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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SMART 관류식 나선형 증기발생기 전열관 파단평가 방법론 개발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최근 기후변화 협약과 화석연료의 고갈 등 주요 에너지 수급원에 대한 문제를 극

복하기 위하여 전세계적으로 대체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현재까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대체에너지로는 태양 에너지, 풍력 에너지, 지열 에너지 등

많은 에너지원이 있으나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원자력 에너지를 확대 사용하는 것

이다. 이와 더불어 향후 전 세계적인 인구증가와 산업의 발달 및 오염의 확산으로

지표수 및 지하수에 의한 용수공급이 심각한 위기를 맞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물부족 및 수자원 고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 따라서 대체에너지 개발과 수자원 확보 측면에서 열병합발전, 해수화 열원공급,

지역난방 등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중소형 원자로 개발에 대한 국제적 개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국내의 경우 1997년부터 다양한 원자력 에너지의 활용을 꾀하기 위해 해수 담수

화를 위한 에너지 공급과 소규모 전력생산이 가능한 중소형 원전의 개발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 그에따라 안전성이 매우 뛰어나고 경제성이 향상된 일체형원자로

(SMART: System-integrated Modular Advanced Reactor)의 설계개발이 추진되었

다. 현재 개발된 일체형원자로의 기술검증을 위하여 종합적인 검증계획에 따라 여

러 실험이 수행되었으며, 현재 종합열수력검증시험과 표준설계를 수행하여 인허가

기관으로부터 표준설계인가를 획득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일체형원자로

의 특징은 기존의 분리형 원자로(loop type)와는 달리 노심, 증기발생기, 냉각재 펌

프, 가압기를 비롯한 원자로냉각재계통(reactor coolant system)의 모든 주기기를

연결 배관 없이 하나의 압력 용기 내에 배치한 것이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주요

기계구조물의 형상 및 위치가 기존 상용로와 상이하게 설계되었다. 이 중 일체형원

자로 증기발생기는 한정된 공간에서 큰 전열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류식 나선

형 배관으로 설계되었다. 또한 1차 냉각수가 전열관의 외부로 흐르기 때문에 전열

관은 외압을 받는 조건 하에 있다. 따라서 분리형 상용로 전열관과는 구조 및 하중



조건 등의 운전환경이 상이하므로 기존의 전열관 유지 및 구조 건전성 평가 코드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으며 설계개발 단계 및 검증 단계에서 증

기발생기 전열관의 안전성에 대한 중요한 현안들을 도출하고 그 기술적인 해결 방

안 및 안전성 기준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균열형 및 마모형 결함이 내재된 일체형원자로 증기발생기

전열관의 파손평가기준을 정립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균열형 결함이 내재된 일체

형원자로 전열관에 대한 기존 건전성 평가법 적용성을 검토하여 균열거동평가 및

파손을 예측하고 다양한 마모결함(elliptical, tapered, rectangular wear type defect)

이 내재된 전열관의 파손압력 예측기법 및 모델을 정립하고 파손압력 예측식을 보

수적인 관점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본 연구에서는 균열형 결함 및 마모결함이 내재된 일체형원자로 증기발생기 전

열관의 파손거동을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다. 본 보고서에 수록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균열이 존재하는 SMART 전열관 해석 대상의 선정

- 위험도가 높은 균열 위치 선정

- 해석 대상 배관의 선정

2. 균열형 결함의 해석 타당성 검토 및 파손예측

- 외압에 의한 균열거동 분석

- 균열형 결함이 존재하는 배관의 파손예측

3. 마모결함이 내재된 SMART 전열관의 파손압력 예측모델 개발

- 마모결함이 존재하는 전열관의 파손압력 예측기법 및 모델정립

- 마모결함이 존재하는 전열관의 파손압력 예측식 제시

Ⅳ. 연구개발결과

1. 균열이 존재하는 SMART 전열관 해석 대상의 선정

일체형원자로 증기발생기 전열관의 구조적 특성에 기인한 해석 균열의 위치를 결



정하였다. 원주방향 및 축방향 균열이 존재하는 전열관을 대상으로, 각각의 경우에

대해 관통균열 및 표면균열을 고려하였다. 균열 위치, 배관 층, 배관길이, 상하중심

간거리, 지지대고려유무 등을 감안하여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였으며 보수적인 관

점에서 위험도가 높은 해석 대상을 선정하였다.

2. 균열형 결함의 해석 타당성 검토 및 파손예측

축방향 및 원주방향 관통균열이 존재하는 증기발생기 세관의 파손거동을 예측하

기 위해 탄소성 파괴역학 및 한계하중 기반의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여 균열닫힘

현상을 평가하였다. 균열위치, 균열면 압력, 배관 길이, 과도상태 조건(내압 조건)등

을 고려하여 균열진전 가능성 및 전열관의 파손여부 등을 분석하였다.

3. 유한요소해석에 입각한 마모결함이 존재하는 전열관의 파손압력 예측모델 개발

유한요소 해석을 통해 타원형, 웨지형, 사각형 마모결함에 대하여 한계하중 기반

의 파손압력을 예측식을 제시하였다. 또한 하한계 곡선을 제시하고 이를 이용하여

전열관의 파손이 발생하지 않는 기준결함깊이를 보수적인 관점에서 제시하였다.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1. 일체형원자로 증기발생기 전열관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한 안전성 및 건전성 평

가 기술은 기초적인 상태이므로 다양한 결함이 존재하는 일체형원자로 증기발

생기 전열관에 대한 구조적 건전성 기술 개발 자료로 활용

2. 일체형원자로 전열관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국제적 신뢰도 향상을 위한 배경

자료로 활용



SUMMARY

SMART steam generator(SG) is hard to apply existing integrity evaluation

program since it has different geometric characteristic and loading condition

compared to established nuclear power plant. Therefore, it is necessary evaluate

methodology for structure integrity of SMART SG tube reflecting its own

characteristic.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develop the methodology for failure

assessment of SMART SG tube with once-through helical-coiled type. In this

research project, existing integrity evaluation method for SMART steam

generator tube with crack-like flaw was reviewed to determine subject analysis

model. Then, crack behavior and possibility of failure pressure for SMART

steam generator tube with crack-like flaw is investigated. Furthermore, burst

pressure estimation was proposed for SMART steam generator tubes containing

wear-type defects. For each subject, the following issues are addressed:

1. Determination of subject analysis model for SMART SG tube with crack-like

flaw

2. Applicability review on existing integrity evaluation method for SMART SG

tube with crack-like flaw

3. Development of failure pressure estimation model for SMART SG tube with

wear type defect

It is anticipated that if the technologies developed in this study are applied,

structural integrity can be estimated accurat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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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배경

1957년 세계 최초의 원자력 발전이 시작된 이래로 기존에 운전되고 있는 상용

원자력 발전은 전력생산만을 목적으로 한 발전용 원전이 대부분이다. 또한 산업규

모의 발전으로 에너지 자원 확보경쟁이 점차 심화되면서 발전소의 출력은

1600MWe까지 증가하여 높은 초기 투자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사고 노출 시의

그 위험성 역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해수담수화, 지역난방 및 산업 공정열 생산

등 원자력 에너지 활용의 다변화를 꾀할 수 있으며 건전성과 신뢰성을 크게 향상시

킨 신형 중소형 원자로의 개발 연구가 Table 1.1과 같이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진

행되고 있다[2, 3].

이런 세계적 추세에 따라 국내에서도 중소형 규모의 다목적용 원자로에 대한 자

체 개발이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기존 가압경수로 대비 100배 향상된 안전성을 가

지며 방사성폐기물 발생량을 혁신적으로 감소시킨 열출력 330MWt, 전력출력

90MWe 규모의 일체형원자로(SMART : System-integrated Modular Advanced

ReacTor)가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 주관하에 개발되고 있다. 1997년부터 기본

설계가 이루어졌으며 2012년까지 기술검증 및 표준설계인가를 마치는 것을 목표로

현재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4, 5].

일체형원자로의 구조적인 특징은 기존의 분리형(loop type) 원자로와는 달리 노

심, 증기발생기, 냉각재펌프, 가압기를 비롯한 원자로냉각재계통(reactor coolant

system)의 모든 주기기를 연결 배관 없이 하나의 압력용기 내에 배치한 것이다. 이

는 기존 원자로의 설계기준사고인 대형냉각재상실사고(LBLOCA)를 원천적으로 배

제하여 노심 손상확률을 감소시킴으로써 획기적으로 원자로의 안전성을 향상시켰

다. 또한 계통이 단순화되고 주기기용 압력용기를 별도로 설치할 필요가 없기 때문

에 건설시 적은 비용이 소요될 뿐더러 건설 부지면적이 기존 분리형 원전보다 작아

건설부지 확보도 훨씬 용이하다[6]. 일체형 원자로의 개략적인 구조는 Fig. 1.1에 도

시하였으며 상용 원자로와의 비교를 Fig. 1.2에 나타내었다.

일체형원자로 증기발생기는 하나의 압력용기 내에 모든 주기기를 배치한 특징으

로 인해 기존 상용로 증기발생기와는 상이한 형상을 가진다. 따라서 일체형원자로

증기발생기는 Fig. 1.3과 같이 한정된 공간에서 큰 전열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

류식 나선형 배관으로 설계되었다. 또한 기존 상용로와는 반대로 압력이 높은 1차

냉각재가 전열관의 외부로 흐르고 압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2차 냉각재가 전열관의

내부로 통과하여 전열관에는 외압이 작용되도록 설계되었다. 이렇듯 일체형원자로

증기발생기 전열관은 기존 상용로 전열관과는 형상 및 하중조건등의 운전환경이 상

이하므로 기존의 전열관 유지 및 관리 프로그램을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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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일체형원자로 증기발생기의 고유 특징을 반영한 설계 및 평가가 수행되어야

한다.

제 2 절 연구목표 및 필요성

본 연구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위탁과제 연구로서 “SMART 관류식 나선형 증기

발생기 전열관 파단평가 방법론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존 상용 원자로 증기발생기 전열관의 경우 이미 Kanninen 등[7]과 Zahoor[8],

Miller[9] 및 Shulze[10] 등에 의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해석적 평가 방법이 비교

적 잘 정립되어 있는 편이다. 하지만 그 형태가 일체형원자로의 전열관과는 상이하

여 그 결과를 이용해 일체형원자로 증기발생기 전열관의 구조건전성을 평가할 수

없다. 즉, 일체형원자로 증기발생기와 같은 관류식 나선형 전열관의 손상에 대한 건

전성 평가 연구는 아직까지 기초적인 실정이며, 이를 위한 실증시험은 많은 경제적

비용이 소모되므로 손상특성을 예측하기 위한 해석적 방법의 개발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결함형상을 갖는 균열형 결함 및 마모결함이 내재

된 일체형원자로 관류식 나선형 증기발생기 전열관에 대하여 유한요소해석 및 공학

적 분석을 수행하여 결함이 전열관의 파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축방향 및 원주방향 균열이 존재하는 일체형원자로 증기발생기 전

열관에 대해 기존 건전성 평가법의 적용성을 검토하고 균열닫힘거동 하에서 전열관

의 건전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또한 마모결함이 존재하는 일체형원자로 증기발생기

전열관의 구조 건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파손압력 예측식을 개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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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Medium and small reactors under development

Name Capacity Type Developer

KLT-40S 30 MWe PWR OKBM, Russia

VK-300 300 MWe PWR Atomenergoproekt, Russia

CAREM 20 MWe PWR CNEA & INVAP, Argentina

IRIS 100-335 MWe PWR Westinghouse-led, international

mPower 125 MWe PWR Babcock & Wilcox, USA

SMART 330 MWt PWR KAERI, South Korea

NuScale 45 MWe PWR NuScale Power, USA

HTR-P M 2×105 MWe HTR INET & Huaneng, China

PBMR 80 MWe HTR Eskom, South Africa

GT-MHR 285 MWe HTR
General Atomics (USA), Rosatom

(Russia)

BREST 300 MWe LMR RDIPE, Russia

SVBR-100 100 MWe LMR Rosatom/En+, Russia

FUJI 100 MWe MSR ITHMSO, Japan-Russia-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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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System-integrated Modular Advanced ReacTor(SM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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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 http://www.kaeri.re.kr/english/sub/sub01_04_02_01_03.jsp>

Fig. 1.2 Comparison of existing PWR and SM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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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Schematic of SMART steam gene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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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현재 발전 목적으로 개발 중인 국외의 중소형 원자로는 미국의 IRIS, AP-600,

SIR, SBWR을 비롯 스웨덴의 PIUS, 러시아의 VVER-500/600, VPBER-600, 일본

의 SPWR 등이 있으나, 이들 국가에서 일체형 원자로의 구조 건전성 평가를 위해

수행한 연구는 잘 알려지지 않은 상태이다.

본 과제를 통해 조사·분석한 자료를 종합하여 볼 때 아직 일체형원자로 관류식

나선형 증기발생기에 균열 및 마모 결함이 존재하는 경우에 대하여 건전성 평가 관

련 연구가 미흡하고 그 기술적 토대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며 기존의 관막음 기준

인 40% 감육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여 증기발생기 전열관 두께를 산정하고 있다.

특히 외압/좌굴을 동시에 받는 전열관에 대한 설계식이 ASME B&PV Code, Sec.

III[11]에 미제시되어 있으며 비균열형 결함(Non-crack-like flaw)에 대한 좌굴평가

절차만이 API 579 Appendix B[12]에 유일하게 제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하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서는 균열형 결함(Crack-like flaw)에서 축방향

및 원주방향 관통균열에 국부과열만을 가정하였을 때 균열열림거동이 발생하는 것

을 확인하였으나, 국부과열과 외압이 동시에 발생할 시 균열닫힘거동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균열이 존재하고 국부과열이 발생하여도 누설은 발생하지 않

았다. 또한, 내면에 평행하게 40% 감육된 결함에 대해 외압과 압축 축하중에 의한

좌굴 및 외압과 압축모멘트 하중에 의한 좌굴을 API 579 Appendix B를 이용하여

평가하였으나 좌굴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 연구에서는 비

균열형 결함의 좌굴 위험성만을 판단하였으며 외압조건에서의 파손압력에 대한 상

세 건전성 평가를 수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현재까지 일체형원자로 증기발생기 전열관의 균열 및 마모 결함에 대한

건전성 평가는 국․내외적으로 수행되지 않은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연구를 수행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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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제 1 절 균열형 결함이 내재된 SMART 전열관에 대한 기존 건전성

평가법 적용성 검토 및 파손예측

1. 해석 대상의 선정

본 절에서는 균열형 결함을 포함하는 일체형원자로 증기발생기 손상 전열관을

대상으로 해석 대상의 선정을 수행하였다. Fig. 3.1과 같이 일체형원자로 증기발생

기 전열관의 기하학적 비대칭성에 기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결함의 위치를

고려하고 그와 함께 대상 배관, 배관 길이, 상하중심간거리, 지지대의 고려유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려하였다.

○ 균열형상 : 관통 균열(through-wall crack)

○ 균열방향 : 축 방향(axial direction), 원주 방향(circumferential direction)

○ 균열위치 : 내호(intrados), 외호(extrados)

○ 대상 배관 : 첫 번째 층(1st layer), 17번째 층(17th layer)

○ 배관 길이 : 1회전(1 loop), 3회전(3 loops)

○ 상하중심간거리 :첫 번째 층/상하중심간거리20mm(1st layer/pitch 20mm),

첫 번째 층/상하중심간거리280mm(1st layer/pitch 280mm),

17번째 층/상하중심간거리600mm(17th layer/pitch 600mm)

○ 지지대의 고려유무 : 지지대(strip)미고려, 지지대(strip)고려

Fig. 3.2는 균열 형상 및 방향에 따른 균열의 위치, 대상 배관의 층, 배관 길이별

유한요소 모델, 상하중심간거리, 지지대의 유무를 나타낸 것으로 탄소성 유한요소해

석 결과를 토대로 균열위치(내호, 외호), 대상배관(1st layer, 17th layer), 그리고 배

관길이(1 loop, 3 loops), 상하중심간거리(1st layer/pitch 20mm, 1st layer/pitch

280mm, 17th layer/pitch 600mm), 지지대의 고려유무 등에 따라 균열 최심점의 J-

적분값이 보수적인 관점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케이스를 해석 대상으로 결정하도록

하였다. Fig. 3.3은 해석 대상 결정을 위한 유한요소 해석 진행 과정을 나타낸 것으

로 축방향 및 원주방향 관통 균열을 내호와 외호에 위치시켜 상대적 영향평가를 수

행한 뒤 대상배관의 층과 배관 길이, 상하중심간거리, 지지대의 고려유무를 결정하

는 순서로 진행하였다.

가. 해석 모델 및 하중/경계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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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열형 결함이 내재된 상용 원자로의 증기발생기 전열관의 경우 보통 대칭성을

이용하여 1/2 모델이나 1/4 모델을 작성하여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일

체형원자로 증기발생기 전열관의 경우 나선형의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대칭성

을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체형원자로 증기발생기 전열관의 해석

을 위해 삼차원 전체 모델(full-model)을 작성하여 해석을 진행하였다.

해석모델개발을 위한 CAD 모델 작성에는 상용 프로그램인 Autodesk Inventor

2009[13]를 이용하였으며, 유한요소모델 작성은 Hypermesh 9.0[14]과 FEA

crack[15]을 이용하였다. 해석에는 상용 유한요소해석 프로그램인 ABAQUS[20]를

이용하였으며 비압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절점 사각주요소(C3D20R)를 선택

하였다. 해석에 사용된 전열관의 재료는 Inconel 690을 사용하였으며, 재료물성치는

Table 3.1 및 Fig. 3.4에 나타내었다.

일체형원자로의 증기발생기 전열관은 기존 사용로와는 반대로 압력이 높은 1차

냉각재가 전열관의 외부로 흐르고 압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2차 냉각재가 전열관의

내부로 통과하기 때문에 전열관에는 외압이 작용한다. 따라서 하중으로는 외압과

균열면 압력을 고려하였다. 외압은 40MPa로 가압하였으며 균열면 압력은 관통균열

의 경우 압력차의 절반, 표면균열의 경우 내외측에 따라 상응하는 전 내외압을 가

하여 압력변화에 따른 J-적분값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경계조건으로는 배관의 양

끝단을 모두 구속하였다.

나. 균열 형상 및 방향에 따른 균열의 위치 결정

Fig. 3.5는 축방향 및 원주방향 관통균열 형상을 나타낸 것이다. 축방향 관통균열

은 균열길이(2c) 50mm, 원주방향 관통균열은 균열각도(2) 180°를 고려하였다. 해

석 결과 Fig. 3.6과 같이 내호보다 외호에 위치한 균열에서 J-적분값이 더 높은 것

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설계압력인 17MPa에서는 축방향 관통 균열의 경우 44.9%

의 J-적분값의 차이를 보였다. 그러므로 균열이 외호에 위치한 경우 보수적 관점의

전열관 건전성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 대상배관의 층(layer) 결정

관류식 나선형 전열관은 Table 3.2와 같이 첫 번째 층은 굽힘직경이 577mm, 17

번째 층은 1,297mm 로 층별 굽힘직경이 상이하다. 각 층에서 모두 결함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첫 번째 층과 17번째 층에 축방향 및 원주방향 관통균

열을 내재시킨 후 J-적분값을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배관의 층을 결

정하였다. 균열은 상대적으로 높은 J-적분값을 보인 외호측에 위치시켰으며 축방향

관통 균열은 균열 길이(2c) 50mm, 원주방향 관통균열은 균열 각도(2) 180°를 고려

하였다. Fig. 3.7은 압력증가에 따른 각 층의 J-적분값을 비교한 것으로 축방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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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균열의 경우에서는 첫 번째 층에 균열이 내재되어 있을때 J-적분값이 설계압력

에서 약 19.3% 높았으나, 원주방향 관통균열의 경우에는 설계압력에서 17번째층의

J-적분값이 약 7.6% 높았다. 그러나 주된 파손기구는 축방향 관통균열이며 원주방

향 관통균열의 경우 J-적분값이 균열성장을 발생시키기에는 균열저항력에 비해 상

당히 낮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첫 번째 층이 17번째 층보다 해석대상으로서

더욱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라. 배관 길이의 결정

기존 상용로의 증기발생기 전열관은 U-bend 영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직관의 형

태를 가지고 있어 유한요소 해석시 균열 길이의 10배 정도의 충분한 배관 길이로

모델을 작성한다. 그러나 일체형원자로 전열관의 경우 나선형 구조를 가지고 있어

해석 결과 값이 경계조건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된다. 해석 모델에 사용할 배

관 길이를 결정하기 위해 굽힘반경을 중심으로 1회전한 모델과 3회전한 모델을 비

교하였다. 전열관은 첫 번째층에서 1회전한 경우, 3,625.4mm의 배관길이를 갖는다.

균열은 전열관의 첫 번째 층의 외호에 위치시켰으며 축방향 관통 균열은 균열 길이

(2c) 50mm, 원주방향 관통균열은 균열 각도(2) 180°를 고려하였다. 해석 결과 Fig.

3.8과 같이 축방향 관통균열의 경우 1회전한 모델과 3회전한 모델 사이의 J-적분값

의 차이는 미미하였으나 원주방향 관통 균열의 경우 3회전한 모델의 J-적분값이

설계압력인 17MPa에서 약 9.6% 높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배관에서의 주된 균열

파손기구는 축방향 균열이며 유한요소해석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할 때 1회전한

모델이 해석 대상으로 보다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마. 상하중심간거리의 결정

실제 일체형원자로 증기발생기 전열관의 경우 Table 3.3과 같이 첫 번째 층의

배관인 경우 280mm의 상하중심간 거리를 가지며 17번째 층의 배관인 경우 600mm

의 상하중심간거리를 가진다. 이처럼 각 층에 따라 상하중심간거리가 다른 것은 각

층에서의 전열관은 모두 같은 나선각을 유지해야하지만 그 굽힘직경이 다르기 때문

에 발생한다. 따라서 배관에 균열이 존재할 시 상하중심간거리의 차이에 따른 J-적

분값을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상하중심간거리를 결정하려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유한요소해석모델의 작성이 용이하고 해석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첫 번

째 층의 상하중심간거리가 20mm인 경우를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총 3가지 상하중

심간거리를 고려하였다. 균열의 경우 축방향 관통균열만을 고려하였으며 균열길이

(2c)는 50mm인 경우를 고려하였다. 해석 결과 Fig. 3.9와 같이 3가지 경우 모두 J-

적분값이 비슷한 경향을 보였으며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층의 상하중심간거리

20mm인 경우가 가장 높은 J-적분값을 나타내어 가장 보수적인 평가가 가능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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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되었다. 따라서 첫 번째 층의 상하중심간거리가 20mm를 갖는 배관형상이 해석

대상으로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바. 지지판의 고려유무 결정

일체형원자로 증기발생기는 각각의 전열관을 고정하기 위해 Fig. 3.10과 같이 배

관이 360° 회전하는 동안 총 9개의 지지대에 의하여 지지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배

관의 해석에 지지대에 의한 경계조건을 고려할 경우 경계조건의 비선형성으로 인하

여 건전성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첫 번째 층(1st

layer)의 외호(Extrados)에 균열길이(2c)가 50mm인 축방향 관통균열이 위치한 경우

에 대하여 지지대를 고려하였을 경우와 고려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해석을 수행

하였다. 배관의 양단을 모두 구속하였으며 양단 사이에 8개의 지지대에 의한 구속

조건을 삽입하였다. 지지대에 의한 구속조건은 Fig. 3.10과 같이 배관단면의 중심선

으로부터 45도각도 하단의 두 부분을 y축 방향으로 구속하도록 하였다. 한편 하중

으로는 외압 40MPa, 균열면 압력 20MPa를 가하였다. 해석결과 Fig. 3.11과 같이

지지대를 고려하였을 때보다 지지대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 더 높은 J-적분값이 나

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지지대를 고려한 경우 고려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배관의 굽힘강성이 작게 나타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지지판을 고려하지

않을 시에 더욱 보수적인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사. 해석 대상의 선정 결과

해석 대상의 선정을 위해 고려한 사항에 대하여 J-적분값을 비교한 결과를 토대

로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은 해석 모델을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Table 3.4에 정

리하였다.

○ 균열 위치 : 외호(extrados)

○ 대상 배관 : 첫 번째 층(1st layer)

○ 배관 길이 : 1회전(1 loop)

○ 상하중심간거리 : 첫 번째 층-상하중심간거리 20mm (1st layer-pitch 20mm)

○ 지지대고려유무 : 지지대(strip) 미고려

부록A에 Inconel 600을 대상으로 하여 선수행한 해석결과를 추가적으로 서술하

였다.

2. 균열거동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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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체형원자로 전열관의 경우 외압의 영향을 받으므로 결함 발생 시 누설 및 좌

굴이 언제 발생하는지에 대한 상세 평가가 필요하다. “일체형원자로 기기건전성 평

가 규제기술개발(KINS/RR-266)”[16] 보고서에 따르면 단순 외압을 적용했을 때

SMART-P 관류식 나선형 전열관의 유한요소 해석 결과 균열선단의 응력확대계수

들이 전체적으로 음의 값을 나타내어 균열열림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

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축방향/원주방향/30° 경사 관통균열에 축방향 균열길이

10mm와 원주방향 3mm, 6mm의 균열을 전열관 내외측에 위치시키고 외압

14.7MPa, 내압 3.55MPa를 작용 하중으로 설정하여 해석을 진행하였으며 비균열성

결함(40% 감육)이 존재하는 경우 좌굴의 위험성을 판단하였다. 그 결과 균열형 결

함이 존재하는 경우 외압 작용 시 국부 과열 발생하더라도 균열 닫힘으로 인해 누

설이 발생하지 않고, 비균열성결함의 경우 API 579 Appendix B의 좌굴평가 절차를

통해 40%의 감육에서는 좌굴이 발생할 위험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상술한 보고서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균열 열림이 발생할 수 있

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균열 위치, 하중 및 경계조건을 고려하여 균열형 결

함의 해석 타당성 검토를 수행하였으며 상세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 균열위치에 따른 균열거동 분석

○ 균열면 압력변화에 따른 균열거동 분석

○ 배관 길이의 영향에 따른 균열거동 분석

○ 과도상태의 내외압 역전 현상 발생시 균열거동 분석

가. 외압을 받는 배관의 응력분포

곡률이 있는 배관에 압력이 작용하게 될 경우 그림 Fig. 3.12와 같이 원주방향응

력( )과 길이방향응력()이 발생하게 되며, 그 크기는 식 (3.1) (3.2)와 같이 표현

된다.

 


sin
sin

(3.1.1)

 


(3.1.2)

여기서 p는 배관에 작용하는 내압 또는 외압, 는 배관의 내측반경, t는 배관의

두께, 는 배관의 외호 또는 내호를 표현할 수 있는 위치각을 나타낸다. 배관에 내

압이 작용할 경우 길이방향응력과 원주방향응력은 언제나 인장의 방향으로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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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외압의 경우 같은 크기의 응력이 압축의 방향으로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전열

관에 내압이 작용할 경우 균열열림거동이 나타나지만 외압이 작용할 경우 길이방향

응력과 원주방향응력은 언제나 압축의 방향으로 발생하게 되고 균열은 항상 닫히는

방향으로 응력을 받게 된다.

나. 균열위치에 따른 균열거동 분석

Fig. 3.13은 내호/외호/크라운(crown) 위치에 축방향 및 원주방향 관통균열을 생

성한 모델을 나타내고 있으며 Fig. 3.14는 각 위치에 축방향 및 원주방향 표면균열

을 내측/외측으로 나누어 생성한 모델을 도시한 것이다. 축방향 관통균열의 경우

균열길이는 50mm, 원주방향 관통균열의 경우 균열각 180°에 해당하는 균열길이로

고정하였으며 표면균열의 경우 균열깊이는 두께의 90%로 고정하였다. 균열면 압력

은 관통균열의 경우 내압을 0으로 가정하여 외압의 반을 적용하였다. 표면균열의

경우 외호에 결함이 존재하는 경우 외압을 적용하였으며, 내호에 결함이 존재하는

경우 내압을 0으로 가정하였으므로 압력을 적용하지 않았다. 또한 구속조건으로는

배관의 양 끝단에 전 방향 구속을 적용하였고 하중으로는 40MPa의 외압을 적용하

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총 18가지 경우에 대해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Table

3.5에 정리하였다. 균열거동을 분석하기 위해서 균열열림변위(Crack Opening

Displacement: COD)를 조사하였으며 균열의 COD가 음의 값을 나타내면 균열닫힘

으로 균열의 COD가 양의 값을 나타내면 균열열림으로 판단하였다. 해석결과 고려

한 모든 경우에서 균열 위치에 관계없이 외압이 작용했을 경우 균열닫힘거동이 발

생함을 확인하였다.

다. 균열면 압력변화에 따른 균열거동 분석

배관의 유한요소 해석시 배관 내외측의 압력차를 가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균

열면에는 이에 준하는 상당 압력을 작용시킨다. 이전의 해석에서는 2차 냉각수 측

의 내압을 고려하지 않아 내압을 0으로 가정하고 해석을 수행하였다. 따라서 표면

균열이 배관의 내측에 위치한 경우에 대해서는 내압이 0이기 때문에 균열면 압력을

적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내압의 영향을 고려할 경우 내측에 위치한 표면균열에 내

압으로 인한 균열면 압력이 가해질 수 있고 이에따라 균열열림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배관 내측에 위치한 표면균열에 내압의 영향을 고

려하였을 시에대한 균열거동을 살펴보기 위해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균열길이(2c)는

50mm, 균열깊이(a/t)는 0.9를 고려하였다. Table 3.6에 정리한 바와 같이 전열관 외

측에는 40MPa, 내측에는 11.8MPa의 압력을 가하였으며 균열면에서는 내압과 같은

크기의 11.8MPa을 작용시켰다. 해석결과 배관내측 표면균열에 대한 균열면 압력을

고려하더라도 상대적인 외압의 크기가 더 크기 때문에 COD는 음의 값을 나타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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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따라서 균열열림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라. 배관 길이의 영향에 따른 균열거동 분석

배관 길이가 균열거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전열관 외호 내측에 내재

된 축방향 표면균열을 대상으로 1회전과 0.19회전 길이를 가진 배관에 내압과 외압

을 동시에 작용시켰다. 균열길이는 50mm, 균열깊이(a/t)는 0.9를 고려하였으며 해석

에 사용된 유한요소모델은 Fig. 3.15에, 해석조건을 Table 3.7에 정리하였다. 경계조

건으로 1회전 모델의 경우 양끝단을 모두 고정하였으며 0.19회전의 경우 한쪽 끝단

을 고정하고 반대쪽에 상당 축방향 응력을 작용시켰다. 해석결과 두 경우 모두

COD는 음의 값으로 조사되었으며 균열열림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마. 과도상태의 내외압 역전 현상 발생시 균열거동 조사

일체형원자로 전열관은 정상 운전 상태에서는 외압이 내압보다 크게 작용하지만

과도상태 중에 내압과 외압의 역전현상이 발생하여 내압이 외압보다 최대 1MPa

더 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충분히 긴 길이의 위험도 높은 균열이 존재

하는 전열관에 과도조건의 내외압 역전현상을 고려하였을 경우에 대한 해석을 수행

하였다. 이를 위하여 외호에 균열길이 50mm의 축방향 관통균열이 존재 하는 경우

를 대상으로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해석결과 내압이 외압보다 크게 작용하였으므

로 COD는 양의 값을 나타냈고 균열열림이 발생하였지만 하중의 크기가 작기 때문

에 균열성장 및 누설의 위험성은 적을것으로 예상되었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균열

열림이 발생하는 파손임계압력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내압에 의한 파손임계압력은

12.56MPa로 나타났으며, 이는 최대 압력차인 1MPa보다 크므로 압력의 역전현상이

발생하더라도 파손은 발생하지 않으며 균열진전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었

다.

바. 균열거동 평가 결과

균열위치, 균열면 압력변화, 배관 길이의 영향, 과도상태의 내외압 역전 현상 발

생시에 대한 균열거동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외압이 작용할 경우 균열열림 및 진

전은 발생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3. 균열닫힘거동 하에서의 파손예측

가. 전열관 변형형상 분석

균열이 내재된 곡관에 외압이 작용할 경우 균열닫힘 거동시 배관의 형상이 뒤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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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를 평가하기 위하여 첫 번

째 단의 외호에 축방향 관통균열(2c=50mm)이 존재할 때 균열면에 접촉조건을 부

여하여 변형 형상을 관찰하였다. 해석 후의 전열관 변형 형상을 Fig. 3.16에 표현하

였다. Fig. 3.16에 나타나듯이 외압 작용시 배관이나 균열의 뒤틀림 등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나. 파손압력 조사

균열닫힘 거동시 배관의 건전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나선형 배관에 대표적인 균

열이 내재된 경우에 대하여 파손압력을 조사하였다. 균열길이(2c) 50mm를 갖는 축

방향 관통균열과 원주방향 관통균열을 고려하였으며 축방향 균열은 50mm, 원주방

향 균열은 2(180°)로 충분히 긴 균열길이를 갖도록 하였다. 또한 실질적인 균열거

동을 묘사하기 위해 두 균열면 사이에 접촉조건(contact condition)을 부여하여 해

석을 수행하였다. 배관의 파손압력을 조사하기 위하여 한계하중법(limit load)을 사

용하였으며 재료물성은 Fig. 3.17과 같이 탄성-완전소성으로 가정하였다. 해석결과

축방향 관통균열의 경우 파손압력은 60.4MPa, 원주방향 관통균열의 경우 74.1MPa

로 조사되었다. 이는 기존 일체형원자로 증기발생기 설계압력(17MPa)에 3배의

margin을 고려하여도 전열관은 파손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이는 Fig. 3.18에

나타나있다. 따라서 일체형원자로 증기발생기 전열관에 충분히 긴 길이의 균열이

존재하더라도 전열관의 파손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4. 고찰 및 결론

균열형 결함이 내재된 일체형원자로 관류식 나선형 증기발생기 전열관의 건전성

평가를 위하여 균열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치를 고려하여 유한요소 해석을 수행

하였다. 그 결과 균열성 결함의 평가는 외호, 첫 번째 층, 1회전인 전열관을 고려하

여 수치해석을 수행하는 것이 해석 시간을 줄이고 보수적인 기준을 마련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균열열림 평가는 균열면 압력, 접촉조건, 배관길이, 과도상

태 등을 고려하더라도 모든 경우에 있어서 균열이 닫히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편 이러한 균열닫힘거동 하에서 균열의 길이가 충분히 길더라도 전열관의 파

손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일체형원자로 증기발생기 전열관에

균열이 존재하는 경우 균열의 형태와 위치에 관계없이 외압에 의한 균열성장이나

누설위험의 영향은 적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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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 Mechanical properties of Inconel 690

Material
E

(GPa)



(MPa)



(MPa)

 



(MPa)
Inconel 690

(@ 360℃)
143.5 210 549 3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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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 Helical diameter of SMART SG tube

Layer Helical diameter(mm)

1st layer 577

2nd layer 622

3rd layer 667

4th layer 712

5th layer 757

6th layer 802

7th layer 847

8th layer 892

9th layer 937

10th layer 982

11th layer 1,027

12th layer 1,072

13th layer 1,117

14th layer 1,162

15th layer 1,207

16th layer 1,252

17th layer 1,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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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 Length of pitch on 1st layer and 17th layer

Layer Pitch Helical angle

1st layer 280mm

8.5°∼8.8°

17th layer 60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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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4 List of determined analysis model

Type Shape Loc.1 Loc.2 Loc.3 Length Pitch Strip

Crack

Through-

wall

Axial -

Extrados
1st

layer
1 loop 20mm N/A

Circum. -

Surface

Axial
Internal/

External

Circum.
Internal/

Exte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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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5 Investigation of crack behavior on various crack location

Shape Loc.1 Loc.2
Pipe

length
Cases Remarks

Axial

Through-wall -

Extrados

Intrados

Crown

1 loop

3 Crack closure

Surface
Internal

/External
6 Crack closure

Circum.

Through-wall - 3 Crack closure

Surface
Internal

/External
6 Crack closure

Total : 18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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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6 Investigation of crack behavior by change of crack face pressure

Shape Loc.1 Loc.2

External

pressure

()

Internal

pressure

()

Crack

face

pressure

Remarks

Axial Surface Internal Extrados 40MPa 11.8MPa 
Crack

clo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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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7 Investigation of crack behavior by change of pipe length

Shape Loc.1 Loc.2
Pipe

length

External

pressure

()

Internal

pressure

()

Crack

face

pressure

Remarks

Axial Surface Internal Extrados

1 loop 40MPa 11.8MPa 
Crack

closure

0.19

loop
40MPa 11.8MPa 

Crack

closure

Total : 2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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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 Geometry of SMART SG 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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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ocation of crack

(Intrados/Extrados)

(b) Location of crack

(1st/17th layer)

(c) Length of pipe (1 loop/ 3 loops)

1st layer
Pitch 20mm 

1st layer
Pitch 280mm 

17th layer
Pitch 600mm 

(d) Pitch

(1st layer pitch 20mm/ 1st layer pitch 280mm/ 17th layer pitch 600mm)

No strip Strip

(e) Strip

Fig. 3.2 Considered list of FE models of SMART SG 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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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ough-wall

Axial Circumferential

Intrados/Extrados

1st /17th layer

1loop/3loops

Pitch

Strip

Fig. 3.3 Sequence for determining type of analysis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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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 Stress-strain curve of Inconel 690 material at 360℃



- 27 -

(a) Axial through-wall crack

(b) Circumferential through-wall crack

Fig. 3.5 FE models for through-wall cracked tub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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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 Comparison of the J-integral to examine crack location effect

(Intrados, Extrad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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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7 Comparison of the J-integral to examine crack location effect

(1st layer, 17th 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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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8 Comparison of the J-integral to examine crack length effect

(1 loop, 3 loo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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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0 Location of strip in SMART 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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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 Comparison of J-integral to examine strip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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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Internal pressure

(b) External pressure

Fig. 3.12 Hoop and longitudinal stresses in a cylinder under pressure lo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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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xial-intrados (b) Circumferential-intrados

(c) Axial-extrados (d) Circumferential-extrados

(e) Axial-crown (f) Circumferential-crown

Fig. 3.13 FE models of through-wall cracked tubes for various locations

(Intrados, Extrados, Cr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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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xial-internal (b) Circumferential-internal

(c) Axial-external (d) Circumferential-external

Fig. 3.14 FE models of surface cracked tubes on various locations

(Internal, Exte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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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 loop length

(b) 0.19 loop length

Fig. 3.15 FE models of cracked tubes for investigating crack length effect

(1 loop, 0.19 lo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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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6 Deformation of SMART tube under external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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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7 Elastic-perfectly plastic behavior of Inconel 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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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8 Failure pressure of cracked SMART pipe under external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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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마모결함이 내재된 SMART 전열관의 파손압력 예측모델

개발

1. 기존 상용로 전열관의 파손압력 예측모델

전열관의 파손압력 즉, 불안정 균열성장의 시작시점에 해당하는 작용압력의 예측

을 위해 적용할 수 있는 평가법으로는 한계하중법(limit load)과 탄소성 파괴역학

(elastic-plastic fracture mechanics) 해석방법 등이 있다.

한계하중법은 파손압력과 같은 최대 하중 지지능력(load carrying capacity)만 예

측이 가능하여, 균열의 발생 시점 또는 균열의 성장여부 등을 예측할 수 없다. 하지

만 이 방법은 최대하중 지지능력 예측을 위해 전열관 재료의 항복강도 및 인장강도

와 같은 인장특성만을 필요로 하고 단순한 형태의 예측식 개발이 가능하다는 장점

때문에 가동중인 원전 주요기기의 건전성평가를 위한 ASME 코드, R6 코드 등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17, 18]

1980년대 중반부터 미국의 ANL, EPRI, Westinghouse와 프랑스의 Framatome

및 벨기에의 Belgatom 등에서는 전열관의 파손특성 분석을 위한 다수의 파손실험

수행 및 이를 활용한 전열관의 파손압력 예측식 개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중

EPRI, Westinghouse와 Belgatom에서는 단순한 형태의 파손압력 예측식 개발에 주

안점을 둔 반면 ANL과 Framatome에서는 한계하중법과 J /T방법 등의 탄소성 파

괴역학 해석방법의 현장 적용성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현장 적용성 측면에서 한계

하중 방법이 더 적절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전열관의 파손압력 예측모델로는 한

계하중법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

2. SMART 전열관의 파손압력 예측기법 및 모델 정립

가. 마모결함의 형태

기존 상용로의 증기발생기 전열관에 발생할 수 있는 마모결함은 타원형 마모결

함(elliptical wear), 사각형 마모결함(rectangular wear), 웨지형 마모결함(tapered

wear) 등 3가지 유형으로 이상화 할 수 있다[19]. 이들 각각의 개략적인 형태를

Fig. 3.19에 도시하였다. 타원형 마모결함은 유체유발진동(flow induced vibration)으

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상형태로 파손압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형상변수로 마모

깊이(d), 마모길이(l), 마모회전각()을 고려하였으며 이를 체계적으로 변화시키며

각각의 영향을 정량화하고자 하였다. 총 64가지 경우에 대한 유한요소해석을 수행

하였으며 상세사항을 Table 3.8에 정리하였다. 사각형 마모결함은 타원형 마모결함

을 보다 단순화시킨 형태로써, 형상변수는 타원형 마모결함과 동일하게 설정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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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총 80가지 경우에 대한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였고 상세사항은 Table 3.9에 나

타내었다. 웨지형 마모결함은 전열관과 지지대와의 간극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

는 결함으로 그 형상이 타원형 마모결함과 사각형 마모결함과는 조금 다르다. 따라

서 파손압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형상변수로 마모깊이(d), 마모길이(l), 마모각

()을 고려하였고 총 20가지 경우에 대해서 고려하였으며 그 형상변수를 Table

3.10에 나타내었다.

나. 유한요소 모델 작성

본 연구에서 고려된 일체형원자로 증기발생기 전열관은 외경 17mm, 두께

2.5mm를 가지며 관류식 나선형의 형상을 갖는다. Fig. 3.20에 마모결함이 존재하는

일체형원자로 증기발생기 전열관의 3차원 유한요소모델을 나타내었다. 전열관의 형

태가 나선형이기 때문에 그 형상이 대칭성을 갖지 않아 3가지 마모형태 모두에 대

하여 전체 모델을 작성하였다. 해석모델개발을 위한 3D-CAD 모델 작성에는 상용

프로그램인 Autodesk Inventor 2009를 이용하였고, 유한요소모델 작성은 상용 프로

그램인 Hypermesh 9.0을 이용하였으며, 해석에는 상용 유한요소 해석 프로그램인

ABAQUS를 이용하였다. 또한 요소망으로는 요소의 비압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하여 20절점 사각주요소(C3D20R)를 선택하였고 J 2 유동이론을 채택하여 등방 탄소

성 재료로 가정하였다. 국부적 불안정성을 정확하게 묘사하기 위해 대규모 변형률

해석조건(NLGEOM option within ABAQUS[20])을 적용하였으며 해석에 사용된

재료물성치는 설계온도(360℃)에서의 실제 응력-변형률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하였

고 이를 Table 3.1과 Fig. 3.4에 나타내었으며 하중으로는 전열관에 외압을 적용

하였으며 경계조건으로 배관 양끝단을 전방향으로 구속하였다. 배관길이는 360도

회전하도록 충분히 길게 작성하였기 때문에 배관 끝단에 별도의 축방향 응력

(End-cap)을 적용하지 않았다.

다. 파손압력 기준

한계하중법을 통한 전열관의 파손압력 예측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평가기준 선정

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Fig. 3.21과 같이 마모결함 최심점에서 잔여 리가

먼트(ligament)까지의 von Mises 응력분포가 특정 임계 응력값에 도달하면 전열관

이 파손된다고 가정하였는데, 이때의 외압을 파손압력으로 정의하였다. 임계응력값

의 기준으로는 여러 파손기준(, , ,, )이 검토될 수 있다. 일반적으

로 적절한 파손기준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파손실험이 수행되어야 한다. 파손실험은

전열관 시편에 마모형상을 기계 방전 가공 후 압력을 가하여 파손되는 순간의 압력

을 측정함으로써 파손압력은 얻는다. 실험에서 얻어진 파손압력을 해석에서 얻어진

각 파손기준에서의 파손압력과 비교하여 적절한 파손기준을 선정할 수 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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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연구에서는 파손시험이 수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비 해석을 수행하여 고려

된 임계응력 조건 중 가장 보수적인 기준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파손압력 기준을

설정하기 위하여 타원형 마모결함 중 마모길이(l)가 15mm, 마모회전각()이 90°인

경우에 대하여 예비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였으며 각 파손기준에서의 파손압력결과

를 분석하여 파손압력을 선정하였다. Fig. 3.22은 균열깊이에 따른 파손기준별 파손

압력을 나타낸 것으로 항복응력()이 가장 보수적인 결과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

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항복응력을 파손기준으로 설정하여 건전성 평가를 수

행하였다.

3. 마모결함이 내재된 SMART 전열관의 파손압력 예측식 제시

가. 타원형 마모결함

유한요소해석을 통하여 타원형 마모결함이 존재하는 전열관에 대한 파손압력을

항복응력()을 파손기준으로 하여 정리하였고 이를 Table 3.11에 나타내었다. 마모

결함의 파손압력은 마모길이(l)가 길어질수록, 마모회전각()이 커질수록 더욱 작아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마모회전각의 경우 전열관의 파손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작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타원형 마모결함에 대한 파손압력

(P failure)은 마모깊이와 마모길이의 함수로 가정하였고 유한요소해석 결과의 2차 곡

선적합을 통해 다음과 같은 타원형 마모결함에 대한 파손압력 예측식을 제시하였

다.

  

 


   

 




  (3.2.1)

   
 




  (3.2.2)

여기서 d는 결함깊이, l은 결함길이, Rm은 전열관의 평균반경, t는 전열관의 두께,

  
는 기준응력에서의 결함이 없는 전열관의 파손압력이며 상수 A1, A2, A3는 상

수 X1, X2, X3과 결함깊이로 이루어진 함수이다. Table 3.14에 이들 각각의 상수값

을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는 파손압력 예측식에 기준응력()을 도입

하여 파손기준을 수정할 수 있도록 식을 개발하였다. 유한요소해석 시 파손기준을

항복응력()으로 설정하였기에 Table 3.11과 같은 결과는 기준응력이 항복응력일

때의 파손압력이다. 향후 파손실험이 수행된다면 그 실험결과로서 얻어진 파손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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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용하여 기준응력 수정을 통해 더욱 정확한 파손압력 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판

단된다.

Fig. 3.23에 유한요소해석 결과와 공학적 예측식으로 구한 파손압력 결과를 비교

하여 나타내었다. 마모길이가 변화하고 마모깊이가 깊어져도 파손압력 예측식이 유

한요소해석 결과와 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한편 Fig. 3.26에는 유한요소해석 결과를 토대로 도출한 하한계(lower bound) 곡

선을 나타내었다. 제시한 곡선은 마모결함이 존재하는 일체형원자로 증기발생기 전

열관의 파손압력 예측과 건전성 평가 시 보수적인 목적으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이

다. 하한계 곡선을 이루는 파열압력 예측식의 상수값을 Table 3.17에 나타내었다.

나. 사각형 마모결함

유한요소해석을 통하여 사각형 마모결함이 존재하는 전열관에 대한 파손압력을

정리하였고 이를 Table 3.12에 나타내었다. 타원형 마모결함과 동일하게 항복응력

()을 파손기준으로 하여 정리하였다. 직사각형 마모결함의 파손압력은 타원형 마

모결함과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마모깊이(d)가 깊은 경우에 타원형 마모결함에

비해 더 낮은 파손압력이 예측되었다. 또한 타원형 마모결함과 마찬가지로 파손압

력은 마모길이(l)가 길어질수록, 마모회전각()이 커질수록 작아지지만 마모회전각

의 경우 전열관의 파손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작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사각형

마모결함 파손압력 예측식은 타원형 마모결함과 같이 마모깊이와 마모길이의 함수

로 가정하여 그 기본형태를 같이 하였고 유한요소해석 결과의 2차 곡선적합을 통해

직사각형 마모결함에 대한 파손압력 예측식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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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4)

여기서 d는 마모깊이, l은 마모길이, Rm은 전열관의 평균반경, t는 전열관의 두께,

  
는 기준응력에서의 결함이 없는 전열관의 파손압력이며 상수 A1, A2, A3는 상

수 X1, X2, X3과 결함깊이로 이루어진 함수이다. Table 3.15에 이들 각각의 상수값

을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마찬가지로 예측식에 기준응력()을 도입하여 향후 파

손실험 결과와의 비교를 통하여 파손기준을 수정하고 더욱 정확한 파손압력 예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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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도록 식을 개발하였다.

Fig. 3.24에 유한요소 해석결과와 공학적 예측식으로 구한 파손압력 결과를 비교하

여 나타내었다. 마모길이가 변화하고 마모깊이가 깊어져도 파손압력 예측식이 유한

요소해석 결과와 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한편 Fig. 3.26에는 유한요소해석 결과를 토대로 도출한 하한계 곡선을 나타내었

다. 제시한 곡선은 마모결함이 존재하는 일체형원자로 증기발생기 전열관의 파손압

력 예측과 건전성 평가 시 보수적인 목적으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하한계 곡

선을 이루는 파열압력 예측식의 상수값을 Table 3.17에 나타내었다.

다. 웨지형 마모결함

유한요소해석을 통하여 웨지형 마모결함이 존재하는 전열관에 대한 파손압력을

항복응력()을 파손기준으로 하여 정리하였고 이를 Table 3.13에 나타내었다. 웨지

형 마모결함의 경우 타원형 마모결함이나 직사각형 마모결함보다 동일한 마모깊이

에서의 파손압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예측되었다. 웨지형 마모결함의 파손압

력은 마모길이(l)가 길어질수록 작아졌고, 마모각()이 존재하는 경우 더욱 커졌지

만 마모각이 전열관의 파손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작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예측

식의 기본형태는 다른 형태의 마모결함과 같이 마모깊이와 마모길이만의 함수로 하

며 표현하였고 2차 곡선적합을 통해 웨지형 마모결함에 대한 파손압력 예측식을 다

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3.2.5)

   
 




  (3.2.6)

여기서 d는 결함깊이, l은 결함길이, Rm은 전열관의 평균반경, t는 전열관의 두께,

  
는 기준응력에서의 결함이 없는 전열관의 파손압력이며 상수 A1, A2, A3는 상

수 X1, X2, X3과 결함깊이로 이루어진 함수이다. Table 3.16에 이들 각각의 상수값

을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마찬가지로 파손압력 예측식에 기준응력()을 도입하여

향후 파손실험 결과와의 비교를 통하여 파손기준을 수정하고 더욱 정확한 파손압력

예측이 가능하도록 식을 개발하였다.

Fig. 3.25에 유한요소해석 결과와 공학적 예측식으로 구한 파손압력 결과를 비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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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나타내었다. 마모길이가 변화하고 마모깊이가 깊어져도 파손압력 예측식이 유한

요소해석 결과와 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한편 다른 형태의 마모결함들과 마찬가

지로 Fig. 3.26에 유한요소해석 결과를 토대로 도출한 하한계 곡선을 나타내었다.

제시한 곡선은 마모결함이 존재하는 일체형원자로 증기발생기 전열관의 파손압력

예측과 건전성 평가 시 보수적인 목적으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하한계 곡선을

이루는 파열압력 예측식의 상수값을 Table 3.17에 나타내었다.

4. 고찰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유한요소해석을 통하여 타원형 마모결함, 사각형 마모결함, 웨지

형 마모결함 등 3가지 마모형태의 결함이 존재하는 일체형원자로 관류식 나선형 증

기발생기 전열관의 파손압력 예측식을 제시하였다. 예측식 개발 시 결함이 없는 일

체형원자로 전열관의 파손압력인 80.01MPa를 적용하였으며, 이는 유한요소해석을

통하여 계산된 값이다. 마모결함의 파손압력은 마모깊이에 가장 큰 영향을 받았으

며 마모길이가 길어짐에 따라 파손압력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항복응력을 파

손기준으로 하여 가장 보수적인 파손압력을 조사하였으며 향후에 파손실험 결과를

이용하면 기준응력의 수정을 통해 파손기준을 변경하고 예측식을 수정하여 더욱 정

확한 파손압력 예측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각 마모결함의 파손압력에 대하여

하한계 곡선을 제시하여 보수적인 예측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제시한 곡선을 이용

하면 전열관 설계압력 3배의 설계여유 하에서 타원형 마모결함과 사각형 마모결함

의 경우 40∼42%, 웨지형 마모결함의 경우 50∼53%의 마모깊이에서도 전열관의

파손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제시된 연구결과를 통하여 일체형원자로

전열관의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마모결함의 기준결함깊이를 결정할 수 있으며

제시한 파손압력 예측식과 하한계 곡선을 이용하면 증기발생기 전열관의 파손 압력

예측과 함께 전열관 건전성 평가에 보수적인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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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8 The analysis matrix for elliptical wastage

Defect depth ratio(d/ t)
Defect length(l)

(mm)
Wrap angle()

0.1 15, 25, 35, 50 40°, 90°, 135°, 180°

0.3, 0.5, 0.7, 0.9 15, 25, 35, 50 90°, 135°,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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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9 The analysis matrix for rectangular wastage

Defect depth ratio(d/ t)
Defect length(l)

(mm)
Wrap angle()

0.1, 0.3, 0.5, 0.7, 0.9 15, 25, 35, 50 45°, 90°, 135°,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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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0 The analysis matrix for tapered wastage

Defect depth ratio(d/ t)
Defect length(l)

(mm)
Wrap angle()

0.25, 0.5, 0.75, 0.9 15, 25, 35, 50 0°

0.75 15 7.24°

0.75 25 4.32°

0.75 35 3.07°

0.75 50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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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1 FE limit results for elliptical wastage

Defect

length(mm)
d/t

Wrap

angle()

Plastic

collapse

stress

(MPa)

Defect

length(mm)
d/t

Wrap

angle()

Plastic

collapse

stress

(MPa)

15

0.1

45° 78.0

35

0.1

45° 76.5

90° 76.8 90° 75.9

135° 76.2 135° 75.3

180° 75.3 180° 75.0

0.3

90° 63.6

0.3

90° 63.0

135° 62.7 135° 61.5

180° 61.5 180° 60.6

0.5

90° 46.2

0.5

90° 45.6

135° 45.6 135° 45.3

180° 45.3 180° 44.4

0.7

90° 29.1

0.7

90° 28.5

135° 28.2 135° 27.6

180° 27.9 180° 27.3

0.9

90° 9.9

0.9

90° 9.6

135° 9.6 135° 8.7

180° 9.0 180° 8.4

25

0.1

45° 77.1

50

0.1

45° 75.9

90° 76.5 90° 74.7

135° 75.9 135° 74.7

180° 75.0 180° 74.7

0.3

90° 63.3

0.3

90° 62.4

135° 62.1 135° 61.2

180° 61.2 180° 60.3

0.5

90° 45.9

0.5

90° 45.3

135° 45.6 135° 44.4

180° 45.0 180° 42.9

0.7

90° 28.8

0.7

90° 28.2

135° 27.9 135° 27.3

180° 27.6 180° 26.7

0.9

90° 9.9

0.9

90° 9.3

135° 9.0 135° 8.7

180° 8.4 180°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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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2 FE limit analysis results for rectangular wastage

Defect

length(mm)
d/t

Wrap

angle()

Plastic

collapse

stress

(MPa)

Defect

length(mm)
d/t

Wrap

angle()

Plastic

collapse

stress

(MPa)

15

0.1

45° 75.6

35

0.1

45° 75.6
90° 74.7 90° 74.7
135° 74.7 135° 74.7
180° 73.8 180° 73.8

0.3

45° 62.4

0.3

45° 62.1
90° 62.4 90° 61.8
135° 61.8 135° 61.2
180° 61.2 180° 60.9

0.5

45° 45.9

0.5

45° 45.3
90° 45.6 90° 44.7

135° 45.0 135° 44.1
180° 44.4 180° 43.8

0.7

45° 28.5

0.7

45° 28.2
90° 27.9 90° 27.6
135° 27.7 135° 27.0
180° 27.6 180° 26.7

0.9

45° 13.6

0.9

45° 12.8
90° 13.6 90° 12.8
135° 13.6 135° 12.8
180° 12.8 180° 12.8

25

0.1

45° 75.6

50

0.1

45° 75.6
90° 74.7 90° 74.7

135° 74.7 135° 74.7
180° 73.8 180° 73.8

0.3

45° 62.4

0.3

45° 61.5
90° 62.1 90° 61.2
135° 61.5 135° 60.9
180° 61.2 180° 60.6

0.5

45° 45.6

0.5

45° 44.7
90° 45.3 90° 44.1
135° 44.7 135° 43.8
180° 44.1 180° 43.5

0.7

45° 28.3

0.7

45° 27.6
90° 27.7 90° 27.3

135° 27.3 135° 26.7
180° 27.0 180° 26.4

0.9

45° 12.8

0.9

45° 12.8
90° 12.8 90° 12.8
135° 12.8 135° 12.8
180° 12.8 180°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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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3 FE limit analysis results for tapered wastage

Defect

length(mm)
d/t

Tapered

angle()

Plastic

collapse

stress

(MPa)

Defect

length(mm)
d/t

Wrap

angle()

Plastic

collapse

stress

(MPa)

15

0.25 0° 78.0

35

0.25 0° 73.8

0.50 0° 63.0 0.50 0° 57.6

0.75
0° 39.6

0.75
0° 34.2

7.24° 40.2 0° 34.8

0.90 0° 24.6 0.7 0° 20.4

25

0.25 0° 76.2

50

0.25 0° 71.4

0.50 0° 60.2 0.50 0° 54.7

0.75
0° 36.0

0.75
0° 33.0

0° 36.6 0° 33.6

0.90 0° 22.8 0.90 0°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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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4 Resulting constants for failure pressure estimation equation of

elliptical wastage

Coefficient X1 X2 X3

A1 -4.048E-04 7.541E-04 -2.628E-04

A2 1.562E-02 -2.038E-02 3.622E-03

A3 -4.103E-01 -6.105E-01 1.000E+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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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5 Resulting constants for failure pressure estimation equation of

rectangular wastage

Coefficient X1 X2 X3

A1 -4.60E-06 3.55E-04 -1.58E-04

A2 6.67E-03 -1.29E-02 2.81E-03

A3 -2.03E-01 -7.45E-01 1.00E+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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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6 Resulting constants for failure pressure estimation equation of

tapered wastage

Coefficient X1 X2 X3

A1 -1.968E-03 2.692E-03 -7.115E-05

A2 6.791E-02 -8.436E-02 9.062E-04

A3 -1.132E+00 2.980E-01 1.000E+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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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7 Resulting constants for lower bound curve of elliptical wear,

rectangular wear and tapered wear

Coefficient X1 X2 X3

Elliptical

wear

A1 -8.17E-04 5.47E-04 -1.30E-05

A2 1.60E-02 -1.30E-02 2.64E-04

A3 -1.66E-01 -8.10E-01 1.00E+00

Rectangular

wear

A1 1.105.E-03 -7.732.E-04 -9.305.E-06

A2 -4.422.E-03 -2.928.E-04 2.248.E-04

A3 -2.929.E-01 -7.282.E-01 1.000.E+00

Tapered

wear

A1 -3.165.E-05 3.856.E-05 -1.004.E-05

A2 5.174.E-04 -6.304.E-04 1.641.E-04

A3 -5.497.E-01 -3.907.E-01 1.000.E+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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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lliptical wear

(b) Rectangular wear

(c) Tapered wear

Fig. 3.19 Schematics of wear-type defected steam generator tub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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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lliptical wear

(b) Rectangular wear

(c) Tapered wear

Fig. 3.20 FE model of wear-type defected steam generator tub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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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PFailure = 44.4 MPa

PFailure = 43.2 MPa

PFailure = 42.7 MPa

PFailure = 41.9 MPa

PFailure = 44.4 MPa

P = 43.2 MPa

P= 42.7 MPa

P= 41.9 MPa

Fig. 3.21 Process of plastic collap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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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 FE limit analysis results for elliptical wear type defect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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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 FE limit analysis results for elliptical wear type de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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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4 FE limit analysis results for rectangular wear type defect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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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4 FE limit analysis results for rectangular wear type de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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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6 Lower bound curves for wear type defects

(continued)



- 67 -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Tapered angle 7.24o

Tapered angle 4.32o

Tapered angle 3.07o

Tapered angle 2.15o

Failure presure of 
Undefected SMART Tube,
80.1MPa

Requirement pressure
(3*Design pressure),
51MPa

Design pressure,
17MPa

Inconel 690 SMART SG Tubes
       DO=17mm, t=2.5mm

                                 FE results (Based on sy )
l=15mm  Tapered angle 0o

l=25mm  Tapered angle 0o

l=35mm  Tapered angle 0o

l=50mm  Tapered angle 0o

 

 

P Fa
ilu

re
 (M

Pa
)

Defect depth (% TW)
(c) Tapered wear

Fig. 3.26 Lower bound curves for wear type de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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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및 관련 분야에의 기여도

본 연구에서는 균열형 결함 및 마모결함이 내재된 일체형원자로 증기발생기 전

열관의 파손거동을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균열형 결함이 내재된 일체형원자로 전열관의 해석모델 정립

일체형원자로 전열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균열형 결함의 위치를 고려하고 대상

배관을 결정하여 해석모델을 결정하였다. 일체형원자로 전열관은 기존 상용로와는

달리 직관이 아닌 나선형으로 비대칭형 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나선형 형상에 따

라 변할 수 있는 조건들을 고려하였다. 그 결과 상하중심간거리가 20mm이고 1회전

한 첫 번째 층의 배관에 균열이 존재하는 경우를 해석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지지

대고려유무 등 해석에 고려해야 할 사항을 결정하였다. 또한 각 균열이 배관의 외

호에 위치할 때 가장 위험도가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지금까지 일체형원자로 전열

관에 대한 건전성 평가가 미흡하여 정형화 된 해석모델이 존재하지 않았지만 본 연

구를 통해 해석모델을 정립함으로써 효율적인 일체형원자로 전열관 건전성 평가에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해석모델은 다음

과 같다.

○ 균열 위치 : 외호(extrados)

○ 대상 배관 : 첫 번째 층(1st layer)

○ 배관 길이 : 1회전(1 loop)

○ 상하중심간거리 : 첫 번째 층-상하중심간거리 20mm (1st layer-pitch 20mm)

○ 지지대고려유무 : 지지대(strip) 미고려

2. 균열형 결함의 해석 타당성 검토 및 파손예측

균열형 결함이 존재하는 일체형원자로 전열관에 대해 기존 건전성 평가법의 적

용성을 검토하기 위해 균열거동을 평가하였다. 결함이 존재할 수 있는 여러 위치와

균열열림이 발생의 가능성이 있는 조건들을 고려하였다. 본 연구에서 결함거동분석

을 위해 고려한 상세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균열위치에 따른 균열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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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균열면 압력변화에 따른 균열거동

○ 배관 길이의 영향에 따른 균열거동

○ 과도상태의 내외압 역전 현상 발생시 균열거동

상기에 고려한 조건에서 배관에 외압이 작용할 경우 모두 균열닫힘이 발생하였

고 또한 역전현상으로 인하여 내압이 더 커지더라도 균열진전이 발생할 위험은 적

다고 판단되었다. 한편 충분히 긴 축방향 및 원주방향 관통균열에 대하여 균열닫힘

이 발생할 시에 대한 파손압력을 조사하였고 그 결과 배관의 파손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3. 마모결함이 내재된 일체형원자로 전열관의 파손압력 예측모델 개발

마모결함이 전열관의 파손압력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한계하중 기반의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여 타원형, 사각형 및 웨지형 마모결함이 존재하는 일체형원

자로 전열관에 대한 파손압력 예측식을 제시하였다. 항복응력을 파손기준으로 하여

가장 보수적인 파손압력을 조사하였으며 향후에 파손실험 결과를 이용하면 기준응

력의 수정을 통해 파손기준을 변경하여 더욱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

한 각 마모결함의 파손압력에 대하여 하한계 곡선을 제시하여 보수적인 예측이 가

능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제시한 파손압력 예측식을 통하여 일체형원자로

증기발생기 전열관의 건전성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잇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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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제 1 절 학문적 측면

1. 손상된 일체형원자로 증기발생기 전열관의 건전성 평가와 관련된 이론적 배경

확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2. 손상된 일체형원자로 증기발생기 전열관 특성을 반영한 구조건전성 평가의 기

술기반 확립에 활용하고자 한다.

3. 균열이 존재하는 증기발생기 전열관의 파손거동 및 파손위험평가에 적용하고

자 한다.

4. 마모결함이 존재하는 증기발생기 전열관의 파손압력 예측 기준의 확립과 파손

압력 예측식을 이용한 구조건전성 평가에 적용하고자 한다.

5. 관련 분야에 대한 국제 학술 발표 및 학술지 개제를 통해 일체형 원자로 증기

발생기 전열관의 건전성 평가와 관련된 국제적 지위를 향상하는데 활용하고자

한다.

제 2 절 산업적 측면

1.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일체형원자로 표준설계사업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

다.

2. 일체형원자로의 설계 및 유지보수비용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술적

배경 제시를 위해 활용하고자 한다.

3. 손상된 일체형원자로 증기발생기 전열관에 대한 실증 실험시 소요되는 막대한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제시한 해석기법을 확대 적용하고

자 한다.

4. 안전여유도를 갖는 운전조건하에서 일체형원자로 증기발생기 전열관의 증기발

생기 전열관의 관막음 기준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 71 -

제 6 장 참고문헌

[1] Kim, I.S., Oh, B.S., 2008, "Technologies of Seawater Desalination and

Wastewater Reuse for Solving Water Shortage," Korean Society of

Environmental Engineers, Vol. 30, No. 12, pp.1197∼1202.

[2] World Nuclear Association, 2010, "Small Nuclear Power Reactors."

[3] IAEA, 1995, "Design and Development Status of Small and Medium Reactor

Systems," TECDOC-881.

[4] Chang, M.H., Yeo, J.W., Zee, S.Q., Lee, D.J., Park, K.B., Koo, I.S., Kim, H.C.,

Kim, J.I., 2002, "Basic Design Report of SMART," KAERI/TR-2142.

[5] Park, K.B., 1999, "Development of System-integrated Modular Advanced

ReacTor -4," Kore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 Vol.39, No.4, pp.46∼49.

[6] http://test2005.knef.or.kr/know/info_nuclear/future1.asp?menu_code=022100620013.

[7] Kanninen, M.F., Marshall, C.W., Simonen, F.A. and Wilkowski, G.M., 1976,

"Mechanical Fracture Predictions for Sensitized Stainless Steel Piping with

Circumferential Cracks", EPRI NP-192.

[8] Zahoor, A., 1989, "Ductile Fracture Handbook", EPRI NP-6301D.

[9] Miller, A.G., 1988, "Review of Limit Loads of Structures Containing Defects",

International Journal of Pressure Vessels and Piping, Vol. 32, pp. 197∼327.

[10] Schulze, H.D., Togler, G. and Bod mann, E., 1980, "Fracture Mechanics Analysis on

the Initiation and Propagation of Circumferential and Longitudinal Defects in Straight

Pipes and Pipe Bends", Nuclear Engineering and Design, Vol.58, pp. 19∼31.

[11] ASME B&PV Committee, 2000, ASME B&PV Code, Sec.III.

[12] API, 2003, Fitness-for-Service, API 579, App.B.

[13] Autodesk, Inc., 2008, "Autodesk Inventor Professional ver. 2009, theory manual".

[14] 장동환, 고병두, 2008, "Hypermesh를 이용한 유한요소 모델링," 대가.

[15] Structural Reliability Technology, Inc., 2005, "FEA crack help".

[16] Cho, J.C., Jhung, M.J., Choi, Y.H., Yune, Y.G., Yoo, S.O., Kim, W.S., Song, J.M.,

Kang, S.S., Kim, H.J., 2005, "Regulatory Technologies for Evaluation and Confirmation of

Mechanical and Structural Integrity of SMART-P Components, KINS/RR-266.

[17] ASME, 2002, "Rules for Inservice Inspection of Nuclear Power Plant

Components," Sec. XI.

[18] Biritish Energy, 2001, "Assessment of the Integrity of structures Containing

Defects," R6 Rev.4.



- 72 -

[19] Kim. J.M., 2006, "Development of Reliability Evaluation Equation for Steam

Generator Tubes with Wear-Type Defects",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 ABAQUS ver. 6.7.2, 2007, "User's Manual," ABAQUS, Inc.



- 73 -

부록 A

해석 대상 선정

- Inconel 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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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 해석대상의 선정 -Inconel 600-

본 연구에서는 균열형 결함이 존재하는 일체형원자로 증기발생기 손상 전열관의

해석 대상을 선정하는데 있어 Inconel 690 재료물성 이외에도 Inconel 600 재료물성

에 대해서도 해석을 수행하였다. 해석에 고려된 유한요소모델의 형상은 Fig. 3.2,

Fig. 3.5와 같이 앞서 Inconel 690에 대하여 수행한 해석사항과 동일하게 하였고 재

료물성은 Inconel 600을 적용하였다. 재료물성의 상세사항은 Table A.1과 Fig. A.1

에 나타내었고 해석 대상 선정을 위해 고려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균열형상 : 관통 균열(through-wall crack)

○ 균열방향 : 축 방향(axial direction), 원주 방향(circumferential direction)

○ 균열위치 : 내호(intrados), 외호(extrados)

○ 대상 배관 : 첫 번째 층(1st layer), 17번째 층(17th layer)

○ 배관 길이 : 1회전(1 loop), 3회전(3 loops)

탄소성 유한요소해석 결과를 토대로 균열위치(내호, 외호), 대상배관(1st layer,

17th layer), 그리고 배관길이(1 loop, 3 loops) 등에 따라 균열 최심점의 J-적분값

이 보수적인 관점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케이스를 해석 대상으로 결정하도록 하였

다.

가. 균열 형상 및 방향에 따른 균열의 위치 결정

해석 결과 Fig. A.2와 같이 내호보다 외호에 위치한 균열에서 J-적분값이 더 높

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설계압력인 17MPa에서는 축방향 관통 균열의 경우

40.3%의 차이를 보였다. 그러므로 균열이 외호에 위치한 경우 보수적 관점의 전열

관 건전성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대상배관의 층(layer) 결정

Fig. A.3은 압력증가에 따른 각 층의 J-적분값을 비교한 것으로 축방향 관통균

열의 경우에서는 첫 번째 층에 균열이 내재되어 있을때 J-적분값이 설계압력에서

약 15% 높았으나, 원주방향 관통균열의 경우에는 설계압력에서 17번째층의 J-적분

값이 약 6.2% 높았다. 그러나 원주방향 관통균열의 경우 압력이 27.5MPa 이상에서

는 역전현상이 발생하여 첫 번째 층의 J-적분값이 더 높은 경향을 보임을 확인하

였다. 그러나 축방향 및 원주방향의 J-적분값의 변화 추이를 고려할 때 첫 번째 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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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17번째 층보다 보수적인 결과를 제시할 것으로 판단되어 대상배관을 첫 번째 층

으로 결정하였다.

다. 배관 길이의 결정

해석 결과 Fig. A.4와 같이 축방향 관통균열의 경우 1회전한 모델과 3회전한 모

델 사이의 J-적분값의 차이는 미미하였으나 원주방향 관통 균열의 경우 3회전한

모델의 J-적분값이 설계압력인 17MPa에서 약 9.7% 높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배

관에서의 주된 균열 파손기구는 축방향 균열이며 유한요소해석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할 때 1회전한 모델이 해석 대상으로 보다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라. 해석 대상의 선정 결과

균열 위치와 해석 대상의 선정을 위해 전열관의 내외호, 층, 회전 횟수에 의한

배관 길이 변화에 따른 축방향 및 관통균열의 J-적분값을 비교한 결과를 토대로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은 해석 대상이 결정되었다. 결정된 해석대상은 앞서 수행한

Inconel 690 재료물성에 대한 결과와 동일하였다.

○ 균열 위치 : 외호(extrados)

○ 대상 배관 : 첫 번째 층(1st layer)

○ 배관 길이 : 1회전(1 lo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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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A.1 Mechanical properties of Inconel 600 used for crack-like flaw

evaluation

Material
E

(GPa)



(MPa)



(MPa)

 



(MPa)
Inconel 600

(20℃)
213 329 669 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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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A.1 Stress-strain curve of Inconel 600 material at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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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수행기관 성균관대학교 계약 번호

초록

본 연구에서는 균열형 및 마모형 결함이 내재된 일체형원자로 증기발생기 전열관의

파손평가기준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균열형 결함이 내재된 일체형원자로 전열

관에 대한 기존 건전성 평가법 적용성을 검토하여 균열거동평가 및 파손 가능성을 예측

하였다. 또한 다양한 마모결함(elliptical, rectangular, tapered wear-type defect)이 내재된

전열관의 해석기법 및 모델을 정립하고 파손압력 예측식을 보수적인 관점에서 제시하였

다. 본 보고서에 수록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균열이 존재하는 SMART 전열관 해석 대상의 선정

2. 균열형 결함의 해석 타당성 검토 및 파손예측

3. 마모결함이 내재된 SMART 전열관의 파손압력 예측모델 개발

본 연구에서 제시된 해석결과와 파손압력 예측모델을 이용한다면 일체형원자로 증기

발생기 전열관의 건전성 평가에 있어 기초적인 평가기술기반의 확립이 가능할 것으로 예

상되며 일체형원자로 고유 특성을 반영한 안전 해석 기술 및 설계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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