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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1. 제 목 

구조재 손상 정밀진단/감시 빛 제어 기술개발 

n. 연구개발의 목적 및 펼요성 

원자력발전소의 주요 구조재는 가동중 재질특성/구조특성/가동환경/응력상태 동의 복합적 

요인에 의해 여러 유형의 손상올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손상을 평가하는 하드웨어 기술은 크 

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즉， 재료 고유의 물성명가와 재료의 손상거동올 평가하는 재 

료건전성평가 기술과 손상결함의 발생유무/ 크기/ 위치 둥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비파괴검사기술로서 대별할 수 있다. 

재료건전성평가의 경우， 일반적으로 가동환경 모사조건에서 재료의 손상거동을 시험하여 건 

전성을 평가/예측하며 대개의 경우 파괴검사/분석방법에 의존하는 특정을 갖는다. 이러한 건 

전성평가의 고유 기능이 재료의 특성과 손상거동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매우 유용함에는 틀림 

없으나I 가동 원전에서 발생되는 손상결함의 생성과 진행과정 및 실제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 

평가하는 기능이 결여되어 있다. 

한편 원전의 가통전 · 중검사로부터 각종 구조재의 건전성평가와 규제/보수 동의 판단근거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기존의 비파괴검사기술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결 

함의 정밀탐지 능력과 신호평가/해석 기술력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원전 구조재의 손상발생과 진행이 원전의 안전성에 직접적인 영향올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 

위에서 지적한 기존 기술들의 단점을 상호 보완함과 더불어 각 기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혁신기술개발의 연구가 우선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된다. 본 연구과제의 1 단계 

연구개발올 통하여 가동 원전의 손상을 보다 정밀하게 진단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의 개발과 

이에 의한 정확한 손상원인 규명으로부터 각종 손상의 원인에 대웅되는 개선방안들이 도출되 

고 있으며I 또한 국내의 기술기반이 취약한 손상 상태/환경 감시기술개발이 병행됨으로서 손 

상을 억제I 방지/ 개선하는 능동적 개념의 종합적 손상제어 기술개발로의 발전 가능성이 확인 

됨에 따라 향후 집중적인 연구개발 통한 단계적 발전을 이룩하는 것이 필요하다. 

m.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1. 자연결함 이용기술개발 

가. 원주균열 자연결함 제작 및 신호특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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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연결함 내재 모의집합체 제작 

다. 초기 미소균열 자연결함 제조관련 요소기술 확립 

2. 정밀진단 기술개발 및 검증 

가. 전열관 균열 관통판정 기술개발 및 검중 

나. 전열관 형상변화/결함 관계해석 기술개발 

다. 형상변화/결함 신호 동시측정 기술개발 및 검증 

라. 균열/체적성 복합결함 탐지 기술개발 

3. 손상 감시기술 특성 평가 

가. 균열 생성/성장 분리해석 평가 

나. 균열 성장속도 정량화 측정 명가 

다. 균열 생성/성장단계 전기화학적/음향학적 감시신호 특성평가 

라. 결함 생성/성장 - ECf 신호 상관관계 평가 

4. 손상제어 기술개발 

가. 내경변화 결함에 대한 환경제어 기술평가 

나. 전열관 마모/근접 방지 상부구조불 모텔 Mock-up 설계/제작 

다. 결함신호품질 영향평가 및 개선사항 도출 

라. 증기발생기 반진동구조물 마모손상 평가 

N. 연구개발 컬과 

1. 자연결함 이용기술개발 

가. 원주균열 자연결함 제작 및 신호특성평가 

OPR 1000 증기발생기의 손상현안인 원주균열에 대한 정밀진단기술 개발을 위하여， 가 

동 원전의 실제 결함과 유사한 원주균열 자연결함올 제작r 이의 와전류 신호특성을 평가I 향후 

실제 원주균열의 평가l 규제에 활용할 수 있는 요소기술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실제 결함을 모의/진단하는데 객관성과 개발기술의 적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OPR 1000 중기 

발생기 전열관 재료와 동일한 Alloy 600 HfMA 전열관 사용하여 길이 3-6 mrn, 깊이 약 5α 

80, 100% 등 총 6종의 원주균열을 제작하는데 성공하였으며/ 이들 제작결함이 OPR 1000 증기 

발생기의 실제 원주균열을 완벽하게 모사한다는 점과 OPR 1000 증기발생기에서 발생되고 있 

는 외면 원주균열 신호와 동일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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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연결함 내재 모의집합체 제작 

실제결함에 대한 정확한 신호특성 평가자료를 생산하는데 활용할 목적으로l 관판 

(tubesheet) + 관판지지대(tube support plate) 2단으로 구성되고 제작 자연결함이 확관부 빛 

free span에 위치하는 자연결함 내재 전열관 모의집합체의 제작기술올 확보하였다. 

다. 초기 미소균열 자연결함 제조관련 요소기술 확립 

방위 표적자를 시편 외면에 장착하여 결함이 발생되는 원주 및 축방향 위치를 미리 

파악한 후 축방향 PWSCC 및 원주방향 ODSCC를 제작하는 과정 중에 이 위치지점에서 나타 

나는 신호의 변화이력올 정밀 분석함으로서 검출능 이하의 크기를 갖는 초기 미소 결함을 제 

작하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제작된 결함시편들은 모의 집합체의 직관부에 함께 조립하였으며 

검사자의 기량검증 훈련용은 물론 초음파， X-probe, Intellígent Probe 둥 새로운 비파괴 검사 

기술의 결함 검출능올 비교 검증하는데도 사용될 수 있다. 

2. 정밀견단 기술재발 및 검증 

가. 전열관 균열 관통판정 기술개발 및 검증 

(1) 축방향균열 관통판정 PC용 프로그램 개발완료 
축방향균열 신호진폭 분포 형상특성을 이용하여 균열의 관통여부를 판정하는 혁신 

기술을 개발한데 이어I 관통여부 및 관통길이를 자동평가할 수 있는 Windows기반 PC용 프로 

그랩의 개발하여 이의 국내 둥록을 완료하였다. 자동평가 프로그램을 이용/ 와전류신호 데이터 

변환으로부터 균열 길이방향으로 진폭분포가 M-shape으로 나타나면 관통균열임을 판정하고 

관통길이를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다. 

(2) 자연결함이용 관통판정 균열 최소길이 검증 

향후 발전소에 실제 적용하기 위하여， 제작 자연결함과 가동중 실제 결함신호를 사 

용/ 측정 최소 균열길이의 검증과 현장 적용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코일 직경 (2.9 mm) 내외의 

길이를 갖는 제작결함을 이용한 검증시험 결과I 코일 직경 이상의 균열에 대해서 신뢰성 있는 

결과를 얻으므로서f 관통균열을 판정할 수 있는 균열의 최소길이는 약 3 rnm 임을 알 수 있었 

다. 

(3) 축방향균열 관통 자동판정 프로그램 가동원전 시범적용 및 적용성 평가 

축방향균열 관통 자동판정 프로그램의 가동 원전에 대한 시범적용으로서 울진 1, 2 

호기를 대상으로 증기발생기 전열관의 축방향균열 전열관 20개에 대하여 평가를 수행하였다. 

대상 전열관의 실제 균열에 대한 평가에서도 제작 결함평가와 동일한 결과를 얻음으로서 개발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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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의 현장 적용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원주균열 관통여부 판정 기술개발 

축방향균열에 대한 기술개발에 이어y 관통올 포함한 다양한 김이의 원주방향 EDM 

notch를 사용하여 관통/비관통에 따른 신호분포의 차이를 분석하여 원주방향 균열의 관통여부 

를 판정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원주균열 자연결함 시편에 대한 기술적용 결과와 파피 

검사를 통한 균열형상 및 실제 크기 둥의 비교를 통하여 개발된 관통여부 판정기술의 신뢰성 

이 검증되었다. 

(5) 균열(축/ 원주) 관통판정 기술 적용성 종합평가 

축방향/원주방향 관통균열이 M-shape의 진폭분포 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됨으 

로서 관통판정의 동일 원리가 적용됨을 검증하였으며l 관통판정 자동명가 프로그랩을 축/원주 

균열에 동시에 적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나. 전열관 형상변화/결함 관계해석 기술개발 

(1) 신형 ECf 탐촉자 개발 성공 및 시작품 제작 완료 

선행개발된 ECf P-MRPC 원리를 이용하여/ 결함과 형상변화(확관/함몰/돌출부 퉁) 

을 동시에 탐지하고 이들의 축/원주방향 위치/크기/분포에 대한 정보생산 및 3차원 해석 기능 

을 갖는 신형 탐촉자 2종(D-， P-probe)을 개발하는데 성공하였다 (한국-특허둥록， 3개국-특허출 

원). 본 개발기술의 독창성과 우수한 성능이 인정되어 미국 Zetec사와 공동으로 성능검증용 1, 

2차 시제품 3종의 제작을 완료하였다. 

(깅 미소 형상변화 광학/전자기적 복합해석 기술개발 

신형 ECf 탐촉자의 성능 검증의 일환으로， laser와 신형 탑촉자를 적용한 확관천이부 

의 미소 형상변화 특성 및 전열관 확관방법에 따른 편심도 복합해석을 통하여/ 개발된 신형 탐 

촉자가 레이저 대비 90% 이상의 정확성과 :!: 0.04 rnm 이내의 측정 정밀도 보유 및 3차원적 

탐지 성능을 갖는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3) 형상변화/결함 동시측정/해석기술개발 

결함과 형상변화가 동시에 존재하는 전열관에 대해 신형 탐촉자를 적용/ 균열발생 위 

치와 형상변화간의 상관관계를 해석/ 규명하는 고유기술의 성능을 확인하였다. 

(4) 신형 개발 탐촉자 성능 검증 

울진 4, 영광 4, 5호기 증기발생기 가동중검사에 D-probe 시제품을 실제 적용한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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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을 통하여I 확관부의 편섬， dent 둥의 형상변화와 균열의 발생을 동시에 탐지하는 우수한 

고유기능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들의 상관관계를 3차원적으로 해석하는 성능이 검증되었다. 

따라서 향후 형상변화와 결함발생에 대한 know-why base 규제기준 젤정 및 관리보수기준 셜 

정 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 균열/체적성 복합결함 탐지 기술개발 

현재 OPR 1000 증기발생기의 슬러지 축적부위에서 발생되고 있는 전열관 외면의 균열 

과 체적성 복합결함에 대한 모사기술을 개발하고l 이들의 신호특성을 평가하여 실제 복합결함 

에 대한 신뢰성 있는 탐지기법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전열관 외면에 축방향균열 자연결함 

을 제조하여 ECT 신호를 수집한 후， 균열을 중심으로 타원형의 일정면적에 입계부식을 형성시 

킨 균열(0많C디 + 체적성 결함(IGA)의 복합결함을 제조하였다. 축방향균열만이 형성된 조건 

에서 MRPC pancake과 plus coil의 신호진폭은 거의 동일한 값을 나타낸다. 그러나 복합결함 

형성후 pancake의 경우 체적성 결함성분의 영향으로 신호진폭이 3배 이상 크게 증가하는 결과 

를 보이는 반면 plus point의 경우 진폭이 거의 변하지 않는 특성을 나타낸다. 이로부터 균열 

탐지에 민감한 plus point 평가결과에 주로 의존하는 현재의 검사방법으로는 복합결함의 탐지 

와 평가가 근본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복합결함의 존재가 의심되는 

신호에 대해서는 두 개 코일의 신호를 동시에 검토하여 정확한 상태를 판단하는 새로운 검사 

기준을 권고하였다. 

3. 손상 감시기술 특생명가 

가동중 결함발생은 생성과 성장단계로 구분되는데I 이의 검출과 감시는 매우 어려운 기술 

분야로서， 현용 비파괴 검사기술은 대부분 결함이 일정크기 이상으로 성장한 단계에 있는 경우 

에 대해서 검출이 가능하며 또한 가동중 실시간 탐지는 거의 불가능하다. 본 연구는 손상 감시 

기술의 기반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가. 균열 생성/성장 분리해석 평가 

균열의 생성과 성장시 발생하는 음향 방출을 측정하여 손상과정을 감시하였다. 외면 원 

주균열의 생성 및 성장과정 감시시험 후 파단면 분석결과I 균열은 다중성 미소균열 생성 • 단 

일 균열로 합체 • 단일 균열의 관통 • 관통균열의 원주방향 성장의 단계를 갖는 것으로 해 

석되었다. 그리고 관통시 가장 큰 음향에너지 방출이 관찰되며l 음향방출 시점과 파괴검사 분 

석의 연계 해석으로부터 균열의 생성과 성장 단계에 대한 분리해석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나. 균열 성장속도 정량적 측정 및 적용성 평가 

균열의 생성과 성장과정이 불연속적이기 때문에 검출된 음향 방출과 형성된 파면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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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분석을 통해 균열의 생성과 성장을 분리해석 평가하였으며I 음향방출 빈도와 총 숫자로부터 

성장속도의 정량화 측정올 시도하였다. 웅력크기에 따라 관통까지의 음향방출 빈도와 총 숫자 

가 변화하는데 이는 웅력 및 재료특성에 따라 균열 증가분이 변화하는데 기언하는 것으로 해 

석되었다. 따라서 균열성장 각 단계에서 성장속도의 절대값 측정은 매우 어려우며， 균열의 생 

성 • 관통탐지를 통한 균열의 평굽 성장속도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정량화가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다. 균열생성/성장단계 전기화학적/음향학적 감시신호 특성평가 

음향학적 감시시험시l 용액 boiling파 미소 leak 둥 실험환경에 의한 큰 noise의 발생으 

로 균열이 생성되지 않는 조건에서도 음향방출 신호가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발생되었 

다. 이러한 문제점과 적용 난이성의 확인에 따라 용액가압화/leak 방지/음향방출 filtering 기법 

둥이 추가적으로 개발될 필요가 있다. 

라. 결함 생성/성장 - ECT 신호 상관관계 평가 

균열의 최소길이가 약 3 mm 정도 이상일 경우 ECT 신호의 신뢰성이 확보되는 점올 

고려하여y 길이 3 mm의 외면 단일 원주균열을 생성/성장시키면서 음향방출에너지 신호가 발 

생되는 시점별로 와전류검사를 수행하여 결함 생성/성장파 와전류검사 신호와의 상관관계를 

펑가하였다. 외면 원주균열의 경우， 음향방출신호는 미소 균열생성 및 성장을 탐지하였지만/ 와 

전류검사에 의해 균열발생이 탐지되는 시점은 균열깊이가 약 50% 정도로 커져야 가능하다는 

중요한 결과를 얻었다. 즉I 기존 와전류검사 방법은 초기 미소균열 탐지에 한계가 있어 미소균 

열 탐지를 위한 감시기술과 새로운 비파괴 검사기법의 개발 및 적용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4. 손상째어 기술개발 

가. 내경변화 결함에 대한 환경제어 기술평가 

중기발생기 전열관의 부식결함은 대부분 관판(tubesheet) 직상부에서 발생하며， OPR 

1000 증기발생기의 경우I 관판 부식에 기인되는 전열관 내경변화(dent)에 의한 응력증가가 결 

함발생의 원인이다. 관판 틈새의 불순물 수화학환경을 조절하여 결함생성을 억제하고자 하는 

몰비(MRI) 조절에 따른 관판 부식특성평가를 수행하였다.MRI가 0.1에서 10으로 증가할 때 관 

판의 부식속도가 1/1000로 감소하였으며/ 동일 MRI에서는 불순물 농도가 부식속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관판/전열관 갈바닉 접촉에 의하여 관판 부식속도가 

약 2-6배 증가하는 결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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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열관 마모/근접 방지 상부구조물 모델 rnock-up 설계/제작 

전열관의 마모 및 근접현상은 증기발생기 상부구조물 내에서 전열관이 지지되지 못하 

는 긴 구간의 취약한 구조적 요인에 기언된다. OPR 1000 증기발생기 상부의 반진동구조불 중/ 

전열관 곡관/직관부 천이지역 직하부에 대각선형 지지격자판을 적용I 근접현상올 원천 방지하 

고 batwing을 수평부로 이동시켜 VS/HB를 보완， 진동에 의한 마모를 억제할 수 있는 신형 반 

진동구조물 모텔올 개발하여 국내특허를 둥록하였다. 이에 대한 설계/제작 적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전열관 직경올 실제의 1/3 크기로 축소한 1/4“ tube로 설계하고 full eggcrate #8번 이 

상의 상부구조물중에 신형 반진동구조물이 설치되는 rnock-up을 설계하였다. 곡관부 직하에 대 

각선형 지지격자판 적용I batwing을 전열관 수평부로 이동I VS/HB로 보완하는 기본설계에 따 

라 모형올 설계 제작하였다. 

다. 결함신호품질 영향평가 및 개선사항 도출 

(1) 탐촉자 표면마모와 신호품질 

증기발생기 가동중검사시 사용되는 MRPC 탐촉자의 표면이 전열관 내면과의 마찰 

로 마모됨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신호진폭변화가 신호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Cold leg의 경우/ 약 때0개의 전열관 검사시 탐촉자 마모에 의한 신호진폭 증가량이 약 10% 

정도인 반면 hot leg의 경우， 전열관 내면의 부식생성물로 인하여 탐촉자 표면의 마모속도가 

상대적으로 커져 약 300개 전열관 검사시 35-40%의 진폭증가가 발생한다. 이는 결함탐지 및 

크기측정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므로I 검사수량 및 길이에 따른 보정 표준신호의 기록 

기준 재셜정 요건을 도출하여 권고하였다. 

(끽 보정 표준시편과 신호품질 

결함탐지/크기평가용 보정표준시편의 EDM 노치길이에 따른 신호진폭 영향을 정량 

적으로 평가하였다. 노치길이 7 rnrn의 축방향 관통 보정표준시편의 경우/ 진폭오차가 약 3% 이 

나 2 rnrn일 경우 약 30%의 오차가 발생됨을 알았다. 따라서 결함평가 검사기술 개선사항으로 

서 현장에서 사용중인 2.54 rnrn 길이 결함 표준시편의 교체를 권고하여 현재 9.5 rnrn 길이 결 

함의 표준시편이 사용되고 었다. 

라. 증기발생기 반진동 구조물(AVS) 마모손상 평가 (위탁수행) 

증기발생기 반진동구조물의 400 55 계열 재료의 마모손상 평가를 위하여， AVS 판재와 

전열관 재료 조합조건에서 AVS 판재의 long-terrn 마모손상 거동평가를 수행하였다. 고온조건의 

경우， AVS판재 마모량이 전열관 재질보다 약 5배 이상 큰 결과를 보임으로서/ 전열관의 마모 

는 물론 AVS 판재의 구조건전성 평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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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연구개발컬과의 활용계획 

2단계 연구개발을 통하여 생산된 주요 혁신기술 성과의 활용계획은 다음과 같다. 

고유 혁신기술 생과 활용계획 
연구내용 

기술 / 제품 활용용도 및 계획 추진현황 / 활용시기 

자연결함 
자연결함시편 - 손상 정밀진단 신기술 개발/검증용 - 자체연구. 학/연/산 

이용기술 
및 - 검사 신기술 성능검증 및 적용성 평가용 상시 기술지원 

단위집합체 - NDT 기량검증 및 신뢰성향상 연구용 - '07. 6 이후 계속 

·성능검증 완료 및 상용화 
- KAERI - Zetec(미) 

- 국내 OPR 1000, WH F 전호기 대상 
실제 적용， 성농검중 완료 계획 

기술협력 진행중 

- Zetec Eddynet-s띠te 탑재용 3차원해석 
- 평가프로그램 개발 

'09 완료 예정 
평가 프로그랭 개발 완료 계획 

- 상용화 : '09-'10 예 정 
- 맘obe H/W, 평가 S/W 상용제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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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1. Project Title 

Precision Diagnosis, Monitoring and Control of Structural Component Degradation in 

Nuclear Power Plants 

n. Objectives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The 0따πrence of stmctural material degradations in NPPs and their progress during 

operation 값e directly related to the s하'ety and the integrity of NPPs. The various kinds of 

material degradation are usually examined by methods of ínaterial integrity evaluation and 

non-destmctive evaluation(NDE). Material integrity evaluation is well known as classic허 

method to interpret cause and mechanism of degradation and failure, however, this method 

has a 파nitation of detection and diagnosis for actual condition of flaws and defects occurring 

during plant operation, particularly for their formation in the early stage. NDE used widely 

for detection of defects formed on structural materia1s provides many information for safety 

re핑liation， plant management, rep따ring， however, 앙ús technique has a generic problem in its 

reliability due to low detectability and ability of sigr때 analysis, etc. 

The 0비ective of this research project is to develop the advanced techn이0밍es ensuring a 

precision diagnosis on the various kind of defects in stmctural materials of NPP and a 

high performance in material degradation evaluation. Many of the advanced technolo밍es 

were developed in the 1st phase of this project. They contributed to interpret more 

precisely the root causes of degradation, failure and to establish the proper measures for 

the safety and integrity of NPPs. The accomplishment of comprehensive technology 

developed as pl없med will be practically applied to the nuclear industries and contributed 

to improve the safety and integrity of NPPs. 

111.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1. Development of the technology for practical use of the manufactured natural defects 

(1) Manufacture of the circumferential cracks of ste없n generator tube and evaluation 

of ECT signal characteristics on the manufactured circumferential cra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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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Manufacture of the simulated steam generator tube assembly including various 

kinds of the natural defects 

(3) Development of the manufacturing technology of natural defect simulating a small 

crack in early stage 

2. Development of the precision diagnosis technolo밍es and verification of their 

reliability 

(1) Development and verification of the technology discriminating between the 

through-wall and the non throu뱅-w허l σacks in the ste없n generator tubes 

(2) Development of the technology interpre파19 the relationship between 앙le small 

geometric changes and the formation of defects in the steam generator tubes 

(3) Development and verification of the technology detecting simultaneously the small 

geometric changes 없ld 앙le formation of defects in the steam generator tubes 

(4) Development of the detection technology for the complex defects including both 

crack 없ld volu.metric defect at the same position in 삼le ste하n generator tubes 

3. Evaluation on the characteristic of the degradation monitoring technology 

(1) Evaluation on 삼le separate monitoring from each stage of formation 뻐d growth of 

cracks 

(깅 Evaluation on the qu뻐titative measurement of the crack growth rate 

(3) Evaluation on the characteristic of acoustic emission(AE) signal in the stage of 

crack formation and growth 

(4) Evalu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Cf sigr때 and AE sign메 in 난le stage of 

crack formation and growth 

4. Development of the technology to control the degradation 

(1) Evaluation on the corrosion environment related to the formation of defect caused 

by decrease of tube diameter in steam generator 

(깅 Design and manufacture of a mock-up for the new model of anti-vibration 

structure(A VS) in steam generator 

(3) Evaluation on ECT data quality in 삼le SG in-service inspection(ISI) and 

improvement of the inspection techniques with higher reliabilities 

(4) Evaluation test of the wear behavior of AVS material in steam generator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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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Results of the Project 

1. Development of the techn이ogy for the utilizalÏon of the natural defects. 

(1) Manufacturing of the circumferential natural crack in the steam generator tube 

and evaluation of the eddy current signal characteristics 

In order to develop the precision diagnosis technology for the longstanding 

circumferential cracking of tubes in OPR 1000 steam generators, circumferential 

natural cracks sirnilar to the real crack in operating plants were manufactur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eddy current signals from the circumferential natural cracks 

with v앙ious len~깐h and depth can be used to supply the essential technology for 

the evaluation and re맹lation of the real crack occuπence in operating power 

plants. For the objectivity in the diagnosis of the defect and the applicability of the 

developed technique, tubes of alloy 600 HfMA, which was the s없ne tube 

material as that in OPR 1000 ste없n generators, were used for manufacturing 

cracks. Circumferential cracks from the outer surface with length from 3mm to 

6mm, depth penetration of 50%, 80% and 100% were successfully manufactured, 

and it was confirmed that the morphology of the crack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eddy current signal from the crack were identical to those from the real plant 

cracks. 

(깅 Manufacturing of the mock-up tube assembly containing natural defects 

For the use in producing the data for the precise evaluation of the eddy current 

signal characteristics, manufacturing te대nology of the mock-up tube assembly, 

containing natural defects with various ψpe and size, furnished with a tubesheet 

and two sets of tube support plate, was established. 

(3) Development of the essential technology manufacturing small size natural 

defects simulating crack in early stage 

The axial and circumferential location of the natural crack being manufactured 

can be located by attaching the tracer on the tube outer surface for the reference 

of the tube position. By the careful examination of the eddy current signal from 

the location where the crack is formed, small size natural defects in early stage 

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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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 be manufactured. The tube specimens with small 값i따 PWSCCs and 

circumferential cracks have been manufactured and assembled in the free span 

area of the mock-up tube assembly. The assembly can be used for the 

performance demonstration 뻐d tr며ning of the ECf analyst, and also for the 

performance verification of the defect detectability in new methods of 

non-destructive examination including 띠trasonic probe, X-probe and Intelligent 

probe. 

2. Development and verification of the precision diagnosis technology 

(1) Development and verification of technique discriminating through-w메1 crack 

(a) Development of PC-based program discriminating axial throu뱅-wall crack 

From the characteristics of shape in eddy current signal distribution from an 

axial crack, a technique which could discriminate between through-wall and 

non throu맹-w떠1 crack was developed. Also, Windows based PC pro양없n for 

automatic discrimination and measurement of through-wall crack length was 

developed and patented. By using the program, the 삼U'ough-w매1 crack can be 

discriminated and the through-wall crack len양h can be measured automatically 

on condition that the distribution of eddy current signal along the crack shows 

M shape. 

(b) Verification of the minimum crack len양h for discrimination of through-wall 

crack by using natural defect 

For the future application to in-service inspection in operating power plants, 

the verification of the minimum crack leng암1 and the applicability to the 

operating plants were evaluated for the natural cracks and real plant cracks. 

From the verification test on the natural cracks with the length around the eddy 

current coil diameter(2.9mm), it was found that the credible evaluation results 

could be obtained for the crack longer than the size of coil diameter. The 

minimum crack length needed for the credible discrimination of the 

through-wall crack was 3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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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T뼈 applica히on of the progr빠1 disc더minating through-wall crack to 

operating plants and evaluation of the applicabiliη 

Trial application of the progr따n discrin따la바19 throu~ψ-wall crack was done 

for the 20 tubes with 없ial cracks from two operating plants. The identic허 

evaluation results were obtained as those from the manufactured natural cracks 

and the applicability of the program to opera바19 power plant could be 

confinned. 

(d) Development of technique discriminating circumferential through-wall crack 

Continuing the development of the technique for axi려 σack， a technique for 

discrimination of circumferential through-wall crack by the difference in the 

eddy current sigr때 dis감ibution between throu맹-w려1 and non through-wall 

crack was developed using EDM notches with various wall depth. The 

technique was applied to the natural circumferential σacks and the credibility 

of the technique for the discrimination of circumferential through-wall crack 

was verified. 

(e) Integrated evaluation on the applicability of the program discriminating axial 

and circumferential throu방l-wall crack 

From the fact that M shape in the eddy current sign매 distribution was 

observed for both the axial and circumferential tlπough-wall σacks， it was 

verified that the s없ne principle was operating. Thus, the developed progr하n 

disσi띠na바19 난lrough-wall crack was confirmed to be applicable to both axi매 

and circumferential crack. 

(2) Development of technology for the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geometric shape change and defect occurrence in steam generator tube 

(a) Development of the new Ecr probes and manufacture of the prototypes 

By using the functional principle of the previously developed ECT P-MRPC, 

two kinds of new eddy cuπent probes (D- and P-probe) were successfully 

developed (Kore뻐 patent issued, patents pending in 3 oversea countries). 

Especially, the D-probe is fumished with simultaneous dual function of defect 

detection and shape changes (expansion, dent, and bulge), and provides the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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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and 3-dimensional analysis on the axialj crrcumferential location, 

magnitude and distribution of both the defects and the shape ch뻐ges. πle 

ori밍nality and the supreme performance of the developed technology was 

acknowledged by Zetec, and the prototype pr야es were manufactured by 

co-work. 

(b) Development of the integrated analysis technol앵y on the smal1 shape 

changes by optical and electromagnetic probes 

In order to verify the pe냥'ormance of measuring 암le shape changes by the 

new ECf probes, the characteristics of shape changes and the magnitude of the 

eccentricity in the expansion mock-up tubes were measured by the new eddy 

mπent probe and commercial laser probe for comparison. It was confumed 

that the new eddy current pro뾰 has an accuracy reaching to 90% of that by 

the laser probe and a meas띠ng resolution of ::!: O.04rnrn with identical 

3-dimensional detection capability. 

(c) Development of te매nology for simultaneous detection and analysis of both 

the shape change and the defect 

The new eddy current probe was applied to the ste없n generator tube 

cont려ning both the defect and shape change, 없ld it was proven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ocation of defect occurrence and the shape change 

could be revealed and interpreted. 

(d) Verification of the developed new eddy current performance 

In order to verify the performance of the new eddy c따rent probe, it was 

applied to the in-service inspection of the three different OPR 1000 power 

plants. The results showed that both the crack occurrence and the geometric 

anomaly of eccentric expansion transition and dents could be detected,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rack occurrence and the shape change could be 

interpreted 3-dirnensionally. Therefore, the knowledge obtained by applying the 

new eddy current probe is expected to rnake a remarkable contribution to 

setting up the know-way based regulation guideline and managernentjrepair 

guide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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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evelopment of the evaluation technology for the complex defects inc1uding 

both crack and volumetric defect at the same position 

The complex defects including both crack and volumetric defect at the s따ne 

position were found inside 암le sludge region in an OPR 1000 SG. A new 

technique is need to evaluate the such defects. Therefore, the manufacture 

technology of the complex defect including axi때 crack and intergranular attack 

(IGA) at the same region was developed. From the ECT signals of these 

manufactured complex defects, the amplitude of pan띠ke coil reflected the 

presence of IGA. However, πlat of plus coil was not affected by IGA. Therefore, 

the signals both from pancake and plus coil should be compared to precisely 

evaluate the complex defects. 

3. Evaluation of characteristics in degradation monitoring technique 

The evolution of a defect in plant operation c뻐 be classified into the stages of 

initiation 없ld propagation. However, the detection and monitoring of these two stage 

are difficult 뻐d the commercial non-destructive examination te대nique can detect the 

defect grown up to a certain size. Also, the real time monitoring of the defect in plant 

operation is impossible. Therefore, the scope of the present study is to develop 난le 

basic technology for the degradation monitoring. 

(1) Ana1ysis and evaluation for the separation of crack initiation from propagation 

The degradation process was traced by mor꾀toring acoustic emission signal 

emitted by crack initiation and propagation. Mter monitoring the acoustic emission 

signals during the development of circumferential crack from outer surface, the 

fracture surface was analytically examined. The results showed that the evolution 

of the crack was divided by sequential process, that is, initiation of multiple 

micro-crack, coalescence to a single crack, tlπough-wall penetration of a single 

crack and circumferential growth of a through-wall crack. Large acoustic ener잉r 

was emitted when the crack penetrated 삼πough-wall， and the possibility for the 

separation of the crack initiation stage from the crack propagation stage was 

revea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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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uantitative measurement of crack propagation rate and evaluation of the 

applicability 

Since the process of crack initiation and propagation was discontinuous, 암le 

crack initiation 뻐d propagation was separated by comparing the acoustic 

emission signal and resultant fracture surface. From the frequency and total 

number of acoustic emission events, the measurement of crack propagation rate 

was tried. The frequency and tota1 number of acoustic emission from the 

beginning to the through-w떠1 penetration was dependent on the magnitude of the 

applied stress, and it was interpreted to refect the changes in the magnitude of 

crack increment upon the stress level and material characteristics. Therefore, it is 

concluded that the measurement of the absolute crack propagation rate is difficult 

but the average crack propagation rate across the tube wall can be estimated 

quantified limitedly through the detection of crack initiation 뻐d throu뱅-w머l 

penetration. 

(3) Evaluation on the applicability of acoustic emission monitoring technique to the 

hi양1 temperature hi맹 press따'e coolant simulation test loop 

During the acoustic emission monitoring, acoustic emission events were 

continuously obseπed due to the noise from the local boiling and leak, even 

though the crack was not initiated.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and to improve 

the applicability, the techniques of the coolant pressurization, leak tight, and 

acoustic emission signal filtering should be developed. 

(4) Evalu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efect initiationfpropagation and ECT 

signal 

Considering that the credible ECf signal could be obtained for the crack wi th 

the length of 3mm minimum, eddy current test was applied whenever the 

acoustic signal was emitted in the course of rnanufacturing a circumferential 

natural crack of 3mrn in length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rack 

initiationj propagation 뻐d eddy current test signal was evaluated. For the 

circumferential crack developed from the outer surface, an important observation 

was obtained that the crack could be detected by the eddy current test only for 

the crack with its depth more than 50% of the wall. Thus, It can be concluded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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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new degradation monitoring techniques and non destructive testing methods 

for the detection of smaller crack should be developed and applied because the 

commercial eddy current test has a handicap in the detection of earlier small 

crack. 

4. Development of degradation control technology 

(1) Evaluation on the corrosion environment related to the formation of defect 

caused by decrease of tube diameter in steam generator 

Denting due to tube sheet corrosion is a major cause of the stress corrosion 

σacking in SG tubes. The corrosion rates of the tube sheet material, SA5080.3 

and tube material, Alloy 600 were measured in the molar ratio of 0.1, 1 and 10. 

using an electrochemical method. The corrosion rates of SA508C1.3 decreased by 

3 order with increasing :MRI from 0.1 to 10. The corrosion rates were not 

influenced at a cons떠nt :MRI by the tota1 impurity concentrations. The corrosion 

rates of SA508C1.3 increased by 2 - 6 times by galv와너c coup파19 to Alloy 600. 

(2) Design and manufacture of a mock-up for the new model of anti-vibration 

structure(AVS) in steam generator 

A new A VS model was designed to reduce tube wear and to prevent 

bowing. This model was constructed on a scale of 1/3. Diagonal eggcrates were 

setup to the just below location of squ하e bended tubes. Batwings were sbifted 

to the horizontal tube region, and could be accommodated the slits for 

horizontal strips. The tube sheet had 206 tube holes at each cold and hot leg 

side and was equipped with tubes of outer diameter 1/4 inch. 

(3) Evaluation on the effect of signal data qu때ity and proposals for recommendation 

(a) Surface wear of coil unit and signal data quality 

The surface of the coil unit in the eddy current probe is subject to wear 

during operation due to the friction against the inner surface of the tube, and 

the wom coil unit can affect the sign떠 data qu려ity， that is, changes in signal 

하nplitude. For the cold leg, the signal 없nplitude was increased by 10% af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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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ing 때o tubes. However, for the hot leg, the sign외 없nplitude was increased 

by 35 - 40% after tes바19 only 300 tubes due to the increased wear of coil unit 

surface by the presence of thicker oxide on the tube inner surface. This 

phenomenon reduces the credibility of defect sizing and thus it is 

recommended that the guideline for interval of the calibration records should 

revised considering the number of tubes and le맨암1 to be tested. 

(b) Calibration standard and signal data quality 

The effect of EDM notch length in the calibration standard tube on the 

reproducib피ty of sign뻐 하nplitude was examined. For the axial through-w려l 

notch of 7 mm in le명암1， the deviation of amplitude was 3%. However, for 암le 

notch of 2 mm in length, the deviation of amplitude was increased to 30%. 

Therefore, it has been recommended that the prior axial notch of 2.54 mm in 

length should be replaced by the longer one, and now the notch with the 

length of 9.5 mm included in the new standard tube is used. 

(4) Evaluation test of the wear behavior of A VS material in steam generator 

A relative wear behavior between stainless steel 403, 405, and 409 SS of A VS 

materials and Alloy 600 뻐d 690 of tube material were investigated at room 

temperature in 때 and in hi방1 temperature water. It was shown that the increase 

rate of A VS material wear volume was gradually decreased with increasing sliding 

distance under the normal load of 20 N for both test conditions, however wear 

volume increased line따ly with sliding distance under 40 N. At room temperature 

in air, wear behavior of A VS materials was affected by preventing the direct 

contact between metals due to material tr없lSfer and the formation of glaze layers. 

And in hi양1 temperature water, it was determined by a degradation of mechanical 

properties such as strength and hardness, and the fast formation of glaze layers 

and the decrease of contact stress due to the lubrication role of water. Compared 

with the results at room temperature in air, the difference in wear volume 

between A VS and tubes materials increased sigr디ficantly in high temperature 

water. From the results in various environments, it was shown that the wear 

volume of A VS materials are always higher than that of tube materials except for 

the condition at room temperature in air. To evaluate wear behavior for A 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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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s at room temperature in 따r and in high temperature water, wear 

coeffícients was calculated hy using Archard eq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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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Propos외 for Application 

Plans of applica납on 뻐d prac납C매 use of the advanced techn이0밍es developed from this 

project are as follows. 

Application plans of the advanced technology 
Research 

Items 
Products 5tatu잉Expectation 

Natural 
Defects 

Natural 
defecs 

s혜pecrmen 

and 
assembly 

Precision 
Diagnosis 

New ECf 
D-probe 

New Model 
of 5G AVS 

바
 
이
 

輪m 

빼
 

D 

‘ 

(with 
diagon때 

eggcrate) 

Usage and Plan 

- For verification of advanced 
diagnosis technology 

- For evaluation of performance 
and applicabili야 of the advanced 
mspection technology 

• Completion of perfom펴nce test 
- Application and evaluation during 

5G ISl for OPR 1000 and WH F 
in domestic plants 

• Commercialization 
- Development of 3-D 뻐외ysis 

program 
- Cooperation with ZETEC Inc. to 

implement H/W and S/W of 
D-probe in Zetec 
Eddynet-suite system 

• Application plan of pre-seπice 
inspection (PSI) for new 5Gs 

- To produce baseline data of new 
SGs to be made in near future 

- For research activity on FIV 따\d TH 
analysis 

- Design modification and verification 
for post APR 1400, replacement of 
OPR 1000 SG, and development of 

- Technical support for 
Univ./ Industry 
- Con단nued since June 

2007 

- m progress 
KAERl-Zetec cooperation 

- Completion of program 
development : 2009 

- Cornmercialization : 
2α)9 -2010 

- Planning for PSI of 
ShinKori unit 1 and 2 

- KINS, KHNP, KAERl 

- Included in the 3rd mid
long term research plan 
: 2007-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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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 I fabrication of the advanced 5G 

- 22 -



CONTENTS 

Summary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 

Contents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 

List of Tables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8 

L다is앙t 0야f F윈igures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 

Chapter 1. Introd마uc야tion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3 

Chapter 2. Curren바I야t status of research and development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6 

Chapter 3. Contents and results of the project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때 0 

Section 1. Deve러10φpme앉nt of the technology for prac납바ca때1 use of the 

manufactured natural defects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때 0 

1. Manufacture of the circαcumferenti없a어1 cracks of steam generator tube 

and evaluation 0야f ECf s잉ign때매 C야cha따racte안ri따i엄sti바cs on the manufactured 

cirπcumf옳e잉얀're안n따ltia따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0 

2. M없뻐lU바fac야tu따rre 0아f the s떼imu비llated s얀tea없mg양ener떠ato야r tub뾰e a잃ss않emb비1)ψY inch피u띠ding 

va하rious kin따ds 0아f the natura떠1 defect싫s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7 

3. Deve려10φpmen따t of the ma뻐nu바fach江in멍g techno이logy 0아f natur떠때a매1 defec야 t 

simu비11녀ating a sma허메11 c다rack in the ea하rly st떠ag양e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9 9 

Section 2. Development of the precision diagnosis technolo잉es and 

verification of their reliability ................ .. ................................................................... 52 

1. Development and verification of the technology discriminating between the 

throu맹-w외1 and the non throu야-w매1 cra대s in the steam generator tubes ........ 52 

2. Development of the technology interpre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ma11 

geometric changes and the formation of defects in the steam generator tubes ..... 65 

3. Development and verification of the technology detecting simultaneously the small 

geometric changes and the formation of defects in the steam generator tubes ....... 72 

4. Development of the detection technology for the complex defects including both 

crack and volumetric defect at the s없ne position in the steam generator tubes ... 79 

Section 3. Evaluation on the characteristic of the degradation monitoring technology .. 84 

1. Evaluation on the separate monitoring from each stage of formation 

and growth of cracks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없 4 

% 

ω
 



2. Evaluation on the qu뻐titative measurement of the crack growth rate ...... ............... 86 

3. Evaluation on the characteristic of acoustic emission(AE) signal 

in the stage of crack fonnation 뻐d growth ..................................................................... 86 

4. Eva1u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CT signal and AE signal 

in the stage of crack fonnation 뻐d grow야1 ..................................................................... 89 

Section 4. Development of the technology to con납01 the degradation .............. .... ..... ....... 92 

1. Evaluation on the corrosion environment related to the fonnation 

of defect caused by decrease of tube diameter in ste없n generator ........................... 92 

2. Design and manufacture of a mock-up for the new model of 

anti-vibration structure(A VS) in steam generator ........................................ .......... .......... .. 96 

3. Evaluation on ECT data qu떠ity in the SG in-service inspection(ISI) and 

improvement of the inspection techniques with higher reliabilities .......... .... ........ ..... 109 

4. Evaluation test of the wear behavior of A VS material in steam generator .............. 113 

Chapter 4. Achievement and contribution of project .......................................................... ... . 148 

Chapter 5. Plans for application of results .. .. .. ... .................................... .............. ...... ................. 154 

Chapter 6. Collection of scientific information related this project 

from foreign countries ................................................................................................... 156 

Chapter 7. References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7 

- 24 -



목차 

요약문 ......................... ........ ............ .. . , ••• , ..............• •• ••..• ‘ ............................................................................... 3 

Sumrnary ......... ....... ............................. ...... ......... .................. ..... ........ ................ ... ...... ................. .... ......... ... 11 

Contents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 

목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잉 5 

표 목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8 8 

그림 목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 9 

제 1 장 연구개 별발i 과제 의 개 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영 3 

제 1 절 연구개 발의 필요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경 3 

제 2 절 연구개 발의 범 위 및 내 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4 

제 2 장 국내 외 기술개 발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6 6 

제 1 절 국내 기 술개 발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6 6 

제 2 절 국외 연구개 발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9 9 

제 3 장 연구개 별발i 수행 내용 및 결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때 0 

제 1 절 자연 결함 이용기술 개 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때 0 

1. 원주균열 자연 결함 제 작 및 신호특성 평 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때 0 

가. 개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때 0 

나. 전열관 외 면 원주균열 자연결함 제작 및 제 어 기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꾀 1 

다. 외면 원주균열의 신호특성 평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전열관 형상변화 검사 기술별 특성 분석 ........ .............................. ............. .. .. .. .. ..... ......... 65 

다. 전열관 형상변화와 결함발생 관계 해석 .............. ... ...................... .................................... 69 

3. 형상변화/결함 신호 동시측정 기술개발 및 검중 ......................................................... ... .. 72 

가. 개요 ....... .. ..................................... ‘ ...... . .......... .. . . ... . .... .. .... . ............ . .. ..... .................................... 72 

나. 형상변화/결함 신호 동시측정 기술 ... ... ..... .... .......................... ... ....................... .. .. ..... .. .... 72 

다. 신형 ECT 탐촉자 개발 ........ ... .. ............ ...... ............... , • ••. ••••• . . . .••••. •• •. •.•• .•.•.• •••••••.••••••.••.•. ••• • … 73 

라. 신형 탐촉자 시제품 제작 및 성능검증 ...... ............................... .. ........ ......................... ..... 76 

4. 균열/체적성 복합결함 탐지 기술개발 .... ..... ...... .. ................................................................. 79 

가. 개요 .... ........................................... ...................... ... ...... ..... .................................................... … 79 

나. 실험 방법 ............................................................................................................................. .... 81 

다. 결과 및 고찰 ....................................................................... .................................................. .. 81 

제 3 절 손상 감시기술 특성평가 .......... ............... .... ............................... .......................................... 84 

1. 균열 생성/성장 분리해석 평가 ....................................................... ..................... .. ........... ...... 84 

2. 균열 성장속도 정량화 측정 평가 ................... ... .............. .. .......................... ................ ... .. ι .. 86 

3. 균열 생성/성장단계 전기화학적/음향학적 감시신호 특성평가 ...................................... 86 

4. 결함 생성/성장-ECT 신호 상관관계 명가 ................................................ ........................... 89 

제 4 절 손상제 어 기술개 발 .... ........................................... ...... ... ... .... .. .......................... ..................... 92 

1. 내경변화 결함에 대한 환경제어 기술평가 ... .................................. .. ........... .... .. .... ............... 92 

가. 개요 .................. ................................................ ................................................................ ... ...... 92 

나. 실험 방법 .................... “ ............................................................... ... ..... .................................. 93 

다. 결과 및 고찰 ........................................................................................................................... 93 

2. 전열관 마모/근접 방지 상부구조물 모텔 Mock-up 설계/제작 ............ .. ....................... 96 

가. 개요 ... ................... .. ......... .... .. ....................................................... ............................................. 96 

나. Mock-up 설계/제작 .......................... ...................................................................... ............... 99 

3. 결함신호품질 영향평가 및 개선사항 도출 ...... .... ........ ... ... .... ............................................... 109 

가. 탐촉자 표면마모와 신호품질 ................................................ ...... .. ........ .... ... ............... ......... 109 

나. 보정 표준시편과 신호품질 ................................................................... .... ........ .. .................. 109 

4. 증기발생기 반진동구조물 마모손상 평가 ........... .. ............ ... ... .. ................... ................ ....... .. 113 

가. 반진동구조물의 마모거동에 미치는 마모 영향인자 .............................. .... ..................... 113 

나. 연구방법 --------------- -- --- ------------,------------------ -- ----- -- ------- ---------- ---- --- ----------- -- ------, --- ----------- ---------- -- 114 
라. 연구결과 및 고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4 

라. 요약 ........................................................................................................................................... 144 

제 4 장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및 기여도 .............. ... .............. .. ......... .. .............................................. 148 

- 26 -



제 5 장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계획 ............. ...... .................. ....... ’ ...•.••.•.•. ... •.•••.•...•...•••••••.•••....••. ’ •.•••. … 154 

제 6 장 연구개발 과정에서 수집한 해외 과학기술 정보 ................................. ............................... 156 

제 7 장 참고문헌 ................................................................................... ; .................................................. 157 

감
 



표목차 

Table 3.1.1 Specification of lab-made axial PWSCC and circumferential ODSCC 

tube specimens in the steam generator mockup assembly ................................. . 48 

Table 3.1.2 Specification of lab-made tube specimens with early stage small 

axi외 PWSCC and circumferential ODSCC ................................................................ 53 

Table 3.2.1 Dimension of EDM notches ................ … ...................................................................... 59 

Table 3.4.1 다lerr너cal composition of 409, 405, 403 55 and Alloy 600, 690 .......................... 115 

Table 3.4.2 Micrc• hardness and densi앤 of 409, 405, 403 55 and Alloy 600, 690 ............. 116 

Table 3.4.3 Wear coefficients and their reliabilities by Archard equation 

for sliding wear test at room temperature ............................................................... 133 

Table 3.4.4 Wear coefficients and their reliabilities by Archard equation 

for sliding wear test in 비양1 temperature water … ................................................. 146 

- 28 -



그림 목차 

Fig. 3.1.1 Photographs showing the morphology of a) lab-made 

and b) real OD circumferential crack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싫 3 

F되ig. 3.1.2 Plus po이int coil s잉ign때떠s fro아om a에) lab-• made a뻐nd b비) real OD 

ci따ircumfere밍nti없뼈a외1 crack in a뻐n OPR 10αOOp야o얘we얀r p이la뻐n따lt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와 4 

Fi핑g. 3.1.3 a며) ou따ter surface, b비) fra없cture s뻐u따r바faceε， a뻐n녀d c이) p미lu뻐s po이int coil 

s밍igna머1 0야f a lab-made OD circumferential crack s혜pec디imen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5 

Fi펌g. 3.1.4 Relationship between the crack de매p암th and the 없n피p디litu띠d따e 0야f p까lu않s po이int t lt 

co이il s밍igr퍼1 for the OD circαcum띠lferentia매1 crack with the len‘g남tho야f 3mm .. …… •• … ••• …….… ••• …….… ••• …… •• …… •• … ••• … •• 46 

F린ig. 3.1.5 Pho야to야gr감a얘ph 0아f steam g'양ene앉ra하to야r mockup assernbly con따1까t때aining 

tubes with defects 없1녀d suppo야r야t structure잃s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0 0 

F페ig. 3.1.6 Striψp chart 0아f MRPC P이lu뻐s po이int s와igr맹la매1 (떼a히) fro아orn a tube in the 

rnockup assernbly and C-scan 0아f P야lu펴s po이in따1야t s잉igna때1 (φ에b비) fror아m the 

Cσrack in the e얹xp없lSion 감ansi퍼tion a값rea on t야the to얘po야，f tube shee얀t .. ……….“……….“……….“……….“…….“……….“…….“…….“…….“……… •• ……….……….‘……….“……….“……….“……"…… •• ……… •• ……….“……….“……… •• …….“…… •• ….“.5되 1 

F페i핑g.3.2.1 Au따ltornated pro야‘g감따n on the Win녀dow PC base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않 4 

Fi핑g. 3.2.2 Verifica때tio.n o.f the rnin피lÍrnu뻐urn thro.U!뱅;h-w허왜1 le태ng암thu뻐sing natuπra외1 c다rack싫s .. ……… .. ……… .. …… .. ……… .. ……… .. ……….“…….“….“….“….“… .. 56 6 

F터ig. 3.2.3 Verific떠atio.n 0.야f the applic떠ab비i피lity u뻐sing the IS잉1 dat떠a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7 

Fi핑g. 3.2.4 Di뻐stri뻐bu따ltio.n pro.file않S 0.야f the s외ign삐때a외l 없nplitude a하t a freq민uency r y 

o야f 300 낭fzb야'y (떼a야) pa뻐nca싫ke Co.이떼il a뻐n띠d (φ예b비) plus co.이떼il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1 1 

e F터ig. 3.2.5 Di엽striψbu따ltio.n pro.아fi피ile않S 0.아f the s외ign뻐때a떠l 없nplitu띠de di표fferenc않 

be안tween pa뻐ncake Co.이il a뻐n따dp미lus Co.아i1 a하t a freq엔uency 0.야f 300 kHZ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2 

F터i핑g. 3.2.6 La뼈.b-rna뻐ad따e 난πo.ugh-wa떼11 c미irclαcumf옳erentia쩌1 crack 

(때a에) the o.u따ter surfac않e a뻐n띠1띠d (메b비) fra없c야tuπre s인urf싫ac얹e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앙 3 

l Fi앵g. 3.2.7 Di싫stribu따ltio.n pro.f떠ile않S 0.아f the s잉ignal arnp미litu띠de 0.아f the thro.u‘gh뉴-wa떠11 

C미ircαUI끄Imferen따ltia려1 crack a하t a frequ‘en<다:y o.f 300 kHz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4 

Fi핑g. 3.2.8 Circαcumf삶erentia떠1 co.verag양e o.f eddy-μ-cαcu따lfrent까t in X-pro야be머(14x2 aπay Co.이il피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7 

Fi핑g. 3.2.9 P-MRPC 3-d이irne웬ns잉io.na떠1 pro.에filo.rne감따Y 0.야f a hy찌rdra뻐u비Ilica허11ψy ex째pa뻐n띠ded 

1 n tube/μtub야es돼hee안t rno.ck뼈up w씨it야th upper suppo.야r야t struc야ture fro.m 

(어베a에) 7깨00 상-Iz a뻐n띠d (φ여b비) 400 kHz e때dd여y cu따rren따t s잉igr맹1때a떠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8 8 

Fi핑g. 3.2.10 P-~‘1RPC pro.뼈타피lo.rnetry 0.아f a stearn ge태ne얀ra따to.야r tube w뻐ith a뻐n ID s히íd따 e 

C뎌따irclαcurn따ferent야ti때a떠1 crack 0.φbs않erπve때dina때noφpe앉ra따ting po.we얀r p껴la뻐nt， / 

(껴떼a메) 2D 뻐d (φ예b비) 3D plo.t야t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0 0 

- 29 -



Fig. 3.2.11 P-MRPC profilometry of a ste없n generator tube with an ID side 

cÏrcumferential crack obseπed in 뻐 φerating power planι 

(a) 2D 뻐d (b) 3D plot ..... .. ..... ........ ......... ................. .... ..... .... ... ... .................. ... .. ............. 71 

Fig. 3.2.12 Design diagram of a prototype eddy current probe for simultaneous 

detection of defect and geometric change … ... ...... ... ... .. ....... .................. ... ... ........ .... .. . 74 

Fig. 3.2.13 Design diagr，뻐1 of a prototype eddy current probe for exclusive 

measurement of geometric change .... .. ...................... .. ...... ...... ..... ....... .......... .. .. .... ... .... . 75 

Fig. 3.2.14 Photographs of (a) commercial MRPC-probe, 

(b) prototype D-probe and (c) prototype P-pr'야e .. .... ........ ....... .. .... ......... .. .. ..... .. ... .. 77 

Fig. 3.2.15 Distribution of ECT sign며s from defect and shape change, obtained 

by using D-probe for a lab-made tube specimen containing 

a lon멍tudin며 bulge and an 없i매 crack on the inner surface ........... ........... ....... 78 

Fig. 3.2.16 Distribution of ECT sign메s from defect and shape change, obtained 

by using D-probe for a steam generator tube in an OPR 1000 

nuclear power plant .... ...................... ... ....... ... .. ... .. ..... ........ … ....... .. ..... .. .. ..... ..... ... ...... .. .... 80 

Fig. 3.2.17 Axial crack and IGA on the outer diameter surface 

(a) schematic and (b) photograph .. ...... .. ..... .. ........ .. ...... .. ..... ... .. ............. ......... ..... .. .. ..... 82 

Fig. 3.2.18 Eddy current signals from OD axi려 crack and OD 없i매 crack + IGA …........83 

Fig. 3.3.1 History of AE sigt때 events (a) and corresponding fracture surface 

(b) in the evolution of a cÏrcumferential OD σack .. .. .. ..... ............. ...................... .. ... 85 

Fig. 3.3.2 History of AE signal events in the evolution of a CÍrcumferential 

OD σack at axi외 stress of (a) 245 MPa and (b) 강6 MPa .. ....... ........ ... .............. 87 

Fig. 3.3.3 History of AE sigt때 events in the high temperature 

high pressure co이뻐t sim띠ation test loop ...... ....... .... ............ ........ ....... .... .................. 88 

Fig. 3.3.4 History of AE sigt때 events (a) and corresponding EC sigr때s 

in the evolution of a small circumferential OD crack ...... ....... ... .. ............. .. ... ......... . 90 

Fig. 3.3.5 Fracture surface of tube specimen containing 

a lab-made small OD circumferential crack ........ ... ..... .......... .... ...... ... ...... .... ......... ....... 91 

Fig. 3.4.1 Potentio-dynamic φlarization curves of Alloy 600 뻐d SA5080.3 

in solutions with O.Ol1M total ion concentration of MRI 0.1, 1 and 10 ............. 94 

Fig. 3.4.2 Potentio-dynamic polarization curves of Alloy 600 뻐d SA5080.3 in 

solutions with O.Ol1M and 0.11M total ion concentration of MRI 1 … ... ... ........... 95 

- 30 -



Fig. 3.4.3 Effect of the MRI on the galvanic corrosion rate 

between Alloy 600 뻐d SA508다.3 .................................................................................. 97 

Fig. 3.4.4 Cornp따ison of two upper bundle structures : 

(a) KSNP, (b) Diagon떠 Eggcrate Model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8 8 

F페i핑g. 3.4.5 Tube sheet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0 

Fig. 3.4.6 Tube details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1 -

Fig. 3.4.7 Ba따twing with s꾀lit연s for horizontal striψp.“……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따 2 

F린ig. 3.4.8 Cornponents 0야f diagonal e탱ggcrate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떠 3 

F페i범g. 3.4.9 Batwing socket bar .‘……….………….“……… .. ……….“……….“…… .. ……….……….………….“……….“……….“……….“…….“……….“…….“……….“……….“……… .. ……….‘…….“….“.“……….“……….“……….“……….“……….“……….“……….“…… .. ……….“……….“……….“……….“…….“….“.“……… .. …….“……….“…….“……….………….“……….“……….“……….“……….“……….“……….“……….“…….“……….“……….“……….“……….“……….“……… .. ……….“……….“…….“….“……….“……….“……….“…….“…… .. …….“……….“……….“……….“……….“…….“……….“……….“……….“……….“……….“…….“….“……….…….“….“…….“……….“……….“……….“……… .. ……….“……….“……….“……….“……… .. ……….“…….“……….“……….“……….“…….“……….“……….“……….“…….“…… .. …….“……….“……….“…….“… .. 108 8 

F뀐ig. 3.4.10 Incσre않as않e in s허ignal 없nplitu(띠‘de 0야f the calibration standard 

s혜pecirne태nb바y surface wea값r of the MRPC probe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0 0 

F터ig. 3.4.1끄11 Re려lati띠onsh피up between the ca떠메libra뼈tion notch le명삼tha뻐n떠 d 

erπro야r in ca외liψbration vo여ltage .“…….“…….“…… .. …….“…….“…….“…….“…….“…….“…….“…… .. …….“…….“…….“…….“….“.“…….“…….“…….“…….“…….“…… •• …….“….“.“…….“…….“…….“…….“…….“…….“…….“…….“…….“…….“….“.“…….“…….“…….“…….“…….“…….“…….“…….“…….“…….“…….“…….“…….“…….“…….“…….“…….“…….“…….“…….“…….“…….“…….“…….“…….“…….“…… .. …….“….“.“…….“…….“…….“…….“…….“……‘“…….“…….“…….“…….“…….“…….“…….“….“….“…….“…….“…….“…….“…….“…….“….……….“….“.112 

F페ig. 3.4.12 Micαrostruc야ture 0아f A VS rnaterials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7 

F뢰ig. 3.4.13 Micσrostructu따ue 0야f SG tubes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8 

Fi핑g. 3.4.14 S야pe띠nens 0아f the s하li펴ding wea값r t앤es얀t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9 

F터i땅g. 3.4.1샌5 Schernatic di뻐ag맏r없no아f the s패liding wea따r test rnachine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때 0 

F뭔ig. 3.4.16 The change 0아f wea값r volurne under the nomπm때a매1 load 0야 f 

2때0 뻐d 4때ONa따t roorn ternperature in air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2 2 

F윈i핑g.3.4.1η7 Th뾰le wea따r vo이1m끄nne as a fmlction 0아f a없rnplitu띠de during 

t산the s봐li띠ding wea따r tes얀t a따t roorn ternperatuπre in 떠r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견 3 

F뭔ig. 3.4.1뻐8 The wea앙r vo이lurn뻐e a잃s a fmlction 0야f freq민uency du따ring 

the s봐li띠ding wea값r tes얀t a따t roorn ternp야eratur앤e in air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않 4 

F뭔ig. 3.4.19 The wea따r vo이lurn댄e 0아f AVS앓s rnated with A110이Y 600 as a function 0야f s봐li떠ding 

d이is얀ta없nce du따ring t야he s돼liding wea값r tes얀t a따t roorn ternperature in a떠ir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6 6 

F뀐ig. 3.4.20 T’h따le wea따r vo이lurne 0야f AVS않s rna따te때d with A찌110아'y 690 as a fmlc야tiψo아on 0아f s봐li띠ding 

d이is얀ta없nce du따ring th뾰le s허li띠ding wea값r t얻es얀t a따t roorn ternperatuπre in air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7 

F터ig. 3.4.2낀1 The wo야m su따1πrf삶ac잊e 0야f 4뼈09 SS rna따te려d wit산h A110이띠'y 690 a하fter th따le s허li펴ding tes얀 t 

d따uπring 4 a뻐n띠d 16 hr a따t roorn ternpe얀rature in a떠ir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갱 8 

F페ig. 3.4.22 M찌icσro야에ha앙rdn뾰les잃s va값ri뻐ation be밍태ne얹at산th the wo야ms뻐ur바face않S 0여f AVS닮S a뻐n띠 d 

Allo이y챔TS a야fter the S때liding wear tes얀t fo야r 16 hr a따t RT in a없ir “…….“…….“……….“…….“…… .. …… .. …….“…….“…….“…… .. …….“… ....... “….“ ••• …….“….“ • • •• •••• …… .. …… .. …… .. ……’”…..129 

F터ig. 3.4.2깅3 The pred떠ic야tion fo야r t산the s돼li펴ding wea값r behav띠io야r 0야f AVS닮 s 

by Archa값rd equ‘ati‘on a따t RT in air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
 



Fig. 3.4.24 The prediction for the sliding wear behavior of 

Alloy 600/690 by Archard equation at RT in 떠r ................................................ 132 

Fig. 3.4.25 The wear volume as a function of frequen익 during the sliding 

wear test in hi양1 temp앉ature water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양 4 

F윈ig. 3.4.26 The wea앙r volume a잃5 a function of 와nplitu띠d따e du따rring 

t야m뼈h뻐le s허li피din때gw뼈ea하r tes얀tinh피ú양맹1 tem때pe없r띠atur따rre wat따e만r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않 35 5 

F페ig. 3.4.2낀.7 The wea따r volume a잃s a function of sliding d이is야ta뻐nc얹e during the sliding 

wea따r tes얀t under 2때0 없뻐1펴d 4뼈o N in 비gh tempe앉ratuπre wa따te안r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7 7 

Fi핑g. 3.4.28 The effect 0야f tempe앉ra때ture on 암le wea따r volume during 

the s앙li피ding wea값r test in h비1피i양뱅1 temperature water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8 8 

Fi핑g. 3.4.29 The wo야m surface 0아f 4때09 55 mated with Alloy 690 하빠te얀r the sliding 

tes얀t during 8 hrπrinh비ugh temperature wa하te얀r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뼈 0 

Fig. 3.4.30 The effect of the different environments on the wea따 r 

volume during the s잉li떠ding wea따r tes얀t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와 1 

F힘ig. 3.4.3와1 Mi따CσTO야얘ha값rdnes잃s variation beneath the wo야m surfaces of A VS않s a뻐n떠 d 

Alloys a하fter s돼liding wea값r tes얀t fo야r 16 hr in h비ugh temperature wa하te만r .“…….“….“.“…….“……….“…….“…….“…….“…… .. …….“…….“…….“…….“…….“…….“….“.14싫 3 

Fi핑g.3.4.3앞2 S잃EMima앵ge많s a뻐n떠d X-ra때y ma매ppin땅g of the wo야om s원뻐u따nfa값ce많 s 

o아f 4때09 55 ma와te때d with Alloy 690 a삶fte윈얀r s해U띠ng wea값r tes야t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5 5 

끼
 
/ 

』

q 
니
 



제 1 장 연구개발 과제의 개요 

제 1 절 연구개발의 펼요생 

1. 기술적 측면 

원자력발전소의 주요 구조재는 가동중 재질특성/구조특성/가동환경/웅력상태 동의 복합적 

요인에 의해 여러 유형의 손상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손상을 평가하는 하드웨어 기술은 크 

게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즉1 재료 고유의 물성평가와 재료의 손상거동올 평가하는 재 

료건전성평가 기술과 손상결합의 발생유무， 크기， 위치 둥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비파괴검사기술로서 대별할 수 있다. 

재료건전성평가의 경우I 일반적으로 가동환경 모사조건에서 재료의 손상거동을 시험하여 건 

전성을 평가/예측하며 대개의 경우 파괴검사/분석방법에 의존하는 특정을 갖는다. 이러한 건 

전생명가의 고유 기능이 재료의 특성과 손상거동을 명가하는데 있어서 매우 유용함에는 틀림 

없으나/ 가동 원전에서 발생되는 손상결함의 생성과 진행과정 및 실제상태를 정확하게 진단/ 

명가하는 기능이 결여되어 있다. 

한편 원전의 가동전 · 중검사로부터 각종 구조재의 건전성평가와 규제/보수 동의 판단근거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기존의 비파괴검사기술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결 

합의 정밀탐지 능력과 신호평가/해석 기술력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원전 구조재의 손상발생과 진행이 원전의 안전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l 

위에서 지적한 기존 기술들의 단점을 상호보완함과 더불어 각 기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혁신기술개발의 연구가 우선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된다. 본 연구과제의 1 단계 

연구개발을 통하여 가동 원전의 손상을 보다 정밀하게 진단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의 개발과 

이에 의한 정확한 손상원인 규명으로부터 각종 손상의 원인에 대웅되는 개선방안들이 도출되 

고 있으며l 또한 국내의 기술기반이 취약한 손상 상태/환경 감시기술개발이 병행됨으로서 손 

상올 억제l 방지， 개선하는 능동적 개념의 종합적 손상제어 기술개발로의 발전 가능성이 확인 

됨에 따라 향후 집중적인 연구개발 통한 단계적 발전을 이룩하는 것이 필요하다. 

2. 경제 ·산업적 측면 

본 연구개발과제는 국내 원전에 대한 안전규제요건 강화라는 강제성 요소에 적극적으로 대 

씩
 ω 



처하기 위하여 수행되어야 하는 불가피성과 더불어 보다 근본적으로 원전 구조재의 건전성과 

안전성 향상을 위한 핵심기술의 국내 자체 기술력확보 필요성과 가능성에 입각하여 중장기적 

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배경을 갖는다. 

손상 정밀진단과 종합적인 손상개선에 대한 국내 기술력의 확보는 그 자체로서 관련기술의 

해외 의존도를 크게 낮추어 외화지출의 절감효과를 가져올 뿐더러 가동원전 보수/규제기준 최 

적화/ 검사/보수주기 최적화l 불시정지의 최소화 퉁에 의해 궁극적으로 원전의 가동 안전성을 

향상시키므로서 경제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손상제어 기술개발로부터 도출 

되는 구조/설계/제작상의 개선사항들을 향후 국내 건설예정 원전과 수출용 원전에 적용하게 

되면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게 되므로 관련 원전 산업계의 국제 경쟁력 향상이 기대 

된다. 

3. 사회적 측면 

원전의 가동년수가 길어짐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각종 구조재의 손상은 원전의 안전 

성， 가동률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l 원자력발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유발시켜 국가 

의 안정적 전력공급정책에 차질을 빚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원전 계통내 구조재의 손 

상억제를 통한 건전성확보는 원전의 안전성 제고와 효율적인 수명관리에 필수적인 요소임이 

강조된다. 따라서 구조재의 손상상태 및 원인을 정확히 규명할 수 있는 정밀진단기술의 개발과 

이를 토대로 손상을 억제 또는 방지할 수 있는 종합적인 손상제어 기술개발이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하겠으며I 원전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 2 절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제 1절에 기술한 연구개발의 필요성에 입각하여 수행된 본 과제의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는 다 

음과같다. 

1. 자연결함 이용기술개발 

가. 원주균열 자연결함 제작 및 신호특성 평가 

나. 자연결함 내재 모의집합체 제작 

다. 초기 미소균열 자연결함 제조관련 요소기술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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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밀진단 기술개발 및 검증 

가. 전열관 균열 관통판정 기술개발 및 검증 

나. 전열관 형상변화/결합 관계해석 기술개발 

마. 형상변화/결함 신호 동시측정 기술개발 및 검중 

바. 균열/체적성 복합결합 탐지 기술개발 

3. 손상 감시기술 특생 명가 

가. 균열 생성/성장 분리해석 평가 

나. 균열 성장속도 정량화 측정 평가 

다. 끌열 생성/성장단계 전기화학적/음향학적 감시신호 특성명가 

라. 결함 생성/성장 - ECf 신호 상관관계 평가 

4. 손상제어 기술개발 

가. 내경변화 결함에 대한 환경제어 기술평가 

나. 전열관 마모/근접 방지 상부구조물 모텔 Mock-up 설계/제작 

다. 결함신호품질 영향명가 및 개선사항 도출 

라. 중기발생 기 반진동구조물 마모손상 평가 

야
 ω 



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제 1 절 국내 기술개발 현황 

1. 주관 연구기관 주요 기술개발 현황 

주요 기술개발 현황 비고 목적/활용용도 기술수준 

※ 중기발생기 전열환 자연철함 

제조기술 I _ 손상 정밀진단기술개발 
·자연결함 4종 제 1 미 이를 내재하 I - 원전 실제결함 신호특성 

{ 동 ~ I 명가 
모의 집합체 제작(pWSCC， ODSCC,I I - 탐촉자 탐지한계/ IGA, pitting) I 

l 탐지능 명가 
- NDT 기량검중용 
- 검사기술 교육훈련용 

·자연결함 정밀제어제조 및 결함 
내재 단위집합체 제작기술 확립 
(확관부/free span) 

--- -- -- ----- -- ---------------- - -- - ------- ----- ‘ ---- - -- ~ ------------------------ --- - - - --- - -

·원주균열 자연결함 제조기술개발 
·복합결함 3종 정밀제어 제조 
기술확립 (ODSCC + IGA, 확관부 
ODSCC, PWSCC) 

• 자연결함/복합결함/구조물 
모사집합체 제작기술 확립 

·초기 미소란열 자연결함 제조기술 
확립 (pWSCζ O댄CC) 

* 손상 정밀진단 기술 
• 전열관 축방향 균열 관통여부 
판정기술 및 자동판정 PC용 
프로그랩개발 (한국 둥록) 

- 상동 
- 신검사 기법/탐촉자별 
결함 탐지한계l 
검출특성 비교 검중용 

- 축방향균열 관통여부 
현장 실시간 판정 

- 안전규제 반영자료 및 
전열관 누설예측/ 
안전성 평가자료 생산 

- --- -- --------- ------------- ---------------- ----- ~ - -------- ------------------- -- --- --

.ECT P-MRPC 기술개발 
- 전열관 확관부 둥 미소 형상변화 
확인， 3차원해석 신기술 

- OPR 1000 SG 편심 확관， dent~ 
bulge, swelling, protrusion 동 
형상변화 검출r 규제/운영관리 
기준수립 

국내 

최초 

국제적 
기술수준 

세계 

최초 

기술실시 

제공 

(주)카이텍 

자연결합 
시면제공 

성균관대 

(주)카이텍 

특허둥록 

(한y미 .프) 

울진 1,2 
적용/검증 

- 전열관 미소 형상변화 
확인I 상태 정밀진단 | 고유 

- 신형 ECT 탐촉자 | 혁신기술 
기술원리 개발 및 검증 

국내 원전 

14개호기 
17회 

적용/검증 

$ 

(계속) 



주요 기술개발 현황 목적/활용용도 기술수준 비고 

·신형 와전류 탐촉자 개발 - 형상/결함 동시측정I 특허둥록 
(D-probe, P-probe) 위치/크기/분포 정보 

고유 
(한국) 

- P-MRPC 원리 이용/ 형상변화/ 생산， 3차원해석 신기술 
혁신기술 

특허출원 
결함 동시측정， 3차원 해석용 실용화 (미/프/일) 
신형 ECT 탐촉자 - 형상변화 원인，상태대웅 
1, 2차 시제품 3종 제작완료 규제/운영/보수/제작 

기술우위 
시제품제작 

- 국내 원전 가동중검사 실제 적용/ 반영요건/자료 생산 
확보 검중(울진4， 영광 4,5) - 조기발생 균열-형상변화 원전 실제 

- 상용화추진(KAERI-ZETEC) 상관관계 해석/규명 적용/검증 
--‘-_--‘-----------‘ ---------------- ------ -------- ------ ---•----------- ------ --- ------ ------------- .. - ----- ---‘---’---•------
.-캄열/체적 복합결함 탐지 기술개발 - 탐촉자/코일별 최적검출 
- OPR 1000 SG 손상현안인 슬러지 조건도출 - 검사/명가 j]_% 축적부위의 복합결함 모사기술개발 고도화 

혁신기술 - 균열 ODSCC + 체적성 IGA - 상태/위험도 평가 및 
복합결함 제조기술 개발 규제 반영자료 생산 

‘---------- --- ------------‘-----------------•--_-- ---- -‘----‘---------- ------------ -‘-- --------------- ----- --------------
·결함 신호품질 분석I 개선사항 - 규제 및 SGMP 검사 기술지원 
도출 기준 재설정 자료제공 KlNS 

--- -- --------------------------‘----------------- -- ‘--‘------------------------ ---- ----------‘---- -------------------
·손상현안 정밀진단 

- SGTR 원인규명I 검사강화기준수립 - 손상현안 원인규명 및 
- OPR 1000 마모원인규명/구조개선 대책 수립 기술지원 
- OPR 1000 원주균열 원 인규명 - - 정밀진단기술 이용I 
예방보수기준 설정 주요 손상현안 검출/ 해외기술 과기부 

- OPR 1000 전열관 근접 - 해석을 통해 생산된 대비 KlNS 
최적검사 기법 상세정보를 규제/운영/ 동퉁이상 한수원 

- OPR 1000 krúfe-edge형 마모 보수/검사/제작분야에 두산중 
원인규명/ 안전성 평가 feedbackj 대 책 수립 검사기관 

- Model-F SG swelling, seal-
extrusion 동 해석I 감시권고 

※ 손상철함 상태/진행 
감사기술 

·결함제작 및 감시시〈템 구축 해외기술 

(ENM 및 AE) - 균열 개시단계 감시 대비 

- 균열 개시단계 전류/전압 노이Z - 균열성장 검출 특성평가 

신호특성 평가감시 기반기술 확립 50% 

- 균열성장에 따른 주파수별 기반구축 

음향방출에너지 검출 특성평가 
기반기술 확립 

(계속) 

인
 



주요 기술개발 현황 목적/활용용도 기술수준 비고 

@ 손상 원인대용 구조깨션 
기술 

.OPR 1000 SG 상부구조물 구조적 
취약점 상세분석 및 구조개선안 - OPR 1000 SG 마모손상 
수립 

가속요인 정밀분석 
- 반진동구조물(AVS)내 횡 방향 및 

- 마모손상완화 및 전열관 자체 국내특허 
상하 진동 취약구조 분석 

근접문제 원천제거를 기술력 2건 등록 
- 구조개선안 다수 도출 

위한 최적 설계/제작 확보 
• 신형 반진동구조물 모텔개발 및 

요건 확립 신고리 
모형제작 

- APR 1때O 후속호기 및 3, 4 
- 대각선형 지지격자 반진동 구조물 

OPR 1000 교체 원천기술 설계변경 
모델 

증기발생기용 모텔 개발 확보가능 반영 
- 마모손상 완화/ 전열관 근접 

- 고신뢰도 중기발생기 
원천제거 

셜계 원천기술 확보 
• 취약구조 상세분석 결과 설계/제작 
반영 

- APR 1400(선고리 3, 4) 상부 
구초물 설계변경 - 수평 지지격자 
1조 추가 

2. 국내 기관 연구개발 현황 

가. 증기발생기 관리 프로그램 (SGMP) 개발 

증기발생기 건전성 향상을 위한 통합 관리프로그랩 개발 동 현장 적용을 위한 기술개발 

이 KEPRI의 주관하에 수행되고 있으며I 관련연구가 2008년 2월 종료될 예정이다. 증기발생기 

가동중검사 기술， 건전성평가 기술/ 구증기발생기 세관 인출기술/ 결함분석기술/ 마모평가 통합 

프로그램 개발I 유동기인 진동특성 기반실험l 부식평가 및 방지기술 개발 퉁이 종합적으로 개 

발되고 있다. 

나. 검사장비 국산화 기술개발 

원전기술고도화사업으로서 증기발생기 전열관 와전류검사(ECf)용 보빈 탐촉자의 국산화 

개발을 목적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국산화에 성공할 경우y 현재 전량 수입 사용중인 보빈 탐촉 

자의 국산 대체효과가 기대된다. 

다. 검사기술 선진화 기술개발 

증기발생기 전열관 손상 초음파탐지 기술개발(전력연구개발사업)이 (주)카이텍에서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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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으며， 현재 가동중검사에 사용되는 와전류탐상 결과의 신뢰성이 의심되는 경우 초음파 

로 추가 검사를 실시하여 결함탐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기술개발이다. (07년 종료 예정) 

또한 보빈 탐촉자를 사용한 와전류 신호명가시 인적오류의 개입 가능성을 배제하고 일률척 

이며 신속한 신호평가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명가용 프로그램을 개발 

하는 연구가 수행되고 었다. (성균관대/ 전력연구개발사업， 07년 종료 예정) 

(위의 2개 연구개발사업 수행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다양한 유형과 크기의 증기발생기 전 

열관 자연결함 시편은 전량 KAERI에서 제작 공급함.) 

제 2 절 해외 연구개발 현황 

• 미국은 NEI97-06 요건문서를 기반으로 하여 EPRI를 중심으로 중기발생기 관리 프로그랩 

(SGMP)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미국내 발전소의 증기발생기 운영관리에 적용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NEI 03-08 요건문서에 기초하여 국제공동연구 체계를 구성， 사전적 재료열화 관리 

(PMD씨 프로그램의 개발을 착수하였다 . 

• USNRC는 중기발생기 건전성 확보를 목표로 증기발생기 전열관 건전성 프로그램 (SG

πP)올 1996년부터 수행해 오고 있으며， 자연결함 제조기술/ 이를 활용한 비파괴검사의 신뢰도 

평가 및 향상기술개발， 파열압력 및 누설량 측정시험 퉁을 주요 연구개발 대상으로 하고 있다. 

• 미국에서는 2005년도에 부식저항성이 우수한 Alloy 600 TI 전열관에서 최초로 균열손상 

이 발생된 바 있다. 이는 환경영향인자에 의한 부식손상과 다른 것으로서， Alloy 600 TI 재료 

라 할지라도 구조적 요인에 의해 균열손상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손상발생 억제 및 안 

전성 확보를 위한 검사강화와 검사방법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 최근 미국의 CE 증기발생기 지지구조물의 피로절단사고y 지지판의 부식손실， 파도확관 부 

위에서의 결함발생과 프랑스 3개 원전에서의 U-tube 피로손상/누설 동은 모두 재질·구조-환경 

복합요인에 의한 새로운 손상유형으로서 이의 원인 규명 및 안전해석 연구가 활발히 진행중이 

다. 

• 원전 산업체는 FROC, WCX:; 둥을 구성I 증기발생기 모텔별 고유 손상정보를 공유하고 손 

상원인 규명과 비파괴검사 및 정비기술 개발 둥에 관한 연구를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 증기발생기 전열관 검사기술과 관련하여 미국(Zetec)과 일본(MHI)은 기폰의 보빈 탐촉자 

보다 결함검출능이 높으며 고속검사가 가능한 다중배 열 코일 탐촉자(X-probe， Intelligent 

probe)와 평가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최근에는 원전의 가동전 • 중 검사로의 적용이 확대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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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 수행 내용 및 결과 

제 1 절 자연결함 이용기술개발 

1. 원주균열 자연결함 제작 및 신호특성 평가 

가. 개요 

원전 증기발생기 전열관은 가동중 구조/환경적 요인 및 재료특성에 따라 여러 가지의 부식 

손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손상은 원전의 안전성은 물론/ 가동률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 

며 특히 손상으로 인한 방사능 누출문제가 발생될 경우 원자력 발전에 대한 사회적 여론의 악 

화로 국가적 차원의 전력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전열관 재료의 건전성 확보를 

통한 안전상의 제고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임이 강조된다. 

가동중 발생되는 중기발생기 전열관의 손상은 와전류 탐상(Eddy Current Test ; ECf)에 의 

해 정기적으로 평가되며 이 결과에 따라 예방대책 수립 및 보수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 

한 검사의 신뢰성은 재료내에 생성된 균열 동의 결함을 정확히 검출하고 그 크기를 정밀하게 

측정， 평가할 수 있는 탐지능과 정밀도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즉/ 검사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열관에서 발생하는 여러 유형의 손상형태와 동일한 결함을 제작한 다음 여기에서 

얻어지는 신호를 해석， 평가하여 탐지능과 정밀도를 높인 표준자료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개발 

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방전가공(Electric Discharge Machining : EDM) 둥에 의한 기계적 노치 (notch) 또는 

드릴 훌(drill h이e)을 재료에 가공하여 사용되는 현재의 모의결함 표준시편은 실제 자연부식결 

함과는 근본적인 차이를 가지며/ 이로 인해 검사신호를 정확히 모사할 수 없는 단점을 갖기 때 

문에 비파괴검사 신뢰성을 고도화하는데 한계점을 갖고 있다. 예로서 인출 전열관의 파괴검사 

로부터 얻어지는 실제 결함특성 평가 결과와 ECT 검사결과를 비교해 보면I ECT 검사결과가 

과대 또는 과소평가 되거나 존재하는 결함을 탐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견된다. 이는 ECT 장 

비/ 탐촉자 종류/ 검사자의 평가기준 동의 기본적인 영향인자 외에 기계 가공된 교정용 표준 

전열관을 사용하는데서 비롯되는 원천적인 문제점이 내재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계를 인식하고 해외에서는 가동중 증기발생기 전열관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식손상 

결함을 모사하는 자연부식결함 시편 제조 기술과 이를 이용한 ECT 정밀진단 기술/ 관 보수 기 

준설정 둥에 관한 연구를 중접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으며 이들 연구 결과는 검사 주기 및 범 

위의 최적화를 목표로 EPRI가 개발한 증기발생기 관리 프로그램(SGM끼에 반영되어 발전소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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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 활용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도 전열관 손상에 대한 ECf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 3자 명가 및 SGMP의 도입과 현장적용 동 안전성 확보 노력이 중대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전열관 검사 관련 운영 및 규제 분야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자연부식결함 제조 

의 정량적 제어기술개발과 이를 이용한 손상 정밀진단 신뢰성 고도화 기술 개발의 구축이 절 

실히 요구된다. 

원자력연구원에서는 2002년부터 2애4년까지 3년간 수행된 제 2차 원자력 중장기 연구개발사 

업 1단계 연구를 통해 가동중 증기발생기 전열관에서 발생하는 주요 부식결함(축방향 PWSCC, 

ODSCC, IGA, Pi버ng)과 동일한 형상과 크기를 갖는 자연결함을 정밀하게 제어하여 제조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한 바 있다[1]. 본 연구에서는 이의 2단계 후속 연구로서 최근 국내 표준원전 

증기발생기의 손상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외면 원주균열을 대상으로 그 형상 및 크기를 정밀 

하게 제어하여 자연결함 시편을 제작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또한 제조된 자연 

결합의 ECf 신호 특성평가를 통하여 결함의 검출능과 정밀도 분석을 위한 표준자료를 생산하 

였다. 

나. 전열관 외면 원주균열 자연컬함 제작 및 재어기술 

균열제작에는 외경 19.05 rnm, 두께 1.07 rnm의 한국표준형 원전 중기발생기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규격 및 사양으로 제조된 합금 600 전열관을 사용하였다. 외면에 원주방향 응력부식균 

열을 형성시키기 위해서는 부식성 분위기 용액 하에서 전열관에 축방향으로 주응력이 가해지 

도록 하중을 가하여 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부식용액으로 상온의 0.1M Na2S406을 사용하였다. 시면의 외면은 원주방향으 

로 길이 3-6 rnm, 폭 -0.2 rnm의 slit을 만들고 이 부분을 제외한 모든 표면은 mas상ng하여 

부식 용액이 slit 부분에만 접촉되어 이곳에서만 균열이 선택적으로 발생될 수 있도록 하였으 

며 전열관 외면에 cup 형태의 용액저장용기를 장착하고 여기에 부식용액올 공급하였다. 

인장하중은 최대 2 ton 용량의 screw loading 방식 정속 인장하중 부가 시험장치를 사용하 

여 가하였으며 약 200 rnm 길이로 절단하여 준비한 전열관의 상하부 끝부분을 swagelok male 

connector를 사용하여 고정시킨 후 정속 하중 부가 시험장치에 연결하였다. 하중의 크기는 소 

성 변형량이 클 경우 전열관의 칫수가 변화하고 또한 전열관 시편마다 원주단면적이 서로 다 

르기 때문에 전열관 시편마다 인장항복 값에 도달하였올 때 인장변형을 중지하여 일정한 인장 

하중이 유지되도록 하였으며 그 값은 약 1,500 kg 내외였다. 

균열의 발생 여부는 일정기간 실험을 실시한 후 실험을 중지하고 전열관 시편을 해체하여 

와전류 검사의 수행하고 또다시 실험을 반복하는 과정올 통하여 확인하였으며l 이로부터 얻은 

누적 시간에 따른 균열의 크기 간의 상관관계로부터 균열 크기(깊이)의 제어가 가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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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제작된 원주균열 자연결함 시편의 한 예로서 약 4 mm의 

길이를 갖는 제작 원주균열의 외면 형상을 보여주는 사진(Fig. 3.1.1-a)과 비교를 위하여 실제 

가동중 원전에서 발생된 인출 전열관의 외면 균열 형상(Fig. 3.1.1-b)올 함께 나타냈다. 두 경우 

는 모두 단일 균열이 관통된 경우로 굵열면의 opening 정도가 커서 외변에서 균열의 위치 빛 

형상이 쉽게 관찰되고 있으며I 외관상으로 거의 동일한 균열 형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기 방 

법으로 제작된 원주균열이 실제 원전에서 발생된 결합의 형상을 완벽하게 재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외면 원주균열의 신호특성 평가 

Fig. 3.1.2-a와 Fig. 3.1.2-b는 각각 제작 원주균열과 실제 가동중 원전에서 발생 된 균열에 대 

해 MRPC(Motorized Rota파19 Pancake Coil) probe를 사용하여 검사한 300 암fz plus point 

coil 신호 결과를 비교한 것이다. 각 그립에서 원형 점선으로 구분한 결함신호의 위상과 진폭 

변화를 나타내는 Liss며ous 도형을 살펴보면 거의 동일한 신호형상이 얻어졌음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작된 원주 균열은 ECf 신호 상으로도 실제 원전에서 발생된 원주 균열 

을 정확히 모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Fig. 3.1.3은 원전의 가동중 검사 방법과 동일하게 MRPC 탐촉자의 plus point coil 신호로부 

터 결함발생 유무를 확인하고 크기를 명가하는 경우 외면 원주 균열의 검출능과 정밀도를 보 

여주는 실험결과이다. 제작된 원주균열은 Fig. 3.1.3-a의 외면 형상 사진에서는 한 개의 원주균 

열로 보였으나 파괴검사를 통한 파단면 분석올 통하여 Fig. 3.1.3-b와 같이 길이 2.8 mm를 갖 

는 두 개의 균열이 동일 원주상에 분리되어 존재하고 있으며 그 두께방향으로의 깊이는 각각 

50%와 80%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형상 및 크기를 갖는 균열로부터 얻어진 plus point 

coil 신호 결과는 Fig. 3.1.3-<:와 같은데 깊이 50%의 균열로부터 발생된 ECf 신호의 크기는 균 

열이 없는 지역에 얻어지는 기저 노이즈 신호 크기(background noise level)를 초과하지 못할 

정도로 작아서 결함이 존재한다고 판정할 수 없으며/ 깊이 80% 균열의 경우는 기저 노이즈 신 

호보다 약 2배 크기를 갖는 신호를 보여 결함이 발생한 것으로 확실하게 평가될 수 있다. 이 

결파로부터 ECf 검사를 통한 외면 원주균열의 검출은 균열길이가 약 3 mm 내외일 때 최소한 

두께 50%이상으로 성장된 균열이어야 가능함을 말해주고 있다. 

Fig. 3.1.4는 길이가 3 mm 로 동일 하지만 두께방향으로의 깊이가 서로 다른 다수의 원주균 

열올 제작하여 깊이 중가에 따른 plus point coiI 신호의 진폭변화를 분석한 결과이다. 외면 원 

주균열의 경우 깊이 50% 까지는 검출이 어려우나 그 이상으로 균열깊이가 성장함에 따라 신 

호진폭이 급격히 커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깊이 50% 이하의 초기 균열에 대한 검 

출능을 높일 수 있는 평가기술 및 검사방법 동의 개발이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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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3.1.1. Photographs showing the morph이ogy of (a) lab-made and 
(b) real 00 circumferential cr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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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Fig. 3.1.2. Plus point coil signals from (a) lab-made and (b) real 00 
circumferential crack in an OPR 1000 power p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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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 (a) outer su바aæ， (b) fracture suñace, and (c) plus p이nt c이I signal 
of a lab-made 00 circumferential crack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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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 .4. Relationship between the crack depth and the amplitude of plus point 
coil signal for the 00 circumferential crack with the length of 3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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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연결함 내채 모의집합채 채작 

가. 개요 

중기발생기 ECf 검사의 신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발전소에서 발생되는 결함과 동일한 

부식기구에 의하여 형성된 부식결함을 이용하여 각 탐촉자에 대한 검출능 및 정확도를 평가하 

고 ECf의 평가기준 빛 모의시편으로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가장 바랍직한 방안은 결함이 

발생한 가동 전열관올 인출한 후 파괴검사를 통하여 비파괴 검사 결과와 직접 비교하는 것이 

지만 이는 막대한 전열관 인출 비용은 물론 방사능 오염 및 제염에 따른 활용상의 한계가 있 

고l 또한 많은 전열관을 인출하여 사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생산되는 자료의 수가 제한되어 파 

괴 및 비파괴 검사 결과의 상호 비교를 통한 통계의 신뢰성이 부족하다.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부식결함을 전열관에 형성시키고 이에 대한 비파괴 및 금속학적 파괴 

검사를 동시에 수행한 다음 두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보다 신뢰성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부식결함 시편을 이용한 모의 훈련을 통하여 평가자의 기량 향상 및 검증이 가능하 

다. 현재 각국에서는 결함 형태에 따른 별도의 보수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발전소별로 증기 

발생기 모델과 운전이력에 따라서 결함의 유형이 서로 달리 나타나고 있다. 국내의 경우도 발 

전소별로 다양한 형태의 부식 및 기계적 손상이 발생되고 있고 이를 반영하여 평가자 기량 검 

증도 발전소별로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다양성에 대웅하는 결함 제작기술의 확보와 이 

를 활용한 모의 훈련 절차의 중요성이 중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검사자의 신호검출 및 평가 훈련 둥은 물론 최근에 개발된 X-probe 및 

Intelligent probe 등 고속 ECf 검사기술[2， 3]의 현장 적용성 평가를 위한 결함 검출 성능 비 

교 및 검중 둥에 활용할 수 있도록 최적 제조 및 제어기술을 이용하여 자연결함올 제작하고 

증기발생기 실제 구조를 모사한 모의 집합체를 제작하였다. 

나. 채작 사양 

모의 집합체에 조립하기 위하여 제작된 결함의 종류는 축방향 PWSCC와 원주방향 ODSCC 

둥 2종류이며 제작된 결함의 사양(길이 및 갚이)을 Table 3.1.1에 나타냈다. 모의 집합체용 관 

판은 가로 200 mm, 세로 200 rnm, 두께 50 rnm 크기의 SA 508 Class 3 저합금강 block에 직 

경 19.25 :t 0.01 mm hole을 가공하여 제작하였으며 여기에 제작된 결함이 내재된 전열관 시편 

을 기계 확관하여 고정하거나 커플링을 사용하여 상부에 직관 형태로 누적하여 연결하였다. 관 

판 상부에는 모의 집합체용 관지지판을 가로 200 mm, 세로 200 mm 크기로 OPR 1000 증기발 

생기의 eggcrate와 통일한 구조 및 치수 규격을 갖도록 410 55 판재를 사용하여 2조를 제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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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1 Specification of lab-made 때al PWSCC 뻐d circumferential ODSCC 

tube specimens in the steam generat야 mockup assembly. 

Defect Type Location Defect Length/Depth quantity Remarks 

3 mm/45%, 3mm/45 % 2 
축방향으로 
3 mm 이격 

Free Span 4 mm/60% 1 

Axial 6 mm/80% 1 

PWSCC 2 mm/25% 1 

Expansion 
4 mm/60% 1 

Transition 

6 mm/80% 1 

3 mm/40% 1 

3 mm/50% 1 

3 mm/60% 1 

Circumf. 
Free Span 3 mm/75% 1 

ODSCC 

3 mm/90% 1 

4 mm/100% 1 

6 mm/10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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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조립하였으며/ 관지지판의 위치를 상하로 조정하여 free span에 결함이 발생된 경우와 관지 

지판내에 결함이 발생된 두 경우 모두를 모사할 수 있도록 가변형 구조로 제작하였다. 

Fig. 3.1.5는 제작된 모의 집합체의 형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부 관판에는 관판상단의 확관 

천이부에 결함을 제작한 전열관 시편이 그리고 그 상부는 직렬형태로 직관부에 결함을 제작한 

전열관 시편이 누적되어 조립되고 직판부 전열관 시편들은 eggcrate 형태의 관지지판에 의해 

원주방향으로 둥 간격이 유지되는 둥 실제 OPR 1000 증기발생기와 동일한 치수규격의 형상 

구조를 갖고 있다. 

다. 모의 접합체 자연결합 와전류 검사 

Fig. 3.1.6은 상기 모의 집합체를 대상으로 수행한 와전류 검사 결과의 한 예를 보여주고 있 

다. 해당 전열관은 관판상단 확관 천이부에 길이 6 rnm의 축방향 PWSCC, 그 위로 100 mm 

이격된 직관부에 길이 6 rnm의 축방향 PWSCC, 그리고 다시 그 위로 100 rnm 이격된 직관부 

에 길이 4 mm의 축방향 PWSCC가 위치하도록 3종류의 결함 전열관들을 순서대로 배치하여 

조립한 것이다.MRPC 탑촉자를 사용하여 얻은 신호 진폭의 변화(Fig.3.1.6-a)를 보면 균열이 관 

판 상단 확관 천이부에 1개l 상부 직관부에 2개 존재하며 확관부와 직관부에 위치한 길이 6 

mm의 균열은 거의 동일한 진폭크기의 신호를 보였으나 가장 위쪽에 위치한 길이 4 mm의 균 

열은 길이 6 mm의 균열들에 비하여 진폭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Fig. 3 .1.6-b는 가장 아래쪽에 위치한 균열로부터 얻어진 plus point coil 신호의 c-scan 분 

포를 도식한 것으로 발생된 균열이 한 개이며 그 위치는 관판 상단의 확관 천이지역이라는 상 

세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초기 마소균열 자연결함 제조관련 요소 기술 확렵 

가. 개요 

일반적으로 증기발생기 전열관의 ECT 검사에서는 관벽 두께 40%의 크기를 갖는 결함부터 검 

출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었다. 그러나 가동중 발생되는 증기발생기 전열관의 결함 위치에는 관판 

및 확관l 슬러지， deposit, 그리고 전열관 제작 공정에서 도입된 내부 표면의 굴곡과 두께변화 퉁 

이 존재하고， 이들에 의해 발생되는 노이즈 신호가 결함신호와 합성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현장 

가동중 검사에서의 실질적인 결함 검출능은 크게 변화하게 된다. 따라서 ECT 검사 방법의 경우 

결 함 검 출능을 향상시 키 기 위 해 axial coil, cirαmúerential coil, plus point coil, high frequency 

pan않ke coil, trans-receive type coil 둥 다양한 유형의 코일을 탑재한 탐촉자가 개발되어 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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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원주균열 자연결함 
내재 전열관 

관지지판 

(Tube support plate) 

~ 

관판 

(Tubesheet) 

Fig. 3.1.5. Photograph of steam generator mockup assembly containing 
tubes with defects and support stru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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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6. (a) strip chart of MRPC plus point signal from a tube in the mockup 
assembly and (b) c-scan of plus point signal from the crack in the 
expansion transition area on the top of tube sh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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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및 구조적 환경 조건에 따라 가장 적합한 탐촉자를 선정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초 

음파를 이용한 결함검사 방법의 개발 및 적용도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증기발생기 전열관 비파괴 검사 기술의 개발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벽 두께 40% 내외의 크기를 갖는 초기 미소 자연결함의 제조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여 

관련 요소기술을 개발하였다. 

나. 미소 자연컬함 제작기술 

관벽 두께 40% 내외의 크기를 갖는 초기 결함은 ECT 검사 상에서 노이즈 신호의 진폭 크기보 

다 작은 신호를 보이기 때문에 검출이 매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 용도의 plus 

point coil 탐촉자와 더불어 높은 신호 대 잡옴비 특성을 갖는 trans-receive type의 Ghent (RG34) 

탐촉자를 사용하여 시편의 원주 및 축방향 위치를 알 수 있는 방위 표적자를 시면 외면에 장착하 

여 결함이 발생되는 원주 및 축방향 위치를 미리 파악한 후 축방향 PWSCC 및 원주방향 ODSCC 

를 제작하는 과정 중에 이 위치지점에서 나타나는 신호의 변화이력을 정밀 분석함으로서 검출능 

이하의 크기를 갖는 초기 미소 결함을 제작하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Table 3.1.2에는 이 기술올 사용하여 제작한 미소 결함의 종류와 예상 길이 및 깊이 규격을 나 

타내었다. 제작된 결함시펀들은 Fig. 3.1 .5의 모의 집합체의 직관부에 함께 조립하여 검사자의 기 

량검증 훈련용은 물론 초음파， X-probe, Intelligent 깐obe 둥 새로운 비파괴 검사 기술의 결함 검 

출능을 비교 검증하는데도 사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제 2 절 정밀진단 기술개발 및 검증 

1. 전열관 균열 관통판정 기술깨발 및 검증 

가. 축방향균열 관통판정 기술개발 및 검중 

(1) 축방향 균열 관통환정 PC용 프로그랩 개발완료 

축방향 굵열 신호진폭 분포의 형상특성을 이용하여 균열의 관통여부를 판정하는 혁신기술을 

개발한데 이어， Fig. 3.2.1과 같이 관통여부 및 관통길이를 자동평가 할 수 있는 Windows 기반 

PC용 프로그램의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프로그램은 국내에 둥록하였다. 

관통여부 및 관통길이 측정은 미국 Zetec사의 신호평가 장비에 개발된 프로그램이 탑재된 PC 

를 연결하여 실시간에 판정할 수 있다. 

m 

ι
 



Table 3.1.2 Specification of lab-made tube specimens with ea떠 stage small 

axial PWSCC 없ld circumferential ODSCC. 

Defect Type Location Predicted Length/[농pth Quantity Remarks 

2.0 mm/25% 1 

2.4 mm/30% 1 

Axial Free Span 
2.4 mm/33% 1 

PWSCC 
2.5 mm/35% 2 

3.0 mm/40% 1 

3.0 mm/45% 1 

3 mm/30% 1 

Circwnf. 
3 mm/35% 1 

ODSCC 
Free Span 

3 mm/40% 1 

3 mm/45%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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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 Automated program on the Window PC 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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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전류신호의 데이터 변환으로부터 균열의 길이 방향으로 신호진폭 분포가 M-shape으로 나타 

나면 관통균열로 판정하며/ 내면 람열 및 외면 균열에 관계없이 신호진폭 분포가 균열의 중앙부 

에서 가장 큰 bell shape으로 나타나면 비관통 균열로 판정한다. 관통의 길이는 M-shape의 양 끝 

단 최대진폭 사이의 거리이며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다. 

(2) 자연컬함이용 관통판정 균열 최소길이 검증 

향후 발전소에 실제 적용하기 위하여 제작 자연결함과 가동중 실제 결함신호를 사용하여 측 

정 최소 균열길이의 검증과 현장 적용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관통균열 최소길이 측정을 위해 코일 직경인 2.9 mm의 길이를 갖는 제작결함을 이용한 검중 

시험 결과， Fig. 3.2.2와 같이 코일 직경 이상의 균열에 대해서 신뢰성 있는 결과를 얻올 수 있었 

으며/ 가동중 실제 결함신호도 Fig. 3.2.3과 같이 동일한 결파를 나타내었다. 제작 자연결함 및 가 

동원전 현장 검사자료를 통하여 관통판정 최소균열길이는 coil size와 같은 약 3mm임을 검증하 

였다. 

(에 자동환정 프로그랩 가동원전 시범척용 및 적용생 명가 

축방향 균열 관통 자동판정 프로그램의 가동원전에 대한 시범적용은 가동 초기부터 대규모의 

1차측 축방향 웅력부식균열이 탐지된 바 있는 울진 1, 2호기를 대상으로 하여 호기 당 20개의 축 

방향 균열발생 전열관에 대하여 관통 자동판정 프로그램으로 평가를 수행하였다. 

현장 검사자료에 대한 평가결과 Fig. 3.2.3과 같이 일부 전열관에서 신호진폭 특성이 제작 자연 

결함에서 관통을 나타내는 M-shape을 확인할 수 있었고I 제작 자연결함과 동일한 결과를 얻으므 

로써 축방향 균열 관통 자동판정 프로그랩의 발전소 가동중 검사 현장적용이 가농함을 확인하였 

다. 

나. 원주균열 관통여부 판정기술 개발 

(1) 개요 

현재 국내의 증기발생기 전열관에 대한 건전성 평가에는 와전류검사(ECT， eddy c따rent test) 

방법이 적용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바빈(Bobbin) 코일 탑촉자와 모터구동 회전형 탐촉자 

(MRPC)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바빈 코일 탐촉자는 주로 체적성 결함을 검출하는데 사용되며 바빈 코일에서 얻어지는 신호의 

위상각 또는 진폭과의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결함의 깊이를 전열관 두께대비 백분율(%)로 나타내 

어 결합의 크기로 명가하나/ 그 신뢰성은 대체로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모터구동 회전형 탑촉자는 tube sheet 상단 확관부에서 발생하는 균열성 결함을 검출에 주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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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는데 ASME Code 둥 와전류검사 관련 규격에서는 아직까지 균열성 결함의 검출을 위한 검사 방법， 

결함 크기에 대한 정량적 평가 방법 및 검출된 결함 전열관에 대한 조치기준 둥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못한실정이다. 

또한 균열성 결함의 경우에는 결합의 크기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균 

열성 결함이 전열관의 두께를 관통했는지 여부를 정밀하게 판정하고 관통 길이를 측정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다. 특히 균열이 전열관 두께를 관통하였을 때는 방사능에 오염된 1차측 냉각수가 2차측 

으로 누설되어 계통을 오염시키므로 발전소를 불시정지 해야 하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므로 관통 균열 

의 조기 탐지 및 크기 측정 방법의 개발이 요청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동중검사에서 얻어진 와전류검사 신호를 이용하여 1단계의 축방향 균 

열 결함의 관통여부를 판정하고 관통길이를 측정할 수 있는 기술개발에 이어 2단계에서는 원주 

방향 균열의 관통여부 판정기술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2) 질혐 방법 

ECf 신호진폭 분포의 차이를 분석하여 원주방향 균열에 대한 관통여부를 판정하고 관통길이 

를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전열관에 원주방향으로 EDM(electric discharge 

machining) notch를 Table 3.2.1과 같은 형 태 로 가공하였다. 

EDM notch의 길이는 모두 0.375 inch(9.525 mm)이고I 깊이는 100%를 포함하여 전열관의 외면 

및 내변에서 깊이가 전열관 두께 대비 각각 40% 및 60%가 되도록 하였다. 

또한 실제 발전소와 유사한 균열 입구가 밀착된 관통 균열에 대한 실험을 위하여 전열관 외면 

의 원주방향 웅력부식균열을 제조하였다. 

시험에 사용된 모든 전열관은 공칭외경 0.750 inch, 공청두께 0.042 inch의 Alloy 600HIMA로 

서I 영광 3, 4, 5, 6호기 및 울진 3, 4호기 증기발생기 전열관의 재질과 칫수가 동일하다. 

ECf 검사장비는 MIZ-70 Remote Data Acquisition UnitjEddynet Data Analysis System을 사 

용하였다. MPRC 탐촉자는 Mj +Point-610-115j36jS80 모텔올 사용하였으며/ 검사주파수는 400 

kHz, 300 kHz, 100 kHz 및 10 암-:Iz를 사용하였다. 검사는 탑촉자를 전열관 속으로 삽입한 후 600 

rpm으로 회전시키면서 0.2 inchjsec 속도로 인출하면서 수행하였다. 신호평가를 위한 신호보정 

은 미 국 Zetec사에 서 제 작한 Slotted Standard W j Axia1 & Circumferential Flaws의 EDM notch 

신호를 이용하여 각 채널의 위상각과 진폭을 설정하였다. 위상각은 잡음 또는 탐촉자 wobbling 

신호를 수평이 되도록 조절하였고/ 진폭은 각 coil의 300 낭Iz에서 100% axial 신호를 20 volt가 

되도록 조절하고 다른 채널은 상대적 값을 갖도록 normalization 하였다. 

(3) 질험결과 및 고찰 

원주방향 길이가 9.525 mm인 EDM notch의 깊이에 따른 신호를 MRPC의 pancake coil과 plus 

% 



Table 3.2.1 Dimension of EDM notches 

Depth (%) Leng야1 (mm) Width (J때) 

관통결함 100 9.525 130 

외면결함 40, 60 9.525 130 

내면결함 4α 60 9.525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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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l을 이용하여 수집하였다. Fig. 3.2.4는 주파수 300 kHz에서의 진폭변화를 표시한 것이다. 

Pancake coil은 내면 및 외면에 관계없이 비관통 notch는 bell shape의 진폭분포를 나타내고， 관 

통 notch는 평탄한 진폭분포를 나타내 었으나/ 반대로 plus coil은 비 관통 notch는 평 탄한 진폭분 

포를 나타내고/ 관통 notch의 경 우 bell ψpe의 진폭분포를 나타내 었다. 

이러한 관통 및 비관통 notch의 coi1별 신호진폭 특성을 이용하기 위하여 pancake coil의 신호 

진폭 값과 plus coil의 신호진폭 값의 차이를 표시하면 Fig. 3.2.5와 같이 균열의 관통여부를 보다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 

즉， 관통 notch는 신호진폭 분포가 M-shape으로 나타나고， 비 관통 notch는 내 면 및 외 면에 관 

계없이 신호진폭 분포가 bell shape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그립을 통하여 추가적으로 알 수 었는 

중요한 정보는 균열의 관통길이를 측정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관통 notch의 신호진폭 분포인 

M-shape의 양 끝단 최대진폭 사이의 거리가 곧 관통길이에 해당한다. 

원주균열 자연결함 시편에 대한 기술적용 결과와 파괴검사를 통한 균열형상 및 실제 크기 풍 

의 비교를 통하여 개발된 관통여부 판정기술의 신뢰성을 검증하였다. 

제조된 전열관 외면의 관통 웅력부식균열은 Fig. 3.2.6에 나타낸 바와 같이 원주방향을 따라 

균열이 관통되었으며l 관통길이는 4.0 rnm로 측정되었다. 이 균열에 대한 ECf 검사로부터 얻어 

진 pancake coil파 plus coil의 신호진폭의 차이 값을 균열길이 방향으로 도시하면 Fig. 3.2.7에서 

와 같이 관통균열의 특성인 M-shape을 나타내었고， 이로부터 균열은 관통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관통길이를 나타내는 진폭분포 곡선의 최대값 사이의 길이는 4.8 rnm로 파괴검사를 

통한 실제 길이인 4.0 rnm보다 약간의 과대펑가가 있었으나 관통길이도 Ecr 신호를 이용하여 측 
정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4) 요약 

이상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전열관의 내면 또는 외면에 폰재하는 원주방향 균열의 관통여부를 

판정하고 관통길이를 측정할 수 있는 비파괴적인 방법을 개발하였다. 이 기술은 국내외 중기발생 

기의 가동중 검사에 사용하고 있는 통상의 MRPC 검사로부터 수집되는 pancake coi1과 plus coi1 

의 신호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을 쁜만 아니라 가동중 검사기간 내에 관통 전열관을 신속하게 선 

별할 수 있는 최대의 장점을 갖고 있다. 

결론적으로 축방향 및 원주방향 관통균열이 모두 M-shape의 진폭분포 특성을 나타내는 것으 

로 확인됨으로서 관통 판정에 동일 원리가 적용됨올 검중하였고， 관통판정 자동평가 프로그랩을 

축방향 및 원주균열에 동시에 적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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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파단면 

Fig. 3.2.6. Lab-made through-wall circumferential crack 
(a) the outer surface and (b) fracture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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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열관 형상변화/결함 관계혜석 가술개발 

가. 개요 

원전 중기발생기 전열관의 내외면에는 균열/ 마모/ 핏팅/ 업계부식 둥의 결함이 가동중에 발생 

할 수 있으며， 이의 검출을 위한 비파괴적 검사 방법의 하나로 와전류 탐상 시험이 사용되고 있 

다. 또한 이들 전열관 내외변에는 여러 유형의 형상변화가 폰재할 수 있는데I 예를 들면 곡관부의 

타원화( ovalization), 확관 천이지역의 직경변화， 원주의 일부 또는 전체가 내경방향으로 찌끄러져 

들어온 함몰(dent)， 외경방향으로 부풀어 나간 돌출(bulge， protrusion) 및 과확관(over exp없lSio띠 

퉁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 형상변화는 재료에 냉간 변형과 잔류웅력을 야기하여 결함， 특히 웅력 

부식균열의 발생과 성장을 가속화시키기 때문에 발생된 결함을 검출하기 위한 가동중 검사 활동 

에서 전열관의 형상변화에 대한 상세정보는 결함평가와 손상원인 분석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할 중요한 자료이다. 그 예로서r 지난 2002년도에 발생한 국내원전의 전 

열관 파단사고를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발생된 10여건의 가동중 증기발생기 전열관 파단사고 

사례 중 절반은 전열관의 타원화/ 함몰l 돌출 동의 형상변화가 근본적인 손상원인으로 작용하였 

음이 밝혀진 바 있으며[외/ 또한 국내 OPR 1000 증기발생기의 가동중 손상 현안인 확관 천이지역 

에서의 내외면 원주균열 발생과 최근 내식성이 우수한 6001T 전열관을 채용한 WH model F 증 

기발생기에서 관찰된 관판내부 돌출/과확관 지역에서의 내면 원주균열 발생 [5] 등도 과도한 형상 

변화에 의해 형성된 큰 잔류웅력이 응력부식균열의 생성 및 성장올 가속화 시킨 결과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열관에 존재하는 형상변화의 유형 및 크기를 정밀 측정함으로서 형상 

변화가 결함의 발생과 어떠한 상관관계를 갖는가를 해석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나. 전열관 형상변화 검사 기술별 특성 분석 

현재 상업적으로 개발되어 적용되고 있는 형상변화 측정 방법으로는 고주파수 전용 bobbin 

coil 와전류 탐촉자를 사용하는 2차원 적 인 profilometry 측정 방법 과 multi-coil aπay 와전류 탐촉 

자를 사용한 3차원 profilome따r 측정 방법이 었다. Bobbin coil 탐촉자를 사용하는 경우는 동일 

원주상의 형상변화를 평균하여 길이방향으로의 내경변화만올 보여주기 때문에 정확한 형상변화 

의 크기r 특히 원주상 존재하는 국부적인 형상의 변화를 감지하지 못한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 

기 위해 사용되어온 multi-coil array 탐촉자와 최근에 개발된 Intelligent probe 및 X-probe 동은 

다수의 코일을 탐촉자 원주상에 일정한 각도 간격으로 배열하여 길이방향과 원주방향의 형상변 

화를 동시에 측정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다수의 코일올 사용하는 경우는 전자기적 특성이 코일마다 서로 다르고/ 또한 각 코일 

야
 



에서 발생하는 와전류의 시야범위 (field of view)가 서로 중첩되게 함으로서 원주지역 전체에 걸 

쳐 빈틈없이 와전류가 형성되게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와전류의 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사각지 

역이 항상 존재하게 되어 정량적 측정결과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다. Fig. 3.2.8은 그 

예로서 원주상에 141ß 의 코일을 2열로 배치한 X-probe(14x2)를 사용활 때 전열관 원주상에 형성 

되는 와전류 분포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6]. 이 결과는 중간주파수 대역 (-400 낭-Iz)를 사용한 

경우인데 전열관 원주상에 와전류 밀도의 크기가 최대 20% 감소하는 사각지역이 다수 존재한다 

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형상변화의 크기를 정밀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700 kHZ 내외의 높은 주파수 대역올 사용하 

여 와전류 분포를 전열관 내면에 집속시킴으로서 구조물/ 부식생성물I 결함 동의 존재로 인해 전 

열관 외면으로부터 야기되는 잡음성 와전류 신호를 배제시킨 상태에서 순수한 lift-off 신호만을 

얻는 것이 유리한데l 이와 같은 고주파수 검사조건에서는 각 코일이 형성하는 와전류의 시야범위 

가 더욱 감소하게 되어 Fig.3.2.8에 나타낸 사각지역에서의 와전류 밀도의 저하가 훨씬 중대되는 

문제점이 수반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KAERI에서 개발한 profile-MRPC (motorized rotating 

pancake coil) 검사기술I꺼은 단일 와전류 검사코일이 전열관 내부를 회전하면서 전진하는 스캔방 

식의 작동원리를 갖는 P-MRPC 와전류 탐촉자(기폰의 결함검출용 MRPC 탐촉자를 개조)를 사용 

함으로서 길이 및 원주방향으로의 3차원 형상변화 검사가 가능함은 물론 multi-coil probe, 

Inte피gent probe, X-probe 둥에서 발생되는 코일간 특성 차이 및 사각지역에서의 와전류 밀도 감 

소 동에 의한 측정 오차를 근본적으로 제거하였고/ 고주파수 전용 코일 및 700 암-Iz의 높은 주파 

수 대역올 사용하여 좁은 시야범위 특성을 갖기 때문에 국부적인 형상변화에 대한 검출능이 우수 

하고 또한 전열관 외면으로부터의 잡음신호를 배제한 상태에서 내면의 형상변화만을 정확히 측 

정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Fig. 3.2.9는 P-MRPC 와전류 탐촉자를 사용하여 전열관을 관판 hole에 수압확관 시켜 제작한 

확관부 mock-up 시면에 대해 전열관 확관 천이부의 형상변화를 측정한 예로서 검사 주파수의 영 

향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 확관 mock-up 시편 상부의 확관되지 않은 전열관 지역 외면에는 관 

지지판을 모사하기 위해 Inconel 600 ring을 부착시킨 상태에서 검사를 수행한 경우인데， 700 

낭Iz의 높은 검사 주파수를 사용한 Fig. 3.2.9-a의 결과는 전열관 내면의 순수한 형상변화만을 보 

여줌으로서 이 전열관에는 확관에 의한 형상변화만이 존재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으나， 400 

kHz의 중간 검사 주파수를 사용한 Fig. 3.2.9-b의 결과는 전열관 외면에 부착된 구조물에 의한 잡 

음성 와전류 신호가 형상변화 신호와 합성되어 확관에 의한 형상변화와 더불어 관판 상부에 국부 

적으로 돌출된 형상변화 지역(화살표로 표시)이 전열관내에 존재한다는 형상측정의 오류가 유발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Profile-MRPC 검사기술은 전열관의 원주 및 길이방향으로 존재하는 형상변화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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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RI Rev. 6 Circumferential Cove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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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8. Circumferential coverage of eddy-current in X-probe(14x2 array co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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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9. P-MRPC 3-dimensional pro에lometry of a hydra비ically expanded 
tube/tubesheet mockup with upper support structure from 
(a) 700kHz and (b) 400kHz eddy current sig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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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적 크기 및 분포를 측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bobbin coil 탐촉자를 이용한 2차원적 형 

상변화 측정방법과 차별성올 가지며l 또한 최근에 개발된 Intelligent probey. X-probe 둥의 

multi-coil array 형 탐촉자를 사용한 형상변화 측정 방법과 비교할 때도 더 높은 대역의 검사주 

파수를 사용함으로서 전열관 외부에 존재하는 구조물I 슬러지 둥으로부터 야기되는 신호잡음의 

영향을 배제한 상태에서 순수한 내변의 형상변화 크기를 측정할 수 있음은 물론 단일 검사코일이 

회전하면서 전진하는 원리를 사용함으로서 측정중 와전류 분포의 변화에 따른 오차를 근본적으 

로 제거하였다는 점에서 훨씬 신뢰성이 높은 형상변화 측정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기술이라는 사 

실을 알 수 있다. 

P-MRPC 와전류 탐촉자를 사용한 3차원 profilometry의 정량적 측정 정밀도는 확관 mockup 

시편들에 대해 수행한 laser profilometry 결과와 상호 비교를 통하여 laser profilometry와 거의 

동둥하다는 사실이 전 단계 연구결과를 통해 검중되었으며 또한 다수의 국내 원전 가동중 검사에 

시범 적용하여 다양한 형상관련 이형에 관한 정보를 생산함으로서 profile-MRPC 검사 기술의 적 

용성 및 활용성이 업증된 바 있다[1]. 

다. 전열관 형상변화와 컬함발생 관계 해석 

가동중 검사에서 관판상단 위치에 결함지시가 발견된 OPR 1000 중기발생기 전열관들에 대해 

profile-MRPC 검사기술을 적용한 결과를 보면I 내면 원주균열 및 외면 원주 균열 등 균열성 결함 

지시가 발생된 모든 전열관은 가동중 확관 천이부에 형상변화(함몰에 의한 내경 감소)가 나타났 

으며 특히 내면 원주균열의 경우는 전열관의 함몰위치와 균열의 발생 위치가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3.2.10-a와 b는 각각 가동중 검사에서 내면 원주균열 지시가 나타난 전열관에 대해 

P-MRPC 와전류 탐촉자를 사용하여 측정한 20 및 3D profilometry 결과로서 2D 결과에는 별도 

의 MRPC 와전류 탐촉자를 사용한 결함신호 평가결과로부터 얻은 결함의 발생위치를， 30 결과 

에는 함몰의 발생위치를 화살표로 표시하였다. 이 결과를 보면 관판상단 원주상의 두 위치에 함 

몰이 발생되었는데 원주균열은 함몰이 가장 크게 발생된 원주상 위치지점에 상웅하는 전열관 내 

면에서 발생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이 결함은 형상변화에 의한 인장응력의 증가로 인해 

유발된 것임이 분명하다. 

Fig. 3 .2.11-a와 b는 각각 가동중 검사에서 외면 원주균열 지시가 나타난 전열관에 대해 

P-MRPC 와전류 탐촉자를 사용하여 측정한 2D 및 3D profi1ometry 결과로서 결함의 발생위치를 

화살표로 표시하였다. 이 결과에서는 함몰이 관판상단 원주 전체에 걸쳐 발생되었고 결함은 함몰 

이 가장 큰 지점에서 발생된 것이 아니라 이와 떨어진 상부에 위치한 급격한 형상변화 천이지역 

에서 발생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함몰이 발생된 위치에서는 외면에 압축웅력이 작용하지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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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0. P-MRPC profilometry of a steam generator tube with an 10 side 
circumferential crack observed in an operating power plant, 
(a) 20 and (b) 30 p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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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1. P-MRPC profilometry of a steam generator tube with an 00 side 
circumferential crack observed in an operating power plant, 
(a) 20 and (b) 30 p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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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의 상하부 주변 지역은 굽힘 모벤트에 의한 변형이 야기되어 외면 인장웅력이 증가되므로 이로 

인하여 결함이 유발되었음을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P-MRPC 와전류 탐촉자를 사용한 3차원 형상변화 측정 기술은 전열관의 형상변화와 

결함발생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로서 결함발생의 근본적인 원 

언을 규명할 수 있는 진단기능을 갖는 혁신 기술임을 알 수 있다. 

3. 형상변화/결함 신호 동시측정 기술개발 및 검증 

가. 개요 

위에서 기술한 “ 2 항의 다. 전열관 형상변화와 결함발생 관계 해석” 결과로부터 P-MRPC 와전 

류 탐촉자를 사용한 전열관 형상변화의 3차원적인 측정기술은 결함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 

할 수 있는 진단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음올 확인하였는데 실제 가동중 검사과정에서 P-MRPC 탐 

촉자를 사용한 형상검사는 MRPC 탐촉자를 이용한 결함 검사와 별도로 수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검사시간과 탐촉자 비용 동의 경제성 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한 개의 탐촉자로 전열관을 1회 검사하여 결함 검출파 형상변화를 통시에 측정할 수 있는 

복합 기능을 갖는 검사기술 및 평가방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나. 형상변화/결함 신호 동시측정 기술 

MRPC 탐촉자는 형상변화 신호에 의하여 결함신호가 왜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검사 코일 

유닛이 전열관 내면과 항상 접촉하도록(surface riding) 코일유닛 뒷면에 스프링이 장착되어 있다. 

반면에 P-MRPC 탐촉자는 형상변화에 의한 lift-off 신호를 측정하기 위해 검사코일 유닛이 탐촉 

자 몸체 외변에 고정되어 (non-surface riding) 탑촉자 외면과 전열관 내면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 

는 구조를 갖는다. 따라서 이러한 두 유형의 코일 유닛이 한 개의 탐촉자에 동시에 장착되면 결 

함 검출과 동시에 형상변화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복합적인 기능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스프링이 장착된 결함 검사용 코일 유닛은 전열관 내면에 압축하중을 가한 상태에서 회 

전하기 때문에 형상변화 지역을 지나갈 때 탐촉자 몸체에 반경방향으로 진동(흔들림)을 야기하여 

형상변화 신호에 노이즈를 유발시킬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러한 영향인자를 고려하여 탐촉자 

의 구조와 코일의 배치/ 그리고 전열관 내면과 접촉하면서 이동하는 결함 검사용 코일 유닛의 형 

상 등을 최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술적 배경을 바탕으로 형상변화와 

결함신호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신형 탐촉자와 관련 기술을 개발하였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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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선형 ECI’ 탑촉자 개발 

현재 원전의 가동중 검사에 사용되는 MRPC 탐촉자 회전 구동용 motor unit은 내장된 도선 수 

의 제한 때문에 최대 3개(또는 종류)의 코일에 대해서만 와전류 구동 및 신호의 동시 처리가 가능 

하며 이 코일의 개수를 4개 이상으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motor unit 및 관련 도선 연결 계통의 

특수 제작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원전의 가동중 검사 장비 시 

스댐과의 호환성을 고려하여 기존의 motor unit을 사용할 수 있는 3개의 코일이 탑재된 신형 와 

전류 탐촉자를 개발하기로 하였다. 

형상변화와 결함신호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신형 탑촉자의 코일 구성은 우선 균열성 결함 

검출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plus point 코일과 체적성 결함 검출 및 구조물 위치표정에 사용되는 

pancake 코일 둥 2개의 결함 검사용 코일올 스프령이 장착된 코일 유닛에 부착하고 형상변화 측 

정용으로는 shielded high frequency pancake 코일 한 개를 탐촉자 폼체 표면에 장착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Fig. 3.2.12는 이러한 기본 구성에 기초한 신형 와전류 탐촉자 원형(prototype)의 셜계 도면이 

다. 탐촉자 폼체의 중앙 외면에는 형상검사 전용 shielded high frequency pancake 코일을 배치 

하였으며， 결함검사 전용 plus point 코일과 pancake 코일은 스프링 이 내 장된 코일유닛과 함께 

조립하여 형상검사용 코일로부터 길이방향으로 이격된 하부 중섬유지용 지지발과 인접한 위치에 

1800의 간격을 갖고 동일 원주상에 서로 마주 보도록 배치한 구조이다. 이 구조는 2개의 결함검사 

용 코일 유닛이 스프링 장력에 의해 내면과 접촉하고 이에 수반하는 반작용에 의해 탐촉자 몸체 

에 가해지는 압축하중이 일직선상에서 서로 반대방향으로 동일한 크기로 형성되게 함으로써I 결 

함검사용 코일 유닛들이 형상변화지역을 회전하면서 탐촉자 폼체에 야기되는 압축하중 변화에 

의한 반경방향으로의 진동을 서로 상쇄시켜 형상변화 측정 신호에 진동에 의한 노이즈가 개재되 

는 것올 억제할 수 있는 최적 형태이다. 

형상검사 전용 shielded high frequency pancake 코일은 원형으로 권선된 형태로 코일의 전체 

직경이 약 2mm 정도로 작고 와전류의 집속능이 우수하여 국부적인 형상변화를 정밀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지만， 큰 결함(특히 내면 균열)이 형상변화 위치에 함께 존재하는 경우 형 

상변화 신호와 결함 신호가 합성되어 형상 측정결과의 신뢰성이 낮아지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폰재하는 균열의 방향에 따라 축방향 또는 원주방향으로 권선된 axi떠 또는 

circumferential 코일을 사용하여 균열방향과 평행한 와전류를 형 성시킴으로서 결함신호를 감쇄 

하여 형상변화 측정의 정밀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형상변화 부위에 큰 

균열성 결함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형상변화의 크기를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형상변화 측정 전 

용 탐촉자도 함께 개발하였다. 

Fig. 3.2.13은 형상변화 측정 전용 탐촉자의 설계도면이다. 이 탐촉자는 몸체 중간위치의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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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2. Design diagram of a prototype eddy current probe 
for simultaneous detection of defect and geometric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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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상에 1200의 원주간격으로 shielded high frequency pancake 코일， axi외 코일/ 

circumferential 코일을 동시에 장착한 형태로서 형상변화 부위에 큰 균열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 

우에도 지향성 와전류 코일신호를 이용하여 형상변화의 크기를 비교적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다. 

라. 신형 탐촉자 시제품 제작 및 성능검중 

상기 두 종류 탐촉자의 설계도면(Fig. 3.2.12, Fig. 3.2.13)에 기초한 시제품은 국내에는 탐촉자 

제작관련 기술과 경험이 전무하기 때문에 전세계 와전류 탐촉자 및 검사장비 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미국 ZETEC 사에 의뢰하여 공동으로 안전성 및 내구성 둥을 고려한 일부 설계 수 

정보완 과정을 거쳐 각각 4조 및 2조를 제작하였다. 

Fig. 3.2.14는 제작된 탐촉자 시제품의 실물사진으로서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MRPC 탐촉자도 

비교를 위해 함께 보여주고 있다. 형상변화와 결함신호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신형 탐촉자 

(Fig. 3.2.14-b)는 결함발생 원인 규명에 대한 진단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Diagnostic 

probe(D-probe)로y 형 상변화 측정 전용 탐촉자(Fig. 3.2.14-c)는 Profilomeπy probe (P-probe)로 명 

명하였다. 

시제품 탐촉자의 성능검증은 D-probe를 위주로 수행되었다. D-probe의 형상변화 측정 정밀도 

를 확인하기 위하여 1단계 연구개발에서 Profile-MRPC 검사기술의 형상변화 측정 정밀도 평가에 

사용하였던 확관 mock-up 시편들에 대해 동일한 방법으로 확관 편심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P-MRPC 탐촉자의 측정결과[01]와 비교하였는데 D-probe의 형상변화 측정 정밀도는 P-MRPC 탐 

촉자의 정밀도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I 레이저 대비 90%이상의 정확성과 ::t 0.04mm 이내의 측 

정 오차를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P-MRPC 탐촉자와 D-probe가 형상변화의 측정 

원리 및 코일 퉁이 동일하였기 때문이며 P-probe도 동일한 형상변화 측정 정밀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D-probe의 성능검증은 실험실적으로는 울진 4호기 파단사고 전열관을 모사하기 위해 길이방 

향으로 국부적인 돌출φulge) 지역을 형성시키고 이에 대웅되는 내면의 중앙부에 축방향 균열이 

존재하도록 제작한 시편에 대해 수행하였으며 실제 가동원전에 대해서는 한국형 표준원전의 손 

상 현안인 원주균열이 발생한 전열관 일부에 대해 D-probe를 시범적으로 적용하여 수행하였다. 

Fig. 3.2.15는 울진 4호기 파단사고 모사 전열관 제작 시편에 대한 D-probe 적용결과를 보여주 

고 있다. 전열관 시편에 대한 1회 검사를 통하여 동시에 얻어진 결함신호와 형상변화 신호 각각 

을 직교 좌표 상에 원주방향 및 길이 방향 위치에서의 크기 분포로 나타난 c-scan 도식(상부 그 

림)과 동일한 결과를 극좌표상에 3차원 도식(하부 그림)으로 나타내어 신호의 분포를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결과에서 결함신호와 형상변화 신호 각각의 위치분포를 서로 비교해 보 

면 큰 결함신호가 나타난 결함의 발생 위치는 길이방향으로 돌출된 형상변화 지역의 중심지점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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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기존 상용 와전류 탐촉자 : MRPC-probe 

b) 신형 와전류 탐촉자 : D-probe 

’‘~ .. 
1 ’“ 

c) 신형 와전류 탐촉자 : P-probe 

Fig. 3.2.14. Photographs of (a) commercial MRPC-probe, 
(b) prototype D-probe and (c) prototype P-pro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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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al from Shape Change 

Fig. 3.2.15. Distribution of ECT signals from defect and shape change, 
obtained by using D-probe for a lab-made tube specimen 
containing a longitudinal bulge and an axial crack 
ontheinnersurr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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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전열관은 길이방향으로 돌출된 형상변화가 존재하며 형상변화의 원주 

및 길이방향 중심지점에 결함이 폰재한다는 사실을 말해 주고 있으며 제작 시편의 실제 형상 및 

결함위치와 정확히 일치하는 진단 결과가 얻어졌음을 보여주고 었다. 

Fig. 3.2.16은 한국형 표준원전에서 가동중에 원주균열이 발생된 전열관에 대해 D-probe를 적 

용하여 검사한 결과의 한 예이다. 이 결과도 역시 1회 검사를 통하여 동시에 얻어진 결함신호와 

형상변화 신호 각각을 직교 좌표 상에 원주방향 및 길이 방향 위치에서의 크기 분포로 나타난 

c-scan 도식(상부 그림)과 통일한 결과를 극좌표상에 3차원 도식(하부 그림)으로 나타내어 신호의 

분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결함신호와 형상변화 신호 각각의 위치분포를 서로 비교 

해 보면 큰 결함신호가 나타난 결함의 발생 위치는 확관 천이지역상에서 국부적인 함몰이 발생된 

지점과 일치하고 있음올 알 수 있다. 여기서 형상변화 신호분포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 전열관은 

반경 방향으로의 확관 정도가 원주상 위치에 따라 서로 다른 편섬형 확관 형상올 갖고 있으며 상 

대적으로 큰 확관량을 보인 원주지점에서 더 큰 함몰이 발생되었고 이에 상웅하는 내변에 원주균 

열이 유발되었음을 말해 주고 있다. 따라서 원주균열의 발생이 가속화된 원인은 확관에 의해 전 

열관 외경방향으로 소성 변형된 부분이 함볼에 의해 다시 역방향으로 변형되었기 때문이라는 기 

폰 와전류 검사 방법을 통해서는 얻을 수 없었던 균열발생의 근본 원인에 대한 규명이 D-probe 

를 적용함으로서 가능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D-probe 시제품의 성능검증올 위해 실험실에서 제작한 모의결함 시면과 가동 중에 

발생된 실제 원전의 결함관에 대해 시범적용을 수행한 결과I 탐촉자의 기계적 작동과 와전류 신 

호수집 동 하드혜어적인 기능 면에서 그 적용성이 확인되었고 또한 결함 및 형상변화 신호의 상 

관관계 동시 해석 동의 소프트웨어적인 성능 면에서도 본래의 개발 목적에 부합되는 손상 원인관 

련 정보의 제공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검증되었다. 

4. 균열/체적성 복합컬함 탐지 기술개발 

가.개요 

가압경수로형 증기발생기 전열관에서 발생하는 부식 및 기계적 결함의 형태는 균열성 결함과 

체적성 결함의 형태로 나누어진다. 균열성 결함은 균열이 개시된 지점이 전열관의 내면이냐 외면 

이냐에 따라서 각각 1차측 균열과 2차측 균열로 구분되며， 그 성장 방향에 의하여 축방향 균열과 

원주방향 균열로 구분된다. 체적성 결함은 핏트/ 입계부식， 두께감소(wall thinìng), 마모 결함 퉁 

이 있다. 여기서 두께감소 결함은 과거에 2차측 냉각수를 phosphate 처리할 때 주로 발생하였으 

나， AVT 수처리를 시행하는 현재에는 보고되지 않고 있다. 체적성 결함은 거의 대부분 2차측에 

서 발생하는 결함이며， 극히 일부 발전소의 경우 1차측에서도 입계부식이 발생된 사례가 보고된 

- 79 -



ε
E
 -‘
·ij 

gR 

‘ ~투 r ‘ 그모s 

L,-------- - - ~_-이‘「~ j 
gE 

-
훌F
3
 --F 

’fI IA- T,tI 

‘'1111'" PlII“n,‘ .... -:-.. 흩”，igJ 

Signal from Shape Change 

Fig. 3.2.16. Distribution of ECT signals from defect and shape change, 
obtained by using D-probe for a steam generator tube 
in an OPR 1000 nuclear power p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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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있다. 

현재 국내에서 가동중인 증기발생기 전열관에서 발생하고 있는 결함은 균열성 결함이거나 체 

적성 결함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양상을 나타내왔다. 그러나 영광 4호기의 동일한 중기발생기 

내에서 인출한 전열관의 경우 하나의 전열관에서는 2차측 원주방향 균열이I 또다른 하나의 전열 

관에서는 부분적인 축방향 균열을 동반한 입계부식 결함이 관찰되었다. 따라서 균열과 체적성 결 

함이 동일한 위치에서 복합적으로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되었다. 이 경우 와전류 탐상 

법에 의한 결함의 탐지 및 평가방법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절에서는 축방향 균열과 업계부식 결함이 통일 위치에 폰재하도록 자연결 

함올 제작하여 와전류 신호의 변화 및 탐촉자의 종류에 따른 특성을 평가하였다. 

나. 질협 방법 

외경이 19.05 mm인 Alloy 600HfMA 전열관의 외면에 6mm 길이의 축방향 균열을 1차적으로 

제조하였다. 이에 대한 ECf 신호를 취득한 다음 동일 위치에 Fig. 3.2.17-a에 표시한 크기로 입계 

부식 결함을 성장시켰다. 균열 및 업계부식 결함은 모두 상온의 0.1 M sodium tetrathionate 용액 

에서 제조하였다. 최종적으로 얻어진 복합 결함(Fig. 3.2.17-b)에 대하여 ECf 신호를 취득하여 분 

석하였다. 

ECf 신호의 취득은 발전소 증기발생기 전열관 검사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Zetec 사의 상용 모 

터구동 회전형 탐촉자(+Point-610-115j36jS8이를 이용하여 수집하였다. 

다. 결과 및 고찰 

최종적으로 제조된 복합결함의 전열관 표면에서의 모습을 Fig. 3.2.17-b에 나타내었다. 축방향 

균열은 업계부식 결함 제조시 생성된 부식면에 가려져 구별되지 않았다. 

최초 제조된 축방향 균열 및 추가로 생성된 업계부식/축방향 끌열의 복합결함에 대한 ECf 신 

호를 Fig. 3.2.18에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축방향 균열만이 단독으로 폰재할 때 균열의 진폭은 

pancake coil과 plus coil에서 각각 0.21 V, 0.20 V로 나타났다. 그러나 입계부식 결함이 부가되었 

을 때 pancake coil의 진폭값이 0.66 V로 3배 이상 증가한 반면I plus coil의 진폭값은 0.19 V로 

변화가 없었다. 즉 pancake coil은 체적 결함의 추가 생성에 의한 변화를 진폭값 증가로 반영하고 

있는 반면에， plus coil은 체적결합의 추가 생성을 진폭값에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신호의 양 끝에서 진폭 상쇄를 의미하는 변화를 나타내는 특정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하여 축방향 균열과 업계부식이 동시에 존재하는 복합결함의 탐지 및 평가를 위해서는 

현재 결합평가에 거의 전적으로 의폰하고 있는 plus coil의 신호 모양으로부터 체적결함의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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ω
 



h 써 

12mm 

(a) 이
 

--, , ‘ 

Fig.3.2.17. Axial crack and IGA on the outer diameter surface 
(a) schematic and (b) photogra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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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VoH 

(a) 00 axial crack 

Pancake 
0.66 VoH 

(b) 00 axial crack + IGA 

Fig. 3.2.18. Eddy current signals from 00 axial crack 
and 00 axial crack + IGA. 

m 

ω
 



를 판단하되 그 결함의 크기는 pancake coil을 이용한 평가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제 3 철 손상 감사기술 특성평가 

1. 균열 생성/성장 분리해석 펑가 

원전 증기발생기 전열관에서 가동중 발생되는 결함은 미소균열의 생성-합체-성장의 단계 파정 

으로 발전되며 균열성 결합의 경우 상용 와전류 검사 기술로서는 전열관 두께 대비 40% 이상의 

크기로 성장하였을 때부터 검출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험실적으 

로 이러한 결함의 전개 과정을 추적， 해석할 수 있는 비파괴적 감시기술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 

기 위한 요소기술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 기술은 실제 가동중 원전 중기발생기 전열관의 수명 

예측을 위한 모텔 개발과 결함 검출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비파괴 검사 기술 개발에 필수적인 미 

소 결함시편을 제작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실험에는 1단계 연구[1]를 통해 구축된 음향 방출 추적 시스템(acoustic ernission monitoring 

system)과 3.1.1항에서 기술한 원주균열 자연결함 제작 장치를 이용하였다. 즉I 원주균열 자연결 

함 제작시y 전열관 시면 외면에 음향 방출 신호를 측정하기 위해 150 상-Iz 및 500 낭-Iz 전용센서 

가 장착된 wave guide를 부착시키고 수집되는 각각의 신호는 프리앵프를 통해 증폭시킨 후 PC 

software를 통해 연속 기록함으로서 원주균열이 발전되면서 발생되는 음향 방출 신호의 변화이 

력을 감시하였다. 

Fig. 3.3.1-a 와 Fig. 3.3.1-b는 각각 시간경과에 따른 음향 방출 신호의 hits 및 energy 변화와 이 

신호 이력을 보이면서 제작된 자연결함 시편의 균열 파단면을 나타낸 것이다. Fig. 3.3.1-a의 hits 

는 새로운 균열면이 형성 되면서 발생한 음향 방출 신호의 누적 횟수를 나타내는 것으로 균열의 

생성 및 성장은 시간에 따라 불연속적으로 발전되었고 실험을 시작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균 

열이 생성되기 시작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불연속적인 균열성장 과정에서 균열의 성장 

방향은 각 단계마다 미소하게 변화하게 되며 또한 각 단계에서의 파단면은 균열제작에 사용된 

부식성 용액과의 접촉에 의한 반웅시간에서도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Fig. 3.3.1-b의 파단면을 

정밀분석하면 각 신호 발생 시점에서의 균열 선단의 위치를 역으로 유추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유추한 균열 생성-합체-성장 단계별 음향방출 신호발생 시점과 균열선단의 위치를 그림 

에 함께 표시하였다. 정하중 실험조건하에서 균열이 관통될 때는 급격한 하중감소에 따른 큰 에 

너지의 음향 방출 신호가 발생된다는 사실도 파단면 결과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음향 방출 신호 측정을 통한 감시기술을 이용하여 실험실적으로는 균열의 

생성-합체-성장 동의 발전과정에 대한 추적과 생성 및 성장단계의 분리해석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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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균열 성장속도 정량화 측정 평가 

음향방출 신호 측정을 통한 감시기술을 이용하여 균열의 생성-합체-성장 퉁의 발전과정에 대한 

추적과 생성 및 성장단계의 분리해석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 기술올 이용하 

여 균열 성장속도를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험을 추가로 수행하였 

다. 원주균열 자연결함을 제작할 때 가하는 정하중의 크기를 증가(또는 감소)시키면 균열의 성장 

속도도 증가(또는 감소)하기 때문에 두 종류 크기의 정하중 조건에서 원주균열이 성장하면서 발 

생되는 음향 방출 신호의 변화를 비교하여 균열 성장속도의 정량적 측정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Fig. 3.3.2-a와 3.3.2-b는 각각 245 MPa와 236 MPa의 축방향 응력 조건하에서 원주균열이 발전 

되면서 나타난 음향방출 신호의 측정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각 그림에서 큰 에너지의 음향방출 

신호가 나타나는 시점(245 MPa 조건의 경우 27，000초， 236 MPa 조건의 경우 72，000초)은 균열이 

전열관 벽 두께를 관통하였올 때를 의미하는데 하중이 작은 조건에서는 균열성장속도가 작아져 

관통균열로 성장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균열의 선단이 진전하면서 발생한 음향 방출 신호의 hits 누적 횟수를 살펴보면 245 MPa에서 

는 10회 (Fig. 3.3.2-a), 236 MPa에 서 는 76회 (Fig. 3.3.2-b)로 나타나 관통시 까지 균열 의 평 균 성 장 

량(inσement)은 각각 107 μm 및 14 μm로 계산되 었다. 이 결과는 하중이 크기에 따라서 균열의 성 

장량이 다르다는 사실I 즉I 하중이 크면 균열의 성장량이 커지고 하중이 작으면 균열의 성장량이 

작아짐을 의미하며 따라서 음향방출 신호의 분석을 통해서는 균열 성장속도의 정량적 측정이 불 

가능함을 말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음향방출 신호의 특성상 균열이 관통되는 시점에서는 큰 에너 

지의 음향방출신호가 나타나기 때문에 관통 시점의 탐지와 평균 균열성장속도의 계산은 가능하 

다. 본 실험의 경우 평균 균열성장속도는 245 MPa 조건에서는 3.96x10-5 mm/sec, 236 MPa 조건 

에서는 1.49xl0-5 mm/ sec로 평가되었다. 

3. 균열 생성/성장단계 전기화학적/음향학적 감시신호 특성평가 

음향방출 신호 측정을 통한 감시기술을 이용하여 실험실적으로 균열의 생성 및 성장단계 분리 

해석과 관통균열 형성 시점의 탐지를 통한 평균 균열성장속도의 평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었는데 고온 고압의 실제 원전 증기발생기 손상 모사 환경 조건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조 

사하기 위하여 이 기술을 1단계 연구를 통해 구축된 고온고압 모의 장치 [1]에 적용하여 실험하였 

다. 고온고압 모의 장치 의 가동조건은 온도 330"C , 압력 2,200 psig, 순환유량 20 gallon/ min. 이 

었다. 

Fig. 3.3.3은 상기 가동 조건에서 음향방출 신호를 측정한 결과이다. 고온 고압의 모사 환경 실 

험 조건 만에 의해서도 매우 큰 노이즈 신호가 연속적으로 발생됨을 알 수 있으며 이 원인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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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고압 실험용액의 국부적인 비둥과 미소한 누셜 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음향방출 신호 측정올 통한 감시기술은 고온 고압의 모사 환경 실험조건하에서의 적용에 

대한 난이성을 확인하였으며 용액의 가압화 둥을 통한 비둥 방지와 누설 억제y 그리고 음향 방출 

신호 펼터링 기법의 개발 둥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4. 결함 생생/생장-ECT 신호 상관관계 명가 

실험실적으로 원주균열 자연결함을 제작에서 하는 과정에서 균열의 생성 및 성장정도를 추적 

할 수 있는 감시기술을 활용하여 결함의 생성 및 성장단계별 와전류신호와의 상관관계를 평가하 

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기폰 와전류 검사 방법의 결함 검출능 평가는 물론/ 검출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새로운 비파괴 검사 기법의 개발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미소 결함시면의 제작 및 크기 제 

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3 rnm의 작은 길이를 갖는 미소 원주균열 자연결함을 제작하는 과정에 

서 음향 방출 신호를 연속적으로 측정하면서 음향방출 신호가 발생된 시점마다 와전류 검사를 수 

행하여 음향방출 발생시점과 와전류 선호와의 상관관계를 해석하고， 최종적으로는 제작된 자연 

결함 시면에 대한 파괴검사 결과로부터 와전류 검사의 결함 검출한계를 평가하고 음향방출 측정 

기술의 결함 성장 감시 성능을 검증하였다. 

Fig. 3.3.4-a는 3 rnm의 원주균열 자연결함을 제작하면서 추적한 음향 방출신호 이력 결과를， 

Fig. 3.3.4-b는 Fig. 3.3.4-a에서 음향 방출 신호가 발생된 시점 A 및 B에서 얻어진 와전류 검사 

plus point coil 신호의 c-scan 결과를 각각 보여주고 있다. 이 두 그림을 비교해 보면 음향방출 신 

호가 발생된 A 시점에서는 결함은 형성되었지만 와전류 검사 신호 상에서는 결함이 탐지되지 않 

아 검출한계 이하의 크기를 갖는 결함이 존재하고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시정 A 이후 얼마 지 

나지 않아 바로 후속으로 음향 방출 신호가 탐지된 B 시점에서는 노이즈 크기 정도의 작은 와전 

류 신호가 새로이 발생된 위치가 존재함을 볼 수 있는데 (Fig. 3.3.4-b에 점선 원으로 비교 표시) 

이 시점에서의 균열 크기가 바로 와전류 검사 기술의 이상적인 결함 검출 한계크기로 간주할 수 

있다. 시점 A를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시점 B에서 와전류 검사를 통해 결함이 검출되었다는 결 

과는 음향 방출 신호는 실제 전열관 시편에서 발생되는 미소균열의 크기 증가를 반영하고 있으며 

이의 추적을 통해 미소균열의 성장과정을 충분히 감시 및 제어 할 수 있음올 검증해 주는 직접적 

인 증거이다. 

Fig. 3.3.5는 시점 B이후 더 이상의 음향 방출신호가 발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험을 중지하고 

파괴검사를 수행하여 얻은 제작 결함의 파면형상이다. 균열의 원주방향 길이는 약 3mm로 의도 

한 결함길이와 잘 일치하였으며 균열의 깊이는 두께 대비 50%로 측정되었다. 따라서 이 결과로 

부터 외면 원주균열에 대한 와전류 검사 plus point coil 의 검출한계는 두께 대비 약 50%임을 알 

- 89 -



”‘w_'" 
‘ .. B 
1- A 

{ i 
{ 「

써a Im • “ . • ,m • ,m ,l ,m 1 ,m ,. ,. ,. ,. lI .l 1· •• 

c.."T~‘’〉

1• 

킴 · & & i &￡ 」 ] i i 
'_-_에'" 

“-

‘-

r 

• π____r;-τ-‘ 
:mJ ... 톨 .., 1m lmD 111>> \GI' ... ,.., DØI 

m 
섣
 
I 

m } I 
그
 。
。

>

a
」m 
I 

버
 

(a) 

Time(sec) 

(b) 

Fig. 3.3.4. (a) history of AE signal events and (b) corresponding EC 
signals in the evolution of a small circumferential OD cr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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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3.5. Fracture surface of tube specimen containing a lab-made 
small OD circumferential cr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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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하여 기폰의 검사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미소균열의 탐지 및 감시기 

술의 개발가능성올 확인하였으며 결함 검출능 향상기법의 개발에 필요한 초기 미소균열 제작 및 

제어기법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제 4 절 손상제어 기술개발 

1. 내정변화 결함애 대한 환경제어 기술평가 

가. 개요 

실험실과 발전소 현장의 자료에 의하면 Alloy 600 중기발생기 전열관 재료의 입계부식과 업계 

응력부식균열은 5-9 범위의 중성 pH 수화학 환경에서 가장 최소화된다. 그러므로 틈새 수질 조 

건올 중성 부근으로 유지하는 것이 Alloy 600 재료의 부식손상을 억제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이론적으로 틈새에 용해되어 있는 양이온과 음이온의 몰비(molar ratio)를 1로 조절 

하면 중성 pH 조건이 된다. 

이를 근거로 2차측 수화학을 관리하기 위하여 몰비 지수 (molar ratio index, MRI) 개념이 개발 

되었으며/ 그 식은 다음과 같다.[9] 

'RI= 1Va+K 
α +excessSOl 

현재 목적하는 MRI를 유지하기 하여 Na의 원인물질 제거， 염소 주입， 이온교환 수지 사용 동의 

방법이 적용되고 있다. 

이 지수는 전열관 재료의 부식 관점에서만 접근한 지표이다. 실제에 있어서 전열관 재료는 튜 

브시트 재료와 접촉하고 있으며 튜브시트 재료의 부식은 전열관의 부식거동에 영향을 주고 있다. 

즉 튜브시트 재료의 산화에 의한 체적팽창은 이에 접촉하고 있는 전열관을 내경방향으로 찌그러 

뜨리는 덴팅 (denting)을 야기한다. 이에 따라 전열관은 소성변형을 하게 되어 웅력부식균열에 민 

감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열관 재료의 부식을 억제하기 위한 몰비 조절기법이 튜브시트 

재료의 부식억제와 양립성이 있는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MRI는 양이온과 음이온 

의 단순한 몰비이며/ 이온들의 총농도가 고려된 개념은 아니다. 따라서 동일한 몰비일지라도 이 

온들의 총농도는 언제나 다를 수 있기에 이에 대한 영향이 평가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여러 몰비의 용액 조건에서 전열관 재료와 튜브시트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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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부식거동을 전기화학적으로 측정하였다. 또한 일정 MRI에서 불순물 이온 농도의 영향도 조사 

하였다. 

냐. 실험 방법 

전열관 재료로는 Alloy 600 HTMA, 튜브시트 재료로는 SA5080.3를 사용하였다. 시험 용액의 

MRI는 염산과 염화나트륨을 이용하여 0.1, 1, 10으로 각각 조절하였다. MRI에 영향올 주는 다른 

화학종은 사용하지 않았다. 총이온 농도는 각각의 MRI에서 O.Ol1M과 O.l1M이 되도록 조절하였 

다. MRI 0.1, 1, 10에서 pH 값은 이온 농도에 관계없이 각각 2, 7, 12로 측정되었다. 모든 시험은 

상온에서 수행되었다. 

시험용액은 초순수 질소 가스를 300 mljrnin의 속도로 불어넣으며 탈기하였고I 일정한 전위 값 

에 이르렀을 때부터 분극시험을 시작하였다. 분극시험은 부식전위로부터 양극방향으로 또는 음 

극방향으로 20 mVjrnin의 속도로 주사하면서 전류밀도값올 측정하였다. 시험 중에도 질소 가스 

를 불어넣었다. 기준전극으로는 포화 칼로멜 전극을， 상대전극으로는 백금전극을 사용하였다. 

다. 결과 및 고찰 

(1) MRI의 영향 

Fig. 3.4.1은 Alloy 600과 SA508CL3 재료의 MRI 값에 따른 분극거동을 나타낸 것이다. 이 때 

의 총이온 농도는 O.Ol1M이었다. Alloy 600의 경우 MRI 0.1에서 활성-부동태 천이 거동을 나타내 

었지만， MRI 1과 10에서는 관찰되지 않았다. MRI 1에서의 탈부동태는 핏팅의 발생에 의한 것이 

나， MRI 10에서의 탈부동태는 산소 발생에 의한 것이었다. 

SA50803. 재료는 MRI 0.1에서 가장 높은 부식속도를 나타내었다. 반면에 MRI10에서는 Alloy 

600과 유사하게 부식속도도 낮아지고 부동태 거동을 보였다. 부식전위에서의 부식속도는 MRI 

O‘ 1, 1, 10의 순서로 감소하였다. 특히 두 재료 모두 MRIO.1에서 부식속도가 가장 컸는데/ Alloy 

600의 경우 1.7x10얘 Aj cm2, SA508CL3의 경우 2.Ox10용 Ajcm2 였다. 

(2) 총이온 농도의 영향 

Fig.3.4.2는 MRI1에서 용액의 농도가 O.Ol1M과 O.l1M인 경우 두 재료의 분극곡선을 보여준 

다. Alloy 600의 부식전위는 약 -452 mV, SA508CL3의 부식전위는 약 -740 mV로서 농도에 영향 

을 받지 않았다. 부식전위에서의 부식속도 역시 용액의 이온 농도에 영향을 받지 않았으나/ 핏팅 

전위는 O.Ol1M의 348 mV에서 O.l1M의 118 mV로 감소하였다. SA508CL3의 경우 역시 양극분극 

이 진행됨에 따라 부식속도의 증가가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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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갈바낙 부식 

앞서 제 시 한 Fig. 3.4.1-2로부터 Alloy 600과 SA508C1.3가 갈바닉 접촉할 때 전열관 재료는 

음극， 튜브시트 재료는 양극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이는 모든 시험된 조건에서 적용된다. 

두 재료가 1:1의 면적으로 접촉한다고 가정할 때 분극거동으로부터 계산된 두 재료의 갈바닉 

부식속도를 Fig.3.4.3에 나타내었다. 아울러 각 재료가 독립되어 있을 때의 부식속도도 함께 표시 

하였다. 튜브시트 재료가 단독으로 존재할 때 부식속도는 MRI 0.1, 1, 10에서 각각 2.0x10-4 

A/ cm2, 1.Ox10용 A/cm2, 1.Ox10.7 A/cm2 였으나I 전열관과 갈바닉 접촉할 때는 각각 1.0x10.3 

A/ cm2, 5.2x10-6 A/αn2， 1.6x10.7 A/ cm2로 증가하여 부식 이 가속되 었다. 

실제 중기발생기에서는 두 재료가 확관에 의하여 접촉하고 있으며， 특히 TIS 위치에서 튜브시 

트 구명 주위 끝단에서 전류흐름이 크므로 부식속도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부식환 

경이 동일할 경우를 가정할 때 TIS 높이에서의 부식속도가 가장 크므로 덴트의 발생과 성장이 

이 위치에서 가장 클 것이다. 

(4) 요약 

1) MRI 값이 0.1에서 10으로 증가함에 따라 Alloy 600과 SA508C1.3 재료의 부식전위와 부식속도 

는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2) 일정 MRI에서 용액의 농도가 O.Ol1M에서 O.l1M로 증가하더라도 두 재료의 부식전위와 이 때 

의 부식속도는 영향을 받지 않았다. 

3) 튜브시트 재료는 전열관 재료와 갈바닉 접촉할 때 양극으로 작용하였으며/ 부식속도가 약 2~6 

배 증가하였다. 

2. 전열관 마모l근접 방지 상부구조물 모렐 Mock-up 설계/재작 

가. 개요 

1단계 연구로부터 표준원전 증기발생기의 전열관 마모손상을 완화하고 근접현상을 구조적으로 

원천 제거할 수 있는 상부구조물의 개선인자들올 도출한 바 있다.[1] 이는 대각선형 에그크레이트 

(diagonal eggcrate)와 수평판 (HS, horizontal strip) 삽입 형 batwing (BW) 적용으로 대표된다. 이 

에 대한 특정을 Fig. 3.4.4에 나타낸 개략도를 통하여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각선형 에그크레이트 모델의 기본개념은 기존 상부 구조물에서 취약부로 분류된 4개 

영역내의 TSP~곡관부 구간에서 횡방향 진동에 취약했던 문제점의 해결을 위하여 도입된 것이 

다. 즉I 대각선형 에그크레이트는 Fig. 3.4.4-b에 표시한 바와 같이 곡관부 직하의 전열관 직관부에 

설치되는데 수평선과 600 각도를 갖는 대각선형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TSP와 같은 eggcrate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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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를 갖는 대각선형 에그크레이트가 곡관부 직하에 설치되어 직관부 전열관의 원주방향 4면을 

모두 지지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폰 구조의 1SP-곡관부 구간에서 횡방향 진동에 취약했 

던 문제정과 전열관 다발의 전후 화우 칸격이 일정하게 유지되지 못했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마모손상이 크게 완화될 수 있으며 또한 전열관 근접현상 문제가 원천적으로 제거되는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 

둘째/ 기존 반진동구조물의 BW이 곡관부 중심선을 따라 설치(Fig. 3.4.4-a참조)된 것과는 달 

리 HS 삽입형 BW은 Fig. 3.4.4-b에서와 같이 곡관부를 벗어난 수평부에 설치된다.BW을 수평 

부에 설치할 경우 BW에 slit를 가공하여 돼를 삽입할 수 있기 때문에 전열관 다발 수평부에서 

의 상하 진동 억제 효과가 획기적으로 향상될 수 있고 이에 따라 마모손상이 크게 완화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BW의 위치이동에 따라 동반되는 수직판 (VS, vertical strip)의 위치이 

동으로 VS 길이방향 전 구간에 걸쳐 HS의 설치가 가능하므로 이 또한 수평부에서의 상하 진 

동 억제 효과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개념에 따라 일정 규모로 축소된 전열관 마모/근접 방지 상부구조물 모델 

Mock-up 설계/제작하고자 하였다. 

나. Mock-up 설계/제 작 

(1) 튜브시트 

Fig. 3.4.5에 나타낸 바와 같이 hot leg과 cold leg에 각각 206개 씩 총 412개 의 튜브시 트 구멍 

을 가공하였다. 구명의 크기는 직경 6.35 rnm로서 실제 전열관의 1/3 규격으로 축소한 것이다. 여 

기에 외경 1/4인치 튜브를 Fig. 3 .4.6의 규격에 따라 bending하여 삽입하였다. 

(2) Batwing 

배트명은 Fig. 3.4.7과 같이 HS를 삽입 할 수 있도록 slit이 가공되 며I 동시 에 VS에도 HS를 삽 

입 할 수 있도록 slit을 가공하였다. BW 하단부는 BW socket bar의 상부 silt A에 끼 워 고정 된다. 

(3) 대각선형 에그크혜이트 

조립하였을 때 대각선형 에그크레이트가 수평선과 60도 각도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에그 

크레이트의 모든 절단면과 slit들이 49.1도의 각도를 갖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상세 설계도를 Fig. 

3.4.8에 나타내었다. 이들 부품들은 기존 에그크레이트와 동일한 방법으로 서로 교차되게 조립된 

다. 여기서 Fig. 3.4.8-a와 c의 B 부분은 Fig. 3.4.9에 나타낸 BW socket bar의 측면 silt B에 끼워 

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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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 

Row A(mm) B(mm) R 수량 (ea) Row A(mm) B(mm) R 수량 (ea) 

R1 250.0 0 14.3 2 R2 258.1 10.7 14.3 2 

R3 266.2 20.1 14.3 2 R4 274.3 29.4 14.3 2 

R5 282.4 38.8 14.3 2 R6 290.5 48.1 14.3 2 

R7 298.6 57.5 14.3 2 R8 306.7 66.8 14.3 2 

R9 314.8 76.2 14.3 2 R10 322.9 85.5 14.3 2 

R11 331 .0 94.9 14.3 2 R12 339.1 104.2 14.3 2 

R13 347.2 113.6 14.3 2 R14 355.3 122.9 14.3 2 

R15 363.4 132.3 14.3 2 R16 371.5 141 .6 14.3 2 

R17 379.6 151.0 14.3 2 R18 387.7 160.3 14.3 2 

R19 395.8 169.7 14.3 2 R20 403.9 179.0 14.3 2 

R21 412.0 188.4 14.3 2 R22 420.1 197.7 14.3 2 

R23 428.2 207.1 14.3 2 R24 436.3 216.4 14.3 2 
-

R25 444.4 225.8 14.3 2 R26 452.5 235.1 14.3 2 

R27 460.6 244.5 14.3 2 
• -

R28 468.7 253.8 14.3 2 

R29 476.8 263.2 14.3 2 
‘--_ 

Fig. 3.4.6. Tube deta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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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7. Batwing with slits for horizontal str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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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A 길이 (mm) 개수 (ea) 

01 18.70 2 

03 56.10 2 

05 93.50 2 

07 130.90 2 

09 168.30 2 

(a) 

Fig.3 .4.8. Components of diagonal eggc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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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번호 A 길이 (mm) 개수 (ea) 
011 185.50 2 

013 180.71 2 

015 171.15 2 

017 134.66 2 

(b) 

Fig.3.4.8. Components of diagonal eggc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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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번호 A 길이 (mm) 개수 (ea) 

U2 31.64 2 
U4 64.75 2 
U6 96.06 2 
U8 125.67 2 

U10 153.64 2 

(c) 

Fig. 3.4.8. Components of diagonal eggc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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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번호 A 길 Ol(mm) 개수 (ea) I 
U12 143.51 2 

U14 130.74 2 

U16 116.14 2 

U18 99.52 2 

U20 80.55 2 

U22 53.65 2 

U24 32.77 2 

。
@. 
φ
 

F 

(d) 

Fig. 3.4.8. Components of diagonal eggc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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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변호 A 길이 (m미 개수(뼈 번호 A 길이 (mm) 개수 (ea) 

æ õ1.Z2 2 U1 18.98 2 

〔와 115.g) 2 U3 64.07 2 

c6 164.00 2 U5 106.66 2 

æ 213.84 2 U7 146.95 2 

010 2f12. 77 2 U9 184.70 2 

012 2!Ð.Z2 2 U11 216.46 2 

014 2HJ.07 2 U13 200.70 2 

016 213.∞ 2 U15 182.61 2 

018 118.21 2 U17 162.01 2 

U19 138.53 2 

U21 11 1.62 2 

U23 80.25 2 

U25 42.41 2 
L_ 

(e) 

Fig.3.4.8. Components of diagonal eggc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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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9. Batwing socket b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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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BW socket bar 

BW socket bar는 대각선형 에그크레이트와 배트명의 하단부를 지지하며 이들의 간격올 유지 

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Fig. 3.4.9의 설계도에서 slit A는 BW의 하단부가 끼워지는 부분이며， slit 

B는 대각선형 에그크레이트의 B 부분이 끼워지는 부분이다. 여기서 3 mm 직경의 구멍에는 

socket bar 하단부에 위치하게 되는 full eggcrate를 서로 고정하는 bolt가 끼워지게 된다. 

3. 결함신호품질 영향명가 및 개선사항 도출 

가. 탐촉자 표면마모와 선호품질 

중기발생기 가동중검사에 사용되는 MRPC 탐촉자의 표면이 전열관 내면과의 마찰로 마모됨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신호진폭 변화가 신호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탐촉자 표면마모 평가는 한국수력원자력 발전소 현장에서 제공한 검사자료를 이용하였다. 

Optical disk에 수록된 calibration 신호중 동일한 탐촉자로 검사된 hot leg 및 cold leg의 

calibration group들에 대해 새로운 탐촉자가 사용되어 수명이 다할 때까지의 축방향 관통결함 보 

정표준 신호에 대한 진폭올 측정하고 진폭의 증가여부를 분석하였다. 

Fig. 3.4.10에서 보면 cold leg의 경 우/ 검 사범 위 가 tube sheet 상단 土 3 inch에 서 약 4007~ 의 

전열관 검사시 탐촉자 마모에 의한 신호진폭 증가량이 약 10% 정도인 반면 hot leg의 경우/ 전열 

관 내면의 부식생성물로 인하여 탐촉자 표면의 마모속도가 상대적으로 커져 약 300개 전열관 검 

사시 35-40%의 진폭 증가가 발생하였다. 

이는 결함의 크기측정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I 차기검사에서 결함신호가 

줄어드는 동 결함의 성장유무를 판단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동일 calibration group내 

에서 탐촉자의 전열관 최대 검사수량을 길이에 따라 제한할 것을 권고하였다. 

냐. 보정 표준시편과 신호품질 

(1) 개요 

원자력발전소 증기발생기 전열관에 대한 와전류검사에 적용되는 규격 및 절차서에는 USNRC 

Regulatory Guide 1.83 및 1.121, ASME Code Section XI, ASME Code Section V Article 8, 발전 

소 최종안전성 분석 보고서y 와전류탐상 신호수집 및 평가절차서 둥이 있다. 

이 중에서 보정표준 시험관에 대한 규격기준은 ASME Code Section V, Article 8에서 기술하고 

있으나/ 그 내용은 bobbin 코일에 대한 보정표준 시험관 규격기준이며 MRPC 보정표준 시험관에 

대해서는 기술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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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10. Increase in signal amplitude of the calibration 
standard specimen by surface wear of the MRPC pro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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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bobbin 검사의 신호보정은 이 규격에서 요구하고 있는 보정표준 시험관에 대한 규격기 

준에 따라 제작된 ASME calibration standard를 사용하여 수행되고 있으나， MRPC 검사의 경우 

특별한 기준 없이 제작된 보정표준 시험관을 사용하여 신호보정을 수행하고 있다. 

(찌 국내 MRPC 보갱표준시편 규격 

보정표준 시험관은 시험체와 전기적 특성， 기계적 성질 및 화학적 조성이 동일하거나 매우 유 

사한 재료를 사용하여 제작한다. 현재 국내 증기발생기 전열관에 대한 MRPC 검사에는 

FBH/EDM COMBO + Point MRPC standard가 주로 사용되 고 있다. 이 보정 표준 시 험 관에는 

FBH(외 변) 100%, 60%, 20% 및 EDM(외 면， 내 면I 원주y 축， 0.100 inch L x 0.005 inch W) notch 

100%, 60%, 40% 결함이 가공되 어 있다. 

MRPC 신호진폭은 EDM으로 가공된 0.100 inch 길이의 100% axi허 결함에 의한 지시신호를 이 

용하여 신호보정을 수행하고/ 이를 이용하여 중기발생기 전열관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손상유 

형들에 대한 상대적인 크기를 평가하고 있다. 

(3) EDM nolch 길이에 따른 보정신호 진폭오차 분석 

EDM notch 길이에 따른 보정신호의 진폭오차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총 6개의 axial 

결함올 가공하였다. EDM notch 폭은 0.005 inch로 COMBO standard와 동일하게 하고/ 길이는 2, 

3, 4, 5, 6 및 7 mm로 변화시켰으며/ 모두 100% 깊이를 갖도록 하였고， 이에 대하여 MIZ-70 

Systern 및 +Point MRPC로 검사하여 보정신호의 진폭오차를 분석하였다. 

Fig. 3.4.11은 EDM notch 길이에 따른 보정신호의 진폭오차를 보여주고 있다. EDM notch의 

길이에 따른 신호진폭 오차는 2 mm에서는 약 30%, 7 mm에서는 약 3%로써， EDM notch의 

길이가 짧을수록 보정신호의 진폭오차가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한편l 원자력발전소 현장의 

증기발생기 전열관에 대한 와전류검사에서 수집된 EDM notch 길이 2.54 mm인 COMBO 

standard의 신호진폭 오차를 분석한 결과/ 약 31%로 현장에서의 신호진폭 오차가 실험실보다 

더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4) 요약 

MRPC 검사로 중기발생기 전열관에서 나타나는 균열결함/ 체적결함 둥 각종 지시신호에 대한 

크기 및 가동중 성장유무를 판단하고I 검사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EDM notch의 

길이가 길게 가공하여야 한다. 

결함평가 검사기술 개선사항으로 현장에서 사용 중인 2.54 mm 길이 EDM notch 결함 표준시 

편의 교제를 권고하였으며/ 현재는 9.525 mm 길이 EDM notch 결함 표준시편이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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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증가발생기 반진동구조물 마모손상 명가 

증기발생기 전열관의 마모현상은 크게 프레팅에 의한 마모， 이물질에 의한 마모/ 슬라이딩에 

의한 마모 퉁으로 나눌 수 있다. Wes바1앙\Ouse('따-I)형 모델 F를 적용한 고리 2, 3, 4와 영광 1, 2 

호기의 경우l 오랜 가동기간에도 불구하고 마모에 의한 전열관 관막음 비율이 3% 이내에 머물고 

있으나 Combustion En밍neering(CE) 모렐올 적용한 한국 표준형 원전(OPR 1000) 영광 3, 4와 울 

진 3， 4호기의 경우 상대적으로 짧은 가동기간 통안 마모에 의해 다량의 전열관이 관막음되는 특 

정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울진 3, 4호기의 경우 1주기 가동후 전열관이 관막음될 정도로 빠른 속 

도의 마모손상을 보이고 있다. 

증기발생기 상부의 반진동 구조물(AVS， Anti-Vibration Structure)과 전열관간의 접촉에 의해 

발생되는 마모손상에 대한 연구는 주로 전열관의 마모거동을 해석하는데 국한되어 왔다. 그러나 

외국의 연구사례에 의하면I 지지구조물과 전열관간에 슬라이딩 마모가 발생하는 경우 구조적 요 

인에 따라 전열관 뽕만 아니라 지지구조물의 손상도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았다. 반진동 

구조물의 마모손상이 진행되는 경우 적절한 보수조치가 용이하지 않으며， 장기 가동시의 건전성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반진동 지지구조물의 마모손상 거통 해석과 건전성에 미 

치는 영향 평가가 이루어져야할 필요성이 었다. 

이러한 마모거동 명가시험이 일반적으로 짧은 마모거리에 대응하는 마모거동 평가 수준에 머 

물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마모거동과 데이터 확보를 위해 고온수중에서 long-term 마모시험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내용에서는 실제 국내 원전에 적용할 수 있는 AVS와 전열관의 재질조 

합(403， 405, 409 SS vs. Alloy 600/690)과 마모변수조건을 설정하여 두 재질간의 슬라이딩 마모특 

성을 조사하고， long-term 시험을 통해 AVS 재질에 대한 마모계수의 database를 구축하고 마모 

거동을 평가하고자 한다. 

가. 반진동구조물의 마모거동에 미치는 마모 영향언자 

AVS 재질의 마모거동 평가를 위해서는 가동 조건하에서 실제로 마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향인자를 도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재료의 마모거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영향인자는 

마모식에서 찾을 수 있다. Archard 마모식 V=K.F.S을 고려하여 보면/ 마모손실량(v)은 마모 

계수(K)， 수직접촉력 (F)， 마찰거리 (S)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마모계수는 재질 

조합과 환경이 일정할 때 상수로 가정되며I 전열관의 마모거동 평가[1]에서 상세하게 분석된 바 

있는 온도I 재질조합/ 진동수/진동변위 [1이/ 접촉응력 [11]， 하중 둥의 마모영향 인자가 고려되어야 

하며I 마모예측과 관련한 여러 가지 개념들이 [12-15]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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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증기발생기 AVS와 전열관 사이의 슬라이딩 마모손상 예측에 필요한 다양한 조 

건에서의 마모거동파 마모계수에 대한 database를 구축하고자 한다. 대상 AVS 재질로는 403, 

405, 409 SS 그리고 전열관 재질로는 현재 대부분 원전에서 사용되고 있는 Alloy 600파 690을 선 

택하고 이들 재질올 조합한 조건과 수직하중， 진동수， 진동변위， 마모거리를 변수로 하는 조건에 

서 i) 상온 대기중파 고온 수중 분위기에서의 long-term 슬라이딩 마모시험을 통한 마모거동을 평 

가하고， ü) 실제 마모거동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Archard 식 [13]을 이용하여 마모계수를 

도출하였다. 

(1) 시편준비 

마모시편 중 운동시편은 전열관으로 쓰이고 있는 Alloy 600과 690이며， 고정시편의 재질은 

일반적으로 원전 증기발생기의 AVS 재질로 사용되고 있는 403, 405, 409 SS 이다. XRF(X-ray 

fluorescence)와 QSN 750 optical ernission spectrometer를 이용하여 이들 재료의 화학성분을 분 

석한 결과， Alloy 600과 690은 ASTM B166, 403, 409 SS는 ASTMj ASME AjSA 240, 405 SS는 

ASTM A276의 화학성분의 범위를 만족시켰고πable 3.4.1), 각 재질의 미세경도 및 밀도는 Table 

3.4.2에 나타내었다. Fig. 3.4.12와 Fig. 3.4.13은 본 실험에 사용된 AVS와 전열관 재료의 미세조직 

으로서 nital 용액과 bromine 용액을 사용하여 각각 관찰하였다. 마모시험은 Fig. 3.4.14에 나타낸 

바와 같이 tube-on-block 방법으로 수행되었다. 고정시편과 운동시편의 형태는 각각 block과 tube 

의 형태이며/ 운동시면은 전열관을 길이 방향으로 삼동분하여 준비하였으며 block 형태의 시편은 

25x20x6mm의 크기로 준비하였다. 

(기 장치절채 

고온고압 수중에서의 마모특성 평가를 위하여 2250psi, 288 ~ 330 "c의 1차측 운전조건을 모사 

한 autoc1ave 및 마모시험 장치를 설계하였다(Fig. 3.4.15). 또한 하중， 진동 변위y 진통수 등의 변 

수를 고려한 마모시험 장치를 설계하였으며f 허용 가능한 각 변수의 범위는 하중 10~40 N, 온도 

20~3000C ， 진동수 3~30 Hz, 진동변위 0.1~10 mm로 정하였다. 

다. 연구결과 및 고찰 

(1) 상온 대기중에서의 슬라이딩 마포특생 평가 
A VS 403, 405, 409 SS 재질과 전열관 Alloy 600, 690을 조합한 조건에서 재료의 마모거동에 

미치는 여러 변수의 영향과 마모기구를 고찰하고 실제 마모거동을 평가하기 위하여， 1차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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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rnen 

403 55 

405 55 

409 55 

Alloy 
600 

Al10y 
690 

Table 3.4.1 Chemical cornposition of 뼈9， 405, 403 55 

and Al10y 600, 690 

Ni Fe Cr Co C Si Mn Ti S P 

0.562 bal. 12.8 O.læ 0.389 0.392 O.따36 0.0267 > O.ffi 

0.209 bal. 12.9 0.04 0.286 0.281 0.0363 0.0244 > 0.03 

0.277 bal. 11.7 0.015 0.621 0.194 0.132 0.0264 > 0.03 

bal. 9.806 15.788 0.021 0.05 0.145 0.134 0.34 0.001 

bal. 10.844 28.945 0.031 0.03 0.176 0.089 0.234 0.001 

- 115 -



Table 3.4.2 Micro-hardness and density of 403, 405, 409 SS 

and Alloy 600, 690 

AVS Tube 

Specimen 
403 SS 405 SS 409 SS 

Alloy 

600 

Miσo-hardness (HVO.01) 233.1 200.0 205.3 239.0 

Density (gj cm~ 7.74 7.73 7.73 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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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oy 

690 

246.6 

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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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403 SS 

• 

• -
빼
 

--
(b) 405 SS 

(c) 409 SS 

Fig. 3.4.12. Microstructure of AVS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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爛(a) Alloy 600 

(b) Alloy 690 

Fig. 3.4.13. Microstructure of SG tub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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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14. Specimens of the sliding wear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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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15. Schematic diagram of the sliding wear test mac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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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온 대기중에서의 long-term슬라이딩 마모시험을 수행하였다. 

(가) 수직하중에 따른 마모량 

슬라이딩 마모시험의 진행에 따라 운동시편의 접촉면적 증가로 접촉웅력이 변하게 되나l 

일정하중 조건에서는 접촉응력의 변화에 관계없이 하중이 일정하므로I 수직하중과 마모량의 관 

계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Fig. 3.4.16은 진동변위 4.5 rnm, 진동수 5 Hz, 상온 16시간의 long-term 시험조건에서 하중을 

20, 40 N으로 변화시켰을 때 얻어진 각 재질의 총 마모량올 나타낸 것이다. 재질조합에 관계없이 

하중 증가에 따라 AVS와 전열관의 마모량이 비례적으로 중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Archard의 마모식(V=K . F . S)에서 마모량과 하중간의 관계에 부합되는 것이다. 한편 20, 

40N의 하중조건에서 재질조합에 따른 AVS와 전열관의 마모량에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고 있으 

나， 하중중가시 Alloy 690과 재질조합된 AVS의 마모량이 Alloy 600과 재질조합된 경우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나) 진동변위 에 따른 마모량 

Fig. 3.4.17은 진동수 5 Hz, 하중 20 N, 마모거리 1296 m로 고정하고 진동변위를 2, 4.5, 7 

rnm로 변화시켰올 때의 마모량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2, 4.5 rnm의 변위 조건에서는 AVS와 

전열관 재질 모두 진통변위의 증가에 따라 마모량이 직선적으로 증가하였으나 변위가 7 rnm로 

증가하였을 경우 직선적인 거동에서 벗어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특히 Alloy 690과 재질조합을 

이룬 AVS의 마모손상의 경우 이러한 경향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그라고 진동변위가 증가함에 따 

라 AVS의 마모량이 전열관보다 현저하게 많아짐을 볼 수 었다. 이러한 현상은 실제 원전 증기발 

생기 조건에서 AVS와 전열관 마모손상이 진행됨에 따라 간극이 점점 넓어지고 진동변위가 증가 

됨으로써 AVS의 마모손상이 가속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16]. 

(다) 진동수에 따른 마모량 

진동변위 4.5 rnm, 하중 20 N, 1296 m 마모거리를 고정시킨 조건에서 진동수를 1.67, 3.33, 

5 Hz로 변화시켰을 때의 총 마모량의 변화를 Fig. 3.4.18에 나타내었다. 마모거리가 동일할 때f 모 

든 재질 조합조건에서 진동수가 중가할수록 마모량이 직선적으로 증가하는 결과를 볼 수 있다. 

진동수 1.7, 3.3 Hz 조건에서는 AVS와 전열관의 마모량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5Hz에서는 

AVS의 마모량이 전열관보다 더 많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라) 마모거리에 따른 마모량 

마모거리의 변수를 고려하기 위하여 진동변위 4.5 rnm, 진동수 5 Hz의 조건에서 하중 

- 121 -



16 
-‘ ” 톨 14 

cu 12 
E 
크 10 
。

> B 
‘-빼 
웅 6 

4 

2 

0 

20 

빼
 때
 빼
 빼
 

뻐
 뼈
 빼 뼈
 

l 

며
 
l 
g 

403 55 405 55 409 55 403 55 405 55 409 55 

Alloy 600 AJloy 690 

Fig.3.4.16. The change of wear volume under the normalload of 20 and 40 N 
at room temperature in 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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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40 N에서 마모시험 시간올 4시간， 8시간， 12시간， 16시간으로 변화시켜 실험을 실시하였다. 

이들 시간변화를 마모거리로 환산하면 각각 없8， 1296, 1944, 2592 rn이고 이에 대한 총 마모량의 

변화 결과를 Fig.3.4.19와 Fig.3.4.20에 나타내었다. 이들 두 그림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I 마모 

거리의 변화에 따른 각 재질조합 조건에서의 마모량의 변화가 앞서 수직하중I 진동수， 진동변위 

변수로부터 나타난 마모거동과 크게 다름올 알 수 있다. 

20 N 하중에서 마모거리가 증가함에 따라 AVS의 마모량이 직선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parabolic한 변화거동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거동은 마모거리의 증가에 따라 마모량이 직선적 

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Archard의 마모 예측식에서 벗어나는 결과이고， 40 N 수직하중 

에서는 20 N이 인가되었을 때와는 달리， 마모거리에 따른 마모거동이 직선적인 것올 볼 수 있고 

Alloy 690과 재질조합되었을 때 AVS 및 전열관의 마모손상이 더 진행된 결과를 보이는데， 이는 

Fig. 3.4.21의 FE-SEM 분석결파에서 볼 수있는 바와 같이 마모표면에 형성되었던 glaze layer가 

surface fatigue에 의해 손상에 기인하여 마모증가율이 감소하지 않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또한 재질조합 조건에 따른 변화에 있어서， 전열관 보다 AVS의 마모량이 상대적으로 크고， 또 

한 AVS 재질 중 rnartensitic stairùess steel ~ 403 55과 조합을 이룬 전열관 재질 Alloy 600, 690 

의 마모량이 다른 두 조건(405， 409 55와의 조합) 보다 큰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마모거 

리가 마모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다음 향에서 고찰하기로 한다. 

(마) 마모거리에 따른 마모거동 분석 

마모거리에 따른 마모량의 변화 요인으로써는 rnaterial transfer, 가공경화의 영향 둥이 복 

합적으로 작용한다고 보고되어 았다n꺼. Alloy 600의 경우는 낮은 적층결함 에너지(SFE， 

Stacking Fault Energy)를 가지며， Alloy 690의 경우는 Ni 합금계에서 SFE를 낮추는 Cr의 함량이 

12-15%가량 많기 때문에 Alloy 600보다도 더 낮은 SFE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18]. 낮은 SFE 

를 가질 경우 손상면 아래에서의 전위밀도는 급격히 증가하게 되어 표변경화는 다소 빠른 시간 

내에 진행된다. 따라서 마모거리 증가에 따른 마모량의 변화 요인으로 가공경화의 영향이 클 것 

으로 생각된다. Lee의 논문에서도 마모거리에 따른 마모량의 변화 요인으로써 가공경화의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19]. 따라서 두 전열관 재료의 마모시험 결과에서 마모거리(슬라이딩 거리)의 증가 

에 따른 접촉변에서의 기계적 특성변화가 마찰계수의 변화를 일으켜 AVS와 전열관 재료의 마모 

거리에 따른 마모량의 변화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러한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마모실험을 수행한 후 시편을 절단하여 접촉변 아래방향으로의 경도 변화를 측정하였다. 

Fig. 3.4.22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AVS의 마모시험 전후 마모표면 아래 경도변화를 살 

펴보면 시험전의 경도값과 유사하게 나타나고 표변에서 내부로 들어가더라도 큰 변화가 없었다. 

반면 전열관은 마모시험 전에는 전열관의 표면과 중심부의 경도 값이 비슷하나 마모 진행 후에는 

표변 경도 값이 급속히 증가한 결과를 보인다. 이러한 경도변화의 원인은 접촉면에서의 슬라이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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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fter 4 hr 

(b) After 16 hr 

Fig. 3.4.21. The worn su바~ace of 409 55 mated with Alloy 690 
after the sliding test during 4 and 16hr at room 
temperature in 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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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가공경화현상 때문이다. 따라서 AVS의 마모량이 전열관에 비해 큰 것은 가공경화 효과 

가 미약하였기 때문이다. 

(바) 상온대기중 반진동구조물의 마모예측 

현재 증기발생기 AVS와 전열관의 마모예측에는 Archard 마모식 V=K. F. S을 이용하였 

다. 본 연구에서 수행된 슬라이딩 마모실혐의 경우/ 접촉하중이 일정하게 유지되므로 위의 식에 

서 FS가 곧 주입되는 일의 양이 된다. 

Fig. 3.4.23과 3.4.24는 이러한 개념으로 본 연구에서의 접촉하중과 마모거리를 주입된 일의 양 

으로 환산하여 각 재질조합 중 AVS와 전열관 재료의 마모량 변화를 각각 구한 결과이다. 각 재 

질조합에 대한 마모계수를 구하기 위해 추세선과 추세선 식을 구했올 때l 직선의 기울기는 AVS 

및 전열관 재료의 마모계수， K에 해당된다. 

Table 3.4.3에서는 Archard 마모식에 의해 예측된 재질조합에 따른 AVS와 전열관의 마모계수 

및 마모예측에 대한 신뢰도를 나타내었다. 이 결과에서 마모예측의 신뢰도가 낮음을 알 수 있는 

데， 이는 long-term 시험기간 동안의 마모량의 변화가 기존의 Archard 마모식으로부터 예측되는 

직선적 변화에서 벗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앞서의 결과에서 하중， 진동변위에 비례하여 마모 

량이 직선적으로 증가하다가 변수조건 내에서 천이점을 지나게 되면 지수함수적으로 마모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y 마모거리의 변화에 따른 마모량의 변화에서 수직하중에 따라 직선적인 

비례관계에서 벗어나는 parabolic 거동을 보이거나 또는 Archard 식을 만족하는 결과를 보이기도 

하는 동 long-term 마모거동 평가에서 진동변위I 진동수， 수직하중/ 마모거리의 변수에 따라 마모 

거동이 불규칙적으로 나타나는데 따라 신뢰도를 낮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끽 고온수중 환정얘서의 슬라이딩 마포 특성 평가 

상온대기 중의 증기발생기 AVS 재료의 슬라이딩 마모거동에 대한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원 

전 모사 환경인 고온수중 환경에서의 마모변수에 대한 슬라이딩 마모특성 평가와 long-term 마모 

거동을 조사하였다. 

(가) 진동수와 진동변위에 따른 마모량 

진동수/ 진동변위 변화에 따른 마모실험은 403, 405, 409 SS와 Alloy 600, 690의 재질조합을 

대상으로 하여 300 'C 고온수중， 20 N의 하중/ 일정 마모거리 (1296 m) 조건에서 수행되었다. 진동 

수 변수 시혐의 경우， 4.5 mm의 진동변위 조건에서 진동수를 각각 1.67, 3.33, 5 Hz로 변화시켰 

고l 진동변위 변수 시혐의 경우， 5 Hz의 진동수 조건에서 진동변위를 2, 4.5, 7 mm 변화시켜 시험 

하였다. 이들의 시험결과를 각각 Fig. 3.4.25와 3.4.26에 나타내었다. 

Fig. 3.4.25에 나타낸 바와 같이， 고용수중에서는 403, 405, 409 SS의 경우 전열관 재질보다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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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bes 

AVSs 

Table 3.4.3 Wear coefficients and their reliabilities by Archard 

equation for sliding wear test at room temperature 

RT V=KFS (K=10-9mm3/J), K R 

600/403 1.1923*10-4 0.82117 

600/405 9.10494*10-5 0.46179 

600/뼈9 1.18253*10-4 0.79371 

690/403 1.01097*10-4 0.71157 

690/405 1.19127*10-4 0.47469 

690/409 8.98748*10-4 0.39965 

4æ/ωo 1.06696*10-4 0.60476 

403/690 8.17，없4*10-5 0.53000 

405/600 1.0505*10-4 0.38239 

405/690 1.08891 *10-4 0.55708 

409/600 1.0787*10-4 0.79587 

409/690 7.59945*10-5 0.45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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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25. The wear volume as a function of frequency 
during the sliding wear test in high temperature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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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배 마모가 일어나는 결과를 보이고 있고 왜oy 600과 690의 경우 진동수 증가에 따라 마모량 

이 매우 작고 또한 두 재료간의 마모량에 있어서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진동수가 증가함에 

따라 AVS와 전열관 마모량은 직선적인 거동을 벗어나며 마모량이 거의 일정한 값을 보이므로서I 

고온수중의 동일한 마모거리 조건에서의 마모거동이 진동수 변화에 종속되지 않으며 이때 진동 

수에 따른 마모량의 변화가 크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Fig.3.4.26의 진동변위에 따른 마모 

량의 변화에 있어서는 Fig.3.4.25의 진동수 변수조건과 달리， 진동변위가 증가함에 따라 기울기의 

차이는 있지만 AVS와 전열관의 마모량이 직선적으로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 고온수중 분위기 

에서의 실제 수직하중 감소와 고온에서의 glaze layer의 형성속도 가속화로 총 마모량은 감소하 

지만， 동일한 마모거리에서 진동변위의 증가에 따른 마모량의 직선적인 증가 결과는 상온대기중 

의 결과와 유사한 것이다. 

(나) 수직하중과 마모거리에 따른 마모량 

수직하중과 마모거리변화에 따른 마모시험은 403, 405, 409 55과 Alloy 600, 690의 재질조 

합에 대해 300.C , 고온수중에서 진동변위 4.5 mm, 진동수 5 Hz의 시험조건으로 4, 8, 12, 16시간 

동안 20, 40 N 수직하중에 대해 시험하였다. Fig. 3.4.27의 결과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403, 

405, 뼈955와 Alloy6oo, 690의 경우 20 N 하중에서는 마모거리의 증가에 따라 마모증가율이 감 

소하였으나， 40 N 하중에서는 AVS의 경우 마모거리가 증가함에 따라 마모량이 직선적으로 증가 

하였다. 마모거리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마모량의 중가가 나타나지 않고 거의 일정한 값을 유지하 

는 결과는 Archard 마모식에서 예측되는 것과 다른 결과이지만， 하중 증가에 따른 AVS의 마모거 

동은 Archard 식으로 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마모거리 2592 m, 20, 40 N의 수직하중 조건의 경우r 전열관의 마모량에는 큰 차이가 

없으나 AVS의 경우 마모량이 2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는 상온대기중 하중이 AVS의 마모거동에 

미치는 결과와 유사한 것이다. Alloy 600, 690의 경우 하중 증가에도 불구하고 마모량이 거의 중 

가하지 않는 결과를 보였으나， AVS 403, 405, 409 55의 경우는 40 N 하중에서 마모량이 직선적으 

로 증가하였고 이들의 총 마모량은 전열관 재료에 비해 약 3-5배 가량 큰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앞서 상온대기중 시험 결과(Fig. 3.4.19, 3.4.20 참조)와 크게 다른 것으로서I 고온수중에 

서 전열관의 마모에 미치는 하중의 영향이 상온대기 조건에 비해 크지 않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 

다. 

(다) 온도와 환경에 따른 마모량 

수중 분위 기에서 온도 변화에 따른 마모거동을 조사하기 위하여， 403, 405, 409 55와 Alloy 

600, 690의 재질조합에 대하여 진동수 5 Hz, 진동변위 4.5 mm, 하중 20 N, 마모거리 1296 m의 

조건으로 물의 온도를 상온에서 300"(; 까지 변화시켜 마모시험을 수행하였으며 Fig. 3.4.28에 마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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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의 변화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l 두 전열관 재질과의 조합조건에서 

AVS의 마모량이 전열관보다 훨씬 크다는 점으로부터 온도증가에 따라 AVS의 마모저항성이 급 

격허 감소한다는 점과 200'(; 부근에서 각 재질의 최대 마모량이 나타나지만 이보다 고온인 300'(; 

에서는 마모량이 현저히 줄어든다는 사실올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전열관과 AVS의 마모기구가 변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일반적으로 온 

도가 높아질수록 금속의 경도와 강도는 낮아져 마모량이 증가하게 되므로 위의 결과 중 200'(; 에 

서 마모량이 크게 중가하는 것은 이러한 재료의 연화 현상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200'(; 에서 최대 마모량올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마모과정에서 발생되는 metal asperities의 산화 

와 산화된 마모 debris의 compaction에 따른 glaze layer의 형성에 관한 연구결과[2이를 참고할 

펼요가 었다. 즉， 이러한 glaze layer는 임의의 엄계온도에서 마모표면에 형성되고 이에 따라 마 

모손상이 둔화되지만 엄계온도 이하에서는 마모 debris의 compaction이 원활하지 않아 glaze 

layer의 형성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마모가 증가될 수 었다는 결과를 참고할 때， 본 연구 

결과에서 초기에 마모량이 증가하는 것은 glaze layer가 아직 형성되지 않은 단계에서의 마모량 

증가로 볼 수 있으며I 200'(; 이상에서 마모량이 감소하는 것은 이 용도에서 glaze layer가 형성됨 

으로써 이후 마모량이 감소하는 것으로서 해석할 수 있다. 

Fig. 3.4.29는 40355와 Alloy ωo 재질조합에서 200'(; 와 300'(;수중에서 마모시험한 후 AVS의 

마모표면을 관찰한 결과로서I 300'(; 에서는 compact한 glaze layer가 넓은 범위에 걸쳐 형성되 었 

지만 200'(;에서는 loose한 layer가 마모표면에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산화속도의 차이로 

인해 3oo.C 에서 형성된 glaze layer7t 더 많은 산소함량을 포함하고 있었다. 

Fig. 3.4.30의 결과는 시험분위기의 영향을 조사한 결과이다. 즉I 상온대기， 상온수중/ 고온수중 

의 서로 다른 분위기에서 수행된 마모시혐의 결과를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재질조합 및 시험 

변수는 Fig. 3.4.28의 조건과 같다. 먼저， 대기 분위기와 물 분위기의 결과를 비교하여 보면 AVS 

의 경우 물 분위기에서의 마모량이 대기 중에 비해 감소하였고 특히 전열관의 경우 물 분위기의 

영향이 현저하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차이는 무엇보다도 마모표면에서의 물의 윤활작용으로 대 

기 조건에 비해 실제 인가된 하중이 작아진데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AVS의 마모거동 

에 미치는 물의 윤활작용 영향이 전열관에 비해 적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상온수중과 고온수중 

에서의 용도에 따른 마모량 차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전열관 재질 Alloy 600과 690의 경우 

에 있어서 고온 수중의 마모량이 상온 수중조건과 유사한 것은 고온에서는 재료의 연화현상에도 

불구하고 앞서 설명한 glaze layer의 형성효과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AVS의 경우 고온 수중에서의 마모량이 더 큰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전열관 재질과 달리l 

고온수중에서 glaze layer 형성으로 인한 효과보다는 AVS의 연화현상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그리고 통일한 수중환경일지라도 고온에서의 AVS와 전열관간의 상대적인 마모량의 

차이가 상온에 비해 4-8배 정도 더 큰 결과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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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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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3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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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29. The worn surface of 409 55 mated with Alloy 690 after 
the sliding test during 8 hr in high temperature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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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반진동구조물의 고온수중 마모거통 해석 

고온 수중 마모시험 결과로부터， AVS의 고온수중 마모거동을 해석해 보고자 한다. 고용수 

중에서는 상온 대기중의 결과와 달리 AVS의 마모량이 최대 1/2 이하로 감소하였다. 고온수중에 

서 전열관의 마모거동과 달리， AVS의 경우 상온대기중의 마모거동과 유사한 부분이 있음올 알 

수 있었다. 이는 전열관이 고온수중에서 마모기구가 변화됨에 따라 마모량이 현저히 감소하였지 

만 AVS의 경우 고온수중에서 마모기구의 변화보다는 재료의 연화현상이 더 크기 때문에 전열관 

에 비해 마모감소율이 적었다고 사료된다. 

상온대기 시험에서 분석한 방법과 같이y 고온수중 환경에서 재료의 가공경화 현상이 마모거동 

에 미치는 영향올 알아보기 위하여 마모시편 절단면에 대한 경도변화를 측정하였으며 Fig. 3.4.31 

에 이의 결과를 나타내었다. 마모시험전의 AVS 표면과 중심부의 경도값에는 큰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상온 대기중의 결과와 유사하게 2592 m 마모시험 후의 표면과 내부의 경도 

값에도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다. 즉 상온대기， 고온수중에서 AVS의 경우 마모동안의 가공경 

화현상이 마모거동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판단된다. 반면 전열관의 경우 long-term 동안 

의 마모를 통해 상온에서 뿐만 아니라 고온에서도 마모표면에서 경도값의 증가를 확인할 수 있었 

다. 따라서 가공경화 현상의 차이에 의해 AVS의 고온수중에서 마모량의 감소가 전열관에 비해 

적었다고 생각된다. 반대로 전열관의 경우 long-term동안의 마모에 의해 발생된 마모표면 하부의 

가공경화현상과 더불어 물의 윤활작용에 의해 마모중가율이 증가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이로부터 상온대기 결과에서 고찰된 바 있는 Ni계 합금의 낮은 SFE로 인한 가공경화의 영향이 

long-term동안 고온 수중 마모거동에서도 크게 작용했음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고용수중에서의 

마모거동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마모표면에서의 물의 윤활 역할에 기인한 인가 하중의 감소와 

이에 따른 두 상대 금속간의 마찰감소/ 가공경화 현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연삭마모나 웅착마모에 의해 떨어져 나옹 미세입자들은 높은 표면에너지에 의해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에서도 산화물을 생성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입자들이 산화마모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11， 21]. 또한 마모대상 금속표면에 이미 존재하는 앓은 산화막이 충격력에 

의해 깨어져 나와 산화입자로 작용할 수도 었다. 슬라이딩 마모시 마모표면에 잔류하는 마모 

debris는 연속적인 마찰에 의해 파쇄되면서 산화되어 결국에는 산화된 debris를 형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었다[21이. 이와 같이 미세하게 산화된 debris는 마모표면의 groove와 같은 부분에 웅집되 

고 마찰에 의해 단단하게 성형되어 표면이 매끄러운 산화물충인 glaze layer를 형성한다. 특히 고 

온에서는 산화된 작은 입자들이 마모대상 물질 사이에 끼어서 뭉쳐있거나 glaze layer를 만들변 

하중을 지탱하면서 직접적인 금속 표면 사이의 접촉을 방해하고 윤활 역할을 하여 응착을 억제하 

기 때문에 마모율을 크게 감소시킨다[22]. 

이러한 관점에서 고온수중 마모거동을 분석하기 위하여 고온 수중 300.C 에서 진동변위 4.5 

mm, 진동수 5 Hz, 수직 하중 20 N의 조건으로 8시간， 16시간 동안 슬라이딩 마모시험을 실시한 

142 -



응 

호 2 

없얻 22 

톨 

호 
) 

업=‘’ 

흩 

·口 뼈 때33((훌$XXMν때때33 b aRefeoIr)어 ·口 뼈3(1없0/4떠 b aeRfem”e) 

‘A·。 4 @ 4 4@어X1@@뻐없@KXανν4μμ ‘@Igg5 @ 쩌 a be”@ehm!))mg>)

27 ‘A 4 4 444@o0Xis99X{g(%R&6g%X”mαYyll4μ444I@XSS!39 벼 a”eg,)8) q 

훌 2 0 • (뼈'/409 뼈 aRf떼ore) 
l 

‘ • 4 

17 

10 20 30 40 50 60 70 10 20 30 40 50 60 70 
Depth from the wom suπ'ace( .. ) Depth from the worn surface ( .. ) 

(a) AVSs/Alloy 600 (b) AVSs/Alloy 690 

& • 뾰，fore • 밟，fore 
i 口 with 403 口 with 403 4 

。 with 405 。 with 405 

호 
ð. with 뼈9 ð. with 409 

A 
) 

%ωs:::: 3 。
。 4 

* • • • 

10 20 30 40 50 60 70 10 20 30 40 50 60 70 

Depth from the worn surface (JJI) Depth from the wom surface (JJI) 

(c) Alloy 600/AVSs (d) Alloy 690/AVSs 

Fig. 3.4.31. Micro-hardness variation beneath the worn surfaces 

of AVSs and Alloys after the sliding wear test for 16hr 
in high temperature water 

- 143-



409 55의 마모표면을 관찰하였으며， 이의 결과를 Fig. 3.4.32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8시간 시험 시편(Fig. 3.4.32-a)에서 검은 부분으로 보이는 glaze layer가 이미 상당한 

영역에 걸쳐 형성된 것으로 관찰되었고 X-ray rnapping 결과로부터 검은 영역에서 Fe와 O 성분 

이 검출되는 결과를 얻올 수 있었다. 한편 16시간 동안 시험한 시편의 경우(Fig. 3.4.32-비， glaze 

layer에 해당되는 검은 영역이 훨씬 확장된 것으로 나타났고， X-ray mapping 결과 8시간 시험 시 

편에 비해 O 성분이 약간 더 많아진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고온수중에서 AVS의 마모표변에 

형성되는 glaze layer가 마모초기에 이미 형성되고 long-terrn 마모동안은 glaze layer의 파괴와 

형성이 연속적으로 반복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마모표면의 Ni 성분 peak가 낮은 점으로 

부터， 슬라이딩 마모과정 중의 rnaterial transfer가 주로 AVS에서 전열관 쪽으로 이루어 지고 있 

음올 알 수 있었다. 이는 AVS의 Fe 성분을 가진 마모 debris들이 산화되고 서로 웅집되면서 

glaze layer를 형성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AVS의 고온 수중 마모거동 중 마모거리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마모량이 전열관보다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슬라이딩 마모동안 material 

transfer의 방향이 AVS에서 전열관 쪽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사료되고 상온대기중에 비해 

AVS의 마모량이 1/2 가량 감소된 것은 glaze layer의 형성으로 인해 금속간의 접촉이 줄어들고 

이에 따라 웅착마모가 억제되어 결과적으로 마모계수가 낮아졌기 때문으로 해석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고온 수중의 403, 405, 뼈9SS의 마모거동은 AVS에서 전열관 쪽으로의 rnaterial 

transfer와 마모 debris들이 oxidation, cornpaction, agglorneration의 과정 을 거 치 면서 형 성 되 는 

glaze layer에 의해 큰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 고온수중 반진동구조물의 마모예측 

앞서 상온대기중 마모예측식에서와 마찬가지로 고온수중에서 재질조합간 AVS의 마모계수 

를 평가하기 위해 Archard 마모예측식을 적용하였다. 고온수중 조건에서 AVS 재질의 마모량은 

20N 하중에서는 크게 증가하지 않고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는 결과를 보였으나 40N 하중에서는 

마모거리의 증가에 따라 마모량이 직선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long-terrn 마모거동을 평가하 

는데 있어서 마모 영향 인자에 따른 마모거동의 일관성 없는 거동은 마모예측에 오차를 발생하는 

요인 중의 하나이다. 

한편， Archard 마모예측식을 적용한 결과 Table 3.4.4에서 보는 것처럼/ 전열관의 경우 재질조 

합에 무관하게 비교적 양호한 신뢰도를 얻었지만 AVS의 경우는 403 SS/ Alloy 600, 409 SS/ Alloy 

690의 재질조합을 제외하고 비교적 양호한 신뢰도를 얻을 수 있었다. 

라. 요약 

i) 상온 대기중에서 AVS/전열관 재질 조합 변수와 마모변수 조건으로 슬라이딩 마모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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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fter 8 hr (b) After 16hr 

Fig. 3.4.32. 5EM images and X-ray mapping of the worn surfaces 
of 409 55 mated with Alloy 690 after sliding wear test. 

- 145-



Table 3.4.4 Wear coefficients and their reliabilities by Archard 

equation for sliding wear test in high ternperature water 

HT V=KFS (K=10-9rnrn3/J). K R 

600/403 1.28515*10-5 0.68376 

600/405 1.01852*10-5 0.79983 

Tubes 
600/409 1.14678*10-5 0.8783 

690/403 1.23971*10-5 0.81249 

690/405 8.95919*10얘 0.77776 

690/뼈9 6.%159야10-6 0.63없4 

403/600 3.74743*10-5 0.44070 

뼈3/690 6.5415*10-5 0.79334 

405/600 5.1809*10건 0.78293 
AVSs 

6.25943*10-5 405/690 0.81638 

409/600 4.85254*10-5 0.71916 

409/690 4.18296*10-5 0.47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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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가한 결과I 마모거리의 중가에 따라 20 N의하중에서는 마모 증가율이 점차 감소하였지만I 40 

N의 하중에서는 마모량이 직선적으로 증가하였다. 이의 원인은 40N 하중에서 long-term 마모시 

험동안 초기에 형성되었던 glaze layer7t 피로현상에 의해 파괴 손실됨으로써 보호성 피막의 역 

할을 하지 못함에 의해 마모량이 직선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사료된다. 

피) 한편 고온 수중 분위기의 경우I AVS의 경우 빠른 glaze layer의 형성과 수중 환경에서 물 

의 윤활 작용으로 인한 실제 접촉웅력의 감소로 인해 마모증가율이 감소하였으나 전열관에 비해 

마모량이 많은 이유는 glaze layer와 물의 윤활 효과보다는 재료의 연화현상이 지배적으로 작용 

하였고 전열관 재료와 달리 가공경화현상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피i) 고온 수중 시험조건에서 AVS의 마모손상속도가 전열관보다 높았고 AVS에서 전열관 방 

향으로 material transfer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iv) 상온 대기 및 고온 수중에서의 long-term 동안 마모량을 예측함에 있어서I Archard 마모 

예측식올 이용하여 마모계수를 도출한 결과 상온대기， 고온수중 모두 비교적 양호한 신뢰도의 마 

모예측이 가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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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및 기여도 

1. 당해 단계목표 및 달성도 

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적 

• 원주균열 자연결함 제작 및 신호특성평가 
- 길이 3-6 mm, 깊이 50, 8α 100% 총 6종 제작성공 
- OPR 1000 실제 원주균열 완벽히 모사， 신호일치 
- 원전 실제 원주균열 명가/규제 활용가능 
----- --- ----------- --- -------------- -- ←←듀 드드←←-- ----- ------- - -- --- -- - -------- - -- -- ← ←←←「← ---- ---，

자연결함 1. 자연결함 내재 모의집합체 제작 
- 축/원주균열 자연결함 내재 모의집합체 제작 

이용기술개발 I - 자연결함 + 관판 + 관판지지대 (2단) 구성 
- 결함 위 치 : 확관부I 직 관부(free span) 및 TSP 
- 원전 실제결함 신호특성 평가자료 생산에 활용 

- -- -- - - ------- -- -- -- --- ------------- ←←←←←←←」 드 

달성도 

(%) 

100 

드 드 •••• --- ----------- --- -- ---- ---------- ------‘----------
• 초기 미소균열 자연결함 제조기술 확립 

(pWSCC, ODSCC) 

• 축방향끌열 판통판정 기술찌발 및 검증 
- 자동평가용 Windows-PC용 프로그램 개발완료 
- 관통판정 최소 균열길이 약 3mm 임을 검증 
- 프로그램 가동원전 시범적용 및 적용성 평가 
울진 1,2 전열관 관통여부판정 검증， 3 rnm 이상 
균열 관통판정 및 길이측정 동일 결과 검증 

정밀진단 I - 신뢰성 확보로 현장 적용 가능성 확인 

기술개발 

및 검증 

----------------------------------------- -- ---------- --- -------- ----------~ 

• 원주균열 관통여부 판정 기술개발 
- 축방향 관통판정원리 원주균열에 적용 
- 원주균열 자연결함 적용결과와 파괴검사 결과비교 
- 관통판정 검증I 신뢰성 확보 

------------------- ---------------------------- -- ---• •• ---- --------- ---- --- ------
• 균열(축/원주) 관통판정 기술 적용성 종합평가 
- 축/원주균열 관통판정 동일원리 검증 : 
관통 균열 - M-shape 진폭분포 특성 

- 관통판정 프로그램 축/원주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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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적 
달성도 

(%) 

• 전열관 형상변화/결함 관계해석 기술개발 
- 신형 ECI' 당촉자 2종 껴발정공 : D-probe, P-probe 
결함과 형상변화 동시탐지I 축/원주방향 위치， 크기I 
분포 정보생산， 3차원해석 기능(편심 jdentjbulgej 
protrusionj swellingj seal-extrusion) 

- 시제품 제작완료 (1, 2착 시제품) : 기술우수성 인정 
Zetec사와 공동상용화 추진중 

- 광학/전자기적 복합혜석 : 확관방법에 따른 편심도 
복합해석기술 개발 - Laser vs. 신형 탑촉자 정밀도/ 
탐지능 비 교， 3차원적 탐지 능 검증(Laser 대 비 90% 
이상 정확성 보유) 

- 형상변화/철함 동샤측정， 혜석 : 

신형 탑촉자 이용/ 결함/형상변화 동시 폰재 전열관에 
120 

대한 성능검증， 형상/균열 상관관계 해석 성능 확인 
정밀진단 --‘--------------------------- ------------ ------‘----- ---------------‘ -----

기술개발 
- 신형 깨발 탐촉자 생능검중 : 

D-probe 성능검중 - 울진 4, 영광 4, 5호기 가동중 

및 검증 
검사 실제 적용/검증 - 조기발생 끌열과 형상변화 
상관관계 해석/규명， 우수한 성능 입증 

(계속) 
주) 신형탐촉자 기술원리로서 1단계에서 개발된 

P-MRPC 기술 SG ISI 적용(14개호기 17회) 
- 편심확관， dent, 원주균열， bulge, swel1ing, 

seal-extrusion 동 정밀진단/원인규명 성과 거둠 

--------------------------------‘-------------•----- --------------‘-- ------- -- ---- ---

• il옐책적생 복합결함 탐져 기술개발 
- OPR 1000 SG 손상현안인 슬러지 축적 부위의 
복합결함 모사 기술개발 : 균열 ODSCC + 체적성 
IGA 복합결함 정밀제어 제조기술 개발 100 

- 제작 복합결함 이용I 신호특성 해석 : 
원전 실제 복합결합의 존재여부 정밀진단기법I 
상태/위험도 평가자료 생산에 활용 

‘---------- --------------------‘--“ ----------_.‘-------‘ ------ ---------
·복합결함 3종 정밀제어 제조기술 확립 

100 (OD또C+IGA， 확관부 ODSCζ PWSCC)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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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연구목표 

손상 감시기술 

특성평가 

주요 연구개발 실적 

• 균열 생성/성장 분리해석 평가 
- 외면 원주균열 생성 및 성장과정 감시시험 
- 음향방출시점 - 파괴검사 비교분석 : 다중 미소균열 
생성 • 단일균열로 합체 • 단일 균열의 관통 • 
관통균열 성장 ; 단계 분리 해석 가능성 확인 

----------------------------------------••----- ----------- -----------------------
·균열 성장속도 정량화 측정 : 
- 음향방출특성과 균열성장 특성비교 : 
균열생성 • 관통까지의 음향방출빈도/총숫자변화와 
균열증가의 웅력 의존성 상관관계 확인 

- 균열생성 • 관통탐지로부터 균열성장의 평균속도에 
대한 제한적 정량화만이 적용될 수 있음 

-- -------- ---------- - - ------← ←←←←←←←←←드 

달성도 

(%) 

100 

드 듀 듀 • • • ••• • •• --------- ------------- ------ ------------- ----.‘ -- -------

• 균열생성/성장단계 고온고압 모의장치 이용 
전기화학적/음향학적 감시기술 적용성 평가 

- 용액 boiling과 미소 leak 둥 실험환경에 의해 큰 
noise 발생 

- 균열생성 없이도 연속적인 음향방출 신호발생 
- 적용 난이성 확인에 따라 용액 가압화/leak 방지/ 

AE filtering 기 법 추가개 발 필요 

100 

------------------- -------------------------------‘ ----- ----
• 재질/환경변수 결함발생/감시신호 관계 해석 
- 내면 축균열 발생성장 감시시험 : 

확관 전열관I bulge 시편I SCC 유발용액y 잔류응력 
형성조건 

- 음향방출에너지(AE) 검출 및 균열 생성/성장특성 
평가 - 균열밀도에 비례 AE hits 증가 

…-~ 100 
• 결함 생성/성장 - ECT 신호 상관관계 평가 
- 길이 3 mrn 외면 단일 원주균열 생성/성장시 
감시신호 대비 ECf신호의 진폭변화 분석 평가 

- 외면 원주균열의 경우 AE신호는 균열 생성성장을 
탐지하나I 와전류검사의 경우， 깊이 약 50%로 
성장해야만 결함검출이 가능한 특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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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적 달성도 

(%) 

·내경변화 결함에 대한 환경제어 기술평가 
- 관판재료 부식특성평가 : 관판 틈새수화학 몰비α00) 
조절에 따른 관판부식평가 - 동일 MRI 조건에서 

100 불순물농도는 부식속도에 영향 없음 
- MRI 값 증가시 부식속도 최 대 1/1000 감소， 
관판/tube 갈바닉 접촉 • 부식속도 2-6배 증가 

• 형상변햄철함발생'ECI' 신호 상환환계 갱렵 
- 형상/구조요인으로 발생하는 (신규)손상분석으로부터 
고신뢰도 ECf 탐지/평가기술 도출 

100 - FIV-구조요인l 폭발확관 형상변화-원주균열l 수압확관 
형상특이성-신규유형 손상I 전열관 근접에 대한 
고신뢰도 탐지기술 개발 

• 전열관 마모/근접 방지 상부구조물 모텔 Mock-up 
설계/제작 

- OPR 1000 SG의 마모완화I 근접방지용 신개념 
대각선형 반진동구조물 모텔 

100 - Tube 직 경 1/3로 축소 • 1/4“ tube 사용 
손상제어 - ’fSP #8번이상 상부구조물 mock-up 설계 

- 곡관부 직하에 대각선형 지지격자판 적용， batwing 
기술개발 전열관 수평부로 이동， VS/HB보완 

• 결함신호품질 영향평가 및 개선사항 도출 
- 탐촉자 표면마모와 신호품질 영향평가로부터 검사수량 
/길이에 따른 보정표준신호의 기록기준 재설정 요건 

110 도출， 권고 

- 기존 2.54 mm 결함 표준시편을 9.5 mrn 표준시편으로 
교체권고I 시행 동 다수 

• 원인대웅 규제보수가준 도출， 작용요건명가 
- SGTR, OPR 1000 마모/원주균열/근접/ knife-edge 
마모， swelling, seal-extrusion 원인규명 100 

- 검사강화/ 구조개선， 규제/예방보수검사기법I 안전성 
평가I 감시체계 적용요건 평가/ 권고 

• 증기발생기 반진동구조물 마모손상 평가 
- 4아$ 계열 구조물과 전열관 재료조합조건 

- 상온/고온조건 AVS 판재 long-tenn 마모 거동평 가 100 
- 고온조건(-300.C)， 전열관 재질보다 AVS 판재 
마모량이 약 5배 이상 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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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적채산권 출원 · 둥록 

구분 명칭 국명 
출원/ 출원/ 

발명(연구)자 
퉁록일 둥록번호 

열교환기의 전열관상태 한국 05.7.20 6했1) 

검출장치 및그방법 
이덕현 외 3인 

열교환기의 전열관상태 일본 05.9.28 2(XB..281527 

검출장치 및그방법 
이덕현 외 3언 

출원 

발 
열교환기의 전열관상태 미국 05.11.1 11/2.6459η 

검출장치 및그방법 
이덕현 외 3인 

명 
트「등 열교환기의 전열관상태 프랑스 05.11.30 (1; 12127 
허 

검출장치및그방법 
이덕현 외 3인 

열교환기의 전열관상태 한국 05.7.20 κ)899 

검출장치및그방법 06.3.13 1αæ62358 
이덕현 외 3인 

fr=r긍 ;1T 

한국 열교환기 전열관의 형상 04.1.31 κ쟁1 

변화 측정용 와전류 탐촉자 06.4.28 10.æ77525 
최명식 외 3인 

n: 원자력발전소 증기발생기 한국 
200)..()]. -129-

(1;.1228 
로 

τ r=r긍 ;1T 전열관축방향균열관통 
αID56 

최명식 외 8인 
J 

랩 자동판정 프로그램 

3. 원자력 안전생 재고 기여 

국내 가동원전 증기발생기 주요 손상현안에 대한 정밀진단 수행으로부터 도출된 원인규명y 

안전규제/운영관리/검사 강화요건 및 기준 설정 둥의 상세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원 

전의 가동 안전성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함. 

4. 산업 파급효과 및 언프라구축 기 여 

·산업 파급효과 

주요 연구개발 성과들이 발전소 및 산업계에서 적용되어 활용되는 실질적인 기여가 이루 

어 졌으며， 향후 개발기술의 웅용 및 활용 체계화/ 제품 및 기술의 상용화r 기술이전 퉁의 

성과확산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술파급에 대한 지속적인 기여가 기대됨. 

·인프라구축 

주요 개발기술들의 우수성l 적용효과r 활용성을 산학연 관계기관에 널리 홍보하고I 특히 각 

종 정보가 발전소 및 관련 산업계에서 공유되도록 하여 관련 분야 연구 및 기술 전문인력 

간의 교류/ 지식공유 둥의 인프라 구축에 기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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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술이전 질적 

이전기술내용 업체명 방법 기간 

울진 5호기 $ 제작후 잔류 전열관 Bulge 및 
이상신호 수집， 평가 따:r검새 두산중 기술지도 ffi. 1 

고리 2발 $ 또r P-MRPC 기술 적용 - proæ 고리 2발 
기술지도 ffi. 5 제작 제공〉 절차서 제공， 평가법 기술지도 I<I:[\.S 

본과제 도출$ 설계 개선사항- 신고리 3 한수원(쥐 
기술지도 α5.6 4호기에 반영한 내용에 대한 기술평가 두산중 

고리 3호기 16차 151- 관판 하단 균열신호 고리 2발 
기술지도 ffi. 7 정밀진단 I<I:[\.S 

2005 울진 5호기 1주기 가동후 $ 이상신획slud뿜， 울진 3발 
기술지도 ffi. 7 년도 마모)평가 I<I:[\.S 

국내 개벌중인 와전류탐상 자동평가 따::J'- 한수원(쥐 
기술명가 ffi. 8 밀휠 기술에 대한 기술요소 평가 j쥔뻗l텍 

영광 4호기 &;8차 묘 - P-MRPC 기술적용 - 영광 2발 
기술지도 ffi. 9 R야f 제작， 절차서제공l 균열 정밀진단 I<I:[\.S 

울진 2호기 &;13차 151- 관판상부및 내부 울진 1발 
기술지도 (1;.11 균열손상 정밀진단 기술지도 I<I:[\.S 

FCf선형 탐촉자D D/mPk me야I1 Pe'-pr 설d계f도의면 상 제용공화를 ZETEC Irc. 繼쫓l전 (1;.12 윈할간술이전- l면궁) 
영광 3호기 &;9차 151 P-MRPC 기술적용 영광 2발 

기술지도 ~. 2 - probe 제잠/절차서 제공I 평가 기술지도 I<I:[\.S 
영광 6호기 &;3차 151 P-:MRK: 기술적용 영광 3발 

기술지도 ~.3 -Pr야f 제작/절차서 제공l 평가 기술지도 I<I:[\.S 
고리 2호기 &; 20차 151 P-MRPC 기술적용 고리 1발 

기술지도 ~. 3 -Pr하f 제훤결찬서 제공 평가 기술지도 I<I:[\.S 
울진 1호기 &; 14차 151 P-:MRK: 기술적용 울진 1발 

기술지도 ~. 4 -Pr야f 제작/절차서 제공/ 명가 기술지도 m‘6 
본 과제 개발 $전열관 축방향 균열 관통 울진 1발 

기술지도 ~. 4 자동판정 프로그램 적용/검증 - 울진 1호기 I<I:[\.S 
고리 4호기 &; 16차 151 P- MRff: 15 MRK 고리 2발 

기술지도 ~. 4 기술지도 I<I:[\.S 
2m) 울진 5， 6호기 증기발생기 EFDP 주변 특이 울진 3발 

기술지도 ~. 5 년도 신호정밀진단 I<I:[\.S 
&; 전열관 초음파검사 기술개발 관련 전열관 

(쥐카이텍 
기술이전 

~. 6 자연결함 시편제작 제공j출 양개) j쥔킨갇l텍 
I<A때 개발 ECf 신형 탐촉자 D-probe 국내 울진 2발 

기술지도 ~. 6 최초 적용/검증 - 울진 4호기 S，; 6차 H Kll'‘B 
고리2/영핑1/영광4-6호기 $ 또T 결과 검사기관 

기술평가 ~. 8 g혼 re띠ew 수행 KEPRI 
또r 신형탐촉자 D-probe 2차 시제품 제작용 ZEIEC Inc. 해외기술이전 

~. 9 설계도면제공 ~콰 l_(상용화 추진휠 
D-probe 국내 최초 적용/검증결과 기술설명 울진 3발 

기술지도 ~.10 및지도 I<I:[\.S 
영광 5호기 4차 151- 신형 탐촉자 D-prl어f 영광 3발 

기술지도 ~.11 적용/검중 I<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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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 실적 및 계획 

1. 개발기술 성과 활용 질적 

연구생과 주요 활용질적 

연구내용 
제품/ 활용실적 내용 및 목적/용도 및 
기술명 활용기관 활용결과 

기간 

증기발생기 • 초음파검사용 자연결함시편 - 비파괴검사기술 선진화， '05. ~ 
자연결함 

전열관 제작 제공(총 42개)-(주)카이택 신뢰성향상 기술지원 '06. 5 
축/원주 ----‘ .. _- ----------‘- --- ----- ----‘---_- ---------이용기술 
균열 • 와전류 자동명가용 자연결함 - SG tube UT검사 '06. 7-

자연결합 시면 제작 제공(총 247ß)-성대 신뢰성/ 적용성 확인 '07. 6 

균열관통 ·축균열 관통 자동판정 - 축균열 관통 현장 
울진 2 

자동판정 효로그랩 발전소 가동중검사 적용성 명가 
'05. 10 

기술 시범적용/검중 - 관통판정 최소균열길이 
ql - 울진 1, 2호기 (호기당 검증 (신뢰성 검중) 

울진 1 ;>Ç 

- KINS : 타호기 적 용 및 I로그랩 축균열 전열관 각 20개) 
안전생/누설평가 활용 

'06. 3 

• D-probe 시제품 가동중검사 - 확관부， 직 관부， 관판내 울진 4 
신형 실제적용I 성능검증 형상/결합 동시명가， '06. 6 

소사 ECf - 울진 4, 영광 5 (각 40개) 3차원해석 영광 5 '-- 。

탐촉자 - 영광 4 (80개 전열관) - 형상/균열 동시탐지r '06. 11 정밀진단 
기술 

(D-Probe) - KINS (I밍 적용계획수립 3차원해석 성능 확인 영광 4 
및 성능검증결과 분석) - 상용화후 적용계획 '07. 1 

- 신기술 P-MRPC의 
·정밀진단 신기술 ECf 기술검증 - 손상유발 

147ß P-MRPC 검사 적용， 검증 一 형상변화 탐지 
호기 

P-MRPC P-MRPC probe 제 작제 공， - OPR 1000 편심확관l 
검사절차서 제공r 신호평가I dent, 원주균열， pro-

'02. 11-해석 - 국내 14개호기 17회 trusion, 기 타 원전 
'06. 4 적용검증 (bulge, seal-extrusion, 

swelling 동) 

- OPR 1000 마모완화/ 
전열관 근접방지 위한 

모델 증기발생기 .OPR 1000 증기발생기 상부 구조취약 해석 
공개 신형 반진동구조물 개선사항 도출 - 신형 AVS 모델 개발 

상부구조물 - 두산중공업 - 제작 최적화 요건 반영 
' 06 

- APR 1400 (신고리 3,4 
소상 설계변경 개선사항 반영 

제어기술 - 탐촉자 표면마모와 
• 보정표준신호 기록기준 요건 신호품질 영향평가 

결함신호 
도출 - KINS, 검사기관 - 보정시면 신호품질평가 

품질개선 - 표준신호 기록기준 '06. 5 
• 보정표준시편 교채 권고 재설정 권고 

- KINS, 한수원 - 보정표준시면 교체권고 
시 행 (2.54 • 2.5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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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 고유 혁신기술 활용계획 

고유 혁신기술 생과 활용채획 

연구내용 
추진현황/ 기술/제품 활용용도 및 계획 
활용시기 

• 성능검증 완료 및 상용화 KAERI - Zetec(미) 

- 국내 OPR 1000, WH F 전호기 대상 기술협력 진행중 

실제 적용， 성능검증 완료 계획 명가효로그랩 개발 

- Zetec Eddynet-suite 탑재용 3차원해석 '09 완료 예정 
명가 효로그랩 개발 완료 계획 상용화 : '09-’10 

- Probe HjW, 명가 SjW 상용제품화 예정 
손상 --- --- “---------- --------------- ------ --------------------------

정밀진단 
와전류탐상 

·증기발생기 제작 및 가동전검사 적용 
신고리 1, 2호기 

신형 탐촉자 가동전검사(PSI) 
기술 향후 제작되는 증기발생기의 제작 

D-Probe 
단계 에서 의 baseline data 확보 및 활용 

적용 추진 검토중 

(KINS) : '08이후 
---‘--- ---------- ------------------------ ---------- ----------- ---------------
·신기술 국내외 적용 확대 검토 KAERI - Zetec, 

D-probe의 국내 시범 적용으로 우수한 WH, Navy 공동 

성능이 검증됨 에 따라， 기폰 MRPC 기술검토 추진예정 

probe의 D-probe 대체 가농성 기술검토 (’08) 

증기발생기 
- 구조개선언자 - 열수력 및 FN 해석 

연구용 
신형 3차 중장기계획 

- APR 1때O 후속， OPR 1000 교체용 및 
상부구조물 포함/ 요소기술개발 

대용량 경수로 SG Prototype 설계 
(대각선형 '07 - ’11 

손상제어 
Eggcrate) 

검증용 

기술 - 신형 증기발생기 원천기술 확보 

고품질 
- 손상 원인대웅 'know-why base' 규제/ 

신기술 개발/ 웅용 

손상제어 
관리보수/검사 강화요건 기준자료 생산/ 

으로 실질적 기여 

상세기술 
활용 

요소도출 
- SG 설계/제작개선 상세자료 생산I 활용 

전열관 
- 손상 정밀진단 신기술 개발/검중용 자체연구. 학/연/산 자연결함 자연결함시면 
- 검사 신기술 성능검증 및 적용성 평가용 상시 기술지원 이용기술 ~ 
- NDT 기량검증 및 신뢰성향상 연구용 ’07. 6 이후 계속 

단위집합체 

- 155 -



채 6 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 과학기술정보 

• Guidelines for PWR Steam Generator Tubing Specifications and Repair, Volume 2, Revision 

1 : Guidelines for Procurement of Alloy 690 Steam Generator Tubing, EPRI, Palo Alto, 

CA:1999. Report TR-016743-V2R1 

• Pressurized Water Reactor Steam Generator Examination Guidelines : Revision 6, 

Requirements, EPRI , Palo Alto, CA: 2002. 1003138 

• Proceedings : 21st Steam Generator NDE Workshop, Berkeley, CA , 2002 

• Proceedings : Joint EC-IAEA Technical Meeting on Improvements in In-Service Inspection 

Effectiveness, Petten, N etherlands. 2002 

• Proceedings : Fontevraud 5, France , 2002 

Proceedings : 11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nvironmental Degradation of Materials in 

NucJear Power Systems, Stevenson, W A , 2003 

• Proceedings : 22nd Steam Generator NDE Workshop. Hilton Head. SC, 2003 

• Proceedings : 23rd Steam Generator NDE Workshop, Chicago, IL. 2004 

Proceedings : International Conference on Water Chemistry of NucJear Power Systems, San 

Francisco, CA. 2004 

• Proceedings : 24th Steam Generator NDE Workshop, San Diego. CA , 2005 

Proceedings : 2005 Zetec NDE Technical Symposium, Daejeon‘ 2005 

• Proceedin용s : 6th Zetec SG Inspection Technology Symposium, Seattle. W A. 2005 

• Proceedings : ANDE 2005, Jeju Island. 2005 

Proceedings : 12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n"vironmental Degradation of Materials in 

NucJear Power Systems, Salt Lake City , UT , 2005 

Proceedings : EPRI MRP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WSCC of Alloy 600, Santa Ana 

Pueblo, NM. 2005 

• Proceedings : 16th International Corrosion Congress, Beijing, 2006 

• Proceedings : Fontevraud 6, France , 2006 

• Proceedings : 2006 Zetec NDE Technical Symposium, Daejeon. 2006 

• Proceedings : International Conference on Water Chemistry of NucJear Power Systems, Jeju 

Island. 2006 

• Proceedings : ICG-EAC Annual Meeting, 1999~2007 

• Proceedings : Westinghouse and Brooks Steam Generator Workshop. Meza , AZ, 2007 

- 156 -



제 7 장 참고 문헌 

[1] 한정호 외 23명， “구조재 손상 정밀진단/감시 및 제어기술개발” 최종연구보고서/ 

KAERIjRR-2당2j2004， 과학기 술부， 2005. 

[2] Asada, "Recent I-Probe Experience," 2005 Zetec NDE Technical 5ymposium, 대 전， 2005. 

[3] J. 5íegel, "Recent X-Probe Experienc특" 2005 Zetec NDE Technical 5ymposíum, 대 전， 2005. 

[4] NUREGjCR-6345, 5team Generator Tube Failures, 1996. 

[5] 5. Beehner et al, "Catawba Unít 2 EOC 13 & Vo힘le U띠t 1 EOC 12 Tube 5heet Indications 

in Inconel 600TT Tubing," EPRI 14th SG NDE Workshop, 2005. 

[6] Pressurized Water Reactor SG Inspection G띠de파les : Rev.6, Appendix H, EPRI, 2002. 

[꺼 최명식 외， “열교환기 전열관의 형상변화 측정용 와전류 탐촉자，” 대한민국 발명특허 

둥록변호 577525, 한국원자력 연구소， 2006. 

[8] 이덕현 외I “열교환기의 전열관 상태 검출장치 및 그 방법/’ 대한민국 발명특허 

퉁록번호 562358, 한국원자력 연구소， 2006. 

[9] Molar Ratio Control Guidelínes Committee, PWR Molar Ratio Control Application 

Guidelínes, EPRI Report TR-104811-V1, EPRI, 1995. 

[1이 N. J. Fisher, A. B. αorv and M. K. Weckwerth, Journal of Pressure Vessel 

Technology Vol. 117, p. 312, 1995. 

[11] 1. M. Hutchings, Tribology, p. 77, (1992) 

[12] R. Holm, Elecσic Contacts, Almqvist and Wiksdls, 5tockholm, 1946. 

[13] J. Archard, Journal of Applied Physics, Vol. 23, p. 18, 1952. 

[14] P. L. Ko, Journal of Pressure Vessel Technology, Vol. 101, p. 125, 1979. 

[15] J. T. Burwell and C. D. 닮ang， Journal of Applied Physics, Vol. 23, p. 18, 1952. 

[16] H. J. Connors, Nuclear Technology Vol. 55, p.311, 1981. 

[17] H. Kim et al., Journal of Alloy and Compounds, Vol. 351, p. 309, 2003. 

[18] P. C. G떠lagher， Metallur밍cal Transactions, Vol. 1, p. 2429, 1970. 

[19] Young-Ho Lee et al., Wear, Vol. 250, p. 718, 2001. 

[2이 E. Rabínowicz, Friction and wear of materíals, John Wiley, 1995. 

[21] X. Y. Wang and D. Y. Li, Wear, Vol. 255, p. 836, 2003. 

[22] J. Jiang, F. H. 5to야 and M. M 5tack, Wear, Vol. 256, p. 973, 2004. 

157 -


	표 제 지 
	제 출 문
	요 약 문
	목 차
	제 1 장 연구개발 과제의 개요
	제 1 절 연구개발의 필요성
	제 2 절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제 1 절 국내 기술개발 현황
	제 2 절 해외 연구개발 현황

	제 3 장 연구개발 수행 내용 및 결과
	제 1 절 자연결함 이용기술개발
	제 2 절 정밀진단 기술개발 및 검증
	제 3 절 손상 감시기술 특성평가
	제 4 절 손상제어 기술개발

	제 4 장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및 기여도
	제 5 장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 실적 및 계획
	제 6 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 과학기술정보
	제 7 장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