통 압력 조정

질소 배출 계통 질소 배출 배  개폐 일차계통 감압

공

통

신호 제어

(4-20mA)
냉각탑 펌  2 EA RPM 냉각수 유량 제어

On/Off 냉각탑 Fan On/Off
냉각탑 냉각기능 

작동

이

차

계

통

신호

제어

(4~20mA)

액체 황산 열기 력
황산분해기 입구 

온도

황산 분해기 력 황산 비등  분해

황산 공  펌 RPM 황산 유량 제어

압력 조  밸 유동 면 황산 계통 압력 제어

NaOH 공  펌 RPM 스크러버 pH 조

과산화수소 공  

펌
RPM

스크러버 REDOX 

조

On/Off
후드 덕트 순환 

펌
On/Off

이산화황 출 감시 

 제거

표 3-5-5 가스루  제어항목  제어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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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설치카드(모델)
채

채 수 Note

DAS

Slot

번호

Slot 0 DMM(34980A) 2 압

Slot 1 T/C Mux.(34921A) 40 일차계통

Slot 2 T/C Mux.(34921A) 40 이차계통

Slot 3 T/C Mux.(34921A) 40 벽면 온도

표 3-5-6 Agilent 34980A 메인 임 Mux. 구성

3. 루  운  차

가. 일차 질소 계통 

(1) 루 가동 차

매달 실험실 안 환경조성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보 한다.

(가) 루  가동  안  확인

① 실험장비 사용  안 검 체크리스트를 따라 장비를 확인한다. 

② 자동문을 개패한 후, 실험  표시경 등을 가동한다.

③ 형 등을 켜고 실험실  제어실의 환풍기를 가동 한다.

④ 안 모, 구 약, 소화기의 치를 확인한다.

⑤ 실험장치 모니터용 카메라의 치  작동상태를 확인한다.

(나) DAS/제어계통 가동

① 원을 연결한다.

► UPS (110V  220V) 원 on (그림 3-5-17)

► 제어계통 스 치 on (그림 3-5-17)

► 34980A(DAS)  PC on (그림 3-5-17)

► 감시카메라용 PC on

② DAS 로그램을 구동한다.

③ 모니터에 표시되는 루  기온도  압력을 확인한다.

④ 감시카메라에 잡힌 실험장치화면을 감시카메라용 PC에 올린다 . 

(고온가열기를 가동 할 경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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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17 DAS/제어 계통

(다) 일차 원 연결

① 제어실의 일차 원 배 반(그림 3-5-18) 문을 개방 한다.

② 배 반 상부의 440V  220V 원이 연결되어 있는 지 확인한다. 

(그림 3-5-18) 

③ 순서에 상 없이 가동에 련된 장비 이커들을 on 시킨다.

그림 3-5-18 일차 원 배 반

(라) 질소공  비  

① 순도 질소통에 질소가 충분한지 확인한다.

② 소형가스루  운 차서[홍성덕, 2007.05]의 4장 4.1.1 의 “ 순도 

질소공  차”에 따라 순도 질소공  비를 완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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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고순도 질소통에 질소가 충분한지 확인한다.

④ 소형가스루  운 차서의 4장 4.1.2 의 “고순도 질소공  차”에 

따라 고순도 질소공  비를 완료한다.

(마) 일차계통 밸  상태 확인  

① 질소 Pass에 연결된 수동밸 들의 개폐를 확인한다.

► 닫 있어야 하는 밸 ; 배기밸 (Vent Valve), 정화계통 연결밸

, 가스 분석기 연결밸   진공계통 연결밸

► 열려있어야 하는 밸 ; 가압기-일차계통 연결밸  

② 소형가스루  운 차서의 3장 3.4.1 의 “자동밸  개방 차”에 

따라 주배 의 자동밸 를 개폐한다.

③ 우회배 의 자동밸 에 원을 공 한다.

(바) 일차계통 질소 가압 차

① 가압기 헤드의 밸 뭉치 상부에 부착되어 있는 밸 (그림 3-5-19)가 

열려있는지 확인한다.

② 가압기 헤드의 밸 뭉치 측면에 부착되어 있는 배기밸 가 닫 있는

지 확인한다. 

③ 가압기(그림 3-5-19)에 질소를 충진하여 가압한다.

► 그림 3-5-19의 다이얼 게이지의 압력을 확인한다.

► DAS에서 측정한 일차계통  가압기 압력을 확인한다.

► 가압기의 압력이 일차계통의 압력보다 5기압이상 크지 않으면

소형가스루  운 차서의 4장 4.1.2.f2 의 “가압기 질소공  

차”에 따라 질소를 공 한다.

   ▬ 가압기질소공 밸 를 개방한다.

   ▬ 공 하고자 하는 계통의 압력을 확인한다.

   ▬ 압력조정기의 손잡이를 돌려 가압기에 질소를 공 한다.

▬ 공 압력이 계통압력보다 4기압 이상 차이나지 않도록 유지한

다.

▬ 공 압력이 계통압력보다 4기압 이상 차이나지 않도록 유지한

다.

▬ 과잉 공 되었으면 질소배기밸 를 열어 계통의 압력을 낮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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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압기의 압력이 일차계통의 압력보다 5기압 이상 되면 공 을 

단한다. 

► 가압기질소공 밸 를 닫는다.

④ 일차계통에 질소를 충진하여 가압한다. (소형가스루  운 차서의 

4장 4.1.2.f1  “일차계통 질소공  차”)

► 일차계통질소공 밸 를 개방한다.

► DAS에서 측정한 일차계통의 압력을 확인한다.

► 압력조정기의 손잡이를 돌려 일차계통에 질소를 서서히 공 한

다.

► 공 압력이 계통압력보다 4기압 이상 차이나지 않도록 유지한다.

► 일차계통 압력증가량이 분당 1기압 이하가 되도록 공 을 조 한

다.

► 과잉 공 되었으면 질소배기밸 를 열어 계통의 압력을 낮춘다.

► 공 이 끝나면 일차계통질소공 밸 를 닫는다.

그림 3-5-19 가압기

(사) 일차계통 장치 기동

① 소형가스루  운 차서의 3장 3.1.1  “순환기 가동 차”에 따라 

순환기를 가동한다. 

► 계통압력이 10기압 이상에서 순환기를 기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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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량계의 유량을 확인한다.

② 소형가스루  운 차서의 3장 3.2.1  “ 열기 가동 차”에 따라 

열기를 가동한다.

► 열기 출구온도  벽면온도를 계속 찰한다.

► 계통압력 증가를 계속 찰한다.

③  소형가스루  운 차서의 3장 3.3.1  “고온가열기 가동 차”에 

따라 고온가열기를 가동한다.

► 고온가열기 입구온도가 510℃ 이하에서 고온가열기를 기동한다.

► 고온가열기 출구온도  벽면온도를 계속 찰한다.

► 계통압력이 60기압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압력 증가를 계속 찰

한다. 

(2) 루 정지 차

(가) 일차계통 장치 정지

① 소형가스루  운 차서의 3장 3.3.2  “고온가열기 정지 차”에 

따라 고온가열기 가동을 지한다.

② 소형가스루  운 차서의 3장 3.2.2  “ 열기 정지 차”에 따라 

열기를 가동을 지한다.

③ 소형가스루  운 차서의 3장 3.1.2  “순환기 정지 차”에 따라 

순환기 가동을 지한다. 

(나) 일차계통 질소 배출

① 일차계통의 최고 온도가 200℃ 이하가 되는지 확인한다.

② 냉각기 입구에 설치된 그림 3-5-20의 질소 배기밸 를 천천히 개방

한다.

③ 질소압력이 분당 1 bar 이상 감소하지 않도록 배기량을 조정한다.

④ 계통압력이 10기압에 도달하면 배기밸 를 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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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20 일차계통 배기 밸

(다) 순도  고순도 질소공 계통을 잠근다.

(라) 소형가스루  운 차서의 3장 3.4.2 “자동밸  정지 차”에 따라 자동밸

를 정지한다.

(마) DAS/제어계통 가동을 지한다.

① 모니터에 표시되는 루  온도  압력을 확인한다.

② DAS 로그램을 구동을 멈추고 획득한 일을 장한다.

③ DAS 원을 차단한다.

► UPS (110V  220V) 원 off (그림 3-5-17)

► 제어계통 스 치 off (그림 3-5-17)

► 34980A(DAS)  PC off (그림 3-5-17)

► 감시카메라용 PC off

(바) 일차 원을 차단한다.

(사) 기타 원차단

① 실험  표시경 등의 원을 차단한다.

② 실험실  제어실 환풍기의 가동을 지 한다.

나. 이차 황산 계통 

(1) 루 가동 차

매달 실험실 안 환경조성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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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루 가동  안  확인

① 실험장비 사용  안 검 체크리스트를 따라 장비를 확인한다.

② 형 등을 켜고 실험실  제어실의 환풍기를 가동 한다.

③ 안 모, 구 약, 소화기의 치를 확인한다.

④ 실험장치 모니터용 카메라의 치  작동상태를 확인한다.

(나) DAS/제어계통 가동

① 원을 연결한다.

► UPS (110V  220V) 원 on (그림 3-5-17)

► 제어계통 스 치 on (그림 3-5-17)

► 34980A(DAS)  PC on (그림 3-5-17)

► 감시카메라용 PC on

② DAS 로그램을 구동한다.

③ 모니터에 표시되는 루  기온도  압력을 확인한다.

④ 감시카메라에 잡힌 실험장치화면을 감시카메라용 PC에 올린다.

(다) 일차 원 연결

① 제어실의 일차 원 배 반(그림  3-5-18) 문을 개방 한다.

② 배 반 상부의 440V  220V 원이 연결되어 있는 지 확인한다. 

(그림 3-5-18) 

③ 순서에 상 없이 가동에 련된 장비 이커들을 on 시킨다.

(라) 이차 원 연결

① 제어실의 이차 원 배 반 문을 개방 한다.

② 순서에 상 없이 가동에 련된 장비 이커들을 on 시킨다. 

(마) 황산/과산화물/수산화물 공  비  

① 황산 장조에 용액이 충분한지 확인한다.

② 소형가스루  이차황산계통 운  차서의 4장 4.2.1 의 “황산 공

/배출 가동 차”에 따라 황산 공  비를 완료한다.

③ 과산화물 장조에 용액이 충분한지 확인한다.

④ 소형가스루  이차황산계통 운  차서의 4장 4.3.1 의 “과산화물 

공 /배출 가동 차”에 따라 과산화물 공  비를 완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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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소형가스루  이차황산계통 운  차서의 4장 4.4.1 의 “수산화물 

공 /배출 가동 차”에 따라 과산화물 공  비를 완료한다.

(바) 황산계통 밸  상태 확인  

① 수동밸 들의 개폐를 확인한다.

► 닫 있어야 하는 밸  : 분리기 배기밸 , 냉각기 배기밸

► 열려있어야 하는 밸  : 황산증발기입구밸 , 황산 배기밸

   

(사) 이차 황산계통 장치 기동  

① 소형가스루  이차황산계통 운  차서의 3장 4.1.1  “후드/덕트계

통 가동 차”에 따라 후드/덕트를 가동한다.

► 후드/덕트계통이 정상 으로 작동하는 지 계속 찰한다.

► 후드/덕트계통에 이상이 발생할 시 바로 정지시킨다.

② 소형가스루  이차황산계통 운  차서의 3장 4.2.1  “황산 공 /

배출 가동 차”에 따라 황산 공 /배출을 가동한다.

► 황산 공 /배출이 정상 으로 작동하는 지 계속 찰한다.

► 황산 공 /배출에 이상이 발생할 시 바로 정지시킨다.

③ 소형가스루  이차황산계통 운  차서의 4장 4.3.1  “과산화물 공

/배출 가동 차”에 따라 과산화물 공 /배출을 가동한다.

► 과산화물 공 /배출이 정상 으로 작동하는 지 계속 찰한다.

► 과산화물 공 /배출에 이상이 발생할 시 바로 정지시킨다.

④ 소형가스루  이차황산계통 운  차서의 4장 4.4.1  “수산화물 공

/배출 가동 차”에 따라 수산화물 공 /배출을 가동한다.

► 수산화물 공 /배출이 정상 으로 작동하는 지 계속 찰한다.

► 수산화물 공 /배출에 이상이 발생할 시 바로 정지시킨다.

⑤ 소형가스루  이차황산계통 운  차서의 3장 3.2.1  “세정기 가동

차”에 따라 세정기를 가동한다.

► 세정기가 정상 으로 작동하는 지 계속 찰한다.

► 세정기에 이상이 발생할 시 바로 정지시킨다.

⑥ 소형가스루  이차황산계통 운  차서의 3장 3.1.1  “황산 펌  

가동 차”에 따라 황산 펌 를 가동한다.

► 황산 펌 가 정상 으로 작동하는 지 계속 찰한다.

► 황산 펌 에 이상이 발생할 시 바로 정지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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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소형가스루  이차황산계통 운  차서의 3장 3.3.1  “황산증발기 

가동 차”에 따라 황산증발기를 가동한다.

► 황산증발기 출구 온도  벽면 온도를 계속 찰한다.

► 계통압력 상태를 계속 찰한다. 

⑧ 소형가스루  이차황산계통 운  차서의 3장 3.4.1  “황산분해기 

가동 차”에 따라 황산분해기를 가동한다.

► 황산분해기 출구 온도  벽면 온도를 계속 찰한다.

► 계통압력 상태를 계속 찰한다. 

⑨ 소형가스루  이차황산계통 운  차서의 3장 3.5.1  “냉각탑 가동

차”에 따라 냉각탑을 가동한다.

► 냉각탑이 정상 으로 작동하는 지 계속 찰한다.

► 냉각탑에 이상이 발생할 시 바로 정지시킨다.

(아) 황산계통 운 자료 장

① DAS 로그램에서 획득한 운  자료를 별도의 폴더에 장한다.

(2) 루 정지 차

(가) 황산계통 장치 정지

① 소형가스루  이차황산계통 운  차서의 3장 3.4.1  “황산분해기 

정지 차”에 따라 황산분해기 가동을 지한다. 

② 소형가스루  이차황산계통 운  차서의 3장 3.3.1  “황산증발기 

정지 차”에 따라 황산증발기 가동을 지한다.

③ 소형가스루  이차황산계통 운  차서의 3장 4.2.1  “황산 공 /

배출 정지 차”에 따라 황산 공 /배출 가동을 지한다. 

④ 소형가스루  이차황산계통 운  차서의 3장 3.1.1  “황산 펌  

정지 차”에 따라 황산 펌  가동을 지한다.

⑤ 소형가스루  이차황산계통 운  차서의 4장 4.3.1  “과산화물 공

/배출 정지 차”에 따라 과산화물 공 /배출 가동을 지한다.

⑥ 소형가스루  이차황산계통 운  차서의 4장 4.3.1  “수산화물 공

/배출 정지 차”에 따라 수산화물 공 /배출 가동을 지한다.

⑦ 소형가스루  이차황산계통 운  차서의 3장 3.2.1  “세정기 정지 

차”에 따라 세정기 가동을 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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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소형가스루  이차황산계통 운  차서의 3장 3.5.1  “냉각탑 정지 

차”에 따라 냉각탑 가동을 지한다.

⑨ 소형가스루  이차황산계통 운  차서의 3장 4.1.1  “후드/덕트계

통 정지 차”에 따라 후드/덕트 계통 가동을 지한다.

(나) DAS/제어계통 가동을 지한다.

① 모니터에 표시되는 루  온도  압력을 확인한다.

② DAS 로그램 구동을 멈추고 획득한 일을 장한다.

③ DAS 원을 차단한다.

► UPS (110V  220V) 원 off 

► 제어계통 스 치 off

► 34980A(DAS)  PC off

► 감시카메라용 PC off

(다) 이차 원을 차단한다.

(라) 일차 원을 차단한다.

(마) 기타 원차단

① 실험  표시경 등의 원을 차단한다.

② 실험실  제어실 환풍기의 가동을 지한다.

4. 실험 결과  분석

가. 일차 계통 실험 결과

(1) 순환기 성능 시험

순환기 성능시험을 해 순환기의 회 수  가스루  내 압력을 변화시키

며, 가스루  내 압력 강하  질소가스 유량을 측정하 다. 순환기 성능 시험이기 

때문에 두 가열기는 작동시키지 않는 실험실 온도 조건(20～25℃)에서 회 수(600

0～12000 Hz)는 1000 Hz 씩 증가시켰고, 압력(15, 20, 30 bar) 조건에서 순환기 성

능 시험을 수행하 다. 우회 유량 밸 는 잠  상태에서 수행하 다.

순환기 회 수에 따른 실험결과는 표 3-5-7에 요약되어 있다. 순환기의 압

축비는 가스루  내 압력에 상 없이 일정하 고, 압력강하  가스루  유량을 통

해 환산한 가스루 의 체압력손실계수 한, 실험 조건에 계없이 거의 일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스루  내 압력강하가 부분 기기 형상에 따른 압력강하

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압력강하가 큰 부분은 세 으로 구성된 Coriolis 질량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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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와 유동 역이 매우 좁은 유량 조  밸 로 평가되었다. 압력에 따라 질소 가스

의 유량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같은 회 수에서 압력에 따른 가스루 의 

유량을 평가하면, 실제 실험 조건인 4 MPa에서는 목표 유량인 2.0 kg/min은 달성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회 수[Hz] 유량[kg/min] 압력[MPa] 차압[bar] 압축비

6000

0.436 1.5 0.29 1.019

0.569 2.0 0.37 1.019

0.950 3.0 0.61 1.020

7000

0.509 1.5 0.39 1.026

0.726 2.0 0.54 1.027

1.120 3.0 0.82 1.027

8000

0.591 1.5 0.51 1.034

0.833 2.0 0.70 1.035

1.280 3.0 1.07 1.036

9000

0.672 1.5 0.65 1.043

0.938 2.0 0.88 1.044

1.420 3.0 1.33 1.044

10000

0.749 1.5 0.79 1.053

1.045 2.0 1.08 1.054

1.562 3.0 1.62 1.054

11000

0.826 1.5 0.95 1.063

1.156 2.0 1.28 1.064

1.700 3.0 1.91 1.064

12000

0.897 1.5 1.12 1.075

1.223 2.0 1.49 1.075

1.831 3.0 2.26 1.075

표 3-5-7 순환기 성능 시험 결과

(2) 일차계통 열손실 평가

가스루 의 일차계통은 고성능 가스베어링 순환기, 발열체 온도 최  150

0℃의 고온가열기(홍성덕 외, 2007.10)  가스온도 최  1000℃ 고온가스덕트 등의 

매우 민한 기기  부품들로 구성되어 있어 측정  모니터링에 신 을 기하

다. 특히, C&C 복합체로 제조된 발열체가 설치된 고온가열기는 내부단열이 열되

는 경우, 용기가 폭발한 험성이 있어, 외부 용기 외벽을 상 하 3개의 구역으로 

나 어 열 를 설치하고 온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 다.

가스루 의 부품 열손실 측정자료는 형가스루  용량산정에 유용하다. 

한 원자로 설계의 백업자료로 활용가치가 높다. 따라서, 가열기 시험  각 가열기 

 고온가스덕트의 열손실량을 평가하고 에 지 평형식과 비교하 다. 가스루  내 

질소가 가열기를 통과하면서 받는 열량은 가열기의 입출구온도를 측정하여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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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식으로 평가할 수 있다.

( )inoutNpNHT TTcmQ −=
22 ,& (3-5-4)

가열기의 벽면에서 측정된 온도들의 평균값을 계산하여 복사열손실을 포함

하여 벽면을 통한 열손실량을 다음과 같은 식으로 평가하 다.

( ) ( )44
, roomHTWHTWroomHTWHTWairLOSSHT TTATTAhQ −+−= εσ (3-5-5)

그림 3-5-21은 시험 차서(홍성덕, 2007.12)에 따른 가열기 시운  과정에서 

시간에 따른 온도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온가열기만 작동시킨 기 운  과정에

서 열기 출구온도가 오히려 고온가열기 출구온도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

는 발열체의 높은 온도에서 생기는 복사열이 열 에 달되어 열  측정온도가 

실제보다 과도하게 계측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5-21 시간에 따른 온도분포

(x축: 시간[sec], y축: 온도[℃])

그림 3-5-22는 가열기 시운  시험 조건에서의 온도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같은 조건에서 에서 제시한 식들로 가열기들과 고온가스덕트의 열손실은 표 

3-5-8에서 볼 수 있다. 두 값의 합은 발열체에서 외부로 냉각된 에 지와 같다. 표 

3-5-8에서 제시한 온가열기  고온가스덕트의 경우 실제 발열체 력과 평가된 

력 사이의 불균형이 각각 2.0 kW  2.5 kW 크게 발생하 고, 고온가열기의 경

우 다른 고온기기에 비해 매우 작은 0.3 kW가 발생하 다. 따라서 표 3-5-8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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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온가열기에서 측정된 온도들로부터 평가된 발열체 력이 실제 력보다 작게 

평가된 이유는 고온가열기 입출구 온도 측정에 사용된 두 열  모두가 발열체 주

변에 설치되어 기체 온도를 실제보다 과도하게 측되었지만, 발열체와 고온가스덕

트의 경우 오직 하나의 열 만 기체 온도를 실제보다 과도하게 측하 기 때문

이다.

Component

Power (kW) Heat Loss 
(kW)

오차
DC Power

열균형식 
(기체온도측정

)

열균형식 
(표면온도측정)

PreHeater 5.0 5.9 1.1 2.0kW

MainHeater 6.0 3.3 3 0.3kW

HGD - -2.5 0.4 2.1kW

표 3-5-8 가스루  열손실 분석 결과

그림 3-5-22 열손실 분석을 한 온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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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고온 가스 온도 측정 시 열  복사 간섭 평가

그림 3-5-23와 같이 열 를 기체 유로 내에 설치 했을때, 기체의 온도는 

기체에서 열 로 류에 의해 달되는 에 지와 열 에서 외부로 복사에 의해 

달되는 에 지의 평형으로 아래의 식과 같이 결정된다[Pitts et al., 2002].

( ) ( )44
sttg TTTTh −=− εσ (3-5-6)

그림 3-5-23 기체 유동 내 열  

 식의 우항과 같이 단순화된 복사 열 달식은 외부 표면의 면 이 열

에 비해 매우 크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와 같은 에 지 평형이 히 고려되지 않

으면, 실제 온도 측정에서 큰 오차가 생기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류 열 달 

계수가 작을수록, 기체 온도와 유효 복사 주변 온도의 차이가 클수록, 열 의 반

사율이 클수록 기체 온도 측정 시 복사 간섭효과가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열 로 기체 온도 측정 시 복사 간섭을 최소화 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제

안되었다.

흡인 온도계는 측정하고자 하는 기체를 순간 으로 매우 빠른 속도로 빨아

들여 기체의 열 달 계수를 격히 증가시킴으로써 기체의 온도를 보다 근 하게 

측정하고자 하는 온도계이다[Luo, 1997]. 그러나, 일정한 열수력 조건을 유지해야 하

는 열수력 실험 시, 흡인 온도계는 계통 내 열수력 거동에 향을 주므로 사용할 

수 없다.

직경이 같고 반사율이 다른 한 의 열 를 사용하는 경우, 반사율 차이 

때문에 생긴 두 열 의 측정 온도값 차이를 이용하여 열 의 복사 열손실을 보

정한다[Men'shikov, 1977]. 일반 인 온도 역에서는 좋은 방법이지만, 온도가 매

우 높거나, 부식성 기체에 용할 경우 사용 가능한 재료가 한정되어 있고, 표면 조

건을 정확히 조 하기 힘들어 정확한 반사율을 보장할 수 없는 단 이 있다.

반 로 반사율이 같고 직경이 다른 한 의 열 를 사용하는 경우,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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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직경이 다르기 때문에 류 열 달 계수에 차이가 생기고, 이에 따라 두 열

의 측정 온도에 차이가 생긴다. 이 측정 온도 차이를 이용하여 열 의 복사 열

손실을 보정함으로써, 기체 온도를 보다 정확하게 측정하게 된다 [Brohez et al., 

2004].

두 개의 열 를 사용할 경우, 열  설치 포트가 2개이므로 두 열  

사이의 간격이 커진다. 그러므로 내부 유동과 같이 공간 내 온도 구배가 클 경우 

특정 지 의 온도를 정확히 측정하기 힘들다.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해 김찬수 외(2007.11)는 그림 3-5-24와 같이 

직경이 다른 한 의 열 를 기체 이송  내부의 기체 유동 방향과 수직으로 배

열되도록 온도 측정용 포트를 삽입하는 방법을 제안하 다.

그림 3-5-24 RRE 열  [김찬수 외, 2007.11] 

본 연구는 직경이 다른 두 열 를 이용하여 기체 온도를 측정할 때 생기

는 문제 을 1기압 유량 실험을 통해 악하고, 향후 고온고압 기체 실험 때 온

도 측정 방법 개발 방향을 모색하 다.

(3-5-6)식과 같이 열 로 측정되는 기체의 온도는 열  보호 에서의 

기체 유동과의 류열 달과 주변으로의 복사열 달의 에 지 평형에 의해 결정된

다. 따라서, 직경이 다른 열 로 같은 온도를 측정하더라도, 열  보호 의 

류열 달 계수 차이 때문에 아래의 식들과 같이 기체 온도가 다르게 측정된다.  

( ) ( )44
saaga TTTTh −=− εσ (3-5-7)

( ) ( )44
sbbgb TTTTh −=− εσ (3-5-8)



- 393 -

의 두 식에서 미지수는 기체 온도와 두 열 의 유효 복사 표면온도이

다. 따라서, 두 열 의 측정 온도 차이를 이용해 실제 기체 온도를 계산할 수 있

다. 의 두 식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이 Brohez et al.(2004)이 정의한 

RRE(Reduced Radiation Error)를 유도할 수 있다.

( )( )
ab

babaa

ab

bg

hh
TTTTh

TT
TT

RRE
−

+++
=

−
−

=
22εσ

(3-5-9)

(3-5-9)식에 용되는 열  보호 의 류 열 달 계수는 일반  횡류 조

건에서 구 표면을 한 열 달 계수 실험식인 Whitaker(1972)의 상 식을 사용한

다.

( ) ⎟⎟
⎠

⎞
⎜⎜
⎝

⎛
++==

sk
hDNu

µ
µ4.0667.05.0 PrRe06.0Re4.02

(3-5-10)

그림 3-5-25은 본 연구에서 사용된 실험장치의 개략도를 보여주고 있다. 기

본 으로 기체가 기로 방출되므로, 실험루  내 기체 유동의 압력은 항상 1기압

으로 유지된다. 기체 유량은 질량속도조 기(Mass Flow Controller)에의 30 L/min

과 50 L/min으로 유지된다. 고압가스실린더에 설치된 귤 이터는 질량유속조 기 

입구의 압력을 2~3기압으로 유지시킨다. 기존의 일차계통 온가열기   고온가열

기로 기체의 온도를 올린다. 작동유체는 고온가열기에 설치된 탄소 복합체의 산화

를 막기 해 고순도 질소이다. 본 실험에 사용된 시편은 외경이 1.5"인 스테인리스

강 배 이고, 직경이 각각 1/8", 1/16"인 두 개의 열 가 RRE 효과 검증을 해 

같은 치에 설치되어 있다.

R

N2
Cylinder

Regulator

MFC

Pre
Heater

Main
Heater

그림 3-5-25 실험장치 개략도 

그림 3-5-26은 실험장치에 설치된 열 의 치와 스테인리스강 튜  내

에서 1/8"와 1/16" 열 의 설치된 모습을 사진으로 보여주고 있다. 유동 방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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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열  사이의 간극은 1 cm로 치에 따른 온도 구배를 무시할 정도로 매우 작

다. 벽면온도는 스테인리스강 튜 의 윗면, 아랫면에서 측정된 온도의 평균값을 사

용하 다. 그리고 민감도해석을 한 실험장치 조건은 다음과 같다.

-단열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음.

-열  보호 만 단열재를 설치함.

-열  보호   튜 에 단열재를 설치함.

-열  보호 을 식으로 교체함

Insulator

Liner

MH_OUT
1/16 inch

1/8 inch

Top Wall

Bottom Wall

Inner Diameter

Liner 15 mm

Tube 30 mm

Inner Diameter

Liner 15 mm

Tube 30 mm
1/16 inch

1/8 inch

그림 3-5-26 실험루  열  설치 치 

그림 3-5-27는 그림 3-5-26에서 나타난 가열기 근처의 1/16" 열 와 튜

에 설치된 1/16"와 1/8" 열 에 의해 측정된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가열기 근처의 열 는 가열기 표면의 높은 온도에 따른 복사 효과로 스테

인리스강 튜 에 설치된 열 에 비해 측정 온도가 빠른 속도로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식(3-5-10)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열 의 직경은 동일한 열수력 조건

에서 열  보호  표면의 열 달 계수를 감소시킨다. 그러므로, 1/16" 열 에서 

측정된 온도는 1/8" 열 에서 측정된 온도보다 높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기체와 

주변 표면 온도의 차이가 커질수록 열  보호 이 주변으로 손실되는 에 지가 

커지므로, 1/16" 열 와 1/8" 열 의 측정온도 차이는 더더욱 커진다. 그러나, 

기체 온도와 주변 표면 온도 사이에 차이가 거의 없는 실험 기에는 두 열 의 

온도차이가 거의 없음을 볼 수 있다. RRE 보정에 열  반응시간은 고려되지 않

았다.



- 395 -

0 3000 6000 9000 12000 15000
0

150

300

450

600

50 liter/min

Te
m

pe
ra

tu
re

 [d
eg

re
e 

C
]

Operating Time [sec]

 1/8 inch TC
 1/16 inch TC
 RRE-corrected T
 MH_Out

30 liter/min

그림 3-5-27 RRE 실험 온도 분포 

그림 3-5-28은 비 식 보호  열 를 사용하 을 경우 정상상태 때

의 측정된 온도와 이를 바탕으로 계산된 온도들을 요약하 다. 열 와 스테인리

스강 튜 에 단열재를 설치할수록 1/16"와 1/8" 열 에서 측정되는 온도의 차이가 

43.7, 26.0, 16.9℃로 차 작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 열  보호 과 스테인리스강 

튜 에 설치된 단열재는 열  보호 을 통한열 도 에 지 손실을 여 다. 특

히 와 같은 열손실은 직경이 두꺼운 1/8" 열 의 경우 매우 크므로, 두 열

의 온도차이가 과도하게 평가되었다. 따라서, 1/16" 열 가 측정하는 온도가 높음

에도 불구하고 RRE를 통해 복사 열손실이 보정된 온도값은 열 와 튜 에 단열

체가 설치된 경우에 가장 낮은 것으로 계산되었다.

그림 3-5-28 비 식 보호  열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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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9은 같은 조건에서 식 열 와 비 식 열 에서 측정되고 

보정된 온도값들의 비교를 보여주고 있다. 식 열 는 그림7과 같이 비 식 

열 에 비해 도에 의한 에 지 분산 효과가 작으므로, 두 열 의 온도차이가 

비 식이 더 커질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효과는 크지는 않다. 

Case Ungrounded Grounded

∆ 16.9 ℃ 15.8

MH_OUT T 610.5 ℃ 602.2 ℃

1/16 inch T 336.4 ℃ 350.9 ℃

1/8 inch T 319.5 ℃ 335.1 ℃

RRE Value 2.69 2.71

RRE corrected T 381.9 ℃ 393.7 ℃

Measured Wall T 280.1 ℃ 281.2 ℃

Calculated Wall T - -

표 3-5-9 식 열 와 비 식 열  측정 결과 비교

그러나 RRE로 보정된 기체 온도와 열 에서 측정된 온도를 이용하여 

류와 복사 사이의 에 지평형을 통해 유효 복사 주변온도를 구하면, 온도의 4제곱

값이 음수로 계산되어 주  온도를 평가할 수 없다. 이는 열  보호  내 열 도

에 의한 에 지 분산 때문에 실제보다 과도한 온도 측정값 차이가 생겨 RRE로 보

정된 기체 온도가 실제 기체온도보다 높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 으로 볼 수 있

다.

실험장치를 모사하는 산유체해석은 스테인리스강 튜  내에 설치된 두 열

 치 간의 온도차이가 매우 작다는 것을 보이기 해 수행되었다. 사용된 

산유체해석코드는 ANSYS사의 CFX 11.0이다. 튜 의 경계조건은 표 3-5-9의 벽면

온도인 280℃의 등온조건이다. 작동유체는 질소이고, 압력은 1기압, 입구온도는 40

0℃이다. 질량속도는 실험조건과 같은 9.46e-4 kg/s이다. 그리고 그림 3-5-26의 세

라믹 라이 는 표면이 단열조건으로 가정하 다. 

그림 3-5-29은 의 실험조건과 유사한 조건에서 속도와 온도 분포를 보여

주고 있다. 속도 분포의 경우 두 열  보호  끝에 속도 차이와 온도 차이가 거

의 존재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열  보호 이 치하고 있는 부분의 온

도 분포가 280～400℃까지 매우 범 하므로, 열  보호  끝의 온도가 열  

보호  내 도에 의한 에 지 분산으로 실제 기체 온도보다 낮아짐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1/8" 열 에서 측정하는 온도가 특히 실제 기체온도보다 훨씬 낮게 

측정되어 RRE를 통해 복사 보정 온도가 실제 기체온도가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고온가스로 열수력 상 연구를 한 실험은 고온, 고압 조건에서 이루어지

기 때문에 류 열 달 계수가 본 연구의 기압 실험보다 커서, 의 연구결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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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에 지 분산 효과가 어들 것이다. 

그림 3-5-29 RRE 실험 조건 산 유체 해석

다. 황산 계통 증기 실험

(1) 황산 계통 증기 실험 목

황산 계통 증기 실험은 설계/제작된 이차황산계통을 시운 함으로서 계통의 

운 성  안 성을 선행평가하기 해서 수행하 다. 한 향후 황산을 작동유체

로 사용하기  증기실험을 함으로서 얻은 데이터를 분석하여 황산실험 시 실험결

과와 비교하기 한 목 을 가진다. 

(2) 증기실험

이차황산계통은 수소생산용 원자로의 수소생산모듈의 황산분해공정을 모의

하기 해서 축소하여 고온의 황산을 실험하기 한 장치이다. 이차황산계통은 그

림 3-5-30과 같이 황산 장조, 황산펌 , 황산증발기( 열기), 황산분해기(과열기), 

공정열교환기, 고온냉각기, 분리기, 세정기, 온냉각기, 황산집수조로 구성되어 있

다[홍성덕 외, 2007.06]. 

본 실험에서는 작동유체로서 증기를 사용하여 실험을 수행하 다. 증기실험

의 운 조건은  표 3-5-10과 같다. 그림 3-5-31는 황산증기실험을 한 실제 이차

황산계통의 모습이다. 실험은 약 3시간정도 수행하 으며, 설계온도인 공정열교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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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출구 온도를 설계온도인 500℃까지 올리지 않고 약 100℃를 유지하도록 실험을 

수행하 다. 본 실험에서 실험을 수행하기 해서 황산계통의 운 차서에 따라 

실험을 수행하 다[서동운, 2008.11]. 이때 증발기와 분해기의 최고출력은 각각 10.1 

W과 2.1 W 를 유지하 다.

작동유체 물
압력 기압

유량 8 cc/min
분해기 출구온도 100℃

분해기 히터표면온도 500℃

실험시간 3 시간

표 3-5-10 황산 계통 증기 실험 운  조건

그림 3-5-30 황산 계통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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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omposer
(Super-heater)

Evaporator
(Pre-heater)

Separator High Temp.
Cooler

Low Temp.
Cooler

Space for
PHE

그림 3-5-31 

이차 황산 계

통 실험 장치

(3) 증기실험결과

그림 3-5-32과 3-5-33은 각각 계통 내 컴포 트 증기의 온도와 증발기와 

분해기의 히터표면의 온도를 측정한 것이다. 실험시작 약 40분정도의 시간까지 증

발기의 출력만을 증가시켜 분해기입구의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하 다. 약 

50분의 시간에서는 분해기의 출력을 서서히 증가시켜 분해기 내 증기를 가열하도록 

하 다. 두 그림에서 보듯이 증발기와 분해기의 출력이 증가 할 수록 증기온도 

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5-30에서 분해기출구와 공정열교환기 입구의 

측정부 는 거리가 가깝다. 하지만 그림 3-5-32에서 보듯이 온도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 이는 두 측정부 에서 단열을 하지 않아서 일어난 상이다. 

그림 3-5-32 증기 온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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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33 발열체 온도 분포

라. 황산 계통 황산 실험 

(1) 황산 계통 황산 실험 목

황산 계통 황산 실험은 설계/제작된 이차황산계통을 증기실험을 통하여 얻

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동유체를 황산을 사용하여 공정열교환기의 성능을 평가하

고, 황산에 의한 계통의 부식성과 그 특성을 알기 하여 실험을 수행하 다.

(2) 황산실험

이차황산계통은 수소생산용 원자로 수소생산모듈의 황산분해공정을 모의하

기 해서 축소하여 고온의 황산을 실험하기 한 장치이다. 이차황산계통은 그림 

3-5-30과 같이 황산 장조, 황산펌 , 황산증발기( 열기), 황산분해기(과열기), 공정

열교환기, 고온냉각기, 분리기, 세정기, 온냉각기, 황산집수조로 구성되어 있다.

본 실험에서는 작동유체로서 황산을 사용하여 실험을 수행하 다. 황산실험

의 운 조건은 표 3-5-11과 같다. 실험은 약 10시간정도 수행하 으며, 설계온도인 

공정열교환기의 출구 온도를 설계온도인 500℃까지 올리지 않고 약 250℃를 유지하

도록 실험을 수행하 다. 실험에서 실험을 수행하기 해서 황산계통의 운 차서

에 따라 실험을 수행하 다[서동운, 2008.11]. 이때 증발기와 분해기의 최고출력은 

각각 10.7 W과 4.85 W 를 유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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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유체 황산 (96 wt%)
압력 기압

유량 8 cc/min
분해기 출구온도 250℃

분해기 히터표면온도 900℃

표 3-5-11 황산 실험 운  조건

(3) 황산실험 결과

그림 3-5-34과 3-5-35은 각각 계통 내 컴포 트의 증기황산의 온도와 증발

기와 분해기의 히터표면의 온도를 측정한 것이다. 그림 3-5-34에서 실험시작 약 3

시간정도인 포인트 1까지 증발기와 분해기의 출력을 증가시켜 분해기입구의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하 다. 이때의 분해기입구의 온도는 약 250℃를 유지하고 증

발기와 분해기의 출력은 각각 10.1 W과 2.81 W를 가지도록 황산계통의 운 차서

에 따라 운 하 다. 그림 3-5-35에서 포인트 1‘ 와 포인트 2’, 포인트 3‘과 4‘ 까지 

증발기출력은 고정하고 분해기의 출력을 증가시켰다. 포인트 2’와 3‘, 포인트 4’와 5

‘는 분해기 출력을 감소하 다.  이는 분해기출구와 히터표면온도차이가 무 커지

게 됨으로써 히터의 손상을 우려해 출력을 감소하 다. 그림 3-5-34에서 출력을 증

가시킨 포인트 1과 2, 포인트 3과 4의 구간에서 분해기출구와 공정열교환기 입구의 

온도가 감소하는 것을 보인다. 그리고 출력을 감소한 포인트 2와 3, 포인트 4와 5에

서는 분해기출구와 공정열교환기 입구의 온도가 증가하는 것을 보여 다. 

실험에서 출력증가 시 분해기출구온도의 감소가 일어나는 상을 분석하기 

해서 간단한 계산을 수행하 다[김찬수 외, 2007.06]. 그림 3-5-36에서 보듯이 출

력이 증가하는 포인트 1과2에서 분해기의 분해율을 계산하 다. 그림 3-5-37에서 

분해기의 치별 온도가 감소함에 따라 그림 3-5-36에서 분해율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분해기내 증기황산이 삼산화황과 수증기로 분해가 일어나는 것을 

보여 다. 이때 황산은 분해 시 흡열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분해기내의 온도가 감

소하는 것을 보여 다. 

그림 3-5-38은 황산 계통에서 황산에 의한 부식이 가장 심할것으로 상되

는 증발기 출구와 분해기 입구의 실험 후 모습을 보여 다.  이는 증발기 출구와 

분해기 입구에서 고온의 액체황산과 증기황산이 분해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가장 부

식에 취약한 곳이다. 하지만 실험 후 두 곳을 살펴본 결과 황산에 의한 부식이 거

의 일어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5-39는 실험 후 공정열교환기의 내부를 

보로스코 를 이용하여 살펴본 모습이다. 그림에서 표시된 지역을 살펴본 결과 디

퓨 본딩을 한 부분이 약간 부식이 일어나고 나머지 곳은 부식에 거의 향을 받지 

않은 것을 보여 다. 이를 통해 재 황산계통을 운 하는 조건에서 본 실험보다 

장시간 실험을 수행할 수 있음 을 알 수 있다.



- 402 -

그림 3-5-34 계통 내 황산 온도 분포

그림 3-5-35 증발기와 분해기 발열체 표면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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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36 분해기 온도 분포

그림 3-5-37 분해기 분해율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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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38 실험 후 증발기와 분해기

그림 3-5-39 실험 후 공정 열교환기 

5. 황산 루  모사

가. 모사개요

고온가스로의 열을 이용한  SI 수소생산기술 개발과 련하여 수소생산로가 

안고 있는 문제 의 하나는 수소생산공정을 실 시킬 수 있는 850-950℃의 고온과 

약 40기압의 고압 환경  부식성이 매우 높은 황산 환경에서 견딜 수 있는 삼산화

황분해기와 같은 일종의 공정열교환기의 설계, 제작이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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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교환기 연구의 일환으로 실제 사이즈에 한 실증에 앞서 10 kW  소형가스루

를 설계하여 한국원자력연구원 내에 설치하고 공정열교환기에 한 실험을 수행하

다.[홍성덕 외, 2007.07]  황산루  모사는 소형가스루 의 이차 측 황산계통을 구

성하는 개개의 주요 단  장치들을 화학공정모사기를 사용하여 모사하고, 이들을 

통합하여 이차 측 황산계통 체에 한 모사흐름도를 작성하 으며 황산유량 0.5 

kg/m 인 경우 황산루  내 각 지 에서의 물질수지를 도출하 다.   SI 수소생산기

술의 핵심 장치인 황산분해기와 공정열교환기(삼산화황분해기)에 하여는 인자분

석을 수행하 다. 각 분해기의 운 압력과 운 온도 변화에 따른 삼산화황과 이산

화황의 생성 몰수를 살펴보고, 각 분해기의 운 온도에서 분해기 내에 존재하는 화

합물의 몰 수 변화를 살펴보았다. 황산분해기에서 황산분해속도는 낮은 온도 역에

서는 격하게 증가하고 높은 온도 역에서는 완만하게 증가하 다.  이차황산계통

구성장치에 하여 얻은 정상상태에서의 결과 일들을 이용하여 향후 이들 장치의 

과도상태에서의 거동을 얻을 수 있으며 가압 실험 시에 필요한 안 밸  는 감압

밸 의 크기 등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나. 황산루  개요

   이차계통 작동유체로는 액체상태의 황산을 사용한다. 이차계통 루 는 그림 

3-5-30에 보는 바와 같이 황산 장탱크, 황산공 펌 , 황산증발기(heat 

exchanger), 황산분해기, 공정열교환기(process HE), 응축기, 분리기(separator)  

집수조(collector)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액체상태의 황산은 황산공 펌 에 의하여 

황산증발기로 공 된다. 황산증발기에서 액체황산은 기체황산으로 기화되면서 기체 

상태의 삼산화황과 수증기로 분해된다. 분해과정에서 발생된 삼산화황 가스는 공정

열교환기를 거치는 동안 일차계통을 순환하고 있는 질소가스로부터 열을 공 받아 

이산화황가스와 산소로 분해된다. 공정열교환기 출구로 나오는 가스는 분해반응 생

성물인 이산화황가스와 산소 그리고 반응에 참여하지 않은 미반응 삼산화황가스, 

수증기 등이 혼합되어 있는 상태로 존재한다. 공정열교환기 출구를 통과한 혼합가

스는 응축기를 거치게 된다. 응축기 외부에는 냉각수가 순환하고 있는데 응축과정

에서 혼합가스 내에 존재하는 수증기와 미반응의 삼산화황이 서로 반응하면서 액체

상태의 황산으로 되며, 변화된 황산은 황산 수집조에서 액체상태로 수집된다. 혼합

가스에 존재하는 이산화황은 가성소다액을 이용한 이산화황 포집시스템을 통하여 

제거한다. 포집시스템을 통과한 혼합가스는 필터를 거친 후에 외부로 방출된다.     

다. 화학공정모사기를 이용한 황산계통 모사 

 

이차황산계통의 작동유체로는 98 wt % 액체 황산을 사용하 으며 설계온

도 850℃, 설계압력 0.7 MPa, 설계유량 0.5 kg/min를 기 으로 하여 모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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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공정모사기로는 아스펜텍크사의 아스펜 러스를 사용하 다.[ASPEN+, 2007]

(1) 황산증발기

  

황산은 분해되기 에 증발, 농축시키는 것이 유리하다. 황산에 열을 가하면 

기화 에 도달하게 되고  액체상태의 황산이 기체상태의 황산으로 변하게 된다. 더 

많은 열을 가하면 황산이 삼산화황과 수증기로 분해되는데, 일부분의 황산은 액체

상태의 황산이 기체상태로 증발하는 과정에서 삼산화황과 수증기로 분해되기도 한

다. 황산분해기는 flash tank와 stoichiometric  reactor의 조합으로 모사하 다.

(2) 황산분해기

    

황산분해기에서는 황산증기가 삼산화황과 수증기로 분해되며, 황산분해기 

출구로 빠져나가기 까지 부분의 황산증기가  분해된다.  이때 필요한 열은 삼

산화황분해에 사용되고 남은 열을 이용한다. 황산분해기에서의 화학반응은 황산가

스 1몰이 삼산화황가스 1몰과 수증기 1몰로 분해되는 반응이며 운 온도와 운 압

력은 각각 750 C, 7.09 bar이다. 주어진 온도 압력 조건하에서 황산분해기 출구에서

의 황산 분해율은 99%로 가정하 다.   황산분해기는 stoichiometric reactor 와 

heater의 조합으로 모사하 다.  

(3) 삼산화황 분해기

 

삼산화황분해기에서는 삼산화황이 이산화황과 산소로 분해된다. 분해에 필

요한 열은 일차계통을 흐르는 질소가스로부터 받는다. 삼산화황 분해기 출구를 나

온 혼합가스는 황산분해기로 이동하여 황산분해에 필요한 열을 공 하면서 냉각된

다. 삼산화황분해기에서의 화학반응은 삼산화황 가스 1몰이 이산화황가스 1몰과 산

소  1/2 몰로 분해되는 반응이며 운 온도와 운 압력은 각각 850℃, 7.09 bar이다. 

주어진 온도 압력 조건하에서 삼산화황 분해기 출구에서의 삼산화황 분해율은 

61.77 %로 가정하 다. 삼산화황분해기는 stoichiometric reactor 와 heater의 조합

으로 모사하 다. 

 

(4) 응축기

삼산화황분해기 출구로 나온 혼합가스는 응축기를 거치는 과정에서 혼합가

스 에 포함되어 있던 미분해 삼산화황이 수증기와 결합하여 황산으로 되며 생성

된 황산은 황산수집조에 포집된다. 응축기는 stoichiometric reactor 와 heater 

(cooler)의 조합으로 모사하 다. 



- 407 -

라. 모사결과  인자 분석[Őztűrk et al, 1995] 

소형가스루  황산 측 계통에 한 공정모사흐름도와 물질수지를 각각 그림 

3-5-40와 표 3-5-12와 같이 생산하 다. 

(1) 황산 분해기 인자에 한 분석

황산분해기는 황산증발기로부터 황산분해기로 유입된 황산을 삼산화황과 산

소로 분해하는 장치로서  운 온도와 운 압력은 각각 750 ℃, 0.7 MPa 이다. 황산

분해반응식은 다음과 같다. 

H2SO4 ⇌ SO3 + H2O

   황산분해기에 한 변수 분석을 통하여  온도와 압력에 따른 삼산화황의 

평형농도를 구하 다.  그림 3-5-40은 황산분해기의 운 압력이  1, 5, 7, 10기압인 

경우에 생성되는 삼산화황의 몰수를 온도의 함수로 표시한 것이다. 그림에서 보듯

이 삼산화황의 생성몰수는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는 운 압력이 감소함에 따라 

증가 하는 경향을 보 다. 

그림 3-5-40 소형가스루  이차측 황산 계통에 한 

모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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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12 소형가스루  이차측 황산 계통에 한 물질 수지

그림 3-5-42는 황산분해기의 운 압력이  1, 5, 7, 10기압인 경우에 황산의 

화율을 온도의 함수로 표시한 것이다. 황산의 화율과 삼산화황의 생성몰수는 

같은 개념이므로 그림 3-5-41과 동일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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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41 황산 분해기 운  압력, 운  온도에 따른 삼산화황 생성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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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42 황산분해기 운 압력, 운 온도에 따른 황산 화율의 변화 

그림 3-5-43는 황산분해기에 존재하는 화합물의 몰 수를 온도의 함수로 표

시한 것이다. 황산분해기의 운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황산의 양은 감소하고 있음

에 반하여 황산의 분해로 생성되는 삼산화황과 수증기의 몰수는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

0.05

0.1

0.15

0.2

0.25

0.3

0.35

300 350 400 450 500 550 600 650 700 750 800 850

Temperature, C

M
o
l 
C

o
n
te

n
ts

,m
o
l

H2SO4

H2O

SO3

그림 3-5-43 황산분해기 운 온도에 따라 황산분해기내에

 존재하는 화합물의 몰수 

(2) 공정열교환기(삼산화황분해기)에 한 인자분석

삼산화황분해기에서는 삼산화황 가스 1몰이 이산화황가스 1몰과 산소  1/2 

몰로 분해되는 반응이며 운 온도와 운 압력은 각각 850 C, 0.7 MPa이다. 삼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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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분해반응식은 다음과 같다. 

SO3 ⇌ SO2 + 1/2 O2

그림 3-5-44는 삼산화황분해기의 운 압력이 1, 5, 7, 10기압인 경우에 생성

되는 이산화황의 몰수를 온도의 함수로 표시한 것이다. 그림에서 보듯이 이산화황

의 생성몰수는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는 운 압력이 감소함에 따라 증가 하는 

경향을 보 다. 그림 3-5-45는 황산계통에 사용된 황산몰수에 따른 이산화황의 생

성 몰수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3-5-46은 삼산화황 분해기에 존재하는 화합물의 몰

수를 온도의 함수로 표시한 것이다. 삼산화황분해기의 운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삼산화황의 양은 감소하고 있음에 반하여 삼산화황의 분해로 생성되는 이산화황과 

산소의 몰수는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 결론

   한국원자력연구원 내에 설치된 10 kW  소형가스루 의 이차 측 황산

계통에 한 모사흐름도를 작성하 으며 황산유량 0.5 kg/m 인 경우 황산루  내 

각 지 에서의 물질수지를 도출하 다.  황산분해기와 삼산화황분해기에 한 인자

분석을 수행한 결과 황산분해기에서 황산분해속도는 낮은 온도 역에서는 격하게 

증가하고 높은 온도 역에서는 완만하게 증가하 다. 이차 황산계통모사를 통하여 

얻은 결과는 향후 수행될 실험결과를 측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으며,  향

후 실험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

각한다.   이차황산계통구성장치에 하여 얻은 정상상태에서의 결과 일들을 

이용하여 향후 이들 장치의 과도상태에서의 거동을 얻을 수 있으며 가압 실험 시에 

필요한 안 밸  는 감압밸 의 크기 등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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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44 삼산화황분해기 운 온도에 따른 생성 이산화황의 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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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45 황산계통에 사용된 황산몰수에 따른 이산화황의 생성 몰 수



- 412 -

0

0.05

0.1

0.15

0.2

0.25

0.3

0.35

600 650 700 750 800 850 900 950 1000

Temperature, C

M
o
l 
C

o
n
te

n
ts

,m
o
l

SO3

SO2

O2

H2O

H2SO4

그림 3-5-46 삼산화황분해기 운 온도에 따른 존재화합물의 몰 수

6. 실험용 삼산화황 분해기 열  설계

앞 에서 설명한 삼산화황 분해기는 랑스와 일본과는 다르게 이온빔 혼

합 기술[박재원 외, 2007]에 의해 질소 이온과 혼합으로 코 된 내열합 을 이용

한 삼산화황 분해기를 개발하고 있다. 열교환기 유로 형상은 열원인 고온가스의 

경우 반원형 유로이고, 공정용 삼산화황 혼합기체는 정사각 유로이다. 반원형 유로

의 경우 높은 압력차를 견딜 수 있고, 정사각 유로의 경우 SO3 분해 공정 가속화를 

한 매 설치  유지 보수가 용이히다. 그러므로 PCHE와 Plate Fin Heat 

Exchanger가 혼합된 Hybrid Heat Exchanger라 할 수 있다[김용완 외, 2006]. 그림 

3-5-47은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개발 인 혼합 삼산화황 분해기의 3차원 개념 설

계 도면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유로 구조물의 면과 면 사이는 확산 결합에 의

해 합된다. 유로면 자체는 코 의 건 성 유지를 해 합되지 않는다. 그림 

3-5-48은 삼산화황 분해기 유효 열 달 역의 에 지 달을 한 검사체 을 보

여주고 있다. 삼산화황 분해기의 열  설계를 해서는 3가지 종류의 보존 방정식

의 해를 구해야 한다. 3가지 보존 방정식에는 일반 인 열교환기 설계에 사용되는 

질량 보존 방정식과 에 지 보존 방정식이 포함되고, 삼산화황의 열화학 분해 반응

을 모사하는 화학운동학이 추가된다. 가스루 [홍성덕 외, 2007.06]는 열원에 해당하

는 고온가스로는 질소가 사용되고, 공정용 가스로는 98% 황산이 분해되어 발생하

는 삼산화황과 수증기가  사용된다. 수분과 삼산화황으로 100% 분해된 100% 황산

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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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47 삼산화황 분해용 공정열교환기 제원

그림 3-5-48 열  설계를 한 검사 체

본 열  설계에서 고려된 화학 반응은 삼산화황이 이산화황과 산소로 열화

학 으로 분해되는 반응과 황산이 삼산화황과 물로 분해되는 반응이다. 황산 분해 

반응의 경우 그 반응 속도가 매우 빨라 항상 평형 상태를 이룬다고 가정하 다. 

[McLaughin et al, 2006] 삼산화황 반응은 그 반응 속도가 매우 느려서, 화학 운동

학의 반응 속도가 련 보존 방정식을 고려해야 한다. 삼산화황의 분해율은 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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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의 반응 상수와 삼산화황의 농도의 곱의 형태로 실험 으로 표 된다. [Laidler 

et al., 2003] 화학 반응과 반응 속도 련 보존 방정식은 표 3-5-13에 요약되어 있

다.

표 3-5-13 삼산화황 분해기 열  설계에 고려된 화학 반응  

련 보존 방정식

삼산화황 분해기의 열원인 고온 질소의 도는 주로 온도에 의해서 변하

게 된다. 그러나 공정용 삼산화황 혼합 기체의 도는 기체의 온도보다 삼산화황의 

분해율에 따라 주로 바 다. 본 계산서에서는 혼합 기체의 도는 

HEM(Homogeneous Equlibrium Model) 가정 하에 계산되었다. HEM 하에서는 모

든 기체의 속도가 같기 때문에, 무거운 기체가 타 유체에 비해 느려지는 Drift Flux 

Model이나 Multi Flow Model에 비해 삼산화황 열화학 분해 반응시간이 어들어 

분해 효율 측면과 온도차이 측면에서 보수 인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 압력에 

따른 도 변화는 실험용 크기에서는 압력강하가 계통 압력에 비해 매우 작기 때문

에 무시하 다. 부피와 몰수가 비례하는 이상기체 가정을 사용하면, 혼합기체의 

도는 개별 기체의 몰수비에 따라 결정된다. 유효 열 달 역 내에서 유로 면 은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질량 유속 한 항상 일정하다. 따라서 국부 인 혼합 기체

의 속도는 질량 유속에 혼합 기체의 도를 나 어  값으로 표 된다. 

질소 유로와 삼산화황 혼합물 유로 사이의 에 지 달은 두 유로의 온도 

차이에 의해 결정된다. 그림 3-5-47과 같이 코 된 표면 사이에 확산 결합이 이루

어지지 않기 때문에 두 유로 구조물 사이의 면 사이의 간극 열 도도를 

30W/m
2
K 으로 가정하여, 열  설계에 보수성을 확보하 다. 재까지 구조물의 후

보 재료로는 Hastelloy X가 고려되고 있으며 구조물의 두께가 얇기 때문에 아래 식

의 류 열 달에 비해 열  항이 매우 작아, 유로 구조물 내 열 도 효과는 무

시되었다. 각 유로별 류 열 달 계수는 Hesselgreaves (2001)의 열교환기 설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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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에서 참조하 다. 질소 유로의 경우 열교환기를 통해 달되는 열이 오직 질소 

온도 변화를 통해 생성된다. 그러나 질소 유동 방향이 길이 좌표에 반  방향이어

서 질소 온도 구배에 음의 부호가 붙지 않는다. 혼합 기체 유로는 열교환기를 통해 

달된 열이 혼합 기체 온도 상승 뿐만 아니라 화학 반응에도 소모된다. 본 설계에 

사용되는 질소, 과열증기, 산소의 물성치는 NIST WEB DATABASE [Lemmon et 

al., 2003]에서 참조하 고, 황산  황산화물 련 물성치, 반응열  평형계수는 

ASPEN+의 자료[ASPEN, 2007]를 바탕으로 계산하여 참조하 다. 그리고 공정기체

에의 열 도도와 성도는 기체의 몰분율을 바탕으로 계산하 다. 표 3-5-14는 

에서 언 한 질량 보존 방정식과 에 지 보존 방정식을 요약하여 보여주고 있다. 

각 유로의 열 항 , 공정 기체의 단  유로의 열 항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

된다. 

fgapmixff

fga pmixff

gapmix

gapmixn
wmix

mix

mix

hhl
hhl

hh
hhw

wh
R
N

δη
δη

+
+

+
+=

′ 2
2

(3-5-4)

식 (3-5-4)의 우측의 첫 번째 항은 공정기체와 열교환기 구조물이 직  만

나는 역을 뜻하고, 둘째 항은 간극 부분, 셋째 항은 공정 기체 유로의 핀 부분을 

모사하 다.

표 3-5-14 삼산화황 분해기 열  설계에 고려된 질량  에 지 

보존 방정식 

가. 열교환기 설계 변수에 따른 민감도 해석

본 민감도 해석의 경계 조건은 가스루 [홍성덕 외, 2007.06] 설계를 바탕으

로 결정되었다. 표 3-5-15는 민감도 해석을 한 경계 조건을 보여주고 있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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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산화황 분해기의 유로 크기는 질소 반원형 유로의 경우 그 직경이 1 mm이고, 공

정 기체의 정사각 유로의 경우, 비가 4.4 mm, 핀의 폭은 0.6 mm로 가정하 다. 

공정 기체의 경우, 황산 분해 반응이 100% 일어났다고 가정하여 입구 기체 조성비

는 과열증기 50%, 삼산화황 50%이다. 본 민감도 해석에서는 운  조건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계산의 단순화를 해 황산 분해 반응은 고려하지 않았다.

항목 질소 삼산화황 혼합물

질량속도 [kg/s] 2.0 0.5

입구 온도 [℃] 950 500

압력 [MPa] 4.0 0.1

입구 기체 조성비 질소 100% 과열증기 50%, 삼산화황 50%

표 3-5-15 민감도 해석을 한 경계 조건 

그리고 삼산화황 열  설계를 해 다양한 인자들에 해 민감도 분석을 수

행하 다. 주요 인자로 매의 반응 상수, 유로 수, 유효 열 달 길이, 혼합물로부터 

과열증기 분리 등이다. 매의 반응 상수는 열화학 분해 반응 속도를 지배하는 인

자이고, 유로 수는 혼합 기체의 유효 열 달 역 통과 시간  소모되는 반응열과 

열의 비에 향을 다. 유효 열 달 길이는 혼합 기체의 유효 열 달 역 통과 

시간에 향을 주고, 혼합물로부터 과열증기 분리는 혼합 기체 내 열 비를 이

고 동일 조건에서 유속을 40 - 50% 정도 여주는 효과가 있다. 표 3-5-16은 민감

도 해석 주요 인자들을 보여주고 있다. 매의 반감기가 0.01, 1, 489 일 경우, 각

각 이상 인 매, 실제 인 매, 매가 없는 경우로 가정 할 수 있다.

Half Time of Catalyst at 850 oC (sec) 0.001 ~ 489 0.01, 1, 489

Geometrical
Parameters

Number of Layers 10 ~ 80 20

Effective Heat Transferred Length (m) 0.10 ~ 0.80 0.2

Heat 
Transfer

Parameters

Diameter of Hot Gas Channel (mm) 1 ~ 4 1

Shape of Process Gas Channel Square, 
Trapezoid

Square

Gap Conductance (W/m2K) 30~3000 30

표 3-5-16 민감도 해석 주요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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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49는 매에 따른 유효 열 달 역의 치별 온도 분포  삼산

화황 분해율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매효과가 없을 경우, 삼산화황 분해 반응이 

 생기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기에 질소와 공정 기체의 온도 차이가 커서 

공정 기체의 온도가 격하게 상승되지만, 공정 기체 출구 쪽으로 갈수 록 두 역

의 열용량 차이 때문에 공정 기체의 온도 상승률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매의 반응 진 효과가 충분할 경우, 분해기를 통해 공정 기체 측에 달된 에 지

의 부분이 삼산화황 분해에 소모되어 온도가 안정화 되는 역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다. 오히려, 반응에 소모되는 에 지가 분해기를 통해 달되는 열에 지보다 

클 경우, 공정 기체의 온도가 오히려 출구 쪽으로 갈수 록 낮아지는 상이 생길 

수도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5-49 

매에 따른 

유로 내 온도 

 삼산화황 

분해율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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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도 해석 결과, 출구의 삼산화황 분해율을 높이려면 다음과 같은 방향으

로 삼산화황 분해기의 열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삼산화황 분해 반응 매 성능 향상은 삼산화황 분해를 가속시킨다.

-삼산화황 분해기 내 공정기체의 거주 시간 연장을 한 유효열 달 역 

길이 연장  유로수 증가는 삼산화황 반응 시간을 확보시킬 수 있다.

-공정 기체 유로의 형상, 간극 최 화  질소 유로 직경 감소를 통한 열

달 성능 향상은 공정기체의 반응 온도 상승으로 이어진다.

의 방향  가장 요한 것은 매의 반응 가속 성능과 삼산화황 분해기 

내 공정기체의 거주 시간의 조화이다. 이것이 제되지 않는 삼산화황 분해기 설계

는 그림 3-5-49와 같이 공정기체의 온도만 상승시키고 삼산화황 분해 반응은 일어

나지 않는 상이 발생될 수 있다. 민감도 분석 련 상세한 계산 결과는 김찬수 

외(2007.06, 2008.08)에서 찾아볼 수 있다.

나. 삼산화황 분해기 운  조건 최 화

표 3-5-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황산  삼산화황 분해 반응은 기체의 분자

수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압력에 따라 두 반응의 평형 분해율이 

감소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민감도 해석 이후,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설치된 이

온빔 믹싱 챔버의 크기 제한과, 가스루 의 성능 시험을 바탕으로 운  조건 최

화 분석을 한 경계조건은 다음과 같다. 

-질소 유로: 유량(1.0 kg/min), 압력(1.0 MPa), 입구온도(950℃)

-공정기체 유로: 유량(0.25 kg/min)

공정기체의 운 조건은 입구온도(400～800℃), 운 압력(0.1～1MPa) 범 에

서 최 화되었다. 공정기체의 운 조건이 변화하기 때문에, 민감도해석과는 달리 황

산분해반응을 고려하 고, 공정기체의 입구의 삼산화황과 과열증기의 조성비는 표 

3-5-13의 평형상수를 통해 운 조건에 따라 결정된다. 그림 3-5-50은 운 조건에 

따른 공정 기체 입구의 황산 분해율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황산분해율이 온도가 

낮고 압력이 증가하면 일 으로 감소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3-5-51은 삼산화황 운  조건에 따른 질소 가스와 공정 기체의 온도 

분포, 황산 분해율  삼산화황 분해율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입구 온도가 고온일 

경우 유효열 달 역에서 황산분해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입구 

온도가 낮을 경우, 기에 활발한 황산 분해 반응으로 입구 근처에서 공정 기체 온

도의 상승률을 제한시킨다. 한, 압력이 커지게 되면, 입구의 황산분해율이 낮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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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삼산화황 분해보다는 황산 분해에 질소의 열에 지가 소비되는 것을 볼 수 있

다. 입구온도가 높을 경우에는, 기의 활발한 삼산화황 분해 반응으로 공정기체의 

온도가 오히려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한, 압력이 커지면 공정기체의 도 증

가로 인한 속도 감소로 반응 시간을 더 확보하여 입구 기에 온도가 감소하는 폭

이 낮은 압력에 비해 훨씬 큰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5-52는 공정열교환기 입구 조건에 따른 출구 삼산화황 분해율을 보

여주고 있다. 그림 3-5-51에서도 확인했지만, 입구온도가 낮고 압력이 높을 수 록 

낮은 입구 황산분해율로 출구 삼산화황 분해율이 낮을 것을 알 수 있다. 입구 온도

가 높은 경우, 압력은 삼산화황 분해율을 증가시키고 감소시키는 두 가지 인자를 

부 가지고 있다. 삼산화황 분해율을 증가시키는 인자는 공정기체의 속도를 감소

시켜 반응 시간을 좀 더 확보하는 것이고, 분해율을 감소시키는 인자는 압력 증가

에 따른 평형 삼산화황 분해율 감소이다. 이는 반응 시간이 충분히 확보된다면, 압

력 증가는 삼산화황 분해율을 감소시키는 인자가 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본 계산 

조건에서 그림 3-5-41이 보여주는 최 의 운  조건은 0.5 MPa, 입구온도 800℃이

다. 그러나 운  최  조건은 매의 성능과 공정기체의 분해기 내 거주 시간에 따

라 바뀔 수 있다. 삼산화황 분해기의 운  조건에 한 상세한 설명은 김찬수 외

(2008.06)에 좀 더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그림 3-5-50 운  조건에 따른 입구 황산 분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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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52 운  조건에 따른 출구 삼산화황 분해율

그림 3-5-51 운  조건에 따른 삼산화황 분해기 열화학  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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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형 헬륨 루  개념 설계

가. 개요

수소생산로는 950°C 이상의 고온, 8MPa 이상의 압력  황산과 SO₃의 부

식 등 극단 인 환경에서 성능이 유지되어야 하는 노심부품, 고온가스덕트(Hot gas 

duct), 간열교환기, 순환기, 공정열교환기  황산분해기 등의 고온 부품으로 구성

되어 있다. 수소생산 련 연구용원자로  상업용원자로 건설에 있어서 고온 부

품의 검증용 실증시험은 원자로의 안 과 건설 인허가를 획득하는데 필수 인 업무

이다. 상업용 가스로 연구 개발 역사는 50년  국에서 처음 시작되어 60-70년

에 독일 과 미국에서 활발히 수행하고 80년 에 잠시 멈추었으나, 90년  이후 후

발국인 일본과 국이 소규모 연구로 건설을 재개하 고, 최근에는 남아 리카공화

국에서 상업로(PBMR) 건설에 매진하고 있다. 표 2-2-2에 수록된 헬륨루 들은 원

자로 건설이 완료된 후에 부분 해체되었으며 최근 진행되고 있는 국과 남아

리카공화국의 헬륨루 가 가동 에 있다. 이들은 온도사양이 낮은 PBR형 원자로 

부품 검증용 루 로 원자력수소생산용 VHTR 부품검증용 루 로 합하지 않은 단

이 있다. 

고온부품은 연구개발을 통하여 계속 개선되고 있으며 이를 효과 으로 검증하

고 시험하기 한 소형, 형  형규모 등의 다양한 가스루 가 필요하다. 재 

진행 인 원자력수소생산 연구에 한 부분을 맡고 있는 가스루  련 연구는 1단

계 연구에서 소형질소루 를 직  설계/건조하면서 고온가스로 검증기술의 노하우

를 습득하 다. 이 선행기술을 바탕으로 향후 3년간의 2단계 연구 기간에는 형헬

륨루 를 설계/건조하여 실질 인 부품검증 환경을 구축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나. 헬륨 루  사양 

형헬륨루 의 개념설계는 1단계에서 체득한 기본정보를 바탕에 엔지니어

링회사의 형실험장치 설계 경험과 융합할 략으로 외주 발주하여 수행하 다. 

형헬륨루 의 계통 설계사양은 VHTR 계통 사양과 용량만 제외하고 일치한다. 

그림 3-5-53에 제시한 개념도에서 보듯이 형헬륨루 는 3차계통으로 이루어져 있

다. 일차계통은 VHTR 일차계통을 모의하 으며, 150kW  간열교환기를 시험검

증하거나 블록형원자로의 1/6크기 핵연료블록을 모의시험 할 수 있도록 용량을 설

정하 다. 이차계통은 VHTR 간계통을 모의하 으며 재까지 VHTR 간루

의 운 압력이 확정되지 않은 것을 감안하여 설계압력을 보수 인 8 MPa로 설정하

다. 헬륨루 의 삼차계통은 단순히 루 의 열을 제거하는 냉각계통이다. 냉각제를 

물을 사용하여 효과 인 냉각이 이루어지도록 계통을 구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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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념 설계 결과 

형헬륨루 의 각 부품목록리스트를 작성하고 P&ID, 루  삼차원배열  

엔지니어링도면을 작성하 다 (그림 3-5-54, 55, 56). 주요 부품에 한 국내외 부품 

Vender List를 작성하 으며 한 품목에 하여 2개 이상의 업체에 한 가격 조사

를 실시하 다. 작성한 개념설계보고서에는 아래 사항을 기술하 다. 

- 개요

- 기기목록  사양 (BOM)

- 기계/계통설계  설명

- 배   고온 열팽창설계  설명

- 제어/계측설계  설명

- 부속설비계통설계  설계

- Heat balance 계산 내용

- 루 도면 

그림 3-5-53 형헬륨루  계통 개념도  기본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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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54 형헬륨루  삼차원 구성도

그림 3-5-55 형헬륨루  P&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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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56 헬륨  질소 공  장치 엔지니어링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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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내용
연구목표 

달성도
기여도

o 고온배 용 

내열합  

특성 평가

∙ 고온배 용 합   고온 (950℃) 시험

- A617합 의 950℃ 크리  단기시험  

자료생산

∙ 고온배 용 합  (A617) 고온 단기 

시험 (950℃, 1,000시간 ) 

- 950℃ 크리  단기특성 평가 (1,000시간 ) 

- 950℃ 헬륨 크리  단기시험 (1,000시간 )

∙ 고온배 용 합  (A617) 특성 기평가 

 재질개선

- 950℃크리 특성 단 기(5,000시간 ) 평가 

- 950℃헬륨크리  단 기(3,000시간 ) 시험 

- 950℃ 크리 균열성장속도 기 평가

- 고온 피로 단 기 시험

- 헬륨환경 항성 A617의 재질개선방안 도출

∙계획된 

시험을 

수행하

고 

목표를 

달성함

∙A617 

크리

시험은 

조기 

달성함.

∙크리 를 

비롯한 

생산된 

데이터는 

NHDD 

로젝트 

설계에 직  

활용될 

정임.

∙GEN IV에 

기여 연구를 

함으로써 

외국의 

결과를 입수

∙자체 인 

고온 

시험기술의 

확보

o 원자로용기 

FMS강 

특성 평가

∙ 원자로용기 FMS강 특성평가

- 고온 크리  특성 평가

- 고온 열화  상안정성 평가

- 고온 피로특성 평가

- 용  시편 제작 

- 용 부 인장/충격 특성 시험

- 고온 피로 장기 특성 평가 

- 괴인성 평가 방법 개발 

- 용 부 크리  단 기 시험

- 용 부 괴인성 시험

- 용 부 피로 특성 평가

- 용 부 열화  상안정성 평가  

o 고온용 

복합 재료 

특성 분석

∙ 노심구조물 세라믹재료 특성평가

- 노심안내 용 후보복합체 특성자료 비교 

분석

- 고온용 복합체 고온물성 평가방법 선정

- 고온용 후보복합체 고온 열 도도, 열용량, 

열확산도 평가기술 개발  자료 생산

- 복합체 고온 기계  특성 시험장치 기반 

표 4-1-1 연구목표, 주요연구내용  달성도 

제 4 장 목표달성도  련 분야에의 기여도

1단계의 연구개발목표, 연구개발내용과 달성도는 표 4-1-1에 있는 것과 같

으며, 연구성과물에 한 정량  목표와 달성결과는 표 4-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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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

- 복합체 상온 기계  특성 자료 생산

- 복합체 고온 기계  특성 시험장치 완성  

비 시험자료 생산

o 황산분해 

반응기 재료 

부식특성 

∙황산반응기용 소재 부식시험

- 황산반응기용 재료선정 장기 부식시험

- 황산반응기 재질개선 기술비교

- 황산 분해 기체분 기 부식 기시험 

- 고온고압 황산부식장치 구축

- 황산반응기용 최  재료선정  수명 측

- 황산 분해 기체분 기 부식 장기시험 

- 고온고압 황산부식장치 시험  상압결과 

비교분석

- 표면개질/합 설계 통한 내부식 재료 

개량기술 도출

o 흑연의 열, 

물리특성 

평가 장비 

확보  

시험기술 

개발

∙ 흑연의 열․물리특성 평가 장비 확보  

시험평가기술개발

- 장비확보  흑연 열․물리특성 평가기술 

개발(상온-1600℃),

- 국내가공설비  기술 황 조사 분석

- 비 괴(UT)장비 결함탐지특성조사 분석

- 가속기를 이용한 조사특성 평가기술(I)

∙ 흑연화 평가기술개발  마모, 가공 

기 기술개발

- 원자로  흑연 6종 평가  데이터 생산

- 후보소재 5종에 한 마찰계수 데이터 생산. 

국내외 흑연 가공기술조사

- UT 흑연결함  동탄성계수 측정

- 가속기이용 조사 효과 평가, IAEA DB기여 

∙ 소형흑연시편시험  불순물 분석기술개발

- 혼합 괴인성 평가, 직경의 압축 이용한 

기계  특성

- 고온 방출율 특성 평가 

- 열 량시험법을 이용한 고온산화특성평가

- 후보흑연 6종에 한 불순물평가 

- 음 결함 탐지 기술보고서

- 가속기를 이용한 고온 이온조사특성평가

∙ 계획된 

시험을 

수행하

고 

목표를 

달성함

∙흑연평가기

술의 

확보하여 

NHDD 

설계에 활용

∙GEN IV에 

기여 연구를 

함으로써 

외국의 

결과를 입수

∙IAEA 

2006-2008년 

흑연 DB확보

o 표면개질 기

술  공정

열교환기 기

술개발

∙표면개질용 이온빔 장치개발

- 증착/이온빔 믹싱 진공챔버 장치개발

- 200mmx200mm 황산분해 열교환기 시제품 

제작공정 개발

- 코 층의 Brazing 는 diffusion bonding 

공정개발

∙증착/이온빔 믹싱 코 층 제작

∙ 계획된 

장치  

공정개

발을 

하여 

목표를 

달성함

∙이온빔믹싱

을 활용한 

독자  

기술노선의 

개발

∙황산가스분

해열교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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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막  모재의 열응력 분석

- 200x200mm 황산분해 열교환기 시제품 

제작

- 코 층의 건 성 평가

∙증착/이온빔 믹싱 코 층 시험  장치 개선

- 증착/이온빔 믹싱 진공챔버 장치 개량  

공정 최 화

- 증착/이온빔 믹싱 양산공정 기 설계

- 코 층의 부식성 평가

에 용

∙ 련 기술은 

국내외 

특허화

o 주요기기 구

조건 성 평

가 요소기술 

개발

∙주요기기 구조건 성 평가 요소기술 개발

- HGD 건 성평가 요소기술개발

∙ 주요기기 구조건 성 평가 요소기술 개발

- Compact 열교환기 요소기술 개발

- 순환기기 요소기술개발

∙주요기기 구조건 성평가 요소기술개발

- Bellows  Connections 요소기술 개발

- 격리밸  요소기술 개발

∙ 계획된 

분석과 

평가를 

수행하

여 

목표를 

달성함

∙NHDD에 

용

o 소형가스루

 건조

∙소형가스루  1차계통 건조  시험 

∙소형가스루  2차계통 건조  시험  

- 소형루  2차계통 건조  시운

- 소형루  1/2차계통 병합  시운

∙소형가스루  시험  

- 황산분해반응기 시제품 재료/설계 

건 성시험

- 150kW  헬륨 루  개념설계

∙ 계획된 

시험시

설을 

건조하

여  

목표를 

달성함

∙공정열교환

기 시험에 

활용

∙ 고온가스

루  기술 

독자 으로 

확보

연구성과 계획 실적(신청) 비고

국내

SCI 2 3(+2)
비 SCI 7 5(+1) 논문발표 82건

특허출원 7 10
특허등록

프로그램등록 1

국외

SCI 12 12
비 SCI 2 5 논문발표 32건

특허출원 2 2
특허등록

프로그램등록

국제회의개최 1 2 
국제공동연구 2 2 
기술전수

연계문서 3
설계계산서 25
기타성과(인력양성/국외인력유치파견) 2/2 3/2

연구성과 계획 실적(신청) 비고

국내

SCI 2 3(+2)
비 SCI 7 5(+1) 논문발표 82건

특허출원 7 10
특허등록

프로그램등록 1

국외

SCI 12 12
비 SCI 2 5 논문발표 32건

특허출원 2 2
특허등록

프로그램등록

국제회의개최 1 2 
국제공동연구 2 2 
기술전수

연계문서 3
설계계산서 25
기타성과(인력양성/국외인력유치파견) 2/2 3/2

표 4-1-2 연구성과물 목표  실  (2007-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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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 계획

본 연구에서는 원자력이용 수소생산시스템을 구 하기 해서 반드시 필요

하거나 기술  장벽이 있는 기술에 해 선행연구에서 결정된 우선순 에 해 수

행하 다.  과제를 수행하는 략 인 측면에서 고온재료나 흑연 련 시험 자료는 

GEN IV에서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기 한 수단으로서 GEN IV에 기여될 정이

다. 자빔코 과 이온빔믹싱을 이용한 내식성향상  공정열교환기개발 기술은 세

계 으로 독자 인 기술노선의 개발이며 고온의 내식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다양한 

용이 가능하다. 황산가스분해 공정열교환기의 련 기술은 원자력수소 생산 분야

에 수출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일반 고온, 고압, 내식성 범용 산업열교환기 개발 시 

응용이 가능하다. 본 과제에서 건조된 소형질소가스루 는 원자로의 조건을 구 할 

수 있으며, 이 루 를 활용하여 개발 인 황산가스분해열교환기를 시험하고 검증

하는 도구로 활용된다. 국내에서 최 로 고온가스로 련 시험시설을 건조한 것이

므로 기반기술의 확충에도 다양하게 응용될 정이다. 1단계에서 수행된 연구결과

를 바탕으로 2단계(2009-2011) 연구계획을 보완기획을 하 으며 그 과정에서 최근

의 국내외 환경변화가 고려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를 원자력수소 핵심기술개발

과제에서 집 으로 수행하여 궁극 으로는 국내에서 수소경제에 비하여 고온

가스로에 한 기반기술력을 확충하는데 활용할 정이며 나아가서 원자력수소생산 

시스템에 요소기술을 제공하고 기술 인 난 을 극복하는데 활용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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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연구개발 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 정보

연구개발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문서는 원자력수소핵심기술개발 과제 차원

에서 문서 리시스템에 장되고 있다. 고온가스로 요소기술개발과제에서 생산된 

연구성과물은 본 보고서 부록에 목록이 첨부되어 있다. 수집한 해외과학기술 정보

는 Database화하여 원자력수소 핵심기술개발 과제 차원에서 웹데이터 베이스로 

작성하여 보 하고 있으며, 고온가스로 요소기술개발과제에서 수집한 자료도 웹

데이타베이스 (주소 : http://www.hydrogen.re.kr/)에 같이 장되고 있다. 그 에

서 우리 과제에서 수집된 표 인 과학기술 정보로는 IAEA의 흑연 DB(2008년 ), 

ASME Pressure Vessel and Piping 설계코드(2007년 ), 한일정보교환회의 자료, 

한불원자력기술교류회의, 일본 HTTR에 한 고온구조설계기술기   흑연설계기

술기 이 있다. 한, ASME Graphite WG 회원으로 참석하여 최근에 codification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흑연설계기술기  안에 한 자료를 확보하 다. 그리고 

이 밖에 GEN IV 련 회의정보, 기타 각종 학술 회 참석 자료  세미나 자료 등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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