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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증기발생기 열  swelling 모사 기술 개발  기구 규명 연구

Ⅱ. 연구개발의 목   요성

    

    국내에서 고리 4호기 등의 최외곽 열 을 정 분석한 결과, TTS 상부 

치에 bulge 형태의 형상변화가 존재함을 확인하 다. 해외 발 소의 사례를 살펴

보면 랑스 EdF 원 에서 최외곽에 치한 합  600 재질의 열 들에서 형상

변화가 발생된 특이한 경우가 보고된 바 있으며, 의 국내 사례와 유사한 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찰된 상은  상부지역이 바깥쪽으로 부풀어 나가는 

형상을 띠며, swelling이라고 명명한다. 랑스 EdF  CEA에서는 1995년, 

swelling 상이 발생된 열 을 인출하여 정 감정  속학  검사를 실시하

으며, 이를 통해 swelling 상은 외면으로부터 야기된 응력에 의한 것으로 추

측하 고, 모사시험을 통하여 일부 시편에서 잔류물질의 충돌에 의해 동일한 형

상변화가 야기될 수 있음을 증명하 다. 하지만 그 정확한 발생원인  기구는 

규명하지 못하 으며 swelling 상이 가져오는 악 향에 한 정확한 진단  

이해가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증기발생기 열  swelling 상의 모

사기술개발과 swelling 상에 한 정확한 이해  손상기구를 규명하는 것을 

목 으로 하며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swelling 상이 증기발생기 건 성에 미치

는 향을 평가하고자 한다.

Ⅲ. 연구개발의 내용  범

  

  1. 열  swelling 상 모사기술개발

     - Swelling 모사시험장치 설계/제작

     - Swelling 상 모사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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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열  swelling 상 발생기구 규명

     - 열  재료에 따른 swelling 모사 실험

     - 내부 압력  내압 매질에 따른 swelling 거동 평가

     - Swelling 상 발생기구

    

Ⅳ. 연구개발결과 

 

1. 증기발생기 열  swelling 상의 모사를 해 시험장치를 설계하여 제작

하 으며, 여러 조건의 비 실험을 통하여 swelling 상의 재 에 성공하

다. 이를 통해 swelling 상 모사기술을 개발하 으며 모사기술의 타당성을 

입증하 다.

2. 합  600 MA와 690TT 열  재료에 따른 swelling 모사 실험을 통하여, 

swelling 상이 일어난 부 의 동일 원주에 함몰(반경감소) 부 가 찰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swelling 상은 열  동일 원주 치상의 2곳이 함몰되

어 유발되는 상이 아님을 알 수 있다.

3. 내부 압력  내압 매질에 따른 swelling 거동 평가실험을 통하여, 100 bar

의 증가된 내부 압력 실험과 내압 매질로서 Ar 가스를 사용한 실험에서의 

swelling 거동이 수압 70 bar의 조건 실험과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아 

내부압력이 일정 이상의 값을 충족시키면 swelling 거동에 크게 향을 주는 

않는 것으로 사료 되며, swelling 상은 충돌에 의한 수압 pulse의 반사가 충

돌의 역방향으로 되는 mechanism에 의한 상에 의한 것이 아님을 확인

시켜 다고 할 수 있다. 

4. 한, 경도 측정 결과 외부 impact에 의한 경도 증가와 swelling 상에 의

한 반경 증가의 범 가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외부의 에 지 impact가 

열  swelling 상의 발생 원인인 것을 알 수 있다.

5. 열  swelling 상은 일종의 ratcheting에 의한 것으로 기구 해석이 가능

하며, 내부 압력에 의한 hoop stress가 재료의 항복강도보다 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약한 에 지의 반복 인 충돌에 의한 작용/반작용 모멘트로 인해 

stress가 축 되고 hoop stress에 향을 주어 항복강도를 극복하고 튜 가 

소성 변형되는 일종의 피로 상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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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1. 증기발생기의 건 성 평가 분야

    - 개발된 swelling 모사기술과 규명된 swelling 상 기구해석을 통한 열

의 손상 원인 평가에 활용   

  2. 증기발생기 성능개선  국제 경쟁력 향상 분야

    - 정기 인 증기발생기 열  검  잔류물질 리 자료로 활용

    - 신형 원자로용 증기발생기 설계 개선인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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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Ⅰ. Project Title

    Development of simulation technique and examination of mechanism for 

swelling of steam generator tube

Ⅱ.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A precision analysis of outermost steam generator tubes at Kori unit 4 

have shown  bulge-like variations occurred on tubes above the top of the 

tube sheet. Viewing the cases of power plants abroad, such unusual case of 

variation on 600 alloy tubes located the outermost at EdF nuclear power plant 

in France was reported, which had many things in common with the 

domestic case. The observed variation had deformation in the shape of a 

bulge on the tube just above the top of the tube sheet, named 'swelling'. At 

EdF and CEA in 1995 in France, a precision analysis and metallurgical 

examination of the swelled tubes were carried out to understand the 

mechanism of tube swelling after pulling out some tubes, which led to 

conclusion that the swelling was suspected to be attributable to the stress 

from the outside and simulation test proved that such phenomenon may occur 

due to impact of loose parts on some specimens. However, neither the exact 

mechanism of the swelling nor the diagnosis of negative effect resulting from 

swelling were identified and understood. Therefore, this study was  aimed at 

identifying the mechanism of the swelling through the development of 

simulation techniques for the swelling of steam generator tubes and correct 

understanding of swelling so as to evaluate the effect of swelling on 

soundness of steam generator based on results of the study.  

Ⅲ. Scope and Contents of Project

1. Development of simulation techniques of swelling of steam generator 

tubes 

  - Design/fabrication of swelling simulation test appar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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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entification of simulation conditions for swelling 

2. Examination of mechanism for swelling of steam generator tubes 

  - Swelling simulation experiment for type of tube material 

  - Swelling simulation experiment for internal pressure and pressure media 

  - Mechanism for swelling

Ⅳ. Results of Project

1. Test apparatus designed to simulate the tube swelling was fabricated 

and through a number of preliminary experiments at different conditions, 

swelling simulation was successfully completed, resulting in developing 

the swelling simulation techniques as well as proving appropriateness of 

simulation techniques. 

2. In a simulation experiment with Alloy 600 MA and 690 TT tubes, 

swelling proved not to be attributable to the dents (reduction in radius) 

at two points on tubes, considering that no dent was observed on the 

circumference where swelling occurred. 

3. In an simulation experiment for internal pressure and pressure media, 

swelling behavior at the experiment at increased pressure up to 100 bar 

and the experiment using Ar gas as internal pressure media were 

in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experiment at water pressure 70 bar, 

which indicated swelling was not significantly affected as long as 

internal pressure maintains the certain level of value, and moreover, 

swelling proved not to be caused by the mechanism that reflection of 

water pressure pulse by collision is accumulated in adverse direction of 

collision. 

4. Measuring the micro-hardness indicated that the scope of increase in 

hardness by external impact and the increase in radius by swelling was 

coincided, indicating external low energy impact have caused tube 

swelling. 

5. A tube swelling phenomenon is caused by a sort of ratcheting which is 

analyzable and is considered as a sort of fatigue phenomenon in wh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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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ress is accumulated by action/reaction moment resulting from 

repeated impact of low energy, despite of hoop stress by internal 

pressure is significantly lower than yield strength of the material which 

has effect on hoop stress, overcoming the yield strength and causing the 

tubes to suffer plastic deformation. 

Ⅴ. Proposal for Applications

1. A field of the evaluation of soundness of steam generator

  - Use for evaluating the cause of damage to tubes through swelling 

simulation techniques developed and swelling phenomenon identified

2. A field of improving the performance of steam generator and enhancing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 Use for regular inspection of steam generator tubes and loose parts

  - Provision of the information for a structural factor to design a new     

steam generator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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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1. 연구개발의 필요성

  (1) 기술  측면

    국내에서 고리 4호기 등의 증기발생기 최외곽 열 을 정 분석한 결과, 

TTS 상부 치에 bulge 형태의 형상변화가 존재함을 확인하 다. Fig. 1은 이런 

열 의 P-MRPC 검사결과를 나타낸 C-scan 그래 인데 확  천이부의 상부

치에 원주상 일부분이 돌출된 bulge 형태의 형상변화가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P-MRPC 검사신호 데이터 처리를 통해 재구성한 2D  3D 

profilometry 결과는 Fig. 2와 같다. 이 결과는 정량화된 입체  형상변화를 보여

주는 것으로, bulge는 확  천이지역 상부의 free span에 길이(축)방향으로 약 

20mm 구간이 완만하게 돌출된 형상을 갖고 있었으며, 원주방향으로는 약 120°의 

원주각 범 에 걸쳐 돌출이 일어났고, 기타 원주지역은 dent, 타원화(oval) 등 형

상의 변화가 거의 없는 정원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해외 발 소의 사례를 살펴보면 랑스 EdF 원 에서 증기발생기 최외곽에 

치한 합  600 재질의 열 들에서 형상변화가 발생된 특이한 경우가 보고된 

바 있으며[1,2], 의 국내 사례와 유사한 이 많음을 알 수 있다. 랑스의 경

험을 살펴보면, 1996년까지 11개 원 , 14개 증기발생기에서  상부지역이 바

깥쪽으로 부풀어 나가는(swelling) 상이 총 106개의 열 에서 찰되었다. 그 

특징은 i) 증기발생기 bundle 최외곽에 치한 열 에서만 이 상이 찰되었

고, ii) 열  주변에서 잔류물질이 발견된 경우가 50% 이상이었다. 한 3개 

열 에 해 인출검사를 수행한 결과, iii) swelling의 최 높이는 상단으로부

터 상부로 80~200mm, 원주 범 각은 120~180°, 최  직경의 변화는 0.15~3mm로 

열 별로 서로 상이하 으며, iv) 모든 인출 열 에서 swelling은 bundle 

casing 방향으로 일어났고, v) 칫수 측정을 통한 체  계산결과 재료의 손실

(loss)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10%) 국부 인 열  두께의 감소가 swelling의 

발생 원인이 아님을 확인하 다. 속조직 검사를 통하여, vi) swelling이 일어난 

부분의 외면지역 경도값이 약 50% 정도 증가되었으며, vii) 이에 응되는 내면

지역에는 최  깊이 100㎛의 입계와 입내 균열이 혼합된 미소 균열이 다수 존재

함을 알았다. 따라서 이 상은 외면으로부터 야기된 응력에 의한 것으로 추측되

었으며 모사시험을 통하여 일부시편에서 잔류물질의 충돌에 의해 동일한 형상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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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야기될 수 있음을 증명하 으나, 정확한 발생원인  기구는 규명하지 못하

다.

  Fig. 3은 EdF에서 인출한 swelling이 발생된 열 의 형상과 인출 에 열  

주변에 존재하 던 잔류물질을 보여주는 사진인데 인출 열 의 형상이 국내 원

에서 찰된 열 에 한 형상측정결과(Fig. 2)와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으며, 

bulge 생성 한 swelling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

  일반 으로 열 의 경우 두께 40% 이상의 감육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마모

와 부식에 의한 향에 한 손상기구  모사 기술에 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었

으나 열  swelling 상이 열  두께감육에 미치는 향평가, 손상기구 규명 

등에 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며, 증기 발생기의 건 성을 해시키는 요소이다. 

따라서 증기발생기 열 의 swelling 상에 한 정확한 이해와 손상기구 규명, 

모사기술 개발  swelling 상이 증기발생기 건 성에 미치는 향 평가가 시

히 이루어져야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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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MRPC C-scan of the bulged tub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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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P-MRPC 2D and 3D profilometry of the bulged 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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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Photographs of swelled tubes and loose part in EdF power plan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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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경제·산업  측면

    증기발생기 열 의 손상은 국내 원 의 주요 안으로서 원 의 안 성에 

큰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외 으로 열 의 

swelling에 한 손상기구  건 성 평가에 한 연구가 미진하며 모사 기술 개

발을 해 필요한 실질 인 연구자료의 축 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한 일부 

외국의 연구 자료는 국내 사정과 많이 달라서 자료를 직  용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특히 본 연구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열 의 swelling 에 한 향 

평가는 그동안 국내에서 연구 상으로 검토된 바가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수행될 열 의 swelling 손상과 건 성평가는 국내 원 기술의 자립은 물론 보

다 높은 건 성을 갖는 원  설비의 해외 수출을 고려함에 있어서 매우 요한 

연구내용이라 할 수 있다.

  (3) 사회·문화  측면

     원 의 가동 년수가 길어짐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각종 구조재의 손

상은 원 의 안 성을 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원자력발 에 한 부정  

여론을 유발시켜 국가의 안정  력공 정책에 차질을 빚게 할 수 있다. 표 원

 증기발생기의 주요 손상 안인 마모손상의 억제, 완화를 통한 건 성확보는 

원 의 안 성 제고와 효율 인 수명 리에 필수 인 요소임이 강조된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한 원  증기발생기 열 의 swelling에 한 종합 인 평가는 원

 안 성에 한 국민의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있어서 매우 요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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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황

  국내 증기발생기 재료  정비 분야에 한 기술은 세계 인 수 에 근하고 

있지만 가동  증기발생기 내부에서 발생하는 열 의 기계 인 손상은 거의 

모든 원 에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그에 한 연구가 미미하다. 특히 최근에 발생

한 울진 4호기 증기발생기 열  단 사례를 통해 열 의 손상기구 규명  

열  수명 측에 한 연구의 요성이 증 되고 있다. 국내외 으로 최근 

열  주요 손상 원인인 마모와 부식에 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고 있으나 열

 swelling 상이 열  두께감육에 미치는 향평가, 손상기구 규명 등에 

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증기 발생기의 열  swelling 상에 한 연구는 국내에서는 무할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랑스의 연구를 제외하고 찾아보기 힘들다. Swelling 상에 

한 랑스에서 수행한 연구의 범   기술개발 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990년  말, 랑스 EdF Irradiated Material Laboratory는 자국 원 에서 

swelling 상이 발견된 열 을 인출하여 형태 찰  속학 , 기계  측정

을 실시하 으며, 열  외부 잔류물질의 반복 인 에 지 충돌에 의해 동일

한 형상변화가 야기될 수 있음을 증명하 다. 이를 해서 CASTEM 2000 소

트웨어를 이용한 계측에서 swelling 상을 simulation 하 으며, 실증 실험을 

해 열  외부에 반복 인 에 지 충돌을 가할 수 있는 장비인 PIVER test 

bench를 고안하여 swelling 상을 모사하 지만 정확한 발생원인  기구, 향 

인자에 해서는 규명하지 못했으며, 그 이후로 진행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상

황이다.   

  국내외 으로 새로운 열  손상 유형인  swelling 상의 연구가 미미한 만큼 

이것이 증기 발생기의 건 성에 어떠한 향을 끼칠 수 있는지 자세하고 극 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해서 swelling 상의 모사기술개발  정확한 손상기구 

규명, swelling 상에 미치는 향인자 평가 그리고 이에 따른 구조  건 성 평

가가 시 하다 할 수 있다. 한 이러한 연구를 통한 열  swelling 손상과 건

성 평가는 국내 원 기술의 자립은 물론 보다 높은 건 성을 갖는 원  설비의 해

외 수출에 정 인 향을 끼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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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결과

제 1  열  swelling 상 모사기술개발

1. Swelling 모사시험장치 설계/제작

  열  swelling 상의 모사를 해 시험장치를 설계하여 제작하 으며, 이 

시험장치는 랑스 CEA(French Atomic Energy Commission)의 PIVER 테스트 

벤치[1]를 모티 로 하 다. Swelling 모사시험장치는 Fig. 4에서 보는 바와 같

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  수 있다. 상부는 실제 실험이 수행되는 곳으로서 

열  튜 에 주기 인 충돌이 가해지는 모사 시험이 이루어지고, 하부는 실험 조

건 제어 부분으로 충돌의 치, 속도  주기와 튜 의 내부 압력을 조 하게 된

다.

  실험장치의 내부를 자세히 살펴보면, Fig 5에서 볼 수 있듯이 먼  시편이 되

는 열  튜 가 실제 증기 발생기의 tube sheet 역할을 하는 슬리 에 고정되

고, 충격 에 지가 진동에 의해 손실되는 것을 막기 해 튜  상단도 고정한다. 

증기 발생기의 1차 계통의 압력이 2차 계통의 압력보다 높기 때문에 실제 열

은 내부 압력을 받고 있으며, 그 차이는 70~80 bar 정도이다. 이러한 압력 차

이를 충족시키기 해 100 bar까지 내부 압력을 가할 수 있는 piston 

accumulator를 사용하 다. 잔류물질에 의한 반복 인 충격을 모사하기 해 머

리 끝 부분에 20 mm steel sphere가 장착되어 있는 impactor를 사용하 으며, 

impactor는 모터를 사용하여 일정 시간 간격으로 시편에 충격을 주고, 그 impact 

energy는 coil spring의 탄성도를 이용하여 조 한다. 이러한 impactor는 시편 주

의로 X-Y-Z moving stage에 의해 이동하며, 자동조 장치는 사용하여 impact 

경로를 제어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한 센서를 사용하여 impactor의 치제

어  impact 횟수 측정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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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he swelling simulation appar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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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he inside views of the swelling simulation appar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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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welling 상 모사 조건  

  설계, 제작한 swelling 시험장치를 이용하여 열  swelling 상을 모사하기 

하여 impact energy/frequency/area, 시편의 재질 등 여러 가지 변수를 두어 

실험하 다. 여러 조건의 비 실험을 통해, 무 강한 impact energy를 가하면 

튜 의 충격 부분이 안쪽으로 함몰하여 swelling 상이 일어나지 않았으며, 

한 무 약한 에 지의 impact를 가할 경우에도 swelling 상이 일어나지 않는

다는 것을 찰했다. 그리고 무 좁은 면 의 국부 인 충격에도 swelling 상

이 일어나지 않았다. 여러 비실험을 통하여 다음 Table 1과 같은 조건에서 실

험하 을 때 실제 증기발생기 열 에서 발견된 것과 흡사한 swelling 상 

찰에 성공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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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xperimental conditions for swelling simulation

Impact energy  70±10 mJ

Impact frequency  1 Hz

Impact aera  > 12 mm x 12 mm

Internal pressure  70 bar (1015 psi)

Pressure medium  Distilled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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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열  swelling 상 발생기구 규명

1. 열  재료에 따른 swelling 모사 실험

  (1) 실험 방법 

    표 원  증기발생기용 합  600 MA 열 (외경 19.05mm, 두께 1.07mm, 길

이 600mm)과 합  690 TT 열 (외경 18.90mm, 두께 1.03mm, 길이 600mm)을 

실험 시편으로 사용하 다. 실험 장치는 1 에서 설명한 열  swelling 모사실험

장치를 사용하 다. impact energy/frequency는 각각 70 ± 10mJ/1Hz로 설정하

고, 튜 의 내부압력은 증류수를 매질로 70bar(1015psi)를 유지하 으며, 12mm x 

12mm의 면 을 두고 swelling 모사 실험을 실시하 다. Table 2에 swelling 모사 

실험의 조건을 요약하 다. 실험  swelling 상의 정도를 가장 많이 늘어난 부

분의 지름 증가로 측정하 으며, 디지털 버니어캘리퍼스를 이용하 다. 한 실험 

후, 실험 시편을 실험 장치에서 출하여 3차원 형상변화 측정을 실시하 다. 

  (2) 실험 결과  고찰

    Fig. 6은 실험 시편의 impact 횟수에 따른 swelling 상에 의해 가장 많이 

늘어난 부분의 지름의 변화를 나타낸다. 합 의 종류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

만, 두 시편 모두 기에는 지름 증가가 격히 이루어지다가 일정한 증가 속도

를 보 다. 합  600 MA 시편은 22만 번의 impact 후에 가장 많이 부풀어 오른 

부분의 지름이 약 720 ㎛ 증가하 으며, Alloy 690 TT 시편은 같은 조건에서 

290 ㎛ 증가한 것을 찰할 수 있었다. 그림 7은 각 시편의 swelling 상이 일

어난 부분을 확 한 사진이며 화살표는 swelling 상이 가장 심하게 나타난 부

분을 가리키고, 그림 8은 그 부분의 치수변화를 3차원 정  측정한 결과이다. 이 

측정결과에서 최  반경 증가가 합  600 MA의 경우에는 약 700 ㎛이고, 합  

690 TT는 약 400 ㎛이다. 이 수치는 버니어 캘리퍼스로 측정한 지름의 증가와 

비슷하다. 정 형상 측정 결과에서 보듯이 함몰(반경감소) 부 가 찰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swelling 상은 열  동일 원주 치상의 2곳이 함몰되어 유발

되는 상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즉 반복 충격 부분만 부풀어 오르는 상이다. 

그림 9는 내경 측정 결과의 3차원 시각화 그림이며, 앞서 찰했던 swelling의 

상과 일치하는 결과를 나타낸다. 

  동일 조건의 실험에서 합  600 MA 시편이 합  690 TT 시편보다 지름의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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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 더 큰 이유는 각 시편의 치수차이도 있겠지만, plastic deformation이 수반

되는 상이므로 Alloy 600 MA의 더 낮은 기계  강도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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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nditions of the swelling simulation test

Specimen

 Alloy 600 MA

   Diameter: 19.05 mm

   Thickness: 1.09 mm

   Length : 600 mm

 Alloy 690 TT

   Diameter: 18.09 mm

   Thickness: 1.03 mm

   Length : 600 mm

Impact energy  70±10 mJ

Impact frequency  1 Hz

Impact aera  12 mm x 12 mm

Internal pressure  70 bar (1015 psi)

Pressure medium  Distilled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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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omparison of the diameter of maximum swelled zones for Alloy 600 

MA and 690 TT tubes as a function of the number of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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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lloy 600 MA               (b) Alloy 690 TT 

Fig. 7. The shapes of the swelled tubes: (a) Alloy 600 MA and (b) Alloy 690 

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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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lloy 600 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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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lloy 690 TT

Fig. 8. The radius distribution of the swelled tubes:(a) Alloy 600 MA and (b) 

Alloy 690 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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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lloy 600 MA                          (b) Alloy 690 TT 

Fig. 9. 3-D visualization of the inside diameter measurement of the swelled 

tube: (a) Alloy 600 MA and (b) Alloy 690 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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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부 압력  내압 매질에 따른 swelling 거동 평가

 

  (1) 실험 방법

    동일한 합  690 TT 열  시편을 사용하여, impact energy/frequency/area

를 고정한 상태에서 internal pressure와 pressure medium의 변화를 주어 각각의 

인자가 시편의 swelling 거동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고자 하 다.

  시편의 치수는 앞 실험과 동일한 외경 18.90 mm, 두께 1.03 mm, 길이 600 mm의 

열 을 사용하 다. Impact energy/frequency/area는 각각 70 ± 10 mJ/1 Hz/14 

mm x 14 mm로 유지하고 기  시편의 내부 압력과 내압 매질을 70 bar(1015 psi)

와 증류수로 정하 다. 다른 한 시편은 기  시편과 동일한 조건에서 내부 압력만 

100 bar로 하여 실험하고,  다른 시편은 내압 매질을 Ar 가스를 사용하여 실험 

하 다. 이러한 swelling 모사 실험 조건을 Fig. 10에 나타내었다. 앞선 실험과 마

찬가지로 각 시편은 일정 간격의 impact 후 디지털 버니어 캘리퍼스를 사용하여, 

최 의 지름의 증가가 일어난 부분을 측정하여 swelling 정도를 나타내었다. 실험 

후에는 impact로 인한 가공경화 정도를 측정하기 하여 최 의 지름 증가가 일어

난 부분의 원주 각도별, 깊이별 micro-hardness를 측정하 다.

  

(2) 실험 결과  고찰

  Fig. 11은 각 시편을 조건에 따라 350,000번 impact 하는 동안 가장 많이 늘어난 

지름의 변화를 나타낸다. 기  시편인 ‘시편 1’, 내부 압력을 증가시킨 ‘시편 2’, 압

력 매질을 Ar 가스로 한 ‘시편 2’의 각 실험 후의 증가된 지름은 각각 약 760, 750, 

760 ㎛로 세 시편이 거의 동일하다. impact 횟수에 따른 지름의 증가 추이를 보면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세 시편 모두 impact 기에는 격한 증가를 보이다가 

impact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 속도가 어들어 결국 일정한 지름을 보이는 

로그 함수 형태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편 2’의 거동을 보면 내부 압력

의 크기를 높 음에도 불구하고 swelling 거동이 변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내부압

력이 일정 이상의 값을 충족시키면 크게 향을 주는 않는 것으로 사료 된다.

  본 실험을 설계할 때, 열  swelling 상의 가능성 있는 mechanism 하나가 

이물질이 열  tube 바깥쪽을 타격함으로써 충격 에 지가 압력매체인 증류수를 

통해 동 에 지로 달되고, 열  반 쪽 내벽에 부딪히고 반사되어 내압과 상

호작용하여 바깥쪽으로 부풀어 오르는 원리 지만, ‘시편 3’의 거동을 보면 Ar 가

스압의 조건에서도 수압과 동일한 상이 찰되었으며, 이러한 결과가, swe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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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은 충돌에 의한 수압 pulse의 반사가 충돌의 역방향으로 되는 mechanism

에 의한 상에 의한 것이 아님을 확인시켜 다고 할 수 있다.

  Fig 12는 기  시편에서 가장 지름이 많이 늘어난 부분의 원주 방향으로 단한 

면과, 실험하지 않은 합  690 TT 열 의 단면의 사진이다. 먼  시편 1의 

swelling 상이 일어난 부분의 두께가 0.94 mm로 실험을 하지 않은 시편의 두께

보다 약 0.09 mm 어든 것을 볼 수 있다. 한 각 시편의 단면 면 을 image 

analyzer로 분석한 결과 거의 동일하 다. 의 결과로 볼 때 단면의 면 이 동

일하다는 것은 외부 충격에 의한 재료 손실량은 없었으며, 두께 감소는 swelling 

상에 의해 늘어난 반경의 변화 때문인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국부 인 두께감

소가 swelling 상의 원인이 아님을 증명해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시편 외부의 반복 인 impact에 의한 가공경화 정도를 알아보기 해, 세 시편의 

가장 지름이 많이 늘어난 부분의 원주를 따라 각도별로 micro-hardness 값을 측정

하 으며, 그 결과는 Fig. 13에 나타나있다. 바탕에 색이 칠해져 있는 부분이 

impact를 가한 부분이며, swelling 상이 일어난 부 와 일치한다. 한 상 로 

표면에 가공경화가 일어났다. 세 시편에서 가장 많은 반경 증가가 있었던 주 는 

정면에서 30~40° 부근이며, 이는 랑스 EdF의 보고[2]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 다. 

한 이 부분이 가장 높은 표면경도 증가를 보 는데, impact에 의한 경도 증가뿐

만 아니라 swelling 상에 의한 반경 증가도 가공 경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었다

고 생각된다. Fig. 14는  시편 1에서 가장 큰 경도  반경 증가를 보인 곳의 두께 

깊이에 따른 경도 profile을 나타낸다. 깊이가 증가함에 따라 경도 값은 감소하며, 

가공 경화 깊이는 약 600 ㎛정도이다. 의 경도 측정 결과를 종합해 보면, 외부 

impact에 의한 경도 증가와 swelling 상에 의한 반경 증가의 범 가 일치하는 것

으로 보아, 외부의 에 지 impact가 열  swelling 상의 발생 원인인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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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Conditions of the swelling simulation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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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Comparison of the diameter of maximum swelled zones for the 

specimens as a function of the number of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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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pecimen 1                           (b) Sound tube

Fig. 12. The transverse cut of the specimens: (a) Specimen 1 and (b) a 

sound 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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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Specimens 1                       (b) Specimen 2

(c) Specimen 3

Fig. 13. Hardness measurements on the transvers cut of the specimens: (a) 

Specimen 1, (b) Specimen 2 and (c) Specimen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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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Hardness profile beneath the most swelled point of Specimen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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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welling 상 발생기구

   실험들과 문헌 자료[3,4]를 종합 으로 고찰해보면, swelling 상은 일종의 

ratcheting에 의한 것으로 기구 해석이 가능하다. ratcheting은 진 인 

deformation의 한 형태로서 ‘Primary stress의 효과가 cyclic secondary stress로 

인해 극 화되는 상’으로 정의 할 수 있다. 튜 에 가해지는 내부 압력로 인한 

hoop stress가 primary stress로 볼 수 있으며, 열  swelling 상은, 이 hoop 

stress가 재료의 항복강도보다 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약한 에 지의 반복 인 

충돌에 의한 작용/반작용 모멘트로 인해 stress가 축 되고 hoop stress에 향을 

주어 항복강도를 극복하고 튜 가 소성변형되는 일종의 피로 상으로 볼 수 있다. 

  열  Swelling 상이 일어날 경우, 그 자체로 괴까지 이르게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단되나 swelling 부 가 우선 인 마모  부식의 치가 될 수 있다는 

에서 열  건 성에 악 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정기 인 검을 통한 열

 치수 측정  열  주 의 잔류물질 리/제거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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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결 론

1. 증기발생기 열  swelling 상의 모사를 해 시험장치를 설계하여 제작하

으며, 여러 조건의 비 실험을 통하여 swelling 상 모사에 성공하 다. 이를 

통해 swelling 상 모사기술을 개발하 으며 모사기술의 타당성을 입증하 다.

2. 합  600 MA와 690 TT 열  재료에 따른 swelling 모사 실험을 통하여, 

swelling 상이 일어난 부 의 동일 원주에 함몰(반경감소) 부 가 찰되지 않

은 것으로 보아, swelling 상은 열  동일 원주 치상의 2곳이 함몰되어 유

발되는 상이 아님을 알 수 있다.

3. 내부 압력  내압 매질에 따른 swelling 거동 평가실험을 통하여, 100 bar의 

증가된 내부 압력 실험과 내압 매질로서 Ar 가스를 사용한 실험에서의 swelling 

거동이 수압 70 bar의 조건 실험과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아 내부압력이 

일정 이상의 값을 충족시키면 swelling 거동에 크게 향을 주는 않는 것으로 사

료 되며, swelling 상은 충돌에 의한 수압 pulse의 반사가 충돌의 역방향으로 

되는 mechanism에 의한 상에 의한 것이 아님을 확인시켜 다고 할 수 있

다. 

4. 한, 경도 측정 결과 외부 impact에 의한 경도 증가와 swelling 상에 의한 

반경 증가의 범 가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외부의 에 지 impact가 열  

swelling 상의 발생 원인인 것을 알 수 있다.

5. 열  swelling 상은 일종의 ratcheting에 의한 것으로 기구 해석이 가능하

며, 내부 압력에 의한 hoop stress가 재료의 항복강도보다 히 낮음에도 불구

하고, 약한 에 지의 반복 인 충돌에 의한 작용/반작용 모멘트로 인해 stress가 

축 되고 hoop stress에 향을 주어 항복강도를 극복하고 튜 가 소성변형되는 

일종의 피로 상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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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개발목표 달성도  외 기여도

1. 기술  측면

  본 연구를 통해 증기발생기 열 의 swelling 상에 한 정확한 이해와 손

상기구 규명, 모사기술 개발을 하 으며, 이를 통해 swelling 상이 증기발생기 

건 성에 미치는 향 평가가 이루어졌다. 

2. 산업  측면

  증기발생기 열 의 손상은 국내 원 의 주요 안으로서 원 의 안 성에 

큰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외 으로 열 의 

swelling에 한 손상기구  건 성 평가에 한 연구가 미진하며 모사 기술 개

발을 해 필요한 실질 인 연구자료의 축 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었다. 본 연구

를 통한 열  swelling의 모사기술 개발과 손상 기구 규명  건 성평가는  

원 의 안 성 확보와 차세  원 의 설계자료 확보는 물론 보다 높은 건 성을 

갖는 원  설비의 해외 수출을 고려함에 있어서 매우 요한 연구내용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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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활용분야

▪가동원  증기발생기의 건 성 평가

▪증기발생기 열 의 손상 원인 평가

▪ 열  swelling 상에 한 처 방안 구축 

활용방안

▪원  증기발생기의 건 성 평가를 한 자료로 활용

▪원  증기발생기 설계자료 제공

▪정기 인 증기발생기 열  검사  잔류물질 리 자료로 활용

활용시기 ▪연구수행 완료 후

활용기

▪국내 원자력 발 소

▪증기발생기 설계 제작 업체

▪규제 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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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는 증기발생기 열  swelling 상의 모사기술개발과 swelling 상에 

한 정확한 이해  손상기구를 규명하는 것을 목 으로 하며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swelling 상이 증기발생기 건 성에 미치는 향을 평가하고자 하 다. 열  

swelling 상의 모사를 해 시험장치를 설계하여 제작하 으며, 여러 조건의 비 실

험을 통하여 swelling 상 모사에 성공하 다. 제작한 swelling 모사시험장치를 이용한 

실험을 통해 열  swelling 상은 일종의 ratcheting에 의한 것으로 기구 해석이 가

능하며, 내부 압력에 의한 hoop stress가 재료의 항복강도보다 히 낮음에도 불구하

고, 약한 에 지의 반복 인 충돌에 의한 작용/반작용 모멘트로 인해 stress가 축 되고 

hoop stress에 향을 주어 항복강도를 극복하고 튜 가 소성변형 되는 일종의 피로

상인 것을 밝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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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was  aimed at identifying the mechanism of the swelling through the 

development of simulation techniques for the swelling of steam generator tubes and 

correct understanding of swelling so as to evaluate the effect of swelling on 

soundness of steam generator based on results of the study. Test apparatus 

designed to simulate the tube swelling was fabricated and through a number of 

preliminary experiments at different conditions, swelling simulation was successfully 

completed. A tube swelling phenomenon is caused by a sort of ratcheting which is 

analyzable and is considered as a sort of fatigue phenomenon in which the stress is 

accumulated by action/reaction moment resulting from repeated impact of low 

energy, despite of hoop stress by internal pressure is significantly lower than yield 

strength of the material which has effect on hoop stress, overcoming the yield 

strength and causing the tubes to suffer plastic de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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