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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I. 제 목

증기발생기 전열관 Ni-피막형성 공정기술 개발

II. 기술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Alloy 600 재료를 전열관으로 사용하는 가동 원전 증기발생기에서 여러 가지 부

식에 의한 손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로 가동원전의 안전성 및 가동

율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손상된 전열관을 재사용하기 위한 방안

으로 손상 전열관 내부에 Ni 피막을 도금하는 공정기술을 개발하였다. 1단계에서

는 Ni-피막도금 공정변수의 영향평가와 공정 최적화 조건을 개발하였고, 전열관 내

부 도금을 위한 양극 probe를 설계/제작하였으며, 동시에 여러 개의 전열관을 동시

에 도금할 수 있는 multi-plating system을 설계 및 제작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2

단계에서는 pilot electroplating system을 설계/제작하여 두산중공업(주)에 설치하였

고 가동성능시험을 수행하였다. 또한 이미 실험적으로 설정된 최적 공정조건에서

제작된 Ni 피막 도금층에 대한 ASME에서 요구하는 성능검증 시험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1차년도에서 제작된 양극 probe를 개량하여 기존 probe의 누수 및 기공발생

문제를 해결하였다. 1, 2단계의 연구결과로 손상 전열관 내부에 Ni을 도금할 수 있

는 기술을 개발 완료하였고, 현장적용 단계만 남았다.

III. 기술개발의 내용 및 범위

- Ni 도금층의 각종 기계적 특성사양 검증시험 및 평가

. 상온/고온 인장, 피로 및 파열시험

. 저온 creep 시험

- Ni 도금층의 각종 부식 특성사양 검증시험 및 평가

. 일반부식, 2차측 SCC 특성 평가시험

. 장기간 doped steam 시험

- Mock-up 도금시스템 설계 및 제작

. 도금 시스템 개념/상세 설계 및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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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용 anode probe 개선 및 제작

- 제작 도금 시스템 성능검증 시험 및 시스템 개선

․ 각 도금욕조의 공급작동 성능 평가/보완

․ 도금욕조와 anode probe와의 용액전달 시스템 성능평가/개선

․ 3/4“용 Anode probe의 작동/성능평가/개선 및 검증시험

․ 폐용액의 회수시스템 성능평가/보완

- Mock-up 시현으로 형성한 도금시편에 대한 사양검증 평가시험/검증

․ 도금층과 모재 사이의 접합력 검증 평가시험

․ 주요 결정적 핵심 특성(인장, 피로, SCC 등) 검증평가 시험

․ Mock-up 도금 시스템 구축 완료

IV. 기술개발 결과

- Ni 도금층의 각종 기계적 특성사양 검증시험 및 평가

. 손상 전열관 보수용 Ni 도금층에 대한 기계적 및 부식 특성사양은 특별히

ASME code화 된 것이 없기 때문에 같은 목적으로 FRAMATOME사에서 개

발한 Ni-P 도금층 특성사양에 준하여 평가하였다.

- Ni 도금층의 각종 부식 특성사양 검증시험 및 평가

. 도금층에 대한 부식특성 평가를 ASTM 규격으로 평가하였으나 모두 만족하

였으며 SCC가 발생하지 않았음.

- Mock-up 도금시스템 설계 및 제작

. Mock-up 도금 시스템을 설계 및 제작하여 두산중공업(주)에 설치하였음.

. 3/4“용 anode probe의 누설가능성 및 공기방울 생성을 억제할 수 있도록

용액온도 측정용 센스부착 구멍을 없애고 용액 주입부를 단순화시켜 용액의

흐름을 좀 더 원활하게 개선함.(실용신안 특허 획득)

- 제작 도금 시스템 성능검증 시험 및 시스템 개선

․Mock-up 시스템을 설치 후 성능시험에서 문제가 되는 용액주입 및 순환을

위한 밸브작동, 폐용액 수집, 전열관 세척용액 수집의 원활성을 위하여 시스

템 보완과 공정표시 display 프로그램 개선

- Mock-up 시현으로 형성한 도금시편에 대한 사양검증 평가시험/검증

․ 도금층에 대한 인장특성, 피로특성 및 SCC 특성 검증평가 시험

․ Ni-피막 형성 실험 시스템 구축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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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기술개발결과의 활용

본 연구에서 개발된 Ni-도금피막 공정기술 및 구축된 Mock-up 시스템은 현

장 발전소 손상 전열관의 보수에 활용될 수 있으며, 기 구축된 Mock-up 도금 시스

템을 약간 변경시키면 손상 전열관 뿐만 아니라 다른 핵심 부품소재의 손상된 부분

의 보수나 PWSCC 방지를 위한 도금피막에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이 기술을 적

용하면 가동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 및 가동율을 향상시킬 수 있고 건전성 확보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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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 Project Title 

  Development of Nickel Electroplating Processes for Steam Generator Tubes

II. Purpose and Objectives

Damages/failures of Alloy 600 steam generator(S/G) tubing due to various corrosion

mechanisms has been experienced in operating nuclear power plants(NPPs) for more

than two decades. These damages and/or failures used to result in dreading safety and

decrease of operating efficiency of NPPs. In this study, in order to reuse the damaged

and/or failed S/G tubes, a Ni electroplating processes on Alloy 600 tubing inner surface

was developed. At the first stage(for 3 years) of this project, the effects of process

variables on the Ni electroplated layers were evaluated and the optimum conditions for

the process variables were selected. In addition, an anode probe for the electroplating

Ni layer on the inner surface of an Alloy 600 tube and a multi-tube electroplating

system in laboratory scale were designed and manufactured. On the ground of these

results, a Mock-up electroplating system, in other words, a multi-electroplating system

in pilot scale was designed, manufactured and set up at the Doosan Heavy Industry Co.

after their performance tests at the second stage(for 2 years) of this project. The

Ni-electroplated deposits on the inner wall of Alloy 600 tube were experimentally

confirmed to satisfy the requirement of ASME specifications for application the

technology developed in this project. At the same time, the anode probe was modified to

fit the Mock-up plating system, too.

III.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 Tests and evaluation for mechanical properties of Ni layers plated on Alloy 600

tube.

․ Room and high temerature tensile, fatigue, and burst tests

․ Low temperature creep test.

- Tests and evaluation for corrosion properties of Ni layers plated on Alloy 600 tube.

․ General corrosion, secondary stress corrosion cracking tests.

․ Long term doped steam test.

- Design and manufacture of a Mock-up system for Ni electroplating.

․ Concept/detailed design and manufacture of a Mock-up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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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rformance tests and design modification of the Mock-up plating system.

- Performance test and modification of a Mock-up system for Ni electroplating.

․ Working test of each electroplating bath and its design modification.

․ Performance tests of electrolyte supply system between each plating bath and

anode probe.

․ Working test, design modification and performance test of the anode probe for a

3/4" tube.

․ Performance test and modification of a collecting system of used electrolytes.

- Spec.-requirement confirming tests of the Ni layers electroplated with the Mock-up

system on Alloy 600 tubes.

․ Test for adhesion force between Ni-plated layer and the surface of Alloy 600

tube.

․ Confirm tests for the key properties(tensile, fatigue, SCC etc.) of Ni layers plated

on Alloy 600 tubes.

․ Establishment of a Mock-up electroplating system.

   

IV. Results of the Project

- Tests and evaluation for mechanical properties of Ni layers plated on Alloy 600 tube.

․ Room and high temerature mechanical properties of the Ni electoplated Alloy 600

tube material were evaluated according to the spec. requirement test procedures

used by FRAMATOME for Ni-P electroplated deposits.

․ The test results were confirmed to be satisfactory to the spec. requirement test

procedures used by FRAMATOME.

- Tests and evaluation for corrosion properties of Ni layers plated on Alloy 600 tube.

․ Room and high temerature corrosion properties of the Ni electoplated Alloy 600

tube material were evaluated according to the spec. requirement test procedures

used by FRAMATOME for Ni-P electroplated deposits.

․ No SCC was observed to occur in the Ni electroplated deposits.

- Design and manufacture of a Mock-up system for Ni electroplating.

․ A Mock-up electroplating system, a multi-electroplating system, in pilot scale

was designed, manufactured and set up at the Doosan Heavy Industry Co. This

system is one to Ni plate 3 3/4"-Alloy 600 tubes at same time.

․ An anode probe for a 3/4" Alloy 600 tube was modified to have electrolyte

solution flow more freely and thus not to have air bubbles in the probe generated

, and to fit the Mock-up system.

- Performance test and modification of a Mock-up system for Ni electropl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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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fter setting up the Mock-up system at Doosan Heavy Industry Co., working

performance test of each valve for an electrolyte solution input and circulation

system, collection system for used electrolyte solution and water used for washing

the system was done, followed by some modification of trouble-making parts.

In order to get more integrated information of plating processes from a display

panel, some displaying modes of the panel was modified.

- Spec.-requirement confirming tests of the Ni layers electroplated with the Mock-up

system on Alloy 600 tubes.

․ Tensile, fatigue, creep, corrosion, and SCC tests with Ni-plated Alloy 600 were

performed at room and high temperature. The test results were confirmed to be

satisfactory to the acceptable requirement for the electroplated steam generator

tubes.

․ Completion of establishment of a Mock-up electroplating system.

  

V. Proposed Applications

The developed technology in this project is ready to be appled to the operating

nuclear power plants. Thid technology can be used for repairing failed steam generator

tubing as well any part material used in the primary cooling system to prevent

corrosion damages, such as stress corrosion cracking, errosion corrosion, fretting, etc..

Successful application of the process to the nuclear power plants may result in

enhancement of the plant safety and integrity of operating NPPs. In addition, their

operating efficiency can be improved by applying this technology to NPPs, and

consequently huge amount of substantial economic benefit should be expected.



Contents

Chapter 1 Introduction ············································································································ 1

Chapter 2 State of the art  ··································································································· 3

Chapter 3 Results and discussion ························································································· 4

Section 1 Experimental details ······························································································ 4

Section 2 Results and discussion ························································································ 18

2.1. Formation and Properties of Ni electroplating layer on plate ································ 18
2.2. Strike layer formation ··································································································· 18
2.3. Development of anode electrode ················································································· 22
2.4. Electroforming layer formation inside a tube ···························································· 24
2.5. Multiple electrodeposition system ················································································ 32
2.6. Nondestructive evaluation for Ni electrodeposit ························································ 32
2.7. Qualification test of electrodeposits ············································································ 41
2.8. Pure Ni electrodeposit ·································································································· 41
2.9. Ni alloy electrodeposits ································································································ 45
2.10. Ni alloy electrodeposits ······························································································ 49
2.11. Ni alloy electrodeposits ······························································································ 49

Section 3 Conclusions ·········································································································· 62

Chapter 4 Achievement and contributions of research ····················································· 64

Chapter 5 Proposal for application ····················································································· 65

Chapter 6 Acquired overseas science and engineering data ············································ 65

Chapter 7 References ············································································································ 66



목   차 

제1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1

제2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3

제3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4

1절 실험 방법 ························································································································4

2절 연구 결과 ······················································································································18

2.1. 도금층과 모재 전열관 사이의 접합력 평가 ························································18

2.2. Ni 도금층의 기계적 특성 및 열적 안전성 평가 ·················································· 18
2.3. Ni 도금층의 피로특성 평가 ······················································································ 22
2.4. Ni 도금층의 doped steam test 결과 ·········································································· 24
2.5. Ni 도금층의 burst 특성평가 ······················································································ 32
2.6. Ni 도금층의 응력부식균열 특성 평가 ····································································  32
2.7. Ni 도금층의 creep 특성 평가 ···················································································· 41
2.8. New ECT probe 검증시험 ·························································································· 41
2.9. Anode probe 개선 ······································································································ 45
2.10. Ni 도금층의 붕산부식 특성평가 ············································································ 49
2.11. Mock-up 도금 시스템 설계 및 제작 ······································································ 49

3절 결 론 ······························································································································62

제4장 목표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64

제5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65

제6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65

제7장 참고문헌 ····················································································································66



표 목차

Table 1. Summary of creep test conditions ······································································· 12

Table 2. Size of artificial defects on a reference ECT specimen ·································· 12
Table 3. Tensile strength test results ················································································· 20
Table 4. Fatigue test conditions and test results of Ni electroplated Alloy 600 tube 

specimens ··············································································································· 23
Table 5. Chemical compositions obatined by EDX from the matrix, and S1 and         

 S2 defects in Fig. 21. ·························································································· 31
Table 6. Creep test results of Ni electroplated Alloy 600 tube specimens ·················· 42
Table 7. Summary of corrosion test results in 33% boron acid at 200℃ of pure 

Ni-Fe-P and Ni-P-B plated layers, and Ni-Fe-P and Ni-P-B plated Alloy 600 
tube specimens. ····································································································· 50



그림 목차

Fig. 1 Schematic of a test specimen for adhesion strength ················································ 6
Fig. 2 Schematic of tensile test specimen ············································································· 6

Fig. 3 (a) Schematic diagram of the modified doped steam test facility 
      (b) Photos of the modified doped steam test facility ············································ 8
Fig. 4 (a) Schematic of doped steam test specimen 
      (b) picture showing test specimen ready to be connected to the test loop system 

········································································································································ 9
Fig. 5 Photograph showing burst test specimen ······························································· 10
Fig. 6 Schematic drawing for C-ring specimen ································································ 10
Fig. 7 Alloy600 tube reference specimen for ECT with a new probe ························· 12
Fig. 8 Adhesion force test results using tension tests ····················································· 19
Fig. 9 Tensile strength test results of Ni-P-Fe and Ni-P-B electroplated layers at 

   different test temperatures ························································································· 20
Fig. 10 The Microhardness with the increment of the heat treatment time ················· 21
Fig. 11 Photograph showing a Ni-P-B electroplated Alloy 600 fatigue specimen tested   

    at room temperature ·································································································· 25
Fig. 12 SEM micrographs showing fatigue fracture surface morphologies of Ni-P-B 

electroplated Alloy 600 tube specimens tested at room temperature (a) whole 
fracture surface, (b) fatigue fracture surface(interface area between plated layer and 
Alloy 600 tube), (c) fracture area occurred by final necking ····························· 25

Fig. 13 SEM micrographs showing fatigue fracture surface morphologies of Ni-P-B 
electroplated Alloy 600 tube specimens tested at room temperature. Area fractured 
by final necking. (a) Ni-P-B plated layer, (b) Alloy 600 material ····················· 26

Fig. 14 SEM micrographs showing fatigue fracture surface morphologies of (a) Ni-P-B 
electroplated (b) Alloy 600 tube specimens tested at room temperature ············ 26

Fig. 15 Photographs showing Ni-P-Fe and Ni-P-B electrodeposited Alloy 600 tube 
specimen surfaces after fatigue test at 300℃. (a) ~ (d) Ni-P-B, (e) ~ (h) Ni-P-Fe 
······································································································································· 27

Fig. 16 Photographs showing Ni-P-Fe plated Alloy 600 tube (a) appearance and inner 
surfaces after doped steam test.  Blue surface shows Ni-P-Fe plated surface ·· 29

Fig. 17 SEM micrographs showing Ni-P-Fe surface (blue colored area in Fig. 20(b)) 
after doped steam test, (a) matrix (b) defect area ················································ 29

Fig. 18  EDX signal pattrerns obtained from the matrix area and defects(S1 and S2) 
shown in Fig. 21. ······································································································ 30



Fig. 19 (a) Photographs, and (b) and (c) SEM micrographs showing Ni-P-B plated 
Alloy 600 tube inner surfaces.  (b) Alloy 600 inner surface and (c) Ni-P-Fe 
plated surface ·············································································································· 31

Fig. 20 Burst test of the Ni-P-B plated Alloy 600 tube specimen ······························· 33
Fig. 21 Burst test of the Ni-P-Fe plated Alloy 600 tube specimen ······························  33
Fig. 22 Appearance of burst test specimens after burst test ·········································· 33
Fig. 23 Burst test result of Ni-P-Fe plated Alloy 600 tube specimen ·························· 34
Fig. 24 SEM micrographs showing Ni-P-Fe electroplated Alloy 600 tube specimen 

surfaces after SSRT.  (a) Alloy 600 tube surface and (b) Ni-P-Fe plated layer 
surface ·························································································································· 35

Fig. 25 Stress-strain curve obtained during SSRT with Ni-P-B electroplated Alloy 600 
tube specimen.  (b) Expanded curve at low strain region of (a) ······················· 35

Fig. 26 Photographs showing appearance of a Ni-P-B electroplated Alloy 600 tube 
specimen after SSRT. (b) High mag. of (a) ·························································· 36

Fig. 27 SEM micrographs showing surface morphologies of electrodeposited Ni-P-B 
alloy (a) before the test, (b) at an elongation of 5.7%, and (c) after rupture     
······································································································································· 38

Fig. 28 SEM micrographs showing surface morphologies of an Alloy 600 tube specimen  
surfaces (a) before the SSRT and (b) after rupture, which is the same specimen 
as observed in Fig. 31. ····························································································· 39

Fig. 29 OM micrographs showing stress corrosion crack arrested at the interface 
between Ni electroplated layer and Alloy 600 material. ······································ 40

Fig. 30 Ni-P-Fe and Ni-P-B Electrodeposited Alloy 600 tube specimen and their 
surfaces after creep test. (a) ~ (d) Ni-P-B, (e) ~ (h) Ni-P-Fe ···························· 43

Fig. 31 ECT test results obtained from Ni electroplated Alloy 600 tube using 
conventional probe ······································································································ 44

Fig. 32 ECT test results obtained from Ni electroplated Alloy 600 tube using new probe 
developed by KAERI. ································································································ 44

Fig. 33 Appearance of an anode probe for Ni electroplaing Alloy 600 S/G tube (a) 
after and (b) before improvement. ··········································································· 47

Fig. 34 Schematic of an improved anode probe for Ni electroplaing Alloy 600 tube.    
  ········································································································································· 47

Fig. 35 Diagrams showing an improved anode probe for Ni electroplaing Alloy 600 S/G 
tube. ····························································································································· 48



- 1 -

제1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전 세계적으로 가동 원자력발전소 중 증기발생기 전열관 소재로 Inconel (또는

Alloy) 600을 사용하고 있는 발전소에서 가동 중 전열관에서 다양한 부식손상이 발

생하고 있으며, 국내 가동 원전에서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현재 손상된 전열관을 보

수하는 방법은 주로 관막음(plugging)하거나 모 전열관보다 구경이 작은 전열관을

손상 전열관에 삽입하여 보수하는 관재생(sleeving)이다.  이러한 보수방법은 증기발

생기의 열효율을 많이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보수한 관막음이나 재생한 관에서 2차

부식균열이 발생하여 발전소의 효과적인 가동을 저해하고 안전성을 저하시키고 있

다.  따라서 기존의 이러한 보수방법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보수방법이 개발되

었는데, 그것이 손상된 전열관 내부에 Ni 피막을 전기도금하는 기술이다.  이 기술

은 FRAMATOME이 OHT(Ontario Hydro Technologies)의 원천기술을 활용하여, 1990

년대 중반부터 손상 전열관 내부에 Ni-P 도금층을 형성시킴으로서 탄생하게 되었는

데, Ni-P 도금층은 순수니켈 도금층의 강도 및 경도보다 높고 내부식성 또한 뛰어나

기 때문에 손상 전열관의 구조적 건전성을 한층 더 향상시켰다.  이러한 도금기술

을 활용한 보수기술은 모재와 모재/도금층 계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결함이 없으며, 

어떠한 보수 후 처리도 필요하지 않고 전열관의 열효율을 증가시킬 수 있고 1차측

냉각수의 흐름도 기존 관재생 방법보다 향상시키기는 등의 여러 장접이 있다.[1] 

따라서 본 과제에서는 프라마톰이 적용한 Ni-P 피막도금 대신에 순수 Ni 또는

다른 Ni-합금 피막도금 공정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2004년 9월부터 과제를 수행하

여 2007년 9월에 1단계 연구를 종료하고 2009년 11월에 2단계 기술개발연구를 종료

하게 되었다.  1단계에서는 평면도금으로 Ni-피막도금 공정에 미치는 영향인자들의

영향평가를 수행하여 도금공정의 최적조건을 설정하였으며, 전열관 내부에 도금하

기 위한 양극 probe를 설계 및 제작하였다.  또한 전열관 내부에 도금된 피막층의

미세조직을 관찰 및 분석하였으며, 각종 기계적 특성 및 부식특성 평가를 위한 시

험을 수행하여 최적 피막공정조건을 수립하여 전열관 내부에 도금할 수 있는 기반

기술을 확립하였다.  동시에 모 전열관과 도금층 사이의 경계면의 접합력을 향상시

킬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였고 다중 도금장치(3개의 전열관을 동시에 도금할 수 있

는 도금장치)를 설계 및 제작하여 성능시험을 통한 작동성을 확인하였다.  즉 1단계

에서 손상 전열관 내에 Ni 피막도금 공정을 확립하였고, 다중 도금장치를 개발하여

2단계에서의 현장 적용을 위한 Mock-up 시스템을 설계, 제작할 수 있는 기반기술을

개발, 완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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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에서는 전열관 내부에 형성한 도금피막의 각종 특성사양을 검증하기 위

한 시험평가와 현장 적용을 위한 Mock-up 도금 시스템의 설계 및 제작, 두산중공업

(주)에 설치하여 성능평가를 통하여 시스템의 개량/개선하고 1단계에서 개발한 양극

probe를 Mock-up 도금 시스템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량/개선하여 실용신안 특허를

획득하였다.  그리고 Mock-up에서 제작한 도금피막에 대한 각종 특성사양을 검증하

기 위한 평가시험을 수행하여, Ni-피막도금기술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의 기술을 개발, 완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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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원자력발전소 현장에서도 니켈 도금을 이용하고자 시도가 이루어져, 1985년

부터 Belgatom(laborelec)과 Framatome에서 전열관에 대해서 니켈 도금을 진행하고자

하는 연구를 진행해 왔다. 전열관 내부에 약 100μm 정도 두께의 니켈 도금을 진행

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크게 4단계에 걸친 공정이 이루어진다.  

- Brushing under water(표면 산화물과 표면 생성물 제거)

- Electrochemical cleaning(깨끗한 표면 준비)

- Bonding layer deposit(우수한 접착성 확보)

- Nickel layer deposit(특정 두께의 니켈 도금층 형성)

이와 같은 전열관내 니켈 도금은 3가지 용도로 활용된다.

첫째, 1차측에서 2차측으로의 냉각수 유출을 막기 위해 니켈 도금을 한다. 1985와

1986년에 벨기에의 Doel 2호기에 대해서 100개의 전열관을 성공적으로 니켈 도금을

실시하였다. 

둘째, 1990년 Doel 2호기의 345개의 전열관에 대해서 균열 형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니켈 도금이 이루어졌다.

셋째, Doel 3호기, Ringhals 3호기, Tihange 2호기에 대해서 존재하는 균열의 성장 억

제를 위해서 니켈 도금이 시행되었다. 

프라마톰은 OHT(Ontario Hydro Technologies)의 원천기술을 활용하여, 1990년

대 중반부터 Ni-P 도금층을 이용하여 순수니켈 도금층의 강도 및 경도를 보완하고, 

두꺼운 도금층을 형성하였다. 이렇게 확립된 기술을 활용하여, 1999년에 미국의

Callaway 발전소에 대해서, 57개의 전열관 보수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최근 정보에

따르면, 니켈계 도금층이 자성을 띄므로 적용이 어려운 ECT 검사 대신, 초음파 검

사를 통해, 보수된 전열관을 검사해야하는 단점 때문에 미국, 프랑스 등의 원전 선

진국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사용에 제한을 두고 있다. 하지만, 자성

체에 대해서도 ECT 검사를 할 수 있는 probe가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해결될 수 있는 과제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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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1절 실험 방법

실험실 도금장치는 1단계에서 사용하였던 장치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즉 장치

구성을 보면,

- 정류기는 70A/20V/-210A의 대용량과, 10A/15V/-30A의 중용량, 3A/30V의 소용

량의 정류기

- 용액 순환을 위한 기계적 방식의 Masterflex 펌프(10cc/min~1000cc/min)
- 도금 욕조(2L, 3L, 10L), 공기교반기(0~5L/min) 및 온도 조절기(30~90oC)
- 전열관 내부 도금시 이용되는 공압 조절기(<5기압)
- pH meter, 백금이 도금된 양극전극, 전자저울

- 내부응력 측정을 위한 flexible strip 및 부대 장치

- 도금층에 대한 전기화학적 평가를 위한 potentiostat(EG&G 273A) 및 impedance 
analyzer(Solartron FRA 1255) 

전열관 내부 Ni 피막도금 조건은 1단계에서 수립된 도금조건을 사용하였는데, 
Ni 도금의 경우, 1.39 mol/l 농도의 설파민산 니켈과 0.65mol/l 농도의 붕산을 용해하여

3L의 60oC 니켈 도금용액을 사용하였다.  여기서 붕산은 도금층의 광택제 역할을 하

며, 평활제 역할도 겸한다. 또한 내부응력을 적게 하며, 완충용액 역할도 하게 된다. 
양극으로는 백금을 약 5μm 두께로 도금한 타이타늄 봉을 사용하였으며, 니켈 도금이

될 Alloy 600 전열관을 음극(cathode)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도금 중 0.5 l/min 속도로

공기교반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음극으로 사용한 Alloy 600 전열관은 실험전에 아세

톤 탈지와 5wt% NaOH에서 전해탈지를 통해서 불필요한 산화막이나 기름때 등을 제

거하였다.  
한편 Ni-P-Fe와 Ni-P-B 3원계 합금 도금피막은 Qualification test를 하기 위해

1.39 mol/ℓ 농도의 Nickel Sulfamate와 0.65mol/ℓ 농도의 Boric Acid를 기본으로 하여

Ni-P-Fe는 0.035mol/ℓ 농도의 Phosphorous Acid, 0.0025mol/ℓ의 Ferrous sulfamate, 4g/ℓ의
Amidosulfuric Acid를 첨가하여 제조하였고, Ni-P-B의 경우는 0.007mol/ℓ Phosphorous 
acid, 0.001mol/ℓ의 Boric acid, 4g/ℓ의 Amidosulfuric Acid를 첨가하여 제조하였다. 실험

에 따라 튜브와 평판으로 나눠서 만들었고, 두 합금의 도금조건은 온도 60±1oC, 50%
의 duty cycle과 100Hz의 주파수에서 200mA/cm2의 peak 전류밀도를 인가하는 것으로

동일하게 하였다. C-ring test 등과 같이 모재에 밀착층을 형성해야 할 경우 Strike layer
층을 만들었고, 조건은 NiCl2 1.6mol/ℓ, Boric Acid 0.6mol/ℓ, HCl 50㎖/ℓ 용액을 만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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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100% duty cycle 의 조건으로 2분 30초간 도금을 하였다.

1단계에서 도금층과 모재 전열관 사이의 접합력을 최대로 하기 위한 전착조건

설정시험의 연속으로 여러 조건에서 interlayer를 형성한 다음 그 위에 Ni 피막 도금층

을 형성시킨 다음 접합력 크기를 시험하였다.  밀착층 형성은 1.6 mol/l 농도의 염화니

켈과 0.6mol/l 농도의 붕산을 용해하여 3L의 60oC 니켈 도금용액을 준비하였다. 음극

판으로서 Alloy 600 기판은 실험전에 아세톤 탈지와 5wt% NaOH에서 전해탈지를 통

해서 불필요한 산화막이나 기름때 등을 제거하였고 이후 5% 황산용액에서 활성화를

하였으며 이후 밀착층 형성 용액에서 밀착층을 형성하였다. 온도는 40~60oC 범위였으

며, 염산을 5% 첨가한 경우와 첨가하지 않은 경우를 비교하였다. 또한 두께를 1~20μm 
변화시키면서 평가하였다. 접합력 크기를 측정하기 위한 시편은 Fig. 1에서 보는 것처

럼 인장시편으로 가공하였다.  여기서 도금층의 중첩길이 X와 두께 Y의 비, 즉 X/Y가

4, 16, 25가 되도록 가공한 후 인장시험을 수행하여 최대 인장강도를 보이는 조건에서

의 도금피막 두께를 최적두께로 설정하였다.  
 

 Tensile strength는 Alloy600 내부에 상기 조건으로 Ni-P-Fe, Ni-P-B를 형성시키고

(도금층 두께 : 대략 500㎛), 단면 기준으로 120˚씩 3개의 시편(표점거리 20mm, 폭
3mm, Fig. 2참조)을 만들어 150℃, 300℃에서 Instron 시리즈 9으로 시험하였다.   또한

Ni 도금층의 도금층의 열적인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200~600oC 범위의 온도에서

2시간씩 열처리를 진행하였다. 열처리된 시편을 마운팅하고, 연마하여 경도를 측정하

였다. 경도의 측정은 Vickers 경도기(HM-124, Akashi)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이루어

졌다. 기판에서 떼어낸 도금층의 두께 방향이 노출되도록 마운팅을 한 후 50g load를
이용하여 약 10회 반복하여 평균값을 취하였다. 한편 인장시험은 미소 인장시험기를

이용하여 1mm/min의 속도로 인장실험을 행하였다. 표점 거리(gage length)를 11mm로

하고, 폭을 1.8mm로 가공하여 미소 인장시험기를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인장시험 후

파면은 S.E.M. (JEOL-6240)으로 관찰하였으며, 도금층 성장에 따른 성장방향을 알기

위한 XRD (Rigaku, D/MAX-3C, Cu Kα) 측정은 2°~100°사이를 0.02°간격으로 35kV, 
15mA조건에서 Ni-P-Fe, Ni-P-B 전기도금층과 모 재인 Alloy600에 대하여 측정을 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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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1 Schematic of a test specimen for adhesion strength 

                  Fig. 2. Schematic of tensile test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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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igue test는 Alloy600 내부에 상기 조건으로 Ni-P-Fe, Ni-P-B를 형성시킨(도금층

두께 : 대략 500㎛), 후 상기 인장시편 모양과 규격이 동일하게 가공한 뒤, 상온에서

Instron 8872 장비를 이용하여, 상온에서 255 및 270MPa의 최대 하중에서 R=0.1, 반복
하중 : 20Hz로 설정하여 시험하였다., 300℃에서의 고온 피로시험은 MTS 810, MTS 
653 furnace를 이용하여 300℃에서 Alloy 600 재료 yield strength의 110%인 234MPa의
최대하중으로 R=0.1, 반복하중 : 20Hz로 설정하여 시험하였다.  이 경우 피로시험에

의한 도금층의 접착력 평가와 피로시험기의 최소하중이 높은 관계로 피로시편은

Alloy 600 모재에 도금층이 부착된 상태로 제작하여 시험을 수행하였다. 피로시험은

총 사이클이 500000 cycle될 때까지 시험하였다.

Doped steam test는 400ºC의 고온 loop 장치를 제작(Fig. 3 참조)하여 분위기가

100ppm Cl- + 100ppm F- + 100ppm SO4
= + 100ppm NO3

- 용액에서 내부압력 3000Psi, 
외부압력 1500Psi 로 400ºC, 288 시간동안 시험하였다. Doped steam, test 시편은 Alloy 
600 전열관 내부에 피막도금을 한 후 길이가 약 10 cm 정도되게 가공한 후 양쪽 끝

부분을 Fig. 4(a)에 나타낸 것과 같이 Alloy 600 동일 소재로 마개를 제작하여 레이저

용접하여 밀봉하였다.  물론 양쪽 끝 마개에는 용액을 순환시키기 위하여 3/4“ 관을

연결할 수 있도록 tap을 내어 Fig. 4(b)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loop와 연결하였다.  
  
Burst test는 Alloy600 tube sheet 내면에 Ni 피막 도금층을 상기 조건에 따라 형

성시킨 전열관을 Fig. 5과 같이 약 28 cm 길이가 되도록 절단한 후 도금층의 중앙에

서 양쪽으로 13 mm 길이로, 도금층 두께가 500㎛이 되도록 가공하였다. Burst 시험정

치는 연구원이 Alloy 600 전열관에 자연결함과 유사한 응력부식균열 결함을 제조하기

위하여 설계, 제작한 장치를 사용하였다. Burst 시험정차는 먼저 시험시편에 압력을

도금층 두께가 500㎛일 때 최대 4800psi까지 주었고, 이는 ASME N-569-1 기준으로

볼 때 100%에 해당한다. 초기는 대기압에서 4800psi까지 도달시간을 3분으로 조절하

였으며, 최대압력에서 10초간 유지하고 압력을 낮추는 방식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도금층의 2차측 응력부식균열(IGSCC) 저항성 평가시험을 위하여 두 종류의 응력

부식균열 시험, 즉, 저속변형속도시험(SSRT)과 C-ring 시험을 수행하였다.  SSRT는
Alloy600 전열관 내부에 Ni 피막 도금층을 형성시킨 후 상기 인장시편과 동일한 형상

의 인장시편을 가공하여 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SSRT 시험기를 이용하여 2×10-7/s 의
strain rate로 315℃의 40wt.% NaOH 조건에서 파단될 때까지 실험하였다.  한편 C-ring 
시험은 Fig. 6과 같이 C-ring의 형태로 가공하여 한국형 전열관 항복응력 대비 150%의

응력을 인가(수식 (1) 참조)하고, 315oC, 40wt% NaOH에서 open circuit potential(OCP) 
대비 200mV 위의 전위를 인가하여 실험을 진행한 후, 오토클레이브에서 시편을 제거

하여 표면을 관찰하여 응력부식균열 유무를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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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membrane
(for monitoring)

H2 membrane
(for injection)

Fig. 3(a) Schematic diagram of the modified doped steam test facility.

Fig. 3(b) Photos of the modified doped steam test fac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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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Fig.4 (a) Schematic of doped steam test specimen (b) and picture showing test 
epecimen ready to be connected to the test loop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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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5. Photograph showing burst test specimen

           Fig. 6. Schematic drawing for C-ring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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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여기서, △는 복원되는 직경, σ는 가해진 응력, D는 평균 직경, E는 Young's 
modulus, t는 두께, z는 D/t에서의 보정계수이다.

이 시험에서 모재인 Alloy 600에서 균열이 발생하여 전파할 때 과도한 응력이 도금층

에 전달되어 기계적 파손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외부의 Alloy 600 층을 균

일하게 연마하여 외부 Alloy 600 두께를 약 300μm 되도록 감소시켰다.

    Creep test는 Alloy600 tube 내부에 Ni 피막 도금층을 상기조건에서 형성(피막두께

약 500-700㎛)시킨 후 상기 인장시험 시편과 동일한 형상으로 가공한 후 450℃ 공기

중에서 시험하였다.  Creep 시험절차는 ASTM E 139를 따라 수행하였으며, 시험장치

는 AST Lever Arm Creep Tester No. 1-No.4 (250 kN)사용하였다.  이 장치의 Lever Arm 
Ratio는 20:1이고 시험가능 최대 온도는 1300℃이며, 사용한 S/W는 WINCCS II이었다.  
시험시편은 각각 두 종류로 만들었는데, 하나는 Alloy 600 전열관에 도금피막을 형성

한 시편과 다른 하나는 Alloy 600 전열관에 도금피막을 형성한 후 전열관과 도금피막

을 분리하여 순수한 도금피막 만으로 된 시편이다.   크립하중은 Alloy 600 전열관 재

료와 도금피막이 함께 붙은 시편의 경우 Alloy 600 재료 yield strength의 120% 하중을

주었고, 순수 도금피막 시편의 경우 도금피막 자체 항복강도의 120% 하중을 가하여

30일간 실험하였다.  실험은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수행하였다. 자세한 시험조건은

표 1.에 요약하여 나타내었다.
 
     Ni 도금층은 자성을 띄기 때문에 일반적인 ECT 검사로써는 검사를 할 수 없고

UT 검사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UT 검사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발전소의 보

수공기가 늘어나 막대한 경제적 손해를 초래할 수 있어, 현장 발전소에서는 Ni 피막

도금기술을 전열관 보수방법으로 채택하기 꺼려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된다.  마침 한

국원자력연구원에서 자성체 전열관에도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ECT 기술을 개발하고

있어, 1단계에서 이 기술의 적용성을 검증한 바도 있지만 2단계에서 다시 한번 새로

개발된 기술의 Ni 피막 도금층을 가진 전열관에 대한 적용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험

을 수행하였다. 즉, Alloy 600 전열관 내면에 일정 인공결함을 만들고 그 위에 Ni 피
막 도금층을 형성하여 표준시편을 만들었다.  이 시편에 대하여 현재 개발 중인 ECT 
probe를 이용하여 결함검출 시험을 수행하였다.  표준시편에 만든 내부결함 크기와 위

치를 Table 2. 및 Fig. 7에 나타내었다.  이 표준시편은 본 과제 수행의 한 부분으로 제

작하였으며, 표준시료로써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아주 정밀하게 제작되었음을 밝

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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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L D 비교

1 0.20 10.00 0.25

내부결함
2 0.20 10.00 0.51
3 0.20 10.00 0.76
4 0.20 10.00 1.02

Specimen ID. 처리방식 Thickness (㎛) Test Force (kgf/)/(N)
05Ni-P-B-1 도금층 650 48.43/474.93
20Ni-P-B-1 도금층 + Alloy 600 1910 142.32/1395.68
05Ni-P-Fe-1 도금층 690 51.42/504.26
05Ni-P-Fe-2 도금층 530 39.48/387.16
20Ni-P-Fe-1 도금층 + Alloy 600 1800 134.1/1315.10

                  Table 1. Summary of creep test conditions

      Table 2. Size of artificial defects on a reference ECT specimen

                   
     Fig. 7 Alloy600 tube reference specimen for ECT with a new pro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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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에서 제작하여 사용해 온 anode probe를 그 동안 사용해 본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어 2단계에서 개선,개량하였다.   우선 직경이 작은 전열관 내부에 도

금을 하기 때문에 probe의 크기에 한계가 있어, 용액 순환을 위한 용액입구 및 출구

가 작아 충분한 도금용액을 원활하게 순환하기 위하여 순환속도를 약간 높이면 probe 
내부에 양압이 걸려 용액의 누설이나 probe 내부에 기공이 생겨 잘 빠져 나기지 못하

는 현상이 있었다.  그래서 원래 probe에서 용액의 온도를 측정하기로 설계되어 있던

것을 용액온도를 다른 방법으로 측정하기로 하면서 probe의 하단에 용액온도 측정을

위한 구멍을 없애고 대신 용액 입출구의 크기를 증가시키기로 하였다.  이외에도 가능

한 한 일체형으로 만들 수 있는 부분은 일체형으로 하고 용액누설이 용이한 부분을

설계변경하여 누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량하였다.

     본 과제수행 모 기관인 두산중공업(주)의 요청에 따라 Ni 도금층의 붕산부식 특

성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을 수행하였다.  가동 원전 1차측 부품소재에서 발생하는 1차
측 응력부식균열 부위의 보수나 1차측 응력부식균열 발생이 염려되는 부분에 대한 방

비목적으로 Ni 도금피막을 적용할 경우, 도금층의 붕산에 대한 부식이 염려되어 이에

대한 기초자료가 필요하였다.  본 붕산부식 시험은 200℃의 33% 붕산용액에 Ni-P-Fe 
및 Ni-P-B 순수 도금피막과 Ni-P-Fe 및 Ni-P-B를 도금한 Alloy 600 전열관 시편을 제작

하여 침지실험을 수행하였다.  일정한 침지시간이 경과한 후 시편을 꺼내어 세척 및

건조시킨 다음 무계변화를 측정하여 부식속도를 계산하였다.

Mock-up 도금 시스템 설계 및 제작은 개발된 Ni 도금공정 기술을 현장에 직접

적용하기 위한 전단계의 공정과 장치의 검증을 위한 단계로 수행하였다.  Mock-up 도
금 시스템은 크게 tube 내부 도금장치 시스템과 도금공정 제어시스템 control panel로
구성된다.  도금장치는 도금욕조와 이송장치, 용액분배 장치, 여과기 및 펌프로 구성

되었다.  control panel은 모든 도금공정 변수를 제어하는 장치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금공정의 현황과 변수 등을 하나의 판넬에서 보고 공정변수를 입력하여 공정을 제

어할 수 있도록 하며 터치팬넬로 재작하여 쉽게 공정제어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이러한 모든 사항을 PC에서도 공정제어를 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이러한 도

금 시스템의 설계사양과 시방서는 다음과 같다.  

장치설계 사양 및 시방서

  
 ▶ 도금장치

  ㅇ 도금욕조 : 모든 도금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CPVC 소재로 제작하며, 사용

                온도는 -10 ~ 100℃.
  ㅇ 이송장치 : SUS 304 소재로 사용 중량은 500 kg 이하로 자유로이 이동가능.
  ㅇ 용액분배 장치 : 사용소재는 테프론으로 사용가능 온도는 -10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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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사양

여과량 3000cc/Min

본체재질 CPVC

전원 220V - 단상

카트리지 사이즈 0.1㎛ 250mm 1개

압력범위 0-3Kgf/㎠

펌프사양

종류 전동다이어프람 펌프

최대토출량 3000cc/Min
최대토출압 3Kgf/㎠

허용유체온도 Min -5℃  Max 80℃

재질 테프론

접속구경
흡입구 Ø8(내경)
토출구 Ø8(내경)

항목 사양

펌프종류 전동다이어프람 펌프

최대토출량 1000cc/Min

최대토출압 3Kgf/㎠

허용유체 온도 Min -5℃  Max 80℃

전원 220V - 단상

재질
케이싱 PP

다이어프람 테프론

접속구경
흡입구 Ø8(내경)
토출구 Ø8(내경)

  ㅇ 여과기 :

  ㅇ 펌프 : 

 ▶ 도금장치 제어 시스템

  ㅇ 사용환경 : 
         - 주위 온도 :  -10℃

         - 보존 온도 :  -20℃ ~ 65℃

         - 주위 습도 :  상대습도 90% RH (이슬맺힘 현상 없을것)
         - 고도 ,진동 :  1,000m이하, 9.5m/sec2 이하

         - 주위 환경 :  실내에 부식성 가스,인화성 가스,오일 미스트,먼지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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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을 것.

  ㅇ 전원 및 배선사양 : - 메인전원 AC220V 60HZ
                        - 조작회로 DC24V
  ㅇ 판넬 : 조립식 RACK PANEL

      예시 1 참조

  ㅇ PLC 사양 : - XGK- SERIES
                - 입력 및 출력은 15%이상의 여유를 확보.

      예시 2 참조

  ㅇ 터치판넬 : GP-3501 SERIES
               - 10.4" TFT 컬러

               - 도금전류,온도,시간,설정및 표시기능.
               - 솔밸브,모터의 운전지령및 표시기능

               - 작업방법의 선택기능

               - 알람경보및 알람이력 저장및 표시기능

      예시 3 참조

  ㅇ 전선 : 
        - 동력 : FCV CABLE 
        - 제어 : VCTF CABLE
        - 기타 용도에 적정한 전선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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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1

예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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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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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연구 결과

2.1. 도금층과 모재 전열관 사이의 접합력 평가

     1단계에서 수행한 도금층과 모재 Alloy 600 전열관 사이의 접합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최적조건 설정평가 시험에서 interlayer의 두께가 2~5μm 범위에서는 양호한 밀착

특성을 보였기 때문에 이러한 범위에서 실제의 밀착력 평가시험을 수행하여 그 결과

를 Fig. 8에 나타내었다.   이 실험에서 strike층을 5% HCl 첨가한 용액과 첨가하지 않

은 온도 40℃의 용액에서 strike 층의 두께를 변화시키면서 도금한 후 그 위에 두께가

500 μm 정도 되도록 Ni-P-Fe 도금층을 도금하여 인장시편을 가공하였다. 이 시험결과

에서 보면 5% 염산을 첨가한 용액에서 strike 층의 두께가 5μm일 때 도금층과 모재 전

열관이 중첩되는 길이가 2mm 시편에서 가장 높은 접착력을 보엿다.  측정된 접착력

은 약 798.7 MPa로써 매우 높았다.    이상의 시험결과에서 보면 가장 밀착력을 높일

수 있는 최적 strike층 도금조건은 1.6mol/l 염화니켈, 0.6mol/l 붕산, 5% 염산을 포함하

는 40oC의 용액에서 약 5μm 두께로 형성시키는 것이다. 

2.2. Ni 도금층의 기계적 특성 및 열적 안전성 평가

  온도에 따른 Ni 피막 도금층의 기게적 특성 시험결과를 Fig. 9에 나타내었으며, 
이 시험에서 항복강도 및 최대인장강도와 연신율을 측정하여 table 3 에 요약하여 나

타내었다.  이 시험결과에서 보면 Ni-P-B 도금층의 기계적 특성이 Ni-P-Fe 도금층의

기계적 특성보다 우수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두 도금층의 기계적 특성은 양호하게 나

탄 것으로 기준 조건을 만족한다. 

    한편 Ni 피막 도금층의 기계적 특성의 열적 안정성에 대하여 평가하기 위하여

다시 똑 같은 조건 하에서 Alloy 600 전열관 내부에 도금하여 인장시편을 제작하였다. 
먼저 온도에 따른 경도값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하여 경도시험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Fig. 10에 나타내었다. 이 결과에서 보면 열처리 시간에 따라 도금층의 경도값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이는 325℃에서도 개발된 합금도금층의 미세조직이 안정함을 보여주

며, 그에 따라 강도의 변화도 크지 않음을 보여준다. 순수 니켈의 결정립 성장이 일어

나는 온도가 289℃~320℃ 인데 반해, Ni-P-Fe, Ni-P-B 합금이 400℃까지 안정된 강도

를 보여주는 이유는 P와 Fe, B 등이 결정립계에 Ni3P 등의 형태로 석출되어 결정립의

성장을 방해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 사용한 3원계 도금층

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온도범위의 열처리에서는 금속간 화홥물의 석출없이 시험

온도 구간에서 결정립의 성장없이 경도가 유지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온도상

승에 따른 결정립 성장억제 현상은 아마 제 3원소의 용체화 강화효과에 의한 것으로

유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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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8. Adhesion force test results using tension tests



- 20 -

Temp. UTS (MPa) YS (MPa) Elongation(%)
Ni-Fe-P Ni-P-B Ni-Fe-P Ni-P-B Ni-Fe-P Ni-P-B

25ºC 573 790 250 302 32.5 32.0
150ºC 573 883 184 376 32.5 42.6
300ºC 438 968 260 348 23 47

  Fig. 9 Tensile strength test results of Ni-P-Fe and Ni-P-B electroplated layers at 
            different test temperatures

                   Table 3. Tensile strength test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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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Ni 도금층의 피로특성 평가

 Fatigue 시험은 먼저 모재에 밀착시킨 Ni-P-Fe를 300℃에서 600MPa, R=-1, 20Hz 
의 조건으로 하였으나 압축시 펴지지 않아 19cycle 만에 굽힌 상태로 멈추고 말았다. 
따라서 다음에는 압축응력을 가하지 않는 응력조건(R=0)에서 다시 시험하였으나, 인
장하중 조건이 높아 2000cycle을 넘기지 못하고 시편이 끊어지고 말았다.  따라서 우

선, 조건을 먼저 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상온에서 다시 300MPa, R=0.1, 20Hz 의 조

건으로 시험을 하였으나, 62472 cycle에서 끊어져 목표였던 500,000 cycle을 견디지 못

하였다.   또 다시 Alloy600 전열관 내부에 Ni-P-B 도금층을 형성시키고, 모재와 도금

층이 붙은 상태로 최대하중 250MPa 을 가하여 시험한 결과, 698,576cycles에서 파괴되

었다. 이번에도 목표치 500,000cycles에 비하면 양호한 결과로 보여지며, Alloy600의 항

복강도가 250MPa임을 고려하면, 고온에서도 이 정도의 최대하중을 주어 시험하는 것

이 타당할 듯하다.  보통 fatigue 하중은 소재의 항복강도 이하에서 시험을 수행한다.  
본 실험에서는 Alloy 600의 nominal 항복강도에서도 이 정도의 cycle을 보이는 것은 도

금층의 피로특성이 우수한 것으로 생각된다.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 Table 4.에
나타낸 것과 같은 조건에서 상온 및 고온에서 피로시험을 수행할 수 있었다.  Table 4
에 나타낸 조건에서 피로시험을 수행한 결과, Ni-P-Fe, Ni-P-B로 도금된 Alloy 600 전
열관 시편 모두 상온과 고온실험에서 1,000,000cycles을 넘어도, 피로파단이 일어나지

않아 Table에 표시한 사이클에서 시험을 강제로 종료하였다.  각 시편을 표시된 사이

클에서 강제로 종료시켰을 때도 도금층의 피로 건전성은 그대로 유지되었으며, 접착

력 또한 건전성 상태를 보였다.   따라서 피로시험을 더 이상 오랜 시간동안 수행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 이것으로 피로시험을 종료하기로 하였다.  Alloy600 전
열관 내부에 Ni-P-B 도금층을 형성시킨 시편으로 최대하중 250MPa에서 시험한 결과

698,576cycles에서 파괴된 시편의 형상을 Fig. 11에 나타내었다.  상온에서 시험한 시편

은 gauge length 부위에서 파단이 일어나지 않고 피로파단이 gauge length의 천이 부분

인 곡선부위에서 일어났는데, 파단 후 이 부분의 표면을 관찰한 결과 시험 전에 이 부

위에 약간의 결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서 파단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Fig. 12
은 Fig. 11에 보인 시편의 파단면을 SEM으로 관찰한 것으로 피로파괴가 일어난 부위

에서는 Alloy 600 모재와 도금층 사이의 계면분리가 일어나지 않아 본 도금층 밀착성

의 우수함이 간접적으로 확인되었다.(Fig. 12(b))   그러나 피로파계의 최종단계에서는

파괴되지 않은 최종 ligament가 인가인장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necking에 의한 ductile 
fracture(rupture)가 일어나면서 necking에 의하여 Alloy 600 모재와 도금층이 분리된 것

을 알 수 있다.(Fig. 12(c))  최종 파단면을 확대하여 관찰한 사진(Fig. 13)에서 이러한

necking에 의한 rupture 사실은 확인할 수 있다. 즉 Ni-P-B 도금층의 경우 피로에 의하

여 파괴된 파단면의 cleavage-like(Fig. 14(a) 참조)와는 달리 밋밋한 형상의 인장 rupture
에 의한 파단면을 보여주고 있으며,(Fig. 13(a))  Alloy 600이 파단면을 보면

cup-and-con 형태의 dimple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Fig. 13(b))  또한 도금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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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 0.1, f = 20Hz S.P.(MPa)X2 Amp.(MPa)X2 Results(Cycles)

Ni-P-Fe

R.T.
255MPa 147.84 120.96 1,733,361

270MPa 158 128 3,404,279

300℃
213MPa 122.08 99.88 1,000,107

234MPa 137.2 112 1,469,004

Ni-P-B

R.T.
255MPa 150 122.72 1,797,843

270MPa 146 120 1,669,078

300℃ 
213MPa 113.8 93.2 1,926,119

234MPa 132.4 108.4 1,571,021

 

Table 4  Fatigue test conditions and test results of Ni electroplated Alloy 600 tube 
specimens

 

 cf) S.P. = set point = (guage length의 넓이 X 하중)/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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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로파괴는 cleavage-like 형태의 파단이 도금층 특유의 columnar를 따라 일어난 것을

알 수 있으며,(Fig. 14(a)) Alloy 600의 경우는 피로파괴의 전형적인 transgrnaular로 파

괴가 일어 난 것을 알 수 있다.(Fig. 14(b))
 한편 300℃에서 수행한 피로시험에서 Ni-P-Fe 및 Ni-P-B 모두 1,000,000 cycles을

넘어서 실험하는 동안 시편에 별다른 이상을 관찰하지 못하였다.  이는 도금층의 피로

건전성을 보여준다고 생각하여 Ni-P-B는 1,571,021 cycles, Ni-P-Fe는 1,469,004 cycles에
서 각각 강제 종료하였다.  Fig. 15.는 고온 피로 시험 후 도금시편을 관찰한 모습이다. 
Ni-P-B의 경우 (a), (b)를 보면 외관상 아무런 변형, 파괴의 흔적을 찾을 수 없으며, (c), 
(d)의 SEM 촬영 결과도 모재와 도금층 간의 완벽한 밀착을 보여 주고 있다.  Ni-P-Fe
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e) ~ (h)의 결과를 보면 Ni-P-B와 같이 이상 없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으며, 이와 같은 결과로 미루어 볼 때 300℃에서 Ni-P-Fe/Ni-P-B 의 피로 건전

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시험시간 중 Alloy 600 모재와 도금피막 사이의 접합

면이 분리되지 않고 건전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도금계면의 접합이 충분히 견고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수행한 상온, 고온(300℃)에서의 피로 시험 데이터

를 Table 4.에 나타내었다. 상온과 고온에서 Ni-P-Fe/Ni-P-B 시편은 시험한 cycle 까지

시편의 파단이나 도금층 계면에서의 접합분리가 일어나지 않았다.   도금한 시편의 피

로수명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시간이 요하지만, 현 시험조건 하에서는 도금

층 모두 피로 건전성을 가짐을 알 수 있었다.

2.4. Ni 도금층의 doped steam test 평가

Doped steam test 는 상기 조건에서 모재에 밀착시킨 Ni-P-Fe 튜브시편으로 시험

을 하였는데, 288시간의 시험시간 경과 후에 캡과 튜브시편 사이의 용접부에서 leak가
생겨 시험을 중단하고 시험시편을 절단 한 후 시편내부를 관찰하였다.  시험 후 시편

의 외부 및 내부 형상을 Fig. 16에 나타내었는데,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도금이 되

지 않은 상부부위가 부풀어 올라와 있다.  이것은 튜브 내.외부의 압력차가 400℃에서

1500psi로 높기 때문에 도금이 되지 않은 부분은 압력에 의하여 부풀어 올라 학관이

되었으나 도금된 아래부위에서는 변형이 일어나지 않았다.  튜브시편을 길이방향으로

절단하여 내부를 관찰한 결과, 도금부위의 표면색갈이 청색을 띠고 있었으나 도금부

위나 도금하지 않은 부위나 모두 표면에 부식결함이 발생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었

다.    도금부위 표면을 SEM으로 관찰하였으나 Fig. 17에서 보는 것처럼 도금부위에

서 심각한 부식손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청색을 띠는 도금부위 표면을 EDX로 분석

하여 그 결과를 Fig. 18 및 Table 5에 나타내었다.  이 결과에서 보면, 도금표면은 Ni 
산화물로 덮혀 있었고 일부 pitting과 같은 부위(S2) 및 부착물(S1)을 EDX로 분석한 결

과 표면 부착물은 실험시 용액으로부터의 불순물이 었고, pitting 같은 부위는 아마 사

용한 용액이 Cl을 다량함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Cl에 의하여 생긴 pitting으로 유추

되었다.  이러한 pitting은 Cr을 함유한 Alloy 600에서도 관찰되는 현상으로서 도금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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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11. Photograph showing a Ni-P-B electroplated Alloy 600 fatigue specimen tested  
     at room temperature.  

(a) (b) (c)

Fig. 12 SEM micrographs showing fatigue fracture surface morphologies of

Ni-P-B electroplated Alloy 600 tube specimens tested at room temperature. (a)

whole fracture surface, (b) fatigue fracture surface(interface area between

plated layer and Alloy 600 tube), (c) fracture area occurred by final nec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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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13  SEM micrographs showing fatigue fracture surface morphologies of

Ni-P-B electroplated Alloy 600 tube specimens tested at room temperature.

Area fractured by final necking. (a) Ni-P-B plated layer, (b) Alloy 600 material

                (a)                                       (b)

Fig. 14 SEM micrographs showing fatigue fracture surface morphologies of (a)

Ni-P-B electroplated (b) Alloy 600 tube specimens tested at room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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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c)                                     (d)

                   (e)                                     (f)

                    (g)                                   (h)

Fig. 15. Photographs showing Ni-P-Fe and Ni-P-B electrodeposited Alloy 600 tube 
specimen surfaces after fatigue test at 300℃. (a) ~ (d) Ni-P-B, (e) ~ (h) Ni-P-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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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부식손상으로는 보여지지 않는다.   
     Ni-P-B 도금시편의 경우 시험 시작 후 1728시간이 지나면서 튜브시편과 loop의
연결부위에서 누설이 발생하여 시험을 중단하였다. 이 시험시간은 Ni-Fe-P의 도금시

편 시험시간보다 훨씬 긴 시간으로 이 시험시간은 프라마톰에서 수행한 시험시간인

730시간보다 훨씬 긴 시간이다. 1728시간의 doped steam 시험을 끝낸 후 test Ni-P-B 피
막 도금한 Alloy 600 전열관에 대한 doped steam test를 수행 후의 내부표면 모습을

Fig. 19에 나타내었다. 이 사진에서 보듯이 doped steam test 후의 내부표면은 Ni-P-Fe 
피막 도금한 Alloy 600 전열관 시편의 내부 모습과는 약간 다른 색깔을 띄고 있다.  
Fig. 19(a)에서 중앙부분의 푸른 경계선을 기준으로 왼쪽부분이 Ni-P-B로 도금한 부분

이고 오른쪽 부분이 Alloy 600 모재부분이다.  튜브시편의 내부모습을 좀 더 상세하게

관찰하기 위하여 각 부분을 확대하여 사진을 찍었다.  Alloy 600 전열관 내부표면이

Ni-P-Fe 피막 도금한 Alloy 600 전열관 시편 내부표면보다 약간 부식이 일어난 것처럼

보이나 내부 표면을 SEM으로 확대한 사진(Fig. 19(b)를 보면 Alloy 600 전열관 내부표

면 원래 모습이 그대로 보이고 있으며, 또한 Ni-P-B 도금층 내부표면(Fig. 19(c))을 보

면 원래 도금층 표면의 굴곡이나 형상이나 texture가 그대로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아

오랜 시간의 doped steam test에서도 일반부식이나 다른 부식에 의한 손상이 전혀 발생

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Ni 피막도금한 Alloy 600 전열관의 doped steam 
test 결과를 보면 도금한 전열관에 대한 부식에 대한 염려가 전혀 없으며, 건전성이 매

우 우수한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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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Fig. 16. Photographs showing Ni-P-Fe plated Alloy 600 tube (a) appearance and inner 
surfaces after doped steam test.  Blue surface shows Ni-P-Fe plated surface.

                (a)                                        (b)

Fig. 17.  SEM micrographs showing Ni-P-Fe surface (blue colored area in Fig. 20(b)) 
after doped steam test,  (a) matrix  (b) defect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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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c)

Fig. 18.  EDX signal pattrerns obtained from the matrix area and defects(S1 and S2) 
shown in Fig.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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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소 Ni Cr Fe O 비고

wt% 76.7 0.68 0.72 21.9
NiO(S1)

at% 48.4 0.49 0.48 50.7

원소 Ni Cr Fe O K Cl S 비고
wt% 76.7 0.68 0.72 21.9 0.56 1.01 1.90 Defect

(S2)at% 48.4 0.49 0.48 50.7 0.59 1.16 2.42

원소 Ni Cr Fe O 비고

wt% 98.9 0.00 0.64 0.50
natrix

at% 97.5 0.00 0.66 1.82

Table 5. Chemical compositions obatined by EDX from the matrix, and S1 and

S2 defects in Fig. 21.

                                 (a)

                    (b)                                   (c)

Fig. 19. (a) Photographs, and (b) and (c) SEM micrographs showing Ni-P-B plated 
Alloy 600 tube inner surfaces.  (b) Alloy 600 inner surface and (c) Ni-P-Fe plated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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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Ni 도금층의 burst 특성평가

    Burst test는 Alloy600 tube 내부에 Ni-P-Fe, Ni-P-B 도금층을 형성시키고, 모재와

도금층이 붙은 상태로 Fig. 4와 같이 가공한 상태에서 최대압력 4800psi 를 가하여 시

험한 결과, Fig. 20과 같이 Ni-P-B는 이상이 없었다.  하지만 Ni-P-Fe의 경우에는

3400psi 부근에서 조금씩 부풀어 오르기 시작하여 4800psi에 도달하자 Fig. 21와 같이

파열하였다.   파열시험 후 시편을 파열시험 장치로부터 제거하여 관찰한 모습을 Fig. 
22에 나타내었다.   Ni-Fe-P 시편이 낮은 압력에서 파열된 원인을 찾기 위하여 시편을

절단하여 도금층의 두께를 측정하고, 미세조직 관찰 및 경도측정 등의 작업을 수행한

결과, Ni-P-Fe 도금층의 미세조직이 엉성하고 결함이 많이 발견되었으며, 일부 부분에

서는 가동한 도금층의 두께가 500 ㎛보다 얇은 부분이 존재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따
라서 Ni-P-Fe 도금한 Alloy 600 전열관 시편을 다시 제작하여 기계가공한 후 burst 시
험 다시 수행하였다.   Burst 시험 중 인가한 압력의 그래프와 함께 그 때의 도금한

Alloy 600 전열관 모습을 Fig. 23에 나타내었다.  이 시험에서는 Ni-P-Fe 피막 도금한

Alloy 600 전열관이 실험 초기와 최대압력, 4800Psi를 가했을 때 시편의 형상 변화가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 최대 4800psi에서 15초간 압력을 유지했으며, 이상 없음을 확

인하고 압력을 내렸다.   이상의 burst 시험결과에 보았듯이 Ni-P-B 및 Ni-P-Fe 피막 도

금한 Alloy 600 전열관의 도금층에 대한 bkduf에 대한 건전성을 입증할 수 있었다. 

2.6. Ni 도금층의 응력부식균열 특성평가

    
    SSRT 시험시편은 응력부식균열 시에 혹시 도금층과 모재인 Alloy 600전열관 사

이의 접합부분에서 박리현상 유무도 파악할 겸 피막도금된 Alloy 600 전열관을 그대

로 인장시험으로 가공한 후 시험을 수행하였다.  Ni-P-Fe 피막 도금한 Alloy 600 전열

관 시편에 대한 SSRT 시험결과를 Fig. 24에 나타내었다.  이 사진에서 보듯이 도금층

과 Alloy 600 모재가 파단될 때까지 전혀 박리가 일어나지 않았으며, Alloy 600 전열관

모재에서는 응력부식균열이 발생하였으나 Ni-P-Fe 도금층에서는 전혀 응력부식균열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이미 수행한 여러 번의 SSRT 시험에

서 검증된 바 있는 그대로의 결과를 재현한 것이다.  하지만 Ni-P-B 피막도금된 Alloy 
600 전열관 시편에서는 Ni-P-B 도금층의 내부 잔류응력으로 인한 연신율의 급감으로

SSRT 시험 도중 Ni-P-B 도금층에서 먼저 파단이 일어났다.  Fig. 25의 SSRT 시험 시

그린 시편의 변형율에 따른 하중곡선에서 보듯이 아주 짧은 시간에 도금층이 파단된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조기 파단으로 도금층과 Alloy 600 전열관 사이에 박리현

상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Fig. 26)  하지만 뒤에서 언급한 것처럼 C-ring 시험에서

는 Ni-P-B 도금한 Alloy 600 시편에서 응력부식균열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것은

Ni-P-B 도금층의 응력부식균열 저항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Ni-P-B 피막도금 공정에서

내부 잔류응력이 인가되지 않도록 도금하면 SSRT 시험에서도 충분히 Ni-P-Fe 도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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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20  Burst test of the Ni-P-B plated Alloy 600 tube specimen

Fig. 21 Burst test of the Ni-P-Fe plated Alloy 600 tube specimen

    Fig. 22  Appearance of burst test specimens after burst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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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 Burst test result of Ni-P-Fe plated Alloy 600 tube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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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Fig. 24  SEM micrographs showing Ni-P-Fe electroplated Alloy 600 tube specimen 
surfaces after SSRT.  (a) Alloy 600 tube surface and (b) Ni-P-Fe plated layer surface.

               (a)                                    (b)                    

 

Fig. 25. Stress-strain curve obtained during SSRT with Ni-P-B electroplated Alloy 600 tube  
   specimen.  (b) Expanded curve at low strain region of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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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26  Photographs showing appearance of a Ni-P-B electroplated Alloy 600 tube 
specimen after SSRT. (b) High mag. of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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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과 마찬 가지로 내응력부식균열 저항성을 보일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사실은

Ni-P-B 도금한 Alloy 600 전열관 시편에 대한 SSRT 후, SEM으로 시편표면을 관찰하

여 보면 Fig. 27에서 보는 것처럼 도금층의 표면에 응력부식균열의 흔적을 관찰할 수

가 없다.    이 사진에서 보면 도금층이 먼저 파단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낮은 연신

에서 파단이 일어났지만, 도금층이 파단될 때까지 표면에 전혀 응력부식균열이 발생

하지 않았다.  한편 이 사진을 자세히 보면 Ni-P-B 도금층 판단 시의 연신율이 상당히

적음에도 불구하고 시편표면에 상당한 소성변형이 일어난 것으로 관찰되고 있다.  이
러한 관찰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NI-P-B의 응력부식균열 특성은 우수하나, 연신율을

좀 더 부여하면 Ni-P-Fe 도금한 Alloy 600 전열관 시편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이다.  이에 반하여 SSRT 후의 관찰한 Alloy 600 모재 시편의 표면에서는 약간의 표면

균열이 발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28에서 보듯이 Alloy 600 시편표면에 발

생한 표면균열은 표면결정립 2-4개 정도의 깊이정도로 매우 얕은 균열로 추산된다.  
이상의 SSRT 결과에서 Ni-P-B의 응력부식균열 특성은 적어도 모재인 Alloy 600 보다

는 우수한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Ni 피막도금된 Alloy 600 전열관에 대하여 C-ring 시
편으로 응력부식균열 시험 결과를 Fig. 29에 나타내었다.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Alloy 600 재료에서는 응력부식균열이 발생하여 두께 방향으로 내부 성장이 일어났으

나, 성장하던 균열이 도금층을 만나면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멈춘 것을 알 수 있

다.  이 그림에서 보면 성장하던 균열이 도금층과의 경계면에서 균열이 blunting이 일

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진전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균열이 진전함에 따라 도금

층과의 경계면에도 높은 인장응력이 작용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즉 경계면에서 인장

응력이 작용함에도 불구하고 도금층이 성장하는 균열을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게 억

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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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c)

Fig. 27. SEM micrographs showing surface morphologies of electrodeposited Ni-P-B alloy 
(a) before the test, (b) at an elongation of 5.7%, and (c) after rup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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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Fig. 28. SEM micrographs showing surface morphologies of an Alloy 600 tube specimen  
 surfaces (a) before the SSRT and (b) after rupture, which is the same specimen as     
 observed in Fig.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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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9. OM micrographs showing stress corrosion crack arrested at the interface between 
Ni electroplated layer and Alloy 600 mat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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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Ni 도금층의 Creep 특성평가

   순수 Ni-P-Fe 및 Ni-P-B 도금층과 Ni-P-Fe 및 Ni-P-B이 내부 도금된 Alloy 600 전열

관 시편을 ATS lever Arm creep tester에 장착하고 450℃에서 30일간 실험한 결과를

Table 6.에 요약하여 나타내었다.   순수 Ni-P-Fe 도금층의 경우 인가한 하중이 너무 높

아 시편을 장착한 후 얼마되지 않아서 파단되었다.  하지만 순수 Ni-P-B 도금층의 경우

는 상당히 오랜 시간 파단이 일어나지 않은 것을 보면 앞에서 관찰한 것처럼 Ni-P-Fe보
다 Ni-P-B의 인장강도가 상당히 높았던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Ni-P-Fe 및 Ni-P-B이
내부 도금된 Alloy 600 전열관 시편의 경우는 1개월 기간동안 creep 파단이 일어나지

않았다.  실제로 이 시편에 대한 creep 특성을 충분히 평가하려면 더 긴 시간동안 시험

을 하여야 하지만 여건이 허락하지 않아 1개월의 기간 동안만 시험을 하였다.  Ni-P-Fe 
및 Ni-P-B이 내부 도금된 Alloy 600 전열관 시편을 사용한 이유는 시험 중 접합면의 접

합상태가 분리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었다.  시험시간은 길지 않았지만 대신 시험온

도를 발전소 가동온도보다 높은 450℃에서 가속화 시험을 하였기 때문에 신뢰성이 있

을 것으로 판단된다.  시험 종료 후 각 시편에 대한 육안 및 SEM 관찰한 결과를 Fig. 
30에 나타내었다.  Ni-P-B의 경우 Fig. 30(a), (b)에서 보는 것처럼 정면과 옆면에서 아무

런 이상을 관찰할 수 없었으며, (c), (d)의 SEM관찰 결과 역시 모재와 도금층 사이 간격

이 구분이 가지 않을 정도로 좋은 접착력을 가짐을 알 수 있다.  Ni-P-Fe 또한 (e) ~ (h)
에서 관찰 결과를 보면 모두 정면과 옆면에서 crack이나 파괴의 형태를 볼 수 없었으

며, SEM 관찰 결과 모재인 Alloy 600층과 도금층 사이에 아무런 이상을 볼 수 없었다.
이상의 시험결과에서 보듯이 도금층의 creep 특성은 우수한 것으로 나왔으며, 450℃의

고온에서도 모재와 도금층이 분리되지 않고 우수한 접합력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만약 도금층과 Alloy 600 모재의 크립특성이 매우 상이하였다면 시험 도중에 접합

면에서 분리가 일어났을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좀 더 신뢰성있는 자료를 얻기 위해서

는 장시간의 시험결과가 요구되지만 과제기간 내에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시험시간

을 제한할 수밖에 없었다. 

2.8. New ECT probe 검증 시험

     니켈도금한 전열관에 대한 ECT 측정은 원자력연구원에서 개발하고 있는 기술로

측정이 가능하다.  지난번에 이어 이번에는 실제로 probe를 제작하여 도금튜브 시편에

대한 ECT를 측정하였는데, Fig. 31에서 보는 것처럼 와전류로는 결함이 측정되지 않

는다.  새로운 기술개발에 의하여 제작된 ECT probe로 도금튜브 시편에 대한 결함검

출 시험을 한 결과를 Fig. 32에 나타내었다.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1번 결함은 코

팅 경계면에 위치하고 있어서 나오지 않은 것 같으나 2, 3, 4 결함은 명확하게 검출되

는 것을 볼 수 있다.  위의 빨간선은 자성체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고 결함의 깊이

에 따라 신호의 모양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와전류 탐상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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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men ID. Thickness
(㎛)

Test Force
(kgf)/(N)

Test Time
(hr) Test Result

05Ni-P-B-1 650 48.43/474.93 162.48 Rupture

20Ni-P-B-1 1910 142.32/1395.68 732.05 -

05Ni-P-Fe-1 690 51.42/504.26 0.01 Rupture

05Ni-P-Fe-2 530 39.48/387.16 0.01 Rupture

20Ni-P-Fe-1 1800 134.1/1315.10 732.34 -

Table 6  Creep test results of Ni electroplated Alloy 600 tube speci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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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c)                                  (d)

                    (e)                                (f)

                     (g)                               (h)

Fig. 30. Ni-P-Fe and Ni-P-B Electrodeposited Alloy 600 tube specimen and their 
surfaces after creep test. (a) ~ (d) Ni-P-B, (e) ~ (h) Ni-P-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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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1.   ECT test results obtained from Ni electroplated Alloy 600 tube using 
conventional probe.

  

Fig. 32.  ECT test results obtained from Ni electroplated Alloy 600 tube using new 
probe developed by KAE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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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lution으로 깊이가 40%이하인 경우에는 측정이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새

로운 ECT 기술로 Ni 도금된 전열관의 결함유무를 측정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2.9. Anode probe 개선

2.9.1 개선점

   이번에 개선한 부분으로써 이전 anode probe와 다른 점은, 
1. inlet과 outlet 튜브의 직경을 2mm에서 3mm로 증가시킴과 동시에 공압라인의 직경

  을 줄였음. (보다 원활한 도금액의 순환을 위함)
2. 공압이나 용액의 inlet 및 outlet의 튜브라인을 원래 가공한 금속 연결부위에 연결하

지 않고 구경이 2mm인 테프론 튜브를 막바로 probe의 용액챔버까지 직접 연결하였

음. (가공한 금속 연결라인을 제거함으로써 inlet 및 outlet의 직경을 증가시키기 위

함.)  
3. 공압 홀더를 절연 코팅함. (용액 접촉시 산화반응 일어나므로 절연으로 방지)
4. 공압 라인을 길게 만듬. (좀 더 안정적인 공압 공급과 현장적용시 지지대의 역할)등

이다. 
5. Thermocouple 삽입구멍을 제거함.(이렇게 함으로써 용액 및 공압라인의 설치에 여

유가 생김.

Fig. 33에 개선하기 전의 probe 모습과 개선한 후의 probe 모습을 나타내었다.   이렇게

개선함으로 해서 1) 용액의 흐름을 원활히 하여 용액공급 라인의 길이가 길어짐에 따

른 저항을 감소시킬 수 있고, 2) 금속가공 연결라인을 없애고 직접 테프론 라인을

probe 내부로 열결함으로써 도금공정 수행 시 연결부위의 이탈과 leak를 방지할 수 있

다.  또한 3) probe의 Ti tube를 지지 및 밀봉시켜주는 부위를 설계변경하여 이 부위에

서 발생하던 마모에 따른 절연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열전대를 삽입하지 않게 됨으

로 라인부분을 제한 사이즈의 튜브에 삽입하기가 용이하다.  Fig. 34에 개량된 probe의
도식을 나타내었고 Fig. 35에 개량된 anode probe의 설계도면 중 일부를 나타내었다. 

   
  2,9,2  사용후 평가

   실제 적용하여 실험을 하였을 때,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볼 수 있었다. 
공압 홀더 부위는 도금액이 직접 접촉하고, anode에 연결이 되어있어 조금씩 녹아

몇 번의 실험 뒤에는 항상 교체 하여 사용하였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

금액과의 접촉을 절연코팅으로 막아 전류를 차단하였다. 실제 실험시 더 이상 녹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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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위에 두 가지 문제점은 해결되었으나, 실험이 끝난 뒤

probe에서 tube sheet를 분리할 때 내면에 형성된 도금층으로 인해 원활히 빠져나오

는 문제점은 전에는 간과하였으나, 실제 현장에 적용할 때는 지금처럼 tube sheet가
잘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으므로 probe의 윗 부분 공압홀의 직경을 조

금 줄일 필요가 있음을 이해하고 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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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c)
  
Fig.33  Appearance of an anode probe for Ni electroplaing Alloy 600 S/G tube (a) after 
and (b) before improvement.

Fig.34  Schematic of an improved anode probe for Ni electroplaing Alloy 600 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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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  Diagrams showing an improved anode probe for Ni electroplaing Alloy 600 
S/G 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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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Ni 도금층의 붕산부식 특성평가

     순수 Ni 도금피막층과 Ni 피막도금된 Alloy 600 tube 시편에 대한 붕산수에서의

부식특성을 평가하였다.  이것은 가동원전 1차측 응력부식균열이 발생한 부품의 보수

나 응력부식균열 방지를 목적으로 Ni 도금기술을 적용하였을 때, 농축된 붕산수에 의

한 Ni 도금층에 대한 부식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시험이다.  본 시험에서 사용한 붕산

수 농도는 33%로써 시험온도는 200℃에서 수행하였다.  본 시험에서 Ni 도금층과 1차
측 용기소재인 탄소강과의 갈바닉부식 특성을 알아보는 목적도 있었으나, Ni 도금층

이 탄소강보다 노블하기 때문에 당연히 Ni 도금층에는 부식이 일어나지 않고 탄소강

의 부식이 촉진될 뿐이다.  도금층에 대한 부식시험 결과를 Table 7에 요약하여 나타

내었다.  이 결과를 보면 모든 시편의 부식속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Alloy 
600에 부착된 도금층 시편의 부식속도가 순수 도금층 시편보다 약간 낮게 나타났다.  
이것은 Alloy 600과 도금층간의 갈바닉 효과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Ni 도
금층을 1차측 냉각수와 접촉하는 소재에 적용하드라도 붕산수에 의한 부식은 염려하

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된다.

2.11. Mock-up 도금 시스템 설계 및 제작

   앞에서 정한 시방서와 사양지침에 따라 Mock-up 도금 시스템을 설계하고 제작

하여 두산중공업(주) 실험실에 설치한 후 성능시험을 완료하였다.  따라서 본 보고서

에서는 Mock-up 도금 시스템의 설계도면과 두산중공업(주)에 설치한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싣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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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편종류 부식속도(mm/yr)

Pure Ni-Fe-P 0.00054

Pure Ni-P-B 0.00049

Alloy 600/Ni-Fe-P 0.00028

Alloy 600/Ni-P-B 0.00025

Table 7.  Summary of corrosion test results in 33% boron acid at 200℃ of pure 
Ni-Fe-P and Ni-P-B plated layers, and Ni-Fe-P and Ni-P-B plated Alloy 600 tube 
speci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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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열관 내부 전기도금장치 설계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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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ck-up 도금장치 시스템 설치한 후의 모습.

Anode probe를 작동시켰을 때 관내부에 공기방울이 형성되어 probe의 용액출구부분

을 확장하여 공기방울이나 용액의 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주어 문제를 해결하였음. 

도금장치 시스템의 제어장치 rack과 전체 도금공정을 통제하고 변수를 입력하며 현

재의 공정상황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한 displayq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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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금욕조와 수세 및 폐액 저장조와 각 욕조 앞에 부착된 용액통제 모터

용액순환 분배장치와 용액순환 통제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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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된 Mock-up 도금장치 시스템의 전체적인 Lay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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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결론

   - 모재와 Ni 피막 사이의 접착력 최적화 공정 확립

     ∙ 1단계에서 선정한 밀착층 형성공정 조건에 대한 검증결과 충분한 밀착력

을 부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Ni 피막의 물성/기계적 특성 및 열적 안정성 평가

     ∙ 설정된 Ni 피막 형성공정 조건에서 피막한 도금층의 기계적 특성은 요구

하는 사양을 만족하였으며 기계적 특성의 열적 안정성도 원전 가동온도 이상의

온도까지 안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Ni 피막의 피로특성 평가

     ∙ 도금층에 대한 상온 및 고온 피로특성을 평가한 결과 1,000,000 사이클까

지 파단이 일어나지 않음을 확인하였고, 도금층과 모재 Alloy 600 소재 사이 경

계면에서의 계면분리도 발생하지 않아 밀착력이 우수한 것을 검증하였다.

   - Ni 피막도금한 Allloy 600 전열관의 doped steam test 

     ∙ 400℃에서 수행한 doped steam test 결과 도금층과 모재 전열관 내부에서

전혀 부식이 발생하지 않았고, 도금층의 doped steam 시험 분위기에서 우수한 특

성을 보인는 것을 확인하였다.

   - Ni 피막도금한 Allloy 600 전열관의 burst 특성평가

     ∙ Ni 도금층에 대한 파열압력 특성평가 시험에서 모든 Ni 도금층이 파열압

력 사양조건을 만족하였으며, 압력 4800 psi에서 파열되지 않았다.

   - Ni 피막도금한 Allloy 600 전열관의 응력부식균열 특성평가t 

     ∙ 전열관 내부에 도금층을 형성한 후 315oC의 40wt% NaOH에서 SSRT 및
C-ring 시편으로 응력부식균열 가속화 시험을 한 결과, 전열관 재료인 Alloy 600
은 다수의 관통 균열이 발견되었으나, 도금층으로는 진전되지 않았다. 도금층의

뛰어난 응력부식균열 저항성이 확인되었다.

   - Ni 피막도금한 Allloy 600 전열관의 creep 특성평가

     ∙ 400℃에서 Alloy 600 재료 상온 항복강도의 120% 부가응력에서 1개월간

수행한 creep 시험결과 모든 도금층에서 creep 파단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creep 
변형도 거의 무시할 정도로 작았고, 또한 도금층과 모재 전열관 사이 접합계면에

서의 계면분리도 일어나지 않았다.  우수한 저온 creep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 New ECT probe 성능검증 평가

    ∙ 원자력연구소에서 개발한 자성체용 ECT probe를 이용하여 본과제에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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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표준시편에 대한 비파괴 검사를 수행한 결과 기존 와전류 ECT와 동일한 성

능을 보였으며, 이 기술을 Ni 도금된 Alloy 600 전열관 비파괴 검사기술로 적용

할 수 있음을 검증하였다.

   - Anode probe의 개선

     ∙ 1단계에서 설계/제작한 anode probe에 대한 개량/개선을 추진하여 좀 더

leaktight하고 용액순환이 용이하게 하였으며, 따라서 probe 내에서 형성되는 기포

생성을 방지하였고, mock-up 도금장치 시스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Ni 피막도금층의 붕산부식 특성평가

     ∙ 순수니켈 도금층 및 Ni 도금한 Alloy 600 전열관에 대한 붕산부식 특성평

가 시험결과 높은 농도의 200℃ 붕산용액에서 부식속도가 매우 낮음을 확인하였

으며, 1차측에서의 붕산부식에 대한 안전성을 검증하였다. 

   - Mock-up 도금장치 시스템 설계/제작 및 설치

     ∙ 개발된 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mock-up 도금장치 시스템을 설계/제작하여

두산중공업(주)에 설치하였으며, 장치의 성능검증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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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목표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 목표달성도

본 연구의 목표를 열거하면 아래와 같다. 

- 최종목표

✜ 개발된 보수기술의 상용화 검증시험 평가

✜ 상용화를 위한 mock-up 도금시스템 설계/제작 및 성능검증

- 개발목표

✜ 개발된 Ni-합금 도금공정 상용화를 위한 사양검증 시험/평가

✜ 상용화를 위한 mock-up 도금시스템 개념/상세설계 및 제작

✜ Mock-up 도금 시스템 성능 시험 및 시스템 보완/개선

✜ 시현한 도금보수 전열관 성능 평가시험/검증 및 상용화

본 연구를 통해서, 1단계에서 개발한 증기발생기 전열관에 Ni-피막도금 도금공

정의 상용화를 위한 사양검증을 위한 각종 특성 시험평가 및 Mock-up 설계/제작하

여 두산중공업(주)에 설치하여 성능시험 및 보완/개선하여 Mock-up 도금장치 시스템

을 개발하엿다.. 

즉, 모재와 Ni 피막 사이의 접착력 최적화 공정에 대한 검증과 도금층의 상온

/고온 기계적 및 부식/응력부식균열 특성을 평가완료하여 검증하였으며 또한 도금층

의 상온/고온 피로특성 및 creep 특성평가 그리고 파열압력 시험과 doped steam test

을 통한 가속 부식시험특성에 대한 검증을 완료하였다. 그리고 Mock-up 도금장치

시스템을 설계/제작하여 설치한 후 성능평가를 완료하였고, anode probe도 Mock-up 

시스템에 맞도록 개선/개발하여 mock-up 도금장치 시스템의 개발을 완료하였다. 또

한 원자력연구소에서 개발한 자성체용 ECT probe를 이용하여 본 과제에 제작한 표

준시편에 대한 비파괴 검사를 수행한 결과 기존 와전류 ECT와 동일한 성능을 보였

으며, 이 기술을 Ni 도금된 Alloy 600 전열관 비파괴 검사기술로 적용할 수 있음을

검증하였다.

   
현재 본 연구를 통해 확보된 Ni-도금피막 공정기술 개발 및 mock-up 도금장치

시스템을 현장 발전소에서 손상 전열관 보수기술로 활용하기 위한 모든 특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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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공정개발로 상용화를 위한 현장 적용기술 개발만 남았다. 

-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원자력발전소 증기발생기 전열관의 보수를 위해 개발된 Ni 피막도금 기술은

모재와 보수층간의 틈을 유발하고, 또한 전열관의 변형을 초래하여 2차측인 결함을

생성시키는 기존의 용접이나 기계적인 접합을 이용하는 방법에 비해 모재와 모재/
도금층 계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결함이 없으며, 보수 후 어떠한 2차적 후처리도

필요하지 않는 등의 장점이 있다.  또한 이 기술은 전열관 보수 뿐만 아니라 1차측

핵심 부품소재에서 발생하는 부식손상에 대한 보수 또는 부식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proactive 조치수단으로도 사용가능하기 때문에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 및 가동율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발전소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수명연장에

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제5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는 손상된 증기발생기 전열관 보수기술 개발과 손상

방지를 위한 proactive한 조치수단으로 이용될 것이며, 현재 두산중공업(주)에서는 가

동원전 1차측 다른 핵심부품소재에서 발생하는 1차측 응력부식균열 손상부위에 대

한 보수기술로 적용하려고 추진 중에 있으며, 1차측 응력부식균열이 발생할 가능성

이 높은 부위에 Ni 피막도금을 적용하여 미리 응력부식균열 손상을 방지하려는 시

도도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원전 사후관리기술에 대한 국산화로 타 연구개발사업

에 대한 상당한 기술적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제6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프라마톰사와 OHT 사에서 등록한 특허, 논문 다수, 내부 보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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