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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계 기술개발

- 원자로 노심지지구조 및 상부내부구조물, Core Catcher 구체화, 원자로구조물의 고온 

및 지진 설계 적합성, 원자로계통 기기 및 고온 배관의 구조건전성, 기기 간섭 및 ISI 

접근성확보 등으로 구조건전성 및 배치설계 수행

- 원자로건물 7% 경량화, 0.3g 지진에 대한 내진설계의 유효성 확인 및 KALIMER-600 

원자로 구조개념 완성도 향상

- 불투명 소듐환경에 있는 내부구조물의 가시화 방법으로 초음파 웨이브가이드 센서관련 

특허 취득

◦기계계통 건전성평가 기술개발

- 고온구조 비탄성 해석코드(NONSTA2.0)의 비교검증으로 코드의 적용성 향상. 고온구조 

비탄성 거동의 평가절차인 고온구조 건전성평가 기본지침서 발간

- ASME-NH 기반으로 고온건전성 평가절차 SIE ASME-NH 프로그램 개발

- 원통 용기와 IHTS 동축 배관구조에 대해 총 500회(700시간) 크립-피로 구조시험 수행, 

결함 및 손상특성 관찰 및 시험자료 DB화

- 중규모 19개 집합체 검증시험 모델을 설계 제작하고, 공기중 및 수중 지진응답시험을 

수행으로 자체 개발한 노심지진응답 해석코드 SAC-CORE3.0의 범용성과 신뢰성을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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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 Temperature Structure Evaluation, Seismic Analysis, Maintenanc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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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액체금속로 기계설계 기술개발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당해단계의 연구개발 최종 목표는 고온 원자로구조물 설계 및 평가기술 확보를 위한 기계계통 

설계기술 및 기계계통 건전성 평가기술 개발로 이를 통하여 액체금속로 기계설계 전략핵심기술

을 확보하고, KALIMER-600 기계계통의 개념설계를 완성하는 것이다.

연구의 필요성으로는 소듐냉각고속로는 500℃ 이상 고온 냉각재와 경제성을 낮추는 중간계통

이 존재한다. 이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중간계통에 고온 열적특성이 우수한 FMS 재료를 채택하

여 원자로기기와 중간계통의 단순화가 필요하며, 또한 소듐환경에서 원자로구조물 ISI 시간의 단

축, FMS 소듐 배관에 대한 LBB 적용, 고온 설계 및 평가 전산코드개발이 극복해야 하는 중요기

술이다.

차세대 원자로에 대한 경쟁력 있는 구조개념 설계를 갖는다는 것은 산업적 측면에서 가치가 

높고, 또한 고온 원자로구조물의 설계평가 프로그램 개발은 많은 Gen IV 원자로가 고온에서 운

전되기 때문에 산업체에서도 기술이전을 원하는 분야이다. 이를 선도적으로 개발함으로써 국내 

기술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고, 궁극적으로 상용화코드를 수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소듐 배관에 대한 양단파단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기술적으로 입증하는 고온 LBB 설계 

및 적용기술은 경제적인 유지보수비 절감이라는 이점 뿐 만아니라 대국민 PA 관점에서 안전성을 

심층적으로 향상시키는 기술이다.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 기계계통 설계기술

∙ KALIMER-600 원자로 구조개념 완성도 향상

+ 원자로구조물 노심지지구조 및 상부내부구조물 구체화 

+ 원자로구조물 고온설계 및 지진설계 적합성 평가 

+ 원자로계통 기기 및 배관배치 고온하중 평가 

+ 원자로건물 경량화 및 지진응답 평가

+ 원자로구조물 기기간섭 및 ISI 접근성 평가

+ 소듐환경 내부구조물 원격검사기법 개발 및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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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계통 건전성 평가기술 개발  

∙ 고온구조 비탄성거동 평가기술정립 

+ 고온구조 비탄성 해석코드(NONSTA) 적용성 분석 및 사용지침서 개발

+ 고온구조 LBB 평가용 적용기술 확립 

+ 고온구조 용접부 건전성평가 절차 정립 

+ 고온구조 건전성평가 절차 기본지침서 개발 

∙ 원자로 구조물 크립-피로 손상시험 및 DB구축 

+ 고온구조물 결함성장 시험

+ 고온구조 IHTS 동축배관 크립-피로 시험

∙ 노심 동적응답 해석기술 고도화 

+ 중규모 노심지진해석 검증시험모델 설계제작  

+ 노심지진 해석코드 검증시험

+ 노심지진 응답해석 기술검증

Ⅳ. 연구개발결과

◦기계설계 기술개발:

- 원자로 노심지지구조 및 상부내부구조물, Core Catcher 구체화, 원자로구조물의 고온 및 

지진 설계 적합성, 원자로계통 기기 및 고온 배관의 구조건전성, 기기 간섭 및 ISI 접근

성확보 등으로 구조건전성 및 배치 설계단순화를 구현하 다. 원자로건물 7% 경량화, 

0.3g 지진하중에 대한 내진설계의 유효성 확인 및 KALIMER-600 원자로 구조개념 완성

도를 향상시켰다.

- 불투명 소듐환경에 있는 내부구조물의 가시화 방법으로 초음파 웨이브가이드 센서를 이

용한 원격검사기법을 개발하여 특허 취득하 다. 또한 축소 규모 검증장치를 통하여 1m 

원거리에서 2mm 정 성의 물체인식 능력을 확보하 다. 

◦기계계통 건전성평가 기술개발:

- 고온구조 비탄성 해석코드(NONSTA2.0)의 재료특성 시험자료를 이용한 비교검증으로 

코드의 적용성을 향상시켰다. 고온구조 비탄성 거동의 평가절차인 고온구조 평가 기본지

침서를 완성하 다. ASME-NH 기반으로 독자 개발 중인 SIE ASME-NH 프로그램은 

국제적 관심을 끌었으며, 두산중공업과 기술이전 합의가 되었다.

- 고온구조물 크립-피로 손상시험에서는 결함이 존재하는 원통 용기와 IHTS 동축 배관구

조에 대해 총 500회(700유지시간) 구조시험 수행, 결함거동 및 손상특성 시험을 수행하고 

구조시험 자료 DB를 축적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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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 노심집합체 모델시험의 성공을 바탕으로 중규모 19개 집합체 검증시험 모델을 설계 

제작하고, 공기중 및 수중 지진응답시험을 수행하여 자체 개발한 노심지진응답 해석코드 

SAC-CORE3.0의 범용성과 신뢰성을 검증하 다. 계산 및 시험결과의 차이는 18 % 이내

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국제 벤치마킹 문제에 적용하여 해석코드의 국제 통용성을 확

인하 다.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 KALIMER-600 원자로 구조개념의 구체화를 통하여 개념설계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Gen IV 소듐냉각 원자로 개념설계 개발에 국제경쟁력이 있는 독자적인 개념설계 경험이 

크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개념설계 과정에서 도출된 고온구조 LBB, 불투명 원자로 내부 ISI 방법 등은 소듐냉각 

고속로 상용화에 대비한 기계구조 분야 전략 핵심기술 항목으로 확보 가능함을 확인하

다.

- 제4세대 원자로시스템 국제공동 연구개발 참여 등으로 해외로부터 일괄도입이 불가능하

거나, 상업적 차원에서 엄청난 대가를 요구하는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소듐냉각고속로 상

용화 시대의 설계비용 및 기술도입의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 고온구조설계 기본지침서를 발간함으로써 국내 고온 원자로 설계 및 구조건전성평가 기

술을 향상시켰으며, 해외에서도 개발 사례가 없는 ASME-NH 설계 코드의 전산화 및 적

용기술은 산업체와 세 차례의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산업체로 기술전수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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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Ⅰ. Project Title

Development of Mechanical Structure Design Technology for LMR

Ⅱ. Objectives and Necessity of the Study

The final objective of Phase 4 research and development (R&D) is to develop design 

technology on the  mechanical systems and the assessment technology on the integrity of 

mechanical systems, which are targeted to secure the technologies on design and assessment 

on high temperature reactor structures. Through these activities strategic core technologies 

are to be secured and the conceptual design on the mechanical systems of KALIMER-600 is 

to be completed.

The present study is necessary because a sodium cooled fast reactor is operating at 

temperature higher than 500oC and it has  intermediate heat transport system(IHTS) which 

lowers economical efficiency of the system. In order to overcome this problem, a simplification 

of IHTS and reactor components through adopting FMS material having high temperature 

thermal characteristics is necessary. The shortening of ISI time on reactor structures under 

sodium environments, applications of LBB on FMS piping, and development of the 

computation programs on high temperature design and assessment are also the important 

technologies to overcome.

   From viewpoint of industrial aspects, having a competitive structural concept as a next 

generation reactor is invaluable. The development of a design evaluation program for high 

temperature reactor structure is the field which industries want technology transfer because 

many of the Gen IV reactors are operating at high temperature. By leading the 

development, improvement of the domestic technology level and exporting the commercial 

codes in the end would be possible. The design and application technologies of high 

temperature LBB which technically verifies that there is no possibility in double ended 

guillotine break in sodium piping are important from viewpoints of saving the maintenance 

cost and public acceptance which can improve the defense in-depth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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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Contents and Scope of the Study

◦ Design technology for the mechanical system 

․Improvement of reactor structural concept completion on KALIMER-600

+ Concretization of reactor core support structure and upper internal structure

+ Evaluation on the suitability of high temperature design and seismic design of reactor 

structure

+ Evaluation of the arrangements on the reactor components and pipings 

+ Lightening of reactor building and evaluation of seismic response

+ Evaluation of reactor component interactions and ISI accessibility

+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remote inspection technique on reactor internals under 

sodium environments.

◦ Development of evaluation technology on the integrity of mechanical system 

․Establishment of evaluation technologies on high temperature structural inelastic 

behaviour

+ Analysis on the application of high temperature inelastic analysis code (NONSTA) and 

development of user's manual

+ Establishment of application technique for high temperature LBB assessment

+ Establishment of integrity assessment procedure on high temperature welded joints

+ Development of basic guide on high temperature structural integrity assessment

․Creep-fatigue damage test on reactor structure and establishment of DB

+ Structural test on high temperature crack growth

+ Creep-fatigue test on high temperature IHTS co-axial pipe structure

․Improvement of analysis technique on core dynamic responses

+ Design and fabrication of middle scale validation test model on core seismic analysis

+ Validation test on core seismic analysis code

+ Technical validation on core seismic respons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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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Results of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 Mechanical structure design technology development

- Structural integrity and design simplifications were secured from concretization on 

reactor core support system, upper internal structure and core catcher, evaluation on 

the suitability of high temperature and seismic design of reactor structures, structural 

integrity evaluation on reactor components and high temperature piping, investigation 

on the interactions between the components and ISI accessibility. Lightening of reactor 

building by 7%, confirmation of the seismic design for 0.3g seismic loads and 

improvement of reactor structural design concept for KALIMER-600 have been carried 

out.

- Patent on remote inspection technique using ultrasonic wave guide sensor was acquired 

as a visualization method for reactor internals under opaque sodium environments. The 

recognition capability with the precision of 2mm from the distance of 1m was secured 

based on reduced scale validation test equipment.

○ Development of structural integrity evaluation technology for mechanical systems

- The applicability of high temperature inelastic analysis code (NONSTA2.0) has been 

improved from comparative validation study with test data on material characteristics. 

The basic guideline on high temperature structure assessment as an assessment 

procedure on high temperature inelastic behaviour has been completed. The SIE 

ASME-NH program developed based on the ASME-NH Code attracted international 

interests and the technology transfer to Doosan Heavy Industry was agreed.

- In high temperature creep-fatigue test, totally 500 cycles (totally 700 hold time) were 

carried on welded cylindrical test model and IHTS co-axial pipe test model. The 

behaviors of creep-fatigue damage and creep-fatigue crack behaviour were 

investigated and the DB on the structural test were established.

- Based on the successful model test for 7 core assemblies, middle scale 19- assembly 

validation test model was designed and fabricated. And seismic response test in air and 

in water were carried out and its multi-purpose characteristics and reliability on the 

in-house SAC-CORE3.0 code developed internally for core seismic response analysis 

were validated. The difference between calculation and test was shown to be within 

18% and the usefulness of the code were confirmed from international benchmar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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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Future Application of the Study

◦ The reliability on the conceptual design could be secured through concretization of 

structural concept of the KALIMER-600 and experience of original conceptual design 

having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could be effectively utilized in the development of 

the Gen IV SFR conceptual design.

◦ The high temperature LBB which was deduced during conceptual design, and ISI 

method for the visualization of opaque reactor internal were confirmed to be technical 

items that could be secured as strategic core technologies in the field of mechanical 

structural design for the preparation on the commercialization of SFR.

◦ A turn-key base purchase would not be possible because we are participating in 

international collaboration on Gen IV reactor system. A cost reduction on the design of 

SFR commercialization by securing technologies whose cost required by the advanced 

countries would be huge from commercial viewpoints could be possible. In addition cost 

reduction for the introduction of technology would be also possible.

◦ The technologies on domestic high temperature reactor design and structural integrity 

assessment were improved through issuing the basic guideline on high temperature 

structural design. A technology transfer to industry (Doosan Heavy Industry) was 

carried out regarding the program and application technologies on ASME-NH program 

and technical seminar with DHI has been held three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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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제 1 절  연구개발의 필요성

화석연료 매장량의 한계와 화석연료 과다 사용에 따른 지구 온난화 등 환경 문제를 고려할 때, 

원자력의 지속적 이용은 필수적이다. 경수로의 경우 안전성과 경제성 측면에서 실증되어 있으나, 

우라늄 자원의 한계에 따른  궁극적 역할의 제한성 때문에 대규모 확대 이용이 어려운 것이 사실

이다. 화석연료의 점진적 고갈 및 우라늄 자원의 한계를 고려할 때 중장기적으로 핵연료 이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액체금속로의 도입이 필연적이다. 특히, 자원빈국인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의 

핵연료 공급보장이 필요하지 않은 액체금속로의 중요성은 더욱 크며, 경수로 및 중수로의 사용후 

핵연료 저장과 처분량을 획기적으로 저감시킬 수 있다.

원형로 또는 실증로가 건설되었던 기존의 액체금속로 개념들은 경제성 및 핵 확산성 등의 측

면에서 실용화 제약요인을 포함하고 있고, 소듐 누출 사고 등에 의해 안전성에 대한 일반대중의 

인식이 부정적이다. 따라서 고유 안전성을 지니고 핵확산 저항성을 가지면서도 경제성이 있는 액

체금속로가 개발될 경우, 우라늄 자원 한계 문제를 해결하면서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원자로

형이 될 수 있다.

기계설계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소듐냉각고속로는 경․중수로와 달리 고온, 저압 환경에서 운

전되어 지배하중이 고온하중이 되며, 특히 고온 운전 환경에서 장기간 견디는 고온구조설계기술

이 우선적으로 개발되어야 하며, Gen IV의 중요한 목표인 경제성 향상 차원에서도 기계구조설계

분야의 역할이 필요하다. 또한 소듐냉각고속로는 500
o
C 이상의 고온 냉각재를 사용하고, 경제성

을 저하시키는 중간계통이 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중간계통에 고온 열적특성이 우

수한 FMS 재료를 채택하여 원자로기기와 중간계통의 단순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소듐

환경에서 원자로구조물 ISI 시간단축, FMS(Ferrite Martensitic Steel) 소듐 배관에 대한 

LBB(leak Before Break)적용, 고온설계 및 평가 전산코드개발 등이 극복해야 하는 중요기술이다. 

경제적 측면에서 소듐냉각 고속로 상용화 시점에서의 기술 예속을 탈피하고, 국내주도 건설 

및 수출 산업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계계통 설계 및 크립 변형이 중요해지는 고온구조 건전성

평가 기술의 고유화가 필수적이며, 소듐냉각 고속로 상용화를 대비한 경제성 향상 연구에 대한 

장기적 투자가 요망되고 있다. 차세대 원자로에 대한 경쟁력 있는 구조개념 설계기술을 갖는다는 

것은 산업적 측면에서 가치가 높다. 또한 고온 원자로구조물의 설계평가 프로그램 개발은 많은 

Gen IV 원자로가 고온에서 운전되기 때문에 산업체에서도 기술이전을 원하는 분야이다. 이를 선

도적으로 개발함으로써 국내 기술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상용화 프

로그램의 수출도 가능하다. 

사회적 측면에서 소듐 배관에 대한 양단파단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기술적으로 입증하는 고온 

LBB 설계 및 적용기술은 유지보수비 절감이라는 경제적인 이점 뿐 만아니라 대국민 PA(Public 

Acceptance) 관점에서 안전성을 심층적으로 향상시키는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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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1. 최종목표

본 과제는 1단계 2년 8월(’97.07.21∼’00.03.31), 2단계 2년(’00.04.01∼ ’02.03.31), 3단계 3년

(’02.04.01∼’05.02.28), 4단계 2년(’06.03.01∼’07.02.28)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는 다음과 같다.

◦액체금속로 기계설계 전략 핵심기술 확보 및 KALIMER-600 기계계통 개념설계 

2. 4단계 목표 및 내용

4단계의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세부 연구목표 및 주요 연구개발 내용은 표 

1.2.2-1과 같다.

◦고온 원자로구조물 설계 및 평가기술 확보

       - 기계계통 설계기술 개발

       - 기계계통 건전성 평가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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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1 3단계 연구목표 및 주요 연구개발 내용 

연구목표 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내용

기계계통 

설계기술

KALIMER-600 

원자로 구조개념 

완성도 향상

- 원자로구조물 노심지지구조 및 상부내부구조물 구체화 

∙노심지지구조물 개념 구체화

∙노심캐처(Core Catcher) 예비 설계개념 도출

∙상부내부구조물 개념 구체화

- 원자로구조물 고온설계 및 지진설계 적합성 평가 

∙원자로 내부구조물 개념설계 적합성 평가

∙원자로헤드 개념설계 적합성 평가

∙원자로용기, 격납용기 고온설계 적합성 평가

- 원자로계통 기기 및 배관배치 고온하중 평가 

∙IHTS 배관 배치 사례 분석

∙IHTS 배관 고온 잔류변형 평가

∙IHTS 동축배관 구조물 개념설계 및 평가

- 원자로건물 경량화 및 지진응답 평가

- 원자로구조물 기기간섭 및 ISI 접근성 평가

- 소듐환경 내부구조물 원격검사기법 개발 및 검증

기계계통 

건전성 

평가기술 

개발

고온구조 비탄성거동 

평가기술정립 

- 고온구조 비탄성 해석코드(NONSTA) 적용성 분석 및 

사용지침서 개발

∙ 결합경화모델 재료상수 결정방법 향분석

∙ 통합점소성모델 재료상수 결정방법 향분석

∙ 크립구성식 재료상수 결정 및 수치화 

∙ 고온구조비탄성해석코드 물성평가를 위한 316SS 

시험

- 고온구조 LBB 평가용 적용기술 확립

∙ 균열 개시 및 성장 평가 

∙ 임계균열 안전성 평가

∙ 고온구조 LBB 적용기술 확립 

- 고온구조 용접부 건전성평가 절차 정립 

- 고온구조 건전성평가 절차 기본지침서 개발 

원자로 구조물 

크립-피로 손상시험 

및 DB구축

- 고온구조물 결함성장 시험

- 고온구조 IHTS 동축배관 크립-피로 시험

노심 동적응답 

해석기술 고도화

- 중규모 노심지진해석 검증시험모델 설계제작

- 노심지진 해석코드 검증시험

- 노심지진 응답해석 기술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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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 ․ 외 기술개발 현황

제 1 절  국외 기술개발 현황

◦미국은 신형 핵연료주기와 원자로 개발을 위한 주요 프로그램으로 Advanced Fuel Cycle 

Initiative(AFCI)와 Gen IV 프로그램을 수행중임. 

◦프랑스는 Phenix 원자로의 최종 개선 작업을 2003년에 완료하고, 2004년에 재가동해 총 

6주기 동안 핵변환 연구를 수행한 후 최종적으로 2010년에 운전을 종료하게 되며, 

Superphenix 원자로의 해체가 현재 진행중으로 2003년 3월에 마지막 핵연료집합체가 노

심으로부터 인출되었으며 전체적으로 큰 시설의 제거 작업이 완료된 상태로 2027년까지 

부지복구를 완료할 예정임. 고속로 개발은 폐쇄 핵연료주기와 연계한 소듐냉각 고속로와 

가스냉각 고속로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노형 선정을 완료하고 2040년까지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 

◦일본은 소듐냉각 고속로를 국가 10대 연구개발 과제로 선정하여 중점 연구로 수행중이

며, 실험로 조요(JOYO)를 운전중으로 조사시험 성능 향상을 위해 출력을 140 MWt로 높

인 MK-III 노심구성을 마치고 전 출력 운전 중이며, 소듐냉각 원형로 몬주(Monju)는 

1995년 12월 소듐냉각 누출사고 이후 가동 중단 상태에 있었으나 2005년 2월 후꾸이현 

지사가 몬주 재가동을 위한 보수에 동의했으며 보수작업에 약 2년, 가동전 시험에 약 1

년이 소요되어 2008년 2월에 임계에 도달할 계획임. 

◦러시아는 2기의 소듐냉각 고속로(BOR-60, BN-600)가 운전되고 있음. BOR-60는 2009년 

12월까지 운전될 계획이며 이후 BOR-60M 원자로로 개조되어 운전될 예정임. BN-800 

원자로 건설이 진행중으로 원자로건물 건설이 완료되었으며 2012년에 완공할 계획이며, 

BR-10은 현재 해체중임. 

◦중국은 전력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원자력을 최선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65 MWt 소듐

냉각 실험로 CEFR(Chinese Experimental Fast Reactor)을 건설중에 있음. 

◦인도는 13 MWe급 소듐냉각 실험로 FBTR(Fast Breeder Test Reactor)을 운전중이며 

2003년 9월에 500 MWe급 소듐냉각 원형로 PFBR 건설 승인을 받아 현재 주요 계통과 

부품의 상세설계가 완료되었으며 건설이 병행되고 있음. 

◦소듐내부 가시화 기술은 프랑스와 일본이 주도적으로 과거 20여년 동안 개발하여 왔으나 

아직 완전히 실용화되지는 못하 으며 고온 초음파센서의 내구성 및 수명 향상, 초음파 

신호처리 및 정  화상처리 등에 대한 연구수행을 계획하고 있음.

◦일본에서는 핵연료 교체기간 동안에 노심 상부 한쪽에서 수평으로 초음파 신호를 송신하

고 반대편에 설치된 반사체로부터 반사되는 초음파신호를 수신하여 핵연료교환기와 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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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그의 구동에 방해물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수평형 USV 장비를 개발하여 

MONJU에 적용하 으나 초음파센서의 짧은 수명으로 인해 실제 적용에는 많은 문제점

이 있음을 확인하 음.  

◦도시바와 미쯔비시를 중심으로 매트릭스 초음파센서를 이용한 소듐내부 가시화 기술과 

소듐내부 체적검사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신호처리기법에 대한 연구도 병행하면서 가동

중검사에 실제 적용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나 초음파센서가 매우 고가이고 사용

수명에 제약이 있어 막대한 가동중검사 비용도 예상됨. 

◦고온 LBB 설계평가기술개발은 프랑스는 가장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CEA를 중심으

로 그동안의 노력을 집대성하여 고속증식로 원자로구조물 설계코드인 RCC-MR 코드의 

부록 A16으로 LBB 해석 및 결함평가지침서를 처음 발간하 음. 하지만 2002년판에 수

록된 A16도 완성된 형태는 아니고 316 계열 스테인레스강 구조물에 적용할 수는 있지만 

Mod.9Cr-1Mo강과 같은 FMS강 구조물에 적용할 수 없는 상태임. 특히 FMS강에 대해

서는 피로균열성장특성에 대한 지침은 포함되었지만 크립균열성장에 대한 지침과 물성데

이터는 전무한 실정이고 현재 CEA를 중심으로 활발한 시험과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

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일본은 JNC (현 JAEA)를 중심으로 고속증식로 LBB 설계에 적용하기 위하여 스테인레

스강 구조물에 대한 고온 균열건전성 평가기술을 개발하고 2000년대 초반에 CEA와 비

교연구를 수행하 지만 이를 구체적인 지침서로 발간하지는 않은 상태라 공개적인 자료 

입수는 어려운 실정임. Mod.9Cr강과 12Cr강과 같은 FMS 강에 대한 고온 균열건전성 평

가기술은 JNC, CRIEPI, JAPC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미국은 고속증식로와 VHTR의 원자로 고구조물 설계에 적용할 수 있는 ASME B&PV 

Code Section III Subsection NH는 1995년에 발간하여 수정해오고 있지만, 고온 LBB와 

결함평가기술에 대한 지침은 없는 상황임. 최근 DOE가 ASME Standard Technology, 

LLC (ASME ST-LLC)와 고온에서 운전되는 GEN IV 원자로에 적용할 수 있는 코드개

발에 대한 High Temperature Design Methodology (HTDM) Collaboration Plan을 제시

하여 국제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는데 12개의 항목중에서는 고온 LBB 설계 및 결함평가

기술도 포함되어 있음. 

◦미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ASME-NH 고온원자로 설계해석코드를 보유하고 있으나 

GEN-IV 고온원자로의 설계목표 수명인 60년 설계수명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아직 해결

해야 할 현안 문제들을 많이 가지고 있음. 최근 ASME C&S 산하의 고온원자로 분과에

서 현안 이슈들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특히 ORNL을 중심으로 고온원

자로 구조설계해석 방법론의 개발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 프랑스는 고온 소듐냉

각원자로 설계해석 코드인 RCC-MR을 보유하고 있고 국은 고온 구조건전성 평가지침

으로 사용되는 R5 코드를 보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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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국내 기술개발 현황

◦액체금속로 고온구조 기술개발 분야에는 한국원자력연구소를 제외한 타기관의 연구개발 

참여는 현재까지 거의 없는 상태임.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는 ‘92∼‘96년도 기간에는 액체

금속로 요소기술인 고온구조물 및 면진설계기술개발, 대형박막 원자로용기의 지진시 유

체/구조물의 상호작용(슬로싱) 해석기술 개발, 면진베어링의 시제품설계, 제작 및 특성시

험 등이 수행되었음. 

◦‘97-’01년도 기간에는

∙노심 및 유체분야와의 긴 한 연계를 통한 원자로구조계통, 원자로 내부구조물, 원자

로 및 격납용기, 원자로헤드, 원자로 지지구조물, 배관계통 등의 구조 개념연구가 수

행되고 KALIMER-150 구조 개념설계를 수행되었음. 

∙액체금속로 고온구조 해석 및 건전성평가 관련기술의 자체 확보를 위해 국내에 관련 

구조시험시설에 대한 적절한 투자를 통하여 고온구조설계 및 지진설계와 같은 국제 

경쟁력이 있는 전략핵심기술을 일부 확보하 음.

◦3단계(‘02-’05) 기간에는

∙2004년까지는 설계용량 변경기술을 개발하여 대용량 원자로 구조개념 설계능력을 갖

추고, 동시에 KALIMER- 600 구조개념을 도출하 음. 

∙원자로내부 가시화는 고온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웨이브가이드 센서 

기술을 단품으로 개발하고, 공기 및 물 환경에서 기술 타당성을 확인하 음. 

∙핵심기반기술은 개발선진국이 실험로, 원형로, 실증로 등의 설계/건설/운전 및 고온 

구조시험분야에 막대한 투자를 해서 축적했기 때문에 기술전수를 꺼리는 항목임. 확

보된 주요 내용은 고온구조물의 고온 환경 거동을 평가하는 NONSTA2.0 코드 개발

로 이를 위해 다양한 고온구조물 크립-피로시험과 고온구조물 건전성평가해석이 수행

되었음. 또한 액체금속로 노심의 구조특성에 적합한 노심지진응답해석용 

SAC-CORE3.0 코드가 개발되었고, ANSYS와 ABAQUS 코드를 이용한 원자로구조물

의 구조해석절차 및 ASME 설계코드 적용절차가 개발되었음. 

◦4단계(‘05-’06) 기간에는

∙ 원자로 노심지지구조 및 상부내부구조물, Core Catcher 구체화, 원자로구조물의 고온 

및 지진 설계 적합성, 원자로계통 기기 및 고온 배관의 구조건전성, 기기 간섭 및 ISI 

접근성확보 등으로 구조건전성 및 배치 설계단순화 구현, 원자로건물 7% 경량화, 

0.3g 지진하중에 대한 내진설계의 유효성을 확인하고, KALIMER-600 원자로 구조개

념 완성도를 향상시킴.

∙불투명 소듐환경에 있는 내부구조물의 가시화 방법으로 초음파 웨이브가이드 센서를 

이용한 원격검사기법을 개발하여 특허를 취득함. 축소 규모 검증장치를 통하여 1m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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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에서 2mm 정 성의 물체인식 능력을 확보함. 이 기술은 고온환경에서 센서의 수

명이 반 구적이기 때문에 원자로 내부 가시화 과정에서 시간을 절약하고, 유지보수

가 간단하여 경제성 향상과 직결되어 이의 개발이 진행중이며, 이와 관련된 원천 특

허기술을 획득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음.

∙고온 LBB 평가기술개발은 316SS 재료에 대한 고온 LBB 개념을 정립하기 위한 자료 

수집과 고온 환경 균열시작 및 성장에 대한 파괴해석기술을 정립하 음. 이를 통해 

배관 양단파단으로 인한 소듐 대량누출 가상사고를 배제할 수 있으므로 사고방지시스

템을 제거하여 경제성 향상에 기여하는 기술로 316SS 배관에 대한 절차가 일부 개발

되었지만 Mod.9Cr-1Mo에 대하서는 기술개발이 필요한 분야임.

∙고온구조 비탄성 해석코드(NONSTA2.0)의 재료특성 시험자료를 이용한 비교검증으로 

코드의 적용성 향상. 고온구조 비탄성 거동의 평가절차인 고온구조 평가 기본지침서

를 완성. ASME-NH 기반으로 독자 개발 중인 SIE ASME-NH 프로그램은 국제적 

관심을 끌었으며, 두산중공업과 기술이전 협의가 이루어짐.

∙고온구조물 크립-피로 손상시험에서는 결함이 존재하는 원통 용기와 IHTS 동축 배관

구조에 대해 총 500회(총 700시간 유지) 구조시험 수행, 결함거동 및 손상특성 시험을 

수행하고 독자적인 구조시험 자료 DB를 축적함. 

∙7개 노심집합체 모델시험의 성공을 바탕으로 중규모 19개 집합체 검증시험 모델을 설

계 제작하고, 공기 중 및 수중 지진응답시험을 수행하여 자체 개발한 노심지진응답 

해석코드 SAC-CORE3.0의 범용성과 신뢰성을 검증함. 계산 및 시험결과의 차이는 18 

% 이내인 것으로 확인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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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에서 차지하는 위치

국내 기술수준 및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구조개념 설계기술은 국내에서 고속로에 대한 건설/운전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 과정에

서 경험한 문제가 설계에 제대로 반 되지 못할 수 있음. 이를 극복하기 위한 자료조사

와 사례연구가 이전 연구들에서 진행되었고, 이를 반 한 경제성 향상 주요기기 구조개념 

설정 연구를 수행할 계획임.

◦소듐냉각 고속로의 원자로 내부구조물 가동중검사 관점에서 냉각재가 불투명한 소듐이라

는 것이 단점이며, 이를 극복하려는 초음파를 이용하는 많은 연구가 발표되어 일부 가능

하게 되었음. 그러나 경제성 관점에서 검사기기의 사용수명이 짧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점이 있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원자로 내부손상검사 반 구 센서 개발 및 시스템 검

증이 이루어질 예정임.

◦소듐냉각 고속로의 원자로용기와 IHTS 배관에는 소듐이 담겨 있으며, 배관파단에 대비한 부

가장치가 많이 있고, 이들 장비는 경제성에 불리함. 또한 배관 재료가 Mod.9Cr-1Mo 인 경우

에 ASME-NH 등에는 설계평가 기술이 정립되지 않아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또한 심

층 안전성 향상과 유지보수의 경제성 향상을 위한 고온 LBB 적용기술의 필요성을 모두 인정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일부만 정립되어 있어서 많은 연구가 필요함.

◦고온구조물 상세비탄성 설계해석 및 노심지진 해석 검증기술에 대하여 Gen IV 원자로는 대

부분 수명이 60년으로 되어 있으나 ASME-NH 등 구조설계코드에는 이를 반 하고 있지 못

한 실정임. 또한 비탄성거동을 하는 고온구조물의 설계해석기술에는 사용자의 공학적 판단을 

요구하고 있어서 이를 전산화함으로써 사용자에 따른 해석평가의 불확실성을 줄이려는 연구

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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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분야
세부기술

분야
국제 기술수준 및 격차

기술수준

(%)

고온구조 

기술

기계구조 

설계기술

국제 

수준

- 실험로, 원형로, 상용로의 상세설계 및 운전경험을 

통한 경제성 제고 단계 
90

국내 

수준

- 경수로에 대한 상세설계, 운전경험과 액체금속로의 

개념설계 및 설계변경기술을 확보. 
60

고온구조 

해석기술

국제 

수준

- 고온구조물에 대한 비탄성 해석 및 대규모 

검증시험 기술을 보유함.
90

국내 

수준

- 대부분 상용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으나 일부 

비탄성거동은 전용해석코드 개발과 검증시험을 수행 

중에 있음. 

50

고온구조 

건전성 

평가기술

국제 

수준

- ASME-NH(미국),RCC-MR(프랑스),R5( 국), BDS 

(일본)등 자체 설계평가 코드 보유하고 있으며, 

프랑스를 중심으로 고온 LBB 평가 코드가 작성 

중에 있음.

90

국내 

수준

- 액체금속로 적용 코드는 없음. 고온구조 손상 및 

건전성 평가를 수행하고, LBB 평가 절차개발과 

복잡한 건전성 평가과정의 전산화를 수행중임. 

65

원자로 

내부구조 

ISI 기술

국제 

수준

- 액침형 센서( 국PFR, 일본MONJU)를 

사용하 으나 수명이 짧은 문제가 있고, Rod 형 

웨이브가이드 (프랑스 SPX)는 사용기능이 제한된 

문제를 가지고 있음.

80

국내 

수준

- 국내의 경우 새로운 빔방사각 변환 특성을 지닌 

판형 웨이브가이드 센서를 개발한 상태임. 이 

센서는 장수명으로 상용으로 발전가능성이 있고 ISI 

기간의 단축이 가능함. 

70

노심지진 

해석기술

국제 

수준

- 일본, 프랑스 등은 액체금속로 노심 지진 

특성해석을 위해 대규모 시험을 수행하고, 이를 

모사하는 기술을 개발함. 

90

국내 

수준

- 하부지지방식, 고 도 배열 및 500℃ 이상의 고온 

환경 특성에 따라 독자적인 코드개발과 소규모 

시험검증연구가 진행됨. 

50

원자로

건물 

면진기술

국제 

수준

ㆍ원자력발전소용 면진설계지침서를 일본에서 개발하

고, 3차원 면진장치를 개발하는 수준임.
80

국내 

수준

- 국내의 경우 면진설계지침서 초안을 작성한 바 

있음. 면진장치는 축소규모로 설계와 시험이 

이루어진 상태임. 3차원 면진장치는 KAERI에서 

개발하고 국제 특허를 갖고 있음.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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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제 1 절  기계계통 설계기술

기계계통 설계기술개발에서는 개념 설계한 KALIMER-600 원자로구조물 완성도 향상을 위하

여 원자로 노심지지구조 및 상부내부구조물, 노심 캐처 등을 구체화하 다. 또한 원자로구조물의 

고온 및 지진하중에 대한 설계 적합성을 평가하고, 원자로계통 기기 및 고온 배관에 대한 고온 

환경 구조건전성을 평가하 다. 개념설계 완성도를 향상하기 위하여 기기 사이의 간섭 및 가동중

검사(ISI)를 위한 접근성확보 대책을 제시하 다. 또한 원자로 건물의 지진하중에 대한 면진설계

의 유효성 확인하 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KALIMER-600 원자로 구조개념 완성도를 향상하

다. 원자로 내부의 불투명 소듐환경에 있는 내부구조물의 가시화 방법으로 초음파 웨이브가이

드 센서를 이용한 원격검사기법을 개발하고 축소 규모 검증장치를 통하여 검사기법을 검증하

다. 요약된 개념설계 자료는 표 3.1-1과 3.1-2, 그리고 그림 3.1-1부터 3.1-5에 나타내었다.

표 3.1-1 KALIMER-600 원자로구조물 설계 치수

Items
Outer Dia.
 (cm)

Thickness
(cm)

Material
Remark
(cm)

 1. Containment Vessel 1176.0 2.5 2(1/4)Cr-1Mo Partial-spherical bottom head

 2. Reactor Vessel 1141.0 5.0 316SS Gap between RV and CV = 15.0

 3. Reactor Baffle 1126.0 2.5 316SS Gap between RB and RV = 2.5

 4. Support Barrel 581.0 5.0 316SS Gap between SB and Pump = 15.0

 5. Inlet Plenum 591.0 10.0 316SS

Upper Grid Plate T=10.0

Lower Grid Plate T=15.0

Side Cylinder T=10.0

 6. Baffle Plate 1111.0 2.5 316SS Circular Disk Type

 7. Core Support
591.0(t)
621.0(b)

- 316SS
Skirt Type, Height=85.0
Inner Diameter =571.0

 8. Core 534.0 - - Gap between Core and SB = 18.5

 9. Core Shield 551.0 5.0 316SS Gap between SB and CS = 10.0

10. Reactor Head 1176.0 50.0 316SS Circular Disk Type

11. Rotating Plug(LRP)
   Rotating Plug(SRP)

530.0
310.0

50.0 316SS
Offset center of LRP = -18.5
Offset center of SRP = 29.0

12. UIS
310.0
150.0

5.0
2.5

316SS
Upper & Lower Cylinder
Middle Cylinder

 * T : Thickness

 * t, b : top, bott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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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 KALIMER-600 원자로구조물 질량

Components Weight (tons) Remarks

Containment Vessel 137.5

Reactor Vessel 275.2

Core Support 24.67  Skirt Type

Inlet Plenum 72.3  w/o Receptacle

Support Barrel 65.0

Reactor Baffle 109.8  RB+SP

Baffle Plate 8.33

Former Ring 3.41

Core Shield 7.70

Insulation Plates 49.94  Plate(3.0cm) × 5EA

Reactor Head 239.44
 RH + RP Flange
 (Rotating Plug 제외)

Rotating Plug 90.48  Two rotating plugs type

UIS 22.96
 Upper & Lower Cyl. Do = 3.1 m
 Middle Cyl. Do = 1.5 m

Inlet Pipe 2.10  4EA

Total 1108.83

* Used Density = 7800 kg/m
3

     

그림 3.1-1  원자로구조물 수직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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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KALIMER-600 원자로구조물의 반경방향 단면 치수 

그림 3.1-3 KALIMER-600 기기배치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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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  원자로용기와 내부구조물의 높이 및 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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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 이중회전플러그의 개략도

1. KALIMER-600 원자로 구조개념 완성도 향상

소듐냉각 고속로 KALIMER-600은 고온, 저압 환경에서 운전되는 특성으로 인하여 원자로구

조물은 크립-피로나 라체팅과 같은 열지배 하중에 의한 구조손상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박막의 

대형 쉘구조 형상 설계로 인하여 지진하중에 취약할 수 있다. 그러므로 소듐냉각 고속로 설계에

는 저온 환경의 경수로 설계기술을 일부 활용할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고온 환경, 지진 하중 

및 좌굴 등을 고려한 설계 해석 및 구조건전성 평가 기술이 확보되어야 한다. 

3단계까지의 연구는 KALIMER의 용량이 600MWe로 격상됨에 따른 원자로 내부구조물, 원자

로헤드 및 배관구조, 원자로 격납구조, 핵연료 교환 및 이송 개념 등에 대해 경제성 향상 관점에

서 구조 개념을 설계, 평가하 고, 개발된 구조 개념에 대한 제작성 검토 및 구체화를 위하여 축

소 규모의 mock-up을 제작하 다. 

4단계에서는 3단계에서 도출된 구조 개념을 바탕으로 KALIMER-600 원자로의 구조개념 완

성도 향상을 위한 연구가 주로 수행되었다. KALIMER-600 원자로의 구조개념 완성도 향상을 위

하여 1차년도에는 노심지지구조물 구체화, 원자로구조물 고온설계 적합성 평가, 원자로계통 기기 

및 배관 배치 고온하중 평가, 원자로건물 경량화 및 지진응답 평가 그리고 소듐환경 내부구조물 

원격검사기법 개발 등이 수행되었고, 2차년도에는 상부내부구조물 구체화, 원자로구조물 지진설

계 적합성 평가, 원자로계통 배관 고온잔류변형 평가, 원자로구조물 기기간섭 및 ISI 접근성 평가 

그리고 소듐환경 내부구조물 원격검사기술 검증 등이 수행되었다. 그림 3.1-6은 4단계에서 구체

화된 KALIMER-600의 구조 형상 개념도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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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KALIMER-600 NSSS 구조 개념도            (b) 원자로 내부구조물 개념도

그림 3.1-6 KALIMER-600 구조 개념도

가. 원자로구조물 노심지지구조 및 상부내부구조물 구체화 

1) 원자로구조물 노심지지구조 구체화

구조 개념 분석

원자로 노심지지구조물(core support structure)은 노심을 포함하여 지지배럴(support barrel), 

원자로배플(reactor baffle), 격리판(baffle plate), 유입실(inlet plenum) 등 모든 원자로 내부구조

물들을 지지하여 이들의 자중을 원자로용기로 전달하는 지지구조물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원자

로 노심집합체의 위치를 고정시키는 중요한 역할도 한다. 이러한 기능 요건 외에도 노심지지구조

물은 외부 하중에 대하여 노심 및 내부구조물의 구조적 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충분한 강성

을 갖도록 설계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제작, 설치, 유지보수 및 가동중검사가 용이한 최적의 구조

형상을 갖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KALIMER-600은 노심지지구조물과 원자로용기가 서로 용접되지 않는 분리형(detached 

type) 노심지지구조물을 채택하고 있다. 분리형 노심지지물은 형상이 단순하고 제작 과정이 용이

할 뿐만 아니라 노심지지구조물을 유입실 하부판과 일체형으로 단조 제작하여 가동중검사가 매

우 불리한 용접부위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림 3.1-7은 소켓(Receptacle)이 장

착된 유입실과 노심지지구조물의 개념형상을 나타낸 것이다. 

노심지지구조물은 노심이 장착되는 유입실 하부판과 일체형으로 제작되며 저온풀 역의 일

차 소듐이 노심지지구조물 내부로의 흐름을 허용하는 구멍이 일정 간격으로 존재한다. 분리형 노

심지지구조물은 지진 등에 의해서 원주방향의 회전 변위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노심지지구

조물과 원자로용기의 상대적인 회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120° 간격으로 3개의 회전방지키(key)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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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된다. 또한 유입실 하부판과 원자로용기 하부헤드 중심부에는 내부구조물과 원자로용기의 

중심축을 안내하는 중심축 피봇이 있다. 

그림 3.1-7  노심지지구조물 및 소켓구조 개념도

노심지지구조물 설계 개념 구체화

KALIMER-600의 분리형 노심지지구조물은 운전 조건이 고온, 저압임을 고려하여 두께는 얇

게 하면서 충분한 구조 건전성을 갖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노심은 유입실의 하부판에서 지지되지

만, 유입실과 노심지지구조물을 포함한 원자로 내부구조물의 하중은 원자로용기에서 지지되므로 

이 부분의 구조건전성이 특히 요구된다. KALIMER-600 원자로용기의 두께는 5.0cm로 설정되었

지만 내부구조물을 지지하는 원자로용기 노심지지패드 부위는 두께를 두껍게 보강하 다. 또한 

노심지지구조물은 기존 설계 개념의 두께를 감소시켜서 그 하중을 줄일 수 있었다. 그림 3.1-8은 

노심지지구조물을 포함한 원자로 하부구조물 단면에 대한 구조 형상 및 설계 치수를 나타낸 것이

다.

KALIMER-600에 적용된 노심지지물은 내경이 285.5cm, 높이는 85.0cm, 최대 두께는 25.0cm

이다. 그리고 유입실 상부판에는 노심 차폐를 위하여 두께 5.0cm의 노심차폐물을 설치하 다. 유

입실은 박스 구조 형상으로서 상/하부판 사이에는 노심을 고정지지하고 냉각재를 핵연료 집합체

로 안내하는 소켓(receptacle)이 위치한다. 원자로 하부구조물 제작은 그림 3.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심지지구조물, 유입실 실린더 그리고 유입실 상부판의 세부분으로 나누어 각기 제작된 후 

용접하는데 노심지지구조물은 유입실 하부판과 일체형으로 제작한다. 노심 하중을 지지하는 유

입실 하부판은 두께가 15cm이지만 기계적 하중이 크지 않은 상부판과 실린더의 두께는 10cm로 

설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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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 원자로 하부구조물 구조 형상 단면도

노심지지구조물의 하중을 지지하는 원자로용기 노심지지패드 부위의 형상도 그림 3.1-8과 같

이 개선하 다. 기존의 설계 개념에서 과도하게 두껍게 설정되었던 노심지지패드부의 단면 형상

을 개선하여 원자로용기의 하중도 감소시켰다. 또한 노심지지패드 전후 부위의 원자로용기는 그

림 3.1-8과 같이 두께를 두껍게 보강하여 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 다. 원자로용기 하부헤드

의 tori-spherical 형상은 노심지지구조물의 크기를 고려하여 반경이 각각 792cm, 150cm로 설정

하 다. 

열응력 해석

KALIMER-600의 정상상태 운전온도는 545°C의 고온인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열응력은 구

조물의 건전성에 큰 향을 미칠 수 있다. 원자로 하부구조물은 정상 운전상태에서 저온풀 온도

가 약 390°C로 유지되는데 저온풀 내부의 구조물들은 온도차가 작으므로 이에 따른 열응력값도 

작게 발생하지만, 원자로용기는 내외부 온도차가 클 것으로 예측되므로 원자로용기 하부헤드의 

구조건전성이 특별히 요구된다. 

정상상태 운전 조건에 대하여 노심지지물, 유입실, 지지배럴, 원자로용기 등을 포함하는 원자

로 하부구조물의 축방향 및 반경방향 온도분포 계산에는 ANSYS 유한요소 해석 상용 프로그램

을 사용하 다. 열전달 해석은 축대칭 모델에 대하여 2차원 thermal solid 요소인 Plane55를 사용

하 다. 노심지지구조물을 비롯한 유입실, 지지배럴, 원자로용기에 사용되는 재료는 고온 성질이 

우수한 316 스테인레스강(SS)을 사용한다. 표 3.1-3은 316 SS의 온도에 따른 물성치를 나타낸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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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9는 정상상태 운전조건에 대한 열전달 해석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3.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심지지구조물 내외부 온도는 냉각재의 온도인 약 390°C 정도로 나타났고, 유입

실 상단은 노심의 향으로 최대 406°C까지 상승하 다. 또한 원자로용기의 내외부 온도차는 최

대 60°C로 설정하 는데 이 값은 실제 원자로 정상 운전상태일 때의 값보다 보수적으로 설정된 

값이다. 이러한 온도 분포 결과로부터 원자로 하부구조물에서 열하중을 가장 많이 받는 부분은 

온도차가 가장 큰 원자로용기 하부헤드 임을 알 수 있다.

표 3.1-3  316 SS의 온도에 따른 물성치

온도

(°C)

열팽창률

(1/°C)

열전도율

(J/S・m・°C)
열용량

(J/kg・°C)
도

(kg/m
3
)

률

(GPa)

프와송비

(-)

21.1 1.51e-05 13.37 465.7 7,964 1.95e+2 0.27

37.8 1.53e-05 13.66 472.3 7,964 1.93e+2 0.27

93.3 1.57e-05 14.60 492.5 7,936 1.90e+2 0.27

148.9 1.62e-05 15.52 509.7 7,908 1.87e+2 0.27

204.4 1.66e-05 16.43 524.3 7,889 1.84e+2 0.28

260.0 1.70e-05 17.32 536.7 7,864 1.80e+2 0.28

315.6 1.73e-05 18.19 547.2 7,839 1.75e+2 0.29

371.1 1.76e-05 19.05 556.2 7,814 1.71e+2 0.29

426.7 1.76e-05 19.89 564.0 7,789 1.66e+2 0.30

그림 3.1-9 온도 분포 해석 결과(정상 운전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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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4  원자로용기 내부의 구조 하중

구조물 명칭 하중(ton) 비고

노심 196.9 703EA

노심차폐체 7.7 t=5.0cm

배플구조물 110.0 원자로배플+지지물

격리판 8.3 t=2.5cm

소듐냉각재 1097.4 V=1300.7m
3

원자로 하부구조물의 온도 분포 해석 결과 및 각 구조물들의 하중조건을 고려하여 응력 해석

을 수행하 다. 응력 해석에 사용된 모델은 열전달 해석에 사용된 모델과 동일한 축대칭 형상이

며, ANSYS의 2차원 4절점 요소인 Plane182 요소를 적용하 다. 모델에 적용되는 하중은 고온 

열하중 뿐만 아니라 구조물 및 소듐 냉각재의 자중에 의한 기계적 하중도 포함된다. 열하중은 앞

절에서 계산된 온도 분포 해석 결과로부터 얻어지고, 기계적 하중은 해석 모델의 자중과 해석 모

델에는 나타나지 않은 냉각재와 다른 구조물들의 하중이 있는데 이들의 값은 표 3.1-4에 간략하

게 나타내었다. 

KALIMER-600은 원자로헤드에서 원자로용기를 지지하는 상부지지(top support) 방식인데 소

듐을 포함한 모든 구조물들이 원자로용기 내부에 위치하므로, 원자로용기 상단의 축방향 변위를 

구속하는 경계조건을 적용하 다. 노심지지구조물과 원자로용기는 용접 구조물이 아니라 반경방

향의 독립적인 거동을 허용하는 구조 형상이므로 두 구조물이 닿는 부분에는 접촉 요소를 적용하

다. 축대칭 모델이므로 2차원 접촉요소인 Targe169 요소와 Conta171 요소를 접촉면의 상하부 

면에 적용하 다. 

          

그림 3.1-10 원자로 하부구조물 응력해석 모델   그림 3.1-11 응력 해석 결과(정상 운전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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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 내부구조물의 구조건전성 평가를 위한 ASME Subsection NG의 응력 한계에 대한 요

건으로는 계산된 응력강도 값이 코드에 명시된 한계 허용응력 값을 초과하지 않음을 보여야 한

다. 허용 응력 값은 응력 등급(일차, 이차 응력)에 따라 각기 규정된 절차에 의해서 구조건전성 

평가에 적용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정상상태 운전하중에 대하여 일차응력(막응력, 굽힘응

력)과 이차응력(열응력)을 고려한 응력 한계요건을 검토하 다.

ASME Subsection NG에 따른 응력 한계 요건은 아래와 같다.

일반 막응력 강도 :

m mP S≤                                                              (1-1)       

일차 막응력 + 굽힘응력 강도 :

1.5m b mP P S+ ≤                                                       (1-2)

일차 및 이차응력 강도 :

3m b mP P Q S+ + ≤                                                     (1-3)

여기서, Sm은 ASME Code Section II, Part D에서 정의되는 허용응력으로 온도 및 재료에 따라 

그 값들을 나타내었다.

응력 해석 결과를 이용하여 그림 3.1-12의 선택 부위에 대하여 ASME 설계코드를 적용한 구

조건전성 평가를 수행하 다. 표 3.1-5는 식 (1-1), (1-2), (1-3)에 대한 응력 강도 및 허용 응력 

값을 나타낸 것인데 Pm과 Pb는 일차 응력만을 고려한 해석 결과로부터 얻어지는 막응력 및 굽힘 

응력 값들을 나타낸다. 표 3.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택된 주요 부위들의 모든 응력강도 값이 

허용치를 만족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크립 역의 고온 구조물의 설계 평가 코드인 ASME 

Subsection NH에서는 응력제한 요건뿐만 아니라 변형률 제한 요건도 만족해야 하지만, 

Subsection NG에서는 변형률 제한 요건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요건 검토는 수행하지 않는다.

표 3.1-5 응력 강도 및 허용 응력 비교

Section

No.

m mP S≤ 1.5m b mP P S+ ≤ 3m b mP P Q S+ + ≤

mP mS m bP P+ 1.5 mS m bP P Q+ + 3 mS

No.1 14.9 115.1 15.1 172.5 161.4 345.3

No.2 16.4 115.1 17.0 172.5 142.4 345.3

No.3 34.7 115.1 36.5 172.5 125.6 345.3

No.4 8.8 112.4 10.8 169.5 12.7 337.2

No.5 12.8 112.4 17.0 169.5 17.0 3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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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ME Subsection NG 설계 코드에 따른 원자로 하부구조물의 피로 손상 평가는 다음의 식 

(1-4)를 만족할 것을 요구한다.

1 1
1.0i

i
i i i

nU U
N= =

= = <∑ ∑
                               (1-4)

여기서, ni는 반복 횟수를 나타내고, Ni는 운전 수명 동안의 설계 피로 곡선으로부터 얻어지는 최

대 반복 횟수를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고려하는 피로 손상을 유발하는 하중으로는 원자로의 hot standby에서 정상상태 

운전으로 이루어지는 원자로 기동/정지 주기 하중을 고려한다. 원자로의 운전 수명과 핵연료 교

환주기는 각각 60년과 1.5년으로 설정하여 원자로 수명동안 핵연료 교환은 약 40회 이루어질 것

으로 예측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50%의 여유도를 고려하여 원자로 운전수명 동안의 피로 하중 

사이클 수는 ni=60으로 설정하 다. 또한 식 (1-4)에서 허용 가능한 최대 반복 횟수인 Ni는 Salt

(alternating stress intensity value)를 ASME Section III Figure I-9.2.1에 대입하여 결정할 수 있

다. 여기서 Salt는 최대 주응력 범위값의 1/2로 결정한다. 즉,

max(0.5 )alt ijS S=                                    (1-5)

응력 해석으로부터 주요 부위에 대한 최대 Salt를 구하여 이를 피로 선도에 적용하여 구한 Ni

는 10
6 
(사이클)를 초과하는 값으로 나타났다. 위에서 계산된 ni 및 Ni 값으로부터 피로손상 계수 

U 는 1.0e-6보다 작은 정도의 매우 작은 값으로 나타났다. 이로부터 원자로 기동/정지 주기 하중
에 따른 열하중을 고려한 KALIMER-600 원자로 하부구조물의 피로 손상은 무시할 만큼 작은 값

으로 평가되어 응력 제한요건과 함께 구조건전성을 확보함을 알 수 있다.

2) 노심 캐처 개념 설계

KALIMER-600 노심 캐처 예비 설계

노심 캐처(core catcher)는 핵연료 노심 용융으로부터 방사성 물질의 환경 유출 방지를 위하여 

원자로용기 내부 하단에 설치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KALIMER-600에 적용 가능한 예비 설계 개

념을 도출하 다. 노심 캐처는 원자로 유형 및 내부구조 형상에 따라 여러 가지 개념이 있지만 

풀형 소듐냉각 액체금속로인 KALIMER-600에는 쟁반접시형(tray type) 노심 캐처가 가장 적합

한 개념이므로 이를 적용하여 개념 설계 자료를 도출하 다. 

노심 캐처는 노심지지구조물과 원자로용기 하부헤드 사이 공간에 위치한다. KALIMER-600의 

노심지지구조물은 스커트 형상으로 노심을 직접적으로 지지하는 유입실 하부판 아래에는 구조물 

없이 저온 소듐만 존재한다. 노심 캐처가 설치되는 유입실 하부판 하부 공간은 그림 3.1-8에서 보

는 바와 같이 최대 높이가 1.6m, 최대 반경은 2.855m이다. RV 하부헤드 중앙부에는 노심지지구

조물의 중심축을 안내하는 중심축 피벗이 설치되는데 반경은 60.0cm로 설정하 다. 쟁반접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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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IMER-600 노심 캐처는 용융된 노심을 모두 담을 수 있도록 평판의 직경 및 높이를 결정해

야 한다. 노심 용융은 운전 연료(driver fuel)가 모두 용융되는 사고를 가정한다. 그림 3.1-13의 

KALIMER-600 노심 배치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운전 연료는 모두 333개이며 각 집합체의 피치

는 약 18cm이다. 그러므로 운전 연료를 모두 담기 위한 노심 캐처의 최대 반경은 2.0m 이상이 되

어야 한다. 노심 캐처 중심에는 반경 60.0cm의 중심축 피봇이 위치하므로 노심 캐처 평판의 내부 

반경은 62.5cm로 설정한다.

Inner Core 117

Middle Core 96
Outer Core 120

Primary CR 12
Secondary CR 3

Reflector 72
B4C Shield 78
IVS 114
Radial Shield 90

Total 703

USS 1

Inner Core 117

Middle Core 96
Outer Core 120

Primary CR 12
Secondary CR 3

Reflector 72
B4C Shield 78
IVS 114
Radial Shield 90

Total 703

USS 1

Inner Core 117

Middle Core 96
Outer Core 120

Primary CR 12
Secondary CR 3

Reflector 72
B4C Shield 78
IVS 114
Radial Shield 90

Total 703

USS 1

      

그림 3.1-13 KALIMER-600 노심 배치도

노심 용융량을 고려하여 쟁반접시의 높이에 해당하는 원추모서리(conical edge) 치수를 결정

한다. 운전 연료의 전체 무게는 약 63톤이며, 핵연료 및 피복재의 도를 고려하여 핵연료 집합체

의 평균 비중을 12로 가정하 을 때, 이들이 차지하는 부피는 약 5.25m
3
이 된다. 이로부터 원추모

서리의 높이는 0.38m 이상 되도록 설계해야 한다.

     

그림 3.1-14 KALIMER-600 노심 캐처 설계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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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4는 개념 설정된 쟁반접시형 KALIMER-600 노심 캐처의 구조 형상과 명칭을 나타

낸 것이다. 용융된 노심이 유입실 하부판을 관통하면 노심 캐처 평판(recovery tray)으로 떨어지

는데 고온의 노심용융물이 직접 접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열차폐판(heat shield plate)이 

추가로 설치된다. 두 평판의 원주에는 원추모서리가 설치되어 용융물이 원자로용기로 흘러내리

지 않도록 한다. 노심 캐처 평판은 지지구조물(support structure)에 의해 지지되는데 이는 원주

방향으로 10도 간격으로 설치된다. 지지구조물은 원주방향보강재(circumferential rib)에 의해 원

주방향 강성을 확보하며, 노심 캐처 전체 하중은 하부쉘(bottom shell)에 의해 지지된다.

노심 캐처 임계도 계산

본 연구는 그림 3.1-14의 KALIMER-600 노심 캐처의 예비설계 구조물에 용융물질이 노심 캐

처 평판에 모이는 경우 미임계 유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노심 분야에서 수행한 몬테칼로 임

계도 계산 결과이다. 

시스템의 온도는 전 역에서 300
o
K로 일정하다고 가정하 다. 실제 노심용융 사고 시에 노심

하부구조의 묘사는 불가능하며 그 메커니즘 또한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적절한 가정이 필

요하다. 몬테칼로 임계도 계산은 다음의 여섯 가지 경우에 대하여 수행하 다.

A. 원자로 하부구조물 공간만을 고려한 경우

노심 캐처를 위한 원자로 하부공간을 시스템 경계로 해석한다. 즉, 원자로용기 및 하부격자판

은 해석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때, 용융물질은 원자로용기 바닥을 기준으로 노심 캐처 평판에서 

122.628cm 위치까지 존재한다.

B. 원자로용기 및 하부격자판을 시스템 경계로 취급한 경우

시스템 경계를 원자로용기 및 하부격자판까지 확장하여 해석한다. 

C. 하부격자판에 노심 용융에 의한 구멍이 난 경우

‘B’ 경우에 대하여 하부격자판에 내부반경이 62.5cm이고 외부반경이 220.0cm인 고리형 구멍이 

난 경우를 해석한다. 이때, 구멍 역은 소듐으로 채운다.

D. 녹아내린 하부격자판이 용융노심과 섞인 경우

‘C’ 경우에서 녹아내린 하부격자판의 물질이 노심 용융물질과 균질하게 섞인 경우에 대한 해

석이다. 섞인 하부격자판 물질의 체적만큼 노심 용융물질의 체적이 증가하여, 원자로용기 바닥을 

기준으로 노심 캐처 평판에서 133.171cm 위치까지 존재한다.

E. 316 SS 물질을 노심 용융물질에 균질하게 섞은 경우

‘B’ 경우에서 노심 용융물질에 316 SS를 질량비 10% 또는 20%를 균질하게 섞은 경우에 대하

여 해석한다. 각각에 대하여 용융물질의 높이는 원자로용기 바닥을 기준으로 노심 캐처 평판에서 

126.540cm 또는 130.341cm 위치까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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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노심 캐처 평판에 SS316 방사형 구조물을 설치한 경우

‘E’ 경우와 유사하게, 노심 용융물질 대비, 316 SS 구조물을 질량비 10% 또는 20%으로 노심 

캐처 Plate에 방사형 구조물을 설치한다. 각각에 대하여 용융물질의 높이는 ‘E. SS316 물질을 노

심 용융물질에 균질하게 섞은 경우’와 동일하다.

표 3.1-6은 여섯 가지 경우에 대한 유효 증배계수 계산 결과를 나타낸다. 표에서 보듯이 원자

로 하부구조물 공간만을 고려한 Case A 의 경우 (상부 부분은 소듐) 증배계수는 0.98278로 충분

히 미임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용기 및 상부의 하부격자판(lower grid 

plate)까지 고려한 Case B의 경우에는 이 역에서 중성자의 반사에 의해 증배계수가 1.0보다 

1500pcm 정도 초과하여 미임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Case C는 하부격자판에 구

멍이 난 후 이 구멍을 통해서 노심용융물이 내려간 것으로 가정하는 것으로 비록 적기는 하나 미

임계로 평가되었다. 또한 Case D와 같이 녹은 하부격자판이 노심용융물과 균질하게 섞인 경우를 

가정하면 충분한 미임계를 유지함을 알 수 있다. Case E는 Case B와 동일하나 노심용융물에 

10%, 20%의 316 SS를 균질하게 섞은 경우로 이는 노심 캐처 상부의 구조물의 일부가 녹는 것을 

가정한 것이다. 표에서 보듯이 이 경우에 모두 충분한 미임계가 유지됨을 볼 수 있다. Case E의 

경우는 노심캐처에 인위적으로 방사형의 구조물을 설치한 경우이다. 표에서 보듯이 용융노심구

조물 질량의 10%에 해당하는 질량이 되도록 316 SS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에도 증배계수가 

0.98507로 충분히 미임계를 유지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1-6 노심 캐처 임계도 계산 결과 [IOC-CD-010-2006]

입력 유형 증배계수 표준편차

A. 원자로 하부구조물 공간만을 고려한 경우 0.98278 0.00048

B. 원자로용기 및 하부격자판을 시스템 경계로 취급한 경우 1.01563 0.00052

C. 하부격자판에 노심 용융에 의한 구멍이 난 경우 0.99883 0.00049

D. 녹아내린 하부격자판이 용융노심과 섞인 경우 0.91480 0.00046

E-1. SS316 물질을 노심 용융물질에 균질하게 섞은 경우 

(316 SS 질량비 10%)
0.97761 0.00048

E-2. SS316 물질을 노심 용융물질에 균질하게 섞은 경우 

(316 SS 질량비 20%)
0.94531 0.00047

F-1. 노심 캐처 평판에 316 SS 방사형 구조물을 설치한 

경우 (316 SS 질량비 10%)
0.98507 0.00050

F-2. 노심 캐처 평판에 316 SS 방사형 구조물을 설치한 

경우 (316 SS 질량비 20%)
0.96306 0.0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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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심 캐처 예비 설계 치수 변경

KALIMER-600 노심 캐처 예비 설계 개념에 대하여 노심 분야에서 수행한 임계도 해석 결과 

Case B, Case C는 임계도를 만족시키지 않았으며, 그 대안으로 방사형 구조물 설치를 제시하

다. 노심분야에서 제시한 방사형 구조물 설치방안의 경우 임계도는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었지만 

방사형 구조물을 설치하면 용융물이 열차폐체 위에 고르게 퍼지지 않고 격리된 각각의 공간 내에

서만 존재하게 되어 임계도 관점에서 불리하다. 또한 노심 캐처의 제작 및 설치가 불리해지고 노

심 캐처가 지지해야 할 하중이 증가하는 단점이 있다. 즉, 용융물 질량의 10%에 해당하는 316 SS 

방사형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 총 두께가 80cm에 이르는데, 이는 2.5cm 두께의 평판을 38개 이상 

설치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렇게 제작되는 노심 캐쳐는 구조 형상이 매우 복잡해지고, 증가된 질

량은 원자로용기에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현재의 형상을 유지하면서 임계도를 만족시키도록 설계

를 변경하 다. 

일반적으로 고리형 원통 모형에 대한 증배계수를 살펴보면 반지름이 크고 높이가 작을수록 증

배계수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이를 근거로 노심 캐처 평판의 직경이 현재 220cm로 설정되었

는데 이를 230cm로 변경하 고, 이에 따른 용융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원추모서리의 최대 높이도 

45cm에서 42cm로 축소 변경하 다. 그림 3.1-15는 설계치수가 변경된 노심 캐처 단면과 3차원 

구조 형상을 나타낸 것이다.

    

(a) 설계 치수 변경                            (b) 3차원 구조 형상

그림 3.1-15 치수 변경된 노심 캐처 예비 설계 개념

치수가 변경된 KALIMER-600 노심캐처의 예비설계 구조물에 대하여 노심 분야에서 수행한 

몬테칼로 임계도 계산 결과는 아래와 같다. 

몬테칼로 임계도 계산은 ‘B’와 ‘C’ 두 가지 경우에 대하여 수행하 는데 이를 각각 ‘B-1’, ‘C-1’

이라 하여 기존의 경우와 구분하 다. 

B-1. 원자로용기 및 하부격자판을 시스템 경계로 취급한 경우

시스템 경계를 원자로용기 및 하부격자판까지 확장하여 해석한다(위의 Case B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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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 하부격자판에 노심 용융에 의한 구멍이 난 경우

‘B’ 경우에 대하여 하부격자판에 내부반경이 62.5cm이고 외부반경이 230.0cm인 고리형 구멍이 

난 경우를 해석한다. 이때, 구멍 역은 소듐으로 채운다. 

표 3.1-7은 두 가지 경우에 대한 유효 증배계수 계산결과를 나타낸 것으로써, C-1의 경우에는 

증배계수가 0.98이하로 충분히 미임계로 나타났으며, B-1의 경우에도 증배계수가 0.994 이하로 

나타나 미임계를 유지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예비 설정된 노심 캐처를 KALIMER-600에 적용하

기 위해서는 가상 노심용융 사고 시나리오 작성, 용융 노심 냉각 타당성을 포함한 열수력학적 해

석 및 재임계 가능성 분석, 열하중을 포함한 응력 해석 및 구조건전성 평가 등과 같이 구조 분야

에 국한되지 않고 타 분야와 연계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표 3.1-7 노심 캐처 임계도 계산결과 (노심 캐처 평판 직경 증가)

입력 유형 증배계수 표준편차

B-1. 원자로용기 및 하부격자판을 시스템 경계로 취급한 경우 0.99393 0.00047

C-1. 하부격자판에 노심 용융에 의한 구멍이 난 경우 0.97934 0.00049

3) 원자로구조물 상부내부구조물 구체화

액체금속로의 원자로 상부내부구조물(Upper Internal Structure, UIS)은 원자로헤드의 회전플

러그 중심부에 용접되어 고온풀 방향으로 향하는 형상으로, 그 주요 기능은 아래와 같다.

- 제어봉 구동축의 수평 지지

- 소듐 유체기인진동으로부터의 제어봉 구동축(driveline) 보호

- 노심 상부에 위치하는 계장기기 지지

- 노심에서 방출되는 소듐의 혼합 촉진

- 노내 핵연료교환기 지지 

KALIMER-600의 상부내부구조물은 수평 지지 없이 상단부만 고정 지지되는 길이 10m 정도

의 외팔보 형상이다. 상부내부구조물은 노심을 통과한 고온의 소듐이 가장 먼저 접촉하는 구조물

로서 노심출구 온도 분포 측정 및 소듐 혼합 촉진 등을 통하여 원자로의 정상 운전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 연구에서는 KALIMER-600에 적용될 상부내부구조물의 구조형상

을 구체화하고, 이에 따른 정상 운전 및 가상 사고조건에서의 온도분포 특성을 검토하여 열하중

에 의한 구조설계 적합성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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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부내부구조물 구조 개념

KALIMER-600 상부내부구조물은 3개의 원통 구조물이 용접 접합되는 형상이며, 재질은 316 

SS이다. 원통 실린더는 위치에 따라 상부 원통, 중간 원통, 하부 원통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림 

3.1-13의 KALIMER-600의 노심 배치도에서 알 수 있듯이 노심 직경은 551cm이며 운전 연료

(driver fuel)의 경계부 직경은 약 340cm이다. 또한 각 핵연료 집합체의 직경은 18.31cm, 집합체

의 피치는 18.71cm가 된다.

KALIMER-150에서는 핵연료 교환 방식을 단일 회전플러그 방식을 사용하 기 때문에 수직

인출기가 상부내부구조물 안쪽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그림 3.1-16(a)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부내

부구조물 원통에 슬롯을 만들었다. 하지만 KALIMER-600은 2중 회전플러그 방식을 채용하기 때

문에 그림 3.1-16(b)와 같이 IVTM 작동을 위한 슬롯이 필요 없게 된다. 이럴 경우 UIS 원통 내

외부로의 소듐 유동을 위한 개방 공간이 없어지므로 풀 내부의 급격한 온도 상승과 같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UIS는 원통 내외부의 과도한 온도차에 의해 발생하는 열하중으로 인하여 구조건전

성이 취약할 수 있다. 그래서 UIS 원통 구조물은 소듐 흐름을 위한 hole이 존재하는데, 현재 설정

된 설계 자료는 일차소듐 역에서는 원통 구조물에 슬롯이 존재하지만 커버가스 역에는 슬롯

이 없는 원통 구조 형상이다.

 또한 원통 구조물에 만들어진 hole은 제어봉 안내관을 비롯한 각종 계장기기들의 설치시 접

근성을 용이하게 한다. 현재 설정된 상부구조물의 하부바닥 공극률(유체 투과면적/하부 단면적)

은 40%∼50% 정도이다. 냉각재의 실린더 측면 투과 공간비율은 중간 실린더인 경우 20%, 상하

부 실린더 측면은 35%로 예상하고 있다. 그림 3.1-16(b)는 KALIMER-600 상부내부구조물의 구

조형상을 개략적으로 나타낸 것으로서, 그림에서 보인 UIS 원통구조물의 hole 크기나 위치 등에 

대한 타당성은 유체 계통의 상세 검토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a) KALIMER-150                      (b) KALIMER-600

그림 3.1-16 상부내부구조물 구조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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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IMER-600에는 그림 3.1-13의 노심 배치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12개의 제어봉이 삽입된

다. 상부내부구조물의 주요 기능 중 하나가 제어봉 안내관을 수평 지지하여 제어봉이 정확하게 

노심으로 삽입, 인출되도록 하는 것이다. 제어봉은 제어봉 안내관을 내부를 통해 노심으로 삽입

되므로 원자로 운전 및 사고 조건에 대하여 제어봉 안내관의 변위는 항상 변위 제한치 이내의 값

이 되어야 한다. 

제어봉 안내관도 원통 구조물과 마찬가지로 상부, 중간, 하부로 나눌 수 있다. 상부와 중간 부

분의 제어봉 안내관은 고온 물성이 우수한 316 SS를 사용하여 원통 구조물과의 이종용접부를 제

거하 다. 하지만 큰 열하중을 직접 받는 제어봉 안내관의 하단부는 Inconel-718을 사용하여 제

작한다. 하단부는 중간부와 재료가 다르기 때문에 이들의 연결은 용접 또는 기계적 결합으로 이

루어져야 하지만, 이종 용접부위는 구조 건전성을 취약하게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계적인 결합

으로 이들을 연결한다. 상부와 중간부의 제어봉 안내관은 두께 10cm의 평판에서 용접으로 서로 

연결되고 또한 평판에서 지지된다.

제어봉 안내관 내부에는 제어봉을 안내하는 제어봉 구동 안내관(control rod drive line)이 있

고 외부에는 소듐으로부터 제어봉을 보호하는 제어봉 보호관(shroud tube)으로 이루어진 2중 튜

브 구조이다. 그리고 구동 안내관과 보호관 사이에는 상호간의 수직 축을 동일한 위치가 되도록 

유지하기 위하여 기계적 내마모 성질이 우수한 Inconel-718로 된 가이드 부싱(guide bushing)을 

설치한다. Inconel-718 가이드 부싱은 316 SS 재질의 제어봉 구동 안내관에 용접이 아닌 기계적 

링 장치로 설치함으로써 이종용접부를 제거하 다. 이러한 2중 튜브 구조의 제어봉 안내관은 위

치에 무관하게 제어봉 안내관 전체에서 적용된다. 그림 3.1-17은 제어봉 안내관의 구조 형상을 

개략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3.1-17 제어봉 안내관 구조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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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부내부구조물 설계 구체화

상부내부구조물의 상부 원통은 노심 출구를 통과한 고온 소듐을 중간열교환기로 안내하는 역

할을 하는데, 상단부가 회전플러그 하부에 용접된다. 상부내부구조물은 상단부가 회전플러그에 

용접 지지되는 것 이외의 측면 지지장치가 없으므로 수평하중에 취약한 구조이다. 그러므로 상부 

원통은 지진에 의해 발생하는 변위 값이 제한치 이내가 되어 노심에 대한 제어봉의 거동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상부 원통은 노심 핵연료 집합체의 직경을 고려

함과 동시에 상부내부구조물에 작용하는 수평 하중에 대한 강성을 유지하도록 두께 및 외경이 설

정되어야 한다. KALIMER-600 상부내부구조물의 상부 원통직경은 노심 직경내에 있는 12개의 

제어봉 안내관이 포함되도록 최대 외경은 310cm, 두께는 2.5cm로 설정하 다. 상부 원통의 길이

는 490.0cm로 설정하 고 그 하부에는 두께가 10cm인 상부연결평판에 연결되는데, 원판의 중앙

부에는 중간 원통이 용접 부착된다. 그러므로 외경이 310.0cm인 상부 원통은 평판을 포함한 길이

가 500.0cm이다.

중간 원통은 상부 원통 하단부의 상부연결평판의 하부에 용접되어 노심 상단을 향하는 수직 

원통구조물이다. 중간 원통은 제어봉 안내관의 제작 설치를 용이하게 하고, 소듐의 유동을 원활

하게 하기 위하여, 제어봉 안내관이 원통의 외부에 위치하는 설계 개념을 설정하 다. 노심 배치

도에서 제어봉과 노심 중심부의 거리는 약 81cm이므로 중간 원통의 외경은 160cm 이내가 되도

록 설계한다. 그러므로 KALIMER-600 상부내부구조물의 중간 원통은 직경이 150.0cm, 길이는 

4.5m로 설정하 다. 중간 원통의 직경은 상부 원통의 직경보다 작으므로 수평 하중에 대한 충분

한 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중간 원통의 두께는 상부 원통보다 두꺼운 5.0cm로 설정하 다. 

원자로헤드 하부에서 노심 상단까지의 거리가 10.5m, 상부 원통의 길이가 5.0m, 제어봉 안내

관과 노심 출구 사이의 높이가 5cm로 설정되었으므로, 5.45m에 이르는 중간 원통부의 제어봉 안

내관은 노심 출구 유동이나 지진에 의한 수평 하중에 매우 취약하다. 이러한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중간 원통 하부에는 하부 원통이 용접되어 제어봉의 위치를 고정시키도록 한다. 하부 원

통은 직경이 상부 원통과 동일하게 310.0cm, 길이는 70.0cm로 설정하 으며, 각 부분의 두께는 

상부판이 7.5cm, 하부판이 2.5cm, 원통은 2.5cm로 설정하 다. 하부 원통의 하부판 밑면에는 316 

SS 재질이며 두께가 1.5cm인 열충격 라이너를 설치하여 UIS의 열충격 향을 감소시키며, 열충

격 라이너 하단부에는 소듐 온도차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열스트라이핑 하중으로부터 UIS를 보

호하기 위한 열스트라이핑 라이너를 부착한다. 열스트라이핑 라이너의 재질은 내피로 성질이 우

수한 Inconel-718을 사용하며 두께는 1.0cm로 설정하 다. 그림 3.1-18(a)는 KALIMER-600 상부

내부구조물의 구조 형상 및 각 부분의 치수를 나타내었고, 그림 3.1-18(b)는 상부내부구조물의 수

직방향 설계 치수를 나타낸 것이다.

원통 구조물의 직경은 노심을 통과한 소듐의 온도를 측정하기 위한 열전대의 위치와 노심 핵

연료 집합체에 설치되는 계측장치들의 크기 및 위치에 따라 현재 설정된 값이 변경될 수 있지만 

현재 설계 단계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생산되지 않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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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구조 개념도                          (b) 설계 치수

그림 3.1-18 KALIMER-600 상부내부구조물 

고주기 피로손상 해석

열스트라이핑 현상은 정상 운전시 고온과 저온의 유체가 불완전 혼합하여 주변구조물에 임의

로 요동하는 온도하중을 가하게 되는 현상을 일컫는데, 예를 들면 노심의 핵연료집합체를 통과하

는 고온 소듐과 제어봉집합체를 통과하는 저온 소듐이 노내 상부내부구조물 하부 역에서 불완

전 혼합하여 UIS 하부 구조물에 불규칙한 온도 하중을 유발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온도

하중이 구조물 표면에 작용하면 큰 열응력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고주기 열피로 현상에 의한 

균열 생성 및 진전이 발생하여 고조물의 기능상실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상세한 분석과 대비

책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참고문헌에서 제시한 열응력평가 단순 절차에 의한 상부내부구조

물의 열스트라이핑 해석 및 방지 대책을 제시하 다.

KALIMER-600 상부내부구조물의 구조 형상은 그림 3.1-18에 제시된 바와 같다. 원자로내의 

저온 소듐(390℃)은 노심을 통과하면서 뜨거워지는데, 핵연료집합체를 통과한 소듐은 약 155℃ 

정도 온도가 상승하지만 제어봉집합체를 통과한 소듐의 온도 증가는 10℃ 이내의 작은 값이다. 

이러한 온도차가 큰 소듐이 혼합되면 불완전 혼합으로 인한 온도 요동이 발생하게 된다. 온도 요

동의 크기는 유체의 혼합과 유체와 구조물 표면 사이의 경계층 효과로 감쇠되는데 이렇게 감쇠된 

온도요동이 구조물 표면에 정상운전 중 고주기 피로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열스트라이핑 하중을 받는 구조물에 대한 고주기 피로 손상 균열 발생 여부 평가는 다음의 3

단계로 이루어진다. 첫째, 노심집합체를 통과하는 소듐의 온도차에 의해 발생하는 열스트라이핑 

포텐셜의 크기와 유체 혼합에 의한 열스트라이핑 하중의 감쇠량을 평가한다. 둘째, 소듐과 구조

물 사이의 경계층을 포함한 열전달 해석을 수행하여 구조물 내에서의 온도분포 양상을 계산한다. 

셋째, 구조물의 열응력 및 변형률 해석에 의한 구조건전성을 평가한다.



- 33 -

노심을 구성하는 집합체들을 통과한 소듐의 최대 온도차를 스트라이핑 포텐셜이라 정의하는

데 이는 주로 핵연료집합체를 통과한 소듐과 제어봉집합체를 통과한 소듐의 온도차에 의해 발생

하며, 일반적으로 불확실성 요소 때문에 원자로내의 고온소듐과 저온소듐의 온도차보다 큰 값을 

갖는다. 노심 출구위에 위치한 UIS 하단부에서의 열스트라이핑 하중은 노심출구로부터의 열스트

라이핑 포텐셜이 유동 혼합에 의한 감쇠가 발생하여 작아지게 되는데 감쇠량은 실제의 형상과 조

건을 모사한 실험에 의해 가장 잘 예측될 수 있다. 노심 집합체를 통과하는 서로 다른 온도의 소

듐 유량과 속도비, 고온과 저온 소듐의 혼합 역의 모양과 혼합조건 및 노심출구로부터 구조물

까지의 거리에 따라 감쇠량은 달라진다. 여기서는 열스트라이핑 하중을 받는 UIS 하부판의 거동

분석을 위해 감쇠를 고려하지 않은 보수적인 계산을 위하여 스트라이핑 포텐셜이 구조물 경계층

에 작용한다고 가정하 다. KALIMER-600의 저온 소듐과 고온 소듐의 최대 온도차는 약 155℃

이지만 미국 ALMR(Advanced Liquid Metal Reactor)에 사용되었던 스트라이핑 포텐셜에 가까

운 값인 200℃를 사용하여 해석의 보수성을 더하 다.

열전달 해석을 위한 열스트라이핑 온도 주파수는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0.1Hz부터 10Hz로 

설정하여 각주파수 성분에 대해 사인파(sine wave) 형태의 온도하중을 사용하 다. 열응력은 구

조물 내부로 열스트라이핑 하중이 침투하는 깊이에 의존하는데 해석 대상인 UIS 하단부에 대한 

일차원 열전달해석으로 보수적인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유체와 구조물의 경계층에서의 열스트

라이핑 감쇠는 막계수와 주파수 성분에 의존하며 실험적인 동적 막계수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

지 않다. 경계층 감쇠효과를 조사하기 위한 실험적 연구가 수행되었지만 각각의 독특한 환경에서 

수행된 결과이므로 이를 모든 액체금속로에 공통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 따라서 막계수 값들을 

참고문헌을 참조하여 28400, 113600, 454400 J/sec・m2・℃의 3가지 값으로 설정하고, 또한 하중 
주파수는 0.5, 1, 2Hz의 3가지 값을 설정하여 막계수와 주파수 값들을 조합한 9가지 경우에 대한 

표면 감쇠효과와 열스트라이핑 침투 거동을 분석하 다.

UIS 하부 구조물은 2.5cm 두께의 UIS 하부판 및 1.5cm 두께의 열충격 라이너로 이루어지는

데 이들의 재질은 316 SS이고 서로 용접된다. 일차원 열전달에 사용되는 UIS 하부판은 두 구조

물을 합친 두께 4.0cm의 구조물을 일컫는다. 그림 3.1-19는 열전달 해석에 사용된 해석 모델 및 

하중을 나타낸 것이다. 사인파 형태의 열스트라이핑 하중의 평균온도는 노심출구 소듐의 평균온

도인 545℃로 가정하 고 온도의 상하 변동폭은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보수적인 값인 200℃로 

설정하 다. UIS 하부판의 바닥면에 열스트라이핑 하중을 가하고 윗면은 정상운전시 고온소듐 

온도인 545
o
C를 적용하 다. 열전달해석에서 시간적분을 위한 시간증분 요건은 다음과 같다.

                          )/2(/2 ckht ρ≤∆ ,                                  (1-6)

여기서 h는 요소의 길이, k는 열전도 계수, 는 도, c는 비열을 나타낸다. 316 SS의 물성치를 적

용하면 시간증분 한계는 0.1sec가 되는데 본 해석에서는 보수적인 시간증분 설정과 계산의 편리

를 위하여 0.028sec를 사용하 다. 평균온도인 545℃에서 316 SS의 도, 비열, 열전도 계수는 각

각 7736 kg/m
3
, 578.5 J/kg・℃, 21.6 W/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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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9 열전달 해석 모델 및 하중

 

UIS 하부판에 대한 열전달 해석결과는 시간에 대한 온도의 변화로 나타나는데 구조물 두께방

향으로의 열스트라이핑 침투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각 위치에서의 시간이력결과의 포락선을 작성

하여 비교하 다. 그림 3.1-20(a)와 (b)는 각각 28400과 454400 J/sec・m2・℃의 열전달계수를 사
용하 을 때 0.5, 1, 2Hz의 3가지 주파수값의 열스트라이핑 침투거동을 보여주고 있다. 열스트라

이핑 하중의 주파수가 커지면 표면 근처에서의 온도요동크기가 많이 감쇠되고 두께 방향으로의 

열스트라이핑 침투 깊이는 열전달계수 값에 상관없이 거의 일정함을 알 수 있다. 

그림 3.1-21(a)와 (b)는 열스트라이핑 하중 주파수가 각각 0.5Hz와 2Hz일 때 28400, 113600 및 

454400 J/sec・m2・℃의 3가지 열전달계수 값을 사용한 경우에 대해 두께방향으로 열스트라이핑 
침투와 표면감쇠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열스트라이핑 하중의 주파수가 비교적 고주파인 2Hz인 

경우에는 열전달계수 값이 작아짐에 따라 표면에서 감쇠현상이 크게 일어나고 저주파인 0.5Hz인 

경우에는 표면에서의 감쇠가 2Hz인 경우와 비교하면 비교적 작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두께 방향

으로 스트라이핑 침투깊이는 0.5Hz인 경우가 2Hz인 경우보다 상당히 커짐을 알 수 있다.  

해석 결과 구조물 내부의 열스트라이핑 침투깊이는 주파수 성분에 크게 향을 받고 구조물 

표면에서의 감쇠 효과는 주로 막계수에 의존함을 알 수 있었다. 열스트라이핑 하중의 고주파 성

분은 구조물 내부 두께 방향으로 깊이 침투하지 못하고 막계수 값이 작아지면 표면에서 급격하게 

감쇠하 다. 그림 3.1-20과 그림 3.1-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파수와 막계수의 조합에 따른 표면 

감쇠 정도의 차이가 무척 크기 때문에 실제 적용 대상인 구조물에 대해서 보다 정확한 분석을 수

행하려면 실험에 의해 실제에 가까운 스트라이핑 감쇠값과 주파수 성분을 구하는 것이 필수적이

다. 만일 실험 수행이 어려운 경우는 구조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가지 불확실성을 고려한 

가장 보수적인 값들을 사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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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전형적인 스트라이핑 하중의 주파수 성분인 1Hz의 경우 30년 수명 동안 구조물에 

9.5×10
8
 회 작용하게 되는데 이는 ASME 코드의 설계 피로곡선의 데이터 범위인 1×10

6
 사이클을 

크게 넘어서기 때문에 적절한 피로손상 평가를 수행하기 어렵다. 따라서 수명 기간 동안 작용하

는 스트라이핑 하중의 작용회수를 포함하는 설계 피로곡선을 확보할 수 없다면 UIS 하부판을 열

스트라이핑 하중으로부터 보호할 방지책을 마련하여 하부판의 구조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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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0 주파수에 따른 두께방향 온도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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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1 막계수에 따른 두께방향 온도분포

이를 위하여 UIS 하부판에 내피로 성질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진 Inconel-718로 만든 라이너를 

착 설치함으로써 하부판에 스트라이핑 하중이 미치는 향을 줄이고, 또한 하부판 아래로 연장 

설치된 제어봉안내관 보호관도 Inconel-718로 제작함으로써 스트라이핑 하중에 의한 피로 손상

을 최소화하도록 하 다. Inconel-718 라이너의 적절한 두께는 316 SS와 Inconel-718 라이너 두 

재질의 스트라이핑 열전달 특성이 거의 비슷하다는 참고문헌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앞에서 수행

한 316 SS의 해석결과를 사용하여 라이너의 두께를 다음과 같이 결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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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0과 그림 3.1-21에 나타난 결과들로부터 열스트라이핑 하중을 받은 구조물 내부의 

온도진폭은 두께 방향으로 0.5cm 정도 깊이에서 아주 작아지며 0.1Hz인 저주파 성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1.0cm 정도의 깊이에선 온도진폭이 거의 사라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UIS 하부판

에 설치할 Inconel-718 라이너의 두께는 잠정적으로 1.0cm로 결정하 다.

KALIMER-600의 상부내부구조물에 대한 구조건전성 평가는 기존 연구 방법을 토대로 단순

해석을 통한 열스트라이핑 응력을 계산하고 이에 따른 구조건전성 평가를 수행하 다. 열스트라

이핑 하중의 구조물 표면 감쇠율은 주파수와 막계수에 따라서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실험결과

로부터 구한 실제 주파수성분과 표면 감쇠율이 아닌 다른 특정 값을 가정하여 사용할 때는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설계 안전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 보수적인 가정을 하 는데, 노

심으로부터의 열스트라이핑 포텐셜을 보수적으로 큰 값을 설정하 고 이 값이 구조물 표면에 도

달하기까지 유동혼합에 의한 감쇠 향을 배제하 으며 또한 표면의 경계층을 통해 구조물 표면

에서 요동하는 온도진폭을 소듐 온도진폭의 95%로 가정하 다. 

만일 요동하는 온도하중이 평판의 아주 작은 역에 작용하여 평판의 표면에만 향을 줄 경

우 그 역에서 온도요동으로 인한 변형은 주위 역에 의해 완전히 구속되었다고 가정하여 이차

원적으로 구할 수 있는데 이때 이축 열응력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 )/ 2
1thermal

E Tα
σ

ν
⋅ ⋅ ∆

= ±
−                                  (1-7)

여기서 T는 표면에 작용하는 온도요동의 상하 변동폭이다. 

UIS 하부판에 작용하는 열스트라이핑 하중이 판 전체에 균일하게 작용하고 하부판의 두께 방

향으로 깊이 ts까지 선형적으로 작아진다고 가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이축 열응력을 계산하는 단

순식을 전개하 는데 하부판의 양단에는 굽힘을 억제하는 경계조건을 사용하 다. 즉, 하부판의 

스트라이핑 침투 깊이 역에서는 선형 온도구배를 갖고 나머지 두께에서는 일정한 평균 온도값

을 갖는 경우이므로 판두께 전체적으로는 비선형 온도구배 문제가 된다. 열스트라이핑 응력은 다

음과 같이 유도되었다.

                  

( ) ( )1 / 2 / 2
1

s stri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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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t t Tα
σ

ν
⋅ ⋅ − ⋅

= ±
−                        (1-8)

여기서 T striping은 온도요동의 상하 변동폭, t는 판두께, ts는 스트라이핑 침투깊이를 나타내며 침

투깊이는 판두께의 일부에 해당한다. 위 식에 대한 검증은 참고문헌을 통해 그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545℃에서 316 SS의 률, 포와송 비 및 열팽창계수는 각각 154.6GPa, 0.306, 

18.42e-6/℃이고, Inconel-718의 경우는 각각170GPa, 0.275 및 14.4e-6/℃이다. 해석에 사용된 표

면에서의 온도요동 상하폭은 소듐 온도요동 상하 변동폭의 95%인 190℃이다. 

Inconel-718 라이너를 부착하지 않았을 경우 316 SS 하부판의 스트라이핑 응력은 스트라이핑 

침투깊이를 0.5cm로 고려하 을 때 365MPa이 되고 이는 항복응력인 116MPa을 크게 넘는 값으

로 좀 더 구체적인 분석을 위해서는 탄소성 해석이 요구된다. 스트라이핑에 의한 국부 역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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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률 범위는 0.24%인데 이는 탄성적으로 구한 값이어서 실제의 탄소성 변형률보다는 작은 값이

다. 탄성 변형률 값인 0.24%를 ASME 코드의 설계 피로곡선에 적용하면 허용 사이클 수가 8450

회인데 이는 1억 사이클을 상회하는 스트라이핑 주파수를 고려하면 무척 작은 값으로 UIS 하부

판은 피로손상으로 인한 균열이 발생하고 구조 건전성을 잃게 된다. UIS 하단부의 열스트라이핑 

포텐셜은 본 해석의 값보다 작아질 것이고 유동의 혼합으로 인한 감쇠 효과가 크고 또한 하부판

에서 온도분포가 균일하지 않고 비주기적일 것이기 때문에 열응력과 변형률이 작아질 것으로 예

측되지만 고주기 피로손상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는 Inconel-718 라이너를 부착하지 않은 UIS 

하부판은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부판에 두께 1.0cm의 Inconel-718 라이너를 설치했을 경우는 열스트라이핑 응력은 241MPa

이 되고 탄성적으로 구한 변형률은 0.14%이다. ASME 코드는 Inconel-718의 설계허용강도와 설

계피로곡선을 제시하고 있지 않지만 545℃일 때 항복응력이 890MPa인 점을 고려하면 응력으로 

인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설계피로곡선도 109 사이클일 때 변형률범위가 0.4% 이

상일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피로손상도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이는 Inconel-718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하여 추가 검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여러 

가지 보수적인 가정들을 사용하 는데 문헌을 참조하여 보수성을 조금 줄여서 스트라이핑 포텐

셜을 200℃ 대신 150℃를 사용하면 응력 및 변형률 값이 작아져서 구조건전성이 크게 향상될 것

으로 판단된다. UIS 하단부 구조물을 신뢰성 있게 설계하기 위해서는 상세한 해석과 실험이 요구

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열스트라이핑 방지책으로 UIS 하부판에 Inconel-718 라이너를 부착하는 

것을 제시하 고 이는 개념설계 단계 요건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용

접성이 떨어지는 Inconel-718 라이너의 적절한 부착 방법을 비롯하여 본 연구에서 가정된 값들 

대신 설계 값을 적용한 상세 해석 및 이에 대한 해석 검증 실험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나. 원자로구조물 고온설계 및 지진설계 적합성 평가

1) 원자로 내부구조물 개념설계 적합성 평가

구조 개념 검토

KALIMER-600 원자로 내부구조물은 노심 출구를 통과한 고온의 소듐을 중간열교환기로 안

내하고, 중간열교환기를 통과한 저온의 소듐이 일차펌프로 유입되도록 저온풀을 형성하여 효율

적인 일차 열전달 계통을 구성한다. 이러한 원자로 내부구조물은 노심지지물, 유입실, 원자로배

플, 분리판 등 여러 가지 구조물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고온 소듐과 저온 소듐의 경계를 형

성하는 구조물에 대한 구조 개념을 검토한다. 

일차 열전달 계통이 원자로용기 내부에 설치되는 풀형 원자로의 경우 원자로 내부구조물은 필

수적으로 고온냉각재와 저온냉각재의 경계를 형성하는데 이는 노심 출구의 고온냉각재와 중간열

교환기를 통과한 저온냉각재의 경계부위가 되는 노심상부의 내부구조물에서 형성된다. 

KALIMER-600의 경우 고온 및 저온 냉각재가 내부구조물에 직접 접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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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원자로배플로 이루어진 환형 격리구조를 적용하 는데 이는 원자로내부구조물에 발생하는 온

도구배를 최소화하는 설계 개념이다. 

원자로 내부구조물은 환형 격리구조로서 고온 소듐으로부터 원자로용기를 보호하기 위한 원

자로배플과 이를 지지하는 지지구조물 그리고 지지배럴을 통과한 고온 소듐을 중간열교환기로 

안내하는 격리판으로 구성된다. KALIMER-600의 노심을 구성하는 덕트집합체 중에서 노심 열

출력을 발생시키는 구동 핵연료 집합체(Drive Fuel Assembly)는 노심의 중앙부에 위치하므로 노

심 출구를 통과한 고온 소듐은 냉각재 혼합 과정을 거쳐 노심 출구높이보다 더 높은 곳에서 지지

배럴과 접촉한다. 그러므로 원자로배플 지지구조물의 수직 위치는 고온 소듐냉각재보다 아랫부

분에 위치하여 열응력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결정되어야 한다. 또한 원자로배플의 상단은 

저온냉각재의 수위가 상승할 경우 고온/저온 냉각재가 직접 접촉하는 열경계 부분으로 열응력 집

중이 예상된다.

정상상태 열응력 해석

KALIMER-600 원자로용기 내부구조물의 열전달은 기존의 연구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전도, 

대류, 복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루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정상 운전상태에서의 원자로 

내부구조물의 열전달 및 열응력 해석이 주요 목적이므로 원자로 구조물 온도 분포 자료를 바탕으

로 열전달 해석을 먼저 수행한다. 열전달 해석에는 SOLID70 3-D Thermal Solid요소를 사용하

고, 구조물 재료는 316 SS이다. 그림 3.1-22는 정상 운전상태에서 원자로 내부구조물의 온도분포

를 나타낸 것이다. 냉각재의 노심 출구온도는 노심의 덕트 위치에 따라 온도 분포가 다르게 나타

나지만 소듐 액위가 상승하면서 균일한 온도분포를 가지도록 혼합된다. 이로 인한 지지배럴의 온

도분포는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저온에서 고온으로 높이에 따라 증가하는 분포 특성을 가진

다. 원자로배플의 온도 분포는 고온 냉각재와 저온 냉각재가 혼합되는 격리판 하부 환형 공간에

서는 높이에 따라 점차 온도가 높아지는 분포를 보이지만, 고온 풀 역에서는 고온으로 일정하

게 유지된다. 하지만 저온 냉각재와 직접 접하는 원자로배플 외부 표면의 온도는 400℃ 전후의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 값을 나타낸다. 이로 인해 원자로배플 환형 공간은 내외부 표면의 온도차

로 인하여 향후 큰 열응력이 예상된다. 환형 격리 공간에는 DHX를 고온 냉각재로부터 보호하는 

DHX 지지통(Support Barrel)이 원자로배플 지지구조물에 설치된다. DHX 지지통의 하부는 환형 

격리공간 내에 있으므로 높이에 따라 온도가 상승하는 분포를 가지며, 상부는 고온 풀 역에 있

으므로 고온 풀에서의 냉각재 온도 분포를 따른다.

 열전달 해석 결과로부터 원자로 내부구조물에 대한 열응력 해석을 수행하 다. 열응력 해석

을 위한 변위 경계조건은 원자로용기에 의해 지지되는 노심지지구조물의 하부 끝단의 수직방향 

거동을 구속하 다. 그림 3.1-23은 정상 상태에서의 원자로 내부구조물 응력강도 분포 결과를 나

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자로배플의 저온 냉각재 접촉부에서 큰 열응력이 발생

함을 알 수 있는데 최대값은 110MPa로 나타났다. 또한 크립 발생온도 이하에 해당하는 부위의 

응력은 3Sm(330MPa)보다 현저히 작은 값을 나타냄으로서 허용 응력을 만족시킴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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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2 온도분포 결과(정상 상태)           그림 3.1-23 응력강도 결과(정상 상태)

고온 구조건전성 평가

일반적으로 노심지지구조물을 포함한 원자로 내부구조물의 구조건전성 평가에는 ASME 

B&PV Section III Subsection NG가 적용된다. 하지만  크립 효과가 발생하는 고온 구조물의 건

전성 평가는 ASME Code cases N-201-4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스테인레스강의 경우 427℃ 이상

을 크립 역의 고온 구조물로 구분한다. 온도 분포 결과로부터 알 수 있듯이 원자로 내부구조물

은 크립 발생 온도 역 뿐만 아니라 그 이하의 온도 분포도 나타나지만 본 연구에서는 보수적인 

연구 결과를 위하여 원자로 내부구조물의 최소 온도를 427℃로 가정하 다. ASME 코드에 따른 

고온의 원자로 내부구조물의 구조건전성 평가는 응력 및 누적 비탄성 변형률 제한 요건, 그리고 

크립-피로 손상 평가로 이루어진다. 

정상 운전상태에서의 하중제어 응력 제한 요건은 일차 막응력과 굽힘응력 값으로부터 평가되

는데 본 연구에서 원자로 내부구조물에 작용하는 하중으로는 열응력이 주된 하중이고 일차응력

은 무시할 수 있을 만큼 작은 값이다. 그러므로 일차응력이 아닌 이차응력이 주로 작용하는 내부

구조물은 응력 제한 요건을 충분히 만족할 것으로 판단된다. ASME 설계코드에서 규정하는 고온 

원자로내부구조물에 대한 누적 비탄성 변형률 한계요건은 고온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변형률 

성분을 만족시킬 것을 규정하고 있다.

1.0%Membraneε ≤ , 2.0%Bendingε ≤ , 5.0%Localε ≤                           (1-9)

ASME 설계에서는 위의 요건들을 검토하는 방법으로는 탄성해석 방법과 단순비탄성해석 방

법이 있다. 탄성해석 방법은 일차응력이 존재할 경우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열하중만을 고려

한 본 연구에 적용하기는 부적합하며, 단순비탄성해석 방법은 열응력 중에서 막응력 성분을 일차

응력으로 분류하도록 함으로써 열하중에 의한 비탄성 변형률 한계요건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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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규정에 의해 계산된 최대 누적 크립-라체팅 변형률은 모재인 경우에는 1.0%이하, 용

접재인 경우에는 0.5% 이하를 만족하도록 요구한다. 본 연구에서는 원자로 핵연료 교환을 위한 

원자로 기동/정지 사이클을 고려하여 응력이 크게 나타나는 원자로배플 하부 환형공간의 수직방

향 높이에 따른 누적 비탄성 변형률 한계요건을 평가하 다. 누적 비탄성 변형률 해석을 위해서

는 원자로정지 및 정상 상태로의 과도 운전해석 결과가 필요하겠지만 이전의 연구로부터 과도한 

비선형 거동이 나타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선형적으로 구조물의 온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표 3.1-8 누적 비탄성 변형률 평가 결과

표 3.1-8은 원자로 내부구조물 중에서 그림 3.1-23에 보인 바와 같이 정상상태에서 열응력이 

크게 발생하는 원자로배플 주요부위에 대하여 원자로 30년 운전 수명을 고려한 누적 비탄성 변형

률 평가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부위에서 변형률 제한치를 큰 여유

도를 유지하며 만족시킴을 알 수 있다 KALIMER-600의 운전 수명은 60년으로 설정되었으나, 

ASME 등시곡선에서는 현재 30년까지의 재료물성치를 제공하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가 우선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원자로 운전수명 동안에 운전조건 A, B 그리고 C 하중에 의해 발생되는 누적 크립-피로 손상

은 다음의 손상 평가식을 만족해야 한다.

1 1

p q

j kd dj k

n t D
N T= =

   ∆
+ ≤   

   
∑ ∑

                             (1-10)

본 연구에서의 크립-피로 손상 평가는 표 2의 주요 부위 중에서 누적 비탄성 변형률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E2와 온도가 가장 높은 E4에 대하여 수행하 다. E2 및 E4에 대하여 원자로 정지 

및 정상 운전 조건을 고려한 총 변형률 범위는 각각 0.058(%), 0.0076(%)로 나타났는데 이는 크립

-피로 손상 평가선도의 제한치 이내의 아주 작은 값으로 평가되었다. 크립-피로 손상 평가에서 

가정된 운전수명은 30년인데 60년 운전수명을 고려하면 실제 손상량은 이보다는 크게 평가되겠

지만 구조건전성에 향을 미칠 정도의 값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Elevation

(m)

Total Strain

(%)

Limit

(%)

Avg.Temp.

(℃)

E1(9.31) 0.0025 1.0 414.1

E2(10.06) 0.0277 1.0 427.8

E3(10.81) 0.0041 1.0 482.5

E4(12.45) 0.0040 1.0 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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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펌프 정지 가상사고 구조건전성 평가

일차펌프 정지 사고 등과 같이 원자로가 비정상적인 운전 상태가 되면 고온풀과 저온풀의 액

위차 및 냉각재 분포가 변하여 이에 따른 내부구조물 온도분포가 변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

러한 가상 사고 발생에 대하여 구조물의 시간에 따른 응력 변화를 검토한다.

KALIMER- 600의 경우 일차펌프 정지 사고가 발생하면 초기에는 펌프의 토출양 감소에 따라 

저온풀의 액위가 고온풀 액위 수준까지 상승한다. 그리고 고온풀의 온도가 정상 운전상태(545℃) 

이상의 온도에 이르면 고온 소듐은 부피 팽창에 의해 액위가 상승하여 DHX 지지통 상단에서 

DHX 내부로 유입된다. 이러한 과정은 고온 소듐과 저온 소듐이 직접 접촉하는 DHX 지지통과 

원자로배플에 큰 열응력을 발생시킨다. 그림 3.1-24는 일차펌프 정지 가상 사고에 의한 DHX 지

지통 및 인접 구조물 구조건전성 평가를 위한 해석 모델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3.1-24 과도 열응력 해석 모델        

그림 3.1-25 일차펌프 정지 사고시 펌프 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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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5는 유체계통에서 제공한 일차펌프 정지 가상사고의 경우에서 시간에 따른 펌프의 

정격 유량 대비 실제 유량비를 나타낸 것으로 약 1분의 시간이 흐른 후 펌프 유량은 10% 이하로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로부터 본 연구의 과도 열응력 해석에는 저온 냉각재 액위가 고온 

냉각제 액위 수준을 넘어 DHX로 유입되는 수준으로 상승하기 까지 걸리는 시간을 2분으로 설정

하 다. 그림 3.1-26은 일차펌프 정지 가상사고에서 시간에 따른 DHX 지지통과 원자로배플의 표

면 온도분포 해석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DHX 지지통 내부와 원자로배플 외

부의 온도가 저온 냉각제에 의해 크게 변함을 알 수 있다. 저온 냉각재와 직접 접촉하지 않는 지

지배럴은 시간에 따른 온도 구배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DHX 지지통의 경우 격리판을 경

계로 상하부의 온도 구배가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또한 DHX 지지통 상부의 내부표면은 저

온 냉각재와 접촉하고 외부는 고온 냉각재와 접하므로 내외부 표면의 온도차가 크게 발생함을 알 

수 있다. 원자로배플의 외부 표면은 DHX 지지통의 내부 표면과 동일한 온도변화 추이를 나타냄

을 알 수 있다. 

펌프 정지 사고에 의하여 저온 냉각재의 액위가 상승하여 의해 고온 냉각재가 AHX로 유입되

는 사고는 Level C Service로 간주되는데 이러한 현상은 원자로 운전수명 동안 수회 이내로 발생

할 것으로 예측되며, 가상 사고에 의한 고온 유지 시간은 72시간으로 설정하 으므로 저온냉각재 

액위 상승에 의해 발생하는 열응력에 의한 크립-피로 손상량은 미소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액

위 상승에 의해 내외부 표면의 온도차가 순간적으로 발생하여 큰 응력이 발생하지만 이는 이차 

응력일 뿐만 아니라 첨두응력(peak stress) 성분이 대부분이므로 일차 막응력 및 굽힘 응력으로 

평가하는 응력 제한요건 또한 충분히 만족시킬 것으로 예측된다. 비탄성 변형률 요건은 저온 냉

각재 액위 상승에 의해 온도 변화가 과도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DHX 지지통 및 원자로배

플에 적용한다. 표 3.1-9는 그림 3.1-24에서 설정한 DHX 지지통과 원자로배플의 주요부에 대하

여 SIE ASME-NH 프로그램에 의한 구조건전성을 평가한 결과이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

차펌프 정지 사고 조건에 대하여 주요 부위에서 응력 및 크립-피로 손상 요건들을 만족시키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림 3.1-26 과도 온도 분포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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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탄성 변형률 요건의 경우 탄성해석에 의한 평가는 제한 요건을 만족시키지 않았지만 단순비

탄성해석 방법에 의한 평가 결과는 제한 요건을 충분히 만족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이차 응력이 

크게 발생하여 탄성해석 결과가 크게 평가된 반면에 단순비탄성 해석의 경우 유효 크립 응력 매

개변수(effective creep stress parameter, Z)를 고려하 기 때문에 매우 작은 값으로 평가되었다.

표 3.1-9 원자로 고온 구조건전성 평가 결과

Sections Evaluation Items Calculated Value Limit Value Check

Section 1

□ Primary Stress Limits(Level C)

  Pm 0.21MPa 109.4MPa OK

  P L+Pb/Kt 0.23MPa 109.4MPa OK

□ Inelastic Strain Limits

  Elastic Approach 1.65 1.0 NOT OK

  Simplified Inelastic Approach 0.00% 1.0% OK

□ Creep-Fatigue Evaluation

  Fatigue Damage 0.005 0.996 OK

  Creep Damage 0.002 0.988 OK

Section 2

□ Primary Stress Limits(Level C)

  Pm 0.014MPa 126.8MPa OK

  P L+Pb/Kt 0.016MPa 126.8MPa OK

□ Inelastic Strain Limits

  Elastic Approach 1.87 1.0 NOT OK

  Simplified Inelastic Approach 0.001% 1.0% OK

□ Creep-Fatigue Evaluation

  Fatigue Damage 0.035 0.948 OK

  Creep Damage 0.022 0.919 OK

Section 3

□ Primary Stress Limits(Level C)

  Pm 0.248MPa 95.2MPa OK

  P L+Pb/Kt 0.248MPa 95.2MPa OK

□ Inelastic Strain Limits

  Elastic Approach 1.77 1.0 NOT OK

  Simplified Inelastic Approach 0.00% 1.0% OK

□ Creep-Fatigue Evaluation

  Fatigue Damage 0.005 0.996 OK

  Creep Damage 0.002 0.988 OK

Section 4

□ Primary Stress Limits(Level C)

  Pm 0.037MPa 114.2MPa OK

  P L+Pb/Kt 0.037MPa 114.2MPa OK

□ Inelastic Strain Limits

  Elastic Approach 1.47 1.0 NOT OK

  Simplified Inelastic Approach 0.00% 1.0% OK

□ Creep-Fatigue Evaluation

  Fatigue Damage 0.053 0.935 OK

  Creep Damage 0.028 0.875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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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 내부구조물 형상 개선

원자로 내부기기들은 원자로헤드에서 고정 지지되고 지지배럴 상단의 격리판과 원자로 내부

구조물에서 수평 지지한다. 정상 운전상태에서 원자로헤드의 평균 온도는 약 150℃이지만 고온풀 

역의 격리판은 545℃로 원자로헤드보다 매우 높다. 이러한 온도 차이는 원자로헤드와 격리판의 

반경방향 열팽창량 차이를 발생시키고 이로 인해 격리판의 응력집중 현상과 일차펌프의 축방향 

휨 변형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림 3.1-27은 원자로헤드 및 격리판의 반경방향 변형량 차이에 의해 

일차펌프가 축방향 휨 변형이 발생하고 또한 일차펌프와 내부구조물 접촉부에 과도한 응력 집중

이 발생함을 보여준다. 그림 3.1-27의 응력강도 값이 구조건전성을 평가하기 위함은 아니지만 다

른 부위의 응력값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큰 응력이 발생하는 구조취약부가 발생함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내부구조물의 형상 개선이 필요하다. 이러한 구조취약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림 

3.1-28과 같이 내부구조물 형상을 일차펌프와의 접촉을 방지하는 격리구조로 형상을 변경하 다. 

       

그림 3.1-27 일차펌프의 휨 변형 및 응력 집중

            

그림 3.1-28 원자로 내부구조물 형상 개선



- 45 -

2) 원자로헤드 개념설계 적합성 평가

KALIMER-600의 원자로헤드는 원자로용기를 비롯한 모든 기기 및 구조물들을 지지하는 역

할을 한다. 이는 크립 역에서 운전되는 고온 구조물은 아니지만 구조 설계 적합성이 충분히 확

보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정상 운전상태의 노심 출구온도가 510℃에서 545℃로 변경됨에 따

른 원자로헤드의 향을 분석하 다. 원자로헤드는 주요 내부기기를 비롯한 다양한 기능의 구조

물들로 인하여 각 부위의 온도가 다르게 나타나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온도 분포를 원자로헤드 

상하단면 온도 특성에 따라 5가지 경우로 구분하여 각 경우에 대한 응력 및 수직 변위 해석을 수

행하 다. 표 3.1-10은 각 경우에 대한 응력 및 수직 변위를 계산한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각 경

우는 일차하중과 이차하중을 모두 포함한 해석 결과이다. 응력 강도는 III의 경우에 최대값으로서 

219MPa로 나타났는데 이는 ΔT 크기에 따른 결과이다. 이 응력값들은 원자로헤드의 재질인 316 

SS가 150℃에서 Sm값이 137.9MPa임을 고려하면 허용값(3 Sm=434MPa) 값보다 충분히 작은 값임

을 알 수 있다. 또한 원자로헤드의 수직방향 변위는 ΔT 크기에 따라 최소 0.19mm에서 최대 

0.26mm로 나타났는데 이는 원자로헤드의 수직방향 변위는 ΔT에 크게 의존하지는 않음을 나타내

며 이 값들은 설계 제한치가 6.35mm임을 고려할 때 충분한 설계 여유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리고 원자로헤드의 불균일한 온도분포에 따른 기기 관통부의 불균일 변형량은 미미한 값임

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3.1-10 사례별 응력 및 수직변위 계산 결과

Case
Temperature (°C) Stress Intensity

(MPa)

Deflection

(mm)Bottom Top ΔT

Ⅰ 145 130 15 83.3 0.19

Ⅱ 140 110 30 141.0 0.21

Ⅲ 185 140 45 219.0 0.26

Ⅳ 115 90 25 115.0 0.19

Ⅴ 155 140 15 83.5 0.19

 3) 원자로용기, 격납용기 고온설계 적합성 평가

본 연구에서는 고온 소듐을 담고 있는 원자로용기의 장기 건전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정상 운

전온도가 510℃에서 545℃로 상승함에 따른 향을 분석하 다. 설계허용응력강도 Smt는 시간에 

의존하지 않는 허용응력강도 Sm과 시간에 의존하는 허용응력강도 St 중에서 작은 값을 취하도록 

하고 있는데 545℃ 정상 운전상태에서의 허용값은 St가 지배적으로 나타났고 104MPa로 구해졌

다. 그리고 고온구조건전성을 위한 변형률 요건을 만족할 응력강도범위 3Sm는 다음과 같이 계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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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1.5 216m m rHS S S MPa= + =

여기서 우변의 완화응력은 단축크립완화식을 사용하여 계산하 다.

                           ( )
1

1 11 n n
on EAtσ σ − − = − + 

510℃ 정상운전 상태와 비교하여 30만 운전시간을 기준으로 허용응력강도 Smt는 약 18%, 허용 

크립 파단시간은 약 35% 감소하 지만 원자로용기가 지지하는 내부구조물 및 소듐의 하중에 의

해 발생하는 최대응력은 13MPa로서 Smt 값인 104MPa과 비교하면 작은 값으로 여유도가 큼을 

알 수 있다. 

정상운전시 그림 3.1-29에 나타낸 원자로용기 상단부의 온도분포를 구하기 위해 CFX 해석을 

수행한 결과로부터 원자로용기 상단부의 온도 분포를 그림 3.1-30과 같이 얻었다. 고온 액위부의 

최대 온도가 375℃임을 알 수 있었고 여기에 35% 보수성을 적용하여 원자로용기 상단부의 열응

력 평가를 수행하 다. 평가결과 그림 3.1-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절연판 하단부에서 최대 응력

강도가 214MPa로 나타났으며 이는 450℃에서의 3Sm이 324MPa임을 고려하면 정상운전에 대한 

설계 여유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로용기의 구조건전성 측면에서 고온환경에서 크립으로 인한 각종 손상의 발생여부는 중

요한 평가항목이다. 그림 3.1-32에 나타낸 것과 같이 원자로용기의 자중에 의한 크립손상 가능성

을 살펴보면, 우선 발생응력 13MPa에 대한 30만 시간의 크립파단 온도는 780℃이고, 2배의 여유

도를 적용한 26MPa에 대한 30만시간 크립파단 온도는 705℃이다. 또한 26MPa에서 10000시간의 

크립파단 온도가 800℃ 정도이고, 원자로용기에 800℃의 온도가 10000시간 지속될 과도조건의 발

생이 현실적이지 않음을 고려하면 원자로용기의 자중에 의한 크립파단 가능성은 아주 낮은 것으

로 판단된다.

두께방향 온도구배와 축방향 온도구배로 인해 예상되는 원주응력과 축응력은 다음과 같이 평

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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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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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일 때 3Sm 값이 351MPa이고 500℃일 때 3 238mS MPa= 을 고려하면 온도구배로 인한 

응력은 구조건전성을 여유있게 만족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설계하

중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자로용기의 장기 건전성을 예비평가하 고 향후 구체적인 설계

하중들이 생산되면 추가적인 건전성 분석을 수행할 예정이다.



- 47 -

고온풀 표면
(Hot pool surface)

3

y

상부공간
(Helium gas)

하부공간
(Helium gas)

Ar

0.0m

2.85m

2.31m

2.06m

3.35m

5.605m

UIS

r
z

x

Rotating 
Plug

원자로헤드

0
.3

m
1
.7

6
m

0
.2

5
m

1.4m

2.6m

단열판
(Insulation plate)

0
.5

4
m

0
.5

m

5.88m

원자로 배플

원자로 용기

격납 용기

고온풀 표면
(Hot pool surface)

3

y

상부공간
(Helium gas)

하부공간
(Helium gas)

Ar

0.0m

2.85m

2.31m

2.06m

3.35m

5.605m

UIS

r
z

x

Rotating 
Plug

원자로헤드

0
.3

m
1
.7

6
m

0
.2

5
m

1.4m

2.6m

단열판
(Insulation plate)

0
.5

4
m

0
.5

m

5.88m

원자로 배플

원자로 용기

격납 용기

 

                  그림 3.1-29 CFX 해석을 위한 원자로용기 상단부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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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목표 절점수 = 80개 이하

- 원자로건물 절점은 모든 주요기기 및 지지점 포함

- 주요기기 거동을 고려한 중간열교환계통 배관의 지진해석모델 작성

- 유체-구조물 상호작용을 고려한 원자로시스템 지진해석모델 작성

- 원자로건물 비틀림 및 라킹을 고려한 면진장치 해석모델 작성

- 각 부분의 상세 유한요소 해석결과와 단순해석모델의 고유진동수 일치

그림 3.1-33은 본 연구에서 설정한 KALIMER-600 전체 시스템에 대해 위의 기본요건을 고려

하여 개발하고자 하는 단순 지진해석모델 개념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와 같이 전체 목표 사

용절점은 총 80개이다. 그리고 주요 기기, 배관계통, 그리고 건물과의 연결부위는 상호연계거동을 

고려하여 자유도를 연계시키는 연계절점을 사용하 다. 수치해석에는 ANSYS 범용 유한요소해

석코드를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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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3 KALIMER-600 지진해석모델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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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시스템 모델

KALIMER-600 원자로 시스템은 풀형으로 원자로용기 내에는 냉각재를 비롯한 중간열교환기, 

일차펌프, 노심 핵연료, 노내상부구조물 등 각종 주요 기기 및 부품들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이

러한 원자로용기는 고온 냉각재의 온도구배로 인한 열응력 향의 최소화를 위하여 기존 가압경

수로 원자로에 비하여 휠씬 얇은 용기두께(5cm)로 설계되며 이러한 설계개념은 지진하중에 대한 

취약점으로 나타난다. 원자로용기에 대한 재질은 316 스테인레스강이다.

복잡한 원자로시스템에 대한 단순내진해석모델 개발을 위하여 원자로 내부구조물을 비롯한 

노심 핵연료집합체는 단순부가질량으로 고려하고 일차냉각재는 박막원자로용기와의 유체-구조

물 상호작용을 고려한 원자로용기에 대한 상세 유한요소 해석모델을 개발하 다. 그림 3.1-34(a)

는 원자로시스템에 대한 개념과 주요 부위에서의 높이에 대한 치수를 나타낸 것이며 그림 

3.1-34(b)는 유체-구조물 상호작용을 고려한 상세 유한요소 해석모델을 작성하기 위한 개념을 나

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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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levation of Reactor System 

    

 

그림 3.1-34 원자로용기-냉각재-내부구조물 상호연계 모델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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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모델 개발에 사용된 일반적인 가정은 다음과 같다.

- 원자로용기-소듐냉각재 상호작용에 있어 내부기기, 노심 및 원자로내부구조물의 향은 

무시

- 노심을 비롯한 모든 내부구조물은 원자로하부헤드에 균일분포

- 중간열교환기, 일차냉각펌프, 노내상부구조물, 그리고 노내핵연료 교환장치의 관성질량은 

모두 원자로헤드에 작용

- 원자로용기 상부 끝단의 변형은 무시

그림 3.1-35는 상세 유한요소 해석모델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원자로용기 모델에 사용된 

유한요소는 ANSYS에서 제공하는 SHELL63 (Elastic Shell Element) 요소를 사용하 고 일차냉

각수인 소듐은 FLUID30 (3-D Acoustic Fluid Element) 요소를 사용하 다. 사용된 총 절점 갯수

는 3921개이며 요소 수는 3800개이다.

그림 3.1-35 원자로시스템 상세 유한요소 모델

r = 7m

a = 5.68 m

RV Bottom Head
h = 2.9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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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가정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원자로 하부헤드에 작용하는 노심핵연료집합체 및 원자로내

부구조물의 관성질량은 하부헤드의 모두 균일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가정하면 하부헤드의 등가

도(Equivalent density)는 다음과 같다.

3/1.88
39.6/)50183330(

/)(

mtons
tonstonstons

VMMM BHBHRIcoreeq

=

++=

++=ρ

위의 계산식에서 노심핵연료집합체에 사용된 무게의 상세내용은 표 3.1-11에 나타나 있으며 

원자로내부구조물에 대한 무게는 다음과 같다.

MRI  = M(Core Support + Inlet Plenum + Support Barrel + 

           Reactor Baffle + Baffle Plate + Former Ring + 

           Core Shield + Inlet Plate)

      = (24.67 + 72.3 + 65.0 + 109.8 + 8.33 + 3.41 + 7.7 +2.1) tons

      = 183 tons

원자로용기 하부헤드 자체의 부피는 그림 3.1-35의 치수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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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1 노심집합체 세부 무게

330,360.967,136.0263,224.4703.0Sum (kg)

75,645.08,595.067,050.090.0Shield

32,274.510,887.021,387.5114.0IVS

65,559.07,449.058,110.078.0B4C shield

60,516.06,876.053,640.072.0Reflector

0.095.50.01.0USS

1146.01146.00.012.0Ctrl rod

95,124.932,088.063,036.9336.0Driver fuel

Total massDuct massInternal massNo. of DuctType

330,360.967,136.0263,224.4703.0Sum (kg)

75,645.08,595.067,050.090.0Shield

32,274.510,887.021,387.5114.0IVS

65,559.07,449.058,110.078.0B4C shield

60,516.06,876.053,640.072.0Reflector

0.095.50.01.0USS

1146.01146.00.012.0Ctrl rod

95,124.932,088.063,036.9336.0Driver fuel

Total massDuct massInternal massNo. of Duct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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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HX + Pump + UIS + 
Rx Head + Insulation Plate + 
Rotating Plug)

= (30  + 30 + 22.96 + 239.44 + 
49.94 + 90.48) tons

= 463 tons

40 % Sodium

= 400 tons

(Core + Rx Internals + 
RV Bottom Head + 
60 % Sodium)

= (330 + 183.21 + 
49.833 + 600) tons

= 1163 t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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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냉각재의 무게는 절점 N2에 400 tons 그리고 절점 N3에 600 tons이 각각 작용하는 것으

로 가정하 다. 

원자로시스템의 단순내진해석 모델에 사용된 총 관성질량은 2236 tons 이며 각 절점에 부여된 

관성질량을 다음과 같다.

MN1 = M(IHX + Pump + UIS + Rx Head + Insulation Plate + Rotating Plug)

     = (30  + 30 + 22.96 + 239.44 + 49.94 + 90.48) tons

     = 463 tons

MN2 = 40 % Sodium

     = 400 tons

MN3 = M(Core + Rx Internals + RV Bottom Head + 60 % Sodium)

     = (330 + 183.21 + 49.833 + 600) tons

     = 1163 tons

Rotary Inertia of RV Head (N1) :

Rotary Inertia of RV Bottom Head (N2) :

2

2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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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gE

rMI nodey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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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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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33.49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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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내진해석모델의 각 요소에 대한 보특성 자료는 다음과 같다.

Cross Sectional Area of Shell Side :

Area Moment of Inertia of Shell Side :

단순 지진해석모델의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상세 유한요소 해석모델과 제시된 단순모델

의 고유진동수 일치성을 비교 평가하 다. 해석결과 상세모델에 대한 1차 고유진동수는 6.46 Hz

이며 단순모델의 경우는 6.43 Hz로 거의 일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림 3.1-37은 굽힘 진동모

우드를 갖는 1차 고유진동수에 대한 상세모델과 단순모델을 비교해 놓은 것으로 두 진동모우드

가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개발된 원자로시스템의 단순내진해석모델은 시간이력지진

해석에 적합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Freq. = 6.46 HzFreq. = 6.46 Hz

Freq. = 6.43 HzFreq. = 6.43 Hz

(a)  for Detail Model 

(b)  for Simple Model 

그림 3.1-37 원자로시스템 고유 진동모우드 검증결과

( ) ( ) 232222 10423.178431.1141.11
44

mxDDA io
−=−=−=

ππ

( ) ( ) 434444 104682.2878531.1141.11
44

mxDDI iozz
−=−=−=

π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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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납용기 모델

원자로용기 바깥을 둘러싸고 있는 격납용기는 사고시 원자로용기에서 누출된 일차 소듐냉각

재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차단하는 격납기능을 가지고 있다. 원자로용기와 마찬가지로 원자로

헤드에서 지지되며 두께 2.5cm, 외경 11.76cm로 원자로용기와의 간격은 약 15cm이다. 격납용기

의 재질은 2(1/4)Cr-1Mo 강이다.

그림 3.1-38은 1/2 대칭 상세 유한요소 해석모델은 나타낸 것이다. 해석모델에 사용한 유한요

소는 SHELL63 (Elastic Shell Element)이며 총 절점 수는 368개이고 요소 수는 336개이다. 격납

용기가 지지되는 상단 끝은 강체로 가정하고 해석을 위한 경계조건으로서 끝단에 있는 모든 절점

의 자유도를 구속하 다. 해석에 사용된 재료물성치는 ASME 설계규정에서 제시한 자료를 사용

하 으며 정상운전 조건에서의 300
o
C 재료물성치를 사용하 다.

 

18.15 m18.15 m

그림 3.1-38 격납용기 상세 유한요소모델

상세 유한요소모델에 상응하는 단순 지진해석모델을 그림 3.1-39와 같이 설정하 다. 그림에

서와 같이 총 절점 개수는 원자로시스템과 마찬가지로 3개이며 절점 N3은 격납용기 하부헤드의 

관성질량을 포함한다. 격납용기의 실린더에 대한 관성질량은 보특성 자료의 단면 값에 따라 재료

의 도를 고려하여 균일하게 요소에 적용하 다. 절점 N5에는 격납용기 하부헤드의 무게인 

25.74 tons의 병진관성질량과 다음과 같은 회전관성질량을 부과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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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9 격납용기 단순해석모델

Rotary Inertia of CV Bottom Head (N5)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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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q. = 8.84Hz

그림 3.1-40 격납용기 쉘모우드 형상

단순내진해석모델의 각 요소에 대한 보특성 자료는 다음과 같다.

Cross Sectional Area of Shell Side :

     
( ) ( ) 232222 1067.92171.1176.11

44
mxDDA io

−=−=−=
ππ

Area Moment of Inertia of Shell Side :

     
( ) ( ) 434444 104.1586571.1176.11

6464
mxDDI iozz

−=−=−=
ππ

격납용기의 경우 길이(18.15m) 대비 직경(11.76m) 비가 0.65로 크고 얇은 두께(2.5cm)의 박막 

구조로 인하여 일반적으로 쉘진동 모우드가 지배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적으로 해석결과 그

림 3.1-40과 같이 격납용기의 1차 고유진동수는 8.44 Hz로 전형적인 쉘모우드로 나타나고 수평지

진 하중시 문제가 되는 1차 보굽힘 진동모우드는 21.01 Hz로 13째 진동모우드에서 나타난다. 따

라서 단순 지진해석모델의 1차 고유진동수는 보굽힘 모우드가 나타나는 21.01 Hz가 되어야 한다. 

그림 3.1-41은 상세모델과 단순모델에 대한 보굽힘 진동모우드 해석결과를 각각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와 같이 단순모델의 1차 고유진동수는 21.63 Hz로 상세모델의 보굽힘 진동모우드인 

21.02 Hz와 거의 일치 한다. 따라서 개발된 격납용기의 단순 지진해석모델은 시간이력지진해석에 

적합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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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q. = 21.02 Hz

Freq. = 21.63 Hz

(a)  for Detail Model 

(b)  for Simple Model 

그림 3.1-41 격납용기 굽힘모우드 검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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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열전달계통 저온배관 모델

KALIMER-600의 중간열전달계통 배관중에서 저온배관의 배치를 보면 증기발생기를 나와서 

2차 전자펌프를 지나온 하나의 대구경 배관이 2개의 중간열교환기와 연결되기 전에 2개의 소구

경 배관으로 각각 나누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저온배관에 적용된 설계해석 자료는 다음과 

같다.

-   배관재료         = Modified 9Cr-1Mo 강

- 대구경 배관 외경 = 82 cm

- 소구경 배관 외경 = 60 cm

- 대구경 배관 두께 = 1.25 cm

- 소구경 배관 두께 = 0.95 cm

그림 3.2-37은 저온배관에 대한 상세 유한요소 해석모델을 나타낸 것이다. 해석에 사용된 유

한요소 형태는 PIPE16 (3D Elastic Pipe)이며 총 절점 개수는 151개, 총 요소수는 150개이다. 해

석에 사용된 재료물성치는 ASME 설계규정에서 제시한 자료를 사용하 으며 정상운전 조건에서 

2차 소듐냉각재 온도인 390
o
C 재료물성치를 사용하 다.

그림 3.1-42 저온배관 상세 유한요소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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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유한요소 모델에 상응하는 저온배관의 단순 해석모델은 그림 3.1-43과 같다. 해석에 사

용된 유한요소 형태는 상세모델과 마찬가지로 PIPE16 (3D Elastic Pipe)이며 총 절점 개수는 13

개, 총 요소수는 13개 이다. 상세유한요소 모델과의 동특성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배관의 엘보우 

부위를 고려하여 각 직선배관에 대해 등가길이를 변화시킨 단순 해석모델을 설정하 다.

그림 3.1-43 저온배관 단순 해석모델

그림 3.1-44는 중간열전달계통 저온배관에 대한 상세 유한요소 모델과 단순 유한요소모델에 

대한 1차 진동모우드 형상을 비교한 것이다. 상세 유한요소 해석모델의 경우 1차 고유진동수가 

6.25Hz로 나타났으며 단순해석모델의 경우에는 6.07Hz로 나타나 해석모델 오차가 3% 정도로 잘 

일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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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4 저온배관 고유 진동모우드 검증결과

 

Freq. = 6.25 Hz

Freq. = 6.07 Hz

(a)  for Detail Model 

(b)  for Simpl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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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열전달계통 고온배관 모델

각 중간열교환기와 연결된 동축배관을 나온 고온배관은 증기발생기 위치까지 직관으로 나와 

있고, 엘보우를 이용한 곡관을 형성하여 상단의 입력 노즐부와 연결된다. 고온배관의 재료는 저

온배관과 마찬가지로 Mod.9Cr-1Mo 강이며 내경 60cm, 두께 0.95cm의 소구경 배관으로 되어 있

다.

그림 3.1-45는 고온배관에 대한 상세 유한요소 해석모델을 나타낸 것이다. 해석에 사용된 유

한요소 형태는 PIPE16 (3D Elastic Pipe)이며 총 절점 개수는 92개, 총 요소수는 91개이다.

그림 3.1-45 고온배관 상세 유한요소모델

고온 배관계의 자중에 대한 지지물 설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순수 자중에 대한 응력해

석을 수행하 다. 고온배관의 순수 자중에 의한 응력 및 처짐에 대한 해석결과 최대 응력은 저온

배관과 마찬가지로 동축배관과의 연결부위에서 34MPa로 나타났고 최대 처짐은 직관부의 중심부

에서 나타났다. 따라서 직관부위의 최대 처짐 부위에 수직 강체 지지물 설치를 고려하 다. 강체 

지지물을 설치할 경우 직관부의 수직 처짐이 크게 줄어 들었고 동축배관 연결부에서의 응력이 감

소한 반면 최대 응력은 증기발생기 노즐부위에서 19.3MPa로 발생하 다. 그러나 배관자중과 열

팽창을 동시에 고려할 경우에는 직관부위의 수직 강체 지지물이 고온배관계의 수직방향 열팽창

을 구속하기 때문에 배관자중 없는 경우의 최대응력 107MPa에 비해 지지물을 설치할 경우에 최

대응력이 129MPa로 오히려 증가하는 결과를 나타내었기 때문에 직관부의 수직 배관지지물 설치

를 배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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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온 배관의 동특성을 고려한 지지물 설계를 검토하 다. 그림 3.1-46의 진동모우드 해석결과

에서와 같이 지지물이 없는 경우 고유진동수가 강 지진주파수 범위에 속하고 2.7Hz의 수평 측면 

진동이 지배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배관의 수평 측면방향 지진하중에 매우 취약한 배관 동특성

을 개선하기 위하여 직관부 끝단 부위에 측면 강체 지지물을 설치할 경우 그림 3.1-46(b)와 같이 

고유진동수가 7.09Hz로 증가하고 수평 측면 진동모우드가 구속되는 효과를 나타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온배관에의 직관부위 끝단에 지진동을 억제하기 위한 수평 측면 강체 지지물을 설

치하기로 하 다. 

그림 3.1-46 수평 측면 지지물설치에 따른 고유진동수 변화

 

Lateral Support

(a) Without Support (2.7 Hz) 

(b) With Support (7.1 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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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유한요소 모델에 상응하는 고온 배관의 단순 해석모델은 그림 3.1-47과 같다. 해석에 사

용된 유한요소 형태는 상세모델과 마찬가지로 PIPE16 (3D Elastic Pipe)이며 총 절점 개수는 8개, 

총 요소수는 7개 이다. 상세 유한요소 모델과의 동특성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배관의 엘보우 곡관

부위를 고려하여 각 직선배관에 대해 등가길이를 변화시킨 단순 해석모델을 설정하 다.

그림 3.1-47 고온배관 단순 해석모델

그림 3.1-48은 중간열전달계통 고온배관에 대한 상세 유한요소 모델과 단순 유한요소모델에 

대한 1차 진동모우드 형상을 비교한 것이다. 상세 유한요소 해석모델의 경우 1차 고유진동수가 

7.09Hz로 나타났으며 단순해석모델의 경우에는 6.94Hz로 나타나 해석모델 오차가 2.1% 정도로 

잘 일치하 다.

 

N6

N500

N24

N25

N22

N21

N23

N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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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8 고온배관 고유 진동모우드 검증결과

 

Freq. = 7.09 Hz

Freq. = 6.94 Hz

(a)  for Detail Model 

(b)  for Simpl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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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열전달계통 흡입배관 모델

중간열전달계통에 있어서 흡입배관은 증기발생기와 2차펌프 사이에 연결되는 배관이다. 흡입

배관의 재료는 저온배관과 마찬가지로 Mod.9Cr-1Mo 강이며 내경 82cm, 두께 1.25Cm의 대구경 

배관으로 되어 있다.

그림 3.1-49는 흡입배관에 대한 상세 유한요소 해석모델을 나타낸 것이다. 해석에 사용된 유

한요소 형태는 PIPE16 (3D Elastic Pipe)이며 총 절점 개수는 56개, 총 요소수는 55개이다.

그림 3.1-49 흡입배관 상세 유한요소모델

그림 3.1-50은 흡입배관에 대한 단순 유한요소 해석모델을 나타낸 것이다. 해석에 사용된 유

한요소 형태는 상세모델과 마찬가지로 PIPE16 (3D Elastic Pipe)이며 총 절점 개수는 4개, 총 요

소수는 3개 이다. 상세유한요소 모델과의 동특성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배관의 엘보우 곡관부위를 

고려하여 각 직선배관에 대해 등가길이를 변화시킨 단순 해석모델을 설정하 다.

 

S/G

EMP

S/G

EMP



- 68 -

그림 3.1-51은 중간열전달계통 흡입배관에 대한 상세 유한요소 모델과 단순 유한요소모델에 

대한 1차 진동모우드 형상을 비교한 것이다. 상세 유한요소 해석모델의 경우 1차 고유진동수가 

9.19Hz로 나타났으며 단순해석모델의 경우에는 9.41Hz로 나타나 해석모델 오차가 2.3% 정도로 

잘 일치하 다.

그림 3.1-50 흡입배관 단순 해석모델

 N502

N18

N19

7.54 m

5.833 m

N32

1.35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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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1 흡입배관 고유 진동모우드 검증결과

 

Freq. = 9.19 Hz

Freq. = 9.41 Hz

(a) for Detail Model 

(b) for Simpl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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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기발생기 모델

증기발생기의 경우 아직 주기기에 대한 세부 개념설계가 진행되지 않아서 내부구조물에 대한 

설계자료가 미흡하여 실린더 외경 4.1m, 두께 2.5cm를 가정하 다. 따라서 단순해석모델에 사용

한 보요소 입력자료는 다음과 같다.

Cross Sectional Area of Shell Side :

Area Moment of Inertia of Shell Side :

원자로 건물 모델

그림 3.1-52는 KALIMER-600 원자로 건물에 대한 상세 유한요소 해석모델의 부분들을 나타

낸 것으로, 왼쪽 그림은 원자로용기 중심부를 가로지르는 해석단면을 나타낸 것이고 오른쪽 그림

은 원자로용기 중심부에서 13.23m 떨어진 위치에서의 해석단면을 나타낸 것이다. 해석에는 

ABAQUS 상용 유한요소 해석 프로그램을 사용하 으며 유한요소 종류는 3D 쉘요소를 사용하

다. 

그림 3.1-52 원자로건물 상세 유한요소모델

( ) ( ) 232222 1005.32005.41.4
44

mxDDA io
−=−=−=

ππ

 

X-plane cutting view X-plane cutting view

(0.0) (-13.23.0)

300tons Crane

( ) ( ) 434444 1002.66405.41.4
6464

mxDDI iozz
−=−=−=

π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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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3은 원자로 건물에 대한 단순지진해석 모델을 나타낸 것으로 총 절점수는 8개이며 

요소수는 7개이다. 그림에서와 같이 각 절점은 주요 기기 및 배관의 지지점을 포함하며 이들 각 

위치에서 설계 지진하중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하 다.

그림 3.1-53 원자로건물 단순해석모델

표 3.1-12는 해석모델에 사용된 각 요소의 보특성 자료를 나타낸 것이고 표 3.1-13은 각 절점

에서의 집중질량 및 회전 관성모멘트에 대한 자료를 나타낸 것이다.

S/G SPT (25m), 1984.3 tons

S/G (30m), 11581.2 tons

Polar Crane (53m), 6534.1 tons

Top (55m), 1013.2 tons

IHTS CL (24m), 1236.1 tons

IHTS HL (21.2m), 2630.9 tons

EMP SPT (20m), 3096.3 tons

Ground (0m), 23783.1 tonsN101

N102

N103

N104
N105
N106

N107

N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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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2 원자로건물 단순모델 보특성 자료

표 3.1-13 원자로건물 단순모델 관성질량

.280475E+07.171340E+07.122948E+076534.1537

.958881E+06.593241E+06.368716E+061984.3 255

.597335E+06.368974E+06.229106E+061236.1244

.982176E+06.579170E+06.404132E+062630.921.23

.339530E+07.217648E+07 .135655E+073096.3202

.379516E+05

.349753E+07

.369961E+07 

Iyy

Rotary Inertia of Mass (Kg.m2)Concentrated 
Mass
(tons)

Height
(m)

Node

.172655E+06.134766E+061013.2 558

.532277E+07.215657E+0711581.2306

.550275E+07.208518E+0723783.101

IzzIxx

.280475E+07.171340E+07.122948E+076534.1537

.958881E+06.593241E+06.368716E+061984.3 255

.597335E+06.368974E+06.229106E+061236.1244

.982176E+06.579170E+06.404132E+062630.921.23

.339530E+07.217648E+07 .135655E+073096.3202

.379516E+05

.349753E+07

.369961E+07 

Iyy

Rotary Inertia of Mass (Kg.m2)Concentrated 
Mass
(tons)

Height
(m)

Node

.172655E+06.134766E+061013.2 558

.532277E+07.215657E+0711581.2306

.550275E+07.208518E+0723783.101

IzzI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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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유한요소 해석모델의 경우 수평 X-방향의 1차 고유진동수가 4.8Hz로 나타났으며 단순해

석모델의 경우에는 4.51Hz로 나타났다. 그리고 수평 Y-방향에 대한 1차 고유진동모우드 해석결

과를 상세모델은 4.44Hz, 단순모델은 4.31Hz로 전체적인 해석모델의 오차가 6.0% 정도로 잘 일치 

하 다.

면진장치 모델

원자로 건물과 지반 사이에 작용하는 면진장치의 해석모델에는 ANSYS에서 제공하는 

COMBIN14 (Spring-Damper) 요소를 사용하 다. 면진설계된 원자로 건물의 회전, 라킹 등의 거

동을 고려할 수 있도록 전체 면진장치 개수는 그림 3.1-54와 같이 모두 6군데를 선정하 다.

원자로 건물을 포함한 전체 KALIMER-600의 무게인 57601 tons을 고려하여 수평면진 설계주

파수가 0.5Hz 되도록 하나의 수평 면진장치에 대한 수평 강성값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 다.

일반적으로 고감쇠 면진베어링 면진장치의 경우에 수평주파수가 0.5Hz인 경우 수직 고유진동

수는 약 21Hz이다. 따라서 면진장치의 21Hz 수직방향 주파수에 대한 수직 강성값은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면진장치의 수평거동에 대한 설계 감쇠비는 12%, 수직 감쇠비는 3%로 가정하 다.

지진응답 해석결과 및 분석

그림 3.1-54는 앞에서 기술한 원자로시스템을 비롯한 각 부분별 단순 해석모델을 결합한 

KALIMER-600의 통합 지진해석모델을 나타낸 것으로 각 기기, 계통 및 원자로 건물 사이의 상

호연계 자유도가 존재하는 절점끼리의 연계성이 나타나 있다.

mtons

E

fM
K Ht

H

/94750
6

)5.02(35760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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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4 KALIMER-600 단순 지진해석모델

그림 3.1-55(a)는 비면진의 경우(지반고정)에 대한 KALIMER-600 지진해석모델의 1차 고유

진동모우드 해석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수평 Y-방향으로의 원자로건물 진동모우드(4.35Hz)가 나

타나고 다음으로 그림 3.1-55(b)에서와 같이 수평 X-방향으로의 진동모우드(4.54Hz)가 나타난다. 

표 3.1-14는 상세 유한요소 해석모델과 단순 해석모델에 대한 1차 고유진동수 해석결과를 각각 

나타낸 것으로 시간이력지진해석을 위한 단순해석모델의 동특성이 상세 유한요소 해석모델 결과

와 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Coupled D.O.F

RX Building

Basemat with
Seismic Isolator

Rx CV

SG

SG

EMP

EMP

Coupled D.O.FCoupled D.O.F

RX Building

Basemat with
Seismic Isolator

Rx CV

SG

SG

EMP

EMP

RX Building

Basemat with
Seismic Isolator

Rx CV

SG

SG

EMP

E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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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1st mode shape (Y-dir, 4.35 Hz)        (b) 2nd mode shape (X-dir, 4.54 Hz)

그림 3.1-55 고유 진동모우드 형상 (비면진 경우)

표 3.1-14 고유진동수 비교검증 결과

 

4.354.44Rx Building (Y-dir)

4.544.80Rx Building (X-dir)

20.04-Steam Generator

9.239.19IHTS Suction Leg

6.026.25IHTS Cold Leg

7.097.09IHTS Hot Leg

21.0221.02Containment Vessel

6.086.46Reactor System

Simplified Model
(Hz)

3-D Detail Model
(Hz)

Components

4.354.44Rx Building (Y-dir)

4.544.80Rx Building (X-dir)

20.04-Steam Generator

9.239.19IHTS Suction Leg

6.026.25IHTS Cold Leg

7.097.09IHTS Hot Leg

21.0221.02Containment Vessel

6.086.46Reactor System

Simplified Model
(Hz)

3-D Detail Model
(Hz)

Compon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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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6은 면진설계를 적용한 KALIMER-600의 경우에 대한 1차 고유 진동모우드 해석결

과를 나타낸 것으로 수평 X 또는 Y 방향 모두 설계 면진주파수 0.5Hz의 강체 진동모우드를 보여

준다.

그림 3.1-56 KALIMER-600 고유 진동모우드 (면진 경우)

 

X - Direction

Y - Direction

(a) X-Direction 

(b) Y-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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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7(a)는 시간이력 지진응답해석에 사용된 0.3g 입력지진 파형을 나타낸다. 입력지진

은 미국 NRC Regulatory Guide 1.60의 규정에 따라서 만들어진 설계인공지진파형이다. 그림 

3.1-57(b)는 5% 감쇠를 갖는 입력지진에 대한 층응답 스펙트럼을 나타낸 것으로 강지진 주파수

가 2Hz – 10Hz 범위에 존재한다.

(b) Floor Response Spectrum

그림 3.1-57 입력 설계인공지진파형 (0.3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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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KALIMER-600 주요 기기, 이차 열전달계통 배관시스템, 그리고 원자로 건물 

등을 포함하는 시간이력 지진응답해석용 단순지진해석모델 개발에 대한 상세 내용들을 기술하

다. 개발된 단순지진해석모델은 최소한의 절점수를 가지면서 상세 유한요소해석모델의 동특성 

해석결과와 잘 일치하는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KALIMER-600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시간이력 

지진응답해석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KALIMER-600의 최소 고유진동수는 원자로건물에서 4.35Hz로 나타났으며 모든 주기기 및 

구조물의 최소 고유진동수는 이보다 높게 나타나 0.5Hz의 설계 면진주파수의 타당성을 확인하

다. 원자로 면진설계의 성능을 분석하기 위하여 0.3g 지진하중에 대한 비면진설계 해석결과와의 

비교분석을 수행한 결과 비면진설계의 경우에는 주기기 및 계통 전체에 가속도응답의 큰 증폭이 

발생하 으며 이로 인하여 내진설계 비용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면진설계를 적

용한 경우에는 가속도응답 증폭현상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으며 지진설계에 대한 안전성과 경제

성을 보장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원자로계통 기기 및 배관배치 고온하중 평가 

1) IHTS 배관 배치 사례 분석

풀형 소듐냉각 액체금속로인 KALIMER-600의 IHTS 배관 계통은 증기발생기(SG), 중간계통 

2차펌프(EMP), 배관(고온관, 저온관, 흡입관)등으로 구성된다. 고온관은 IHX 출구와 증기발생기 

입구를 연결하고, 저온관은 증기발생기 출구와 2차펌프를 연결하며 증기발생기와 2차펌프는 흡

입관으로 연결된다. 그림 3.1-6의 KALIMER-600 구조 개념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구경 배관

은 저온관, 고온관, 흡입관에 모두 적용되지만 소구경 배관은 고온 배관에만 적용된다. 배관과 기

기들은 벽면으로부터 1m 간격을 유지하도록 배치하여 검사 및 유지보수 접근을 용이하도록 설정

하 다.

배관계통의 기기 및 배관은 증기발생기가 위치하는 공간의 크기를 고려하여 적절하게 배치되

어야 한다. 배관들과 기기들의 설계 사양은 표 3.1-15와 같고 그림 3.1-66은 KALIMER-600의 정

상 운전조건을 나타낸 것으로 노심출구 온도는 545℃이며 증기발생기의 입/출구 온도는 각각 52

6℃, 320℃이다. 본 연구에서는 고온관 배치 방식에 따라 다음의 네 가지 배치 사례를 비교 검토

한다.

- Case 1. 대구경 고온 배관 배치

- Case 2. 최단거리 대구경 고온 배관 배치

- Case 3. 소구경 고온 배관 배치

- Case 4.  최단거리 소구경 고온 배관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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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5 IHTS 배관계통 설계 사양

Parameters Design Feature

IHX
Outer Diameter
IHX-IHX distance
No.

2.2 m
6.56 m
4 EA

SG
Outer Diameter
Height
No.

4.1 m
17.6 m
4 EA

IHTS EMP
Outer Diameter
Height
No.

1.7 m
2.4 m
2 EA

Large bored piping
(Hot/Suction/Cold Leg)

Outer Diameter
Thickness
Radius of curvature

84.5 cm
1.25 cm
124.875 cm

Small bored piping
(Hot/Cold Leg)

Outer Diameter
Thickness
Radius of curvature

61.9 cm
0.95 cm
91.425 cm

Horizontal Distance of IHX-SG 14.05 m

CORE IHX SG

1,523.4MWt 1,523.6MWt  
(Total)

1528.9MWt
(Total)

TBN

637.5MWe

390.0 oC

545.0 oC

389.8 oC 320.7 oC

526.0 oC544.8 oC 526.0 oC

320.0 oC

503.1oC 
16.5MPa

230.0 oC
19.5MP

PHTS IHTS SGS

500.0 oC
16.0MPa 

663.25kg/s

5,800.7kg/s (Total) 
5.3MWe (Total)

7,731.3kg/s 
(Total) 4.8MWe 

QRHRS
4.6MWt

16.7MWe  
(Total)

Net Plant Power=600.0MWe
Gross Efficiency=41.9%
Net Efficiency=39.4%

CORE IHX SG

1,523.4MWt 1,523.6MWt  
(Total)

1528.9MWt
(Total)

TBN

637.5MWe

390.0 oC

545.0 oC

389.8 oC 320.7 oC

526.0 oC544.8 oC 526.0 oC

320.0 oC

503.1oC 
16.5MPa

230.0 oC
19.5MP

PHTS IHTS SGS

500.0 oC
16.0MPa 

663.25kg/s

5,800.7kg/s (Total) 
5.3MWe (Total)

7,731.3kg/s 
(Total) 4.8MWe 

QRHRS
4.6MWt

16.7MWe  
(Total)

CORE IHX SG

1,523.4MWt 1,523.6MWt  
(Total)

1528.9MWt
(Total)

TBN

637.5MWe

390.0 oC

545.0 oC

389.8 oC 320.7 oC

526.0 oC544.8 oC 526.0 oC

320.0 oC

503.1oC 
16.5MPa

230.0 oC
19.5MP

PHTS IHTS SGS

500.0 oC
16.0MPa 

663.25kg/s

5,800.7kg/s (Total) 
5.3MWe (Total)

7,731.3kg/s 
(Total) 4.8MWe 

QRHRS
4.6MWt

16.7MWe  
(Total)

637.5MWe

390.0 oC

545.0 oC

389.8 oC 320.7 oC

526.0 oC544.8 oC 526.0 oC

320.0 oC

503.1oC 
16.5MPa

230.0 oC
19.5MP

PHTS IHTS SGS

500.0 oC
16.0MPa 

663.25kg/s

5,800.7kg/s (Total) 
5.3MWe (Total)

7,731.3kg/s 
(Total) 4.8MWe 

QRHRS
4.6MWt

16.7MWe  
(Total)

Net Plant Power=600.0MWe
Gross Efficiency=41.9%
Net Efficiency=39.4%

그림 3.1-66 KALIMER-600 정격조건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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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별 배치 설계 (Case 1)

그림 3.1-67은 고온관에 대구경 배관을 적용한 배치 단면도를 나타낸 것이다. IHX 출구의 동

축배관에서 각각 연결되는 소구경 고온 배관은 격납 외부의 증기발생기 위치 공간에서 T-배관을 

이용하여 단일한 대구경 배관으로 합류되어 증기발생기 상단으로 연결된다. 증기발생기와 IHX 

중심간 수평거리는 14.05m, 루프당 총 배관의 길이는 115m이다. 대구경 고온배관에서 발생하는 

열응력을 감소시키기 위해 수직방향 고온배관에 11개의 엘보우를 사용하 다. 

     

그림 3.1-67 Case 1의 배관배치 단면도 및 형상

사례별 배치 설계 (Case 2)

Case 2는 곡관의 적용 유무에 따른 배치 타당성을 비교 평가하기 위하여 그림 3.1-68에서 보

는 바와 같이 Case 1과 동일한 배치 단면도이면서 고온 배관의 수직방향 곡관을 제거하여 배관 

길이를 단축시킨 배치 개념이다. 증기발생기와 IHX 중심간 수평거리는 Case 1과 동일하게 

14.05m이며 루프당 총 배관의 길이는 107m, 고온배관에 사용되는 엘보우의 개수는 7개이다. 

     

그림 3.1-68 Case 2의 배관배치 단면도 및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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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별 배치 설계(Case 3)

그림 3.1-69는 고온관에 소구경 배관을 적용한 배치 단면도를 나타낸 것이다. 소구경 고온 배

관의 수평방향 최대 연장거리는 16.15m, 수직방향은 8.6m이다. 소구경 고온배관은 대구경 배관으

로 합류되지 않기 때문에 증기발생기 상단으로 각각 연결된다. 루프당 총 배관의 길이는 120m로

서 대구경 배관을 적용한 경우보다 다소 길어졌으며, 루프당 사용되는 고온배관에서의 엘보우 개

수는 8개이다. 

     

그림 3.1-69 Case 3의 배관배치 단면도 및 형상

사례별 배치 설계(Case 4)

그림 3.1-70은 소구경 고온배관을 적용한 Case 3의 수직방향 배관을 단순화시킨 배치 개념으

로서 소구경인 고온 배관의 수평방향 최대 연장길이가 2.5m 단축되었다. 루프당 총 배관의 길이

는 110m이며 고온배관에서의 엘보우 개수는 4개이다.

     

그림 3.1-70 Case 4의 배관배치 단면도 및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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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별 응력 해석

본 연구에서의 응력 해석은 ANSYS 유한요소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계적 하중 및 열하중을 

고려하여 수행되었다. 기계적 하중으로는 구조물의 자중과 냉각재의 무게 그리고 지지점에서의 

반발력 등을 고려하 다. 앞에서 제시된 네 가지 배치 사례에 대하여 배관의 재질을 316 SS 및 

Mod.9Cr-1Mo강 각각을 적용하여 응력 해석을 수행하 다. 그림 3.1-71(a)에서 그림 3.1-71(h)는 

각각의 사례에 대한 응력 해석 결과를 나타낸 것이며, 표 3.1-16은 각 사례별 배관 길이, 곡관수 

및 응력강도 해석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응력 해석 결과로부터 Mod.9Cr-1Mo강은 316 SS보다 

응력값은 최대 40%, 변형률은 최대 38% 향상된 해석 결과를 나타내었는데, 이로부터 응력 및 변

형률 관점에서 KALIMER-600의 고온 배관 재료는 Mod.9Cr-1Mo가 316 SS보다 우수한 성능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또한 316 SS가 적용된 Case 4를 제외한 모든 경우에서 응력강도 제한치를 

만족시킴을 알 수 있다. 배관의 길이는 모든 경우에서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곡관의 개수는 Case 

4에서 가장 유리하게 나타났지만 응력 강도면에서는 가장 불리하다. 이 결과로부터 KALIMER- 

600 IHTS 배관 계통에 적합한 배치 방식은 배관 길이 관점에서는 다소 불리하지만 응력강도 및 

곡관 개수 측면에서 우수한 소구경 고온 배관을 적용한 Case 3이며, 사용 재료로서는 Mod.9Cr- 

1Mo을 적용하는 것이 응력 및 변형률 측면에서 보다 향상된 결과를 나타냄을 알 수 있다. 

표 3.1-16 배치 사례별 배관 특성 및 응력 해석 결과

Materials
Stress Intensity

(MPa)

No. of Elbow

(EA)

Piping Length

(m)

Case 1
316SS 221

11 115
Mod.9Cr-1Mo 132

Case 2
316SS 223

7 107
Mod.9Cr-1Mo 133

Case 3
316SS 142

8 120
Mod.9Cr-1Mo 88.5

Case 4
316SS 374

4 110
Mod.9Cr-1Mo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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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Case 1 : 316 SS                 (b) Case 1 : Mod.9Cr-1Mo

      

    (c) Case 2 : 316 SS                 (d) Case 2 : Mod.9Cr-1Mo

      

    (e) Case 3 : 316 SS                 (f) Case 3 : Mod.9Cr-1Mo

      

    (g) Case 4 : 316 SS                 (h) Case 4 : Mod.9Cr-1Mo

그림 3.1-71 사례별 응력해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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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자로계통 배관 고온 잔류변형 평가

원자로 수명동안 고온 하중이 장시간 반복적으로 가해짐으로써 발생하는 IHTS 배관의 잔류

변형은 배관 및 배관 지지구조물에 중요한 하중으로 작용할 수 있다. 현재 KALIMER-600 IHTS 

배관의 재료는 고온 열팽창 물성이 우수한 Mod.9Cr-1Mo 강을 사용하는데 이 재료의 크립 발생 

온도 역은 371℃(700℉) 이상이다. 그러므로 정상 운전상태에도 320℃로 유지되는 IHTS 흡입

관 및 저온관은 크립 및 피로에 의한 고온 잔류변형량은 매우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연구

에서는 IHTS 배관 중에서도 크립의 향이 크게 작용하는 고온 배관에 대하여 원자로 기동/정지 

사이클을 고려한 고온 잔류변형을 평가한다.

IHTS 배관 계통에 대한 배치 설계는 그림 3.1-71(e)과 같이 이루어졌다. IHTS 배관 계통을 

구성하는 고온관, 저온관, 흡입관의 온도는 KALIMER-600 정격조건에 따라 설정하 는데, 정상 

운전시 고온관의 온도는 526℃이며, 흡입관 및 저온관의 온도는 320℃이다. 하지만 배관의 온도

분포는 기동/정지 주기에 따라 온도가 변하는데 핵연료 교환을 위한 원자로 정지시에는 노내 소

듐의 온도가 200℃까지 하강한다. 현재 핵연료 교환시 배관의 온도분포에 대한 구체적인 온도분

포 자료가 작성되지는 않았지만 소듐 고화 방지를 위한 배관 단열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핵

연료 교환시 IHTS 배관의 온도를 200℃로 설정하 다. 또한 정상 운전시 고온 배관의 온도가 

526℃로 설정되었지만 잔류변형 해석에서는 보수성을 더하기 위하여 노심 출구온도인 545℃로 

설정하 다. 

IHTS 배관 중에서 고온 배관은 원자로 핵연료 교환을 위해 가동-유지-정지를 반복하면 고온 

배관에는 이에 따른 라체팅변형이 누적되어 잔류변형이 발생한다. 이러한 잔류 변형을 해석 평가

하기 위해서는 비탄성 해석(inelastic analysis)이 필요하지만, IHTS 배관 재료인 Mod.9Cr-1Mo

의 비탄성 구성방정식에 필요한 상수값들을 구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고온원자로 설계코드인 ASME Subsection-NH에 수록된 단순 비탄성 해석(simplified 

inelastic analysis)에 의한 누적 잔류변형을 평가한다. ASME Subsection-NH를 적용한 해석 평

가에는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개발한 SIE ASME-NH 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 이는 복잡한 계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계산상의 오류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온도 함수인 재료 물성치들의 각 

온도에 대한 정확한 값을 계산할 수 있으므로 간편하고 정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배관 배치 설계에 대한 유한요소 구조 해석에는 배관요소를 사용한다. 범용 유한

요소 해석 프로그램인 ANSYS에서 제공하는 배관요소들(Pipe16, Pipe18 등)을 사용하면 응력 분

포 및 강도 등은 알 수 있지만 배관의 원주방향 또는 내외부 표면에 대한 응력 및 변형률에 대한 

상세한 값을 알 수 없다. 그러므로 SIE ASME-NH 프로그램의 입력파일을 작성하기 위해서 3차

원 구조 형상으로 모델링하여 해석을 수행한다. 해석에 고려된 하중은 원자로 기동/정지 주기 하

중이며, 30년 운전 수명동안 고온 유지시간은 240,000으로 설정하 다. 핵연료 교환 주기를 약 1.5

년으로 가정할 때 30년 원자로 수명 동안 20회의 하중 사이클이 발생하며, 각 사이클당 고온 유

지시간은 12,000시간이다. 그림 3.1-72는 원자로 기동/정지 주기하중을 나타낸 것으로, 배관의 최

고 온도는 545℃, 최저 온도는 200℃로 설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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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2 주기 하중

일반적으로 배관 계통에서 응력이 크게 발생하는 부분은 기기와 연결되는 노즐부와 엘보우가 

설치되는 곡관부이다. 특히 액체금속로와 같은 고온 배관과 연결되는 노즐부의 경우 응력집중이 

크게 발생하므로 배관 계통 설계와는 별도로 노즐부에 대한 상세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

므로 노즐부에 대한 구조 평가는 향후 별도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곡관 및 직

관부에 대한 구조 해석을 수행하고 이에 따른 잔류변형을 평가한다. 

SIE ASME-NH를 이용하기 위하여 입력파일을 작성해야 하는데, 입력 파일 작성에 필요한 

응력, 변형률, 온도 값을 구하기 위하여 그림 3.1-73과 같이 ANSYS 구조 해석을 수행하 다. 구

조 해석 결과로부터 고온 배관의 주요 3 부분에 대한 온도, 응력, 변형률 값을 이용하여 입력 파

일을 작성하 다. 

(a) 일차 하중 해석 결과

                  

(b) 이차 하중 해석 결과(MAX)               (c) 이차 하중 해석 결과(MIN)

그림 3.1-73 IHTS 고온 배관 응력강도 해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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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4 IHTS 고온 배관 주요부 선정

그림 3.1-74는 해석에 적용된 주요 부위를 나타낸 것으로 직관부 1 부분과 곡관부 2 부분을 선

정하 다. 유한요소 해석 결과로부터 SIE ASME-NH 계산을 위해 선정된 3 부분에 대해 입력 파

일을 작성하여 평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SIE ASME-NH 계산 결과는 크게 세부분, 일차 응력강도 제한 요건(Primary stress intensity 

limits), 변형 및 변형률 제한 요건(Deformation and strain limits) 그리고 크립-피로 평가

(Creep-fatigue evaluation)로 나누어진다. 이 중에서 변형 및 변형률 제한요건 평가에 적용하는 

누적 비탄성 변형률(accumulated inelastic strain)은 고온 라체팅 변형을 야기하는 주기 하중에 

의한 변형률을 평가하여 제한치 만족여부를 확인한다. 이렇게 계산된 누적 비탄성 변형률 값에는 

설계 허용 마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제 값보다는 큰 변형률 값을 나타내지만 이는 구조건전성 

확보 측면에서 보수적인 평가값이므로 이를 잔류변형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고온 구조물이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세가지 요건들을 만족해야만 한다. 표 

3.1-17은 각 요건들에 대한 평가치 및 제한치들을 나타낸 것이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택된 

3개의 주요부에서 응력, 변형률 및 크립-피로 손상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누적 비탄성 변형률은 직관부에서 0.0106%, 곡관부에서는 0.132%, 0.213%로 나타났다. 이 결과로

부터 일차 응력이 크게 작용하는 부분이 잔류 변형 또한 상대적으로 크게 발생함을 알 수 있다. 

비탄성 변형률이 가장 크게 나타난 Section 2의 변형률을 등가 변형량으로 계산하면 약 2.13cm의 

잔류 변형량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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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7 IHTS 고온 배관 구조건전성 평가 결과

Sections Evaluation Items Calculated Value Limit Value Check

Section 1

□ Primary Stress Limits(Level B)

  Pm 2.31MPa 91.66MPa OK

  P L+Pb/Kt 2.28MPa 91.66MPa OK

□ Inelastic Strain Limits

  Elastic Approach 0.0225 0.4463 OK

  Simplified Inelastic Approach 0.0106% 1.0% OK

□ Creep-Fatigue Evaluation

  Fatigue Damage 0.00 0.0923 OK

  Creep Damage 0.0957 1.0 OK

Section 2

□ Primary Stress Limits(Level B)

  Pm 3.79MPa 91.66MPa OK

  P L+Pb/Kt 4.89MPa 91.66MPa OK

□ Inelastic Strain Limits

  Elastic Approach 0.3229 0.4463 OK

  Simplified Inelastic Approach 0.1317% 1.0% OK

□ Creep-Fatigue Evaluation

  Fatigue Damage 0.00 0.0826 OK

  Creep Damage 0.1906 1.0 OK

Section 3

□ Primary Stress Limits(Level B)

  Pm 10.93MPa 91.66MPa OK

  P L+Pb/Kt 9.27MPa 91.66MPa OK

□ Inelastic Strain Limits

  Elastic Approach 0.1072 0.4463 OK

  Simplified Inelastic Approach 0.2125% 1.0% OK

□ Creep-Fatigue Evaluation

  Fatigue Damage 0.00 0.0878 OK

  Creep Damage 0.1396 1.0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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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피동 잔열제거 계통(PDRC) 배관 건전성 평가

PDRC 배관에 대한 고온 잔류변형은 IHTS 배관 계통에 대하여 수행한 방법과 동일하게 SIE 

ASME-NH 프로그램을 이용하 다. 평가에는 PDRC 배관 중에서 고온 배관을 선택하 는데, 

PDRC 고온 배관의 온도하중은 원자로 정상상태에서의 온도는 200℃이지만 고온풀 온도 상승에 

의해 DHX가 작동하는 사고 조건에서는 520℃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간주하 으며 유지시간은 72

시간으로 설정하 다. 그림 3.1-75는 사고 조건을 고려한 PDRC 배관의 온도 주기하중을 나타낸 

것이고, 그림 3.1-76은 정상 상태 및 사고 상태에서의 응력 해석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IHTS 배

관 계통과 마찬가지로 PDRC 배관의 주요부에 대한 구조건전성을 평가하 는데 표 3.1-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한 요건들이 만족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최대 누적 비탄성 변형률은 0.2691%로 

평가되었는데 이 값을 등가 변형량으로 계산하면 약 3.2cm가 된다.

그림 3.1-75 PDRC 배관 온도 주기 하중

(a) 정상 운전시                         (b) 사고 조건시

그림 3.1-76 PDRC 고온 배관 응력 해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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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8 PDRC 고온 배관 구조건전성 평가 결과

Sections Evaluation Items Calculated Value Limit Value Check

Section 4

□ Primary Stress Limits(Level C)

  Pm 13.0MPa 113.8MPa OK

  P L+Pb/Kt 18.6MPa 113.8MPa OK

□ Inelastic Strain Limits

  Elastic Approach 0.1203 0.5302 OK

  Simplified Inelastic Approach 0.0022% 1.0% OK

□ Creep-Fatigue Evaluation

  Fatigue Damage 0.00 0.441 OK

  Creep Damage 0.012 1.0 OK

Section 5

□ Primary Stress Limits(Level C)

  Pm 18.7MPa 113.8MPa OK

  P L+Pb/Kt 20.6MPa 113.8MPa OK

□ Inelastic Strain Limits

  Elastic Approach 0.2412 0.5302 OK

  Simplified Inelastic Approach 0.0272% 1.0% OK

□ Creep-Fatigue Evaluation

  Fatigue Damage 0.00 0.3523 OK

  Creep Damage 0.0144 1.0 OK

Section 6

□ Primary Stress Limits(Level C)

  Pm 11.5MPa 113.8MPa OK

  P L+Pb/Kt 31.6MPa 113.8MPa OK

□ Inelastic Strain Limits

  Elastic Approach 0.2769 0.5302 OK

  Simplified Inelastic Approach 0.2691% 1.0% OK

□ Creep-Fatigue Evaluation

  Fatigue Damage 0.00 0.1749 OK

  Creep Damage 0.0183 1.0 OK

고온 반복 하중에 의한 배관의 잔류 변형은 배관 지지구조물에 구조 하중으로 작용하여 구조

건전성에 큰 향을 미치는 중요한 하중이므로 설계시에는 이를 고려한 설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 본 연구에서 누적 잔류변형 평가를 위해 사용한 SIE ASME-NH 프로그램은 ASME 설계 

코드에 따라 작성되었는데 여기에는 설계 여유도를 고려한 안전계수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를 이용한 평가 결과는 다소 보수적인 값을 나타낼 것이다. 그러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배관 재료

의 비탄성 구성방정식을 도출하고 이를 이용한 비탄성 해석을 수행하여 두 방법에 의한 해석 결

과를 비교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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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HTS 동축배관 구조물 예비 개념설계 및 평가

액체금속로 구조물에서 가장 취약한 부위 중의 하나이면서도 이중배관 형상의 특성상 검사가 

어려운 곳은 IHTS 동축배관 부위이다. 이곳은 약 200°C의 온도차를 가진 고온(526°C) 및 저온

(320°C)의 소듐이 접촉하는 곳이면서 IHX의 자중과 배관의 열팽창 등에 따른 시스템 하중이 크

게 걸리는 곳이다. 그림 3.1-77은 동축배관, IHX 마운팅 플랜지 및 원자로헤드의 형상과 IHX 지

지부에서 동축배관 구조의 내․외부 원통에 걸리는 자중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3.1-77(b)은 

KALIMER-600의 IHX 지지 스커트에 걸리는 자중을 보여주고 있다. 동축배관 구조에 연결되는 

IHX 지지구조는 일차응력을 유발하는 55.8톤의 자중이 걸리기 때문에 고온 좌굴 및 크립, 크립-

피로 손상에 대한 신뢰성 있는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Reactor Head Reactor Head

IHX RiserInsulation &

IHX Mounting
flange 

Mounting bolt

Reactor Head Reactor Head

Insulation
shied plates

IHX Mounting
flange 

Mounting bolt

  

Support 
Skirt

(55.8 ton)

IHX Riser

IHX mounting flange

IHX casing
+ sodium (46.6 ton)

IHX tube etc.
(9.22 ton)  

      (a) 동축배관 및 원자로 헤드부 지지 형상        (b) IHX 지지부 형상 및 자중

그림 3.1-77 KALIMER-600 IHTS 동축배관 구조부 유한요소 해석모델

     

 (a) EFR      (b) Superphenix (c) DFBR

그림 3.1-78 동축배관이 존재하는 해외 노형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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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PRISM                            (b) PFBR

그림 3.1-79 동축배관이 존재하는 해외 노형 (II)

액체금속로에서 일차측 IHX 상부와 IHTS 배관 연결부의 구조 형상은 대부분 동축배관 형상

을 취하고 있다. 그림 3.1-78 및 그림 3.1-79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프랑스의 EFR, Superphenix, 인

도의 PFBR, 미국의 PRISM 및 LPR 등의 풀형과 루프형인 일본의 DFBR은 1차측 열교환기에서 

증기발생기 쪽으로 분기되는 고온-저온 배관의 접합부위는 동축배관 형상을 취하고 있다. 

KALIMER-600도 그림 3.1-77(a)에서와 같이 동축배관 형상을 취하고 있다. 

반면 그림 3.1-80에서와 같이 루프형 액체금속로인 일본의 몬주, JSFR 및 미국의 CRBR 등은 

원자로용기에서 1차측 IHX로 연결되는 고온관과 저온관의 배치형태가 동축배관 형상 대신 분리 

배관 형상을 취하고 있다. 일본의 루프형 노형인 DFBR 경우 그림 3.1-78(c)에서와 같이 1차배관

은 역U 형상(reverse U shape)형상이고, 2차배관은 동축배관 형상을 취하고 있다. 루프형 액체금

속로에서 모든 배관이 분리형 배관형상을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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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HX / Pump

         
R/V

中間熱交換器
（ＩＨＸ）

ポンプPump
IHX

               (a) JSFR                                  (b) Monju

그림 3.1-80 동축배관 대신 분리형 배관 개념을 채택하고 있는 노형

본 4단계 연구에서는 KALIMER-600 동축배관 구조에 대해 예비 치수설계 및 응력해석을 수

행하 다. 동축배관 구조의 응력해석을 위해서는 IHTS 배관계통의 열팽창을 포함하는 시스템 하

중의 계산이 요구된다. 예비 치수 설계된 KALIMER-600의 IHTS 시스템 하중에 따른 고온관 및 

저온관 우측 단의 반력은 그림 3.1-81(a)에서와 같이 계산되었다.

P=16.89MPa

P=9.51MPa

Mx = -31306
My =  13336
Mz =  - 9191

Mx = 15932
My = -56065
Mz =  11196

Fx=18775.
Fy= 2757.
Fz=30215.

Fx= 41129.
Fy= -33251.
Fz=  36956.

P=16.89MPa

P=9.51MPa

Mx = -31306
My =  13336
Mz =  - 9191

Mx = 15932
My = -56065
Mz =  11196

Fx=18775.
Fy= 2757.
Fz=30215.

Fx= 41129.
Fy= -33251.
Fz=  36956.

        

 (a) 동축배관 형상 및 시스템 하중      (b) IHX 자중만 작용할 때의 응력분포

그림 3.1-81 KALIMER-600 동축배관 모델 및 응력해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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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2 IHX 자중 및 배관 시스템하중에 따른 동축배관 응력 분포

동축배관 구조에 IHX 기기의 자중만 작용시켰을 때 발생하는 응력의 분포는 그림 3.1-81(b)에

서와 같이 최대 Mises 응력강도치는 42.2MPa로 계산되었고, IHX 자중과 배관의 열 및 기계적 

시스템 하중을 작용시켰을 때의 응력분포는 그림 3.1-82와 같이 최대치가 264MPa로 나타나 허

용치(287MPa)를 만족시키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현재의 KALIMER-600 개념설계 단계에서는 열수력 하중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

문에 동축배관 부위가 설계 허용치를 초과할 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불가한 상태이

며, 향후 과도 열수력 하중이 결정되면 열응력 및 손상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IHTS 동축배관 

구조에 대한 고온 최적 설계 및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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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원자로건물 경량화 및 지진응답 평가

1) 원자로건물 설계 및 지진응답해석 

원자로 건물에 대해 10% 평면적 축소(52m×39m ⇒ 49m×36m)를 시도하 으며, 기기 및 배관

배치의 적합성을 평가하 다. 수행한 연구내용은 PDRC 계통 배관배치 설계, Passive Reactor 

Vault Cooling System 적용개념, 핵연료 저장건물 개념설계, 핵연료 저장건물 단순화, 핵연료 이

송로 단순화 등이다. 그림 3.1-83은 PDRC 계통 배관을 포함한 원자로건물을 나타낸 것이다. 원

자로건물 지진응답평가를 위해 원자로 건물을 3차원 모델링하고, 설계지진하중 0.3g(수평) 및 

0.2g (수직)에 대한 지진응답스펙트럼 해석을 그림 3.1-84와 같이 수행하 다. 해석결과 응력 수

준은 2.4MPa, 변위는 6cm로 나타나 면진에 의하여 원자로 건물이 강체운동을 하고 있으며, 지진

하중이 작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3.1-83 축소된 원자로 건물 개념도      그림 3.1-84 지진응답 스펙트럼 해석 결과

2) 핵연료 이송개념 개발

사용후 노심집합체는 재장전 기간 동안에 원자로에서 핵연료 취급 및 저장시설로 운송되어진

다. 핵연료와 Blanket 집합체는 노내저장소에서 18개월 동안 저장되기 때문에 원자로에서 인출할 

때 평균 약 1.3kW의 붕괴열을 발생시킨다. 이러한 낮은 상태의 붕괴열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원

자로에서 제거된 노심집합체는 별도의 노외 냉각시설을 거치지 않고 핵연료 취급 및 저장시설로 

직접 운송되는 단순이동방식으로 설계되었다. 그림 3.1-85는 노심집합체의 이송개념에 대한 흐름

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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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5 노심집합체의 이송개념에 대한 흐름도

건물간 캐스크 운송을 위해서는 새로운 노심 집합체와 사용후 노심 집합체를 포함하는 캐스크

를 둘 다 운송할 수 있는 레일에 의한 원격조정 운송장치가 사용된다. 운송의 효율성을 위하여 

캐스크는 한번에 6개의 노심 집합체를 담을 수 있도록 상부에 회전식 원형 콘베이어를 설치한다. 

핵연료 운송 캐스크는 원격조정 운송장치에 의해 그림 3.1-86과 같이 원자로 상부로부터 핵연료 

취급 및 저장시설로 이동한 뒤 건물 내의 핵연료 취급장소로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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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6 핵연료 이송계통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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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원자로구조물 기기간섭 및 ISI 접근성 평가

KALIMER-600의 안전성과 가동성 확보를 위해 원자로계통 및 주요부품에 대하여 ASME XI, 

Div. 3의 요건에 의거하여 가동중검사(In-Service Inspection ; ISI)를 주기적으로 적용하여야 하

며 중대 결함이 발견되거나 고장이 발생한 부품은 보수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ASME XI 

Div. 3의 요건과 KALIMER-600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념설계 단계에서 가동중검사와 보수에 대

한 기본 개념을 정립하고 주요부품에 대한 가동중검사 적용시 검사성과 접근성을 분석 평가하

다. 

액체금속로 가동중검사법

육안검사, 표면검사 및 체적검사와 같은 비파괴검사법(NDT)이 경수로와 액체금속로에 기본

적으로 적용되는 가동중검사 방법이다. 다만 액체금속로의 경우 고온 소듐환경의 특수성으로 인

하여 원격 육안검사와 연속감시 및 대체검사법이 주로 적용된다. ASME Section V에서 분류하

고 있는 비파괴검사법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육안검사 :

육안검사는 육안으로 검사체 표면을 검사하는 비파괴검사법으로 검사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

이 분류된다. 

  - VTM-1 : 균열을 비롯한 특정 표면상태, 손상, 마모 및 기타 물리적 손상을 찾는 육안검사

법이다. 

  - VTM-2 : 검사체 외면에서 액체의 침적, 액체 분출, 액체 방울과 연기를 탐지하는 누설 육

안검사법이다.

  - VTM-3 : 용접부나 검사대상체의 일반적인 기계적 및 구조적 상태를 검사하는 육안검사

법이다. 

육안검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검사체에 충분히 접근 가능해야 한다. 검사체에 접근하여 검사

할 수 없는 경우 원격 장치를 이용한다. 원격육안검사에서는 이들 시스템의 분해능이 적어도 직

접육안검사와 동등 이상이 되어야 한다. 원격검사는 위험 환경에서 검사가 가능하게 한다. 대표

적인 장치는 망원경, 내부 주사경, 화이버 광학기기, 원격 카메라와 소나(SONAR)와 유사한 초음

파 상가시화 장치이다. 부품의 설치 위치와 치수 측정은 특수게이지를 사용하여 수행된다. 표

면 전사법(replica)과 같은 검사법으로 육안검사방법의 범위를 확장하여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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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 검사 :

표면검사법은 표면 결함과 표면 바로 밑에 존재하는 결함을 탐지하는 검사법으로 액체침투검

사법(PT)과 자분검사법(MT)을 규정하고 있으며, ASME Sec. V Article 6과7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 액체침투검사(PT)는 유색의 유체가 미세 균열에 흡착되는 특성을 이용하는 검사법으로 비

자성체 재료에 적용된다. 검사 수행시 표면은 항상 깨끗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자분검사(MT)는 

검사체에 전류를 흘리고 미세 산화철 가루를 표면에 뿌려 그 분포를 측정하는 검사법이며 강자성

체 재료에 적합한 검사법이다.  

체적검사 :

체적검사는 재료의 내부에 존재하는 결함과 불연속부위를 탐지하는 비파괴검사법으로 방사선 

투과검사, 초음파검사, 와전류검사법으로 분류하고 있다. 방사선 투과검사는 ASME Sec. V 

Article 2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와전류검사는 ASME Sec. XI Appendix IV를 적용해야 

하나 액체금속로는 이 부록이 준비 중에 있다. 초음파검사의 경우, 액체금속로에서는 IMA-2232

를, 경수로에서는 Appendix I를 적용토록 하고 있다. 액체금속로에서 고온 초음파검사는 공인검

사원이 승인한 절차서에 따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사선검사(RT)는 시험체의 한 쪽면에 현상필름과 같은 상기록매체를 놓고 그 반대편에서 

X선과 같은 투과선을 조사 시켜 검사하는 방법이다. 검사체의 양쪽면이 접근 가능해야 한다. 초

음파검사법(UT)은 초음파 탐촉자를 이용하여 시험체 재료 내부에 음파를 투과 시켜 검사한다. 

검사체 한쪽 면만 접근가능해도 된다. 오스테나이트 강의 용접부는 액금로와 같은 고온 환경에서 

초음파 검사 수행이 기술적으로 매우 어려운 문제를 갖고 있다. 와전류검사(ECT)는 시험체에 전

류를 유도 시키고 이 전류의 변화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표면 또는 표면하 1/8 인치 깊이까지의 

결함을 탐지해 낸다. 경수로 증기발생기 인코넬 튜브와 같은 비자성체 튜브에 적용된다. 탄소강 

튜브와 같은 자성체에는 원격장 와전류(Remote Field ECT) 방법이 적용될 수 있다. 

연속감시 :

ASME 규정에서는 공인 검사원이 인증한 다른 종류의 검사법이나 새로 개발된 신기술을 기

존의 가동중검사법의 대체 검사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체검사법에는 주로 연속감

시법(Continuous Monitoring)이 주로 적용되고 있다. 소듐과 방사능 보호가스를 담고 있는 부품

과 시스템의 누설탐지에는 연속감시법을 적용한다. KALIMER-600 원자로계통의 연속 감시에 

사용되는 주요 감시 parameter는 중성자속, 방사능, 온도, 압력, 유량, 소듐 누설, 가스 누설, 변위, 

진동 및 음향신호 등이다. 이 이외에도 고온 비접촉식 전자기 초음파검사(EMAT), 유도 초음파

검사(Guide Wave), 음향방출 검사법(Acoustic Emission), 스트레인 게이지 변위 측정 등이 대체

검사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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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IMER-600 가동중검사 개념설계

ASME XI, Div. 3에 의거하여 KALIMER-600 원자로계통의 가동중검사 방법에 대한 기본적

인 개념을 설정하 다. 그림 3.1-88은 주요 부품에 적용될 가동중검사법을 개략적으로 나타낸다. 

주요부품에 대한 가동중검사의 세부 기술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자로 용기 :

ASME 규정에 의한 원자로용기(RV)의 가동중검사법은 육안검사 VTM-2와 연속감시법이다.  

원자로용기에 대한 주기적 육안검사는 그림 3.1-88과 같이 원자로 헤드에 설치된 ISI access 포

트에 의해 원자로용기(RV)와 격납용기(CV) 사이의 환형 갭 속으로 원격 소형 카메라가 접근되

어 수행된다. 검사장비는 소형 비디오 카메라, 모니터, 레코더 및 카메라 조정 케이블로 구성된다. 

환형 갭은 검사 기간에도 200°C의 고온이므로 카메라 장치를 냉각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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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IMER-600 원자로계통 ISI

원자로용기

VTM-2, CM, 
VI

RI / 1차 펌프/
중간열교환기

VTM-3 (USV), 
CM, VI 

소듐내부가시화

VTM : Visual Testing Method-1,2,3
USV : Under Sodium Viewing
CM : Continuous Monitoring
VI : Volumetric Inspection (UT, ECT)
SI : Surface Inspection (PT, MT)

그림 3.1-88 KALIMER-600 원자로계통 ISI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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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듐누설감시는 원자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수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연속감시 기술이다. 

원자로용기의 소듐 누설은 원자로용기와 격납용기 사이의 간격층에 소듐 이온화 탐지기와 스파

크 플러그 탐지기를 이용하여 탐지한다. 소듐 이온화 탐지기와 스파크 플러그 탐지기는 핀홀과 

같은 매우 작은 누설부를 찾아낼 수 있다. 큰 누설은 격납용기 하단에 침적하게 되는 액체소듐을 

연속 탐지기로 탐지한다. 소듐 누설의 징후가 있으면 격납 용기 가스에 대한 오프라인 시료 분석

을 실시한다. 소듐 액위 위의 가스 누설은 원자로 용기내의 카버가스와 격납 용기 사이의 환형 

갭에 설치된 가스 압력 센서로 가스 누설을 지시하는 압력차를 탐지한다. 

원자로용기에 대한 체적검사는 ASME 코드의 요건은 아니지만 코드 요건이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거나 또는 보충 검사법의 사용이 요구될 때 수행된다. 원자로용기 체적검사는 일반적으로 

초음파검사가 적용된다. 고온에서의 초음파검사는 유체접촉매질의 적용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 

고온 초음파검사로는 유체 접촉매질이 필요하지 않고 적용 가능한 전자기 초음파검사

(EMAT-Electro Magnetic Acoustic Transducer)법이 적용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전자기초음

파검사보다는 초음파검사가 보다 효율적이다. 일본에서는 원격장 와전류 검사법(Remote Field 

ECT) 또는 전자기 초음파검사법(EMAT) 을 주로 적용하고 있고 프랑스의 경우에서는 초음파검

사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화학적으로 불활성인 접촉매질을 사용하고 검사후에는 

자연적으로 증발되도록 한다.

체적검사 수행은 그림 3.1-89와 같이 비디오 카메라, 초음파 헤드, 냉각, 이동 구동기가 장착된 

소형 이동 로봇에 의해 검사가 수행된다. 구동기의 자석 바퀴는 탄소강 격납용기에 부착된다. 소

형 이동 로봇은 원자로 헤드에 있는 ISI 포트에 의해 접근된다. 원자로 용기의 용접부 개소를 적

게 하여 설계 제작함으로써 원자로 용기의 체적검사 역을 최소화하여 검사의 효율성과 안전성

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원자로용기는 고온에서 장기간 운전되므로 고온 크립피로 손상이 

발생하기 쉽다. 고온 크립피로 감시기술이 원자로용기의 고온 구조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

운 대체검사 기술로서 적용될 수 있다.

격납용기 :

ASME 코드는 격납용기 용접부에 대하여 VTM-3 육안검사를 요구한다. 격납용기의 보호 기

능을 검증하기 위하여 용기의 검사는 매우 중요하다. 육안검사는 용접 연결부의 건전성 상실을 

탐지할 수 있으나 작은 누설로 인한 불활성 가스의 손실은 탐지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환형 갭 

내의 압력의 연속감시가 수행되어야 한다. 환형 갭 내의 압력 감소는 누설 존재를 알려주는 첫번

째의 지시가 된다. RV/CV환형 갭에서의 압력차 지시가 두개 이상의 감시 장치에 의해 감지되면 

원격 TV에 의한 VTM-3 육안검사를 수행한다.  RV/CV환형 갭에서의 가스 시료 분석이 후속 

검사로 수행된다. 또한 격납용기는 원자로 격납 경계에 속하므로 격납용기에 대한 주기적인 종합

누설시험(ILRT)이 수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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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용기 ISI 원격 검사장치

ISI Access Port

RV 
(SS316, 

D=11.41m
H=18m
t= 5cm)

CV 
(Mod.9Cr, 
D=11.76m
t= 2.5cm)

원자로용기 ISI 원격 검사장치

ISI Access Port

RV 
(SS316, 

D=11.41m
H=18m
t= 5cm)

CV 
(Mod.9Cr, 
D=11.76m
t= 2.5cm)

(Superphenix)

그림 3.1-89 원자로용기의 체적검사 

원자로 노심 및 내부구조물

풀형 액체금속로인 KALIMER-600은 원자로 내부에 1차 펌프, 중간열교환기(IHX) 및 잔열교

환기(DHX)와 같은 주요 부품과 내부구조물이 집되어 있다. 1차 펌프와 열교환기 등의 원자로 

내부의 주요 기기와 원자로 내부구조물은 육안검사 VTM-3이 요구되며 연속감시나 치수측정 등

의 대체 검사가 수행된다. 내부구조물의 효과적인 검사방법은 연속 감시법과 원격 치수 측정이

다. 연속감시법은 직접적으로 검사하지 않고 내부구조물의 상태를 감시할 수 있으며 정확하고 신

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온도, 압력, 유량, 변위, 소듐액위, 방사능 및 음향신호로 소듐 및 상

부 가스 누설, 내부 부품의 작동 상태, 금속파편의 존재 등을 찾아낼 수 있다. 그림 3.1-90은 연속

감시 개념도를 나타내며 원자로 내부 특정 위치에 설치되는 연속감시 센서 들은 특정 내부 부품

과 어셈블리 또는 내부구조물의 구조적 건전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노심, 전자펌프 및 중간

열교환기의 입출구 온도와 압력의 연속감시는 노심 및 기기의 건전성과 펌프 출력의 통계적 정보

를 연속적으로 알려준다. 원자로 내부에 설치되는 감시 센서는 원자로 상부 덮개 또는 회전 플러

그에 관통되어 설치되고 기계적으로 드라이웰(drywell) 형태의 원통형 튜브 구조물에 의해 지지 

되거나 또는 내부구조물 벽면에 부착되어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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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안검사는 균열을 비롯한 특정 표면상태, 손상, 마모, 물리적 손상, 누설 흔적 여부 뿐만 아니

라 검사체의 기계적 및 구조적 상태를 검사하는 방법이다. ASME 코드에서는 원자로용기 내부구

조물에 대하여 주기적 육안검사를 요구하고 있다. 원자로 내부 부품인 상부내부구조물, 펌프, 중

간열교환기, 잔열교환기 및 내부구조물은 소듐레벨을 낮춘 후에 그림 3.1-91과 같이 원자로 헤드

에 설치된 ISI 접근 port를 통하여 소형 CCTV 카메라를 이용하여 원격 육안감시를 수행한다. 소

듐내부에 있는 구조물은 육안검사는 소듐내부가시화 원격검사가 이루어진다. 원자로 내부구조물

과 주요부품은 소듐의 불투명성으로 육안검사를 수행하기가 어려워 초음파를 이용한 소듐내부 

가시화 검사법을 적용한다. 구조물의 설치 위치와 구조물간의 거리 및 치수 측정은 초음파를 이

용한 소듐내부가시화 장치를 삽입하여 수행된다. 소듐내부가시화 장치를 이용하여 핵연료 교체 

작업공정에 노심 상단의 장애물 탐지와 노심 어셈블리의 위치 가시화 그리고 노심 변형을 탐지하

기 위한  former ring과 원자로 용기 라이너 주위에 설치된 특정 표식점의 상대적 위치를 점검한

다. 소듐내부 가시화장치는 회전 플러그의 ISI 포트를 통해서 장착되어 최대 주사 범위를 갖도록 

작동한다.

그림 3.1-90 원자로 내부구조물 및 부품 연속감시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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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91 원자로 내부구조물 ISI access ports 

원자로헤드 및 커버가스 시스템

ASME 코드 요건에 의한 원자로헤드의 가동중검사 방법은 연속감시이다. 소듐 냉각재의 반응

을 억제하기 위하여 원자로 소듐 액위 위에 헬륨 카버가스가 충진된다. 원자로헤드는 커버가스의 

차폐기능이 있어야 한다. 원자로헤드와 보호가스 시스템은 카버가스의 누설에 대한 연속감시가 

수행된다. 커버가스 누설은 원자로헤드 상부 접근 역에 설치된 방사능 모니터에 의해 탐지된

다. 원자로 상부 출입지역(HAA)에서의 방사능 탐지기는 원자로헤드의 누설 건전성을 연속 감시

한다. 누설지시가 발견되면 후속 검사로 헬륨누설검사법으로 누설 부위를 탐지하고 원자로 커버

가스와 1차 소듐의 순도 분석을 실시한다. 

ISI/R Access Ports

ISI/R 
Remote 
Robot

ISI/R Access Ports

ISI/R 
Remote 
Rob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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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 지지구조물

원자로용기 지지구조물의 검사는 구부착물 용접부의 표면검사 또는 체적검사와 지지구조물

과 볼트의 육안검사 VTM-3로 이루어진다. 원자로 지지구조물의 용접부와 볼트는 매 핵연료 교

체 주기마다 분할 선정되어 검사되고 10년에 지지구조물의 전부위를 검사한다. 지지구조물 용접

부를 검사하기 전에 원자로헤드 주위의 차폐블록을 제거하여 지지물에 접근할 수 있게 한다. 지

지 용접부의 가동중검사는 카메라와 검사장치를 장착한 원격 제어 차량에 의해서 수행한다. 볼트 

검사는 차폐 블록을 제거하고 검사자가 직접 접근 하여 수행한다. 볼트 헤드와 너트는 격납 경계

를 유지하기 위하여 둥근 덮개로 씰 용접된다. 씰 용접부를 자르고 볼트 카바가 제거되면 볼트에 

접근된다. 볼트의 가동중검사는 육안검사와 볼트 축 토크를 검사를 포함한다. 검사가 끝난 후에 

볼트 카바를 다시 용접하고 누설검사를 수행한다. 

잔열제거 계통 (PDRC)

KALIMER-600 원자로는 DHX와 ACS 공기의 자연대류를 이용하여 잔열을 제거하도록 설계

되어 있다. 원자로용기 잔열제거계통(PDRC)의 잔열 제거 성능은 그림 3.1-92와 같이 공기 유량

과 입구 및 출구 온도와 공기 유량의 연속 감시에 의해 이루어진다. 매 핵연료 교체주기마다 입

출구 공간, PDRC 통로, 격납용기외부에 대한 육안검사를 수행한다. PDRC 유동통로에 대한 주기

적인 원격 육안검사로 산화물 등의 이물질의 축적을 점검하고 잔열 제거 계통의 건전성을 검사한

다. 격납용기에서 사용한 원격 육안검사 장비를 사용하여 검사한다.

그림 3.1-92 ACS 공기유로 연속감시와 가동중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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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열전달계통 (IHTS)

IHTS 배관의 가동중검사는 소듐누설의 연속감시와 VTM-2 육안검사이다. 육안검사는 펌프 

탱크, 구 용접 지지 스커트 및 배관 지지구조물의 구부착물을 제외하고 단열재를 제거하지 

않고 수행된다. 이종금속 용접부의 가동중검사는 소듐 누설에 대한 연속감시로 수행된다. IHTS 

배관의 소듐 누설은 소듐 배관에 소듐 이온화 탐지기와 회로선 누설탐지기를 설치하여 탐지된다. 

기능시험이 수행되는 스너버를 제외한 IHTS 배관 지지구조물은 단열재를 제거하지 않고 육안검

사를 수행한다. 밸브는 단열재를 제거하여 육안검사를 수행한다. IHTS 펌프의 가동중검사는 소

듐누설의 연속감시와 온도, 진동, 압력의 연속감시로 수행된다. IHTS펌프 용기의 소듐 누설은 용

기외부의 소듐 이온화 탐지기로 탐지한다. 액체금속 내재 용접부 및 지지구조물은 육안검사, 표

면검사 및 체적검사를 수행한다. 

증기발생기 시스템

증기발생기 시스템은 증기발생기, 튜브, 파열 디스크, 소듐 덤프 탱크로 구성된다. 증기발생기

는 소듐-물 경계를 이루기 때문에 물 누출시 화재 사고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부품이다. 그러므

로 증기발생기 튜브의 파손은 중점적으로 검사되어야 한다. 기존 경수로의 증기발생기는 비탄소

강인 인코넬로 제작되어 와전류검사가 쉽게 적용되는데 액체금속로의 증기발생기 튜브는 Cr-Mo

강 계열의 재료로 제작되어 와전류검사 적용이 쉽지 않다. 액체금속로 증기발생기의 튜브는 나선

형으로 용접부가 많다. 증기발생기 튜브에 초음파검사기술 또는 원격장 와전류 검사법 (Remote 

Field ECT) 또는 전자기 초음파검사법 (EMAT) 을 적용한다. 

증기발생기는 소듐-물 경계를 이루기 때문에 물 누출시 화재 사고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부품

이다. 증기발생기 쉘 용접부와 지지구조물 연결부는 육안검사를 실시한다. 소듐 이온화 탐지기와 

스파크 플러그를 설치하여 소듐누설을 탐지한다. 증기발생기 튜브의 파손은 매우 중요하게 감시

되어야 한다. 증기발생기 튜브 누설은 증기발생기 상단부에 설치된 수소탐지기에 의한 수소 탐지 

방법과 용기 외벽에 부착된 음향센서를 이용한 음향 감시 방법으로 감시한다. 음향감시는 능동 

음향감시법(Active Acoustic Leak Detection)과 수동 음향감시법(Passive Acoustic Leak 

Detection)을 함께 적용한다. 

KAIMER-600 보수 개념설계

가동중검사에 의해 탐지된 손상 부품은 보수를 통하여 정상상태로 복원되어야 한다. 보수성은 

발전소의 가동성과 유용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설계 요건중의 하나이다. KALIMER-600 액체금

속로의 주요 부품에 대한 보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서는 초기 개념설계단계부터 보수 개념이 설

정되어 반 되어야 한다. KALIMER-600의 주요 부품은 발전소 운전기간 중에 계획에 의한 교체 

보수가 없도록 발전소 수명 이상의 설계 수명을 갖도록 설계 한다. KALIMER-600의 보수는 철

거 교체보수를 원칙으로 하나 철거하기 어려운 부품이나 손상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설치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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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수리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모든 시스템과 부품은 해체뿐만 아니라 세척, 수리와 재조립이 

가능하게 설계한다. 예상치 않은 파손이 발생하더라도 빠른 조치를 취하여서 재가동이 가능하도

록 설계한다. 설계 수명 기간 내에 교체되어야 할 부품의 예비 부품이 준비되어야 하고 부품 철

거와 수리시 부품 및 장비의 하치 공간이 확보되어야 하며 적절한 접근성을 가져야 한다. 여분의 

부품은 설계 수명 기간 안에 교체될 부품에 대하여 준비된다. 다른 액체금속로의 운전경험과 보

수경험을 조사 분석하여 설계에 반 하고 보수 요건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ALARA 개념에 따라 

방사능 피폭을 최소화 하도록 보수개념을 설정한다. 실증시험을 통하여 신뢰성이 인증된 장비와 

부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표준화된 부품을 사용한다. 밸브, 펌프 기타 부품의 종류를 최소화하여 

보수 비용을 줄이고 여분의 부품을 적게 보유하도록 한다. 부품은 충분한 설계마진을 가져서 가

동중에 마모나 부식, 방사능 효과, 열피로 효과 등에도 잘 견디게 한다. 고순도 소듐은 스테인리

스강과 탄소강에 부식을 유발시키지 않게 한다.

KALIMER-600의 보수 개념은 다음의 보수 요건을 만족하도록 개발되어야 한다.

- 보수에 의한 발전소 정지 시간 최소화

- 발전소 가동률을 최대화하는 주기로 보수 수행

- 방사능피폭 최소화 (고방사능 구역 지정 및 이동형 차폐체 설치)

- 환경 오염과 위험성 최소화 및 안전도 유지

- 보수 인력과 비용 최소화  

- 가동중 보수 최대화

- 가동중검사와 진단에 의한 보수 계획 결정

- 여분의 부품 요건 반

보수는 크게 사전 계획에 의해서 실시되는 계획 보수와 사전계획 없이 수행되는 비계획 보수

로 나눌 수 있다. 계획보수는 다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예방보수와 정규 계획에 반 되지 않고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조정보수로 구분된다. 예방보수는 장비의 파손의 주기와 향을 줄이기 

위해 수행되는 보수로서 정기적으로 계획된 검사, 시험, 서비스, 수리 및 교체 작업을 말한다.  예

방 보수에는 발전소 인허가, 제작자 품질 보증, 정부 안전 규제에 의해 수행되는 필수예방보수와 

발전소 운전 경 주의 판단에 의해서 수행되는 임의예방보수 그리고 주요 부품의 운전 상태를 감

시 진단하여 사고 발생을 예측하고 보수하는 진단예방보수로 나뉜다. 진단보수는 부품의 작동 특

성을 감시하여 파손을 예측하고 사전에 설정된 기준치를 초과할 때 보수를 계획하는 것이다. 발

전소 가동성에 향이 큰 부품에 보다 효과적인 진단을 위하여 온도, 압력, 진동 등의 각종 운전 

정보와 파손시 예상되는 기준치를 알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보수 프로그램은 수정보수를 최소화

하고 효과적인 예방보수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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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IMER-600 설계시 보수 개념설계 반 에 고려하여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부품 및 시스템에 대한 작업자 및 보수장비의 접근성을 확보한다.

- 부품 철거, 보수 교체 등을 할 수 있는 작업 공간을 확보한다.

- 부품 철거 및 교체 용이성을 고려하여 설계하고 원격보수가 가능하게 한다. 

- 방사능 차폐 및 소듐-물 반응 억제기구를 고려하여 설계한다.

- 보조 계통을 적게 하여 방사능 계통을 최소화한다. 

- 구조 설계 마진을 크게 하여 수명기간 내에 보수를 적게 한다.  

주요 부품의 보수 개념설계

KALIMER-600의 주요 부품은 주로 교체에 의하여 보수하도록 개념설계가 되었고 철거할 수 

없는 부품은 수리보수를 실시한다. 주요부품에 대한 보수개념은 표 3.1-20과 같이 설정하 다.

표 3.1-20  KALIMER-600 원자로계통 주요부품의 보수 방법 및 내역

주요 부품 교체 수리 보수 내역

원자로 용기 X ○ 결함 발생 부위 및 누설 결함부의 국부적 수리

격납 용기 X ○ 결함 발생 부위 및 누설 결함부의 국부적 수리

원자로내부구조물 X ○
소듐 제거 후 원격보수 실시

(불활성 분위기에서 특수 보수 장비 사용)

중간 열교환기

(IHX)
○ △

철거용 어댑터와 이송 보관용 캐스크 필요

방사성 소듐 제거 특수 장비 사용

잔열 열교환기

(DHX)
○ △

철거용 어댑터와 이송 보관용 캐스크 필요

방사성 소듐 제거 특수 장비 사용

1차 펌프 △ ○
철거용 어댑터와 이송 보관용 캐스크 필요

방사성 소듐 제거 특수 장비 사용

핵연료 이송장치 ○ △
철거용 어댑터와 이송 보관용 캐스크 필요

고장시 교체 보수

제어봉 구동장치 ○ △
구동 장치의 본체 : 무보수

구동관련 부속품 : 주기적인 교체 보수

회전 플러그 X ○ 드라이브 베어링 기어 점검 및 수리

중간열전달 계통 X △
밸브의 점검 및 수리

가동중 보수 가능

IHTS 펌프 ○ △ 펌프 점검, 수리 및 교체

증기 발생기 ○ △

열교환기 튜브에 대한 세척 및 누수 튜브의 관막음 

증기 및 급수 밸브 보수 및 교체

순환 펌프 누수 방지판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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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용기 및 격납용기 :

발전소 수명으로 설계하여 주기적인 교체 보수가 필요하지 않게 한다. 연속 감시에 의한 누설 

지시가 발생하면 체적 검사를 포함한 정  검사를 실시하여 누설 부위를 수리한다. 

원자로 내부구조물 및 부품 :

내부구조물은 철거하기가 어려우므로 주로 수리에 의해 보수를 실시하고 주기적 교체 보수를 

수행하지 않는다. 내부구조물 노심 상부는 소듐을 빼낸 후에 보수하고 주로 원격으로 수행된다. 

노심 부분에 대한 보수는 핵연료다발을 제거한 후 수행된다. 검사, 세척, 보수 및 교체 등에 특수 

장비가 필요하다. 중간 열교환기와 펌프의 기본적인 보수 방법은 철거 교체이다. 그림 3.1-93은 

철거 교체보수 개념도를 나타낸다. 상부 지지부의 볼트 체결부의 볼트를 푼 후 용접부를 절단하

여 중간 열교환기를 철거한다. 상부 중간 열교환기 철거시 표면에 묻은 방사성 소듐을 제거하는 

특수 장비가 필요하며, 철거용 어댑터와 이송 보관용 캐스크는 별도로 설계 제작되어야 한다. 철

거 전에 상부 콘테인먼트 공간과 어댑터 및 이송 캐스크 내부는 불활성 가스로 충진되어야 한다. 

이송 캐스크

격리 밸브

어댑터

캐스크
불활성가스 분위기
내부 기중기 사용이송 캐스크

격리 밸브

어댑터

캐스크
불활성가스 분위기
내부 기중기 사용

그림 3.1-93 교체 보수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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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펌프 고장시 교체 수리한다. 원자로 헤드의 홀다운 지지 링의 볼트를 풀고 제거된다. 방사

성 소듐을 제거하기 위한 특수 장치가 필요하며 철거용 어댑터와 이송 보관용 캐스크가 필요하

다. 핵연료 이송장치와 제어봉 구동장치와 같은 구동관련 부품은 고정부품보다 고장 확률이 높

다. 고장이 발생할 경우 그림 3.1-94와 같이 이송 캐스크를 이용하여 교체보수를 실시하나 원자

로 내에서 수리할 수도 있다. 가능한 설계수명 동안에는 보수하지 않도록 해야 하나 구동관련 부

속품 들은 주기적으로 교체 보수한다. 회전 플러그는 구조손상의 가능성이 매우 낮다. 단지 드라

이브 베어링 기어와 elastomer seal 등은 주기적으로 보수되어야 한다. 

그림 3.1-94 교체 보수용 이송 캐스크

Cask Isolation  

Valve 

Grapple 

Strongback 

Cask 

IHX or Pump 

Shielding 

Internal Lifting 

Mech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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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열전달 계통 :

중간열전달 계통은 원자력 비안전 등급 계통이다. 이 계통의 일반적 보수는 중간열전달 계통

의 밸브의 점검 및 수리 등이다. 중간열전달 계통은 접근성이 좋아 쉽게 보수할 수 있으며 가동 

중에도 보수가 가능하다. 배관 내의 소듐을 완전히 제거한 후 보수를 실시해야 하며 보수작업시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공기가 주입되면 고온 환경에서 부식이 발생하기 쉽다.

증기 발생기 :

증기발생기의 상부와 하부에 증기헤더와 급수헤더가 설치되고 이 헤더에 튜브가 연결된다. 헤

더와 증기발생기 용기의 연결부는 튜브 sheet의 역할을 하게 된다. 튜브의 비파괴검사와 보수를 

위하여 헤더에 inspection port를 설치하 으며 증기발생기 상부와 하부에도 inspection port를 설

치하여 증기발생기 내부 보수 작업이 가능하여야 한다. 증기발생기는 원자력 비안전등급 계통이

지만 소듐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부품이므로 안전등급 부품과 같은 정도의 보수유지 개념이 설정

되어야 한다. 증기발생기의 주요 보수 작업은 열교환기 튜브에 대한 세척 및 누수 튜브의 관막음, 

증기 및 급수 밸브 보수 및 교체, 순환 펌프 누수 방지판 교체 등이다. 

증기발생기에 중대한 손상이 발생되면 교체 보수를 실시한다. 증기발생기 내부의 소듐을 완전

히 제거한 후 보수를 실시해야 하며 고온부식 억제를 위해서 보수작업시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튜브 다발은 유체 기인진동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 

제작해야 한다. 

가동중검사 및 보수 접근성 평가

KALIMER-600의 주요 구조물과 부품에 대한 가동중검사와 보수 접근성을 평가 분석하 다. 

ISI의 접근성은 ASME XI, Div. 3의 IMA-1500 요건에 따라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한다.

① 공인검사자, 비파괴검사자, 비파괴검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장비의 접근. 

② 구조물, 차폐기기, 단열재, 규정된 육안검사, 비파괴검사 및 시험수행에 필요한 기타 장비 

및 기기의 설치보관 공간.

③ 장비, 기기 및 재료의 제거, 분해, 저장을 용이하게 하는 취급 장비 (호이스트 또는 다른 

장비)의 설치 및 지원 공간. 

④ 대안검사를 요하는 구조적 결함 또는 지시가 발견되어 본 기준에 규정된 검사 이외에 대

안 또는 추가 비파괴검사를 수행키 위한 공간, 

⑤ 수리 또는 교체를 요하는 결함 또는 지시 발견 시 계통기기의 수리 또는 교체와 관련된 필

요한 작업수행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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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IMER-600 주요 부품에 대한 가동중검사와 보수가 원활히 수행되기 위해서는 적용 부품

에의 접근성과 작업 공간 확보가 이루어져야 하며 개념설계단계에서 이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

야 하며 다음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 검사자의 접근을 위해서 검사 대상 부품의 모든 역에는 60 cm x 60 cm의 접근 통로를 확

보해야 한다.

- 단열재 제거와 표면 준비 및 검사를 위해 부품 주위에 다음의 최소 접근 간격을 확보해야 

한다.

  ⒜ 배관에서의  반경방향 최소 간격

         ⅰ) 한면이 접근 제한일 때 20 cm

         ⅱ) 서로 대칭인 면이 접근 제한일 때 23 cm  

         ⅲ) 인접한 두 면이 접근 제한일 때 30 cm

         ⅳ) 세면 또는 네 면이 접근 제한일 때 45 cm

  ⒝ 검사할 역의 각 면에서 축 방향 간격 :  2T + 5 cm (T : 배관 벽 두께)  

  ⒞ 부품과 직경 20인치 이하의 부속품이 수평 배관과 분리되어 있을 경우 면에서 축 방향 

간격 :  2T + 10 cm  (T : 배관 벽 두께)   

- 직경이 12인치보다 큰 배관의 경우 서로 반대한 두 면에서 체적 검사가 수행될 수 있도록 

검사자의 접근이 용이해야 한다.  

- 부품과 장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는데 사용되는 장비의 접근과 작동 역을 확보해야 한다.

- 배관, 펌프, 밸브 및 검사 대상 용접부 하단에 검사자와 장비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구적

인 발판 또는 구조물이 설치되어야 한다. 

- 검사 및 시험 구역에 조명, 청정 공기 및 전력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 ISI를 수행할 모든 용접부는 색인 번호로 구분되어야 한다.

- 검사 대상의 모든 부품의 용접부의 수를 최소화해야 한다.

- 체적검사와 표면검사가 수행되어야 할 검사 역에 설치된 단열재는 쉽게 제거될 수 있어야 

한다. 빠르고 쉽게 장착할 수 있도록 작은 크기의 단열판을 설계 제작한다. 단열판은 쉽게 취

급할 수 있도록 가벼워야 하며 취급하는 동안에 파손을 방지할 수 있을 만큼 견고해야 한다.

- 단열재 표면에 용접부 인식번호를 기록해야 한다.

KALIMER-600 원자로계통 주요부품의 검사부위에 대한 가동중검사 방법과 검사 및 보수 접

근성에 대한 기본 평가를 수행하여 다음 표 3.1-21에 요약하여 기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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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1 KALIMER-600 주요부품에 대한 ISI 접근성 평가와 설계반 사항

 

부품
검사

부위

검사

범주

가동중

검사방법

보수

방법
ISI 접근성 평가 설계반 사항

원자로

용기

(RV)

소듐

내재 

용접부

B-A VTM-2

연속감시

(소듐누설)

체적검사

수리 RV와 CV 사이 

환형 갭(15cm) 

사이로 원격검사

장치를 삽입하여 

검사 수행. 접근

성 양호.

용접부가 소듐자유 액면과 

가능한 멀리 떨어져 위치하

도록 해야 함. 가능한 용접

부의 개수 최소화 설계반 .

용기

하단부

용접부

B-A VTM-2

연속감시

(소듐누설)

체적검사

수리 접근성 불량 용기 하단부는 가능한 단조 

제작하여 용기하단 용접부 

최소화  .

커버

가스

내재

용접부

B-C VTM-2

연속감시

(방사능

가스누설)

체적검사

수리 RV와 CV 사이

의 환형갭(15cm) 

사이로 원격검사

장치를 삽입하여 

검사수행.

접근성 양호.

용접부 최소화 설계 반 .

원자로

헤드

관통부

및 

제어봉 

드라이브

B-C 연속감시

(방사능

가스누설)

헬륨누설

탐지

수리

또는

교체

원자로헤드 상부

에 방사능가스 

누설 연속감시 

수행.

누설신호 탐지시 

헬륨질량분석기

의 탐침법 이용 

누설부위 탐지. 

접근성 양호.

원자로헤드의 검사자 접근이 

용이하기 위해서 헤드부위의 

온도와 방사능 준위가 낮아

야 함. 제어봉 드라이브 해

체 수리 및 교체가 용이하게 

설계.

원자로

헤드

용접부

및

회전

플러그

B-E 연속감시

(방사능

가스누설)

헬륨누설

탐지

수리

또는

교체

원자로헤드 상부

에 방사능가스 

누설 연속감시 

수행.

접근성 양호.

원자로헤드는 단조 제작으로 

용접부 제거 회전구동기기는 

고장가능성 높으므로 해체수

리 및 교체가 용이하게 설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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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1 KALIMER-600 주요부품에 대한 ISI 접근성 평가와 설계반 사항 (계속)

부품
검사

부위

검사

범주

가동중

검사방법

보수

방법
ISI 접근성 평가 설계반 사항

격납

용기

(CV)

원주

방향

용접부

B-C 연속감시

(가스누설)

VTM-3

수리 원격검사장치를 

ACS에 삽입하여 

검사수행.

접근성 양호.

ACS에서 CV 외부에 접근이

용이하게 설계되어야 함.

방열장치는 가동중검사시에 

쉽게 철거되어야 함.

용기

하단

용접부

B-C 연속감시

(가스누설)

VTM-3

수리 접근성 양호. 용기 하단부 단조 제작 용접

부 이 최소화. 원자로용기의 

소듐 누설사고 발생시 누출

된 소듐을 배수할 수 있는 

소구경 배관을 CV용기 하단

까지 설치. 

원자로 

내부

구조물

노심

지지

구조물

용접부

B-N VTM-3

(소듐내부

가시화)

수리 Baffle plate 

access hole로 원

격 소듐내부가시

화 검사장치를 

삽입하여 검사

수행. 접근성 매

우 불량함.

노심지지구조물은 단조 제작 

용접부 최소화. 기하학적 불

연속부위에 용접부가 존재하

지 않게 함. 이종금속 용접

부 배제. 

소듐

내재 

용접부

B-N VTM-3

(소듐내부

가시화)

수리 원격 소듐내부가

시화 검사장치를 

삽입하여 검사 

수행.

접근성 매우 불

량함.

용접부를 최소화하고 기하학

적 불연속부위에 용접부가 

존재하지 않도록 한다.

초음파센서가 검사부위에 접

근할 수 있는 접근통로 확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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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1 KALIMER-600 주요부품에 대한 ISI 접근성 평가와 설계반 사항 (계속)

부품 검사부위
검사

범주

가동중

검사방법

보수

방법
ISI 접근성 평가 설계반 사항

1차

펌프

소듐내재 

용기

용접부

B-A VTM-2

연속감시

교체

보수

소듐레벨을 펌프 아래

로 내리고 원격 육안

검사장치를 이용하여 

검사함. 펌프 상단은 

접근성 양호. baffle 

plate 하단부위는 접

근성 불량.

용기 용접부 최소화

Baffle plate에 

Access 구멍을 내어

서 펌프 하단에 접

근 가능하게 하여야 

함

중간

열교

환기

소듐내재 

용접부

B-A VTM-2

연속감시

교체

보수

소듐레벨을 중간열교

환기 아래로 내리고 

원격육안검사 장치를 

삽입하여 검사수행. 

상단부위는 접근성 양

호함. baffle plate 하

단부위는 접근성이 안

좋음.

용기 용접부 개수 

최소화해야 함.

Baffle plate에 

Access 구멍을 내어

서 펌프 하단에 접

근 가능하게 하여야 

함. 

 

노심

노심지지

구조물

용접부

또는 

Grid 

plate

용접부

B-N VTM-3

(소듐내부

가시화)

수리 Reactor Baffle의 

Access 구멍에  원격 

소듐내부가시화 검사 

장치를 삽입하여 검사

수행. 

접근성 불량.

노심지지구조물은 

단조 제작하여 용접

부를 최소화하고 또

한 이종 금속 용접

부는 체적검사를 수

행해야 하기 때문에 

가능한 이종금속 용

접부가 생기지 않게 

함. 

노심

B-N VTM-3

(소듐내부

가시화)

수리 핵연료 교체 전후에 

노심 상태 검사. 지진 

및 과도하중 발생시 

노심의 변형상태  검

사. 

노심 상부 접근성

양호.

소듐내부가시화 장

치로 노심 상부를 

스캐닝해야 함. 

노심의 변형 상태를 

쉽게 검사할 수 있

는 방안모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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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1 KALIMER-600 주요부품에 대한 ISI 접근성 평가와 설계반 사항 (계속)

부품 검사부위
검사

범주

가동중

검사방법

보수

방법
ISI 접근성 평가 설계반 사항

원자로

지지

구조물

지지

구조물

F-A VTM-3 수리 접근성 양호 구조적으로 단순하게 

설계하여 보수 유지성 

양호하게 해야 함.

중간

열전달

계통 

배관 

용접부

C-G 연속감시 수리 용접부 위치에 따라 

접근성 달라짐

Pipe-to-Elbow 

용접부 개소가 많음. 

배관 주위에 구 

scaffolding을 

설치하여 접근성 확보 

필요.

구 

용접

부착물

C-E VTM-3 수리 검사부위에 따라 

접근성 달라짐

구 scaffolding을 

설치하여 접근성 확보 

필요.

2차 

펌프

용기 

용접부

C-A VTM-2

연속감시

수리

또는

교체

접근성 양호 용접부위 최소화.

증기

발생기

용기 

용접부

C-A VTM-2

연속감시

수리 접근성 양호 용접부위 최소화.

튜브 C-H 체적검사 

연속감시

수리 접근성 양호 튜브의 체적검사(원격

장 와전류검사 또는 

초음파 검사)와 보수

(플러깅 및 슬리빙 

등)를 위해 헤더 및 

ISI 검사 접근 port를 

설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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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소듐환경 내부구조물 원격검사기법 개발 및 검증

1) 웨이브가이드 초음파센서 개발

액체금속로 원자로 내부구조물은  ASME Sec. XI, Div. 3의 요건에 따라 육안검사를 수행하여 

안전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불투명한 소듐내에 잠겨 있는 내부구조물은 직접적인 육안검사를 수

행할 수가 없어 초음파를 이용한 소듐내부 가시화(USV: Under-Sodium Viewing) 기술을 적용하

여야 한다. 소듐내부 가시화 기술은 액체금속로 상용화를 위한 Gen IV 연구항목으로 선정되어 

프랑스와 일본 등은 고온 소듐에 직접 액침하여 적용할 수 있는 초음파센서 개발을 시도하고 있

지만 사용수명의 제약과 막대한 가동중검사 시간과 비용으로 인한 경제성 문제로 소듐액면 외부

에서 작동하는 원격 초음파 센서 개발의 필요성이 인식되고 있어 새로운 판형 웨이브가이드 센서

를 개발하 다. 새로운 판형 웨이브가이드 센서는 기존에 사용하는 고체웨지가 아닌 액체웨지를 

적용한다. 웨이브가이드 센서의 빔 방사각을 조정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하고 빔 방사각 

변환 특성을 검증함으로써 액체금속로 내부구조물 원격검사에의 적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새

로운 개념을 제시하 다. 

판파 전파 특성

개발된 판 웨이브가이드 센서는 그림 3.1-95와 같다. 웨이브가이드 센서는 길이가 0.6m, 폭은 

15mm, 두께는 1mm 인 304 SS강 재질의 판의 한쪽 끝단에 액체로 충진된 가변각 사각 웨지와 

초음파 탐촉자를 결합하여 구성하 다. 스테인리스강은 고온 소듐에서도 변형이 적으며 소듐과

의 적심성(wettability)도 양호하여 초음파의 전파효율이 좋은 특성을 갖는다.  

그림 3.1-95 액체웨지를 적용한 판형 웨이브가이드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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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브가이드에 사각 입사된 초음파는 판파(plate wave 또는 Lamb wave)로 전파한다. 판파

는 전파모드가 다양하며 각 모드마다 전파속도가 주파수에 따라 변화하는 분산(dispersive) 특성

이 있다. 판파는 대칭형(symmetric)과 반대칭형(antisymmetric)이 있다. 대칭모드(S mode)는 판 

두께의 중심축에 대하여 그 변위가 서로 대칭인 분포를 가지며 판 두께에 대한 입자의 평균 변위

는 주로 축 방향으로 존재하므로 종파(extensional) 모드라고도 한다. 반면에 반대칭 모드(A 

mode)는 판 두께의 중심축에 대하여 그 변위가 서로 반대칭인 분포를 가지며 입자의 평균 변위

가 주로 두께 방향으로 존재하므로 굽힘(flexural) 모드라고도 한다. 판의 평면경계에서 응력이 0

이어야 한다는 경계조건으로부터 대칭 모드와 반대칭 모드에 대한 판파의 위상속도를 구할 수 있

는 Rayleigh-Lamb 특성 방정식을 얻을 수 있다. 

대칭 모드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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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칭 모드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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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22 kkp L −= 이고 

22 kkq T −= 이며 k는 파수(wave number), 아래첨자 L과 T는 각각 종

파와 횡파를 의미하며 h는 판 두께의 반이다.

위의 식들로부터 판파는 그 위상속도가 주파수의 함수로 주어지는 분산 특성을 가짐을 알 수 

있다. Rayleigh-Lamb 특성 방정식을 수치해석법으로 주파수를 연속적으로 변화시키면서 계산하

면 위상속도 분산곡선을 구할 수 있으며 그림 3.1-96과 같이 주파수에서 서로 다른 모드가 나타

남을 알 수 있다. 그림 3.1-96(a)는 스테인리스 강에서의 판파의 위상속도의 분산을 보여준다. 초

음파 에너지의 전파속도는 위상속도(Cp)와는 다른 군속도(Cg)로 나타내어 진다. 군속도는 실제검

사에서 시간 역의 초음파 모드 확인과 반사파 거리 측정 등에 유용하게 사용된다. 군속도는 위

상속도의 주파수에 대한 미분으로 다음 식으로 구해지고 스테인리스 강 판에 대한 판파의 군속도 

계산 결과는 그림 3.1-96(b)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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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f는 주파수 d는 판 두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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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위상속도                                    (b) 군속도

그림 3.1-96 스테인리스 강 재질 판의 위상속도와 군속도 분산 곡선

누설 판파 모드변환 및 빔 방출

웨이브가이드 센서에서는 판파의 여러 전파 모드 중에서 제0차 반대칭(A0) 판파 모드를 선택

하여 사용한다. A0 모드는 입자변위가 판의 두께방향인 굽힘모드로서 입자변위의 두께방향 수직

성분이 커서 판이 유체와 접촉할 경우 종파모드로 변환되는 효율이 좋은 누설 판파 모드이다. 그

림 3.1-97은 웨이브가이드센서에서 전파되는 누설 판파(leaky Lamb wave)의 빔 방출 개념도를 

보여준다. 웨이브가이드가 액체 내에 잠기면 웨이브가이드 내를 전파하던 판파가 모드변환에 의

하여 액체내의 종파로 방출되며 이때의 종파 빔은 Snell의 법칙을 따라 다음의 방사각으로 전파

한다.

p

L

C
V

=θsin
                                     (1-14)

여기서 LV 은 액체내의 종파속도(물인 경우 상온에서 1480m/s, 소듐인 경우 200℃에서 2450m/s)

이고 pC 는 웨이브가이드에서 전파되는 판파의 위상속도이다. 

그림 3.1-97 웨이브가이드 센서에서의 모드변환과 누설 판파 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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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체 내로 전파된 종파가 반사체에 반사되어 다시 돌아와 방사각도로 다시 입사하게 되면 판

파가 웨이브가이드에서 발생하게 되고 초음파 탐촉자가 이 판파를 탐지하여 반사 신호를 감지하

게 된다. 이러한 모드의 변환과정을 거쳐 웨이브가이드 센서의 송수신이 가능해 진다. 

빔 방사각 변환 방법

웨이브가이드 초음파 센서는 고온 소듐에 직접 접촉하지 않기 때문에 센서를 장시간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초음파 빔의 방사각 조정 및 스캐닝 제한 등 그 적용의 한계가 있다. 이러

한 문제점은 A0 모드의 분산성을 이용하여 극복할 수 있다. A0 모드는 그림 3.1-98에서와 같이 

판의 두께와 입사주파수의 곱 fd이 3.5 이상 역은 위상 속도가 일정한 비분산 역이고 3.5 이

하는 분산 역으로 위상속도가 주파수 변화에 따라 변화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fd가 3.5 이하

인 분산 역에서는 위상속도가 주파수의 함수가 되므로 주파수의 변화에 따라 빔 방사각(θ)이 

다음 식과 같이 주파수의 함수로 변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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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가 3.5 이하 역의 주파수 범위에서 입사펄스의 주파수를 조정하면 A0 판파의 위상속도가 

변화하게 되고 초음파 빔 방사각도(θ)가 변화하게 되며 초음파 빔의 방향을 주파수 튜닝으로 변

환 조정할 수 있다. 초음파 발진 펄스는 tone burst 신호를 사용함으로써 협대역 주파수 밴드에서 

A0 모드의 특정 위상속도를 선택적으로 선정하여 판파를 발진시킬 수 있다. 통상적으로 초음파 

웨지 재료로 사용되는 acrylic resin 또는 methyl methacrylate와 같은 폴리머 재료의 종파 속도

(VL)는 2700m/s 이므로 그림 3.1-98에서와 A0 판파의 위상속도가 2700m/s 이하인 fd가 2.4 이하

의 분산 역에서는 기존의 고체 웨지로는 A0 판파를 발생시킬 수가 없다. 

그림 3.1-98 A0 모드의 분산 및 비분산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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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점은 일반적인 고체 웨지 대신에 액체 웨지를 사용하면 해결할 수 있다. fd가 2.4

이하인 역에서는 물(VL =1480m/s)이나 리세린(VL = 1920m/s)과 같은 액체 웨지를 사용함으

로써 A0 판파를 발생시킬 수 있다. 그림 3.1-99에서와 같이 방사각 변환 주파수대역은 물에서는 

fd가 0.5에서 3.5이고 소듐에서는 fd가 1.5에서 3.5 정도이다. 방사각 변환 주파수대역에서 입사펄

스 주파수 변조에 따른 물과 소듐 내에서 A0 모드의 빔 방사각은 그림 3.1-100 및 표 3.1-22와 같

이 물에서는 약 32도에서 53도까지 변화 시킬 수 있고 소듐에서는 62도에 82도까지 변화 시킬 수 

있다.

그림 3.1-99 A0 모드의 위상속도(Cp) 와 군속도(Cg) 분산곡선 및 물과 소듐에서의 

방사각 변환 주파수대역

       

그림 3.1-100 물과 소듐에서의 A0 모드의 방사각 변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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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2 물과 소듐에서의 A0 모드의 방사각 변환범위

fd
Cp (A0)
[m/s]

Radiation Angle
WedgeSodium

(VL=2474m/s)
Water

(VL=1480m/s)
0.5 1846 - 53..3

Liquid Wedge
1.0 2290 - 40.3

1.5 2511 80.2 36.1

2.0 2640 69.6 34.1

2.5 2715 65.7 33.0
Lucite Wedge

3.5 2803 62.0 31.9

빔 방사각 변환 특성시험

빔 방사각 변환 특성을 검증하기 위한 실험을 수행하 다. 웨이브가이드 초음파 센서는 중심

주파수가 1MHz이고 직경이 0.5인치인 원형 초음파 탐촉자와 가변각 액체웨지 그리고 두께가 

1mm 인 스테인리스 강 재질의 판으로 구성하 다. 실험 장치는 웨이브가이드 초음파 센서와 

tone burst 초음파 신호를 송수신시키고 입사 주파수를 튜닝시킬 수 있는 RITEC RAM-10000 펄

스발생기와 컴퓨터 및 오실로스코프로 구성하 다. 입사 tone burst의 pulse는 10개로 하여 입사

주파수를 조정하 다. 그림 3.1-101은 입사주파수 변화에 따른 초음파 빔 방사각이 변화되는 실

험 결과로서 이론적 계산 결과와 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입사주파수 조정만으로 초음파 

빔의 방사각을 기계적 구동 없이 조정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결과로서 전자적 방식의 빔 조향

(steering) 기능을 구현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그림 3.1-101 빔 방사각 변환 각도 이론치 및 실험 측정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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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브가이드 초음파 센서를 이용한 원격검사 기법

원자로헤드 외부에 상용 초음파 센서를 두고 판 웨이브가이드를 이용하여 원자로 노심과 내부

구조물을 검사할 수 있는 판형 웨이브가이드 초음파 센서를 개발하고, 웨이브가이드 센서의 구동

성을 극복할 수 있는 원천 기술을 특허 등록하 다. 방사각 변환 신기술은 웨이브가이드 센서의 

기계적 구동없이 전자적 방식으로 초음파 방사각을 조정할 수 있게 하여 웨이브가이드 센서의 구

동 제한성을 극복할 수 있게 해준다. 개발된 신기술과 웨이브가이드 초음파센서를 이용하여 고온 

소듐환경에 있는 노심과 내부구조물을 검사할 수 있는 원격검사 기법을 제안하 다. 원격검사 기

법은 visualization 기법, ranging 기법, monitoring 기법으로 원자로 내부구조물의 가동중검사에 

적용할 수 있다. 

       

Visualization 기법 :

Visualization 기법은 웨이브가이드 센서를 이용하여  노심상부의 상을 가시화하는 기법으

로 방사능 조사에 의한 노심 변형 탐지와 핵연료 교환 공정시 노심 어셈블리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 적용된다. 그림 3.1-102에서와 같이 KALIMER-600에서 채택하고 있는 이중 회전플러그의 소

형 회전 플러그에 웨이브가이드 센서를 단일 선상에 일렬로 배열하고 소형 회전플러그와 대형 회

전플러그를 회전시키면 노심 상부 전체 형상을 C-스캔 상으로 가시화할 수 있다. 웨이브가이

드 센서의 스캐닝을 통하여 소듐내의 노심 형상을 가시화할 수 있어 노심 어셈블리의 변형 등을 

탐지할 수 있다

Sm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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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veguide 
Sensor 
Ar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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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rge
Rotating Pl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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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02 KALIMER-600의 소듐내부 가시화를 위한 visualization 기법적용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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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브가이드 센서를 이용한 visualization 기법을 검증하기 위하여 그림 3.1-103, 104와 같이 

실험 장치를 구성하여 모의 노심을 이용한 초음파 C-스캔 시험을 수행하 다. 공진주파수가 

1MHz인 초음파 탐촉자를 사용하 으며 tone burst 신호를 발진시켜 펄스에코 방법으로 신호를 

송수신하 다. 그림 3.1-105(a)는 모의 노심을, 그림 3.1-105(b)은 웨이브가이드 센서에서 송수신

되는 초음파신호를 보여준다. 시험체 상단면 반사 신호에 게이트를 걸어 이 신호의 진폭과 시간 

데이터를 스캐너의 X, Y 위치 값과 함께 저장함으로써 모의 노심에 대한 C-스캔 상을 그림 

3.1-105(c), (d), (e)와 같이 가시화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그림 3.1-103 웨이브가이드 센서를 이용한 Visualization 실험 장치 

그림 3.1-104 웨이브가이드 센서를 이용한 Visualization 실험 Block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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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veguide 끝단 신호

노심 하단부 신호

노심 상단부 신호

Waveguide 끝단 신호

노심 하단부 신호

노심 상단부 신호

    (a) 모의 노심       (b) 웨이브가이드센서에서 송수신되는 초음파 신호    

(c) C-스캔 상          (d) C-스캔 상           (e) C-스캔 상   

            (TOF threshold)           (최저 진폭)               (최대 진폭)

 그림 3.1-105 모의 노심 시험체와 웨이브가이드 센서를 이용한 초음파 신호

및 C-스캔 상

웨이브가이드 센서를 이용한 손상감지 해상 정 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그림 3.1-106(a)와 같

은 슬릿과 사각형 및 원형 돌출부가 있는 검증시험편을 이용하여 직경이 15 mm이고 공진 주파

수가 5MHz인 상용 수침형 초음파 센서와 1MHz의 공진주파수와 방사면이 12mm x 13mm인 웨

이브가이드 센서의 손상감지 감도 비교 실증 시험을 수행하 다. 그림 3.1-106(b)는 상용 수침형 

초음파 센서의 C-스캔 상을 그림 3.1-106(c)은 웨이브가이드 센서의 C-스캔 상을 보여주고 

있다. 검증시험 결과 웨이브가이드 센서는 사각형 및 원형 돌출부를 충분히 감지해 내었으며 폭

이 2mm인 slit을 감지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향후 웨이브가이드 센서의 탐지 해상도를 향상시

키는 연구를 수행하여 웨이브가이드 센서의 적용성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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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손상감지 감도 검증시험편

         

      (b) 상용 센서 C-스캔 상            (c) 웨이브가이드 센서 C-스캔 상

 (5MHz, 직경=15mm)                  (1MHz, 12mm x 13mm) 

그림 3.1-106 상용 초음파 센서와 웨이브가이드 센서의 손상감지 감도 비교   

실증 시험 결과

Ranging 기법 :

Ranging 기법은 판형 웨이브가이드 센서를 이용하여 핵연료 교환 공정시 노심 상부의 핵연료 

이송경로에 장애물이 존재하는지 그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는 기법이다. 그림 3.1-107은 판형 웨

이브가이드 센서를 적용하여 노심 상부의 장애물을 탐지하는 ranging 검사 기법의 개념도를 보

여준다. 웨이브가이드 센서가 설치되어 있는 대형 회전플러그와 웨이브가이드 센서를 회전시키

면서 노심 상부의 초음파 반사 신호를 수집하여 가시화함으로써 노심 상부를 관찰할 수 있다. 이

러한 ranging 기법의 검사 개념을 검증하기 위하여 모의 노심의 특정 어셈블리를 돌출시키고 웨

이브가이드 센서를 이송시키며 초음파 전파신호(Time-of- Flight signal)를 수신하여 초음파 단

면 상을 구현하여 보았다. 그림 3.1-108의 단면 상에서와 같이 돌출부 부분에서의 반사 신호

가 탐지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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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07 KALIMER-600 노심 상부 감시를 위한 ranging 기법  

 

핵연료집합체 돌출부Waveguide
센서

핵연료집합체 돌출부Waveguide
센서

돌출부
반사 신호
돌출부

반사 신호

그림 3.1-108 모의 노심의 핵연료 어셈블리 돌출부 및 웨이브가이드 센서를 

이용한 단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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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ging 기법에 의한 가시화 상을 보다 확연하게 구별할 수 있는 단층 검사 기법에 대한 검

증 시험 연구를 수행하 다. 그림 3.1-109(a)와 같은 원통 스캐너에 두 개의 돌출 반사체를 설치

하고 스캐너를 회전시키면서 웨이브가이드 센서의 초음파 신호를 각도별로 수집하 다. 그림 

3.1-109(b)와 같이 각도별로 수집된 초음파 반사 신호를 누적하고 이 신호를 단층 매트릭스 알고

리즘을 이용하여 변환하면 그림 3.1-109(c)와 같이 단층 스캔 상을 구현할 수 있다. 웨이브가이

드 센서의 회전 구동에 의한 초음파 반사 신호의 단층검사 ranging 기법을 이용하면 단면 상을 

가시화 할 수 있음을 실험적으로 검증 확인하 다. 

  

(a) 단층검사 검증시험 원통 스캐너

           

           (b) 각도별 초음파 반사 신호                   (c) 단층검사 가시화 상

그림 3.1-109 웨이브가이드 센서를 이용한 단층 가시화 검증시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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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itoring 기법 :            

웨이브가이드 센서는 소듐내부 가시화 기법 이외에도 고온 구조손상 탐지에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다. 그림 3.1-110은 웨이브가이드 센서를 이용한 내부구조물의 고온 구조손상을 연속적으로 

감시하는 개념도를 보여준다. ASME XI Div. 3에서 요구하는 주요 검사 부위에 웨이브가이드 센

서와 반사체를 설치하고 초음파 반사 신호를 감시하여 구조물의 구조 손상을 감시할 수 있다. 이

러한 감시기법의 적용은 웨이브가이드 센서의 초음파 방사각 변환 특성을 이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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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10 KALIMER-600 내부구조물의 Monitoring 기법 적용 개념 

그림 3.1-111은 수평 시험편과 ±2도 경사진 시험편의 경사도에 따른 방사빔의 반사 신호를 측

정한 시험 결과로서 입사펄스 주파수를 0.8MHz에서 1.2MHz까지 연속적으로 변화시킬 때 경사

진 시험편에서 반사된 초음파 신호에 대한 주파수-진폭 분포도를 보여 준다. 웨이브가이드 센서

의 초음파 방사빔 각도 변환 특성을 이용하여 노심의 편향 정도와 내부구조물의 변형 및 손상을 

감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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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11 웨이브가이드 센서 방사각 변환 실험

 웨이브가이드 초음파센서를 이용하여 소듐의 액위를 원격으로 측정하고 감시하는 방법을 제

안하고 특허 출원을 하 다. 본 방법은 그림 3.1-112(a)와 같이 분기된 웨이브가이드의 각기 다른 

위치에 slit과 같은 불연속부를 가공하여 웨이브가이드 끝단과 slit에서 반사되는 A0 모드 반사파

가 액체와 접하 을 때 모드 변환에 의하여 액체 내부로 초음파 에너지가 빠져나가 소멸되는 현

상을 이용한다. 액위 감시 웨이브가이드 센서의 slit에서 반사되는 A0 모드 반사파의 분산 특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판을 여러 갈래로 분기시키고 각 분기 판의 모서리에 각기 다른 높이에 위치

한 slit을 가공하여 그림 3.1-112(b)와 같이 일정 간격으로 반사 신호를 발생시켰다. 웨이브가이드

가 액체와 접하면 A0 판파가 종파로 모드 변환되어 빠져나가므로 slit에 의한 반사 신호는 그림  

3.1-107(c)과 같이 소멸된다. 본 방법은 웨이브가이드센서의 절대 위치에 있는 slit에서 반사되는 

신호를 이용하므로 기존의 초음파 속도차이를 이용한 액위 측정 방법에 비하여 속도 측정 오차에 

의한 오차없이 액위를 측정하고 감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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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액위 감시 웨이브가이드 센서

           (b) A0 모드 슬릿 반사 신호           (c) A0 모드 신호 소멸 현상 

그림 3.1-112 A0 모드 판파 반사신호 소멸현상을 이용한 액위 감시 웨이브가이드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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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기계계통 건전성 평가기술 개발  

기계계통 건전성 평가기술 개발에서는 소듐냉각 고속로의 고온 환경에 대한 구조물 건전성 평

가기술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으며, 연구 수행 내용은 첫째로, 고온구조 비탄성거동 평가

기술 정립을 위해 고온구조 비탄성 해석코드(NONSTA2.0)의 재료특성 시험자료를 이용한 비교

검증과 고온구조 건전성 평가 기본지침서를 개발하 다. 또한 ASME-NH 기반으로 구조물 설계

평가를 체계화 시켜 설계 효율성을 크게 하는 SIE ASME-NH 프로그램의 초판을 독자 개발하

다. 그림 3.2-1은 고온구조 건전성 평가 체계를 나타낸 것이다. 둘째로, 고온구조물 크립-피로 손

상시험에서는 결함이 존재하는 원통 용기와 IHTS 동축 배관구조에 대해 총 500회 구조시험으로 

결함거동 및 손상특성 시험을 수행하 다. 셋째로 3단계에서 수행한 7개 노심집합체 모델에 대한 

성공적인 시험을 바탕으로 중규모 19개 집합체 검증시험 모델을 설계 제작하고, 공기중 및 수중 

지진응답시험을 수행하여 자체 개발한 노심지진응답 해석코드 SAC-CORE3.0의 범용성과 신뢰

성을 검증하 다. 

그림 3.2-1 고온구조 건전성 평가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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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온구조 비탄성거동 평가기술정립 

가. 고온구조 비탄성 해석코드(NONSTA) 적용성 분석 및 사용지침서 개발

1) 결합경화모델 재료상수 결정방법 향분석

정상운전 온도 545℃의 소듐환경에 노출되는 고온구조물의 비탄성거동 평가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전단계에서 개발한 고온구조 비탄성해석코드 NONSTA의 적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비

탄성 재료상수들을 신뢰성 있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 고, 냉간가공 316계열 스테인레스

강과 Solution Annealed 316계열 스테인레스강(SA 316 SS)에 대한 고온 저주기 피로시험과 인

장시험을 수행하여 필요한 재료상수를 결정하 다. 냉간가공 316 SS(CW 316 SS)는 그림 3.2-2

에 보인 것과 같이 하중이 반복함에 따라 주기연화 현상이 뚜렷이 나타나는 반면에 SA 316 SS

는 그림 3.2-3에 보인 것과 같이 주기경화 현상이 나타나므로 수치해석적으로 이 두 가지 현상을 

모두 모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이 중요한 데 본 연구에서는 이들을 적절히 모사할 수 있는 

재료상수를 구하고 비교분석을 수행하여 기능을 확인하 다.

결합경화모델은 다음 식과 같이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서 X는 이동경화를 모사하는 역응력을 

가리킨다. 그리고 R은 별도로 사용될 경우에는 등방경화를 나타내는 드래그응력을 나타내지만 

이동경화와 함께 사용되는 결합경화에서는 하중의 반복에 따른 주기경화 또는 연화를 모사하는 

역할을 하게 됨에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필요한 재료상수를 구할 때에 재료의 주기경화나 연화 

시험 데이터를 사용해서 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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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경화를 모사하는 역응력 X에 사용되는 재료상수는 C, γ인데 다음과 같이 인장 첨두응력

식을 만들어 curve fitting을 한 후에 최소자승법을 적용하여 구하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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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실험 데이터는 주기곡선을 사용할 수도 있고 인장곡선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이 두 가지 

경우에 대해 재료상수를 각각 구하여 장단점을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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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경화나 연화를 모사하는 드래그응력 R에 사용되는 재료상수는 b, Q인데 이는 저주기피로

시험 데이터로부터 첨두 응력의 인장성분들을 사용하여 구하도록 하 다. 이때 주기연화를 갖는 

재료에 대해서는 Q 값이 음수가 되고 주기경화를 갖는 재료에 대해서는 Q 값이 양수가 되는 특

징이 있다. κ는 여러 가지 변형률 범위에 대한 안정곡선에서 각 범위에 대한 탄성역의 크기를 구

하여 평균값을 취함으로써 결정하는데 엄 하게 말해 재료의 항복응력 값과는 다르다. 

CW 316 SS강과 SA 316 SS강에 대하여 20℃, 300℃, 500℃, 및 600℃ 조건에서 변형률 범위 

±0.4%, ±0.5%, ±0.75%, 및 ±1.0%를 적용한 저주기 피로시험을 수행하 고 그 결과를 이용하여 

앞에서 설명한 방법으로 결합경화모델에 대한 재료상수 값들를 온도별로 구해 표 3.2-1에 나타내

었다.                       

그림 3.2-2 CW 316 SS 강의 주기연화 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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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 SA 316 SS 강의 주기경화 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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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 온도별 비탄성 재료상수 (*는 인장곡선을 이용한 결과)

(a) CW 316 SS    

Temp(C) 20 300 500 600
C(MPa) 115010 81120 147680 68770
   γ 371 312 568 299

b 1.73 1.81 1.08 0.98
Q(MPa) -94 -90 -42 -54
(MPa) 283 270 267 260
E(GPa) 193 172 160 150
   ν 0.3 0.3 0.3 0.3

C(MPa) * 226180 167650 235720 104000
   γ  * 526 479 710 400

                        

(b) SA 316 SS

Temp(C) 20 300 500 600
C(MPa) 76700 44850 95770 79750
   γ 260 195 314 275

b 5.1 4.6 3.6 5.9
Q(MPa) 95 125 171 148
(MPa) 172 168 110 100
E(GPa) 193 172 160 150
   ν 0.3 0.3 0.3 0.3

C(MPa) * 72906 7120 12000 11700
   γ  * 419 89 120 130

표 3.2-1에 나타낸 재료상수들을 사용한 해석결과와 시험결과를 비교하 다. CW 316 SS의 

경우 그림 3.2-4에 주기곡선을 사용한 재료상수의 경우와 인장곡선을 사용한 재료상수의 경우 첫 

번째 사이클의 응답을 비교하 고 그림 3.2-5에 안정화 사이클의 결과를 비교하 다. 여기서 온

도에 따른 강도의 저하현상을 볼 수 있었고 첫 번째 사이클에서 안정화 사이클까지 연속적으로 

수치해석을 수행할 경우에는 재료상수를 결정할 때 주기곡선보다는 인장곡선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수치해석의 시간을 줄여서 처음 몇 사이클에 대한 해석만 

수행하여 실제 재료의 안정화 거동을 예측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재료상수를 구할 때 주기곡선

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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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주기곡선을 사용한 재료상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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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인장곡선을 사용한 재료상수 이용

그림 3.2-4 첫 번째 사이클 응답비교(CW 316 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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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주기곡선을 사용한 재료상수 이용

-800

-600

-400

-200

0

200

400

600

800

-0.015 -0.01 -0.005 0 0.005 0.01 0.015

Exp-1.0%

FEM-1.0%T
Exp-1.0%

FEM-1.0%T
Exp-1.0%

FEM-1.0%T
Exp-1.0%

FEM-1.0%T

30ºC

600ºC

300ºC
500ºC

-800

-600

-400

-200

0

200

400

600

800

-0.015 -0.01 -0.005 0 0.005 0.01 0.015

Exp-1.0%

FEM-1.0%T
Exp-1.0%

FEM-1.0%T
Exp-1.0%

FEM-1.0%T
Exp-1.0%

FEM-1.0%T

30ºC

600ºC

300ºC
500ºC

   

(b) 인장곡선을 사용한 재료상수 이용

그림 3.2-5 안정화 사이클 응답비교(CW 316 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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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 316 SS의 경우 첫 번째 사이클과 안정화 사이클의 결과를 그림 3.2-6에 비교하 는데 첫 

번째 사이클에서는 인장곡선을 사용한 결과는 시험결과와 5% 차이로 근접하 지만 주기곡선을 

사용한 결과는 50% 이상 과대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정화 사이클에서는 인장시험결과를 

이용해서 구한 재료상수를 사용한 결과가 시험결과보다 18%정도 저평가 되었고 주기곡선으로부

터 구한 재료상수를 사용한 결과는 35% 과대평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기곡선을 이용

한 재료상수의 경우에는 첫 번째 사이클 거동의 결과가 안정화된 사이클에 근접한 결과를 주기 

때문에 주기경화를 거친 뒤 안정화 사이클 거동은 실험값을 크게 벗어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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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첫 번째 사이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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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안정화 사이클

그림 3.2-6 인장곡선과 주기곡선에 따른 상수값의 응답비교(SA 316 SS,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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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 주기연화 성질을 갖는 냉간 가공된 316 SS와 주기경화 성질을 갖는 

Solution Annealed된 316SS의 경우에 대하여 두 경우 모두 첫 번째 사이클부터 안정화 사이클까

지 반복해석의 수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장곡선 시험결과를 사용하여 C, γ 값을 결정하고 주기

경화(또는 연화) 시험결과를 사용하여 b, Q값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는 결론을 내렸다. CW 316 

SS강과 SA 316 SS 강에 대한 온도별 비탄성 재료상수 결정방법을 개발하고, 상온과 고온 조건

에서 인장시험과 저주기 피로시험을 수행하여 필요한 재료상수를 적절히 구하 다. 하지만 보다 

우수한 재료상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주기곡선을 사용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상당

히 많은 범위의 변형률제어 시험 결과가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노력과 시간이 요구된다. 스테인

레스강의 특성상 500℃ 부근에서 DSA(Dynamic Strain Aging) 현상이 나타나는데 다음 장에서 

설명하듯이 본 연구에서도 이 현상을 확인하 고 이로 인해 온도대에 따른 물성치를 구할 때 주

의가 요구된다. 그리고 결합경화모델의 재료상수는 여러 변형률 범위에 대해 최적 개념으로 맞추

는 것이고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특정 변형률범위에서는 오차가 클 수 있

다는 것도 주의해야 할 점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구성식이 복잡해져야 하고 그에 따라 재

료상수의 개수도 늘어나고 구하는 절차도 복잡해지고 해석비용도 늘어나야 하는 문제점이 있으

며 이러한 사항들은 향후 연구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2) 통합점소성모델 재료상수 결정방법 향분석

액체금속로 고온구조물의 비탄성거동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한 어려운 점이 크립의 향이다. 

고온에서 발생하는 탄소성거동과 크립거동을 통합하여 모사할 수 있는 Chaboche의 통합점소성

모델을 적용하여 ABAQUS의 부프로그램인 NONSTA 코드를 개발하 는데 통합점소성모델의 

주요 구성식은 다음과 같다. 

      전변형률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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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7 변형률속도가 다른 2개의 인장곡선을 이용한 점성응력 결정선도

위의 통합점소성 구성식들을 살펴보면 역응력과 드래그응력은 앞 절에서 설명한 결합경화모

델과 유사하지만 재료상수를 구하는 과정은 다르게 되는데 이는 소성변형률식이 근본적으로 다

르기 때문이다. 결합경화모델에서는 소성변형률 증분을 결정하는 식이 포함되어 있지만 통합점

소성 모델에서는 누적비탄성변형률속도를 결정하는 식이 제시되어 있고 여기에 점성응력을 결정

하는 재료상수 K, n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점성응력이 드래그응력을 구하는데 향을 미치게 

된다.

1차년도에는 점성응력의 증분을 다음 식과 같이 표현하고 그림 3.2-7에 보인 것과 같이 인장

시험을 두 개의 다른 변형률속도 조건에서 수행하고 최소자승법을 이용하여 점성응력 상수 K, n

을 구하는 방법을 제시하 다.

                            
( ) ( )2 1

1 1
p pn n

a a aKσ ε ε
 

∆ = − 
 

& &

그런데 이 방법은 NSRE(Negative Strain Rate Effect)가 발생하지 않는 재료에 대해 적절한

데 스테인레스강의 경우 DSA(Danamic Strain Aging)가 발생하면서 동시에 NSRE 현상이 발생

하여 변형률속도가 다른 두 인장곡선을 사용하여 점소성 성질을 분석하는데 문제가 발생하 다. 

즉, 일반적인 재료는 변형률 속도가 충분히 감소하면 시간 효과가 작동하여 점소성 변형이 발생

하여 변형률 속도가 큰 경우보다 인장곡선이 아래에 위치하게 되는데 NSRE가 발생하는 경우에

는 이러한 현상이 거꾸로 발생하는 문제가 생긴 것이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2차년도에는 그림 3.2-8에 보인 것과 같이 고온 조건에서 응력완

화시험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이용하여 점성응력상수를 결정하는 방법을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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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8 응력완화시험결과(100시간)

응력완화 시험결과로 구한 그림 3.2-8의 결과는 
( )p relaxation test

E
σε = −
&

&
 관계를 나타내고, 

timeσ − 관계는 σ&-time  관계를 거쳐 p timeε −& 곡선을 만들고 나면 모든 과정들은 
pσ ε− &  곡

선으로 재표현될 수 있다. 그러면 이 곡선을 curve fitting하여 점성응력 ( )
1

p n
v Kσ ε= & 에 사용되

는 재료상수 K, n을 구하게 된다. 점성응력을 크립시험 결과를 사용하여 구할 수도 있지만 1년 

이상의 장시간이 소요되는 크립시험을 수행하는 것은 쉽지 않다. 또한 보통 크립시험의 결과를 

응력-파단 관계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응력-변형률 곡선으로 저장된 크립 데

이터를 구하는 것이 어려운 현실이기 때문에 그 대신 비교적 짧은 시간의 응력완화 시험결과를 

이용하여 재료상수를 구하는 방법을 제시하 던 것이었고 이렇게 구한 재료상수를 이용하여 실

제 비교해석을 수행하 다. 표 3.2-2는 SA 316 SS강의 600℃에서 점성응력 상수를 포함한 통합

점소성모델의 재료상수들을 보여주고 있다. 

표 3.2-2 통합점소성모델 재료상수

5.9130117000.3150

nK(Mpa)κ(MPa)Q(MPa)

103005148

bγC(MPa)νE(GPa)

5.9130117000.3150

nK(Mpa)κ(MPa)Q(MPa)

103005148

bγC(MPa)νE(G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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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9는 통합점소성 모델을 적용한 응력완화해석을 수행한 결과를 시험결과와 비교한 것

을 보여주고 있는데 초기의 짧은 시간에 하중이 작용하 을 때의 탄소성거동은 2% 내에서 일치

하 고, 100시간동안 600℃에서 응력완화가 발생하는 것은 초기 완화거동은 해석의 경우 완화속

도가 과다하게 나타났지만 중요한 장기거동은 잘 모사함을 확인하 다. 

그림 3.2-10은 100MPa, 150MPa, 200MPa의 하중에 대해 100시간 동안 발생하는 일차크립과 

이차크립 변형률 해석결과를 보여주고 있고 그림 3.2-11은 여러 가지 변형률 속도에 따른 크립 

거동을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사용한 통합점소성 모델이 일차크립과 이차크립은 잘 모사하고 있

지만 NSRE 현상에 대한 대처 능력은 갖고 있지 않다는 한계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림 3.2-9 응력완화 시험과 해석 비교

         

  그림 3.2-10 하중에 따른 크립 거동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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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2-11 변형률속도에 따른 크립거동해석

그림 3.2-12는 유지시간을 갖는 반복하중이 작용하 을 때 316 SS강의 주기경화 거동과 유지

시간 동안의 응력완화거동을 잘 모사하는 해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NONSTA 코드와 재료상수 결정법은 액체금속로 고온원자로 구조물의 비탄성해석에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고온에서 발생하는 비탄성거동의 종류는 범위가 방대하여 본 연

구에서 개발한 NONSTA 코드로 모든 경우를 만족스럽게 해석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Dynamic 

Strain Aging(DSA)과 Negative Strain Rate Effect와 같은 특이현상 등에 적용성을 확장할 필요

가 있는데 이는 향후 연구과제이다.

   

          (a) 응력-시간 관계                      (b) 응력-변형률 히스테리시스

              그림 3.2-12 반복하중과 유지시간에 대한 비탄성해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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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개발한 NONSTA 프로그램과 재료상수 값들을 사용하여 600℃에서 SA 316 SS 

불연속구조물에서 발생하는 크립 탄성추종 해석과 시험을 수행하여 비교하 다. 해석과 시험모

델은 그림 3.2-13에 나타내었고 탄성추종 현상은 중간의 얇은 부분과 외곽의 두꺼운 부분 사이에

서 고온 유지시간 동안에 다음과 같이 발생한다. 하중조건은 600℃ 고온 환경에서 임의의 변위하

중을 가하고 100시간동안 유지하는 것으로 하 다. 변위하중을 가한 순간에 얇은 부분과 두꺼운 

부분에 응력과 변형률 상태가 발생한 값은 탄소성 역에 있게 되는데 고온에서 크립 효과가 없

다면 유지시간이 있더라도 그 상태가 유지될 것이지만 실제로는 크립 효과 때문에 얇은 부분에서

는 유지시간 동안에 응력은 완화하면서 변형률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구조물 전체적으로

는 변형률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두꺼운 부분에서는 변형률이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그림 3.2-14는 얇은 부위에서 100시간 동안 응력완화 해석결과를 보여주고 있고 그림 3.2-15에 

해석과 시험결과를 비교하 는데 유지시간 시작 응력값이 과대평가되었으며 유지시간 시작 후에

는 탄성추종현상을 잘 모사하다가 시간이 경과하면서 변형률이 감소하기 시작하는 현상이 나타

났다. 이는 앞에서 보여준 구성식에서 보듯이 누적 소성변형률 속도가 K, n 값에 의존하는데 맥

클로린 함수값이 1보다 큰 경우에는 누적소성변형률속도 값이 빠르게 증대되지만 맥클로린 함수

값이 1보다 작은 경우에는 감소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

하고 현재 시험 데이터가 부족하여 완전한 검증을 하지 못한 상태이다. 현재 사용한 모델이 갖는 

탄성추종 해석능력의 한계점을 파악하고 개선 사항을 도출하여 추가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δδ

                   그림 3.2-13 크립 탄성추종 해석모델 개략도

                     

                        그림 3.2-14 중간 관찰부위 응력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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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Analysis

Test

Analysis

     

그림 3.2-15 관찰부위 탄성추종 비교

3) 크립구성식 재료상수 결정 및 수치화 

액체금속로 고온구조물의 거동이 경수로 구조물과 차이가 나는 근본적인 원인은 금속의 용융

온도의 30-40% 이상에서 발생하는 크립 거동 때문이다. 액체금속로의 주요 구조재료인 스테인리

스강의 경우에는 450℃이상, 크롬몰리브덴강은 400℃이상이 되면 크립이 현저하게 발생하기 시

작하는데 이를 적절히 해석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개발한 통합점소성 해석코드 NONSTA의 

활용이 필수적이다. 또한 최근에는 ABAQUS, ANSYS와 같은 상용 유한요소코드에서 제공되는 

탄소성 해석모델에 크립 모델을 별도로 연계하면 분리형 점소성 해석을 수행할 수 있다. 

NONSTA의 경우는 앞절에서 설명하 고 본 절에서는 ANSYS와 ABAQUS와 같은 상용코드를 

활용하여 필요한 크립해석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연구를 기술하 다.

본 연구 1차년도에는 상용 유한요소 코드들이 제공하고 있는 크립구성식들의 분석하여 장단

점을 분석하여 본 연구에서 필요로 하는 수치화작업의 기반을 마련하 다.  

크립은 일반적으로 그림 3.2-16과 같이 시간에 따라 크립변형률의 속도가 감소하는 일차크립

(Primary creep)과 크립변형률의 속도가 일정한 이차크립(Secondary creep) 및 크립변형률의 속

도가 증가하여 파단에 이르는 삼차크립(Tertiary creep)의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구조물의 

설계해석에서는 주로 일차크립과 이차크립을 고려하면 충분한 경우가 많다. 

그림 3.2-16 크립 거동의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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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크립을 모사하는 구성식은 상당히 많은 종류가 발표되어 있는데 본 연구와 같은 구조

해석에서 관심을 갖는 대표적인 것들을 아래 식에 나타내었다. 그 중에서 Baily-Norton의 크립식

은 가장 유명한 것으로 지수 m의 값에 따라 일차크립을 모사할 수도 있고 이차크립을 모사할 수

도 있는데 동기에 둘을 모사할 수는 없다. 지수 m이 1일 때 이차크립이 되고 별도로 Norton's 

Power Law Creep이라고도 불리고 일차크립과 이차크립을 동시에 모사하고 싶으면 두 개를 연

계하여 사용하면 된다. 

Blackburn과 Pugh는 각각 일차크립을 모사하는 지수함수와 분수유리식을 사용하면서 이차크

립식을 더하여 일차크립과 이차크립을 동시에 모사할 수 있도록 하 는데 함수의 개수를 두개씩 

사용하여 곡선회귀능력을 향상시키기도 하여서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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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온에서의 비탄성거동은 소성보다는 크립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크립을 얼마나 잘 모사할 수 

있느냐가 해석의 정 도와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중요한데 장시간의 시험 시간이 요구되는 크립 

실험 데이터의 확보문제가 대두된다. 예를 들어 위 식 중에서 아래에서 두 번째의 Pugh의 크립식

에서는 상수 a1, b1, έm의 값들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그림 3.2-17과 같이 다양한 온도에서 응

력에 대한 크립실험 데이터가 요구된다. 또한 실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상수값을 

최적 결정하기 위한 방법론의 개발이 요구된다.         

그림 3.2-17 일차크립과 이차크립 모사 크립식의 상수 결정을 위한 크립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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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AQUS 코드에서는 Bailey-Norton의 크립식만 기본으로 제공되고 있고 그 외의 크립식들

은 사용자가  User subroutine CREEP이나 UMAT으로 수치화하여 장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ANSYS는 13개의 Implicit creep 식들과 13개의 Explicit creep 식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Explicit 

식들은 제공된 환경에서만 사용해야 하는 제약이 있고 Implicit 식 중에서는 Blackburn과 Pugh의 

식들이 제시되어 있고 사용자는 필요한 재료상수를 구하여 입력하면 되지만 주어진 구성식을 변

경하거나 조건을 바꿀 수 없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크립식의 재료상수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실험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크립식의 모사능력을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었지만 

현황분석 결과 Blackburn과 Pugh의 크립식이 거의 대등하게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서 Blackburn 

크립식을 수치화하여 ANSYS와 ABAQUS의 부프로그램으로 개발하고 316 SS의 크립 실험데이

터를 수집하여 재료상수들을 결정하여 크립모사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 다.

액체금속로 운전환경에 적합한 구조용강과 온도 환경에서는 일반적으로 그림 3.2-18과 같이 

Blackburn과 Pugh의 크립식이 거의 대등하게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다음 식에 

나타낸 것과 같은 Blackburn의 Double Exponential 형식의 크립식을 수치화하여 ANSYS의 부프

로그램인 CREEP-BB1로 개발하여 분석을 수행하 다. 

                      ε c=c 1(1-e
-r 1t)+c 2(1-e

-r 2t)+ε ṁt

여기서 우측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지수항들은 일차크립을 모사해주고 마지막 항은 크립 변형

률 속도가 일정한 이차크립을 모사해준다. C1, C2, r1, r2는 재료상수로써 다음과 같이 시간과 응력

의 함수로 정의되며 다음과 같다.

                       c1=1.2692εm
0.74491
/r1 ,  c 2=0.48449 εṁ

0.81155
/r2 ,  

                       r 1=103.37t
-0.72607
R ,  r 2=17.17255t

-0.86775
R   

                                    ε ṁ=Ft
-1.1126
R   

            log 10(aRt R)=B0+B1log 10σ+B2(log 10σ)
2   ( if 0.7≤σ⋏38.0)

           B 0-B 2( log 100.7)
2+(B 1+2B 2log 100.7)log 10σ  ( if 0.01≤σ⋏0.7)

위 식은 온도 범위가 425∼650℃의 온도에서 유용하며 응력은 38kg/mm
2
 이내에서 사용 가능

하다.

ANSYS를 사용한 크립 해석에 적용되는 시간적분 방법은 각 크립 상수들이 온도의 함수 형태

로 표현되는 경우 계산에 유용한 음함수법(implicit)과 미세한 시간간격이 필요한 계산에 유용한 

양함수법(explicit)을 모두 제공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 개발한 CREEP-BB1을 사용하는 크립 

해석에는 implicit 방법을 사용하여 크립 변형률을 계산하도록 하 다. 본 연구에서는 

CREEP-BB1에 사용한 블랙번의 크립식을 ABAQUS의 부프로그램인 CREEP-BB2로도 개발하

여 성능분석을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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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EP-BB1과 CREEP-BB2를 적용하여 단축하중과 이축하중에 의한 크립변형률 분산해석

을 수행하고 Excel을 이용한 엄 해와 비교하 다. 이축하중 해석모델은 그림 3.2-19에 나타내었

는데 하중은 모델식의 경계값인 38kg/mm
2
과 1kg/mm

2
, 20kg/mm

2
을 인장과 압축으로 각각 적용

하 고 단축하중의 경우는 인장하중만 고려하 다.

그림 3.2-18 크립식의 시험결과와 비교  

그림 3.2-19 이축하중 크립 해석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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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YS와 CREEP-BB1을 이용하여 500℃ 조건과 600℃ 조건에서 단축인장 하중에 대한 크

립 해석결과 그림 3.2-20과 3.2-21에 각각 엄 해와 비교하 으며 오차범위 2% 이내에서 일치하

다. 그림에서와 같이 각 온도 조건에서 단축하중을 증가시킴에 따라서 크립 변형률의 증가가 

급격하게 증가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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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0 단축인장 크립 비교(500℃)  

SS316  creep analy s is-60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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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1 단축인장 크립비교(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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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2와 그림 3.2-23은 500℃와 600℃일 때 이축하중을 증가시킴에 따른 y 방향의 크립 

변형률의 변화를 각각 보이고 있는데 인장과 압축으로 구성된 이축하중의 특성상 38kg/mm
2
 의 

경우는 조합 하중이 65kg/mm
2
로 크립식의 허용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1kg/mm

2
와 20kg/mm

2

의 경우만 비교 가능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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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2 이축인장 크립비교(500℃)

SS316  creep analy s is-600C

0.00

2.00

4.00

6.00

8.00

10.00

12.00

14.00

16.00

18.00

20.00

0 2000 4000 6000 8000 10000 12000

Time, hrs

E
q
v.

 C
re

e
p
 S

tr
a
in

, 
m

m

600C_1kg/mm2

600C_20kg/mm2

600C_38kg/mm2

        

그림 3.2-23 이축인장 크립비교(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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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4와 그림 3.2-25는 20kg/mm
2
 하중의 경우 온도가 500℃에서 600℃로 변화하는 경

우와 600℃에서 500℃로 변화하는 조건에서 각각 10000시간의 해석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해석결

과 검증을 위해 초기 10000시간 조건의 단일해석 결과를 그림에 표기하여 결과를 비교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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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2-24 온도변화에 대한 크립(500℃->600℃)

SS316  creep analys is-600 ->50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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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5 온도변화에 대한 크립(60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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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2-26과 그림 3.2-27은 600℃ 조건에서 20kg/mm
2
와 38kg/mm

2
 하중에 대하여 

CREEP-BB1(ANSYS)와 CREEP-BB2(ABAQUS)를 사용한 해석결과를 나타내었는데 두 결과 

만족스러운 일치를 보여주고 있어서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 ANSYS나 ABAQUS를 선택해서 사

용할 수 있도록 하 다.

본 연구에서 ANSYS의 부프로그램으로 개발한 CREEP-BB1과 ABAQUS의 부프로그램으로 

개발한 CREEP-BB2는 사용자의 편의에 맞게 수정 가능한 확장성이 있으며 향후 소성해석과 연

계하여 고온 원자로구조물의 크립-피로 해석에 적용하여 성능분석을 수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필

요시 추가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동시에 통합 점소성 해석과 더불어 유기적인 사용체제를 만들어

서 고온 원자로구조물의 비탄성해석 능력을 향상시키려 한다.

SS316  creep analy s is-600C_20kg/m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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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6 크립 해석 비교(600℃, 20kg/mm
2
)

SS316  creep analy s is-600C_38kg/m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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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7 크립 해석 비교(600℃, 38kg/m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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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온구조 비탄성 해석코드 물성 평가를 위한 316 SS 시험

고온의 운전온도에 따른 열하중을 주로 받는 액체금속로 구조물의 비탄성해석을 위해서는 다

양한 온도에서의 재료상수들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주요 구조재료인 Cold Worked 316 SS

강과 Solution Annealed 316 SS강에 대한 온도별 저주기 피로시험과 인장시험을 수행하여 비탄

성해석코드 NONSTA의 재료상수를 구할 수 있도록 하 다. 고온 저주기 피로 실험은 상온, 30

0℃, 500℃, 600℃의 4가지 온도에서 실험하 으며, 전체 변형률 범위를 각각의 온도에서 ±0.4%, 

±0.5%, ±0.75%, ±1.0%의 4가지 값으로 설정하 고, 변형률 속도는 0.2%/sec로 고정하 다. 

각 조건에 대하여 2개씩의 실험을 수행하여 총 32개의 실험을 수행하 다. Instron 8516 만능

시험기를 사용하 고, 완전역전 삼각파의 조건으로 시편의 평행부에 Extensometer(gage length: 

12.5mm)를 설치하여 변형률 제어를 하 다. 

피로수명은 포화 응력의 75%되는 사이클로 정의하 다. 시험기간 중 온도편차를 ±2℃ 이내로 

제어하 고, 온도의 균일함을 얻기 위하여 시험온도에서 100분 동안 유지 후 안정된 온도조건에

서 시험을 수행하 다. 고온 인장 실험은 상온∼700℃의 공기 중 분위기에서 변형속도 3mm/min

의 변위 제어로 Instron 4505를 사용하여 수행하 다. 속도의존 재료상수를 구하기 위하여 변형

속도(2×10
-2
/sec∼2×10

-4
/sec)를 여러 가지로 변경하여 실험을 수행하 고 모두 12개의 조건을 부

여하 다. 표 3.2-3에 Cold Worked 316 SS강에 대한 저주기 피로시험 내역을 요약해서 나타내었

고 SA 316 SS강도 같은 형식으로 수행하 다.

 표 3.2-3 Cold Worked 316 SS강의 고온 저주기 피로시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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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5  LBB 평가 핵심요소 및 PWR과 SFR의 평가기술 

1) 균열 개시 및 성장 평가 

균열 개시 평가는 액체금속로 고온구조물의 파단전누설(Leak Before Break, LBB)을 평가하

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행되어야 할 기술이다. 균열 개시는 미관통 균열이 관통 균열로 성장하는 

경우와 관통 균열의 진전이 시작하는 경우가 있는데 본 연구에서의 균열 개시라 함은 관통 균열

의 균열 발생 및 진전 평가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 이를 시험 결과와 비교

하 다. 

       

         (a) 하중 및 경계 조건                         (b) 하중 사이클

그림 3.2-36 균열 개시 평가 적용 모델 및 하중 사이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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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열 발생 평가에 적용될 모델은 그림 3.2-36(a)와 같이 중심부에 원주방향 20mm 크기의 균

열이 있는 316 SS 원통 구조물로서 축방향 인장 하중과 545℃의 고온 열하중이 작용한다. 하중 

사이클은 그림 3.2-36(b)와 같이 가열-유지-냉각 과정을 반복하며, 1사이클은 90분으로 이루어진

다. 균열 발생 평가에는 RCC-MR의 A16 평가 절차의 σd 평가법을 사용하 다. 이를 위하여 그림 

3.2-37(a)와 같이 균열에서부터 특성거리(0.05mm)에서의 응력 분포를 계산하 으며 이로부터 변

형률범위 Δε=1.135를 구할 수 있다. 변형률 범위로부터 피로 균열발생 사이클 수와 크립 균열발

생 유지시간을 결정할 수 있는데 이를 그림 3.2-37(b)의 크립-피로 균열 발생 평가선도에 적용하

면 균열 발생이 시작되는 하중 사이클을 구할 수 있다. 그림 3.2-37(b)로부터 적용 모델은 약 57 

사이클 후에 균열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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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응력 분포 해석 결과                   (b) 크립-피로 평가 선도

그림 3.2-37 균열 발생 평가

균열 발생 평가 결과를 비교 검증하기 위하여 그림 3.2-38(a)와 같이 크립-피로 시험을 수행

하 다. 그림 3.2-36에 보인 것과 동일하게 제작된 원통형 시험편에 고주파 유도가열장치를 사용

하여 고온 환경을 구축하 으며, 온도는 시편의 내외부 표면에 수직 및 수평 방향으로 열전대를 

용접 부착하여 각 위치에서의 온도값을 실시간으로 측정, 수집하 다. 고온 환경에서 장시간 유

지되는 미소 균열의 거동을 관찰하기는 쉽지 않은 작업이므로 균열 거동은 매 100회 사이클이 끝

난 후 시험 장치를 해체하여 균열 선단을 표면 처리한 후  광학현미경을 이용하여 관찰하 다. 

그림 3.2-38(b)은 각각 100회 및 400회 후 나타난 균열 선단의 형상으로써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

이 균열이 입자 경계를 따라 발생함을 알 수 있다. 또한 100 사이클 후 측정된 결함 크기로부터 

균열 발생은 약 70사이클 후에 이루어짐을 예측할 수 있다. 이로부터 A16 평가 절차에 따른 균열 

발생 평가 결과는 실험결과와 비교하여 보수성을 유지하면서 근사한 값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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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시험 시설 및 가열 코일                       (b) 시험 결과(100사이클)

그림 3.2-38 균열 개시 시험

고온 구조물의 균열 성장은 그림 3.2-36의 모델에 대하여 A16 절차 및 R5 코드에 따른 평가를 

수행하고 이를 시험 결과와 비교분석하 다. 균열 성장 평가법은 그림 3.2-39(a)에서 보는 바와 

같이 A16 및 R5는 균열성장과 피로 균열성장을 각각 계산하여 이들을 초기 균열 크기에 더하는 

유사한 절차로 이루어지지만 평가식에 사용되는 매개변수는 각기 다른 관계식으로 정의된다. 평

가 모델에 대하여 A16 및 R5 절차를 적용한 결과는 그림 3.2-39(b)에 나타내었는데 100, 200, 

300, 400 사이클에 대한 성장량을 계산하여 이를 시험결과와 비교하 다. 그림 3.2-39(a)에서 보

는 바와 같이 A16 평가 결과는 시험 결과보다 보수적이면서도 근접한 값을 보여주지만 R5 평가 

결과는 상한치 관계식을 적용한 경우는 과도하게 보수적으로 평가된 반면에 평균치 관계식을 적

용한 경우는 보수성을 유지하지 못했다. 이로부터 고온 원통구조물의 원주방향 관통 균열에 대한 

균열 성장 평가의 경우 A16 절차에 따른 결과가 시험 결과와 비교적 근접함을 확인하 지만 본 

연구에서 수행한 한 개의 비교분석만 가지고 결론을 내리기에는 불충분한 측면이 있으므로 보다 

다양한 사례를 분석하고, 실험 수행 또는 확보 가능한 실험데이터와 비교하여 액체금속로에 적용

할 최적의 평가기술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고온 LBB 평가 기술은 제4세대(Gen IV) 소

듐냉각 고속로의 연구 항목으로 채택되었고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는 Mod.9Cr-1Mo 강에 대한 

균열 성장 거동에 대한 평가 및 시험을 집중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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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균열 성장 평가법 비교                   (b) 평가 및 시험 결과 비교

그림 3.2-39 균열 개시 평가 절차 및 결과 비교

2) 임계균열 안전성 평가

임계균열 안전성 평가

고온에서 균열 성장의 불안정성(Instability)를 평가하는 것은 LBB의 성립성을 결정하는데 중

요한 요소이지만 고온 환경에서 균열의 불안정성에 대해 뚜렷한 방안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

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의 고온구조 건전성평가 지침인 BS7910과 R5/R6, 프랑스의 액체금속로 

설계코드인 RCC-MR과 고온 LBB 평가지침서인 부록 A16, 미국의 EPRI방법과 NRC가 경수로 

LBB 평가시 선호하는 Tearing Modulus 방법들의 기술현황을 분석하고 국내 액체금속로 고온구

조물의 파괴역학적 건전성 평가와 고온 LBB에 적용할 기술을 잠정적으로 선정하여 절차를 제시

하 다.

크립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온도에서는 탄성 또는 탄소성 파괴역학만 고려하면 충분한데 이 

경우에는 찢김계수(Tearing modulus) 또는 J-R 방법 등을 적용하여 균열의 불안정 성장 여부를 

판정하는 방법이 잘 정립되어 있다. 즉, 균열의 성장이 임계균열에 도달하면 균열이 급속히 성장

하여 파단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고온 환경에서는 크립과 피로 균열의 성장이 임계 크기

에 도달한 뒤에 불안정 성장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와 더불어 리가먼트(ligament)의 크립 파단으

로 인한 파괴까지 고려해야 한다. 크립 환경에서의 균열의 성장 양상을 분석한 결과 그림 3.2-40

에 보인 것과 같이 균열선단의 응력집중으로 처음에는 소규모 크립이 발생하고 이것이 시간이 지

남에 따라 크립 발생 역이 성장하여 궁극적으로는 안정화 상태 크립(또는 이차크립)으로 발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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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all scale creep  Transient creep  Steady state creep    Instability

그림 3.2-40 크립 환경에서 균열성장 양상 및 불안정 평가도

비고온 임계균열

크립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역에서 균열의 안정성 평가와 임계균열 계산 방법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4가지 방법을 선정하여 개략적으로 설명하 다. 이는 고온 원자로에서도 크립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하중 경우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① ASME Code Section XI의 한계하중법

국부 네킹(local necking)에 의한 배관파괴시에 유용하게 사용되는 방법으로 구조물에 적용하

는 절차가 간편하고 용이해서 배관 또는 압력용기의 최대하중을 예측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고 ASME Section XI에서 배관의 허용결함깊이를 계산하는데 사용하고 있다. 균열 성장후 크

기 af를 계산하고 운전조건 A, B에서의 결함한계치수 ac와 운전조건 C, D에서의 결함한계치수 ai

를 계산한다. 정적파괴인성 KIC와 균열성장정지 파괴인성 KIa는 재료의 물성치로써 온도의 함수

로 표시된다. 정상조건에서 ac는 계산된 응력확대계수 KI가 KIa가 될 때의 결함크기를 나타내고 

ai는 관통의 위험이 있는 aa>0.75t가 될 때의 최소 ai'값을 가리킨다. 그림 3.2-41에서 도식적으로 

나타낸 것은 초기 균열크기로부터 균열이 성장함에 따라 응력확대계수 KI를 계산하고 이의 증가

가 KIC와 KIa과 만나게 되면 균열정지크기 aa가 결정되고 만약 KIC와 KIa와 만나지 않으면 균열은 

정지하지 않고 계속 성장하여 파단하게 된다. 균열의 안정성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페리틱강과 오

스테나이트강에 대해 다르게 되는데 Mod.9Cr-1Mo와 같은 페리틱강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다.

   - 운전조건 A, B : af < ac/10

   - 운전조건 C, D : af < ai/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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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2-41 ASME Section XI 한계하중법

   ② J-R 선도 방법

J-R 선도 방법은 J-Δa 방법 또는 균열구동력방법(CDFD ; Crack Driving Force Method)로 

널리 알려져 있는 방법으로 탄소성파괴역학(EPFM; Elastic Plastic Fracture Mechanics) 방법의 

일환이다. J 적분은 탄소성파괴역학으로 계산한 파괴인자로서 앞절에서 균열선단의 응력확대계

수 K가 탄성파괴역학적으로 구한 것과 대별된다. 하중의 크기에 따라 계산한 J 적분값이 균열구

동력이 되는데 그림 3.2-42에 나타낸 것과 같이 곡선과 재료의 물성치인 균열저항곡선(J-R 

curve)을 비교하여 두 곡선이 접점을 갖는 순간 균열의 불안전성이 발생하게 되고 이때 균열의 

크기가 임계균열값(acrit)이 된다. J 적분값과 균열의 안정성 조건은 다음 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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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J Wdy T 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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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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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JJ a P J a
a a

∂ ∂   < ≥   ∂ ∂   

        

 그림 3.2-42 J-R 선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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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J/T 선도 방법

찢김계수(Tearing Modulus)방법으로도 알려져 있는 미국의 NRC가 가압경수로의 파괴역학

적 건전성 평가에 권장하고 있는 방법이다. 앞의 J-R 선도방법을 따를 경우 J 곡선과 JR 곡선이 

접하는 점을 수치해석적으로 구하는데 이 방법은 수많은 반복 계산을 수행해야 하는 단점이 있어

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제시된 방법이 J/T 선도 방법이다. 찢김계수 T를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2

2

R
R

o

app
app

o

E dJT
da
dJET

da

σ

σ

=

=

균열의 불안정성 조건은 Tapp □□ TR이고 그림 3.2-43에서 보듯이 두 값이 같아질 때 불안정성
이 발생하고 이때의 균열의 크기는 J-R 도표에서의 J값을 J-Δa 도표에 대입하여 구할 수 있다.

                                

그림 3.2-43 J/T 선도 방법

   ④ DPFAD 방법

DPFAD(Deformation Plasticity Failure Assessment Diagram) 방법은 취성파괴와 균열체의 

전구간 붕괴(net section collapse)를 동시에 고려하는 방법으로 그림 3.2-44에 개략적으로 나타내

었다. 그림에서 y-축은 취성파괴기준 Kr을 나타내고 x-축은 소성붕괴기준 Sr을 나타낸다. 국의 

R5, R6 코드와 미국의 API579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데 균열이 발생하서 성장함에 따라 곡선

을 구하여 평가선도 안으로 들어가면 균열은 안정 성장을 하는 것이고 곡선이 평가선도에 접하기 

시작하는 점이 불안정성장이 발생하는 점으로 이 역시 많은 량의 계산이 요구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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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4 DPFAD 방법

고온 임계균열

현재 고온 파괴역학 기법이 가장 잘 정립되어 있는 프랑스의 RCC-MR A16에서는 크립을 무

시할 수 있는 온도에서는 Jsin 방법을 적용하여 균열의 불안정성을 평가하는데 비하여 크립이 중

요한 고온에서는 균열의 불안정성을 평가하는데 균열의 파괴매개변수를 사용하는 대신 구조물의 

단면에서 균열을 제외한 역(리가먼트)에서 일차응력에 대한 크립사용계수 요건을 사용하고 있

다. 즉 고온 환경에서 급속파단이나 단기하중에 대해서는 파괴매개변수법인 Jsin 방법을 적용하고, 

리가먼트의 크립파단을 동시에 고려해서 두가지 중에서 심각한 경우를 택하도록 하 는데 국

의 BS7910도 유사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림 3.2-45(a)는 리가먼트의 크립파단보다 크립균열

성장으로 임계크기(lc)에 도달하여 t(lc) 시간에 불안정성이 발생한 경우를 나타내고 그림 

3.2-45(b)는 균열이 임계크기(lc)에 도달하기 전에 리가먼트의 크립파단이 먼저 발생하여 t(lb) 시

간에 불안정상태가 됨을 나타낸다.

      

(a) 불안정 균열성장 경우          (b) 리가먼트 크립파단 경우

그림 3.2-45 고온환경 균열 불안정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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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국내 액체금속로 고온구조물의 파괴역학적 건전성평

가 및 LBB 평가기술에 적용할 균열의 불안정성 평가 방법으로 A16에서 제시한 방법들을 기준으

로 잠정 설정하여 다음과 같이 개략적인 절차를 제시하 다. 크립을 무시할 수 있는 온도조건에

서 균열의 불안정성을 평가하고 크립을 고려해야 하는 온도조건에서 리가먼트의 크립파단을 평

가하여 보수적인 경우를 선택하여 임계균열 값을 정하도록 하 다.

   ① 크립을 무시할 수 있는 온도조건

   균열의 불안정성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 운전조건 A, B : CA □□ CAinst
- 운전조건 C    : CC □□ CCinst
- 운전조건 D    : CD □□ CDinst

여기서 CA, CC, CD는 운전조건 A, C, D에서 균열의 불안정성을 해석하는데 규정되는 하중을 나

타내고 CAinst, CCinst, CDinst는 CA, CC, CD에 비례하는 하중 하에서 균열의 불안정성이 발생

하는 하중을 나타낸다. 재료의 물성치와 구조물의 형상과 실제 균열의 크기 및 작용 하중을 고려

하여 균열의 불안정성을 야기하는 하중조건 Cinst를 결정하기 위하여 JR-da 곡선을 사용하는 

Jsin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초기 균열 크기를 ao, 2Co로 설정한다.

- 그림 3.2-46(a)에 보인 것과 같이 초기균열(ao)의 증분 δa에 대한 JR(δa)를 구한다.

- 응력확대계수(KI)를 계산한다.

- 참조응력 σref를 계산하고 그림 3.2-46(b)에 보인 것과 같이 인장곡선으로부터 참조변형률  

     εref을 구한다.

- 응력확대계수(KI)를 이용하여 Jel 값을 결정한다. 

- J 값을 다음 공식으로 계산하고 Js=JR이면 하중(F 또는 M) 값을 기록한다.

                    

2 2

2 2 *2( )
ref ref I

s
ref y ref

E KJ for mechload
E

σ ε
σ σ σ

   
= +   +    

- 균열 증분값 δa를 갱신하면서 앞에서 설명한 절차를 반복하여 하중과 균열저항곡선을    

     그림 2-43(c)와 같이 나타낸다.

- 균열의 성장은 그림 3.2-46(c)에서 하중 M 값과 균열저항곡선(JR)이 최대값에 도달할 때  

     불안정 성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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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파괴 저항값 결정         (b) 참조변형률 결정          (c) 균열 안정성 평가

                 그림 3.2-46 Jsin 방법에 따른 균열의 안정성 평가 개략도

   ② 크립이 중요한 온도 조건

   운전조건 A, B, C, D에서 크립이 중요한 온도 역에서는 구조물의 균열을 제외한 역에서 

일차응력으로 인한 손상요건을 만족하도록 한다. 즉, 구조물에 균열이 존재할 때 균열을 제외한 

리가먼트의 응력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크립 사용계수와 크립 파단 사용계수를 다음과 같이 고려

한다.

   크립 사용계수(U)는 고온구조물이 크립 현상으로 인해 손상을 받는 정도를 나타내는 계수인

데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

N
j

j j

t
U

T=

= ∑
 

여기서 N은 운전시간을 나눈 구간의 개수를 나타내고 tj는 j번째 구간의 유지시간을 나타내고 Tj

는 그 구간에서 시간에 따른 허용응력강도(St)에 이르는 값을 나타낸다. 따라서 N개의 구간에 대

한 크립 사용계수 U 값이 1이 되면 허용응력강도를 산정하는데 사용했던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St를 결정하는 조건은 크립에 의한 파단응력의 2/3값, Tertiary creep이 발생하는 

응력의 80%, t 시간 이내에 0.2%에서 이차크립이 끝나도록 하는 최소응력값, 등시응력곡선에서 

전변형률 1%를 유발하는 응력값 중에서 작은 값을 취하도록 한다. 이 중에서 전변형률 1% 유발

응력이 지배적인 경우가 많음으로 크립 사용계수가 1이 됨은 전변형률 1%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

할 수 있다. 

   크립 파단 사용계수(W)는 고온구조물이 크립으로 인해 파단되는 손상을 나타내는 계수로서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

k

k k

tW
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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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tk는 시간 간격 k에서 사용시간을 나타내고 Tk는 그때의 크립 파단 허용시간을 나타내며 

크립 파단 응력(Sr) 곡선에서 구한다. W 값이 1이 되면 크립 파단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한다.

운전조건 A, B, C에서는 크립사용계수 U 값이 1보다 크면 불안정성이 발생하기 때문에 허용 

역은 일차 막응력만 고려할 때와 일차 막응력과 굽힘응력을 고려할 때 각각 다음과 같다.

- 일차 막응력에 대해서 , , ( ) 1A B C mU PΩ ≤

여기서 Ω는 하중에 따른 보정계수로 RB3252에 따라 계산한다.

- 일차 막응력과 굽힘응력에 대해서 , , ( ) 1A B C L bU P P+ Φ ≤

여기서 Φ는 단면의 기하 형상에 따른 계수로 RB3252에 따라 계산한다.

운전조건 D에서는 크립파단계수 W 값이 1보다 크면 불안정성이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허용조건은 다음과 같다.

- 일차 막응력에 대해서 , , , (1.35 ) 1A B C D mW PΩ ≤

- 일차 막응력과 굽힘응력에 대해서 , , , (1.35( )) 1A B C D L bW P P+ Φ ≤

여기서 Ω와 Φ는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상온과 고온에서의 균열 안정성 평가방법들을 비교분석하 고 고온 크립 환경

에서 균열의 안정성 평가방법을 잠정적으로 결정하여 절차를 제시하 다. 고온 균열의 불안정 성

장으로 인한 임계균열 도달과 리가먼트의 크립파단이 발생하는 균열의 크기를 비교하여 보수적

인 경우를 선택하도록 하 고 상세한 절차는 고온 LBB 평가용 임계균열 평가기술 보고서에 수

록하 다. 

3) 고온구조 LBB 적용기술 확립

고온 LBB 평가 절차

파단전누설 해석의 목적은 유체를 담고 있는 용기나 배관 구조물에서 누설이 발생할 때, 누설 

균열부에서 구조 파단이 발생하기 전에 누설량을 운전 상태에서 감지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

한 것이다. 원자로 구조물들은 결함이 없도록 설계 및 제작되어야 하지만 대부분의 구조물들은 

처음부터 재료에 결함이 존재하거나 용접, 제작 및 설치 중에 만들어진 균열 또는 균열이 발생할 

수 있는 결함을 포함할 수 있고, 또한 운전하중에 의해 결함이나 균열이 발생하여 가동중검사시 

발견될 수 있다. 따라서 결함이나 균열을 포함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있는 고온구조물의 운전하중

에 대한 구조적 거동을 정확히 예측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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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7은 가압경수로와 액체금속로에 대한 LBB 적용에 따른 차이점을 나타낸 것이다. 

크립 손상이 발생하지 않는 400℃ 이하에서 운전되는 가압경수로의 설계에는 파단전누설 기술이 

비교적 잘 정립되어 경제성을 향상시키는 목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고온에서 운전되는 액체

금속로에 적용할 고온구조 파단전누설은 피로 손상 뿐만 아니라 고온 크립 손상에 대한 파괴역학

적 평가 기술을 바탕으로 원자로의 경제성 및 안전성의 향상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림 3.2-47 파단전누설 적용 비교

프랑스에서 고속로 설계를 위해 개발한 RCC-MR의 A16 코드에 따른 고온 구조물에 대한 

LBB 절차는 다음과 같다. 

- 각 운전조건에 대하여 최대응력 발생 역을 선택한다. 최대응력 발생 역 선택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은 균열이 없는 구조물에 대한 선형탄성해석 또는 다른 해석적 방법 등이 될 수 있

다. 최대 응력 발생 부위는 피로 손상을 유발시키는 주요 열천이 하중 역이나 막응력에 대한 

굽힘응력 비가 가장 큰 역 또는 막응력과 굽힘응력이 가장 큰 역이 주로 해당한다. 

- 초기 미관통 균열을 선정한다. 선정된 역에 대하여 하중 사이클 동안의 주응력 방향이 일

정(시간과 두께에 대해)하면, 최대응력변이 방향에 수직인 면을 선정하고 주응력방향이 회전을 

하면 최대 진전을 유발하는 면을 선정한다. 또한 최대 손상하중에 대하여 최대 인장 주응력 발생 

시간을 선택한다. 선택된 시간에서 대하여 주응력방향이 일정하지 않으면 가장 불리한 면을 선택

한다. 운전중에 발견된 균열은 초기 형상을 적용하여 균열 성장 평가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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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균열 유해성(noxiousness)을 평가한다. 운전조건에 대해 균열 진전 평가 절차에 따라 하중 

사이클에 따른 균열 진전 크기를 계산하는데 운전 하중에 대하여 급속 파단 및 불안전성이 발생

하지 않음을 보이는 해석을 수행한다.

- 감지 가능한 관통 균열을 계산한다. 감지 가능한 누설량 det( )Q 에 따른 감지가능 균열 크기

(2 )Lc 를 계산한다. 반타원형 균열크기가 감지 가능한 관통 균열로 성장할 때까지의 균열크기를 계

산한다. 균열 성장은 외부 표면으로의 관통시까지 성장량과 균열 크기가 감지 가능한 균열 크기

와 같아질 때까지 성장량에 대하여 평가한다. 

- 감지 가능한 관통 균열의 급속파단 및 불안전성 해석을 수행한다. 이로부터 임계 관통균열

의 크기와 허용가능 관통균열의 크기를 결정할 수 있게 한다. 그림 3.2-48은 파단전누설 절차를 

요약한 것이다.

그림 3.2-48 고온 파단전누설 평가 절차

감지가능 균열크기 결정

감지가능 균열크기는 파단전누설의 성립성 평가에 필요한 구성 요소 중의 하나이다. 누설 균

열의 형상은 불규칙한 형상이지만 일반적으로 타원형이라고 가정하여 감지가능 균열의 길이는 

2CL, 폭은 δ로 설정하 다. 본 연구에서는 RCC-MR A16 절차에 따라 액체금속로 KALIMER- 

600의 IHTS 고온 배관에 대한 감지가능 균열크기를 계산하 다. 그림 3.2-49는 초기 구조 형상 

및 하중 조건으로부터 감지가능 균열크기를 계산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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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9 감지가능 균열크기 계산 과정

배관 내부에 존재하는 미세 균열이 성장하여 누설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하여 A16에서 제시한 

감지가능 균열의 크기와 폭은 아래의 식 (2-1)로부터 계산된다. 

1/ 43

det 2 3

6
( )

Na ref
L

m m b b ref

h
C Q

P k k
µ σ

π σ σ ε
 ⋅ ⋅ ⋅ = ⋅ ∆ ⋅ ⋅ ⋅ − ⋅ ⋅   , 

( )4 refL
m m b b

ref

EC k k
E

ε
δ σ σ

σ
⋅⋅

= ⋅ − ⋅ ⋅
        (2-1)

식 (2-1)에서 참조응력이 탄성 거동에 의한 탄성 변형만 존재할 경우에는 식 (2-1)은 식(2-2)

로 간략하게 표현된다.

1/ 43

det 2

6
( )

Na
L

m m b b

h EC Q
P k k

µ
π σ σ

 ⋅ ⋅ ⋅
= ⋅ ∆ ⋅ ⋅ ⋅ − ⋅  , 

( )4 L
m m b b

C k k
E

δ σ σ⋅
= ⋅ − ⋅

             (2-2)

여기서, detQ 는 감지가능 누설 유량, Naµ 는 점성계수, h는 배관 두께, E는 탄성계수, P∆ 는 압력

차, k는 응력계수, mσ 과 bσ 는 각각 막응력과 굽힘응력을 나타낸다. 그림 3.2-50은 식 (2-1)이 계

산되는 과정을 도식화하여 나타낸 것이다.

그림 3.2-50 배관에서의 감지가능 균열크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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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1 적용 배관 모델 및 하중 요건

식 (2-1)에서 감지가능 균열 크기 결정을 위해서는 우선 감지가능 누설 유량( Qdet)을 설정해야 

한다. Qdet는 소듐 누설 감지기술로부터 결정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누설을 감지할 수 있는 최소 

유량( Qmin)은 1g/min으로 설정하 다. 이로부터 감지가능 누설 유량( Qdet)은 Qmin의 10배에 해당

하는 값으로 설정하여 Qdet=10·Qmin=10g/min가 된다. 배관의 온도는 KALIMER-600의 정격 조

건으로부터 530℃로 설정하 다. 배관의 내압은 KALIMER-600 IHTS 배관의 정상 상태 압력이 

약 0.35MPa 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보수적인 해석을 위하여 1.5MPa를 적용하 다. 그림 3.2-51

은 배관 형상 및 하중 요건들을 나타낸 것이다.

막응력은 축하중, 내압에 의해 발생하지만, IHTS 배관은 단열되기 때문에 배관의 내외부 온도

차에 의한 굽힘 응력은 막응력에 비해 무시할 만큼 작은 값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배제하 다. 막

응력값은 22.1MPa이고 참조응력 및 참조변형률 값은 각각 101.6MPa, 0.0815%로 계산되었으며, 

km, kb는 각각 1, 0.5135이다. 이들로부터 계산된 감지가능 균열 크기와 균열 열림 폭은 각각 

10.03mm, 7.11e-3mm이다. 

이 값들은 배관의 내압을 1.5MPa로 설정하여 계산된 값으로써 정상 운전상태와 비교하면 매

우 보수적인 결과이다. 배관의 내압이 0.3MPa와 0.1MPa일 경우의 감지가능 균열 크기는 각각 

15.0mm와19.73mm로 나타났고 균열 열림 폭은 각각  1.06e-2mm와 1.40e-2mm로 나타났다. 이로

부터 배관의 내압이 크면 감지가능 균열의 크기 및 균열 열림폭이 작아지므로 미세한 균열까지 

감지할 수 있는 보다 향상된 누설감지 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다.

관통균열의 균열성장 평가

IHTS 배관의 가상 균열에 대한 크립-피로 성장 평가 모델은 임계 균열평가에 적용한 것과 동

일한 모델이지만 초기 균열의 크기는 하중 요건에 따른 균열 성장 양상을 고려하여 설정하 다. 

초기 균열은 배관 내부의 반타원 형상으로 설정하 으며, 하중 사이클 및 고온 유지시간이 진행

됨에 따라 균열이 관통하는 것으로 가정하 다. 배관의 내부에 존재하는 반타원형 균열이 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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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하여 관통이 발생할 때의 균열 크기는 A16의 Master Curve로부터 계산된다. 임계 균열평가

에 적용한 동일한 형상 및 조건을 Master Curve에 적용한 결과 관통이 발생할 때의 내부 균열의 

크기는 2.793cm로 나타났다. 관통 균열도 미관통 균열과 마찬가지로 하중 사이클이 반복됨에 따

라 크립-피로 하중에 의한 균열이 성장하므로 관통이 발생한 배관의 외부 결함도 이에 따라 성장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초기 균열로서 배관의 내부 크기는 2.85cm, 외부 크기는 0.057mm

로 설정하 다. 하지만, 실제 KALIMER-600 원자로 배관에 대한 가동중검사 등에 의하여 본 연

구에서 설정한 크기의 균열을 탐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자문 및 실제 시험을 통해 

검증되어야 할 부분이다.

초기 설정된 관통 균열에 대하여 응력 요건에 따라 A16 절차에 따라 균열 성장을 평가하 다. 

크립-피로 균열 성장량은 크립 균열 성장량과 피로 균열 성장량을 각각 계산하여 이들의 산술합

으로 평가한다. 초기 균열의 크기가 Master Curve에서 구한 균열크기 이하의 값이므로 관통 균

열은 배관의 내·외부에서 동시에 성장한다.

피로 균열성장 :

KALIMER-600 IHTS 배관은 단열을 하므로 배관 내외면 온도차에 의한 열응력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 다. 하지만 배관 전체배치에서의 열팽창에 의한 발생하는 하중들은 모멘트, 

축하중 및 하중 등으로 배관에 작용한다. 오스테나이트 계열의 강에 대한 피로 균열성장은 

A16.1R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식 (2-3)로 계산된다. 식 (2-3)에서 C 값은 온도 범위에 따라 정의된 

값으로부터 계산되는데 526℃에서의 값은 아래의 식 (2-3)으로 표현된다.  

3.384.52 10
n

f eff effa C K Kδ −   = ⋅ ∆ = × ⋅ ∆                            (2-3)

유효 응력강도계수범위( effK∆ )는 J-적분 매개변수로부터 계산되는데, 열하중이 없는 조건에서

의 단순화된 J-적분 매개변수는 식 (2-4)로부터 계산된다. 

me
refme

s el me
ref

E
J J

ε
ψ

σ
 ⋅

= ⋅ + 
                                    (2-4)

원주방향 관통균열에 대한배관 구조물의 응력강도계수는 식 (2-5)로부터 계산된다.

I m m b b gb gbK F F F cσ σ σ π = ⋅ + ⋅ + ⋅ ⋅ ⋅                         (2-5)

이 관계식으로부터 계산된 J-적분값은 1.41[ ]sJ MPa mm= ⋅ 이며, 유효 응력강도계수범위는 

1/ 214.59[ ]effK MPa m∆ = ⋅ 가 되어 피로 균열 성장량은 식 (2-6)로부터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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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4 10 [ / ]da mm cycle
dN

−= ×
                             (2-6)

크립 균열성장 :

크립 균열성장량은 본 연구에서 고려중인 240,000시간 고온 유지조건을 고려하여 이루어진다. 

오스테나이트 계열의 강에 대한 피로균열성장은 A16.1R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식 (2-7)로 계산된

다. A16.1R에서 식 (2-7)의 A, q 값은 온도 범위가 550℃∼625℃인 경우에 정의된 값이지만, 정

상상태 배관 온도가 526℃인 점을 고려할 때 설정 온도와 적용가능 온도 사이의 온도 차가 크지 

않으므로 식 (2-7)을 적용해도 어느 정도 보수적인 평가가 되겠지만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0.81* 2 *8.05 10
q

ca A C Cδ −   = ⋅ = × ⋅                          (2-7)

기계적 하중이 작용하는 경우 식 (2-7)의 매개변수인 
*C 는 식 (2-8)의 단순화된 관계식으로부

터 계산된다.

* ref
s el

ref

E
C J

ε
σ

 ⋅
= ⋅  

  

&

                                  (2-8)

참조변형률속도( refε& )는 A3에 수록된변형률 관계식으로부터 계산된다. 이로부터 계산된 매개

변수의 값은 
* 99.043 10 [ / ]sC MPa mm hr−= × ⋅ 이 되어 시간에 따른 균열성장량은 식 (2-9)로부터 계

산된다.

82.457 10 [ / ]da mm hr
dt

−= ×
                              (2-9)

원자로 고온 유지시간이 240,000시간이고, 운전수명 동안 고려되는 기동/정지 횟수를 20회라

고 가정할 경우 사이클당 고온 유지시간은 12,000시간이 된다. 그러므로 식 (2-6)과 (2-9)로부터 

계산되는 원자로 기동/정지반복하중에 따른 크립-피로 균열성장은 식 (2-10)로부터 계산된다. 

4 83.14 10 2.948 10 [ / ]da mm cycle
dN

− −= × + ×
                      (2-10)

20 사이클(240,000시간) 후의 균열 성장량은 0.0122mm로 평가되었다. 이 값을 초기균열 크기

에 적용하면 내부 균열과 외부 균열의 크기는 각각 28.51mm, 0.582mm가 된다. 

본 연구에 적용된 KALIMER-600 IHTS 고온 배관의 감지가능 균열의 크기와 관통 균열의 성

장량 평가는 고온구조물의 파단전누설에 필요한 핵심 항목이지만 이들만으로는 파단전누설 성립

성을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임계균열 크기 결정 및 소듐 누설 감지기술 등에 추가적인 연구 개발

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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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고온구조 용접부 건전성평가 절차 정립

고온 원자로 구조물의 건전성 관점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은 통계적으로 용접부이고, 고온구조 

용접부는 특히 크립-피로 하중과 라체팅 변형 등에 취약하다. 용접부의 건전성 평가절차 정립에

서 첫째로 용접부의 열라체팅에 관한 평가절차는 이미 3단계에서 시험적 및 해석적 연구를 수행

한 바 있다. 

용접 구조의 크립-피로 손상 평가기술과 관련해서는 고온 구조시험에 사용한 용접시편을 대

상으로 시험에서 수집한 온도 데이터를 이용하여 프랑스 RCC-MR의 부록인 A16 평가절차를 따

라 고온 용접부의 크립-피로 균열개시 평가를 수행하고, 평가결과를 구조 시험결과와 비교 분석

했다. 

또한 고온 원자로 구조물 내에서 일반적인 경우 잔류응력은 고온 환경에서 완화거동을 보이지

만 잔류응력이 특히 구조물의 넓은 범위(long range)에 걸쳐 분포하는 경우 전체 구조물의 건전

성에 중대한 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고온 용접구조물의 설계에서는 잔류응력을 명시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보수적인 용접부 

안전계수를 적용하여 설계하고 있다. 그러나 고온 용접구조물의 구조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과도

한 보수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잔류응력을 명시적으로 평가함으로써 고온 용접구조물의 설계 및 

평가지침의 보수성을 정량화하고, 개선시키기 위한 연구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T-평판 용접 구조물에 대해 고온 잔류응력의 완화 거동 평가 기술을 개발하고, 유지시간 하중에 

따른 고온 잔류응력의 향을 평가했다.

1) 고온 잔류응력의 완화거동 평가

잔류응력은 일반적으로 용접 잔류응력이 전형적인 것이지만, 과하중(overload), 소성 가공 및 

기계가공 등에 의해서도 발생한다. 고온에서 잔류응력의 완화거동을 모사하기 위해 본 해석에서

는 T-평판에 대해 그림 3.2-52에서와 같이 4점 굽힘(4 Point Bend : 4PB) 과하중을 가하고, 하중

을 제거함으로써 잔류응력을 발생시킨 후 잔류응력의 고온 완화거동에 관한 해석을 수행했다. 

4PB 해석 모델링 시 그림 3.2-52의 상부 두 하중점 사이에서는 순수 굽힘하중이 작용하도록 하

중점 및 지지점을 결정하고, 평면변형률(PE)인 경우와 평면응력(PS) 상태인 경우에 대해 316H 

스테인레스강 재료에 대한 크립 물성치를 고려해 완화거동을 평가했다.

또한 4PB 해석 모델링과 다른 해석 모델링으로서 그림 3.2-52의 하부에서와 같이 T-평판의 

우측 반을 완전히 고정시킨(built-in) 외팔보로 가정하고, 역시 평면변형률 및 평면응력 조건에서 

위로 굽힘 과하중을 가한 후 잔류응력을 발생시키고, 고온에서 이의 완화거동을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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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2-52 과하중에 의한 잔류응력 생성 및 T-평판의 외팔보 모델링

4점 굽힘보와 외팔보에 과하중을 작용시키고, 제하한 후에 부재의 두께방향으로 남는 잔류응

력 분포는 그림 3.2-53에서와 같이 실제 탄소강(S355, SE702)의 T-평판 구조에서 측정한 분포 

형태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그림 3.5-51(a)에서 평면변형률 상태의 4점 굽힘(4PB-PE) 경우에 가

장 큰 잔류응력이 발생했고, 외팔보 평면응력(Cantilever-PS)에서 가장 낮은 잔류응력이 발생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하중에 의한 잔류응력도 용접잔류 응력과 비슷한 형

태로 표면 부근에서 피크가 발생하고, 두께방향으로 감쇠되고 있다는 점이다. 과하중에 의한 잔

류응력은 하중을 주는 방식과 하중 크기에 따라 크게 변할 수 있다. 본 해석에서 과하중에 의해 

발생한 잔류응력은 그림 3.2-53(b)에서와 같이 용접 잔류응력과 비슷한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고려한 과하중에 따른 잔류응력은 3단계에서 제시된 단순화된 잔류응력에 관한 마스터선도 안에 

커버된다는 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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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3 과하중 및 용접에 의한 잔류응력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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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온에서 잔류응력의 완화거동을 보기 위해 잔류응력을 포함하고 있는 구조물에 대해 고온 완

화거동 평가를 수행했다. 크립 거동은 다음의 Norton의 법칙을 따른다고 가정한다. 

    nAσε =
.

- RCC-MR : A=5.3e-26, n=8.2

- British Energy : A=7.23e-32, n=10.62 

여기서 크립 상수 A,n은 프랑스 RCC-MR 물성치와 BE(British Energy)의 물성치로서 다음과 같

이 주어질 때 T-평판 구조의 잔류응력 완화 거동을 평가하고, 크립 물성치가 고온에서 잔류응력

의 완화거동에 미치는 향을 비교분석했다.

잔류응력이 내재된 T-평판에 10,000시간의 유지하중이 가해질 때 위의 두 가지 크립 물성치

에 따른 완화거동은 그림 3.2-54에서와 같이 RCC-MR의 크립 물성치를 이용할 경우 잔류응력 

피크치가 더 크게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대별 잔류응력의 완화 양상은 그림 3.2-55에서와 같이 10,000시간 후 잔류응력의 완화정

도는 RCC-MR 물성치를 사용할 경우 최대 70%가 완화되는 반면 BE의 물성치를 사용할 경우 

56.4%가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T-평판의 평면변형률(PE) 문제는 그림 3.2-5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잔류응력 분포 자체가 ‘ ’ 응력선의 상하로 균형을 이루는 자체 평형

(self-equilibrating)형태의 이차응력 성향을 가지며, 구조적 관점에서는 표면에서 최대치가 발생

하는 피크응력의 특성을 갖는다.

4PB, PS, creep property [BE vs. RCC-M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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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4 크립 물성치에 따른 잔류응력의 완화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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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평면변형률                         (B) 평면응력

그림 3.2-57 외팔보 모델에 대한 잔류응력 완화 거동

한편 T-평판을 외팔보로 모델링할 경우의 잔류응력은 그림 3.2-57에서 보는 바와 같이 T-평

판 모델에 비해 표면 부근(y/W→0)에서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팔보 모델에서는 표

면부근의 피크 형상이 T-평판 모델보다 더 뾰족하게 치솟은 형태임을 알 수 있다. 외팔보와 T-

평판 모델의 완화 전 잔류응력 형상은 그림 3.2-53과 같은데, 그림 3.2-56과 그림 3.2-57을 비교

해보면 외팔보의 경우 T-평판 모델에 비해 피크 응력이 매우 급격하게 완화되는 것을 알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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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유지시간별 잔류응력 분포선도     (b) 각 분포선도에 따른 응력강도계수

그림 3.2-58 T-평판 모델의 잔류응력 분포선도 및 응력강도계수 계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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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해석에서는 다양한 형상의 용접 구조물을 포괄하는 ‘포괄적 잔류응력 분포 마스터 선

도’(master curve-제로 유지시간)에 비해 잔류응력이 고온에서 유지되는 시간에 따라 분포선도가 

어떤 형태로 완화되는지 비교 평가를 수행했다. 따라서 상온 잔류응력에 대해 제시된 마스터 선

도는 그림 3.2-58(a)에서와 같이 고온 잔류응력 선도를 커버하지만, 이 분포선도를 장시간 고온 

잔류응력에 이용할 경우 상당히 보수적인 결과를 주기 때문에 보다 실제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각 

유지시간의 완화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각 잔류응력 분포에 따른 응력강도계수(SIF) 계산치는 그림 3.2-58에서와 같이 각 재료(S355, 

SE702)의 측정분포에 따른 응력강도계수 보다도 부분적으로 더 낮게 계산되었다. 

2) 용접시편 크립-피로 개시 및 성장 평가

그림 3.2-59와 같이 원통의 상부 반은 304 스테인리스강으로, 하부 반은 316L 스테인리스강으

로 제작된 외경 600mm, 두께 7mm의 구조시편이 그림 3.2-60과 같은 형태의 크립-피로 열 하중

을 받으며, 기계적 하중으로는 원통 구조시편이 축 방향으로 공칭응력 45.1MPa을 유발하는 하중

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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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9 용접시험 전개도 및 결함의 위치

고온 용접시편의 크립-피로 균열개시(crack initiation) 평가는 프랑스의 A16 절차를 따라 수

행했다. 평가를 위해 그림 3.2-61에서와 같은 3차원 해석모델을 이용했는데, 여기서 균열개시 평

가와 관련하여 A16이 채택하고 있는 σd 응력의 계산을 위해 노치선단 앞의 수평방향 요소 길이

를 노치 선단으로부터 요소 내 응력 계산점(Gaussian point)까지의 수평방향 길이가 오스테나이

트 스테인리스강의 특성길이인 ‘d=50μm’와 일치하도록 그림 3.2-61과 같이 선단요소를 세 하게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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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0 열 하중

P=60ton

(σn=45 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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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1 용접 시편의 경계조건 및 노치선단 형상

용접구조 시편에 대한 유한요소 해석모델, Mises 응력분포 및 크립-피로 균열개시 평가 시 중

요하게 사용되는 변형률 분포는 그림 3.2-62에서와 같이 나타난다.

σn=45 MPa

   3

1

3

1

그림 3.2-62 용접 시편의 해석 모델, Mises 응력 및 변형률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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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6에서 크립-피로 손상 평가를 위해서는 먼저 탄소성 및 크립에 따른 총 변형률 범위( ε∆ )

를 결정해야 한다.

el pl flε ε ε+∆ = ∆ + ∆

여기서 el plε +∆ 은 4개의 성분으로 분리되는 탄소성 변형률 범위이고, flε∆ 은 크립 변형률 범위이

다. 크립 수식은 RCC-MR의 부록 A3에 304 SS는 Blackburn 형태로, 316L은 Bailey-Norton 수

식의 형태로 각각 다음 식과 같이 주어져 있다.

(1 ) (1 )rt st
fl t x me e tε ε ε ε

⋅
− −= − + − +

12
1

nc
fl c tε σ=

여기서 크립 변형률 flε  수식의 상수들은 304 SS의 경우 매우 복잡한 수식으로 표현되며, 이들에 

대한 정의는 RCC-MR의 A3에 명시되어 있으며, 316L에 대해서는 
11

1 2.966 10C −= × , 

1
2 5.129 10C −= × , 1 4.125n = 로 주어져 있다. 그러면 크립-피로 손상이 상대적으로 크게 발생한 

304 SS 재질의 3번 결함 위치에서의 크립 변형률은 모재 부분에서는 0.257 (%)flε = , 용접부에서

는 0.159 (%)flε = 로 계산되었다. 이에 따라 3번 결함위치의 모재에서의 크립 변형률은 0.00861, 

용접금속 ER316L을 사용한 용접부 위치에서의 크립 변형률은 0.0075로 계산되었다.

그런데 A16을 따른 총 변형률 평가에서는 RCC-MR RB-3200을 따른 평가와는 달리 균열선

단 d=50μm에서 계산된 총변형률은 ( ) / Kε∆
로 표현된다. 여기서 A16을 따른 균열개시 평가에서

는 계수 K(=1.5)로 나누어주는 실제에 가까운 변형률 값을 사용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 총 변형률 범위에 대해 A3의 해당 재료에 대한 피로강도 곡선을 이용하여 각 재료의 피로수

명을 평가한다. 그러면 가장 손상이 크게 발생한 3번 결함에서 피로수명이 모재에서는 572.5 사이

클로, 용접금속에서는 170 사이클로 계산되었다.

또한 RCC-MR RB-3200의 크립 손상 평가에서 유지 응력 σkd의 분모에 들어가는 계수가 0.9
인데, A16을 따른 평가에서는 그 계수가 1로 규정되어 있다. 이상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함 3번에 
대해 모재(304 SS)와 용착금속 316L에 대해 크립-피로 손상(A+W) 평가를 수행한 결과가 다음 식
으로 나타났다.

( )304 SS, base 572.5 13.2
n tA W+ = +

( )316L SS, weld 170.0 8.7
n tA W+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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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3 A16에 따른 크립-피로 손상평가 결과

A16을 따른 위의 크립-피로 평가결과에서 하중 사이클에 따른 평가결과가 이직선(bilinear) 

형태의 크립-피로 손상 포락선(envelope)에 맞닿게 되면 이는 크립-피로 균열이 개시된다는 것

을 의미한다. 위의 A16을 따른 평가결과에서 분모 값이 큰 304 모재보다는 316L 용착금속에서의 

크립-피로 손상이 크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크립 균열개시는 316L 용착금속의 경우 

8.7 사이클에서, 304 모재 부위의 경우에는 13.2 사이클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A16절차의 보수성을 정량화하기 위한 구조시험을 600 사이클까지 진행했으며, 

결함 3번에서 모재 및 용착 금속 부위에서의 크립-피로 손상 선도를 200사이클까지 계산하여 그

림 3.2-63에 나타냈다. 손상 평가결과 크립-피로 하중에 따른 손상은 크립이 지배적이며, 304 모

재 기준으로 피로 손상에 비해 크립 손상이 86배나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손상관찰 결과가 

뒤에서 언급되지만 관찰결과와 비교했을 때 A16 절차는 유지시간이 짧은 경우 크립-피로 손상을 

과도하게 보수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크립-피로 균열성장 평가도 A16의 절차를 따라 선형탄성 해석결과를 이용하여 수행했

다. A16에서는 피로 균열 성장량과 크립 균열 성장량을 독립적으로 계산한 후 두 결과를 선형 합

산하는 방법으로 크립-피로 균열성장 평가를 수행한다. A16 절차를 따라 먼저 피로 균열성장은 

유효 응력강도계수(effective stress intensity factor)에 관한 다음 식을 기반으로 평가를 수행한

다.

*
effK q E J∆ = ∆

여기서 q는 닫힘(R<0), 및 평균 응력(R>0)계수이고, E*는 평면변형률에 대해서는 E*=E/(1-ν2), 평
면응력에 대해서는 E*=E.이다. R은 최대에 대한 최소 하중비율을 의미한다. A16에서 원주방향 균
열에 대한 응력강도계수(stress intensity factor ; SIF)는 다음 식으로 주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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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m m b b gb gbK F F F cσ σ σ π= + +

여기서 ,m bσ σ , gbσ 은 각각 막응력, 굽힘응력 및 거시적 굽힘(global bending)응력이고, ,m bF F , 

gbF 는 향계수(influence coefficients)이며, 2c는 결함의 길이이다.

A16에서는 기계적 및 열 구배하중이 동시에 작용할 때의 J-적분은 다음 식으로 주어져 있다.

2 me thme th
refme th

s el elme th me th
el ref

E
J J J

εσ
σ σ

++

+ +

  ⋅
= + 

  

여기서 
me
elJ , 

th
elJ 은 탄성적으로 계산된 J적분으로서 각각 

( ) ( )2 2

* *,
me th
eq eqme th

el el

K K
J J

E E
= =

 식으로 표현

되며, E*는 위에서와 같이 평면 변형률에서는 E*=E/(1-ν2), 평면 응력에서는 E*=E로 표현된다.

   열 및 기계적 하중이 작용할 때의 참조응력 
me th
refσ +

와 참조 변형률 
me th
refε +

은 그림 3.2-6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리 결정한 
me
refσ , 

th
refσ 를 이용하여 결정한다. 여기서 스프링 향의 thr 는 원주

방향의 결함에 대해 A16은 ‘0’으로 규정하고 있다. 

ε

me thσ +

me th
refσ +

me th me th
el ref elσ σ σ+ = +

me
refσ

me th
refε +

/ thE r−

σ

ε

me thσ +

me th
refσ +

me th me th
el ref elσ σ σ+ = +

me
refσ

me th
refε +

/ thE r−

σ

그림 3.2-64 열 및 기계적 하중이 작용할 때 refσ - refε 의 관계

이상의 계산 과정을 거쳐 계산한 결함 3번의 모재부분은 4.096sJ = (N/mm)로, 용착금속에서는  

4.084sJ = (N/mm)로 계산되었다. 그러면 피로 균열성장량은 유효 응력강도계수를 이용하여 다음 

식으로부터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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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n

f effi i
a C Kδ  = ⋅ ∆ 

여기서 ( )eff i
K∆

는 i 번째 사이클에서의 유효 응력강도계수이고, 재료상수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리

스강에 대해 86 10C −= × , 3.3n = 로 A16에 주어져 있다. 그러면 사이클당 크립-피로 균열 진전량은  

0.00268 [ / ]
f

da mm cycle
dN

=
으로 계산되고, 사이클당 피로 균열 진전량은 모재에서는 

( ) ,
0.00268 (mm)f i base

aδ = , 용착금속에서는 ( ) ,
0.00225 (mm)f i weld

aδ =
로 계산되었다.

크립 균열성장(ac)에 대해서는 A16에서 다음과 같은 형태로 주어지는 C*(t)를 이용하여 크립-
피로 하중 1사이클에 대한 크립 균열성장량을 계산한다.

2
* ( )

( )

me thme th
refme th

s el elme th me th
el ref

E t
C J J

t

εσ
σ σ

++

+ +

  ⋅
= + 

  

&

( ) *( ) di mi

i

qt t
c ii t

a A C t tδ
+  =  ∫ 형태의 식이 된다.

여기서 ( )me th
ref tε +& 식은 참조응력 ( )me th

ref tσ +
에서 계산된 변형률 속도(rate)이며, 크립 균열성장에 관

한 수식은 A16에  
*( )qda A C

dt
=

형태로 주어져 있는데,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리스강의 경우 

A=8.05, q=0.81으로 주어져 있다. 

   이에 따라 결함 3번의 모재에서의 크립-피로 하중 한 사이클에 대한 크립 균열성장이 모재에 

대해서는 ( ) , 0.49 (mm)c i baseaδ = , 용착금속에 대해서는 ( ) , 0.25 (mm)c i weldaδ = 로 계산되었다. 

3) 동축배관 구조시편의 크립-피로 손상 및 균열개시 평가

동축배관 구조시편의 크립-피로 손상 평가 (무결함체)

   KALIMER-600 원자로 구조물에서 가장 취약한 부위 중의 하나는 중간열전달계통(IHTS)

의 동축배관 구조이다. 본 연구에서는 IHX 기기를 지지하고 있는 동축배관 부위에 대해 고온구

조 크립-피로 손상 및 균열거동의 특성을 파악하고, 관련 평가법이 실제 거동과 어떤 차이가 있

는 지를 조사하기 위해 구조시험 모델을 설계하고, Mod.9Cr-1Mo강으로 제작한 시편을 이용해 

구조시험을 수행했다. 구조시험을 통해 얻은 온도 데이터를 이용해 ASME-NH와 RCC-MR을 따

른 크립-피로 손상평가를 수행하고, 각 코드의 보수성 정량화를 위해 시험관찰 결과와 비교했다. 

먼저 구조시험 모델의 설계 및 설계지침을 따른 평가에 대해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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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5 IHTS 동축배관의 구조 형상 및 모사 시편의 장착개념도

  

그림 3.2-65는 IHTS 동축배관 구조의 형상 및 구조시험 개념을 보여주고 있고, 그림 3.2-66은 

시편부분의 전개도를 보여주고 있다. 구조시편의 최외곽 원통부 직경은 500mm이고, 두께는 

6.3mm, 시편의 바깥 원통부 높이는 440mm이다. 그림 3.2-66에서 관심 부위는 최외곽 원통 및 하

부의 y-구조까지이다. 외곽원통 부분의 재료는 그림 3.2-66에서와 같이 세 개의 재료가 사용되었

으며, 다섯 가지의 용착금속이 사용되었다. 현재 칼리머 600에서 IHTS 동축배관 및 IHX 기기(원

통 쉘, 튜브 등)의 재료는 모두 Mod.9Cr-1Mo강으로 설정되어 있다. 동축배관 구조시편의 솔리드 

모델 형상 및 가열코일 장착 개념도는 그림 3.2-67에서와 같다.

②
③

E9016-B9

Alloy 182

Alloy A

ER316L

Alloy 82

④
⑤

①
①

’

Alloy 800HT

Grade 91
(Mod.9Cr-1Mo)

DMW
(Trimetallic)

DMW
(Buttering)316L

316L

Grade 91

Grade 91

그림 3.2-66 구조시편 모델의 외부 원통 재료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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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7 동축배관 구조시편의 형상 개념도

본 연구에서는 Mod.9Cr-1Mo강과 316L의 이종금속 용접 특성을 보기 위해 두 가지 이종용접

법에 대해 비교 분석하 다. 첫 번째 방법은 두 재료 사이에 먼저 그림 3.2-66에서와 같이 인코넬 

82(Alloy 82)로 Mod.9Cr-1Mo강 쪽에 버터링 용접을 하고, 열처리를 한 후 다시 인코넬 82로 용

접하는 버터링 용접법이다. 두 번째 방법은 열팽창계수가 Mod.9Cr-1Mo강과 316L의 사이에 들어

가는 재료(예: Alloy 800HT)를 중간에 넣음으로써 열응력의 완화를 도모하는 3금속 용접

(Trimetallic weld)법이다. 3금속 용접법에는 용접후 열처리가 필요하지 않으며, 용접부 수명이 

버터링에 비해 최대 4배까지 연장된다는 보고가 있다.

모재와 용접부의 기계적 강도를 도식적으로 나타내면 그림 3.2-68과 같으며, 모재 대비 용접부

에서 언더매치(undermatch)와 오버매치(overmatch)가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Weld #1 Weld #2 Weld #3 Weld #4 Weld #5Weld #1 Weld #2 Weld #3 Weld #4 Weld #5

그림 3.2-68 모재와 각 용착금속의 항복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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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9 열하중

동축배관 모델은 그림 3.2-69와 같이 600°C까지 가열한 후 유지시간 두 시간의 열하중을 가했

으며, 기계적 하중은 IST 액츄에이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구조시편에 30톤의 인장하중을 가했는

데, 이 하중은 외곽 원통에 30MPa의 공칭응력을 발생시켰다.

Mod.9Cr-1Mo강, Alloy 800HT 등을 포함하고 있는 그림 3.2-70의 동축배관 구조시편 축대칭 

모델에서 고온 설계코드 적용성 및 보수성을 검토하기 위해 구조시험에서 얻은 온도 데이터를 입

력하여 ASME-NH와 RCC-MR의 평가절차를 따라 손상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주요 부위

에 대해 크립-피로 손상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구조시험으로부터 얻은 관찰 결과와 비교하

다. 구조시험 모델에 대해 먼저 크립-피로 손상평가를 수행했으며, 손상평가 해석모델로는 그

림 3.2-70과 같은 2차원 축대칭 모델을 이용했다. 평가부위는 그림에서 평가부위 여섯 곳 중 용접

부는 상부 다섯 곳이고, 나머지 한 곳은 맨 아래의 모재 부위이다. 용접부 #1은 Alloy 82 용접금

속 부위이고, 용접부 #2는 316L HAZ 부위, #3은 Alloy A 부위, #4는 Alloy 182, 용접부 #5는 

Mod.9Cr-1Mo강 HAZ 부위이다. 그리고 #6는 Mod.9Cr-1Mo강의 모재 부위이다.

#1 weld (6113)-HAZ

G91

G91

G91

316L

316L

A800HT

#2 weld (6053)-HAZ

#3 weld (6012)-HAZ

#4 weld (5633)-HAZ

#5 weld (5697)-HAZ

#6 base
(5434)

Load=30 ton

CLCL

Location (EL.)

그림 3.2-70 유한요소해석 모델링 및 주요 계산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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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축배관 구조시험 모델의 여섯 곳 위치에서 ASME-NH와 RCC-MR을 따른 변형률, 피로수

명 및 크립파단 수명의 평가결과는 표 3.2-5와 표 3.2-6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변형률

에서는 5번 용접부를 제외하고는 ASME-NH가 더 보수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

서 총 변형률로부터 계산되는 피로수명도 전체적으로 ASME-NH가 더 보수적인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러나 크립 파단수명은 1, 3, 4, 5에서 RCC-MR이 더 작게 나타났지만, 크립-피로 손상 포락

선이 두 설계지침에서 재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보수성을 판정해야 한다.

표 3.2-5 ASME-NH를 따른 평가결과

No Location Base metal
Filler metal ∆εel+pl ∆εcr εt Nd Td

1 HAZ Grade 91
Alloy 82 0.339 0 0.339 3801.3 3878

2 HAZ 316L
ER316L 0.131 0 0.131 65165.4 5171

3 HAZ Alloy 800HT
Alloy A 0.096 0 0.096 > 106 11028

4 HAZ Grade 91
Alloy 182 0.568 0 0.568 391.3 2355

5 HAZ Grade 91
E9016-B9 0.069 0.0001 0.069 > 108 201

6 Base Grade 91 (Base) 1.143 2.5 3.643 0.6  →0

표 3.2-6 RCC-MR을 따른 평가결과

No Location Base metal
Filler metal ∆εel+pl ∆εcr εt Nd Td

1 HAZ Grade 91
Alloy 82 0.143 0.0004 0.144 83866.1 386.8

2 HAZ 316L
ER316L 0.069 0.002 0.071 > 106 94663.9

3 HAZ Alloy 800HT
Alloy A 0.065 0.0003 0.065 > 106 420.4

4 HAZ Grade 91
Alloy 182 0.254 0.001 0.255 5971.8 205.4

5 HAZ Grade 91
E9016-B9 0.053 0.029 0.081 9662484.8 18.2

6 Base Grade 91 (Base) 0.316 0.638 0.954 67.7 5.5



- 194 -

구조시험 모델의 여섯 곳 위치에서 ASME-NH와 RCC-MR을 따른 크립-피로 손상평가 결과

는 그림 3.2-71에서와 같이 나타났다. 두 설계 코드를 따른 평가결과 Mod.9Cr-1Mo강 부위인 위

치 5, 6에서 크립-피로 손상은 RCC-MR이 크립 파단 수명은 짧지만 ASME-NH의 이직선 교점

은 그림 3.2-72에서와 같이 (0.1,0.01)로 RCC-MR의 (0.3, 0.3)보다 훨씬 작은 값이기 때문에 결과

적으로 ASME-NH가 더 보수적인 결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접부 #5의 경우 크립 파단 수

명은 ASME-NH가 더 크게 나타났지만, 이직선 허용 교점에서 RCC-MR이 ASME-NH보다 30

배(0.3과 0.01)가 큰 것을 감안하면 본 구조시편에서 ASME-NH가 더욱 보수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평가결과와 200사이클(400유지시간) 후의 시험관찰 결과를 비교해보면 그림 3.2-71 식에서 

10사이클 이내에 크립-피로 파단이 발생하는 것에 비해 설계 평가절차는 매우 보수적이라는 것

을 알 수 있다. 

ASME-NH

0.6 0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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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391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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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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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5165 5171
n t D∆

+ ≤

118 11
n t D∆

+ ≤

5973 206
n t D∆

+ ≤

7 2110
n t D∆

+ ≤
>

6 4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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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C-MR

Alloy 82

ER316L

Alloy A

Alloy 182

E9016-B9(G91)

Base (G91)

                       (a) 평가 결과             (b) 손상평가 위치

그림 3.2-71 축대칭 해석모델의 용접부 해석위치 및 크립-피로 손상 평가결과

인코넬 계열의 1, 3, 4 위치에서 평가결과는 전체적으로 피로 손상은 ASME-NH가 보수적으

로 평가하는 반면 크립 손상은 RCC-MR이 보수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6L의 경우 

위치 2에서의 평가결과 두 설계 코드의 교점은 (0.3, 0.3)으로 동일하며, 평가결과 피로수명 및 크

립 파단 수명 모두 ASME-NH가 더 보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Mod.9Cr-1Mo강 재료의 위치 6에 대한 평가결과는 그림 3.2-7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

로수명 Nd와 크립 파단수명 Td가 작게 나타나 뒤에서 언급되는 관찰결과를 비교할 때 매우 보수

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6 위치에서 피로 및 크립 파단 수명이 가장 작게 나타난 이유는 유도 가

열 특성으로 인해 실제 구조시편의 위치 6 부근에서 열이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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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ME-NH를 따르는 평가결과 위치 6에서 크립 손상을 평가하기 위한 유지응력이 너무 높아 

크립 파단수명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없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다른 연구자도 유사한 결과를 얻

은 바 있다. 그림 3.2-71의 평가결과를 보면 위치 6의 경우 그림 3.2-72에서와 같이 크립-피로 이

직선 교점이 (0.1, 0.01)인 ASME-NH는 교점이 (0.3, 0.3)인 RCC-MR의 경우보다 평가결과가 훨

씬 보수적으로 나타났다. 특히 Mod.9Cr-1Mo강 구조의 설계 평가절차가 ASME-NH의 경우 현

재 버전인 2004년 판에 처음 추가된 이후 설계에 필요한 일부 물성치가 미비한 상태이다. 또한 

크립-피로 손상평가 절차의 타당성 등에 대한 논란이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검토

를 수행하 다. 지금까지 Mod.9Cr-1Mo강의 ASME-NH를 적용한 시험 및 평가관련 연구가 구

조시편 수준에서 이루어진 적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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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72 설계지침에 등재된 주요 재료에 대한 크립-피로 허용 선도

동축배관 구조시편의 크립-피로 균열개시 평가 (균열체)

동축배관 구조시편의 주재료는 Mod.9Cr-1Mo강이고, 보조 재료로서 316L 스테인리스강과 

Alloy 800HT가 사용되었다. 구조시편의 크립-피로 균열개시에 관한 평가는 RCC-MR의 부록인 

A16 절차를 따를 수 있다. 그러나 A16의 현 버전은 크립-피로 균열 개시 및 성장에 관한 평가절

차가 오스테나이트강에 대해서만 제시되어 있고, Mod.9Cr-1Mo강과 Alloy 800HT에 대한 절차는 

아직 개발되지 않은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그림 3.2-73에서와 같은 형상의 3차원 해석 모델의 Mod.9Cr-1Mo강 용접부위

에 대해 A16의 σd 접근법에 기초하여 크립-피로 균열개시 평가를 새롭게 시도했다. 오스테나이

트 스테인리스강 재료에 대해 σd 접근법의 ‘d=50μm'로 A16에 주어져 있지만, Mod.9Cr-1Mo강에 

대해서는 ’d' 값은 물론 평가절차가 제시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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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ad=30 ton

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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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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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ad=30 ton

CLCL

22

44
55

그림 3.2-73 설계지침에 등재된 주요 재료에 대한 크립-피로 허용 선도

그러나 A16을 개발한 프랑스의 CEA는 시험 및 평가결과에 기초하여 Mod.9Cr-1Mo강의 ‘d'

값은 36μm이며, 이때 균열개시 진전량은 100μm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즉, d=50μm인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리스강의 경우 크립-피로 균열개시 평가결과가 크립-피로 이직선에 닿으면 

이는 50μm의 균열개시를 의미하지만, d=36μm인 Mod.9Cr-1Mo강의 경우 크립-피로 균열개시 평

가결과가 크립-피로 이직선에 닿으면 이는 100μm의 균열개시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동축배관 구조시편에서 크립-피로 균열개시 평가는 그림 3.2-73의 세 군데 용접부위에 대해 

수행했다. 그림 3.2-73에서 2번은 그림 3.2-70에서 2번 용접부위에 해당하고, 용착금속은 316L 스

테인리스강인 용접열 향부(HAZ) 부위이다. 그림 3.2-73에서 4, 5번은 그림 3.2-70의 4, 5번 용접

부위에 해당하며, 용착금속은 Mod.9Cr-1Mo강인 HAZ 부위이다. 위치 ‘d'에서의 σd 계산을 위해

서는 균열선단 부위에서 요소를 매우 잘게 자르는 것이 필요하다. 본 해석모델에서는 그림 

3.2-73에서와 같은 형상의 균열 요소망을 이용했다.

스테인리스강 재질의 2번 결함부위에서 A16을 따라 계산한 크립-피로 균열개시 평가 결과 식

은 다음 식과 같이 나타났다. 

65165 5171
n t D∆

+ ≤

이 계산결과를 RCC-MR RB-3200의 크립-피로 손상평가 절차를 따른 계산 결과와 비교하면, 

RB-3200에서의 피로수명은 106 사이클 이상으로, 크립 파단시간은 94664시간으로 나타났다. 반

면 결함이 존재하는 부위에서의 A16을 따른 크립-피로 균열개시 식은 위에서와 같이 피로수명은 

65165 사이클, 크립 파단수명은 5171시간으로 상당히 단축된 것을 알 수 있다.

Mod.9Cr-1Mo강 재질의 4, 5번 결함부위에 대해 d=36μm를 입력하여 A16 개념을 따라 계산한 

크립-피로 균열개시 평가 결과 식은 용접부 4와 용접부 5에서 다음 식과 같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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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식에서 보면 용접부 4에서는 피로 손상에 비해 크립 손상이 지배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

고, 용접부 5의 경우 가열기의 열 집중이 일어나 피로수명도 0.6시간으로 매우 짧고, 크립 손상을 

평가할 때 사용하는 유지응력이 크립 물성치 A3의 값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도 유

지응력이 너무 커 크립 손상의 평가가 엄 하게는 불가능했지만 크립 파단수명 Td를 으로 접

근시켰다.

라. 고온구조 건전성평가 절차 기본지첨서 개발

1) 기본지침서 개발

고온구조 비탄성거동 평가기술정립의 궁극적 목표는 고온구조 건전성평가절차 기본지침서(초

안)을 갖추는 것이다. 이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작성되는 것으로서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Part 1’에서는 액체금속로 고온구조 설계지침을 제시하고, 라체팅 및 크립피로를 포함한 설계평

가절차를 수록하 다. ‘Part 2’는 평가절차로서 고온구조물에 균열이 발생하는 것과 발생한 균열

의 성장평가 및 용접부의 비탄성평가 절차를 수록하여 건전성평가를 돕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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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74 고온구조 건전성평가 절차 기본지침서(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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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기존의 유한요소해석코드와 본 연구에서 개발한 NONSTA 코드를 사용한 상세 비탄성

해석 절차를 제시하여 표준화된 비탄성해석이 가능하도록 하 다. 지침서는 그 내용의 방대함과 

필요한 재료 물성 데이터의 수록 등으로 인해 다음 단계에서도 지속적인 수정-보완이 요구되며 

실제 액체금속로 고온구조물의 설계해석 및 건전성평가에 적용성을 향상시켜 국내의 독자적인 

기술자립을 이룰 수 있다. 그림 3.2-74는 고온구조 설계지침서 초안에 포함되는 목차를 나열한 

것이다. 고온구조 건전성평가절차 기본 지침서(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은 한국원자력연구소

에서 발간한 기술보고서(KAERI/TR-3382/2007)에 기술되어 있다.

2) SIE ASME-NH 프로그램 개발

고온 환경에 있는 원자로구조물의 구조해석절차 및 ASME-NH 설계코드 적용절차 개발과 관

련하여 개발한 고온구조 설계 및 평가 기본지침서의 주요 핵심부분을 전산화하는 구조건전성 평

가 설계해석코드(SIE ASME-NH)의 초기 버전을 개발하 다[KAERI/TR-3161/2006]. 프로그램

의 구성은 그림 3.2-75와 같으며 이를 활용하는 상세한 사용자지침서를 기술보고서로 발간하

다. 이를 이용한 적용 예제 및 결과는 그림 3.2-76과 같다. 개발한 SIE ASME-NH 베타버전으로 

미국 아르곤국립 연구소에서 개발 중인 납냉각고속로의 개념 설계해석에 적용하여 고온 원자로

의 설계개선에 기여한 바가 있으며,  KALIMER-600 원자로 IHTS, PDRC 배관의 건전성 평가 

등에도 적용하 다.

INPUT-DATA.f :
(Input data)
P-LIMITS.f :
(Primary stress limits)
S-LIMITS.f :
(Inelastic strain limits)
CF-LIMITS.f :
(Creep-fatigue)
CF-INELASTIC.f :
(Ceep-fatigue)

SIE-ASME-NH.f

(Main program)

Mat-e.f : Elastic modulus (E)
Mat-sy.f : Yield strength values (Sy)
Mat-so.f : Allowable stress intensity for design condition (So)
Mat-sm.f : Time-independent allowable stress intensity values (Smt)
Mat-st.f : Time-dependent allowable stress intensity values (St)
Mat-smt.f : Lower of two stress intensity values, Sm and St (Smt)
Mat-st-time.f : Maximum allowable time by St-vs-time (tim, tib, tir, tibr)
Mat-srv.f : Expected minimum stress-to-rupture values (Sr)
Mat-srv-time.f : Allowable time duration for creep by Sr-vs-time (Td)
Mat-srv-time-weld.f : Allowable time duration for creep at weldment
Mat-srf.f : Weld strength reduction factor (R)
Mat-srs.f : Stress relaxation strength values (SrH , SrL)
Mat-iso-str.f : Isochronous stress-strain values for stress calculation
Mat-iso-strn.f : Isochronous stress-strain values for strain calculation
Mat-iso-time.f : Isochronous stress-strain for time point determination
Mat-fatigue.f : Allowable number of cycle for fatigue (Nd)
Mat-cf-fatigue.f : Fatigue Limit from Creep-fatigue damage envelope curves
Mat-cf-creep.f : Creep Limit from Creep-fatigue damage envelope curves 

Creep-strain.f : Creep strain increment for creep-fatigue evaluation
Bree-b1b3.f : Bree diagram for effective creep stress parameter for Test Nos. B-1 and B-3 (Z)
Bree-b2.f  : Bree diagram for effective creep stress parameter for Test No. B-2 (Z)
Amadj-kvd.f : Adjustment factors for inelastic biaxial Poisson’s ratio (K’v)
Amadj-tf.f : Inelastic multiaxial adjustment factors (f)
Axi-tresca.f : Calculation of Tresca stress intensity for axisymmetric models
Axi-principal.f : Calculation of principal stresses for axisymmetric models
Gen-tresca.f : Calculation of principal stresses for general models 

Max-strn-range.f : Calculation of max-strain range from components time history
Wall-temp : Calculation of max and min-wall averaged temperature

Generation of Input Data for 

SIE ASME-NH Code

Elastic/Inelastic Structural Analysis
Thermal Analysis

Primary Stress LimitsPrimary Stress Limits Inelastic Strain LimitsInelastic Strain Limits Creep-Fatigue LimitsCreep-Fatigue Limits

Results of Structural Integrity Evaluations

Run

SIE ASME-NH Code

Material Data 
Base

그림 3.2-75 SIE ASME-NH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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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76 SIE ASME-NH 적용 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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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자로 구조물 크립-피로 손상시험 및 DB구축 

가. 고온구조물 결함성장 시험

1) 용접시편 크립-피로 결함성장 시험 

4단계 1차년도에는 이미 전 단계에서 300회의 크립-피로 하중 사이클이 가해진 용접시편에 

대해 추가로 300회의 크립-피로 균열성장 시험을 수행했다. 시편표면에 부착된 열전대에서 측정

된 1사이클의 온도분포는 그림 3.2-77과 같으며, 그림 3.2-69와 유사한 형태의 1시간 유지하중이 

가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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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77 용접 시험모델의 측정 온도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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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78 3번 결함의 용접부 결함 성장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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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은 고온 강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상부의 304 SS 원통 부위에서 많이 발생했다. 결함 

3번에서 크립-피로 하중 사이클이 가해짐에 따른 결함부 손상 변화도는 그림 3.2-78 및 그림 

3.2-79에서와 같이 용착 금속부 보다는 모재 부분에서 손상이 크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

상 용접부분이 모재 부분에 비해 취약하지만 여기서는 304 SS 재질의 모재 부분이 316L 스테인

리스강 재질의 용착금속에 비해 크립-피로 강도가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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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79 3번 결함 모재부의 결함 성장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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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80 304 및 316 스테인리스강의 크립 파단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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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 3번에서 크립-피로 균열개시에 관한 평가 결과와 측정 결과를 비교해보면 그림 3.2-83에

서와 같이 A16을 따른 평가결과는 용접부에서 손상이 크게 나타나지만 실제 측정 결과는 모재부

에서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A16이 의미하는 균열개시는 평가결과가 스테인리스강의 

경우 크립-피로 손상 허용 이직선에 닿게 되면 이는 0.05mm(50μm) 크기의 초기 균열이 진전한 

것으로 간주한다. 본 구조시험에서는 구조시험의 관찰이 매 100사이클마다 이루어져서 관찰결과

를 통해 정확히 몇 사이클에서 0.05mm 정도의 초기 균열 개시가 일어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관

찰결과에서도 그림 3.2-82를 보면 100사이클 시점에서 이미 0.05mm 이상의 균열 성장이 이루어

진 것을 알 수 있다. A16을 따른 3번 결함에 대한 평가결과에서는 모재 부분에서는 8사이클 정도

에, 용착금속부에서는 13사이클 정도에 균열 개시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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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83 크립-피로 균열 개시 평가결과와 측정 결과의 비교

한편 304 SS와 316L이 접합되는 이종용접 부위 결함에서 관찰된 손상 양상은 그림 3.2-84에

서 보는 바와 같이 500 사이클까지의 관찰결과 이종용접 부위에서는 결함의 진전이 매우 작게 일

어났지만 피복아크용접(SMAW)법을 적용한 용접부가 가스텅스텐 용접(GTAW)법을 적용한 용

접부보다 손상이 더 크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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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84 이종금속 용접부의 용접 방법에 따른 손상 비교

반면 이종용접 부의 수직결함에서 600사이클 이후의 손상은 그림 3.2-85에서와 같이 GTAW

가 SMAW에 비해 더 크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316L-316L의 동일 재료가 접합된 동종금속 용접부에서도 손상은 매우 적게 발생했지만 그림 

3.2-86에서 보는 바와 같이 600 사이클 이후의 손상은 SMAW 용접부위에 비해 GTAW 용접부

위가 손상이 더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구조시험에서 크립-피로 하중을 받는 용접시편의 동종용접 부위에서는 가스텅스텐 용접법

이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종용접 부위에서는 수평 결함과 수직 결함에서 손상 양상이 

엇갈리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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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WGTAW

#6300 µm 100 µm

그림 3.2-85 이종금속 용접부의 용접 방법에 따른 손상 비교 (600사이클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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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86 동종금속 용접부의 용접 방법에 따른 손상 비교 (600사이클 후)

나. 고온구조 IHTS 동축배관 크립-피로 시험

구조시험 장치에는 Mod.9Cr-1Mo강 및 316L 스테인리스강으로 제작된 y-구조 형상의 시편이 

장착된다. 본 동축배관 구조시편에는 그림 3.2-8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주방향으로 크게 다섯 

라인의 용접을 하여 시편을 제작하 다. 그림 3.2-87(b)는 용접부에 사용된 용착금속을 보여주고 

있다. 본 구조시편에는 그림 3.2-87에서와 같이 세 가지 재료와 5가지의 용착금속이 사용되었다. 

제작 후의 구조시험편 형상은 그림 3.2-87(c)에서와 같다. 시편의 재료로 사용된 재료들의 화학조

성비는 표 3.2-7에 나타냈다. Mod.9Cr-1Mo강과 Alloy 800H, 316SS 등을 포함하는 일련의 설계

지침 재료에 대한 열 및 기계적 물성치 데이터는 그림 3.2-88 및 3.2-89와 같다. Mod.9Cr-1Mo강

은 열팽창계수가 낮고 열전도도가 낮고, 기계적 강도도 비교적 우수하며, 조사팽윤이 적고, 경제

성이 우수하지만 용접 및 제작성이 비교적 떨어지고 용접부에서 Type IV 균열(cracking)이 발생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Mod.9Cr-1Mo강 재료는 기계적 강도가 스테인리스강 및 인코넬 

강에 비해 상당히 높지만 용접성이 좋지 않아 구조시편 제작이 용이하지 않았다.

   

②
③

E9016-B9

Alloy 182

Alloy A

ER316L

Alloy 82

④
⑤

①
①

’
②

③

E9016-B9

Alloy 182

Alloy A

ER316L

Alloy 82

④
⑤

①
①

’

Alloy 800HT

Grade 91
(Mod.9Cr-1Mo)

DMW
(Trimetallic)

DMW
(Buttering)316L

316L

Grade 91

Grade 91

    (a) 시편 외부원통 전개도  (b) 용접재료  (c) 제작후 시편 형상

그림 3.2-87 구조시편 장착 개념도 및 시편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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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7 구조시편 사용 재료의 화학조성비

Material C Mn P S Si Cu Ni Cr Mo Al Fe V N

Grade 91 0.116 0.35 0.01 0.001 0.224 0.11 0.15 8.87 0.92 0.21 Bal 0.18 0.05

Alloy800HT 0.064 0.97 0.004 0.48 0.06 31.35 20.56 0.52 39.5

Alloy 800H
[5]

0.05~0.10 1.5 0.015 1.0 0.75 30~35 19~23 0.15 
min

39.5 
min

316L SS 0.025 1.07 0.03 0.004 0.57 0.29 10.45 16.67 2.05 Bal 0.35

 
0

5

10

15

20

Grade 91 Alloy 800H 316SS 304SS 2.25Cr-1Mo 12Cr

Thermal exp. coeff.(1e-6)
Thermal conductivity(Btu/hr ft F)

그림 3.2-88 주요 재료의 열물성치 비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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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89 주요 재료의 기계적 강도 비교도



- 207 -

Plate - SA387 Grade91
(t=6.35mm)

Rolling & Welding

bent part
Structural specimen

그림 3.2-90 Mod.9Cr-1Mo강 구조시편의 제작

그림 3.2-90은 두께 6.3mm의 Mod.9Cr-1Mo강 판재를 롤링 및 용접과정을 거쳐 시편을 제작

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시편 제작에서는 굽힘 가공이 필요한 부위(bent part)의 제작 시 상

온에서 바로 기계적 가공을 할 경우 미세한 표면 균열이 발생하 기 때문에 시행착오 과정을 거

쳐 열간으로 가공하 다.

동축배관 구조시편의 제작에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3가지의 모재와 다섯 가지의 용착금

속이 사용되었다. 그림 3.2-91은 용착금속의 종류 및 용접관련 열처리 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Mod.9Cr-1Mo강과 316L이 버터링 용접되는 부위는 용접후열처리(PWHT)가 요구되지만 Alloy 

800HT가 게재된 Mod.9Cr-1Mo-Alloy 800HT-316L의 삼금속(trimetallic) 용접부는 PWHT가 필

요하지 않다.

  
(*) : Heat Treatment
(**) : Not Applied

Grade 91Alloy 800HT316L

Alloy A (SMAW)
HT
Interpass temp. 
max 95oC maintained

Grade 91 316L

Alloy 82 
(TIG)
HT(*) :NA(**)

Grade 91

E9016-B9 (SMAW)
HT 
Preheat : 200~300oC
PWHT : 750-850oC(min 2hr)

ER316L 
(TIG)
HT : NA

①’
① ② ③ ④ ⑤

Alloy 182 
(TIG)
HT : NA(*)

Alloy 82 (TIG)
HT : NA(*)

Alloy 82 
(TIG)
Preheat : 200-250℃
PHWT: 725 ℃ (2hr)

Grade 91Alloy 800HT316L

Alloy A (SMAW)
HT
Interpass temp. 
max 95oC maintained

Grade 91 316L

Alloy 82 
(TIG)
HT(*) :NA(**)

Grade 91

E9016-B9 (SMAW)
HT 
Preheat : 200~300oC
PWHT : 750-850oC(min 2hr)

ER316L 
(TIG)
HT : NA

①’
① ② ③ ④ ⑤

Alloy 182 
(TIG)
HT : NA(*)

Alloy 82 (TIG)
HT : NA(*)

Alloy 82 
(TIG)
Preheat : 200-250℃
PHWT: 725 ℃ (2hr)

그림 3.2-91 외곽 원통 용접부의 용접금속 및 열처리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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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8 재료의 강도 (상온, 단위 : MPa)

재료시험 성적서(mill sheet)는 Mod.9Cr-1Mo강의 항복강도가 표 3.2-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온에서 604MPa인 고강도 강이기 때문에 구조시편 제작과정의 롤링 및 벤딩 과정에서 표면 결

함이 발생하는 등 제작 결함이 발생하 고, 특히 열처리가 중요하게 관여되는 용접부의 제작에서

는 몇 차례 시행착오를 거치기도 하 다. 또한 Mod.9Cr-1Mo강은 용접성이 비교적 안좋으며, 특

히 열 및 기계적 물성치가 크게 다른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리스강과의 이종용접이 이루어지는 부

분에서는 제작 및 용접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었다. 그림 3.2-92와 그림 3.2-93은 시편의 상부 

지그형상 및 전체 시편의 체결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3.2-92 시편 상부 지그 형상              그림 3.2-93 구조시편의 장착사진

YS (ASME-NH) YS (mill sheet) UTS (mill sheet)

Grade 91 413.6 604 742

Alloy 800HT 172.4 255 450

316L 207.0 275 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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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mm

TC#1 (140mm)

(194,100)

(250,540)

49.65

(250, 280)

(250, 312)

(250, 352)

(250, 390)

(250, 428)

TC#5 (200)

TC#10 (280)

TC#14 (320)

TC#12 (300)

TC#18 (360)

TC#21 (390)

TC#25 (430)

TC#26 (450)

TC#27 (480)

TC#28 (510)

TC#8 (250)
TC#9 (265)

TC#7 (230)
TC#6 (215)

TC#2 (160)
TC#3 (170)
TC#4 (185)

#23 (410)
#24 (420)

#22 (400)

#16 (340)
#15 (330)

#17 (350)

#13 (310)

#11 (290)

#20 (380)
#19 (370)

그림 3.2-94 동축배관 구조시편 열전대 부착 위치 (18CH)

   그림 3.2-94는 구조시편에서 열전대를 부착한 위치를 보여주고 있다. K-타입 열전대는 그림

에서와 같이 축 방향으로 28채널을 부착하여 실시간으로 구조 시편의 온도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열기를 제어하는데 활용되었다. 크립-피로하중 1 사이클의 소요시간은 8,890초이었으며, 데이

터 수집은 매 10초 간격으로 28채널에서 수집했고, 보조적으로 16채널의 데이터를 시험원통의 약 

180° 떨어진 시편의 외곽에 부착한 후 데이터 로거를 이용하여 수집했다.

   구조시편에는 그림 3.2-69에서와 같이 90°C∼600°C까지 가열한 후 2시간 동안 유지하중을 가

했다. 600°C까지 가열하는 데에는 약 10분이 소요되었고, 다시 90°C까지 냉각하는 데에는 약 20

분이 소요되어 크립-피로 하중 한 사이클에는 약 150분이 소요되었다. 도달 목표온도는 600°C

지만, 코일과 시편의 거리, 재료의 유도전류 가열특성 등으로 인해 축방향으로 측정된 온도분포

는 그림 3.2-95에서와 같이 균일하지 못하고, 약 100°C까지 온도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2-95의 우측 그림은 Mod.9Cr-1Mo강이 다른 두 재료에 비해 더 높은 온도까지 가열되었

으며, 또한 Alloy 800HT가 316L보다 더 많이 가열된 것을 보여주고 있다. 고주파 유도가열기를 

이용한 구조시편의 가열에서 세 개의 재료들은 고주파 유도가열 환경에서 재료의 가열특성과 코

일과 시편의 간격, 코일 선의 상하 간격 등에 의해 재료의 가열은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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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95 온도수집 데이터

   기계적 하중으로는 IHX의 자중(튜브, IHX 캐이싱, 소듐 등 포함)을 모사하기 위해 30톤의 인

장하중을 가했는데, 이는 외곽 원통에 30MPa의 공칭응력을 유발했다. 수집된 온도데이터와 기계

적 응력은 설계 평가를 위한 유한요소해석의 입력 자료로 활용되었다.

   구조시편의 Mod.9Cr-1Mo강 부분 손상관찰 결과는 그림 3.2-96에서와 같이 결함이 없는 부분

에서 손상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Mod.9Cr-1Mo강 재료에 대한 평가에서는 

이 재료의 이직선의 교점이 (0.0, 0.01)로 매우 좁다는 데 유의해야 한다. 

Grade 91

Alloy 800HT

Grade 91

1

6

9

3
4

Grade 91

316L

7 8

5

316L

2

13

10

12

11

   

그림 3.2-96 Mod.9Cr-1Mo강 무결함부 손상 이미지 (200 사이클, 400 유지시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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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사이클의 크립-피로 하중이 가해졌을 때 무결함부 Mod.9Cr-1Mo강 재질 부분에 대한 손

상관찰 결과는 그림 3.2-9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가시적 손상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에서 ASME-NH 및 RCC-MR을 따른 평가결과에서 손상이 매우 크게 발생한 

것과는 대조를 이루는 것으로, 본 구조시험 문제에서 이들 설계지침이 매우 보수적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양 설계지침은 Mod.9Cr-1Mo강에 대한 크립-피로 손상 평가 법칙에 선형

손상 합산법칙(linear damage summation rule: LDSR)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당초 LDSR은 

스테인리스강의 기공성장(cavity growth)에 기초한 평가법으로 Mod.9Cr-1Mo강에서의 손상모드

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동 재료의 크립-피로 손상평가법칙에 관한 수정 또는 새로운 개

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Alloy 800HT와 316L 스테인리스강 부위의 관찰 이미지는 그림 3.2-97에서와 같이 가시

적 손상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모두 HAZ에서 관찰한 것으로, Alloy 800HT

는 6번 및 7번 위치이며 용착금속은 6번이 Alloy A이고, 7번은 Alloy 182이다. 316L에 관한 3번 

및 4번 위치의 용접금속은 Alloy 82와 ER316L이다.

316L SSAlloy 800HT

Grade 91

Alloy 800HT

Grade 91

Grade 91

316L

316L

9

1 2 3

6

45

7 8

 그림 3.2-97 무결함부 손상 이미지 (200 사이클, 400 유지시간 후)

인코넬 계역의 용착금속에서 관찰된 손상 이미지는 그림 3.2-98에서와 같이 Alloy 82 재료에 

대한 2번 위치에서는 손상 징후가 어느 정도 관찰되고 있고, Alloy A의 용착금속 상에서 관찰된 

손상사진은 그림 3.2-98(b)에서와 같이 손상 발생이 선명하게 관찰되고 있다.

(a) #2 (Alloy 82)     (b) #5 (Alloy A)

그림 3.2-98 인코넬계열 용착금속 무결함부 손상 이미지 (200 사이클, 400 유지시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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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동축배관 구조시편의 결함이 없는 주요 부위에서 크립-피로 하중이 200회 가해진 후 

관찰된 손상 양상은 인코넬 계열의 용착금속 상에서 가장 크게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Mod.9Cr-1Mo강의 경우 Type IV 균열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본 구조시험에서는 

Mod.9Cr-1Mo강의 HAZ 부분에서 미세 균열이 발생하는 징후는 관찰되지 않았다.

한편 인위적 결함을 가공한 부위에서의 손상 변화와 관련하여 200사이클 후에 표면을 관찰한 

결과 그림 3.2-99에서와 같이 Mod.9Cr-1Mo강 부위인 결함 8, 9번은 비교적 손상이 적게 발생했

고, 316L 결함 부문인 3,4번 결함에서 상대적으로 손상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

코넬 계열의 용접금속 부(部)인 2, 5번 결함에서 손상이 비교적 크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

함이 없는 부위에 대한 관찰에서는 2번 및 5번 위치의 용착금속에서 손상이 크게 발생했지만 인

위적 결함이 존재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2번의 인코넬 82 재료에서는 결함 진전이 눈에 띄게 발생

하지 않았지만 5번 위치에서는 그림 3.2-99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결함이 100μm이상 진전된 것으

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림 3.2-99에서 5번 위치의 용착금속보다는 Alloy 800HT 재료의 HAZ인 6

번 위치에서의 결함 성장량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Alloy 800HT

1

6

9

3 4

Grade 91

7

8

5

2

316L

Grade 91

Grade 91

316L

 

그림 3.2-99 200사이클 후의 결함부 손상 이미지

   또한 316L 재질의 결함 3번 및 4번 위치에서는 그림 3.2-99에서와 같이 다른 부위에 비해 더 

미세한 균열이 많이 발생했고, 비교적 손상도 크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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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설계에서 고려하는 하중에 비해 훨씬 가혹한 하중을 받는 위의 구조시편이 200사이클

(400유지시간)의 크립-피로 하중을 받은 후 손상을 관찰한 결과 시편은 전체적으로 결함이 없는 

부분에서는 인코넬 계열의 용접금속과 316L HAZ 부분에서 적은 손상이 발생했지만 구조적 건전

성은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구조시험에서 수집된 온도하중에 대해 고온설계 코드 

ASME-NH와 RCC-MR을 이용하여 크립-피로 손상을 평가한 결과 Mod.9Cr-1Mo강, 316L 및 

Alloy 800H강 등 세 가지 재료에 대한 손상평가 결과는 모두 설계코드가 보수적인 결과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Mod.9Cr-1Mo강의 경우 두 설계 코드가 과도하게 보수적으로 평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중에서도 ASME-NH가 더 보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양 코

드의 Mod.9Cr-1Mo강 관련 크립-피로 이직선 선도가 적절한 이론적 배경에 기초하여 개발된 것

이 아니고, 인장 유지하중 하의 cavity 성장에 기초한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리스강의 이직선 평가

선도를 확장하여 사용하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되며, 이의 개선 또는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 4단계 1, 2차년도에는 용접 구조시편 및 동축배관 구조시편을 사용한 크립-피로 특성 시

험을 수행하고, 구조 시험결과 DB를 구축했으며, 고온 설계코드의 보수성을 검토했다. 두 시편에 

대한 구조시험결과 현 버전의 ASME-NH와 RCC-MR은 크립-피로 손상평가 절차가 보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축배관 구조시편의 경우 Mod.9Cr-1Mo강의 재료부분에서는 크립-피로 손상

평가 선도가 과도하게 보수적인 것으로 나타나 관련 평가절차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결함이 존재하는 결함평가 절차가 316스테인리스강 계열에 대해서는 프랑스 RCC-MR의 부

록 A16에 비교적 잘 정비되어 있지만, Mod.9Cr-1Mo강 재료의 경우 아직 평가절차가 개발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이는 Mod.9Cr-1Mo강 구조의 고온 파단전누설(LBB) 평가를 위해서는 필수

적으로 구비되어야 하는 절차이므로 크립-피로 균열 개시 및 성장에 관한 평가절차의 개발 및 구

조시험을 통한 절차의 검증 작업이 이루어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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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비 수량 비   고 

Actuator (2.5 tons) 

Actuator (5.0 tons) 

1 

1 

 

오일펌프 1 

 

소형오일펌프 1 

 

냉각탑 1 

 

Hydraulic 

Controller 

1 LABTRONIC 8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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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0 시험에 사용된 유압가진 장치 사양

1-1 HYDRAULIC ACTUATOR ASSEMBLY SYSTEM

1) Hydropuls Actuator (PL25N /1)::25 kN(정하중)/20 kN(동하중), Stroke : 250 mm

2) Set of ball joints (PK25L /1)

3) Servo Block (SBL63/63N /1)

4) Servo Valves (SV63 /1)63 lpm

5) Damping Throttle (SB-DD /1)

6) Damping Throttle Adaptor (SB-DP /1)

7) Flushing Block (SB-SB /1)

8) Loop compensation system (8800-264 /1)

9) Load Cell (PM25K /1):kN-4000 kN ( 1.6 step increments)

   25007000 Hz ( without any additional mass)

10) Adaptor plate actuator piston (PZ263A /1)

11) Bearing-Oil Pump Unit (LPL /1)

12) Set of hose lines (SS16/20A6 /1)

13) Set of hose lines (SS16/20B6 /1)

1-2 HYDRAULIC POWER SUPPLY

14) Hydraulic power pack

1-3 DIGITAL CONTROL ELECTRONICS

15) Modular Multi-Axis digital control console

1-4 TEST SOFTWARE

1) RS CONSOLE

2) Supplied on CD-ROM

3) RS PLUS 32

4) Supplied on CD-ROM

5) Export Packing & Handing Charges

6) Inland Freight & Forwarding Char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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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king Table 
Anchored Bed 

Reaction 
Wall 

Horizontal 
Actuator (2.5 tons) 

Vertical
Actuator 
(5.0 tons)

3.2-11 

-. 266 MHz Pentium II prosessor 

-. 256 Kbytes L2 cache. 

-. 64M RAM 

-. 3.2G hard drive 

-. 3.5 in floppy drive 

-. CD ROM (20) 

-. Ethernet controller 

-. 17 in color monitor 

-. Expanded keyboard & Mouse 

-. Windows 95 or NT 4.0 

-. Data Acquisition Unit 

-.National Instruments GPIB Card (2490-84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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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험모델 형상

그림 3.2-102는 본 연구에 사용된 축소규모 시험체 모델중의 하나인 7-HEX 시험모델의 평면

도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와 같이 각 덕트집합체는 육각단면을 갖는 보(Beam)이며 

Flat-to-Flat 길이는 4.1cm이고 덕트와 덕트 사이의 유체간격은 2mm가 되도록 하 다 (실제로 

시험모델을 장착하는데 있어서 모든 간격을 2mm로 유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실제 해석시에

는 측정된 간격을 사용하 음.). 덕트집합체는 육각형 단면을 갖는 덕트본체와 하부지지판에 고

정되는 원형단면의 Nosepiece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덕트집합체 총 길이는 70cm이며 여기서 

Nosepiece 부분의 길이는 10cm이다. 지진하중시 SAC-CORE 코드의 충돌해석 성능을 입증하기 

위한 시험자료를 생산하기 위하여 시험모델은 덕트간의 충돌을 야기할 수 있도록 중심에 있는 덕

트집합체의 Nosepiece 강성을 주변 덕트집합체 보다 상대적으로 약하게 하여 덕트집합체 간에 

충분한 충돌거동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하 다. 이를 위해 중심부의 덕트집합체 Row-C의 

Nosepiece 직경은 1cm로 하 고 주변 덕트집합체 Row-L 또는 Row-R의 Nosepiece 직경은 

1.4.cm로 하 다.

do=4.1cm

AB
B

B B

B
B

Di = 32.4cm

10cm

Gap = 2mm

do=4.1cmdo=4.1cm

AB
B

B B

B
B

Di = 32.4cm

10cm

Gap = 2mm

그림 3.2-102 7-HEX 시험모델의 제원 (평면도)

수중시험을 위하여 덕트집합체는 아크릴로 제작된 투명 실린더 내에 설치하도록 하 으며 실

린더와 덕트집합체와의 상호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직경은 30cm 이상이 되도록 제작하 다.

본 연구에 사용된 축소규모 노심의 덕트집합체 시험모델 종류는 표 3.2-12에서와 같이 모두 4

종류로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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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HEX 시험모델

- 3-HEX 시험모델

- 7-HEX 시험모델

- 19-HEX 시험모델

표 3.2-12 시험모델 종류 및 시험조건

1-HEX 시험모델에 대한 시험 목적은 주변 덕트집합체의 향이 없는 무한 냉각재 속에서 육

각단면 덕트집합체 자체의 유체 향을 고려하기 위한 시험이다. 이 시험에서는 공기중 지진응답

과 수중에서의 지진응답을 상호 비교함으로써 주변 덕트와의 유체간격으로 인한 복잡한 유체-구

조물 상호작용의 향을 배제하고 육각단면 덕트집합체에 작용하는 무한 유체속에서의 단순 유

체부가질량 향만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1

1-Hex Model

1 2 3

3-Hex Model

1
23

4
5 6

7

7-Hex Model

1 2 8
9313 4

12 11 10

197615
514

16 17 18

1 2 8
9313 4

12 11 10

197615
514

16 17 18

19-Hex Model

1

1-Hex Model

1

1-Hex Model

1 2 3

3-Hex Model

1 2 3

3-Hex Model

1
23

4
5 6

7

7-Hex Model

1 2 8
9313 4

12 11 10

197615
514

16 17 18

1 2 8
9313 4

12 11 10

197615
514

16 17 18

19-Hex Model

In-Air- ElCentro
- ATH
- Kobe

7-Hex Model
In-Water

In-Water

In-Air- ElCentro
- ATH
- Kobe

19-Hex Model

In-Water

In-Air- ElCentro
- ATH
- Kobe

3-Hex Model
(Single-Row)

In-Water

In-Air- ElCentro
- ATH
- Kobe

1-Hex Model

ConditionsInput Seismic MotionsExperimental Models

In-Air- ElCentro
- ATH
- Kobe

7-Hex Model
In-Water

In-Water

In-Air- ElCentro
- ATH
- Kobe

19-Hex Model

In-Water

In-Air- ElCentro
- ATH
- Kobe

3-Hex Model
(Single-Row)

In-Water

In-Air- ElCentro
- ATH
- Kobe

1-Hex Model

ConditionsInput Seismic MotionsExperimental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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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HEX 시험모델은 3개의 덕트집합체를 지진방향으로 나열한 것으로 일반적인 노심지진해석

모델에 사용되는 Single-Row 모델에 대한 지진응답거동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중간에 위치한 

약강성의 덕트집합체와 주변 좌, 우에 위치한 주위 덕트집합체간의 충돌거동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하 다. 이 시험모델은 지진방향과 수직방향에 존재하는 이웃 덕트집합체 효과를 배제함으로써 

이를 고려한 7-HEX 시험모델 경우의 지진응답 시험결과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주변 덕트에 둘러

싸인 덕트집합체의 유체부가질량 효과를 보다 명확히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7-HEX 시험모델은 약강성의 중심덕트집합체를 6개의 덕트집합체가 약 2mm 유체간격을 두

고 감싸고 있는 시험모델로 일정 유체간격을 갖는 주변 덕트갯수의 증가에 따른 유체부가질량의 

향을 연구하기 위한 시험모델이다.

19-HEX 시험모델은 7-HEX 시험모델의 주위를 12개의 덕트집합체가 추가로 감싸고 있는 중

규모 시험시험모델로 유체부가질량에 대한 보다 복잡한 거동을 연구하기 위한 것이다.

3) 시험절차

그림 3.2-103은 전반적인 노심지진 시험절차를 나타낸 것이다. 노심지진 시험을 위해서는 그

림에서와 같이 먼저 가속도 입력지진파형을 변위로 제어되는 유압가진기 제어장치에 적용하기 

위해 변위 입력지진파형으로 변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산화된 가속도 지진데이터를 이중 

이산화 적분을 수행하여 변위데이터를 작성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상용 유한요소프로그

램인 ANSYS의 이산화 적분기능을 활용하 다.

본시험을 수행하기 전에 가속도 입력 대신 변위 입력지진데이터를 적용한 진동대의 가속도 성

능을 검증하기 위하여 주어진 변위입력 지진파형에 대한 예비 진동대 가진시험을 수행하고 진동

대에 설치된 가속도 센서와 유압가진기에 설치된 변위센서로부터 직접 가속도신호와 변위 신호

를 수집하여 진동대 신호와 입력데이터 간의 일치성을 확인한 다음 시험을 진행한다. 

4) 입력 지진파형 및 검증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입력 지진하중의 향을 고려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3가지 대표적인 지

진파형을 사용하 다.

- 1940 El-Centro Earthquake (t = 0.02s, 2499pts)

- Artificial Time History (ATH) Earthquake (t = 0.01s, 2200pts)

- 1995 Kobe Earthquake (t = 0.02s, 1250p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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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각 지진의 시간이력 파형을 살펴보면 El-Centro 지진파형은 초기 약 5초까지 첨두 가속

도 지진파가 발생하다가 점차 감소되며 인공시간이력지진은 20초 동안 첨두 가속도 성분이 균일

하게 포함되어 있고 실제로 원자력발전소 지진설계하중으로 사용되고 있다. 고베지진 파형은 초

기 3초와 7초대에 저주기의 매우 강한 첨두가속도 성분이 존재하고 이후 급격히 감소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림 3.2-103 진동대 시험절차

그림 3.2-104는 각 지진파형에 대한 층응답 스펙트럼을 나타낸 것으로 실제 설계에 사용되는 

인공지진파의 층응답 스펙트럼이 Elcentro와 Kobe 지진을 충분히 포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파수 성분들을 살펴보면 Elcentro 지진과 인공지진은 1Hz - 10 Hz 역에 강 주파수 성분이 

존재하고 Kobe 지진의 경우에는 3 Hz 이하에 강 주파수 성분이 존재는 저주기 지진파임을 알 수 

있다.

Acceleration Seismic Input Data

Double Integration with
Baseline Correction (ANSYS)

Displacement Seismic Input Data

Control Data File Generation
ACII File → DMD File

Shaking Table Tests
Measuring Table Acceleration Time History

Input Motion = Table Motion

Start Experiments

No

Yes

Acceleration Seismic Input Data

Double Integration with
Baseline Correction (ANSYS)

Displacement Seismic Input Data

Control Data File Generation
ACII File → DMD File

Shaking Table Tests
Measuring Table Acceleration Time History

Input Motion = Table Motion

Start Experiments

No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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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지진파형에 대한 진동대 가진파형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그림 3.2-105와 같이 진동

대에 가속도센서를 부착하고 변위입력제어에 따른 진동대 가속도 신호를 측정하여 변위입력파형 

생산에 사용했던 가속도 입력파형과 비교분석하 다.

0.1 1 10 100

0.1

1

10

 El-Centro1940
 ATH
 KobeAc

ce
le

ra
tio

n,
 m

/s
2

Frequencies, Hz

Horizontal X-direction
SSE = 0.3g
Damping ratio = 0.05

그림 3.2-104 입력 지진파형들에 대한 층응답 스펙트럼 비교

그림 3.2-105 진동대 입력파형 측정을 위한 센서 위치

 

Accelerometer: B&K 4380
(Table motion)

Accelerometer: B&K 4380
(Seismic response)

Shaking Table

Accelerometer: B&K 4380
(Table motion)

Accelerometer: B&K 4380
(Seismic response)

Shaking Table

Accelerometer: B&K 4380
(Table motion)

Accelerometer: B&K 4380
(Seismic response)

Shaking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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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06에서 그림 3.2-108 은 변위 및 가속도에 대한 각 입력 지진파형과 진동대 측정 결

과를 비교해 놓은 것이다. 그림에서와 같이 변위 파형은 정확히 일치하며 가속도 파형의 경우에

도 첨두값을 비롯하여 전체 파형이 거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사용된 1축 진동

대는 안내베어링 부위에서의 마찰저항 향없이 정확히 입력지진파형을 가진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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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06 진동대 지진파형 검증 (Elcen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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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07 진동대 지진파형 검증 (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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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08 진동대 지진파형 검증 (Ko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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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험결과 및 검증

본 보고서의 시간이력지진응답 시험 및 해석결과는 특별한 언급이 언급한 모두 0.1g의 입력지

진 가속도를 기준으로 기술한 것이다.

실제로 가속도센서를 시험체 상단에 부착할 경우에 센서 자체의 무게가 시험체에 부가되는 

향이 클 수 있으며 SAC-CORE 코드의 검증해석을 위해 이들의 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1-HEX 모델에서 가속도 센서를 덕트집합체 상단의 측면에 부착 경우와 상단 끝단위에 부착한 

경우에 대하여 Elcentro 지진하중 가진시 가속도 응답에 대한 해석 및 시험결과 센서의 부착위치

에 따라서 최대 응답값은 유사하나 지진응답파형이 크게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덕트집합체 개수가 늘어날 경우 센서부착 위치의 간섭을 배제하기 위하여 중심 덕트

집합체의 센서위치를 후자인 상단 위에 부착하기로 하 다. 그림 3.2-109는 19-HEX 시험모델의 

시험장치 설치사진을 보여준다. 이 시험모델은 약강성을 갖는 중심 덕트집합체 (Row-C) 주위를 

6개의 덕트집합체가 둘러싸고 있고 다시 12개의 덕트집합체가 최외곽을 둘러싸고 있는 총 19개

의 덕트집합체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그림 3.2-109(a)에서와 같이 중간열의 Single-row는 총 

5개의 덕트집합체로 구성되어 있다. 

 

(a) Top View in Water 

(b) Side View in Air 

그림 3.2-109 19-HEX 시험모델의 형상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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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모델은 그림 3.2-110과 같이 중심부에 일렬의 덕트집합체 5개만 고려한 Single-row 모델

을 사용하 다. 그림 3.2-111은 유체부가질량행렬을 구하기 위한 유한요소해석 모델이며 사용된 

요수는 8-node 20-dof quadrilateral이고 총 요소 수는 492개이다. 표 3.2-13은 FAMD 코드를 사

용하여 계산된 19-HEX 시험모델의 유체부가질량행렬 계산결과 중에서 해석에 사용된 

Single-row 덕트집합체에 대한 결과이다. 표에서와 같이 Row-C 자체의 유체부가질량계수는 

13.18 kg/m이며 이는 7-HEX 시험모델의 7.18 kg/m에 비해 약 84 % 증가한 것이다. 

Gap-2 Gap-3

Input Motion

C

Gap-4 Gap-5

: Measurement Locations

L1 R1

Gap-1 Gap-6

OL L2 R2 OR

Gap-2 Gap-3

Input MotionInput Motion

C

Gap-4 Gap-5

: Measurement Locations: Measurement Locations

L1 R1

Gap-1 Gap-6

OL L2 R2 OR

그림 3.2-110 19-HEX 노심지진 해석모델

L2 L1 C R1 R2OL ORL2 L1 C R1 R2OL OR

그림 3.2-111 유체부가질량 해석용 유한요소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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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3 유체부가질량 행렬 계산결과

183.1-3.43-5.29-5.39-5.29-3.43183.1OR

-3.437.96-4.48-1.34-0.63-0.25-3.43R2

-5.29-4.4812.57-4.68-1.63-0.63-5.29R1

-5.39-1.34-4.6813.18-4.68-1.34-5.39C

-5.29-0.63-1.63-4.6812.57-4.48-5.29L1

-3.43-0.25-0.63-1.34-4.487.96-3.43L2

183.1-3.43-5.29-5.39-5.29-3.43183.1OL

ORR2R1CL1L2OL

183.1-3.43-5.29-5.39-5.29-3.43183.1OR

-3.437.96-4.48-1.34-0.63-0.25-3.43R2

-5.29-4.4812.57-4.68-1.63-0.63-5.29R1

-5.39-1.34-4.6813.18-4.68-1.34-5.39C

-5.29-0.63-1.63-4.6812.57-4.48-5.29L1

-3.43-0.25-0.63-1.34-4.487.96-3.43L2

183.1-3.43-5.29-5.39-5.29-3.43183.1OL

ORR2R1CL1L2OL

다. 노심지진 응답해석 기술검증

표 3.2-14는 전체 시험 시험모델에 대한 최대 변위지진응답 시험 및 해석결과를 나타낸 것이

다. 표에서와 같이 19-HEX 시험모델 Row-C의 최대 변위응답은 다른 시험모델에 비하여 공기중

과 수중 시험조건 모두에서 가장 작게 나타났다. 이는 중심에 위치한 Row-C 덕트집합체가 이를 

둘러싸고 있는 이웃 덕트집합체에 의해 거동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제한 받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

된다. 최대 변위응답에 대한 시험결과와 해석결과의 비교검토 결과 각 지진파형에 대해 해석결과

는 전반적으로 시험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Single-row 모델에 대한 SAC-CORE 

해석코드의 신뢰성을 나타낸다.

표 3.2-14 최대 변위응답 시험 및 해석결과 비교

 

4.394.324.384.383.543.50
7-Hex

(In-Water)

2.923.013.574.732.552.94
19-Hex
(In-Air)

AnalysisTestAnalysisTestAnalysisTest

3.233.023.713.793.112.41
19-Hex

(In-Water)

3.633.545.995.314.134.38
7-Hex

(In-Air)

3.853.214.944.964.354.00
3-Hex SR

(In-Water)

3.282.154.004.602.903.23
3-Hex SR
(In-Air)

4.254.9912.1211.147.696.88
1-Hex

(In-Water)

3.123.3714.5814.709.108.89
1-Hex

(In-Air)

Kobe (mm)ATH (mm)Elcentro (mm)System
Type

4.394.324.384.383.543.50
7-Hex

(In-Water)

2.923.013.574.732.552.94
19-Hex
(In-Air)

AnalysisTestAnalysisTestAnalysisTest

3.233.023.713.793.112.41
19-Hex

(In-Water)

3.633.545.995.314.134.38
7-Hex

(In-Air)

3.853.214.944.964.354.00
3-Hex SR

(In-Water)

3.282.154.004.602.903.23
3-Hex SR
(In-Air)

4.254.9912.1211.147.696.88
1-Hex

(In-Water)

3.123.3714.5814.709.108.89
1-Hex

(In-Air)

Kobe (mm)ATH (mm)Elcentro (mm)System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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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Water  
In-Air 

1-Hex 3-Hex 7-Hex 19-Hex 

Test 4.64 4.35 4.15 3.62 3.06 
Center 
Duct 

SAC-CORE3.0 4.65 4.33 4.16 3.60 3.11 

Test 9.10 - 8.37 7.71 7.00 
Outer 
Ducts 

SAC-CORE3.0 9.11 - 8.31 7.40 7.23 

2.5

3.0

3.5

4.0

4.5

5.0

19 Hex-Water

Fr
eq

ue
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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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z

 Experiment
 AnalysisIn-Air

1 Hex- Water

3 Hex-Water

7 Hex-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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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H e x - W a t e r

7  H e x - W a te r

그림 3.2-113 고유진동수 변화 (외곽 덕트)

고유진동수 평가에 대한 시험과 해석결과로부터 유체부가질량행렬 계산코드인 FAMD 코드와 

연계한 SAC-CORE 코드의 유체부가질량행렬 적용 알고리즘이 육각단면을 갖는 복잡한 덕트집

합체 소듐냉각 고속로 노심시험모델의 노심동특성 평가에 매우 우수한 성능을 가지고 있음이 입

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소듐냉각 고속로의 노심지진해석코인 FAMD 코드와 SAC-CORE 코드의 정확

을 검증하기 위해서 축소규모 노심지진 시험결과들과 SAC-CORE 해석결과들의 비교평가에 대

하여 기술하 다. 실시된 모든 시험모델의 종류와 가진 지진파형 종류에 대해 시험과 해석결과가 

모두 잘 일치함을 입증하 다. 특히 덕트집합체들 간의 유체간격과 덕트집합체 개수의 변화에 따

른 유체부가질량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FAMD 코드의 유용성과 이를 연계한 SAC-CORE 코

드의 노심지진해석 기법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소듐냉각 고속로의 노심지진설계

해석 전용코드로 사용하기 위해 실 규모 노심지진시험 자료를 통한 검증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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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목표 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당해단계의 연구를 통하여 본 단계의 연구목표인 기계설계분야 핵심기술 개발을 달성하 다. 

KALIMER-600 개념설계분야에 있어서 세부과제 전체적으로 긴 하게 협력하여 KALIMER-600 

설계개념을 완성하 으며, 용량대비 원자로 크기가 축소되었고, 단순화된 배관배치를 달성하고, 

불투명 원자로 내부를 초음파 센서를 이용하여 구조손상을 검사하는 원천기술을 획득하는 등 외

국 노형과 비교해서 기계분야가 담당했던 구조 개념의 구체화와 형상화 목표를 달성하 다. 기계

계통 건전성평가와 관련하여 3-4단계를 통하여 노심지진 응답해석 코드(SAC-CORE3.0)의 시험

검증과 비탄성해석 코드 NONSTA2.0의 완성도를 높이는 등 연구성과를 이루었으며, 10여년의 

지속적인 지원에 의해서 고온환경에서 비탄성 거동을 하는 구조물의 구조시험 및 건전성평가 절

차에 대한 기본지침서를 완성하고, 핵심기술에 대한 전산화 작업을 이루는 등의 성과를 이루었

다. 또한 전산화 결과물인 SIE ASME-NH 코드의 산업체 기술이전을 할 수 있는 등 독자적 기술

개발의 성과를 축적할 수 있었다.  세부 연구 목표별 주요 연구개발 실적 및 성과물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2)

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적
1) 가중치

(%)
2)

연구목표 

달성도
3)

(%)

비고
4)

-KALIMER-

600 원자로 

구조개념 

완성도 향상

-원자로 내부구조물 구조형상 구체화

-원자로구조물 고온설계 적합성 평가

-원자로계통 배관 고온잔류변형 평가

-원자로계통 기기 및 배관배치 

고온하중 평가

-원자로건물 경량화 및 지진설계 

적합성 평가

-원자로구조물 기기간섭 및 ISI 

접근성 평가 

-소듐환경 내부구조물 원격검사기법 

개발 및 검증

50 100

- KALIMER-600 

원자로 

구조상세개념

․용량대비 원자로 

간결성

-불투명 환경 원격 

손상감지기술

․불투명 환경 

손상인식의 

정 성(2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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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적
가중치

(%)

연구목표 

달성도

(%)

비고

-고온구조 

비탄성 거동 

평가기술 

정립

-고온구조 비탄성 

해석코드(NONSTA) 적용성 분석 

및 사용지침서 개발

-고온구조 LBB 평가용 균열 발생 

및 진전평가 기술 확립 

-고온구조 용접부 건전성 평가 절차 

정립

-고온구조 건전성 평가절차 

기본지침서 개발

30 100

-고온구조 비탄성 

해석코드

 (NONSTA2.0)

․코드의 유용성 및 

범용성

-고온구조 

건전성평가절차 

기본지침서(II)

․사용지침의 

체계화 

․전산코드 

기술이전 추진

-원자로 

구조물 

크립-피로 

손상시험 및 

DB 구축

-고온구조물 결함성장 시험

-고온구조 IHTS 동축배관 

크립-피로시험 DB

-고온구조물 크립-피로 

손상시험보고서

10 100

-원자로구조물 

크립-피로 

손상시험 및

 DB 구축(II)

․시험자료의 DB화 

및 유용성

-노심 

동적응답 

해석기술 

고도화

-중규모 노심지진해석 검증시험 

모델 설계제작

-노심지진 해석코드 검증시험

-노심지진 응답해석 기술검증

10 100

-노심 동적응답 

해석코드

 (SAC-CORE3.0)

․해석코드의 

정확성 및 적용성

총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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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기술적 측면에서는 열적특성이 우수한 FMS 재료를 채택하여 원자로기기와 중간계통을 단순

화하고, 소듐환경에서 원자로구조물 ISI 시간을 단축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국제경쟁력이 있는 원

자로 개념설계기술을 소유함. FMS 소듐배관에 대한 LBB 기술적용, 고온 설계 및 평가 전산코드

개발로 선진국과 기술 차이를 극복함.  

경제적 측면에서는 Gen IV 원자로에 대한 경쟁력 있는 구조개념 설계를 확보하여 이를 건설

할 경우 산업체의 참여가 쉬워짐. 많은 Gen IV 원자로가 고온에서 운전되기 때문에 고온 원자로

구조물의 설계평가 프로그램 개발은 산업체에서도 기술이전을 원하는 분야임. 이를 선도적으로 

개발함으로써 국내 기술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고, 궁극적으로 상용화코드를 수출하는 것이 가능

하다. 또한 SIE ASME-NH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고온 구조 설계해석기술을 필요로 하는 산업체

에 기술을 전수하 으며, 또한 국내외적인 사용자 그룹을 형성하여 기술적인 완성도를 향상시겼

다.

사회적 측면에서는 고속원자로에 대한 경쟁력 있는 구조개념 설계능력 확보와 ISI 기술은 기

본 및 상세설계 단계에서 충분하게 활용 가능하여 추후 산업적 측면에서 가치가 높다. 또한 

ASME- NH에 근거한 고온 원자로구조물의 설계평가 프로그램 개발은 국내외 Gen IV 원자로 

상세설계 및 건설에 참여하고자 하는 산업체에서도 기술이전을 원하는 분야로, SIE ASME-NH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산업체에 기술을 전수하고, 상용화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 궁극적으로 해

외 수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초음파를 활용한 원자로 내부구조물 ISI 기술은 초음파 활용의 최난

도 기술로 이를 국산화하여 확보함으로써 모든 원자로 가동중검사에 적용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일

반 산업체에도 기술이전 및 수출이 가능한 분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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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 과학정보

◦고온 구조건전성 및 비탄성 해석 관련 자료

   - Primary Coolant Pipe Rupture Event in Liquid Metal Cooled Reactors

   - Creep-Fatigue Criteria and Inelastic Behavior of Modified 9Cr-1MO Steel 

     at Elevated Temperature

   - Isochronous Stress Versus Strain Curves for Normalized-And-Tempered 

     2 1/4 Cr-1Mo Steel

   - Isochronous Stress-Strain Curves for Austenitic Stainless Steels

   - Computational Procedures for Determining Parameters in Ramberg-Osgood

     Elastoplastic Model Based on Modulus and Damping Versus Strain.

   - ANL 재료물성치 자료: Reference Thermo-Physical Properties of Pb-Bi and Pb

   - A Simplified Method Evaluation for Piping Elastic Follow-Up

   - 고크롬 페라이트강에 대한 해석적 수명 평가법의 개발

   - Crack initiation and growth at elevated temperatures in Engineering steels

   - NRIM Creep Data Sheets(20)

   - NRIM Fatigue Data Sheets(15)

◦각국의 고속로 연구개발 현황자료 및 IAEA TWG-FR 활동 현황자료 

   - Advanced Burner Test Reactor Preconceptual Design Report

   - Fast Breeder Programme : An inevitable Option for Energy Security

   - A Review of Bounding Techniques in Shakedown and Ratcheting 

     at Elevated Temperature

   - Ferritic Steels for Fast Reactor Steam Generators

   - Current Status of Monju ISI System

   - Design of 500 MWe Prototype Fast Breeder Re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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