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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기알생기 자연걸합평가용 전열관재료 PWSCC 균열성장속도론 연구 

11. 연구개알의 목적 및 필요성 

현재 원자력발전소의 증기발생기 전열관 및 1 차 계통의 거의 모든 관통부 

슬러E 재질은， 특히 부식 저항성이 우수하다고 알려진， 니켈계 합금 Alloy 
600으로 제작되어 있다‘ 그러나 밑차냉각수에서 니켈계 합금 Alloy 600으로 

제작된 부분은 응력부식균열에 대한 민감도로 인해， 많은 증기발생기 세관， 

1 차 계롱 관통부 등에서 손상이 발견되었다. 따라서 원자로의 안전성 확보훌 

위해서 설계수영 기간동안 응력부식균열의 생성으로 인한 파손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직까지 PWSCC 생성 및 성장의 기구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아 여전히 
원자로의 안전성을 크게 저해하고 있는 요소로 알려져 있으며 세계적으로 

이를 해곁하기 위해 많은 연구가 진행 중이지만 아직 국제적으로도 통일된 

표준 실험 절차마저 확릴되어 있지 않으며 국제적 연구 겉과 역시 실헐실 

벌 오차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 국내에는 최근에야 PWSCC 균얼성장 
속도 측정 Round Robin 프로그램이 시작되어 기초적인 연구가 시작된 실정 
01다 

또한 대부분의 손상 기구 규명을 위한 연구에서 산화막이 중요한 역할올 

한다는 것올 밝혀냈지만， 실헝상의 많은 제약으로 인해 대부분의 곁과를은 

모두 고온고압 수화학 환경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얻어낸 결과툴이 아니라 문 

석 및 실험의 편의를 위해 실제 환경과는 다른 환경에서 얻어낸 걸과들에 

근거하여 각각의 기구들율 제안하였다. 

따라서 명확한 기구 규영 및 정확한 균열 성장 모델을 위해서는 PWSCC 
균얼 성장 속도 측정 실험의 표준 절차를 마련하고 고온고압 수화확 환경에 

서의 손상 기구 규명을 위한 산화막 분석이 이루어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 

다 

川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가압 경수형 원전의 1 차 냉각 계통에 널리 사용되는 니켈계 합금의 입계 

용력부식균열에 대한 균열성장속도 측정법율 확립하고 균열성장에 영향을 

주는 주요인자들을 변수로 하여 균열성장 자료를 생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균열성장 모덜을 도출하는 것율 목표로 한다 



IV 연구개발결과 

고온 고압의 원전 일차수 환경에서 균열 성장 속도 측정과 산화막 분석을 

위한 실시간 라만 분광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시힘 장치툴 개발하여 
PWSCC 균열성잠 속도와 금속표연의 산화악 조성과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균열성장 속도 측정 시힘과 라만 분광 시힘을 위해서 Alioy 182 용접재와 
Alioy 600 재료를 이용하여 각각 1/2T CT 시편과 별도으I 7mm 지릅의 disk 
형태의 시편을 제작하여 실힘을 수행하였다‘ 1000ppm의 모론과 2ppm의 리 

륨으로 화학실험수를 제작하였고 온도와 압력은 각각 340"C와 190atm을 유 

지하였고 용존수소농도는 30 cc STP / kg을 유지하였다 그러고 화학수의 전 
기 전도도， pH , 용존수소농도， 용존산소농도 등은 압력용기 후단부에서 지속 
적으로 측정하였다 그리고 균열길이는 교환직류전위차법을 이용하여 삼각파 
형태의 주기적 하중을 가하면서 측정하였고 동시에 실시간 라만 분광을 실 

히하여 산화막의 조성을 관잘하였다 추가적으로 Alioy 600 재료의 수소 농도 
에 따른 산화막 거 동을 관잘하기 위 해 2, 30 cc STP /kg 으로 수소 농도를 
변경하면서 라만 문광을 실시하였고 산화막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 

으로 PWSCC 균열 성장 모델을 제시하였다 

V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니켈계 합금의 PWSCC 균열 성장속도 측정 실힘 절차서룰 제작 배포하여 
국내 Round Robin test를 진행하여 국내 주요 시험기관과 협력하여 국내 시 
험 및 연구개발 인프라에 기여하고 PWSCC 손상 모델의 정립 및 니켈계 합 
금의 열화 원인 분석을 동하여 적절한 균열 성장 예방/완화 대책을 평가할 

수 있어 원전의 운영 및 정비 밤안에 큰 도움을 주어 원전 수명 및 안정성 

향상 방안으로 활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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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on the PWSCC Crack Growth Rate lor Steam Generator Tubing 

11 . Objectives & Necessities 

Nickel-base alloy has been used lor steam generator tubes and penetration 

sleeves in primary pressure boundary because 01 its excellent corrosion 

resistance. However it was recently reported that these components were 

experienced stress corrosion cracking in the primary water environment due to 

its intrinsic susceptibility. Therelore it is very necessary to evaluate exact 

degradation 01 primary water stress corrosion cracking lor securing the reactor 

salety during design lile 01 nuclear power plant 

Because the mechanism of PWSCC initiation and propagation is still 

uncertain, many worldwide research groups are trying to solve this problem 

uSing crack growth rate test. But international standard test procedure is not yet 

established and their results show huge difference. In Korea, the research of 

PWSCC is just beginning through Korea PWSCC crack growth rate round robin 

test. Most researches to understand degradation mechanism were also achieved 

under different environment from the real PWR primary condition owing to 

experimental difficulties. They commonly said that the oxide fHms take important 

role in the degradation process 

1I is very important 10 generate crack growth rate dala Irom Ihe standard 

PWSCC growth rate test procedure and to understand the mechanism 이 

degradation Irom the analysis 01 oxide phase under high temperature and high 

pressure PWR primary water environment 

11 1. Contents & Sco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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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inal objectives of this research are to establish the crack growth rate 
measuremen\ tes\ procedure and to generatre \he crack grow\h ra\e da\a and 
to propose the new crack growth model for nickel base alloy 

IV. Research Results 

Using in-situ Raman spectroscopy and crack growth rate tes\ system in 
simulated PWR primary water environment, the rela\ionship between the oxide 
film chemistry and the PWSCC growth rate has been studied. We used 1/2T 
compact tension specimen and disk specimen made of Alloy 182 and Alloy 
600 for crack growth rate test and in-situ Raman spec\roscopy measurement. 
Test was made in a refreshed autoclave with 30 cc STP 1 kg of dissolved 
hydrogen concentration. Conductivity, pH, dissolved hydrogen and oxygen 
concentration were continuously monitored at \he outiet. The crack growth rate 
was measured by using swi\ching DCPD technique under cyclinc triangular 
loading and at the same time oxide phase was determined by using in-situ 
Raman spectra at the elevation of the temperature. Additionally Raman 
spec\roscopy was achieved for oxide phase transition 01 Alloy 600 according 
to the temperature and dissolved hydrogen concentration, 2 and 30cc STP 1 
kg . Based on this result, we proposed now PWSCC grow\h model 

V. Plan for Applica\ion 

By distributing \he PWSCC growth rate test procedure of nickel base alloy, 

the Korea PWSCC growth rate round robin tes\ program will be proceeded. And 

It will be promo\e the R&D Infrastructure for improvement of nuclear power plant 

performance. PWSCC prevention and mitigation remedies and can be evalua\ed 

using the developed crack growt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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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원자력발전소의 설계 수명을 지나서 계속 안전하게 운영하는 연장운영 또 

는 계속 운전이 세계적으로 성공리에 추진되연서 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체 

계가 고리 1호기의 계속 운영 허가로서 시작되었다. 하지만 통상척 설계 수 

명인 40년을 넘어서는 계속운영에 대한 체계척 명가 기술은 국내에 아직 정 

착되지 앙은 상태이다. 이러한 명가 기술의 확보를 위해서는 원전별로 최신 

의 안전 기준을 확립하고， 안전성 영향 명가 및 안전성 유지 향상 기술이 

절실히 필요하다. 

원전 일차 계통의 니켈계 합금이 사용되는 증기발생기 전열관 및 관통부 

의 슬리브 퉁에서 천 세계적으로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 일차수 환경 웅력 

부식균열 (PWSCC. Pr i mary Water Stress Corrosion Cracki ng) 현상에 의한 

손상원인 규명이 시급한 이슈가 되고 있으며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이다. 

이률 위해 세계척으로도 많은 PIVSCC 균열성장 시힘을 통해 원인 규명에 나 

서고 있지만 고온 고압의 실험환경과 장시간 지속되는 시험 시간으로 인해 

일관성 있는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균열의 생성과 성장은 금속 표연의 산화막과 갚은 연관관계가 있다 

는 것이 앙은 연구들을 통해 밝혀졌다 따라서 니켈계 합금의 일차 원전수 

환경에서의 산화막 연구는 기구학척 관점에서 균열 성장 원인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힐 것이다 하지반 대부분의 산화막 연구는， 실제 원전 얼차 

수 환경에서 직접 측정힐 수 없어， 상온 공기중 환경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열역학적인 관점에서 볼때 산화막의 상 변태를 불러 올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원전 일차수 환경에서의 산화박의 이해는 어려운 실정 

이다‘ 

국내에서는 최근에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2006년 “ PWSCC 균열 

성장 시험 국내 Round Rob i n (가칭)" 프로그램이 시작되어 기초적인 균열 

성장속도 측정 시협이 시작되고 있는 단계에 이다. 이를 국내외 협력을 통 

하여 신속히 대처하기 휘하여 “원자력 재료 경년 열화 연구회”도 출범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중기발생기 전열관 재료뿐만 아니라 같은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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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chanism)에 의해서 손상 현상이 발생하는 일반적인 니켈계 합금의 PWSCC 

현상을 이해하기 외해 원전 일차수 환경에서 나켈계 합금에 대한 실험을 수 

행하였다. 먼저 니켈계 합금재료의 PWSCC 균열성장 시험 표준 절차를 확립 

하고 절차에 따라 균열 성장 속도 자료를 생산하고 동시에 원전 일차수 환 

경에서 실시간으로 시간， 온도 및 수소농도에 따른 니켈계 합금의 산화막 

조성 연화를 따악하여 PWSCC 손상 원인을 기구학적 관점에서 이해하고자 하 

였다 

제 2 장 국내 · 외 기술개발 현황 

앞서 말한바와 같이 세계척으로 PWSCC 분야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만큼이 

나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지금까지의 해외 연구 개발 활동은 주로 손 

상 예측 모형 연구， 손상 기구 연구 맞 손상 대책 연구의 크기 세 가지 분 

야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 손상예측 모형연구는 주로 미국 EPRl률 중심으로 추진되어 

Westinghouse. GE. Framatome 동의 원전 제작사. ANL. BNL 동의 여 러 국립 

연구소 및 대학연구집단 동 여러 원자력 전문기관에서 비교적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현재까지 개발된 손상 예측모형들은 특정 재료 및 환경 

에 국한되어 있으며 결정변수의 영향 파악이 불충분하여 일부의 사례를 제 

외하고는 그 적용이 제한되고 예측 신뢰도가 매우 낮은 상태이다 성공적인 

예측 모멜로는 비동경수로형 원전 환경에서의 Fe-Ni-Cr합금의 SCC에 대한 

Film-rupture Dissolution Mode l을 들수 있다- 반면 가압경수로형 원전의 

환경에서의 명확한 손상 기구에 근거한 손상 예측 모형은 현재까지는 미개 

발 상테이며. Fi lm- rupture Dissolution Model 의 적용이 시도되고 있으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현재까지 대표적 인 PWSCC 손상기 구는 산화막 따괴 기구， 수소 취 화 기 

구， 내부 산화기구， 크리프 둥이 제시 되었지만 각각 특정한 조건에서만 적 

용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으며 일관된 기구를 바탕으로 PWSCC 현상율 완전 

히 설명힐 수 있는 모델은 아직 제시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손상 대책 

연구 역시 정확한 발생 혹은 성장 기구가 해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각각 

의 특정한 조건에서 이루어지는 손상 대책만 제시되고 있으므로 예측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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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성이 높아 안전관리의 부담이 크다. 그러므로 PWSCC에 대한 근본적인 

손상 기구의 이해와 이를 바탕으로 한 손상 대책의 개발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국내의 일부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도 기구 규영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 

나， 아직 연구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연구가 수행되지 않고 

있다. 죄근 가장 기초적인 PWSCC 균열 성장 시험 기법 향상을 위해 국내 대 

학 및 연구기관들은 Round Robin Test 프로그램을 시작하였지만 아직 선진 

국들과는 실험 방법이나 여러 가지 기술적인 연에서 부족하여 근본원인 연 

구에 치중할 수 없는 실정에 있다. 앞으로 원전 경년열화 및 노심의 장주기 

화에 따른 원전재료의 중요성이 부각됩에 따라 관십이 집중되면서 보다 체 

계적인 활통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분의 기구 규명 연구에서 설협상의 많은 제약으로 인해 정확한 기구 

뮤명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이다. 더구나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결과들은 

실험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고온고압 수화학 환경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얻어 

낸 결과들이 아니라 분석 및 실혐의 연의를 위해 실제 환경과는 다른 환경 

에서 얻어낸 결과틀에 근거하여 각각의 기구들을 제안하였다 그러므로 서 

로간의 시험 방법의 차이， 시험 환경의 차이에 의해 실혐 결과가 많은 차이 

룰 보이며 이률 보완하고 현상 이해의 어려옵과 여러 가지 실협상의 어려옴 

으로 1) lCG-EAC의 PWSCC CGR Round Rob i n Tes t , 2) EPR 1의 MRP / SGMP, 3) 

NRC의 PMDA , 4 ) EAC-As i a Round Rob in 프로그램 등 많은 국제 협력 연구를 

시행하고 있다， 명확한 기구 규명 및 정확한 균열 성장 모델을 위해서는 실 

제 원자력 발전소 조건과 같은 고온고압 환경에서 균열성장 속도를 측정하 

는 것뿐만 아니라 산화막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지는 것이 필수적이 

다. 

? 

나
 



제 3 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제 1 절 PWSCC 현상의 특성 및 개요 

국내 가압 경수형 원자력 발전소의 일차 계통 압력경계 구조재료에 있어 

서 가장 중요한 손상 기구는 환경조장균얼 (EAC ， Environmental Assisted 

Cracking) 현상의 일종인 PWSCC 현상이다. EAC는 특정한 재료의 야금학적 

특성과 부식 환경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발생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 

특히 우수한 부식 특성으로 가압 경수행 원전의 l차 냉각 계통 구조재료로 

널리 사용되는 니켈계 합금 Al1 0y 600에 대해서 입계 웅력부식 균열이 보고 

되었고 원인 규명을 위해 생성 시간이나 성장 속도에 대한 많은 연구률 진 

행하고 있지만，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로는 원전 l차 계통에서의 니켈계 합 

금에 대한 입계응력부식균열 (PWSCC) 기구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이루어지 

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가설은 구조 재료의 손상은 표연에 생성된 산화막의 특성과 매우 빌접한 관 

련이 있다는 것이다 

최근의 연구 결과에 의하연 그립 I과 같이 원전 일차 계통수 환경에서 니 

켈계 합금의 웅력 부식 균열 생성 시간 빛 성장 속도가 냉각수내 용존 수소 

농도에 따라 규칙적으로 변화함이 밝혀졌다 [2 , 31 이와 같은 결과는 냉각 

수내의 용존 수소 농도에 따라 전기화학적 특성이 변화하고 급속표변의 산 

화막 특성에 변화를 일으켜 일어나는 현상으로 추측힐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PWSCC 균열성장 시험 장치률 개발하여 환경에 따른， 특히 

수소 농도에 의한 균열 성장 속도의 연화를 관찰하고， 균열 성장 시험과 동 

시에 고온 고압 환경에서 실시간으로 산화막율 분석힐 수 있는 라만(Raman) 

분광법을 이용하여 산화막의 특성변화를 관찰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균 

열 성장 속도와 산화막 특성과의 인과 관계를 밝혀 기구학적 관점에서 균열 

성장 기구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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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실험 장치 

그립 2는 고옹고압 균열성장숙도 측정 빚 라만 분광 시험 장치에 대한 전 

처l 개략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세부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PWSCC 균열 성장 속도 측정 시험 장치 

가 Load Frame & Autoclave 내부 설계 

고온고압 수화학 환경에서 균열 성장속도 측정을 위해 50 mm stroke , 1.5 

톤 하중 용량의 load frame에 오리엔탈 모터사의 ‘ UPK596AW-Hl00 ‘ 스탬 모 

터를 사용하였고， 모터 제어는 Nationa l lnstrument 사의 ’ PCI - 7344 ’ 모터 

제어 카드률 이용하였다 그림 3는 고온고압 균열성장속도 측정 시험용 l.í' 

부피 autoclave 및 pressure balance unit에 대한 상세 도연이다. 

Autoclave는 Alloy 690으로 제작되었2며 내부 구조물이나 pull rod , grip, 

pln 퉁의 채질은 모두 강화 열처 리된 Alloy 718율 이용하였다 그러고 고온 

고압절연 및 압력 균형부 (pressure balance unit)를 설치하어 시험 시 압 

력경계사이를 관통하는 중앙촉의 운동 시 압력용기내부의 압력손실을 막고 

동시에 내압에 의해 걸리는 중앙 축으로의 압력을 반발 압력을 통해 줄일 

수 있도록 하였다. Autoclave 외벽에는 온도 제어를 위해 2 klV 용량의 세라 

믹 히터 두 개를 설치하였다. 그엄 4는 실험에 사용된 autoclave 및 load 

frame을 보여주고 있다‘ 

나‘ 시협 용액 충전 빛 압력 처1 어 시스템 

시험 용액 충전 및 압력 제어 부분과 앞서 설명한 load frame 빛 

autocJave 부분， 그리고 수화학 측정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불순물 유임 

을 방지하기 위해 Ti으로 제작된 200f 용량의 시험용액 저장 탱크에 원하 

는 수소농도를 유지하기 위해 수소 가스로 과압하여 수소농도를 조절하였 

다. 예로 30cc/kg의 수소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 100% 수소 가스로 10 psjg 

(gage pressure , 68. 95kPa ~ 0.68atm) 압력을 가한다 시협 용액은 충전 

펌프를 통해 autoclave에 1.5 f /hr 의 속도로 주입되고 열교환기 맞 냉각기 

를 거쳐 역압력 조정기 (back pressure regu 1 a tor)를 통과한 후 배출되는 

。nce-through flow type.Q.로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러고 역압력 조정기 

R 
d 



(back pressure regulator)를 통해 원하는 압력을 설정힐 수 있다‘ PWSCC 

균열 성장 속도 측정 시힘을 위해 1 000ppm의 보콘과 2ppm의 리륨을 주입하 

여 화학수를 제작하였고， 2개의 Ti 용액 처장 탱크를 이용해 교대로 사용함 

으로써 ， 장기적 연속 시험을 수행하였다 

다. 수화학 측정 시스멈 

본 수화학 환경 모사장치에는 온도 및 압력 등의 기본적인 수화학 환경 

변수에 대한 측정 센셔틀 외에도， 화학 환경에 대한 정밀한 제어률 위해 여러 

가지 감시 센서들이 부착되어 있다 이들은 용존산소 축정센서 ， 용존수소 

측정센서 ， 천기전도도 측정센서 ， pH 측정센서 퉁이다. 그림 5에 각 센서들의 

설치 모습과 압력 제어부를 보여주고 있다. 용존 산소 및 수소 센서 전기 

전도도 및 pH는 역압력 조정기를 통과하기 전인 고압부에서 측정하고 전기 

전도도 및 pH는 역압력 조정기를 통과한 후 상압에서 측정하였으며 필요에 

따라 autoclave inlet / outlet 부분에 대해 바꾸어 가면서 기본적으로 

。utlet 부분에서 육정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용존 산소 빛 수소 샌서는 Orbisphere 사의 제품을 사용하였고， 전도도 및 

pH 센서는 Thornton 사의 순수용 전문 제품이다. 용존 산소에 대한 측정 

분해능은 0.01 ppb 이며 용존 수소에 대한 분해능은 0.01 cc/kg이다. 각각의 

측정 센서틀은 사용 전 교정 절차률 거친 후 시험에 사용하였다 

라. 자료 취특 및 하충 조절 시스템 

그립 6에 PWSCC 측정 장치 제어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제어부는 시험 

수행을 위해 스템 모터를 구통하여 반북 인장 하증 빛 일정 하충율 인가한다. 

하중에 대한 정확한 수치는 Load cel1 로부터 신호를 받아 측정하며 

작용하중에 의한 변위에 대한 정보는 Linear Variable Oi fferential 

Transformer (LVOT) 변위 샌서로부터 신호를 받아 측정한다. 제어부에서는 

온도 및 압력 센서들로부터의 입력을 받아 신호를 feedback시켜 히터의 

출력율 조절하여 전체적인 환경을 조절하고， 또한 이들 기본 환경 변수틀 

외에도 정밀수화학 측정 센서들로부터의 입력을 받아 천 시험기간 동안의 

수화학 환경변수들에 대한 자료를 획득한다. 그립 7에 균열성장속도 측정 

시험울 위한 제어 및 자료 취특용 National lnstrument사의 LabView. 프로그햄 

구성 화연을 보였으며， 이를 이용해 각종 환경 변수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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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할 수 있었다 그러고 스템 모터를 이용한 하중 값 역시 

Proportional - lntegral - Derivative Control (PID 제어 ) 방법을 이용하여 

계획된 웅력확대 계수. K 값으로 제어할 수 있다. 프로그랩은 LabView. 

Vers ion 6.1을 이용하였다. Agi lent 사의 34970A Data Acquis ition/ Switch 

Unit을 기본척으로 이용하였으며， 균열 길이 측정을 위해서는 Agilent 사의 

6541A DC Power Supply 및 34420A Nano-Voltmeter를 이용하였다 

2. 고온고압 환경용 산화막 분석을 위한 라만 분광 장치 

원전 일차 계통 수화학 분위기에서 발생하는 PWSCC 현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진 금속 표면의 산화막을 고온고압의 수중 

에서 실시간으로 분석하기 위한 시협 장치률 사용하였는데， 기본척으로 라 

만 분팡을 이용하여 고온고압의 수화학 환경이 유지되고 있는 압력용기 내 

에 위치한 시연 표면 산화막을 분석용 시창구를 통해 화학 성분 분석을 묵 

적으로한다 

라만 분광법이란， 물질 표변에 단일파장의 강한 빛을 조사하여 나오는 산 

란광을 분팡하면. Rayleigh 산란광， 측 입사광과 같은 파장을 가진 탄성 산 

란광 외에 그보다 약간 더 긴 파장이나 짧은 파장의 비탄성 산란광에 대한 

스펙트럼 선이 관측되는 현상인 라만 효과를 혹정하여 표연의 화학 성분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1928년 인도의 툴리학자인 C. V. Raman에 의해 처음 보 

고되었다. 입사광을 기준으로 파장이 더 짧은 북사선이 산란되는 경우를 

anti-stokes Raman 산란이라 하고 입사광보다 파장이 긴 영역에서 산란되는 

것을 s tokes Raman 산란이라고 한다 이는 입사되는 빛의 에너지가 분자의 

진통 에너지 준위만큼 잃거나 얻는 것을 말하며 대칭적인 특성(같은 양의 

에너지 이동)을 가진다. 보통의 경우 시료틀은 바닥상태의 에너지 준위를 

가지기 때문에 stokes 산란이 an t i -s tokes 산란보다 큰 intensity를 가지기 

때문에 stokes 산란 영역만 관찰한다 일반적으로 일반 순수 금숙에서는 

Raman 모드가 없기 때문에 Raman shi ft가 생기지 앙지만 산화물에서는 

Raman 모드에 의한 shi ft가 발생하기 때문에， 산화물 분석에 용이하다. [4l 

이러한 라만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단일 파장의 레이저 광원， 산란광을 

분팡하기 위한 라만 분광기， 입사광을 광학적으로 원하는 위치까지 입사하 

고 또한 산란광을 분광기까지 광학적으로 잘 전달하기 위한 랜즈， 반사경 

및 필터 동의 광학 부품들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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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그림2에서 보인바와 같이 단일 따장의 입사광을 위한 레이저 광원은 

514.5nm의 따장을 갖는 아르곤 이온 레이저를 사용하였으며， 레이저 광원에 

서 발생하는 플라즈마 라인을 제거하여 극 단일따장의 입사광을 만들기 위 

해 514.5nm의 파장을 가지는 빛만 통과 시키는 Band -pass f i 1 ter를 사용하 

였다. Band pass f i 1 ter를 통과한 빛윤 150mm의 초점 거리를 가지는 실린더 

형 렌즈에 의해 집팡되어지고 반사경을 통해 굴절된 후 고온고압 화학수 환 

경에 위치한 시면으로 입사시킨다 입사된 극단일 파장의 광원에 의해 금속 

표면에서는 Rayleigh 및 라만 산란광을 생성시키게 되고 이 산란광은 다시 

분광기로 입사되어야 하므로 200mm 초점거리를 가지는 랜즈를 이용해 다시 

집 광하였다 이 산란광에는 Rayleigh 및 라만 산란광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데， 일반적으로 Rayleigh 산랑광은 라만 산란광에 비해 그 세기가 매우 크 

기 때문에 Rayleigh 산란광을 제거시켜야 정확한 라만 분광을 수행힐 수 있 

다. 이를 위해 Notch f i lter를 사용하며 그후 다시 300mm의 초점꺼리를 가 

지는 렌즈를 이용해 분광기에 정확하게 입사시킨다- 분광기에 잉사된 라만 

산란팡을 분광하여 CCD가 각 영역별 산란팡의 세기를 측정하게 되는데 . CCD 

에 의해 측정된 산란광은 다양한 영역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게 되어 

이를 이용하여 분광 스펙트럼을 형성할 수 있게 된다. 최종적으로 생성된 

분광 스펙트럼은 문헌 자료나 기준 실힘을 통해 얻어진 표준 스펙트럼과 

비교 분석 하여 시연 금속표연의 산화악의 조성 분석을 파악할 수 있다. 그 

럼 8은 본 실험실의 라만 분광 설비 전체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위에서 이미 기술한 바와 같이 고온고압의 수화학 환경에서 시연 산화막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본 연구실에서 자체 설계 제작된 고온고압용 

압력용기 시장구를 사용하였으며 그럽 9와 같이 수명 금속관 내에 기계적드 

로 지지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그 속에 빛 투과성과 내식성이 뛰어난 

단결정 CVD 다이아몬드 박막 (고온고압 수화학 환경과 접촉)과 이를 지지한 

단결정 사따이어 (상온 공기중 환경과 접촉) 그리고 이들과 금속관 사이의 

누설을 막기 위한 금 박막으로 제작된 시창 밀몽 집합체를 압력용기 옆변에 

설치하였다. 

제 3 절 실험 결과 

1. PIVSCC 균열 성장 시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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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WSCC 균열 성장 시험은 국제 표준 시험 절차를 확립하기 위한 lCG-EAC의 

PWR PWSCC CGR 상호 검증시험 절차서를 참고하여 균열성장 시험 절차서를 

작성하였고 이는 부록으로 첨부하였다- 용접재 Al10y 182와 Al10y 600 재료 

에 대한 실험이 이루어 졌는데 구체적인 시험 방법은 동일하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시험이 이루어졌다 

가. PWSCC 균열성장 속도 측정 시험 방법 

(1) 시험에 적용되는 수화학 환경은 가압경수형 원전 수화학과 유사한 

1000ppm의 붕소가 granular B03 (Nuclear grade) 의 형태로， 2ppm의 리륨이 

수산화리륨의 형태로 투입되어야하고， 30cc/kg의 용존수소 농도를 유지하여 

야 한다 (Alloy 600시협시에는 세단계 수소농도， 30 , 15 , 2cc/kg로 변경하 

면서 시험 힐 예정임) 시험기간 동안 시험수의 입구축 또는 출구 흑에서의 

전기전도도에 대한 지속적인 디지럴 기록율 실시하여야 한다‘ 

(2) 압력용기를 시연 하중 인가 없이 di r 18071 압까지 가압한 후 상온에서 

340 "C까지 가열하고， 계속해서 하루 이상 시협수를 가동하여 시험수 출구 

측의 전기전도도가 안정화되도록 한다-

( 3 l. 상온 공기중에서 ASTM l!2T CT 시연율 이용하여 피로예비균열을 만든 

후， 삼각파 형태의 1 ， 000초 주기로 21 ~30 MPa、1 m 하중을 가하여 본 균열 

성장 시협을 실시한다 

( 4). 별도의 고임피던스 전압계를 시연과 기준 전극에 연결하여 시연의 부 
식전위률 측정하며， 직류전위차 측정을 위한 인가전류의 스위칭 효과률 알 

아보기 위해， 전류 인가 시에도 시면의 부식전위를 측정한다. 

나. A110y 182 재료의 PWSCC 균열 성장 시험 결과 

먼저 lCG-EAC의 PWR PWSCC CGR 상호 검증 시힘의 일환으로 용접재 Al10y 

182 재료의 시험을 수행하였다 이 채료률 이용하여 상호 검증 시험 참여 

연구기관의 측정결과와 비교하여 시협 장치의 성능을 확인힐 수 있었다， 

시험 재료는 lCG-EAC 국제 상호 검증 시협 주관 기관에서 받은 용접재 

AIloy 182 시연을 사용하였다. 그림 10은 Alloy 182 용접재 I I2T CT 

(Compact Tension) 시연울 만둘기 위해 용접 시편의 형상 및 실협에 사용된 

l!2T CT 시연의 도변을 보여주고 있으며 아래쪽 시연을 이용하여 실험을 수 

행하였다‘ 추후 Alloy 600 재료의 실험에서도 같은 형상의 112T CT 시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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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하여 시 험에 사용하였다. 용접재 182 및 모재 합금 600의 화학 조성은 

표 l에 정리하였다， 

실시간 균열 길이 측정을 위해 전류를 반대방향으로 한 번씩 가하게 되는 

교환식 직류전위차( Switching Direct Current Potential Drop, DCPD) 방법 

이 사용되었다. CT 시면 및 참조 시연 위치 부근에 열전대 및 기준전극인 

AUEN (Gold Electrode-Non 따FE)을 설치하여 온도 및 전기화학 부식전위를 

측정하였다- 여기서 AUEN은 본 연구실에서 개발된 고온용 표준 전극으로 범 

용 고온 진공용 Feedthrough에 금도금을 적용하여 개랑한 퀴금속 박막 극고 

온 천극 (AUEN, Gold(Au) Electrode-Non PTFE) 을 말한다 Autoclave 내부 

의 OCPD 측정용 신호선들은 모두 독일 Friatec AG 사의 알루미나 튜브률 이 

용하여 절연하였다. Autoclave 내부 구조물에 Alloy 600 wire를 이용해 흔 

들러지 않도록 고정하였다. (그립 11) 그러고 시편 장착시 시핀과 그럽 /핀 

둥은 알루미나와 지르코니아 sheet를 이용해 절연하여 시면과 autoclave 

body/grip 사이에 전류가 흐르지 못하도록 하였다 

초기에 상온 공기 중에서 10Hz , 최대하중 20MPa、1 m 및 load ratio 0.4의 

조건으로 삼각따 하증을 가하여 피로 예비균열을 발생한 뷔， 본 PWSCC 균열 

성장 시험을 시작하였다‘ 아주 느런 균열 성장 속도를 보였으며 하중은 최 

대 30MPa、1m 에 load rati 。가 O. 7( 최소 하중이 21MPa、1 m )， 주기가 1000초인 

삼각따 하증을 가하였다. 시험증 시연에 걸리는 하중과 변위 값을 측정하였 

는데 계획된 하중과 일치하는 정확히 1 ， 000초 주기의 삼각파 형태를 보였 

다 

전 실협 기간 동안 온도， 압력， 전기전도도， pH , 00, DH , ECP 등은 거의 

일정하게 유지 되고 있으며 ， Autoclave 내부에 상단과 하단에 각각 열전대 

를 설치하여 온도룰 측정하였는데 둘 사이의 옹도 차이가 0.5
0

C 이내로 유 

지되는 상당히 안정한 온도 분포률 보였다 시변에 걸리는 하증과 변위는 

1000초의 주기에 의해 일정하게 변하였다. 그러고 4A의 전류를 시핀과 표준 

쿠폰에 가하여 Swi tching OCPD 방법을 이용하여 전우l 값을 측정하였고 이 

를 균열 길이로 환산하였다. 

전체 실협 결과를 그림 12에 표시 하였으며 DCPD의 결과를 균열 길이로 

환산하였율 때 약 3x lO-smm /sec의 속도로 균열이 진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이는 ICG-EAC 상호 검증시협 결과와 비교해 볼 때， 여러 연구기관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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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틀의 가운데 값에 위치하며 상당히 성공적으로 시험장치가 작동하고 있다 

고 판단할 수 있다. (그림 13 ) 참고로 실험 도중 정전으로 인하여 루프 압 

력 강하가 발생하였고 잠시 루프 운천을 중단하여 DCPD와 균열길이 값에 갑 

작스런 연화가 발생하였다‘ 

다. AJ loy 600 재료의 PIVSCC 균열 성장 시험 결과 

첨부된 부록의 절차서를 따라 균열 성장 시험율 수행하였고 시험 재료는 

KEPRI에서 제공된 A1 Joy 600재료를 이용하였고 화학 조성과 기계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전쳐1 실험 방법은 앞서 수행된 AJ loy 182재료의 실험 절차와 유사하며 상 

온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로 예비균열율 발생시켰고， 이후 본 실협에서는 

1000초 주기의 삼각따 형태의 하중 조건 (최대 30MPa、1 m 에 Joad rati 。가 

0.7 , 최소 하중이 21MPa、1m} 에서 약 0.1mm 정도의 균열 성장을 보인 뛰， 

삼각파와 일정한 하중이 혼합된 Semi-constant 하중 조건 (삼각따 형태의 

최대 30씨Pa、1m 에 Joad rati 。가 0. 7, 최소 하중이 21MPa、1 m ， 주기가 1000 

초 + 9000초 동안 30MPav' m 일정하중)에서 시험이 수행 중에 있다‘ (그립 

14 ) 표 4에 하중 및 수소 농도에 의한 시험의 단계를 나타내고 있다. 현재 

하중 2단계가 진행중이며 지금까지의 환경 변수 및 DCPD 실험 결과를 그립 

15에 정리 하였다， 전반적으로 시험 환경 연수들이 이전의 AIJoy 182 CGR 

시험보다 상당히 안정한 값을 보였고， 균열 길이로 환산했을때 data의 

scatter의 폭이 이전에는 5 - 10 때 값을 보였는데 AIJoy 600 CGR 시험 결과 

에서는 균열 측정 오차가 약 3μn 이내로 상당히 향상된 결과를 보였다 

모든 온도， 압력 ， DO/DH , pH 및 전기전도도 퉁의 수화학 연수는 시협 전 

기간에 걸쳐 상당히 안정한 값을 보였으며， 균열 성장 속도는 하중 조건에 

따라 삼각파 하중을 가했을 때는 2xlO-8rnrnlsec 및 삼각파와 일정 하중의 혼 

합 조건을 가했을 때는 1X10-8mm/sec 의 균열 성장 숙도를 보였다. 

현재 30 cc/kg 의 수소 농도에서 실험 중에 있는데， 추후 15, 2 cC/kg의 

수소 농도로 변경하여 균열 성장 속도의 차이와 산화막 조성 변화를 관찰 

힐 예정이다- 기존의 참고문헌들을 바탕으로 한 예상으로는 15cc/kg의 수소 

농도에서 균열성장 속도가 가장 빠르고 2cc/ kg의 수소 농도에서 균열 성장 

- 11 -



속도가 가장 느리며 30cc/kg의 수소농도에서는 중간 값을 가질 것으로 판단 

된다. [2 , 3, 6] 니켈계 합금에서 일반척으로 NilNiO 상변화가 일어나는 수 

소농도에서 최대의 균열성장 속도를 보이고 Ni 흑은 NiO 상이 안정한 영역， 

즉 다시 말해 수소놓도가 아주 높거나 낮으연， 느린 균열 성장 숙도를 보인 

다고 알려져 있다. (그립 16) 

2 라만 분팡 시험 결과 

가 표준 분말의 라만 분팡 결과 

먼저 Raman 분광 장비의 기능성 확인과 니켈계 합금 산화악에 해당하는 

Raman 띠크의 위치를 알기 위해 상옹에서 기준 Raman 분광 스펙트럼을 얻기 

위 해 순도 99.998% NiO , 99% NiFe20ι 99. 998% Cr203 , 90% N i Cr204 분말을 사 

용하였다. (그립 17) 얻어진 스펙트럼은 기존의 참고문헌들과 비교하여 아래 

의 그립 18과 같이 나타내었으며 이룰 표 4와 같이 정리하였다 [7 , 8, 9, 

10] 전반적인 피크의 형태나 위치가 기존의 참고문헌과 아주 잘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고 실제 시협에서 분광은 다이아몬드/사파이어 시창구를 

통해 레이저가 입사/반사 되어 나오는 빛을 통해 이루어 지기 때문에 압력 

용기 내에 99.998% Cr203 표준분말 시표를 넣어 라만 분광일 실시하였는데 

앞셔 보인 Cr203의 라만 피크 외에 사파이어에 해당하는 라만 피크가 관찰 

되었다. (그럼 19) [11] 

실제 환경에서는 여러 가지 산화물의 복합척으로 존재할 가능성이 크기 때 

문에 표준 산화물의 앙을 조절해가며 서로 섞여 있을 때의 라만 분광 결과 

는 그림 20과 같으며 충분히 이들의 산화악의 존재를 구별힐 수 있을 것으 

로 판단되며 상대적으로 해당 표준분말의 올비율이 올라갈수록 해당 표준분 

말의 라만 피크의 크기가 커짐울 확인하였다 

나 A 11 oy 600 재료의 라만 분광 결과 

(1 ) 수소 농도에 따른 A11oy600 재료의 라만 분광 

그립 21은 압력용기 내에 A lloy 600 인장 시면이 체결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인장 시연에 직접 레이저를 이용해 라만 분광을 실시하였다. 실험 

조건은 340 'C / 190 bar의 온도/압력을 유지하였고 1000 ppm의 보론과 2 

ppm의 리툼 화학수률 이용하였으며 용존산소 농도는 전 실험기간에 거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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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b 이하률 유지하였고 시험 수소 농도는 해당온도에서 각각 N i 과 NiO 

phase가 안정한 30cc/kg 및 2cc/kg을 채택하였다 

실험 결과는 아래의 그립 22에 나타내었으며， 전 영역의 온도와 수소 농 

도에서 CrZ03 피크가 나타났으며 N iO는 낮은 용존 수소 영역， 2cc/kg에서만 

관찰 되었다 이는 그립 23과 같이 기존의 Attanasi 。 퉁의 순수 Ni 을 이용 

한 실험과 통일한 결과를 보였다. [12] 

(2) PWSCC 균열 성장 시험시 A 11 oy 600 재료의 라만 분광 

본 균열 성장 시험시 별도의 라만 시연을 넣어 실시간으로 산화막 조생과 

균열 성장 속도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라만 분광 시혐도 동시에 수행하였는 

데 현재 옹도가 340 "C , 수소농도가 30cc/kg으로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기 때 

문에 Ni 상태가 안정힐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까지의 라만 분광 결과 역시 

약하게 보이는 Cq03 피크와 사파이 어 및 화학수에 의 한 borate ion에 의 한 

피크 이외에는 다른 산화막의 신호는 찾을 수 없었다. 추후 수소농도를 연 

정하면 NiO의 신호를 관촬할 수 있을 것으로 만단된다. 분광 시험 결과는 

그립 24에 도시하였다 

제 4 절 균열 성 장 모델의 분석 

l 기존의 PWSCC 손상모델 분석 

니켈계 합금 A lloy 600은 가압 경수형 원자력발전소의 압력 용기 헤드 및 

가압기의 관통 노즐부， 충기발생기 전열관 동에 사용되는 중요한 구조재료 

이다 이러한 니켈계 합금 Alloy 600에서 가장 중요한 손상 취화 기구는 바 

로 환경 조장 균열 현상의 일총인 PWSCC 현상이다. 이것은 합금의 입계를 

따라 균열이 발생하고 전파하여 파손을 일으키는 입계웅력부식 균열 

(lnter -Granular Stress Corr osion Cracking , IGSCC) 현상이다. 

지금까지 이와 같은 PWSCC 현상과 그 손상 기구에 대해서는 이론척인 측 

면과 실험척 측연에서 만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현재까지 제시된 대표척인 

PWSCC 현상의 손상 기구로는 Hydrogen Enhanced Localized Plasticity 

Mode l[ 131. SI ip Disso1ution/ Oxidation Model[ 14 l. lnternal Oxidation 

~lodel[15 ， 16] 그러고 Creep-Based Mode l [1 7 , 18] 둥이 있다 

가. Hydrogen Enhanced Localized Plasticity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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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drogen Enhanced Loca 1 i zed P 1 as ti c i ty ~1ode 1 은 니켈계 600 합금 표면 

의 손상은 균열 선단에서 수소나 vacancy의 유입으로 인한 전위의 mobility 

를 증가시키게 되어 이로 인한 국부적인 높은 소성 변형 영역이 발생하고 

결국 국부적인 산화막 rupture에 이르게 한다는 모델이다 이 모텔에 따르 

면， 주변 환경의 수소 분압의 증가는 용존 수소의 중가를 가져오게 되고， 

전위의 운동을 활발하게 하여 균열 현상에 더 민감하게 된다 이 모델을 윗 

받침힐 만한 실험적 사실들로는， 비교척 disso luti on/oxidation 과정이 없 

는 상온에서 Cathodic charging에 의한 수소 충전된 600 합금은 균열 현상 

에 훨씬 더 민감하다는 것이고， 이때의 따괴 면을 보면 입계파괴 양상을 보 

인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여러 발전소 환경의 고온 고앙 수화학 환경에서 

의 실험척 결과로는， 수소 분압울 증가시킴에 따라 PWSCC에 대한 민감도가 

더 떨어져서 오히려 균열 저항성이 증가함을 보이고 있다. 또한， 수소는 

300 .C근처의 재료 내에서 워낙 확산 속도가 빨라 추l화영역을 만툴 만한 

trapping틀이 일어나기가 아주 힘들다， 이러한 사실과 실험 결과는 

Hydrogen Enhanced Local ized Plasti c i ty ~Iodel과 정면으로 상충하는 것이 

다 

나. Sl i p Dissolution/ Oxidation ~Iode l 

Slip Dissolution/ Oxidation Model 은 Alloy 600 표변에 생성된 산화막이 

입계부근에서 인가된 웅력에 의해 산화막 따과가 일어나게 되고， 이로 인해 

수화학 환경에 노출된 입계 금속연이 dissolution되면서 균열이 성장하게 

되다가， 다시 그 표면에 부동태 산화 피막이 형성된 후 다시 아 산화막 표 

면이 파괴되는 과정의 반복으로 인한 균열 성장을 설명하는 모형이다. 즉， 

산화박의 재부동태 통척 특성， 산화막의 파손 변형률 그리고 균열선단에 걸 

리는 변형롤이 가장 중요한 인자이다. 이 모델은 산화성 분위기에서의 SCC 

균열 성장 속도 퉁에 대한 예측에 있어서 매우 높은 신뢰성을 보여주고 있 

다. 또한， 환원성 분위기에서의 동일한 재료에서 인가 응력이 증가하연 

PWSCC 민감도가 증가한다는 사실에 의해 윗받침 될 수 있다 하지만， 환원 

성 분위기에서의 입계 Cr一depleted 600 합금이 일반적인 600 합금보다 

PWSCC 저항성이 상대척으로 높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입계의 

크롬이 고갈되연， 산화막 손상에 따라 금속 표연이 노출되었을 경우 재부동 

태 동척특성이 일반적인 재료보다 느려지므로， 더 많은 균열 진전 후에야 

다시 보호성 산화피막이 생기게 되어 PWSCC에 더 민감하게 될 것인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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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 ip di5501ution / Oxidation Model 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과이다. 또한， 

이 모델에 의하면， 균열의 진전은 높은 변형률의 장에 의해 손상으로 진행 

되므로 균열선단 주위에는 변형에 의한 많은 전위들이 존재해야하지만， 최 

근의 ATEM 분석 결과에 의하연 이러한 높은 전위 밀도 영역은 실제로 존재 

하지 않음이 밝혀졌다‘ 

다 lnternal Oxidation Model 

Internal Oxidation Model에서는 원자 상태의 산소가 산화막과 금속의 경 

계연에서 녹아 틀어가， 입계를 따라 금속 속으로 산소가 확산해 률이가서 

501 vent metal 인 니켈보다 더 반응성이 좋은 크롬의 산화반용을 통해 산화 

물을 형성하게 되고， 이러한 산화영역은 웅력이 인가될 경우 균열이 생길 

수 있는 취화 영역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모델은 500 "C 이상에서 고 

강도 재료의 산화에 의한 재료 취화에 있어서 아주 잘 알려진 현상을 설명 

하논데 적용되어 왔다 또한， 산소의 침투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보호성 

산화피막에 가장 기여하는 합금 원소는 크롬인데. Alloy 600보다 크롬 함량 

이 더 높은 A 1I0y 690의 경우 균열저항성이 훨씬 더 높다는 것도 1 nternal 

Ox i da t i on Model 을 설명힐 수 있는 사실이다. 또한， 최근의 ATEM 분석에서 

보여진 균열선단보다 휠씬 안쭉까지 입계가 산화되어 있고， 그 산화된 입계 

의 penetra ti on의 1 ead i ng edge에는 Cr203 업자들과 니켈 긍숙틀이 공존하 

는 영역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Internal Oxidatjon Model 을 윗받침하는 결과 

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산소분자(흑은 원자， 이온)이 어떻게 그렇게 갚이 

까지 칩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이 모엘의 가장 큰 약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주위환경의 수소 분압을 떨어뜨럴 경우 상대적으로 산소 분압 

이 올라가게 되이 이 모엘에 의하연 더 많은 산화과정을 통한 균열 증가가 

발생되어야 하겠지만 실제 실험적 결과는 이와 상치된다， 그러고， 최근 그 

척용성이 대두되고 있는 니켈 도금된 AIloy 600의 경우 일반 재료에 비해 

아주 우수한 균열저항성을 가진다는 실험 및 현장 결과는 이 모텔로는 설명 

할수 없다. 

라. Creep-Based Model 

Creep-Based Model 은 수소나 Vacancy의 유입으로 인해 일반적인 Creep 

rate는 증가하게 되어， 결국 산화막 따괴로 인한 균열발생을 설영하는 모형 

으로서， 수소에 근거한 모형과 상당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이 모댈을 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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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칭하거나 상치되는 실험적 결과들은 위에서 설명한 Hydrogen Enhanced 

Localized Plasticity Model 에서의 실험척 결과들을 동일하게 활용힐 수 있 

다고본다. 

2 니켈계 합금 Alloy 600의 고온 산화막 특성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지금까지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제시된 모든 PWSCC 손상 기구 모형들은 현재까지 발전소 현장 또는 

실험적으로 알려진 손상 경항들과의 불일치점을 가지고 있어서， 완전한 모 

형은 아직 제시되지 못했다고 힐 수 있다. 이러한 불일치점을 가지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제시된 기구들의 공롱된 인식은 니켈계 합금 

Alloy 600 표변에 생성된 산화막이 PWSCC 현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 

을 힐 것이라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인식에 착안하여 산화박의 특성， 

특히 니켈/산화니켈 (Ni /NiO)의 열역학적 명형( thermodynami c equi 1 i bri um) 

에 초점을 맞추어 손상 기구 모형율 개발하였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최근 

의 니켈계 합금 600 표면 산화막에 대한 연구 결과들의 중심으로 그 특정률 

을 살펴보고， 손상 기구 모형 개발을 위한 중요한 결과들을 제시하였다. 

그럽 l 에 나타낸바와 같이 원전 1 차 계통수 환경에서의 니켈계 Alloy 600 

에 대해서 용력 부식 균열의 생성 시 간 및 성장 속도가 냉각수내 용존 수소 

농도 및 그에 따른 전기화학 전위 (Electrochemical Potential) 에 따라 규칙 

척으로 변화합이 밝혀졌다. 특히， 니켈금속/산화니켈의 열역학척 명형에 해 

당하는 용존수소농도 및 전기화학 전위에서 니켈계 합금 Alloy 600의 웅력 

부식 균열에 대한 민감도가 최고가 됨을 알 수 있다. 

또한. Soustelle[3.15]등에 의하면 360 "C 원전 일차수 환경에서의 니켈계 

합금의 산화막 두께도 용존수소농도에 따라 규칙적으로 변화합이 밝혀졌다 

그립 25에서 보인바와 같이， 니켈계 합금 Alloy 600의 산화막은 니켈계 합 

금 A lloy 690의 산화막보다 훨씬 더 두껍게 형성됨을 알 수 있고， 또한 두 

가지 합금 모두 시험수내의 용존 수소 농도에 따라 두께가 변화하며， 특히 

니켈/산화니켈의 열역학적 명형에 해당하는 용존수소 농도 조건에서 산화박 

의 두께가 최대가 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앞서 라만 분광 결과를 통해 실시간 라만 분팡학 기업율 이용한 

니켈계 합금 Alloy 600 표면 산화막 측정 결과로부터 니켈/산화니켈의 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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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척 명형이 수소 농도에 따라 변화합을 실제로 관찰되었다 이와 비슷한 

연구결과로 Attanasi 。 둥에 의해 수행된 접촉전기저항법을 이용한 니켈/산 

화니켈의 열역학척 평형의 측정 결과도 동일한 사실율 확인시켜 주었다 

[1 2] 

이와 같은， 최근의 니켈합긍 A Iloy 600에 대한 산화막 특성 분석 결과들로 

부터， 니켈금속/산화니켈 얼역학척 명헝조건에서 환경조장균열에 대한 최대 

의 민감도를 보이며 ， :t80mV의 전기화학전위 영역 내에서 좀더 낮거나 높을 

수록 민감도는 감소한다는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었다. 

3. 니켈계 합금 Alloy 600의 PWSCC 손상 기구 모형 개발 

니켈계 합큼 Alloy 600의 고온 산화막 특성 분석에 관한 연구 결과틀을 

토대로 니켈계 합금의 원전 일차수 용력부식균열 (PWSCC) 현상에 의한 손상 

기구로서 Redox-induced grain boundary oxide degradation mechanism을 제 

안한다 Redox- i nduced grai n boundary oxi de degradati on mechan i sm이란 

가통원전의 일차측 수화학 조건에서는 용존수소농도의 운전조건의 변동에 

따른 반복적인 Ni/NiO 평형영역의 월경현상이 발생할 수 있게 되는데， 이로 

인해 니켈 합금 표면 산화막내에 니켈/산화니켈의 상변태시 부피 팽창과 수 

축의 반복 현상을 통해 공극(Porosi ty) 이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공극율이 

주변의 공극들과 합쳐져서 주변 판경 즉， 고온수가 칩투해 틀어오기 용이한 

percolation path를 만틀고， 이를 통해 칩투한 고온수와 합금과의 반응을 

통해 부식이 진전되어 취화에 이르게 하는데， 특히 비교적 확산 현상이 빠 

른 입계 (grain boundary)를 통한 손상의 천따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말 

한다 그림 26은 이와같은 Redox-induced grain boundary oxide 

degrada t i on을 나타내기 위해 간략히 도시한 그립이다. 

이 러 한 Redox- induced grain boundary oxide degradation에 의 한 손상 기 

구를 설명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산화막 내에서의 니켈/산화니켈의 상 

연태， 주연 환경 특히， 수소농도 연화에 따른 산화/환원 반응， 산화막내의 

nm크기의 공극 발생， 산화막 특히 입 계 산화막을 따른 고온수의 

percolation , 그러고 고변형률 집중에 따른 입계의 얼립 둥율 가정하고 있 

다 

PWSCC 손상 기구 개발을 위해 가정한 니켈/산화니켈 열역학적 평형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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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월경현상에 따른 공극 발생은 다음의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다. EPRI 권 

고 원전 가동 조건에서 용존 수소 농도의 범위는 25~50cc /kg 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이 운전 조건의 여유도에 따라 용존수소농도가 변화할 가능성 

이 크다. 용존수소농도가 5cc / kg 정도 변화하게 되면 이로인해 전기화학적 

전위가 약 土5mV 정도 변화하게 된다. 천기화학적 변위의 변화는 곧 산화막 

과 산화막 주변의 나켈 및 산화나켈의 산화/환원 반응시의 반응도를 변화시 

키 게 되 는데 이를 계산해보면 용존수소농도가 30cc/ kg일 때에 비 해 :t5cc / kg 

수소 농도가 변화하게 되면 약 1. 7배 정도 증가하거나 감소하게 된다. 이는 

곧 용존수소농도의 변화는 니켈/산화니켈의 산화/환원 반웅을 유발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이와같은 방법으로 야기되는 주연 환경 조건이 변화함에 따 

라 니켈/산화니켈의 산화/환원반응은 일회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적 

으로 일어나게 된다. 니켈과 산화니켈의 P ill i ng- Bedworth 비는 1. 65로 알 

려져있는데， 이는 곧 니켈이 산화반웅에 의해 산화니켈로 변화하게 됨에 따 

라 그 부피가 1. 65배 증가힘을 의미한다. 따라서， 주변 환경변화에 따라 나 

켈금속이 산화니켈로 변화하게 되연， 그 부피가 1. 65배 증가하게되고， 다시 

이 산화니켈이 주변환경변화에 따라 니켈 금속으로 환원하게 되연 그 부피 

가 원상으로 복귀되지만 산화반웅시 빌려난 주변 산화물들은 완전히 원상으 

로 복귀하지 못하게 되의 공극을 형성하게 된다. 그립 27은 이와 같은 주변 

환경 변화에 따라 야기되는 니켈/산화니켈 산화/환원 반웅으로 생성되는 공 

극을 설명하는 그립을 나타낸 것이다 

그러고 Lewis와 Bruemmer [20 J 는 가압경수형 원전 일차수 환경에서 PWSCC 

현상에 의해 손상된 니켈합금 600의 입계 조직은 50nm의 좁은 폭으로 수 때 

에 이르는 긴 영역을 따라 다공성의 산화니켈. Cr-ri ch spinel 그리고 니켈 

금속이 풍부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균열 선단에서는 산화크롬( Cr203) 

과 니켈이 용부한 다공성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PWSCC 손상 기구에 근거하면， 손상된 니켈합금 600의 입계 

에서 발견된 산화니켈은 주변 환경 연화에 따른 나켈/산화니켈의 상변태 및 

그에 따른 공극 발생으로 설명될 수 있다， 또한， 균열 선단에서의 산화크롬 

은 손상된 업계산화막내의 공극의 합체로 생성된 percolation 경로를 따라 

서 칩투해들어온 고온수와 입계 탄화물과의 반웅을 통해 생성된 것으로 설 

명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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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Alloy 182 용접 시변의 화학 조성 

Material 
Chemical composition 

(weight %) Alloy 182 lZ182DA801 Alloy 600 NX2480 
(Weld metal ) (Base metal ) 

Ni 67.68 74.15 

Cr 14.30 15.41 

Fe 8.20 9.46 

Mn j 6.95 \ 0.37 
、」

Si 0.44 0.34 

Ti 0.21 
‘ 

/ 

Cu 0.020 0.20 
、

, 

C / 
0‘ 043 / 

/ 
0. 07 

‘ ι P 0. 014 、、‘

S 0.014 <0.001 

Nb + Ta 1. 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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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All oy 600 시연 재료의 화학 조성 및 기계적 특성 

Chemical compositi on Alloy 600 material ASTM requirement 

(weight %) for CGR (8168-01 ) 

C 0.046 0.15 max 

Mn 0.24 1. 0 rnax 

Si 0.19 0.5 rnax 

S 0.0001 0015 rnax 

P 0.008 

Cr 16 14.0 17.0 

Ni 73.50 72 rnin 

M。 4 ‘ 
Cu ’ 0.01 \ 0.5 rnax 

Ti 0.22 , 

c。 0.08 

N 0.004 / -
A1 0.19 

Fe >,‘ 9.37 6.0 10.0 
‘ ‘ Cb 0.02 

Mechanical property 
Alloy 600 rnaterial ASTM requirernent 

for CGR (8168-01) 

Yield strength 241MPa 240MPa 

Tensile strength ‘ 644MPa 586MPa 

Elongation 48% 30% 

Hardness 8HN149 

Grain size 
Average size: 56 μn 

(ASTM grain size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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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Alloy 600 PWSCC 균열성장 숙도 측정 시혐의 단계멸 하충 계획 

K ... Load Loading Crack 
Step Status 

[MPa~ml ratio. R wave form increment 

0 20 0.4 10 Hz sine 1. 8 mm 
상온공기중 

피로예비균열 

30 0.7 
0.001 Hz 

triangle 
0.2 mm • IG 균열 생성 

O.OOIHz 

11 " 30 0.7 triangle 0. 1 mm 

+ 9ks hold 
lG CGR test 

(DH=30cc/kg) 

111 30 Constant K >1 month 
, 

O.OOIHz 
>O. l mm & 

IV 30 0.7 triangle lG CGR 반복 
2>weeks 

+ 9ks hold (DH=15. 

30cc/kg) 
V 30 Constant K t >1 rnonth 

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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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상온 공기충 표준 산화불 분말의 라만 분팡 결과 
( 단위 wave number [cm-1j) 

Reference Reference 
Oxide Measured 

(Maslar[7- 9l) (JH Kim[ 10]) 

1070 1074 1074 

903 913 910 

NiO 730 727 725 

530 535 490 532 

390 370 400 

702 705 702 

655 655 654 

595 592 595 
Ni Fe204 

573 570 574 

\ 489 488 492 

459 457 460 

610 k 613 585 610 

550 552 554 550 

Cr203 526 527 488 528 

350 350 387 352 
“ 

300 300 352 302 

685 685 687 

‘ 616 

585 
N i Cr204 

550 554 550 - 560 

510 514 513 

428 430 429 

※ 는 가장 큰 피크의 위치를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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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수소농도에 

수소농도에 따른 그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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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4. PIVSCC 균열성장 속도 측정을 위한 autoc lave 및 load fr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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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5 수화학 측정 및 압력 제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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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6 고온고압 균열성장속도 측정 장치 제어를 위한 

컨트롤 패널 및 제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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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환경변수 측정 및 DCPD 신호 획특 프로그램 

(b ) 스랩 모터 제어 프로그램 

그립 7, 각종 환경 변수. DCPD 획득 및 모터 제어 프로그램 ( LabVi ew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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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럽 8 산화박 신호 측정을 위한 라만 분광 시스템 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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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9 고온 고압 수화학 환경에서 라만 분광을 위한 시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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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전류 입축력선I DCPD 출력선이 부착된 1/2T cr 시연과 표준 쿠폰 

그립 10. l!2T cr 시연 도면 및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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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11. 112T CT 시연이 체결된 autoclave 내부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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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표준 산화물 분말 시연의 라만 분광 모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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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21. 인장 시면올 체결했을 때의 autocJave 내부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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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잠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및 대외 기여도 

니겔계 합금 균열성장 속도 측정 시협 장치를 성공적으로 개발하였고 그 

성능은 lCG-EAC PWSCC 균열성장 속도 측정 Round Robin 시험을 통해 확인하 

였다. 그 경협을 바탕으로 PWSCC 균열성장 속도 육정 시협 절차서를 작성하 

여 국내 각 연구 기관에 배포하였다. 그러고 절차서에 의해 AIloy 182, 

Alloy 600 재료에 대한 균열 성장 시험을 실시하여 균열성장 자료를 생산하 

였다， 통시에 실시간 고온 라만분광법을 이용하여 니켈계 합금의 산화막 변 

화를 수소농도와 온도에 따라 관찰하였다. 이틀 결과틀을 바탕으로 니켈계 

합금의 PWSCC 현상에 대한 새로운 균열 성장 모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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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세부연구목표， 평가 착안정 및 목표 달성도 

가중 

가중치 
명가의 착안점 및 척도 

목표 
세부연구북표 

(% ) 달성도 
(% ) 

니켈계 합금 균열 성장 속도 
각 조건에 따른 

20 균열성장 측정의 20 
측정 방법 확립 

재현성 및 정확성 

CT 시연율 이용한 균열성장자료 
50 성장자료의 정확성 50 

λQ써 λ 」}

니켈계 합금 600의 국내외 
수집 자료의 정확성과 

10 균열성장 자료룰 이용한 10 
적용성 

데이터베이 λ 구촉 , 

니켈계 합금 600의 결정론적 및 20 개발 모델의 정확성 및 15 
확률론적 균열성장 모델 개발 타당성 

l 

겨l 100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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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니켈계 합금의 PWSCC 균열 성장속도 측정 실힘 절차서를 제작 배포하여 

국내 Round Robin test를 진행하여 국내 주요 시험기관과 협력하어 국내 시 

협 및 연구개발 인프라에 기여하고 PWSCC 손상 모델의 정칩 및 니켈계 합금 

의 열화 원인 분석을 통하여 적절한 균열 성장 예방/완화 대잭을 평가할 수 

있어 원전의 운영 및 정비 방안에 큰 도움을 주어 원선 수명 및 안정성 향 

상 방안으로 활용 가능하다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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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mary Stress COITosion Cracking Growth Rate Test 절차서 

l 개요 

Primary Str ess COJTosion Crckaing (PWSCC) 은 원진 일차수 환경에서 니켈계 합 

금에서 발생되는 주된 환경조장균열로서 ， 아직 그 원인이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 

다 환경조장균열 특히 PWSCC 재현 시험을 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동안 화학적 

으로 정밀하게 유지하면서 고온/고압 상태를 지속해야 한디 하지만 실험적 어 려 움 

과 긴 시험 시 간으로 인해 표준 시험 절차가 정립되지 않은 상태고 그러 한 시험올 

통해 얻은 균열 성장 자료 역시 신뢰성이 낮은 상태 이 다 본 절차서 는 이러한 문제 

점을 해결하기 위해 최 대 한 원전 일차수 환경을 모사하며 ， 통일된 절차를 이용하여 

더욱 신뢰생 있는 균열 성장 자료를 생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2 재료의 준비 

시험 재료의 제 조사， 제 조공정， 최종 열 처리 이 력 및 화학 조성 에 대한 정보를 입수 

하고， 원형재로부터 시험편 조각 및 시험 시편의 절단 위치 및 시험 시편의 개수를 

그림 P50.1에 보인 시떤 절단 개략도에 나타낸 바와 같은 형 태로 보고한다 

3 시험 절차 

3.1 시편 준비 

그림 P50.2에 표준 l /2T CT 시편을 형상을 나타내었으며 다 른 크기 의 시편， 그 립 

의 형상 둥은 AST M E647을 따르며 EDM(electric discharge machining )으로 시 면 

을 제작 가공한다 

3.2 시험 system의 준비 

PWSCC CGR (Crack growth rate) 시험 결과는 수화학 환경에 민감하게 변하기 

때문에 실험하고자 하는 정밀하고 일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 

를 위해 아래와 같이 정확한 실험환경을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 

3.2.1 . Autoclave의 내경， 높이 및 재질 그리고 고온부 튜벙 및 autoclave 내부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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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의 재질올 기록한다 

3.2.2. 하중부와 연결되는 pressure se띠의 직경과 종류를 기록한다， 

3.2.3 화학수 공급 장치 사양올 기록하고 주입되는 화학수의 전기전도도， pH , 용존 

수소 및 산소 농도를 계속 모니터링한다 

3,2.3 .1 전체적인 시스템의 design과 f10w schematic을 도시한다 

3.2 3.2 순수 공급 장치의 유기묻 / 세칸 제거 장치를 설치한다 

3.2.3.3 Autoclave에 주입되는 화학수를 recirculation( 재순환)하여 사용할 때는 다시 

autoclave로 주입되기 전에 거치는 demineraJizer 종류 (once- through f10w 타입을 

추천)를 기록한다 

3.2.3.4 Demineralizer 후단에 레진 제거용 sub- micron 펼터 설치 유무툴 기록한다 

(재순환 타입일 경우) 

3.2.3.5 Autoclave in leν'oullet에셔 화학수의 전기전도도 및 용존 산소/수소 농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한다. 

3.2.36 화학수 제조에 사용되는 보론과 리륭 원료 순도， 화학적 상태， 주입 망법 및 

수소농도 유지 방법을 기록한다 

3.2.3.7 화학수 공급 방식 이 recirculation 혹은 once- through design 인지 기 록한다 

3.2.3.8 시험용 압력용기 전딘의 열교환기 또는 프리히터 크기 (가능할 정우 압력용 

기 주입수 온도)를 기록한다 

3.2.3.9 시험용 압력용기로의 주입 유량(refresh ratel 혹은 재순환 옥도흉 기록한다. 

3.2.3.1 0 고압 charging pump21 종류 및 용량올 기흑한다 

3.2.3.1 1 시험 루프 내의 압력 측정 위치 및 방법융 기록한다 

3.2.3.12 Autoclave 내 에 서 inJet,lou tJet tube의 위 치 를 기 록 한다 (inlet line은 

autoclave의 아래쪽， outJet Jine온 위쪽에 위치하는 것올 추천) 

3.2.4 시편에서 전류 입력선 및 전위 출력선 위치， 시현 및 전류/전위선 절연방법， 

전위값으로 균열 길이를 구하는 알고리즘을 기록한다 

3.2.5 기준전극의 위치 및 종류룹 기록한다， 

3.2.6 온 도 controJJer 종류 (digi띠1 ， PLC, analogl 및 autoclave 히 터 종류(radiant ， 

heating jacket, band heater. .. )를 기록한다 

3.2.7 테스트 장비의 종류와 모텔(servohydraulic ， servoelectric .. .l 및 control 방법 

(digital or anaJog) , 하중용량. 로드셀의 용량， actualor의 최대 속도(시면에 가할 수 

있는 최대 주파수)를 기록한다 

3.2.8 지속적은 온도(분해능이 0. 1''C 이상)， inleνoutlet에서의 압력(하나의 압력계로 

교대 측정 가능) 및 하중 측정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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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 가능한 한 모든 센서들은 시험 시작전 교정 작엽을 하도록 하고 교정 결파를 

기록하도록 한다 

3.3 PWSCC CGR 시험 절차 

보 
」 실혐의 목적인 균열 길이 측정올 위해서는 표준 시편과 표준 

이용하여 

하며 

성능검증 

아래와 같다 

원전 재료 

그 절차는 

쿠폰의 전위차 비를 

균열 길이 환산하도록 

방법을 

쿠폰을 사용하여 

DlO의 설차서 이용하여 

3.3.1 시편 및 표준 쿠폰의 전위선 체결 방법은 본 DlO을 따라 전류 압력선 

은 표준쿠폰의 양끝단 및 112T CT 시변의 하중 

절차서 

중심선에 맞추어 spot welding을 

하고， 전위차 출력선은 쿠폰에는 DCPD 신호값과 III 슷하도록 약 6-시편에서의 

노치 양쪽 10mm 간격으로， 1!2T CT 시면에는 끝단에 엇갈리 도록 spot welding을 

한다 전류/전위선은 기본적으로 열수축 테플론 튜브로 정연을 시키며 autoclave 내 

부에 위치하는 도선은 고강도 세라믹 (ex 알루미나 ) 튜브를 통해 

선위값 신호의 

이중 절연시킨 

다 Autoclave 외 부에 노출되는 두 쌍의 전위선은 노이즈를 줄이기 

전위선 별로 꼬아서 voltmeter 측정 단자에 연결시킨다 그 위해 각 시면과 쿠폰의 

리 고 Autoclave 내 의 쿠폰의 위치는 최대한 시편에 가까이 위치하도록한다 (그링 

P50 .2 참조) 

역시 시편에 3.3.2 시편올 체결한 뒤 표준전극(표준전극 

전극을 설치한 뒤 autoclave 내부 여러 구Þ.s.~으 보 <
-ι응5 능츠「 긍 E 

최대한 가까이 위치) , 백금 

있도록 여러 각도에서 사 

진 촬영한다 

3.3.3 Autoclave 고정을 위한 볼트체결 및 기타 고온 연결부의 thread에는 graphite 

lubricant를 바른 뒤 조이도록 한다 

3.3.4 Autoclave 체결 후 고순도 가스 퍼징을 충분히 실시하여 

소를 5ppbO l 하로 떨어뜨린 후 화학수 주입 및 가압을 시작한다， 

루프 내부의 

3.3.5 lOOOppm B. 2ppm 

2800psi( =19.3MPa) 압력 의 

30cc! kg(=2600ppb) 

조건에서 약 하루 

Li, 

화학수 

DH, 5ppb 이하의 

이상 안정화 시키며 

용존산 

DO 및 

inlet or 

outlet에서 전기전도도를 digital record를 통해 지속적으로 측정한다 압력은 해당압 

력에서 :1: 1%(약 28psi) 이내로 유지되어야 한다 

3.3.5.1 기준전극과 백금진극 사이 및 시편의 부식 

히 높은 볼트미터로 측정하여야 하며， switching 

clrop) 전류륭 흘리는 

속적으로 측정한디 

동안 시편의 부식 전위값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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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2 용존 산소의 측정 은 outlet에 서 이 루어 지 며 Orbisphere instrument (Jow now 

chamberl둥 안정성이 업종된 샌서동 이용한다‘ 

3.3.6 Autoclave 내부의 온도를 340"C까지 온도를 올리며 1:2"C의 오차 범위 내에서 

안정화시켜 다시 하루 정도 화학수 안정화륜 시키며 전기전도도를 지속칙으로 측정 

한다 

3.3.7 25MPa.l m까지 시편에 하중올 가한 뒤 DCPD 시스템올 수 시간 동안 안정화 

시키며 CGn 시험 시 아래의 표 P50.1 그림 P50.3과 같이 하증을 가한다. 만일 운 

전 중 문제가 발생하면(overload ， system trip (Joad or temperature). now rate 

f1 uctuation. water chemistry nuctuation .. J 자세 히 기 록한다 1-9 하중 단계 중 l 

주 이상(일정하중 조건에서는 2주 이상) 균열진전이 없올 때는 이전 하중 단계 종 

두 낸째로 severe한 단계로 돌아간다. 

3.3.7.1 웅력확대계수 K 값온 CT 시면에 대해 척용하는 아래의 식올 사용한다 

f(=r, ::..(2 + <>) l (08잃 + 4 . 64，， - 13.32,,' + 14.72닝 - 5.6<>') 
I (ßJW(J - 이") I‘ 

여 기 서， P는 하중 B는 effective thickness. a=νw 

B = ((bo tLom of groove thickness) x(specimen thickness away from groove))O r, 

3.3.7.2 서용으로 시편에 하중옹 가할 때는 Km~x의 약 75-80% 하중에서 100% 하 

중까지 8시간동안 천천히 하중을 중가시긴다 초기 하중웅 가한 뒤 약 l주일간 균 

열 성장이 없을 l때는 Km.,‘ =30MPa.lm, R=0.8 O.OlHz로 균열이 생장 할 l에까지 하 

충올 가한다 만일 이런 하중속도를 낼 수 없으연 초기하중 증가 방법용 계속 반복 

한다 

3.3.7.3 시험 기간 중 적어도 하중이 연하는 한 주기 동안은 switching DCPD 도중 

에 부석전우l 값과 autoclavel시편 사이의 전위차훌 측정한다 

3.37.4 시간에 따른 균열 길이， 화회수의 진기전도도， 부식전위， 용존가스 농도， 하 

중 퉁용 지속척으로 기록한다. 

33.7.5 가능하다연 화학수는 oullel 부문에서 약 500시간 마다 약간의 생플용 받아 

서 수화학 변화률 점검한다 

3.3.8 시험 후， 하중을 제거하고 시스댐올 상온으로 자연냉각 시킨다 시편온 사진 

간영후 꽁기 중에서 시험이 끝날 때와 갈은 Kma，와 R=O.l, 1Hz 이상의 faugue 

post -crackmg으로 최종 파단에 이르게 한다 안일 position Iimit애 걸려 faligue 

post -cracking이 여의치 않을 때는 단순하게 시연을 잡아당겨 파단시킨다. 

3 3.9 파연은 시펀 세척전에 충문한 배올로 균열과 균열전단부가 충분히 보이도록 

사진촬영융 하고(한 화면에 시편이 가득 차도록 촬영) 증류수로 약 10보간 초용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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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척올 하고 아세톤으로 씻어낸 뒤， SEM 촬영를 한다 이때 저배율로 전체 파연 

및 고배율로 예비균열부 및 SCC 영역을 촬영한다 

3.3.9.1 균열 길이는 switching DCPD 방법으로 계속 측정을 하며 시험이 종료된 뒤 

정확한 초기 균열길이와 최종균열 길이를 시편의 두께 방향으로 20 포인트 이상 평 

균하여 구한 뒤 정확한 균열 길이 값으로 보정한다 이를 바탕으로 정팍한 초기 최 

종 K값을 기록한다 균열은 SEM으로 촬영하고 시편의 전류/전위 입출력선의 위치 

를 정확히 기록하며 이를 사진촬영 한다 

33.10 시험은 적어도 1000시간 이상 소요(실제 균열 성장시간은 최소 800시간 이 

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4 결과 보고 

결과 보고 양식은 위 본문 나l용을 포항하며 표 P50.2를 따른다 

/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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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PWSCC CGR test 하중 단계 

Step Kmax Load ratio, n Frequency Crack increment a!W MPa.J m 

25 0.3 1 Hz s ine 0.5mm 0.420 

2 28 05 1 Hz sine 0.3 0.43 1 

Fatigue 
3 30 0.6 1 Hz si ne 0.3 0.443 Precrack 

4 30 0.7 1 Hz sine 0.3 0.455 (상용/공기중 
가놓) 

5 30 0.7 0.11 Hz s ine 0.2 0.463 

6 30 0.7 0.01 Hz sine 0.2 0.471 

7 30 0.7 
0.00 1 Hz 

0.2 0.479 
triangle 

8 30 0.7 
O.OOIHz + 

0. 1 0.483 
9ks hold 

PWSCC 
9 30 Constant K > 1 months CGn test 

10 30 0.7 
O.OO IHz + 

> O.lmm & 2>weeks 
9ks hold 

11 30 Constant K > 1 month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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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PWSCC 균열성장 시험 결과 보고 양식 

시험자 

소 속 

시험 기간 

재 료(Materia)) ID ‘ ( 

시 편 ID" 

시편(재료)의 열처 리 이력 ( 

재료의 화학적 조성표 

認궐 
Test System 

각종 센서 의 ra libration 이 력 

Autorlave 및 고용부 튜빙의 채질 

Pressure seal 의 직경 과 종류 

순수 공급 장치의 유기물/세균 제거기 

설치 유무 ( 

Once through type 口

Herirculation ty pe 口

Hecirculation type일 경 우 

Deminerali zer 종류 ( 
Demineral izcr 후단의 띨터 크기 ( 

화학수 제조멍 엉 (본문 3.2.3.6 내용 
루프 flow rate ‘ ( 

고압 rharging pump 종류 및 용량 

루프내 압력 측정 방업 및 위 치 

기준전극의 위치 및 종류 ( 

온도 controlle r / autoclave 히 터 종류 

기계적 시헝 장비 (본문 3.2.7 내용 

DCPD 결과 

DCPD 입출력 선의 연결 및 결연 방법 

DCPD 값의 균열 길이 환산 알고리즘 

균열길이 환산 알고리즘 (diagraml 

DCPD 값의 균열길이 환산 결과 

균열 
'1 현 OCPD ~1 시인/1I .. <우용 
t!산 it영 OCPO외 연산 Hl j! 

씨이 
싱이 균인 끼이 

.f-_"I 
k시 

미3 예 이”에‘4 ”언:t”씨” "1균연 -

i‘ 엉 ””엉t·A신《이1‘ μ 써” .' 야 
깅잉 

V 이 

t 

선영 !t 
성인사 

2 피로예비 균열옹 실시하였을 경우 작성 

그립/그래프 결과 

사진 시편체결 형상， 전류/전위선， 

표준전극， 백금천극. thennocouplc , 

둥 autoclave 내부구조물이 

포함되어 있는 사진틀‘ 각종 파연 

사진들 

모식도 1 전처| 시스템 디자인 및 flo w 
shcmatic 

그래프 시간에 따른 온도， 압력， 

전기전도도， pH , DO, DH, 하중， 

부식전위 (OCPD 전류가 흐를때 

포항1 ， 액 금전극 전위， autoclave 

body 전위， 시 편/쿠폰의 DCPD. 

균열깊이 

*1 안약 왼본 시편 ID가 추어져 있다연， 시편 JD률 적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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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νscc

g 

120 

170 

뀐얀n 

O 

ln~rgranula 

" SEM éo~sionl 
I"'AA‘ D: AA_ I '1'AA‘ 

| 30 1 20 _1 

Following specimens shall be cut from each test piece. 

CT Test Specimens l 
Intergranular Corrosion Test Specimen l 
SEM Test Specimen l / 

TEM . EDS T est Specimen J j 

AES Test Specimen J l 

그림 l 시험편 채취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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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효l꾀믹 DI8 (2 hOles) 
9211 mm 

0,016 mt'n R 

30' 

L 
-Esa@@ 

EE 

*N 

”-

0635mmR 

tit 

@ ‘ 
。
η
 

i 
1143mrn 

127 mn‘ 

25 ‘ ’nm 

3302 nul'l 

도연 (a) 1/2T CT 시편의 

절연)연결 브
 

튜
 

테플론 

쿠폰 

표준 쿠폰의 DCPD line (열수축 
2 1/2T CT 표준 시 편 및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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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b) l /2T CT 시 면 



E ..,. 

훨 3 

~ 

。

u 
m 

‘‘ E‘ 
6 2q-----
ë I 500 

‘J j 
1000 

CIl 

Time [sec] 

(a) step 7 

30 30 -\-

21 
2: 1 monlh 

9000 

10000 

Time [sec] Time 

(b) step 8 & JO (C) step 9 & JJ 

그링 3 PWSCC CGR test 하중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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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짧 
Seoul National University 

Nuclear Materials Laboratory 

BLD 31 - 1, 56- t Shinlim- dong, Gwanak- gu 
Seoul, 151 - 742 , Korea 
Tel: +82-2-680- 7200 
Fax: +82- 2- 3285- 9600 
Homepage: hNp:lleng.snu.ac .kr/ - materia 

Korean Nalional ResearCh Laboratory on 

Nuclear Materials Perfonnance Verilicalion 

Head: ProL 11 Soon Hwang 

ON ice: 32- 211 , 56- 1 Shinlim- dong, Gwanak- gu 
Seou l. 151 - 742. Korea 

Tel: +82- 2- 880- 7215 
Fax: +82- 2- 689- 2688 

E- mail: hisline@snu.ac.kr 

부록11. 교량잠 잠륨 전위차볍 

(SwitchinlI DCPD) 검 증 첼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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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혔 
Seoul National University 

Nuclear Materials Laboratory 

BLD 31 1, 56- 1 Shin lim- dong, Gwanak gu 
Seoul. 151 - 742, Korea 
Tel: +82- 2- 880- 7200 
Fax: ι82-2-3285-9600 

Homepage: hllp:fleng.snu.ac.krf - maleria 

Switching DCPD 검 중 절차서 

l 개요 

Korean Nalîona’ Research Laboralory on 
Nuclear Malenals Peηormance Veriflcatlon 

Head: Prof. 11 Soon Hwang 

OHice: 32- 211 , 56- 1 Shinlim- dono, Gwanak- gu 
Seoul, 151 - 742 , Korea 

Te l: +82- 2- 880- 7215 
Faι +82- 2 -889-2688 

E- ma.l: hisline@snu.ac.kr 

왼자력 구초재의 성능 평가에서 주요 내용인 피로， 파괴， 환경조장균열 시험 둥에 

는 균열 길이의 정밀한 측정이 시험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은 잘 알 

려진 사실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시험이 이루어지기 전에 인저 균열길이의 축정 

장치 및 산출 방법의 신뢰성 검토가 선행 원 펼요가 있다 본 절차서는 환경조장균 

열 시험의 사례에서의 균열길이 측정의 신뢰성을 겁증하기 위하여. 비교적 시험이 

용이한 피로시험을 흉하여 교향식 직퓨진위차법의 겁증 시험을 위한 절차를 세시한 

다 

본 시험법온 기본적으로 A STM E647에 기반을 두고 한 개의 시편융 이용한 시험 

에서 현미경 측정파 직류전위차흘 통한 측정을 병행하여 결과률 검중한다 두 가지 

방밍으로 결정된 균열길이의 상대 오차 분석을 통하여， 고온 환경초장균열 시험에 

서 사용헬 기기 및 해석 방볍의 신뢰도흘 확보할 수 있으며， 본 절차서에 따든 시 

험이 모든 환경조장균열 시험에 앞서 수행되어， 보다 신뢰성 있는 환경죠장균열 특 

성 측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직이 있다‘ 

2 시연 

본 시험에서는 시험면올 CompacL T ension (CT) 시편으로 한갱하였다， 그러나 유 

사한 ASTM 표준시변에 대해서도 필요시 일부분을 적절히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 

다. 

2.1 표춘시연 

2.Ll 그링 010.1에 표준 CT 시편의 형상을 나타내었다. 노치 (Notch)와 예비균열온 

아래의 항에서 설명되었으며 ， 시면 이외의 gnp 형상 등， 본 절차서에서 복벌한 언 

급이 없는 기타항옥온 ASTM E647플 띠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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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 가공 노치 an 은 O.2W 이상으로 규정하며 이는 균열 길이에 따른 K의 계산 

에 있어 오차의 증가를 피하기 위합이다 

2. 1.3 시편의 두께는 W/20 ~ B 으 W/4 영역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는 두께가 

W/4보다 커질 경우에는 간혹 두께방향으로 불균일한 균열 진진 양상올 보이므로， 

이를 배제하기 위함이다 

2.1 .4 시험 종료 후 결과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시험 중 가해진 모든 하중이 탄성영 

역의 지배하에 있었음을 보여야 하며， 이는 아래의 식으로 제한된다 

(W- a) 는 (4/n)(KmaJoys)2 

A 

2H。“
O.Z5W 애oti (<1 . 01쩌다l 

-Ô.oo (0.000) 

s‘ Rg‘ 01 0, ‘ lor 
Notth OeI.a. 

W t. O.OO6W 

’ 25W!O‘010\깨 

A 

a 

w W 
Recommtl얘o<I T써cl<neN: -5 B~-

20 • 
S앤g .. tðd 뼈n. O&m.na!aM‘ W ' 25 mm (1 .0 in) 

8n" O.‘ 20W 

그림 DlO.l. ASTM 표준시험편 

2.2 노치 가공 

피로 예비 균열을 용이하게 만들기 위한 가공 절차는 ASTM E647 7.3의 권고를 

따르되 가공 방법 은 EDM(eJec trical discharge maching) , mi ll ing, broaching , saw 

cuttmg 둥으로 잔류 웅력을 최소화 할 것올 권장한다 

2.3. CJip gauge 부착 

균열결이의 측정에서 위치 조절식 광학 현미경 (travell ing microscope)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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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itching DCPD 이외에 unloading compliance법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unloading compliance에 의한 정밀한 균열길이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시펀 

전연에 c1ip gauge를 부착하여야 한다 DCPD법을 동시에 적용할 때 시면에는 많은 

양의 직류전류가 흐르고 있으으로， 안전성의 확보를 위하여 ， gauge는 시면의 전류 

와 적절한 방법으로 절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다 고강도 세라믹으로 나이프에지를 

가공하여 볼트 체결하는 것이 좋지만， gauge 자체가 절연되어 있올 경우 특별한 부 

가 장치는 필요 없다‘ 직류전위차 전위출력선이 가공균열 앞면에 부착되어야 하므 

로， 나이프에지가 가공될 때는 시편의 진채 형상올 크게 흐트리지 않고， 사용될 균 

열길이 계산식의 사용 조건에 맞게 설치l되어야 한다 

2.4 직류전위차 전선 체결 

Hicks와 Pickard에 의해 제안된 균열길이 보정식 (ASTM E647 참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아래 그립 010.2와 같은 형상으로 전류 압력선과 전위차 출릭선을 연결해 

야 하며， 전류 입력선은 최대 인가 진류휩 감당할 수 있는 굵기흘 가져야 하며 불 

트 처l 결 혹은 spot-welding하며， 전위차 출력선은 굵기 20μm내외로 spct- welding을 

수행한다 전류 /전위차 입출력선의 spot welding 위치는 아래의 그림 010.2 (a)와 

갈이 전류 입력선은 시편의 하중 중심선에 맞추고， 전위차 출력선용 시편의 노치 

양쪽 끝단에 엇갈랴는 방향으로 spot welding올 하도록 한다 입출력용 도선은 시 

편과 조성 및 부식 전위가 유사한 재료로 구성되어야 하며， 니겔계 합금의 경우 

Ni -200선올 권장한다 Hicks & Pickard 보정식은 ASTM E647에 직류전위차 보정 

식의 예로서 제시되어 있는 형태이띠， 이와는 디흔 균열길이 보정식올 사용힐 때는 

그 경우이1 맞게 엽출력선의 위치갈 결정한다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Johnson 

보정식 (ASTM E647 참고)올 사용할 경우 그링 010.2 (b)와 갈이 전선올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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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I-J icl< & Pickard 보정식에 따륜 전선체결 (b) Johnson 보정식에 따른 전선체결 

그림 DlO.2. DCPD 선선체결 형상 

2.5 Switching DCPD 회로의 구성 

환경조장란열 시험에 직류전위차법이 적용될 경우， switching DCPD볍이 많이 사 

용된다 이는 시편에 걸리는 전류의 방향을 바꾸면서 전위차활 측정하고， 측정 된 양 

과 음의 두 선위차 값의 절대값의 평균을 데이터로 취하는 방법이디 이 방법은 온 

도 연화 등 환경에 의해 발생하는 노이즈를 제거해 주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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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ant ~ 
Current 

A 

Nano 
voltmeter 

!LJ 

O 

O 

그링 010.3. Switching α:PD 법의 사용융 위한 Dcuglas- !ùlndall Relay 의 구성도 

Switching DCPO 방법을 사용하기 위한 전선， 전류소스， 시연 풍의 회로도를 그 

혐 010.3에 나타내었다 그립 010.3에 나타낸 바와 같이 네 개의 SSR(Solid State 

Relay) 이 브리지 형태로 연결되며， A로 표시된 두 개의 SSR올 닫았다가， 다시 B로 

표시된 두 개의 SSR을 닫고， A를 열띤 시변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바뀌게 된다 

진위차는 Oigita l Multimeter플 사용하여 측정히는데 좀더 정확한 OCPO 값을 얻기 

위해서 전위차값의 분해능이 O.lnV 인 Agilent 34420A Nano- Voltmete r를 시용하여 

측정하며 정전류원으로는 Agilent 사의 6541A DC Power Supply흘 추천한다 또한 

측정 시 충분히 많은 수의 데이터 (30개 이상)를 평균하여 균열 길이툴 측정하도록 

한다 그리고 전위차 출력션용 열수축 테플론튜브를 이용해 절연을 시키며 

(auloclave 내부에서는 알루미나 같온 세라익 튜브를 통해 이중으로 절연)， 두 출력 

도선의 길이는 같도록 하여 온도차에 의한 기전력 생성 (Seebeck 효과)을 억제하기 

위해 출력션은 꼬아서 사용하도콕 한다 

3 시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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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인 시험 절차는 ASTM E없7의 "Standard test method for measurement of 

fatigue crack growth rates" 에 따른다 

3.1 하중 영역 

본 시험은 균열 길이의 측정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시험 시 균열성장속도로서 

10 8πvcycle 이상의 영역 (fatigue threshold 이상 영역)에서 균열을 진전시킬 수 있 

도록 delta -K를 결정한다 

3.2 시험편 형상 확인 

시떤은 그림 D1 0.1 에 나타낸 바와 같은 정밀도로 그 형상을 확인한다. 

3.3. 피로예비균열 

3.3.1 피로예비균열의 길이는 그림 D10.5와 같이 가공 노치형상파 30"이하의 각을 

이루어야 하며， 0. lOB ， 또는 1.0 mm보다 커야한다 

3.3.2 이|비균열의 최종 Km.iJ X는 피로시혐의 시작 Kmax보다 작아야 한다 가공 균열에 

서 피로 균열을 처음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좀 더 큰 Krna、 값을 사용할 수 있으며 ， 

이때는 위의 요구사항을 맞추기 위해， 피로균얼 발생 후 하중올 단계적으로 낮추어 

주아야 한다 하중을 낮출 때에는 20% 이상을 한쩌번에 낮추면 이전에 형성된 소 

성영역의 영향으로 균열 진전이 힘들게 되므로 단계를 거칠 예에 20% 이상올 한꺼 

번에 낮추지 않는 것이 좋다 애비 균열의 최종 하중 단겨|는 최소한 (3!1l)(K'"",x!o 

YS)2 이상의 균열 진전이 있어야 하며 여기서 K‘max는 바로 앞 단계의 값을 나타낸 

다 이는 이진 단계의 높은 하중에 의해 형성된 소성 영역의 영향올 없얘기 위함이 

디 

3.3.3 예비 균열 길이는 시면의 양쪽 연에서 0.10 mm 또는 0.002W이상의 분해능을 

갖는 traveling microscope롤 이용하여 측정되어야 한다 시편의 양쪽 면에서 측정 

된 값이 0.25B 이상의 차이를 나타내지 않아야 하며， 여기서 B는 시편의 두께를 나 

타낸다 그림 010.4에서 나타내는 것파 같이 균열이 대칭 평연을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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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W/16. max 
i 서갯. 

R혀uïrëd테숱~õ늄-、. 1------------ '\.1 

o 

Ex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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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lnl.u~ Patlgue Precrack: 
o . ~ B, h , or-l . O ~. ‘0.04 ln.). 
wh!chever 1s Qreat.r 

F 

h 

h 

Chevron 

SCiWcutlE OM 

Ho le/SI이 

a 
o 

그링 D10.4 피로 예비균열 길이의 결정 

$!빼짧d 
명 

훌r----a 

VaJ ld If ø < 10。
Report lf 10 0 < ø <; 20。
JnvaJld .f ø > 20

0 for L <! O.IW 

그림 DlO.5 균열 진전 이상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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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피로시험 

3.4 .1 피로시험은 constant- L'l K 시험을 여러번 끊어서 단계별로 L'l K 값을 조금씩 증 

가시키면서 진행한다 각 단계가 끝날 때 마다 테스트를 중지한 후， traveJing 

mlcrOscope를 이용하여 균열 진전량을 측정한다 각 단계는 traveling microscope의 

균열길이 측정의 정확도 및 분해능에 띠라 결정할 수 있다 

3.4 .2 Wave는 sinusoidal 형상의 wave를 사용하며 시편의 상태에 따라 약 5- 10 Hz 

의 진동수를 사용한다 

3.4.3 하중상태는 constant - L'lK 또는 constant load amplitude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 

다 traveling microscope만을 이용할 경우 constant load amplitude 제어를 할 수 

있으며 ， 이에 대한 자세한 절차는 ASTM E647 8.5를 띠 른다 unloading compliance 

법 이 동시에 적용될 경우애는， delta K의 제 어를 위한 균열길이 mput은 unloading 

compliance의 결과률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될 unloading compliance는 mlcroscope 

의 결괴 와 비교하여， 교정된 결과이어야 한다 

3.4.4 시 험 종료 후 시 편을 옐착색하고 액쳐l 질소 둥울 이용하여 소성 변형이 충분히 

제한된 상태에서 시편을 최종 파단한다 저온에서도 소성 변형 을 일으커는 소재의 

경우 파로 균열 진전을 계속하여 열착색부에서 충분히 떨어진 위치에서 균열이 진 

행된 이후에 파단한다 ASTM E399의 절차에 따라 최종 균열길이를 결정한다 

3.4 .5 직류전위차법의 결파는 ASTM E647의 9항의 절차에 띠라， 위의 4)항에서 결 

정된 최종 균열길이률 이용한 선형 보정을 할 수 있다 

3.4 .6 T ravelling microscope에 의해 칠정된 균열길이와 비교하여， 직류전위차법에 

의한 결괴의 오차를- 절정한다 이때， 5)항에서 언급한 선형보정을 했을 경우， 선형 

보정 선괴 후의 값을 모두 기록한다 

{ 4 \( f(",", \' 
3.4.7 최종 균열 길이는 (w- 0) 2! 12. 11 ''' "' 1 관계를 만족해야 한다 

‘ π '\ "I'S I 

3.4 .8 ASTM E647의 절차애 따라 da/dN을 결정하고 결파를 비 교한다 

4 균열길이의 결정 

4.1 . Travell ing microscope 

Unloading compliance가 동시에 적용되 어 단계적인 cons tant• delta K 시험이 이 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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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질 경우， 한 단계가 시작되고 끝날때 각각의 균열걸이가 O.1mm이상의 분해능으 

로 측정되어야 한다‘ Constant load amplitude 시험이 이루어질 경우 균열길이 측정 

은 ASTM E647 8.5항에 띠라 이루어지도룩 한다 

균열길이 측정 시 ， 시떤의 측면에 기준선올 표시할 수 있으며， 이는 상대 오차를 

줄이는 데에 도웅이 된다 예비 균열 진전이 종료된 후 피로시험올 시작하기 직전 

의 초기 란열길이는 시편의 양쪽 면에서 측정되어야 하며， 균열진전 길이가 시연 

양쪽에서 0.258 이상의 차이를 보일 경우 시험을 중단한다 시험 종료 후 시편 최 

종 파단하여 균열길이를 측정하며， 측정 절차는 ASTM E399의 질차를 따른다-

4.2. 직류전위차볍 

ASTM E647 A6의 철차를 따른다‘ 

4.2.1. Calibra t.ion 

ASTM E647 A3.2에 언급된 I-licks & Pickard 보정식을 사용한다 보정식에서 

reference crack voltage V，은 a!W = 0 잉l 인 균열 길이를 가질 때 진위차 값으로 

직접 구할 수 없올 때는 이미 알고 있는 초기 균열 길이와 초기 측정 전위차 값을 

아래의 보정식에 넣어 V，을 제산한다 

v /V, = Ao + A J(a/W) + A 2(a/W)2 + A 3(a/W)3 

for O.24 .:s; a/ W .:s; 0.7 

여기서， 

V = 측정된 전위차 

V, = 기준 전위차( κ = 끼"，(.4" + AJ(a‘ni/ 씨+ A2(an.J 써2 + A 3(a，...I 찌3) ) 

a 균열길이 

w = 시험편 폭 
Ao = 0.5766, AI = 1.9169, Az = - 1.0712, A3 = 1.6898 

그 다옴 시험이 수행되는 동안 계산된 V，을 이용하여， 아래의 식을 통하여 균열길 

이훌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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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 B o + B1(V /Vr) + B 2( V / VY + B3(V /VY 

for O. 24 ~ a/ w ~ 0.7 

Bo = -0.5051 , BI = 0.8857, B2 = - 0.1398, B3 = 0.0002398 

Hicks & Pickard 보정식 외에 Johnson 보정식파 같은 유사한 형태의 보정식이 사 

용될 수 있으며， ASTM E여7의 A3의 절차를 따르면 된다 아래애 Johnson 보정식 

을 나타내었다 

o 2 - 1 
때h(옳) 

- CO.<; w π IωSh(꿇11 
sh| (i)mh 1{--f 

여기서， 

l c씩짧)J 

V = 측정된 전위차 

Vo = 기준 전위차 욕I a=ao 에서의 전위차 

a = 균열길이 

W = 시험면 폭 

y = 선위차측정 거리 ( 그림 DlO.2 (bJ 참조 ) 

/ 

4.2.2 흰경조장 및 크리프 균열 시편의 균열길이 환산시 표준쿠폰을 이용한 보정 

환경조장 및 크리프 균열 시험과 같이 높은 온도 영역에서 장시간 노출될 경우 

grain boundary segregation에 의해 비저힘이 변한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균열 

성장이 아닌 비처형 변화에 따른 전외차 값 변화를 보정해 주기 위해 CT 시편에 

최대한 가까운 곳에(시편와 쿠폰의 온도가 갇도록 유지) 같은 재료로 만들어진 표 

준 쿠폰을 설치하여 그 전위차 값을 얻어 비교한다， 쿠폰의 진위차 값은 시편의 전 

위차 값과 비슷하도록 약 6- lOmm 간격으로 probe를 설치하며 진류선은 양쪽 끝 

단에 설치한다 시편의 전위차와 쿠폰의 전위차 값은 지속적으로 계속 측정하며， 각 

각의 전위차 값의 “time- ratio'’를 아래와 같이 제산해서 비저항 변화를 보정한다 

CT시연 전위차의 time ratio: CTn=CTT/CT" 

쿠폰 전위차의 time ration: Cou∞nn=Coupom/Coupono 

여기서 0은 초기값， 시간이 0일 때 값올 의미하고， T는 T만큼 시간이 지난뒤의 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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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그리고 이 두 비값을 나눈 CTn/CouponR을 단순한 전위차값 대신 사용하여 균열길 

이륜 구하도륙 한다 즉 이릎 위의 Hicks & Pickard 보정식에 다시 대입하면 아래 

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R/R, = A" + A,(a/ W)+ A2(a/ W)2 + A3(a/ W)3 

a/ W = 8 ,) + B,(RlR,)+ B2{RlR,Y + B3{R/R, )3 

for 0.24 츠 a/ W 흐 0.7 

여 기 서 R = CTn/CouponR 

안일 새로운 시연을 이용해 실험올 시작할 때는 갇온 재질의 새로운 쿠폰융 넣어서 

실험올 수행한다 

5 걸과 보고 

교향식 직류 전위차업에 의한 균열길이 결파 보고 양식은 아래의 표 형식올 따르며 

그래프 형식의 결과를 청부한다 

5.1 일반적 보고 내용 

시 험 일시， 시험자. 시헝 온도， 숨도， 재료의 종류l 재료의 열처리 이 력 ， 재료의 화학 

정 조성. DCPD 값의 균열길이 환산 방법 및 시험 장비의 calibration 이력을 보고 

하도룩 한다 아래의 표 형식에 따라 보고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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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l 교향식 직류전위차벙을 이용한 균열길이 측정 결과 보고 양식 

시험자 

λ 소 • 
일 시 (온도， 습도) 

재 료(Mate꺼aJ) lD 

시편 LD. ' 

시편(재료)의 옐처리 이력 

재료의 화학적 조성표 

魔쩔 
DCPD 업출력 선의 연결 방법 

DCPD 값의 균열 길이 환산 알고러즘 

균열길이 환산 알고리즘 (d iagram) 

각종 시험 장비의 calibration 이력 

OCPD 값외 균열 길이 환산 결과 

균열 길 이 
시편 DCPD의 

환산 균열 길이 

초기 노치 

피로예 비 균열 

최종 균열 

선형보정인자 

시 펀/표준쿠폰 DCPD의 

환산 균열 길이 

*1 만약 왼복 시편 LD가 주어져 있다연， 시 연 lD를 적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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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그래프 및 그림 형식의 보고 

5.2.1 시간에 따론 시편 및 표준 쿠폰의 DCPD 강， 각 DCPD 값의 비 및 시험 온도 

를 plot한다 

5.2.2 얻어진 DCPD 값을 통해 구힌 균열길이 역시 시간에 따라 plOl한다 

5.2.3 전류 및 전위 입출력선이 연결된 시편 및 표준쿠폰올 여러 각도에서 촬영하여 

보고하도록 한다. 

5.2.4 시펀에 가해지는 하중올 보고한다. 

5.2.5 파단 후 파연올 촬영하도록 한다. 

5.2.6 파단 후 최종 균열 길이를 시편 두께 방향에 따타 plot하고 평균값을 구한다 

5.2.7 실제 최종 균열 길이와 DCPD로 계산된 균열길이 사이의 션형 보정인자훌 고 

려하여 환산된 균열 길이를 구하여 plot한다 

5.2.8 시험 재료의 인장 곡선의 획득이 가능할 경우 이를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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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만 분광 

1 개요 

환경조장균열의 원인은 명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지만 금속의 산화막의 상태가 균열 

의 생성과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밝혀 졌다 따라서 금속 산화막을 정 

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 존의 XPS와 같은 방법은 산화막올 정밀하게 분 

석힐 수 있지만 환경조장균열이 일어나는 수화학 환경에서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고온에서 형성된 산화막은 상온으로 이동하는 도중에 변화의 가능성을 고려할 때 

환경조장균열의 기구를 이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환경조장 균열이 

발생하는 m - sltu 환경 에서 산화막올 분석할 수 있는 라안 분광은 이에 유용한 기술 

로 각광을 받고 있다 하지만 고온/고압 수화학 환경에서 이룹 수행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본 절차서를 통해 본 실험실에서 사용중인 macro - Raman 분광 시 험방법올 

표준화하고자 한다‘ 

2 시편 

라만 시 험은 모든 고체에 대해 가능하나 절차서에서는 우선적으로 금속 시연을 

대상으로 한다 

2.1 시편제작 

시연은 EDM(electric discharge m achining) 방법으로 시연흘더(그립 P60.1 ) 크기 

에 맞게 지름 7mrn, 두께 약 1m미의 크기 로 가공한다. 

2.2 시편 연마 

제작된 시편은 라만 분광을 혈 연을 물이 흐르는 상태에서 SiC 연마지를 통해 

g i rt #2400까지 연마를 한 뒤 다시 알루미나 1 J.lln 분말 수용액을 이용해 연마한다 

연마 방법은 윈전 재료 성능검증 결차서 M1 0올 따른다 

2.3 시연 체결 

시편과 시편흘더 사이에 전기적 절연을 위해 Alloy 71 8로 제 작된 부분은 지르코 

니아 와셔를 사이에 끼우고 시편올 체결하도록 한다 (그림 P60. 1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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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고온 수화학 제어 

본 절차서는 윈자력발전소 l차수 환경에서의 금속 표연의 산화막 분석을 목적으 

농도 

윈전 

및 용존산소 

제어망법은 

고온 고암의 화학수는 전기전도도， pH, 용존수소 

정밀하게 제어하여야 한다 자세 한 화학수의 제조 

료 성능검증 절차서 P50을 따른다 

01 

* 

로 하기 때문에 

릎 아주 

3 시험 절차 

3.1 라만 분광 및 autoclave 시스템 구성 

라만 운광을 위한 레이저와 광학 기기의 구성은 그램 

라안 반웅율 위한 레이저 장치， 리1 이저의 플라즈마 과인을 제거하기 위한 bandpass 

P60.2의 개략도와 같으며， 

위한 입사하기 

반사되는 

레이저를 시편으로 lens 

집광하는 

focusing 위한 모으기 레이저를 filter, 

빛에서 lens, 

초점을 

collection 레이저 훌

제가하는 

나오는 시편에서 

산란 

mlrror, 

주
 
’ 맞추어 분광기에 filter , notch 레이저를 Rayleigh 

P60.3과 같이 광학 

테이블 위에 설치하여 레이저와 수평을 이루도록 한다 

레이처를 고온/고압 수화학 환경에 직접 투과 시켜 반사되는 신호를 언어야 하 

고온/고압의 윈전 l차수 환징에 견디는 이)tical window를 사용하여야 하 

금속관내에 기계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구조를 마 

있다 이러한 기기툴은 그힘 coupling lens와 분광기로 구성되어 

기 때문에 

는데 그립 P60.4 (a)와 같이 

빛 투과성과 내식성이 

단결정， 그리고 

수명 

이들과 곰속관 사이의 

이용한다 그리고 그림 P60 .4 (b), (c)와 

optical window가 장착된 autoclave를 이용하여 원전 일차수 환경에서의 

막을 측정할 수 있다 

3.2 입사 레이저 위치 

박악과 이를 다이아몬드 CVD 뛰어난 단결정 틀고，그 

지지하는 사파이어 

속에 

，，~ 누설을 막기 위한 금 

같이 

금속 산화 

window를 optical 제작된 막으로 

조절 

3.2.1 OpticaJ window가 설 치 되 어 윈도우 가운데에 레이저 

빔이 입사되도록 bandpass filter, focusing lens, mirror를 조정한다 

3.2.2 Autoclave를 벗긴 뒤 시편이 장착된 시면흘더를 설치하고 시편 흘더의 위치 를 

조절하여 시편 가운데 레이 저 빔이 오도록 한다 

32.:3 시편에서 반사되는 레이저가 rruπ'or를 지나 collection l ens에 

3.2.4 Coupling lens를 조절하여 운팡기의 sljt 부근에 레이저가 모이도록 한다 

들어오도록 한다 

있는 autoclave를 씌 우고 

회전시7'1 조끔씩 오른쪽으로 레이저가 진행하는 방향에 대해 

레이저가 보이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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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NOLch fjlter를 

분광기의 s lit 부분에 

3.2.6 다시 autocJave body흘 씌 운디 



3.3 라만 분광 

3.3.1 분광기내 CCD의 온도를 액처l 질소를 이용해 약 140K로 유지 시킨다 

3.3.2 윈도우에 입사되는 레이저 파위를 약 10mW 로 맞훈다 

3.3.3 분광기의 gratmg과 slit size, 분팡파장위치 1 분광 시간를 설정한다 (보통의 

경우 grating=2400, sli t size=O.lmm , 분팡파장위치 =530nm， 분광시간=600초) 

3.3.4 2-Accumulations, Cosmic Removal option을 선택하여 두 번 분팡하여 평균 

및 기티 주위의 파장을 없애 노이즈를 줄이도록 한다 

3.3.5 분광 직전 ‘Delay ’ 기능을 사용하여 형광퉁 불 및 실험기기의 불빛을 차단한 

뒤 분광이 시작하도록 한다 

3.3.6 분광이 이루어진 후 라안 스펙트럼의 피크위치， 모양을 보며 산화악의 종류를 

판별한다 

3.3.7 라만 분광 결과 보고 양식은 표 P60.l올 따른다 

3.4 시험 후 시스랩 정지 절차 

라만 분광 종류 후 레이저 전왼 장치의 전류를 최소값으로 설정하고 전류치가 

안정되었음올 확인 후， 레이저의 전원을 차단시킨다 레이저의 전원 차단 후 페이저 

장치의 냉각을 위해 5분 정도 냉각수를 계속 흘려준 뒤 장근다 CCD의 전왼은 

액체 질소가 남아 있을 경우 계속 유지하며 CCD의 전원을 끌 때는 CCD내에 

액체짚소가 없는 상태에서 전원을 끄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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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L 레이저를 이용한 라만 분광 결과 보고 양식 

시험자 

ι 소 
~ 

일 시 (온도， 습도) 

재 료(Materiall lD 

시면 10"' 

시편의 exposure 시간 및 용도 histolγ ‘ 

용존 수소 농도 

레이저 장치의 모옐명 

，1\이저의 종류 및 파장 

시면에 입사되는 레이저의 파워 

Bandpass/ notch filter의 종류 및 모렐영 ( 

cco 및 분광기 모멜영 
슬릿 사이즈 

노출 횟수 ‘ 

Grating number :( 

라만 파크 위치 [cm ’) : ( 

예상 산화악의 종류 

노출 시간 

운광 파정영역 

우주선 제거여부 ( 

기타 (테스트 시편 준비시 기록할 사항 및 테스트 조건， 테스트 내용) 

라만 분광 결과 그래프 (X죽 라만 이동[cm '), Y축: 선호의 크기) 

*J 만약 원본 시면 lD가 주어져 있다연， 시연 lD를 적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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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M6 

M10 

러만시펀 

----.. 시펀 흘더 
(지르코니아 부분) 

그림 1 라만 시편 흘더 형상 (단위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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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낸짖
 

-
「
}

CLCJX: 
, I 

‘< 
7 i 

그림 2 라만 시스템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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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trometer 

Coupling lens 

CCD 

Notch Fil 

Collection lens 

Mirror 

Focusi ng Lens 

그립 3 라만 분광 시스댐의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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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 Laser 

(51 4.5 nm) 

Controller 

Bandpass Filter 

Anti-vibration 
Optical Table 



Washer 

GoId plated flat 
wa.sherasa 

(a) 고온/고압용 optical window 디자인 

(b) autoclave에 장착된 。pLical window 

(c) 고온고압 수화학 환경에서의 라만 분광 개략도 

그링 4 고온/고압 수화학 환경에서 라만 분광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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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ERUCM - 1 002/2007 

제목/부재 증기발생기 자연결함 맹가용 천열관 계료 PWSCC 균열성장 속도론 연구 

연구책임자 및 부서영 강신후/서울대학교 

연구자및부서명 황일순， 임준，이숭기 ， 류경하/서윷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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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p 도 표 있음(0 )， 없옹( ) 크기 Cm 

참고사항 

비 밀여 
공개 ( ), 대외비( ),- 급비밀 보고서종류 최종보고서 

부 

연구수행기관 서울대학교 계약 변호 하l 당없음 

iÌÓ 록 고온 고압의 원전 일차수 환경에서 균열 성장 속도 측정과 
산화막 분석올 위한 실시간 라안 분광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시험 장치를 

개발하여 PWSCC 균열성장 속도와 금속표연의 산화막 조성과의 관계틀 연구하였다 

균열성장 속도 측정 시험파 라안 분광 시혐올 위 해서 Alloy 182 용접재와 Alloy 600 

재료훌 이용하여 각각 lf2T CT 시 편과 별도의 7mm 지릅의 disk 형 태의 시연을 제작 

하여 실험올 수행하였다 1000ppm의 보론과 2ppm의 라륨으로 화학실험수를 제작하였 

고 온도와 압력온 각각 340 '(: 와 1 90a lm융 유지하였고 용존수소농도는 30 cc STP I 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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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용기 후단부에서 지속적으로 측정하였다 그리고 균열길이는 교환직류전위차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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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을 실히하여 산화막의 조성을 판찰하였다 주가적으로 AJloy 600 재료의 수소 농도 

에 따른 산화악 거동올 관찰하기 위해 2, 30 cc STP Ikg 으로 수소 농도를 변경하면서 

라만 문광용 실시하였고 산화악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주제영키워드 Alloy 600, Alloy 182, 일차수용력부식균열， 균열성장속도， 산화막， 

(1 0아어내외) 용존수소농도， 라만분광， 니켈금속， 산화니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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