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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문

. 제목

원전재료/기기 신뢰성 검증사업

.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한국형 원전 재료 기기 종합 신뢰성 검증 체계 구축

    원자력 재료/기기의 신뢰성 보장을 위해서는 실규모급의 시험 설비를 통한 검증 시험이 필

수이나, 국내 시험 설비의 부재로 한국형 원전 설계/건설/운영에 국가 고유의 독자적 기술 

확보가 미흡한 실정이다. 대규모 원전 모형 시험설비는 복합/융합적인 시험을 수행하여 원

전의 신뢰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원전기반설비로서 민간기업 투자가 부적절하고 정부

의 인프라 지원 필요하다.

 원전 수출 경쟁력 확보

    향후 원전 수출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취

약한 재료·기기의 중대규모 원전 안전성 종합 검증시험의 국내 고유 기술체계 구축이 필요

하다.  한국형 표준 원전 수출을 위한 한국형 재료/기기 규격에 대한 표준 코드 및 지침서

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

.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원전재료/기기 신뢰성 종합 검증 시험 시설 구축

    - 원전 2차계통 환경 실증 시험 설비 구축

설계개념 정립 및 설계요건 구축

개념설계 검토 및 보완

    - 원전 배관부식 실증 시험 시설 구축

실증시험장치 개념 설계

장치제작 기술요건 시방서 및 제작공정 검토

Test section 설계

상사법칙을 이용한 시험시설 설계

    - 원전 재료/기기 실증 시험 및 검증 기술 개발

실험 선정 및 실험방법 보완

온도에 따른 배관재의 FAC 모사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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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결과 해석 및 신뢰성평가

배관 실증 시험 및 평가 절차서 개발

산소주입기술 자료 확보

정밀측정 장치 외 다수 부품 구매완료

  배관재료 신뢰성 검증 측정 및 제어 기술 개발

    - 배관 부식 손상 감시 및 진단 기술 개발

주요인자 민감도 분석 및 측정기술 개발

비파괴 감시기술 - SH파 waveguide 기법 타당성 실험 및 검토

On-line ES(Equipotential Switching) DCPD 기술 분석

    - 유체진동 배관 파동 응답 측정 및 신호처리 기술 개발

두께에 따른 배관 진동파 특성 분석

진동파와 배관 두께의 관련성 연구

FEM 해석을 통한 배관 특성 분석

배관 파동 응답 특성 분석용 신호처리 기술 개발

  원전계통 안전 해석 코드 개발

    - 원전 계통 안전 해석 모델 개발

유체 및 배관 3D 모델링

FEM 유동해석을 통한 배관 파동 특성 분석

    - 한국형 원전 가동 조건 FAC 평가 코드 개발

배관감육 예측 코드 기초 모델 문헌조사

감육예측 방법 불확실성 개선사항 검토

. 연구개발결과

 

 1. 원전 재료.기기 신뢰성 종합 검증 시험 시설 구축

원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시험 조건에서 2차계통 배관에 대한 실증시험을 수행하는 경우 시

험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종합검증 시험시설의 Test Section은 다목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효율

적이다. 배관의 FAC를 일으키는 환경을 평가하기 위하여, 전기화학적 특성을 연속 감시하는 측

정장치를 설치한다. 이러한 측정장치는 유속에 따라 측정값이 변할 수 있어 고온고압에서의 유속

측정 장치를 달아 밸브로 유속을 조절한다. FAC 시험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일부 시험배관에 유

체에 Turbulence를 일으키는 Dummy Sensor를 설치한다. 그리고 대체 개량 배관재료에 대한 시험

과 구경 변화에 대한 시험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배관 시편은 시험 중 또는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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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비파괴와 파괴적인 방법으로 검사한다. 또한 두께변화가 매우 적을 경우에 대비하여 미량의 

무게 변화를 측정할 수 있도록 소형시편을 Autoclave에서 회전하여 병행 시험을 할 수 있게 한다. 

원전 2차계통 환경 실증 시험 설비 구축을 위해 고정밀 수질 측정 및 제어 기술을 개발하였고 

원전 가동 수화학 환경 모사 기술을 개발하여 설계에 반영하였다. 배관 부식 시험 시설 설계요건

을 개발하였다.  배관 및 부품 실증 시험 평가 절차서를 개발하였으며 실험 변수인 산소/pH/온도/

유속/형상 인자 실증을 위한 기초실험을 수행하였다.

 유속, 용존산소, pH, 온도를 정밀하게 조절할 수 있는 전기화학적 특성 시험장치를 설계하였

다. 시험 Loop 배관은 AISI 316L Stainless Steel로 제작하며, 시험온도는 150-270 로 하지만 안전

성을 고려하여 300 에서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가동 압력은 최대 1,000 psi로 하였고, 

pH는 7.0-10.5 범위의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산소농도는 1-100 ppb 범위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유속은 최대 10 m/s까지 조절 가능하도록 하였다. 구매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외자구매 

품목을 2011년도에 우선적으로 구매하였으며, Test Section을 국내에서 제작하였다. 2012년도 상

반기에는 내자구매 품목을 구매하여 시험장치를 제작, 완료할 예정이다.

 2차계통의 일정 부위에서 미량의 산소를 주입하면,  배관 표면에서의 전위를 높이게 되어, 표

면에 Magnetite (Fe3O4) 대신 Hematite (Fe2O3)를 형성하여 FAC에 대한 저항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 때 원전 주요 기기인 증기발생기를 고온 부식이나 응력부식균열로부터 보호하

기 위하여, Deaerator 후단의 산소주입 위치에서와  증기발생기 전단 위치에서의 산소 농도를 정

밀하게 감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전기화학적 전위 (ECP)를 연속적으로 감시하는 방법이 추

천되고 시험되고 있다. 2차계통 배관재질인 SA106 Gr.B를 사용하여 pH 7, 8, 9, 10, 150 , O2 조

건에서 FAC 기초시험을 수행하였다.

   

  2. 배관재료 신뢰성 검증 측정 및 제어 기술 개발

고온 초음파 측정 시에 발생하는 다양한 오차의 원인을 분석하였고 고온초음파 두께 측정기술

의 국내외 현황을 분석하였다. Shear horizontal (SH) 진동모드를 적용한 strip waveguide 방식의 고

온초음파 두께 측정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 SH waveguide 시제품을 제작하고 shear mode 초음파 

탐촉자를 사용하여 실제 신호를 취득하였다. 

배관에 두께감소가 일어나는 경우, 이러한 손상 부위의 양쪽을 단자로 하여 DC 전류를 통과시

키면 손상부위에 의하여 저항이 증가하게 되어 Potential Drop (PD)이 생긴다. 이러한 Potential의 

변화를 정밀하게 측정하면 손상정도를 연속적으로 또는 시험 수행 후 측정할 수 있다. 이러한 

DC 전류를 Loop System에서 가하는 경우, 측정부위의 범위를 벗어난 부분에서 DC 전류가 일부 

흐르게 되며, 이러한 경우 System에 설치된 측정기기의 측정값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S 

(Equipotential Switching) DCPD 방법을 적용하면, DCPD로 측정하는 부위 옆에서 반대 방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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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전류를 가하여, 특정 위치에서 전위가 같게 조절하여 System에 흐르는 전류를 없앨 수 있다. 

그러나 장기간 FAC 시험을 하더라도 PD의 변화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어, 측정 한도에 대한 점검 

및 고려가 필요하다.

배관표면의 탄성영역 굽힘파는 배관의 두께변화에 따라 전파속도가 달라짐을 이론적으로 고찰

하였다. 그리고 진동에 의한 굽힘파동의 응답 속도변화를 측정하여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배관의 

두께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비정상 상태 신호처리 방법을 개발하였으며, 실험적으로 그 적용 가

능성을 검증하였다.

  3. 원전 계통 안전해석 코드 개발

배관의 진동 파동응답 특성 및 내부 유체 유동에 의한 배관감육과의 상관관계를 시뮬레이션하

기 위하여 엘보우 형태 배관에 대하여 3차원 유한요소 모델링 및 예비해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

과 배관의 두께 변화에 따라 진동 굽힘파의 에너지 전파속도가 달라짐을 확인하였으며, 엘보우 

전후단의 압력차이 및 내부 용접부위의 존재여부가 배관의 감육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 배관 재료에 발생하는 FAC 기구에 대한 해석과 FAC 모델링 방법에 대해 분석하였고 현

재 국내외 원전에서 배관의 FAC 평가에 활용되고 있는 전산 코드 현황을 조사하였다. 국내에서

는 주로 미국에서 개발된 CHECWORKS FAC 관리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한 배

관의 FAC 평가 과정과 활용 분야에 대해 조사하였다. 국내 원전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FAC 평가 코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원전의 신뢰성/경제성 향상

- 원전 재료·기기의 설계, 인허가, 건설에서부터 운영 및 수명관리까지 종합적인 기술검증 체계

를 구축함으로써 원전의 신뢰성/경제성 향상

- 원전 주요 부품 (원자로 압력용기 및 증기발생기, 2차계통 배관) 성능 검증시험을 통한 안전

현안의 예측/방지/개선 및 관리 기술 확보 

- 원전 핵심 재료·기기에 대한 국제 기술표준화 선도를 통한 한국형 원전의 국제 기술 경쟁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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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 Project Title 

  

   Integrity Evaluation Project for Nuclear Materials and Components 

II. Objectives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Development of Materials and Components Integrity Evaluation Systems for Korean NPPs

    It is essential to have a evaluation mock system for integrity verification of operating nuclear 

power plants. There is no material evaluation facility in Korea with operating conditions. It is 

needed to develop a large scale materials and components integrity evaluation mock system for 

a design,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Korean nuclear power plants. 

 

 Improvement of nuclear technology in materials design, construction, and operation

    Korea had a chance to export nuclear power plant to other country. In order to keep a 

competitive power in the nuclear industries, it is important to set up a materials and components 

integrity evaluation system. Standard or code of materials and component design and operation  

is also essential for keeping the initiative in the nuclear industries.

 

III.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1. Development of Materials and Components Integrity Evaluation Systems

    - Development of mock up for secondary system on NPPs

    - Technology development of water chemistry measurement and control

    - Technology development of realization of operating water chemistry

    - Design concept of the test section for a main test loop to evaluate the integrity

    - Design concept for pipe corrosion test facility

    - Test technology for finding weak point of pipe corrosion 

    - Design of the simulated test loop to measure electrochemical properties

    - Development of test procedure for pipe corro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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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2/pH/temperature/flow rate/geometry factor simulation test

    - Required condition development for integrity evaluation of new pipe materials

    - Effect validation of chemical additives on pipe corrosion

  2. Measurement and control technology development for pipe integrity 

    - Development of high temperature ultrasonic thickness measurement technique

    - Review on ES DCPD technology

    - Development of the pipe vibration wave speed measurement and the signal processing 

technique

    - Development of the wave energy speed measurement technique due to the pipe vibration 

  3. Development of safety analysis code for pipelines in NPPs

    - 3D modeling on fluid in pipeline.

    - Flow characterization in pipe using FEM analysis

    - Review on FAC evaluation models

    - Study on improvement of FAC evaluation code

IV. Results of the Project

1. Development of materials and components integrity evaluation systems

It takes a long period of time under simulated conditions close to the conditions of nuclear power 

plants (NPPs), to have flow accelerated corrosion (FAC) tests for the piping in their secondary system. 

Therefore, it will be efficient to design the multipurpose test section. A device to monitor 

electrochemical properties continuously is installed to evaluate environmental conditions for FAC of the 

piping. The flow velocity of the loop is controlled by a valve under high temperature and high pressure 

conditions, since the measured electrochemical value is influenced by the flow velocity. Dummy 

sensors are installed to accelerate the FAC by making turbulence of the flow. It is designed to test the 

piping with different diameters and of alternative modified materials, at the same time. The specimens 

are checked during or after each test by destructive and non-destructive methods. And small rotating 

specimens will be tested in an autoclave to measure the very small amount of weight change, when the 

thickness change is not significant.

A test loop has been designed to check electrochemical properties and it can control flow velocity, 

dissolved oxygen, pH and temperature of the coolant. The piping material of the loop is AISI 316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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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inless steel and it will be tested in the range of 150-270 and designed to 300 for the safety of 

the system. Its maximum pressure is 1,000 psi and can be operated in the range of pH 7.0-10.5 and 

dissolved oxygen 1-100 ppb. The flow velocity can be controlled up to 10 m/s. Some major items have 

been purchased  and a test section has been manufactured in 2011. Other items will be prepared and 

the test loop will be made by the first half of 2012.

If small amount of oxygen is injected at some locations in the secondary system of NPPs, the 

electrochemical potential on the surface of the piping is raised and it is reported that the resistance to 

FAC increases by forming of hematite instead of magnetite on the surface of the piping. The oxygen 

level should be monitored carefully at the location of oxygen injection after a deaerator and at the 

location before a steam generator, in order to protect the steam generator which is one of major 

components of NPPs, from the high temperature corrosion or stress corrosion cracking. It is reported 

that the electrochemical on-line monitor is recommended and tested to check this oxygen level. 

Corrosion tests of SA 106 Gr. B performed using static autoclave system at the condition of pH 7, 8, 

9, 10, 150 , O2.

2. Development of measurement and control technology for piping integrity

Various sources of error occurred in high temperature thickness measurement were reviewed. In 

order to develop a high temperature thickness measurement technique, a proto-type shear horizontal 

waveguide was designed and fabricated. The ultrasonic signals with shear mode piezoelectric ultrasonic 

transducers showed enough SN ratio. This technique will be applied to an actual FAC mockup after 

experiment with various high temperatures conditions.

If the thickness of the piping decreases by FAC, the potential drop (PD) can be detected due to the 

increase of resistance of the piping, when DC passes between two points at the both sides of the 

defect. This PD can monitor the thickness change during or after the test. When this DC is applied on 

the test system, some DC can be detected at the locations out of the DC applied zone. Then it can 

influence the electrochemical value of sensors of the system. ES (Equipotential Switching) DCPD 

method can make the system not to flow DC out of DC applied zone, by applying DC with the 

opposite direction in another zone near the original zone. However, the detection limit of ES DCPD is 

needed to be checked, since this PD seems to be very small even after a long period of test.

A non-stationary signal processing technique has been developed by using the group delay of the 

pipe vibration responses between two different points, and verified to be useful for monitoring the pipe 

thinning phenomena on a on-line basis, experiment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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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evelopment of safety evaluation code for pipelines in NPPs

The three dimensional finite element model of an elbow type piping has been constructed for 

simulating the vibration surface wave propagation and observing the correlation between the internal 

flow characteristics and the pipe thinning. As results, it is confirmed that the vibration wave energy 

speed decreases as the pipe wall thickness decreases, and found that the differential pressure between 

the upstream and the downstream  of the elbow and the existence of the welding seam are the 

noticeable parameters related to the pipe thinning

The basic mechanisms and models on FAC phenomena was studied for pipe materials and FAC 

estimation programs was reviewed which was used in nuclear power plants. CHECWORKS program 

was mostly used for FAC management including Korea, it is reviewed on the FAC evaluation process 

and the applications of this code. The improvement method was considered to use the FAC evaluation 

program with effective and easy usage for domestic NPPs.

V. Proposal for Applications

 - Improvement of reliability and economical efficiency of operating nuclear components by setting 

up technology validation system of materials and components integrity evaluation systems.

 - Setting up prediction/prevention/improvement and management technology for reactor, steam 

generator, and secondary pipes of nuclear power plant by doing performance validation test. 

 - Raise of technology competitiveness by technology standardization of nuclear materials and 

compon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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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제 1 절 연구개발의 목적

  한국 고유의 재료, 기기 신뢰성 검증 체계 구축을 통한 60년 운전 수명 및 수출원전 운영 정

비기술 확보하고 원전 2차계통 부식 관리기술을 향후 7년 안에 선진국수준으로 향상시키고, 10년

내에 세계기술 표준을 선도하는 것을 사업의 목적으로 한다. 

제 2 절 연구개발의 필요성

  원자력 재료/기기의 신뢰성 보장을 위해서는 실규모급의 시험 설비를 통한 검증 시험이 필수

이나, 국내 시험 설비의 부재로 한국형 원전 설계/건설/운영에 국가 고유의 독자적 기술 확보가 

미흡하다. 이에 한국형 원전 재료 기기 종합 신뢰성 검증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대규모 원전 모형 시험설비는 복합/융합적인 시험을 수행하여 원전의 신뢰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원전기반설비로서 민간기업 투자가 부적절하고 정부의 인프라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

다.

  또한 향후 원전 수출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취약한 재료·기기의 중대규모 원전 안전성 종합 검증시험의 국내 고유 기술체계 구축이 필요하

다. 한국형 표준 원전 수출을 위한 한국형 재료/기기 규격에 대한 표준 코드 및 지침서 작성을 통

해 원전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제 3 절 연구개발의 범위 및 내용

FAC 신뢰성 시험 설비 제작

   PWR 2차측에서 발생되는 FAC 현상은 정확한 예측과 정기적인 감시가 필요한 재료 열화 

기구이다. FAC 시험 시설의 구축은 FAC 예측 프로그램의 정확성을 높이고, 기존 예측 코드에서 

간과되었던 FAC 영향인자들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FAC 시험 시설은 원전 배

관 운전 조건 모사, 수화학 조건에 따른 FAC 시험 및 평가, 개량 배관 재료의 FAC 저항 특성 평

가, 배관 두께 정밀 측정용 비과괴 검사 방법 평가를 주요 목표로 한다.

본 사업의 범위 중 FAC 신뢰성 시험 설비를 제작하는 업무에서는 다음 항목과 같이 FAC에 영

향을 미치는 주요인자들을 독립적으로 제어 할 수 있도록 시험설비를 제작하는 것이 연구개발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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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이다. (배관내 유량, 배관내 유체 온도, 배관내 유체 압력, 배관내 유체의 산소농도, 배관내 pH)

수화학적 환경인자 영향 시험평가 전략

   pH, 온도 등 수화학적 환경인자는 FAC에 큰 영향을 준다. FAC 시험을 위해서는 시험 용액

의 연속적인 수질 조절과 유속이 필요하지만 상당한 실험 준비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기존에 이미 구축되어 있는 Static 압력 용기를 이용한 단순한 부식 시험과 소규모의 Loop 

시험장치를 이용하여 다양한 조건의 기초실험을 병행해서 수행한다.

  FAC 모델 개발

     FAC를 예측하고 관리하기 위한 전산코드로 CHECWORKS를 국내에서 도입해 사용하고 

있으며 이외에 COMSY(WATHEC) 등이 있다. 이러한 전산 코드에 적용된 이론들은 몇 가지 주요 

인자들을 조합하여 실제 측정된 값들과 비슷해지도록 근사하는 경험식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그

러나 이러한 경험식은 원전 가동 조건이 바뀌게 되면 이를 반영하기 위한 조정 인자를 재계산해

서 이를 검증하는 단계가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정확한 예측을 위해서 방대한 자료가 요구되고 

FAC의 직접적인 요인이 불분명해질 수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미시적 관점에서 

FAC 발생 기구를 설명할 수 있는 기본적인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배관의 특정 위치에

서의 FAC 발생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FAC 해석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감육 감시 실시간 측정 기술

    - 비파괴 진단/감시 : UT, 진동, DCPD

    - 전기화학적 신호 검출

  원전 배관 FAC 시험 평가 항목

    - 수화학 조건 : 부위별 산소농도, pH, 온도, 화학첨가제 농도영향 평가

    - 배관 형상 효과 시험 : 배관 크기, 구조, 재질 영향 평가

    - 유체 영향 평가 : 유속, 기포분율, 열분포 영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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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제 1 절 국내 기술개발 현황 

  국내에서는 아직 원전 기기 재료에 대한 대규모 실증 시험시설이 없으며 본 사업에서 수행 

예정인 FAC/증기발생기 재료부식 관련 국내 연구 현황은 다음과 같다.

 산업계 동향 :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에서는 가압중수로 피더관의 감육에 따른 잔여수명 평가용 전산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FAC 현상의 물질전달계수를 구하여 피더관 부위별 감육 속도를 평가하

는 수준이다.

   - 고온고압 고유속 환경 하에서 탄소강 부식 특성을 전기화학적으로 규명하고 있다.

   - 소석고 실험과 CFX 유체해석 코드를 이용하여 피더관 타입 및 형상에 따른 부위별 감육 

속도를 측정하였으며, 회전원통전극을 이용하여 고온, 고압, 고유속 환경 하에서 탄소강의 부식 

특성을 전기화학적으로 규명하여, 가압중수로 피더관 잔여수명 평가용 전산 프로그램으로 WFMP

를 개발하였다. 

학계 동향 :

   -감육 두께 측정 신뢰도 향상을 위해 광역 감시 기술로 서울대에서 개발한 등전위교번식직

류전위차법(Equipotential Switching Direct Current Potential Drop, ES-DCPD)을 이용하여 FAC에 의

한 탄소강 배관의 감육을 진단 및 감시하기 위한 현장 시험적용 연구가 2008년부터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에서 수행되고 있다.

   -서울대학교 핵재료연구실은 원전 2차측의 배관 시스템의 정밀모사를 위해서 다양한 형상

의 배관에 대한 두께 검사를 위한 DRYTEL(dry test loop)과 FAC와 관련된 중요 수화학 변수를 조

절하여 FAC를 단기간 내에 발생 및 제어하는 SFASL(SNU FAC accelerated simulation loop)을 개

발하여, ES-DCPD를 이용한 online FAC 배관감육 감시법을 검증한 바 있다. 

연구계 동향 :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2002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증기발생기 슬러지 저감기술 개발

을 목적으로, 슬러지 생성원인인 배관재질의 FAC 반응 기구를 살펴보고 슬러지 생성의 주원인인 

배관재질 침식-부식(또는 FAC)에 미치는 유속, 오리피스 거리, 재질특성, pH의 영향을 평가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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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유동가속부식 규제현황 및 평가 보고서에서는 국내원전 사업자인 

(주)한국수력원자력은 미국의 EPRI에서 개발한 탄소강배관 감육관리 지침 및 CHECWORKSTM 

전산프로그램에 기초하여 탄소강 배관 감육관리를 수행해 오고 있으나, 보다 효과적인 관리를 위

해서는 두께측정 신뢰도 향상 등의 조치가 필요함을 지적한 바 있다.

   - 국내 SG 실증 연구 현황:

   실험실적 소규모의 재료부식 연구는 수행중이나 대규모 SG 실증설비를 구축한 곳이 없다.  

제 2 절 국외 기술개발 현황 

주요 원전 수출국: 국가 차원의 원자력 설비시험 거대 인프라 확보

  - 실규모급 원전 재료⦁기기 검증 시험을 원자력 신뢰성 확보를 위한 핵심 기술로서 인식하

고, 국가 차원의 원자력 설비시험 거대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다. (미, ANL/ORNL 등) 

  - 독일, 프랑스, 일본 등도 주요 연구기관에서 대단위 구조부품에 대한 파괴, 피로, 진동 특성

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MPA(독), CEA(프), JRC(이), CRIEPI(일) 등)

국외 주요 민간 원전 산업체: 원전 신뢰성 검증에 적극 투자 

  - 실규모 신뢰성 평가/검증을 위한 연구개발에 활발한 투자를 수행하고 있다.(Westinghouse 

Model Boiler System(미), CEA's AJAX MB)

FAC 실증 연구 현황:

  - 미국: EPRI-CHECWORKS 코드 상용화, NSAC-202L-R2 지침서 발간

  - 프랑스: EDF-CIROCO 실증시험 장치 구축, CIRERO 코드개발

  - 캐나다: B&W FAC 실증 시험시설 구축

  - 독일: AREVA-BENSON test facility, COMSY 코드개발

  - 일본: CRIEPI-PRINTEMPS, 감육예측 코드 개발 중

SG 실증 연구 현황:

  - 미국: ANL에서 모델증기발생기로 2차측 부식 거동연구 수행중이다.

  - 프랑스(CEA), 일본(CRIEPI)등에서 증기발생기 Mock up 이용 재료건전성 연구를 수행중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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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제 1절 원전 재료.기기 신뢰성 종합 검증 시험 시설 구축

1. 원전 2차계통 환경 실증 시험 설비 구축

가. 개요

 유체가속부식, 즉 FAC(Flow Accelerated Corrosion)는 탄소강이나 저합금강 표면의 산화 보호 

피막이 흐르는 유체의 작용을 받게 되면 구성 성분이 유체와 반응하여 이온으로 용출되어 보호 

산화막이 점차로 얇아지게 되어 부식저항성이 감소되는데 이러한 금속의 부식현상이 정체된 유

체 속에 있을 때 보다 증가하게 되는 현상을 일컫는다. 산화막이 녹는 용해율과 산화막이 생성되

는 금속의 부식률이 같아지는 정상상태가 되면 일정한 부식률이 유지되게 되어 모재(bare metal)

의 감육이 지속되어 마침내 배관의 파손이 일어나게 된다.

PWR 2차측에서 발생되는 FAC 현상은 발생 기구와 주요 인자들의 영향도 등에 대한 연구는 

많이 수행되어 정확한 예측과 정기적인 감시가 필요한 열화 기구이다. 향후 FAC 관련 실험 장비

의 구축은 FAC 예측 프로그램의 정확성을 높이고, 기존 예측 프로그램에서 간과되었던 배관 부

위의 FAC 영향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FAC 평가 설비 구축의 목적은 다음과 같

다. 

- 원전 배관 운전 조건 모사

- 수화학 조건에 따른 FAC 시험 및 평가

- 개량 배관 FAC 저항 특성 평가

- 배관 두께 정밀 측정용 비파괴 검사법 평가

- 기타 배관 관리 및 평가 신기술

FAC 실증 시험 설비의 세부 구성은 다음과 같다.

수화학 측정 및 제어시스템

수화학제어시스템은 FAC 실증시험설비에 필요한 시험용액 제조 및 수질제어와 정화를 위한 

장치로써 다음에 열거하는 기기 및 계통들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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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출, 보충 및 정화계통(Letdown, Makeup, and Purification System : LMP)

- 용액 저장 용기(Solution Storage Tank : SST)

- 농도 제어 계통(Concentration Control System :TSC)

- 시료채취계통(Test Loop Sampling System : TLS)

- 용액 주입 펌프(Solution Charging Pump: SCP)

- 열교환기(Condenser)

- 수화학 계측제어계통(Waterchemisry Instrumentation and Controls: WIC)

- 전기계통(Electrical System)

FAC 시험 Loop

원전 배관 및 밸브 등 주요 기기 재료의 유체가속 시험을 위한 장치로 다음에 열거하는 기기 

및 계통들로 구성된다.

- 가압기(Pressurizer)

- 순환펌프(Recirculation Pump : RP)

- 순환배관 계통(Recirculation Piping System: RPS)

- 주가열 시스템 (Main Heating System : MHS)

- 열교환 시스템 (Heat Exchange System : HES)

- FAC 시험 모듈(FAC Test Section : FTS)

- 감육 계측 계통(Thinning Monitoring System : TMS)

- 유로 제어 시스템(Flow Line Control System : FLC)

- 시료채취계통(Test Loop Sampling System : TLS)

시험 장치 지지구조물 및 기타 유지관리 부속설비

향후 단계적으로 추가 시험장치가 설치될 수 있는 공간과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나. 수화학 측정 및 제어 기술 개발

  (1) 계통 상세 기능 및 설계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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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 실증 시험장치의 수화학 제어는 취출, 보충 및 정화계통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 계통은 재

생열교환기, 비재생열교환기, 여과기, 탈염기, 탈기탱크, 화학재 첨가탱크 및 주입펌프와 보충펌

프로 구성된다. Test section의 수화학 조건을 유지하기위해 설비에는 순수공급, 공정수 정화, 기체 

탈기/포화, 화합물 주입, 계측제어, 전원공급 등이 포함된다. 취출, 보충 및 정화계통은 가압경수

로의 2차 냉각계통 시험분위기를 맞추도록 설계하며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 가압경수로 2차계통 수화학 분위기에서 배관 및 관련 기기의 FAC 시험을 위한 다중성, 다양

성을 지닌 시험용액 보충기능을 제공하여 FAC 시험 계통의 재고량을 유지

 - 30분 이내에 FAC 시험 Loop를 채울 수 있는 충분한 시험용액을 공급

 - FAC 시험장치의 정상운전 동안 FAC Loop 체적제어를 위해 자동취출 기능 보유

 - 탈염기 유입 용액 온도를 탈염기 설계조건으로 강하

 - 시험용액을 기술지침서 요구값으로 정화하고 이온화 화학물질이나 입자 농도를 제어한다.

 - 탈기 및 화학제 첨가와 시료채취 기능을 수행한다.

 - 취출, 보충 및 정화계통의 과압보호기능을 수행한다.

  고순도(18.3 MΩ)의 공정수를 공급하기 위해 초순수 제조 장치를 설치하고 공정수의 용존산

소를 탈기하고 수소를 포화하기 위해 탈기저장조와 포화저장조를 설치한다.  저장조에서의 수위

조절은 저장조내 공정수의 순도를 유지하기위해 저장조 외부에 근접 센서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한다. 공정수의 용존수소 농도는 수소가스 유량과 탑내 압력에 의해 결정된다. 고압 충전 펌프를 

이용하여 저장조의 공정수를 test section에 계속 주입하고 test section에서 나온 공정수를 역압력 

조정기를 거쳐 여과기와 이온교환기를 통과해 탈기 저장조로 재순환되거나 배수되도록 하였다. 

계통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한다.

  원전 2차계통 냉각수 조건을 모사할 수 있도록 공정수의 주요 화합물 성분은 에탄올아민

(Ethanolamine), 암모니아, 하이드라진, 용존산소, 용존수소와 철의 화합물 들이다. 화합물 용액은 

저압 정량펌프를 이용하여 탈기저장조로 공급된다. 공정수는 열교환기를 거치면서 1차 가열되고 

예열기 (preheater)를 거쳐 예열된 후 고온 test section에 들어간다.  약품 저장조의 에탄올아민, 암

모니아와 하이드라진 용액은 용존산소를 탈기하여 제거한 다음 고압주입 충전펌프를 이용하여 

저유량으로 test section에 주입될 수 있도록 한다. 

  Test section을 나온 고온, 고압의 공정수는 예열기를 거쳐 1차 냉각되고 응축기에 의해 실온

으로 냉각된 다음 이온교환기를 거쳐 정화된다. 정화된 공정수는 탈기저장조에 들어가 재사용되

거나 계통 외로 배출될 수 있도록 하였다. 장치의 수위, 온도와 압력, 용존 수소/산소 농도, pH 등

을 측정하기 위해 센서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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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

SpeciesECP

Fig. 3.1.1.1. 수화학 제어 관련 주요 요소

  (2) FAC에 미치는 수화학 영향 인자 평가

가동 중인 원전에서 재료 및 유체 역학적 인자를 변경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며 이에 반해 수

화학적 제어를 통한 원전 가동 조건의 개선은 저비용으로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pH 제어-대체 

아민, 용존수소, 하이드라진 최적화 등 수화학적 인자에 대한 정밀 평가 연구가 필요하다. 대체 

아민으로 Ammonia, Morpholine, ETA, 5-amp 등이 있으며 하이드라진 적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

은 사항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 CHECWORKS 의 DB 검증 필요: 하이드라진 150 ppb이상에서는 농도 증가할수록 FAC가 감

소한다는 가정하에 감육속도 계산함. 

- 하이드라진 주입 위치: 하이드라진을 가능한 증기발생기에 근접 주입

- 하이드라진 농도 측정: feedtrain, main steam line, steam generator blowdown line, MSR drain 

line. (SG 교체 시 반복 측정 필요)

FAC는 하이드라진(hydrazine), 산화환원전위(다른 환원제가 있을 경우), pH, 용존수소량, 용존산

소량, 불순물 농도, 온도에 영향을 받는다.

(가) pH : 7 11 ± 0.05

pH 11 이하에서는 pH가 증가함에 따라 magnetite 용해도가 감소하고 이에 따라 FAC rate도 감

소하게 된다. pH가 9.0에서 9.5로 증가하면 FAC 속도는 3배 정도 감소한다. 

(나) 용존산소 : ± 1 ppb

산소가 존재하는 경우 탄소강 배관의 철 산화물이 magnetite에서 용해도가 낮은 hematite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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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되어 FAC 속도가 감소하게 된다. 용존산소의 농도가 1 ppb에서 200 ppb로 증가할 경우, 순수에

서의 탄소강 FAC는 2배 정도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온도가 50 280 일 때 용존산

소량이 1 ppb에서 200 ppb로 증가할 경우 순수한 물에서 탄소강의 FAC 속도는 2배 정도 감소한

다. 순수한 물이나 염기성 물에서 철이 철이온으로 바뀔 때 소량의 산소가 필요하다. 유동 내의 

철이온 농도가 높을수록 부식 속도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다) 하이드라진 : 500 ppb

히드라진은 급수 및 복수계통에 첨가되는 환원제로 용존산소를 제거하고 환원성 분위기를 유

지시키는 역할을 한다. 0 150 ppb의 하이드라진이 있는 경우 하이드라진이 증가할수록 산화환원

전위가 감소하게 되고 마그네타이트의 용해를 증가시킨다. 따라서 FAC 속도가 증가한다. 150 

ppb 이상의 하이드라진이 있을 경우 산화환원전위가 너무 낮아 구동력이 감소하여 FAC 속도가 

감소한다.

하이드라진의 존재에 따른 산화환원전위의 변화에 따라 마그네타이트의 용해도가 변화하여 

FAC에 영향을 미친다. 급수계통이나 증기발생기 내에서 잔여 용존 산소를 제거하고 환원성 분위

기를 만들며, 생성된 암모이아에 의한 pH 조절용으로 하이드라진이 사용된다. 대개 20 ppb 정도

의 하이드라진이 사용되는데, 최근의 추세는 원전 증기발생기 내의 용존 산소 제거를 위해 200 

ppb 정도를 사용하고 있고, 특히 일본에서는 500 ppb 이상의 하이드라진이 사용되고 있다. 

(라) 용존수소

순수한 물에서 수소의 영향은 수소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마그네타이트의 용해도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FAC 속도도 증가하게 된다.

(마) 철이온 농도

FAC 과정이 물질 전달에 영향을 받을 경우 수중에서의 철이온 농도의 변화에 따라 FAC 속도

가 변하게 된다.

(바) 금속 불순물

일반적으로 금속 불순물은 FAC 속도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지만 용액 속의 구리

(Cu), 니켈(Ni), 몰리브데늄(Mo), 납(Pb) 이온은 FAC 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구리 이온이 존재

할 경우 산화막의 기공을 감소시켜 FAC 속도가 줄어든다. 니켈이나 몰리브데늄도 같은 작용을 

통하여 FAC 속도를 감소시킨다.

  

다. 원전 배관부식 실증 시험 시설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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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배관 부식 시험 시설 설계 및 요건 기술 개발

Fig. 3.1.1.2는 FAC 실증설비의 safety logic diagram이다. 이 diagram에 맞게 각 부품이 운전되도

록 제어장치를 제작한다. 탈기 저장조와 포화 저장조의 수위가 설정치 이하로 낮아지면 충전펌프

가 정지하도록 한다. 가열기의 과열로 온도가 이상 증가할 경우 가열기의 전원이 차단되도록 하

고 압력이 이상증가 할 경우 충전펌프를 정지하도록 한다.

FAC 실증설비의 온도, 압력, 용존수소 농도, 용존산소 농도 와 pH, 부식전위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기록하기 위해 data acqusition system을 설치하여 실시간 데이터를 모니터링하고 기

록한다. 

재료연구동 내 설비의 장치와 기기들의 효율적 공간배치를 위해 3D 설계를 수행한다.

Input

Level

LowTemp.

High Pump Recirc. Off

LowPress.

High Pump Charging Off

Low

Warning

Signal Action
Always Heater Off

Pump Charging Off

Warning

Cooling
Low Pump Recirc. Off

Pump

Temp
Pump Recirc. Off

Outlet

Inlet

High

Fig. 3.1.1.2. Safety logic diagram.

  (2) 수화학 설계 및 요건 기술 개발

  (가) 공정수 사양

순수제조장치를 이용하여 실증설비에 초순수를 공급하고 약품첨가 장치에서 ETA, 하이드라진

과 분산제 등의 약품을 실증설비에 공급한다. 공정수중의 용존산소를 저농도로 조절하여 산소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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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법 실험이 가능하도록 한다. 설비배관은 스테인리스 강을 사용하고 철산화물 등의 부식생성물

의 정화처리장치를 설치한다. 공정수의 수화학 사양은 Table 3.1.1.1과 같다.

Table 3.1.1.1. 공정수 수화학 사양

변수 단위 수치 비고

pH 5 - 10.0

Ethanolamine ppm 0 - 20

암모니아 ppm < 10

질산 ppm < 10

하이드라진 ppb < 150

분산제 ppb

용존산소 ppb < 10

용존수소 ppb < 150

철 ppb

전도도 uS/cm

1) 탈염수공급

  시험설비는 공정수로 탈염수를 사용하며 그 탈염수는 한원연의 탈염수 공급계통으로부

터 공급받는다. 공급되는 탈염수의 수질은 다음과 같다.

- PH : 5.5 - 6.5

- 전도도 : 5 microMho/cm 미만

- 탁도 : 1 NTU 미만

- Fe : 0.5 ppm 미만

- Cu : 0.1 ppm 미만

- + : 0.2 ppm 미만 

- SO4
--

: 0.2 ppm 미만

  탈염수 공급배관에 순수제조장치를 설치하여 계통에 순수를 공급한다. 공급유량은 

FAC 시험설비의 inventory를 고려한다.

2) 공정수 정화

  공정수 중의 부식생성물의 정화용으로 이온교환기와 여과기를 설치한다. 공정수 정화

에 사용되는 이온교환수지는 혼상이온교환수지와 양이온교환수지로 한다.

   (나) 기체 탈기 및 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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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수중의 용존산소를 탈기하기 위한 탈기저장조를 설치한다. 공정수중의 용존산소와 용존수

소를 원하는 농도로 조절하기위한 포화저장조를 설치한다. 산소처리법 실험이 가능하도록 용존

산소 농도는 5 ppb 이하로 정밀 조절이 가능할 것

1) 탈기용 기체

  공정수중 용존산소 탈기용 기체는 순도 99.999%의 알곤을 사용한다.

  (다) 화학약품

공정수의 pH를 조절하기 위해 ETA를 계통에 공급한다. 공정수중의 용존산소를 제거하고 환원

분위기용으로 하이드라진을 사용한다.

1) 에탄올아민(Ethanolamine)

  pH 조절제로 에탄올아민을 사용하고 최대농도는 10 ppm 이다. 

2) 하이드라진(Hydrazine)

  용존산소 제거용으로 하이드라진을 사용한다. 하이드라진 사용 시 분해 반감기를 고려

해야 하며 유전자 변이물질로 주의가 필요하다.

3) 분산제

  분산제로 폴리아크릴릭산을 사용할 수 있다.

  (라) 측정분석

공정수의 수화학의 감시측정 항목은 pH, ETA 농도, 하이드라진 농도, 전도도, 용존산소 농도, 

용존수소 농도, 철산화물 농도, 부식전위(Electrochemical Potential) 등이다. 측정방법은 On-line 분

석과 시료채취 분석으로 나눈다. 공정수의 pH를 측정하고 제어하는 기능을 갖는다.

1) 전도도

  공정수의 순도를 측정하기 위해 on-line 전도도계를 설치한다. 

2). 용존산소/용존수소

  용존수소 농도 측정기와 용존산소 농도 측정기의 측정위치를 고려한다.

3) 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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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수의 부식전위를 측정하기위해 전극을 설치하고 On-line 고온측정을 한다. 측정전

극은 Ag/AgCl 전극, YSZ 전극, 백금 전극, SUS 전극, A600 전극, 탄소강 전극 등이다.

4). 시료채취

  시료채취 지점이며, 채취장소에는 직접적인 환기 시설을 설치되어야 한다.

  (마) 장치

모든 장치, 기기는 공정수와 접촉하는 재질이 내약품성을 가져야 한다. 시험부를 제외한 계통

에서 유체와 접촉하는 배관 및 모든 부품들은 탄소강을 가능한 사용하지 않고 스테인리스 합금강 

사용한다. 시험부를 나온 공정수는 온도, 압력을 충분히 낮추어야 한다.

1) 탈기 저장조외 포화 저장조

  Fig. 3.1.1.3에 보는 바와 같이 설비에는 두 개의 저장조가 있다. 용존산소 제거용 탈기 

저장 수소가스 포화 저장조이며 재질은 스테인리스이다. 탈기와 포화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적절한 높이를 가져야 한다.  탑에 공급되는 가스 공급관에는 역류방지 벽을 설치하

여 역류를 방지한다. 첫 번째 탈기탑에 알곤가스를 공급하여 용존산소를 탈기하고 두 번

째 포화탑에 수소발생기에서 나온 수소가스를 통과시켜 포화시킨다. 각각의 저장조에는 

자동 수위조절 장치와 상하한 수위에 도달했을 때 경보와 전체 시스템 안전을 위한 긴급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2) 약품 저장조

약품용액을 저장하는 데는 티타늄 재질의 저장조를 사용하고 저장조에 약품을 보충할 수 

있도록 깔때기를 설치하고 저장조 내 약품용액의 용존산소를 탈기하기 위해 탈기기를 저

장조 내에 설치한다. 저장조 설계에서 고려해야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저장조에 순수공급 배관

- 배수배관 

- 하이드라진, ETA,  알곤가스의 화학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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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3. FAC Loop 시험장치 개념도

  (바) 기기

1) 순수제조기

탈염수를 순수제조 장치에 통과시켜 초순수(18.3 MΩ)를 설비에 공급한다. 순수제조 장치

에는 유기물과 무기물 등의 정화용으로 cartridge가 포함된다.

2) 수소발생기

수소가스 사용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물을 전기분해하여 수소를 발생시키는 수소발생

기를 사용할 수 있다. 수소 순도 99.9999%.

3) Mass flow controller

용존산소 제거용 탈기탑과 수소가스 포화탑에서의 유량을 일정하게 조절하기위해 mass 

flow controller를 설치한다.

4) 고압 충전펌프

  고압 충전 펌프에 의해 설비에 고압으로 저장조의 용액을 공급한다. 유량조절이 가능해

야 한다.

5) 약품주입 고압펌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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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액을 장치에 주입하는 데는 고압정량 (HPLC) 펌프를 사용한다. 저장조에서 약품주입 

펌프로 연결되는 관에는 필터를 설치하여 미세입자에 의한 충전펌프 오동작을 방지한다.

6) 약품주입 저압펌프

  약품저장조의 용액을 장치에 주입하는 데는 저압정량 펌프를 사용한다.

7) 역압력 조정기

  충전 펌프가 시스템에 용액을 계속 공급해 주므로 닫혀 있는 시스템인 경우 내부 압력

이 계속 상승하게 된다. 따라서 원하는 압력을 조절하기 위한 역압력 조정기를 설치하여

야 한다. 피스톤이 내부에 장착된 형태의 역압력 조정기는 용액 내의 입자들에 매우 민감

하므로 반드시 조정기 앞단에 필터를 설치한다. 필터 앞단에는 열교환기를 설치하여 충

분히 냉각이 되도록 한다. 

  (사) 분석기기

1) pH 측정기

     상온에서 pH를 측정하고 pH 분해능은 0.1 이하여야 한다.

2) 용존 수소/산소 분석기

  시험 루프 공정수에서의 용존 수소와 산소의 농도를 측정하기 위해 용존 수소/산소 분

석기를 설치한다. 

3) 전도도계

  루프장치 공정수의 전도도를 측정하기위해 사용한다. 

4) 고온전극

  부식전위(EC, Electrochemical potential)를 측정하기위해 아래의 고온전극을 설치한다.

Ag/AgCl 전극

Platinum 전극

Carbon steel 전극

SUS 전극

A600 전극

YSZ 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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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종합검증 Test Section 설계방안 도출

  

수화학적 변수, 온도, 유속, 압력 등 원전의 운전조건을 실증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제작하는  

FAC (Flow Accelerated Corrosion)에 관한 종합검증 시험시설과 연계하여 Test Section을 설계한다.  

Fig. 3.1.1.4는 FAC 측정을 하기 위한 다목적 Test Section의 개략도이다. 주 Loop 배관의 구경은 

2.5인치 (추후 변경 가능)이고, 전기화학적 특성을 연속 감시하기 위하여 측정 장치를 설치한다. 

이러한 측정 장치는 유속에 따라 측정값이 변할 수 있어 고온고압에서의 유속측정 장치를 달아 

밸브로 유속을 조절한다. FAC 시험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일부 시험배관에 유체에 Turbulence를 

일으키는 Dummy Sensor를 설치한다. 대체 개량 배관재료에 대한 시험과 구경 변화에 대한 시험

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또한 두께변화가 매우 적을 경우에 대비하여 미량의 무

게 변화를 측정할 수 있도록 소형시편을 Autoclave에서 회전하여 시험할 수 있게 한다.

Fig. 3.1.1.4.  Schematic drawing of multipurpose test section for FAC.

실증시험의 경우 각각의 시험이 장기간 (수개월 이상) 소요되는 것을 감안할 때, Test     

Section은 다목적으로  시험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한 가지 시험시 여러 형태의 시  

험 자료를 동시에 얻을 수 있도록 한다.

수화학적 변수가 FAC에 미치는 영향을 연속적으로 감시하고, 이러한 변수를 조절하여    

FAC를 억제하기 위하여, 전기화학적 특성을 측정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한다.

시험 도중 또는 시험 완료 후, 시험 배관의 두께 변화 측정 초음파 검사를 수행한다.

시험 도중 또는 시험 완료 후, 시험 배관의 두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하여 진동에 의한 검사

를 병행하여 수행한다.

시험 완료 후 시험 배관에 대하여 OM, SEM과 EDX 등 파괴 검사를 수행하여, 초음파 및 진

동에 의한 비파괴 검사 결과와 비교 평가한다.

Test Section은 매 시험 후 쉽게 분리하여 파괴 시험도 할 수 있도록 Flange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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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파괴 방법에 의하여 시험기간 동안에 두께변화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배관에  

Dummy Sensor를 설치하여 와류를 발생하게 함으로써 FAC를 가속화시킨다. 

대구경 배관재나 대체 개량 배관재에 대한 시험을 동시에 시험할 수 있도록 한다.

장기간의 실증시험에도 두께의 변화가 적을 경우에 대비하여, 소형 배관재 시편을        

 Autoclave에 넣어 회전하여 시험 후 미량의 무게 변화를 측정한다.

2. 원전 재료.재료 실증 시험 및 검증 기술 개발

 

   가. 연구시험 배경

  

원전의 운전 조건/상태에 따라 2차측 탄소강 배관의 Flow Accelerated Corrosion(FAC)의 발생 정

도가 다르게 나타나는데, Fig. 3.1.2.1에서 보여 주는 바와 같이, FAC가 온도는 120 180 부위에

서 심하게 일어나고, 산소농도가 5 ppb 이하이거나 탄소강의 전위가 -0.3 V 이하일 때 잘 발생되

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배관의 형상에 따라 유체의 Mass Transfer Coefficient에도 영향을 받

는다[1]. 그러나 대부분의 원전에서 증기발생기를 고온부식과 응력부식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

여, 2차계통 배관에서 산소농도를 대부분 5 ppb 이하로 유지하기 때문에 이러한 FAC 문제가 배

관에서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산소농도와 pH 등 수화학적 

요인의 변화를 주기 위한 시도가 보고되고 있다[2, 3]. 또한 FAC 발생 환경을 연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탄소강 배관의 전기화학적 전위의 경우, 유속, pH, 산소농도, 온도, 배관 재료에 따라 다

르게 되므로, 이러한 상태에 따라 변화되는 전위 값에 대하여 실증시험을 수행하여, 운전 조건/상

태에 따라 정밀하게 전위 기준값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시험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Fig 3.1.2.1.  

High FAC risk zone indicated by 

major paramete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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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산소주입 및 수화학적 변수에 의한 FAC 저감에 대한 기술현황

Fig. 3.1.2.2는 일본 Tsuruga-2 PWR 원전의 2차측 배관에서 FAC가 발생하여 냉각재가 유출된 

부위를 보여주고 있다[2]. 저압 열교환기 전단, Deaerator 후단과 고압 열교환기 후단에서 냉각재

가 유출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터빈 후단을 포함하여 여러 부위에서 배관을 부분적으로 많이 교

체하였다. 이러한 FAC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2005년 7월 Tsuruga 2호기에서 High All Volatile 

Treatment(High AVT)를 2차계통에서 새롭게 적용하였다. Fig. 3.1.2.3에서와 같이 2차계통에 Cu를 

함유하는 기기나 부품이 없을 때, pH 9.3의 Low AVT에서 pH 9.8의 High AVT를 적용하는 경우, 

저합금강 배관의 FAC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2차계통의 일정 부

위에서 미량의 산소를 주입하면, Fig. 3.1.2.4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배관 표면에서의 전위를 높

이게 되어, 표면에 Magnetite (Fe3O4) 대신 Hematite (Fe2O3)를 형성하여 FAC에 대한 저항성이 증가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 W. Sugino 등은 Fig. 3.1.2.5에서 FAC 시험 Loop를 이용하여 FAC를 

측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배관 표면의 전위를 측정하였다[2, 3]. 탄소강 배관재를 시편으로 하여 

pH 9.2, N2H4 100 ppb, 온도 180 , 유속 5 m/s에서 용존산소(DO)를 변수로 하여 시험하였다. 용존

산소를 2 ppb 이상으로 유지하는 경우 FAC 발생률을 반으로 크게 줄일 수 있었으며, 전위는 DO

가 2 ppb일 경우, 이와 같은 시험 조건에서 -0.15 V 부근이었다. Fig. 3.1.2.6은 FAC를 줄이기 위해

서 산소주입을 적용하는 기술의 개념을 보여주고 있다[2]. Deaerator 후단에서 산소를 미량 주입하

여, DO를 4 ppb 정도로 증가시키고 고압 열교환기 내에서 DO를 2 ppb 이상으로 유지시킨다. 이

를 통해 배관에서의 FAC를 줄이고, 고압 열교환기를 통과하면서  N2H4와의 반응에 의하여 DO가 

2 ppb 이하로 낮아져서, 증기발생기 내부로는 DO가 증가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 때 원전 주

요 기기인 증기발생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Deaerator 후단의 산소주입 위치에서와  증기발생기 전

단 위치에서의 산소 농도를 정밀하게 감시하여야 한다.

미량의 산소를 주입한 후, 산소주입 위치에서 또는 고압 열교환기를 통과한 후 증기발생기 전

단에서, DO를 측정하기 위하여 Sampling Line을 이용하여 DO를 산소분석장치로 분석하는 경우, 

원전의 구조상 상당한 거리의 관을 통과하여야 하므로, 관 표면에서 N2H4와 DO의 가속반응으로 

인하여 DO가 줄어들어서 실제 DO의 미량 변화를 측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4]. 따

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Fig. 3.1.2.7에서와 같이 전기화학적 전위(ECP)를 연속적으

로 감시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경우 감시 장치는 DO의 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측정하고

자 하는 배관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Sampling Line과 병렬 형태로 설치하도록 하고, DO가 배관

과 접촉하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유속을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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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2.2.  FAC of carbon steel piping in secondary system of Tsuruga-2[2].

 

Fig. 3.1.2.3.  High AVT chemistry in Tsuruga-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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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2.4.  Concept of oxygenated water chemistry for PWR[2].

 

Fig. 3.1.2.5.  Behaviors of ECP and FAC as a function of DO concentratio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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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2.6.  Oxygen level of oxygenated water chemistry for PWR[2].

   

Fig. 3.1.2.7.  Installation of ECP device (from M. Ullberg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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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전기화학적 시험장치 설계 및 일부 부품구매

유속, 용존산소, pH, 온도를 정밀하게 조절할 수 있는 시험장치를 Fig. 3.1.2.8과 같이 설계하였

다. 시험 Loop 배관은 AISI 316L Stainless Steel로 제작하며, 시험온도는 150 270 로 하지만 안

전성을 고려하여 300 에서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가동 압력은 최대 1,000 psi로 하였고, 

pH는 7.0-10.5 범위의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DO는 0.1 100 ppb 범위로 조절할 수 있도

록 하였다. 유속은 최대 10 m/s까지 조절 가능하도록 하였다. 증류수를 공급받아서 Mixing Tank에

서 pH를 조절하고 Column 1에서 Ar 가스로 Purging하여 DO를 탈기하고, Column 2에서 H2/O2 혼

합 가스로 DO를 정밀 조절한다. 이러한 시험 용액은 Preheater를 거쳐서 Test Section으로 보내진

다. 고온에서 고유속으로 조절하기 위하여 고온용 고유속 Manepump를 사용하고, 유속을 정밀하

게 측정하기 위하여 고온용 유량측정기를 설치한다. Fig. 3.1.2.9는 전기화학적 특성을 측정하기 

위한 Test Section을 보여주고 있다. Reference Electrode는 KCl 농도 0.01N 이하의 Ag/AgCl 

Electrode를 사용하고 Working Electorde는 탄소강 시편과 304 Stainless Steel시편을 동시에 사용한

다. Cu/CuO YSG Reference Electrode는 시간에 따른 안전성은 우수하나 180 이하에서는 사용하

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전기화학적 특성 시험장치는 Table 3.1.2.1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구매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외자구매 품목을 2011년도에 우선적으로 구매하였으며, Test Section을 국내에서 제작하였다. 

2012년도 상반기에는 Table 3.1.2에서와 같이 내자구매 품목을 구매하여 시험장치를 제작 완료할 

예정이다.

  

Fig. 3.1.2.8.  Schematic diagram of electrochemical test loop for F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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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2.9.  Schematic drawing of test section to monitor electrochemical               

properties

Table 3.1.2.1.  전기화학적 특성 시험장치 구매 및 제작 (연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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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산소/pH/온도/유속/형상 인자 실증시험

(1) 연구배경

1986년 미국 Surry-2 원전의 고압 복수관 파단에 의한 작업자 사망사고가 발생하였다. 그 후 계

속해서 전 세계 많은 원전에서 이러한 배관파열 사고들이 보고되고 있다. 이것은 배관의 감육현

상 때문에 발생하는데 주로 침식-부식(erosion-corrosion) 또는 유체가속부식(flow accelerated 

corrosion, FAC)에 기인한다. 원전의 배관재질로 사용되는 탄소강과 저합금강은 계통수화학 환경

에서 부식을 일으키며 주로 FAC 현상을 보이고 있다. FAC 현상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발생

하게 된다. 배관 재질인 탄소강이나 저합금강 표면의 산화 보호 피막이 흐르는 유체 속으로 용해

되어 산화막이 점점 얇아지게 된다. 따라서 재질의 부식 억제 능력이 감소되어 금속의 부식률이 

유체가 정지되어 있을 때 보다 증가하게 된다. 산화막이 녹는 용해율과 산화막이 생성되는 금속

의 부식률이 같아지는 정상상태 (steady state)가 되어 일정한 부식률이 유지된다. 그 결과 모재

(bare metal)의 감육이 지속되어 마침내 배관의 파열을 초래하며 인명뿐만 아니라 막대한 경제적

인 손실을 입게 된다. FAC에 영향을 주는 인자들로는 유속, 건도, 기하학적 형상, 수화학 조건, 재

질성분, 온도 등이 있으며 수화학 조건에서는 배관재질의 산화피막 안정성과 용해도에 영향을 미

치는 pH, 용조산소 농도, 불순물 농도가 주요 인자들이다. 원전에서 FAC가 원인이 되어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영향력이 매우 크다. 따라서 세계 각국, 미국의 EPRI, 프랑스 EDF, 캐나다, 

일본등, 에서 탄소강과 여러 가지 첨가물 농도 영향평가, 관련 코드 개발등을 통하여 FAC를 사전

에 예측하여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원자력연구원 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들에서도 FAC 시험들을 수행하고 있다.

본 실험에서는 실 규모의 FAC 실증시험장치를 구축하기 위한 전 단계로 원전 배관 재질을 사

용하여 여러 가지 수화학 환경에서 FAC 기초예비 시험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실규모 시험을 하

기 전에 소규모 시험설비를 사용하여 대규모 시험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시험이나 빠른 시간에 여

러 가지 수화학 인자들에 의한 예비시험을 수행하기 위해 소규모 실증 루프를 설계하고 제작하였

다.

(2) 실험방법 

FAC 시험을 위한 예비시험으로 우선 유속이 없는 상태에서 원전 배관재질을 사용하여 static 

autoclave에서 부식시험을 수행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재료는 SA106 Gr.B 재료로 Table 3.1.3.1에 

화학적 조성을 나타내었다. 탄소강 시편 재료는 압력관을 사용하였다. 압력관 시편을 6등분하여 

길이 방향으로 절단한 후 밀링 가공하여 2 mm 두께 판으로 가공하였다. 이판을 사용하여 시편 



- 25 -

모형와이어를 가공하고 시편홀더에 시편을 걸기 위해 2mm 지름을 가진 구멍을 시편 한쪽에 가

공한 후 1.5mm로 연삭 가공하였다. 시편의 자세한 모양과 규격은 Fig. 3.1.3.1에 나타내었다. 시편

은 800, 1200 SiC paper로 연마한 후 아세톤에서 초음파 세척, 건조 후 전자저울을 사용하여 초기 

무게를 측정하였다. 시편과 시편 홀더와의 갈바닉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SS 와이어를 열수축 테

프론 튜브로 싸서 열처리한 후 시편걸이를 만들어 시편을 시편홀더에 장착하였다. 부식시험에 사

용된 시험용액의 수화학 조건은 Table 3.1.3.2와 같다. 증류수를 사용하여 25 ppb 하이드라진 

(hydrazine, N2H4) 용액을 만든 후 국내 원전에서 pH 조절제로 사용되고 있는 에탄올아민 (ethanol 

amine, ETA)으로 시험용액의 pH를 7, 8, 9, 10으로 조절하였다. 제조된 용액을 2 autoclave에 넣

은 후 고순도 99.999 % 질소를 사용하여 분당 2.5 속도로 3시간 탈기한 후 150 까지 올렸다. 

시험기간은 우선 짧은 기간인 13일, 30일 간격으로 시험 후 그 결과를 평가한 후 시험기간을 연

장하기로 하였다. 

Alloy Mo Ni P Si Cr Fe S Mn C Al Cu Nb V

SA106 

Gr. B
0.15 0.4 0.035 0.1 0.4 bal. 0.035

0.29

/1.06
0.3 - 0.4 - 0.08

Table 3.1.3.1.  Chemical compositions of SA106 Gr.B (wt %) 

Fig. 3.1.3.1. Schemetics of the specimen.

Table 3.1.3.2.  Water chemistry conditions of corrosion tests.

Material Chemistry Temp. Time

SA106 Gr. B

ETA pH 

150
13d

30d

N2H4 25/0ppb

O2 (N2)/8ppm

pH 7, 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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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결과 및 고찰 

  원전 배관재료 FAC 기초시험 및 소규모 실증루프 제작

    Fig. 3.1.3.2는 실험이 끝난 후 시편홀더에 걸린 시편의 모습과 시험용기 내부를 보인 것이

다. 이 시편은 pH 7, 탈기 안 된 용액에서 13일 시험한 탄소강 시편이다. 시편은 심하게 부식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시험용기 내부는 부식생성물들이 떨어져서 쌓여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시편이 걸린 상태로 시편홀더를 오븐에 넣어서 100 에서 24시간 건조하였다. 건조한 후 시편들

의 무게를 0.1 mg까지 1차 측정한 후 시편들의 사진을 촬영하였다. 다음에 시편들을 아세톤 용액

에 넣어서 5 분간 초음파 세척하여 비고착성 산화물(nonadherent oxide)을 제거하였다. 이 시편들

을 데시케이트에 넣고 24 시간 건조한 후 2차 무게를 측정하였다. 시험시편 일부는 마운팅하여 

SEM/EDS 기기를 사용하여 산화막 검사를 수행하였다. 

  Fig. 3.1.3.3에서 그림 (a)는 가공한 시편의 모습이며 (b)는 연마한 후 모습을 나타낸다. pH 7, 

탈기를 하지 않은 용액에서 시험한 시편은 부식이 많이 된 모습을 Fig. 3.1.3.4 (a) 에서 보이고 있

다. 1차 무게 감소는 23.7 mg 정도였으며 산소가 탄소강의 부식에 큰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부식에 참여한 산소와의 반응으로 시편의 무게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나 이 경우에

는 부식이 너무 심하여 시편 표면의 부식생성물들이 Fig. 3.1.3.2 (b)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시험용기

의 내부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Fig. 3.1.3.4 (b) 시편은 pH 8, 탈기된 용액에서 시험한 결과인데 시

편 표면에 부식산화물의 흔적으로 보이는 얼룩점들이 있으며 (c) 시편은 pH 9, 탈기된 용액에서 

시험한 시편인데 표면이 검은색 산화막으로 덮여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d) 시편은 pH 10, 탈

기된 용액에서 시험한 결과인데 시편의 모습이 시험하기 전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시편 

아래의 약간 부식된 부분은 시편을 꺼낼 때 시험 용액이 제거되지 않아서 시편처리 과정에서 부

식된 것이다. Fig. 3.1.3.4 (b), (c) 시편의 표면들은 검은색 고착성 산화물로 덮여 있다. 침지시험이 

끝난 후 초음파 세척을 통하여 비부착성 산화물은 제거가 되었으므로 이들은 부착성 산화물들이

다. Fig. 3.1.3.4 (d) 시편에서는 부착성 산화물이 보이지 않았다. 1차 무게감소 결과 산소가 있는 

pH 7 용액에서 시험한 시편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편들의 무게 감소는 처음 무게와 0.2 0.3 mg 

밖에 나지 않았다. 탈기된 시험용액의 pH에 따른 무게감소 변화는 30일 침지 시험으로 정확히 알 

수 없었다. 따라서 시험 기간이 증가되어야 부식에 의한 무게 변화를 측정할 수 있을 것 같다.  

 

    Fig. 3.1.3.5는 pH 7 용액에서 13일 동안 침지시험이 끝난 후 시편을 마운팅한 후 SEM/EDS

로 산화막을 분석한 것이다. 표면 산화막의 두께가 불균일하며 두께가 얇은 곳에서 모재의 부식

이 계속 될 것이라 생각된다. Fig. 3.1.3.6은 pH 8, 탈기된 용액에서 시험한 시편의 산화막 모습인

데 산화막의 두께가 균일하며 표면에 산소 피크가 높게 나타났다. Fig. 3.1.3.7은 pH 9, 탈기된 용

액에서 시험한 시편의 산화막 모습인데 표면의 보호 산화막의 두께가 균일하며 표면에 산소 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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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피크가 pH 8에서 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Fig. 3.1.3.8은 pH 10, 탈기된 용액에서 시험한 시편의 

표면 산화막 모습인데 산화막의 두께가 균일하며 표면 가까이서 산소 성분 피크가 높게 나타났

다. 탈기된 용액에서 시험한 시편들은 표면 보호 산화막이 균일하였으며 pH가 증가할수록 표면 

가까이에 산화막이 분포하였다. 

   실규모 FAC 실증시험장치로 쉽게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시험인자들에 대한 빠른 시험을 하

기위해 소규모 실증장치를 설계/제작하였다 (Fig. 3.2.3.9). pH/conductivity, DO meter, Pump 등 주

요기기들은 직접 구매를 하였으며 외부 제작업체에서 기기들을 연결하는 루프시스템을 제작하였

다. 이 실증장치를 사용하여 DO, pH, 온도, 유속 등의 변화에 따른 배관재질의 FAC 모의시험을 

할 예정이다.   

(4) 요약 및 결론

    Static autoclave를 사용하여 pH, 산소 등 수화학 인자들에 대한 탄소강 SA 106 Gr. B의 부

식시험을 수행하였다. 산소가 포화된 시험용액에서 탄소강의 부식이 가장 심하였으며 탈기된 용

액에서는 pH가 증가함에 따라 무게감소 변화는 없었다. 이것은 시험기간이 30일 정도로 짧았으

며 시험 시편의 크기가 작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시험한 시편의 산화막 검사에서 탈기를 하지 

않은 용액에서 시험한 경우에는 산화막의 두께가 불균일하였으며 넓게 나타났다. 탈기가 된 용액

에서 시험한 시편들의 표면 산화막들은 균일하였으며 용액의 pH가 증가할수록 산소 성분의 피크

가 표면으로 이동하였다. 대규모 시험설비에서 경제적, 시간적인 어려움이 있는 수화학 환경시험

을 위하여 소규모 FAC 실증장치를 설계/제작하였다. 이 시험설비를 이용하여 여러 가지 수화학 

인자들에 대한 시험을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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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Fig. 3.1.3.2.   Specimen(a) and interior of autoclave(b) after testing 13 days in pH 7 solution 

without deaeration.

            

             (a)                  (b)

Fig. 3.1.3.3. Specimens (a) before and (b) after polis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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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4. Specimens in (a) pH 7, 8ppm DO (b) pH 8, deaeration (c) pH 9, deaeration (d) pH 

10, deaeration solutions after 13days for pH 7, 30days for pH 8, pH 9, pH 10. 

 

Fig. 3.1.3.5.  EDS spectra of the SA 106 Gr. B oxide layer formed in the pH 7 aerated solution at 

150 after 13days de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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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6.  EDS spectra of the SA 106 Gr. B oxide layer formed in the pH 8 deaerated solution 

at 150 after 30days deposition. 

Fig. 3.1.3.7.  EDS spectra of the SA 106 Gr. B oxide layer formed in the pH 9 deaerated solution 

at 150 after 30days de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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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8.  EDS spectra of the SA 106 Gr. B oxide layer formed in the pH 10 deaerated 

solution at 150 after 30days deposition. 

Fig. 3.1.3.9. Photograph of FAC test lo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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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배관재료 신뢰성 검증 측정 및 제어 기술 개발

1. 배관 부식 손상 감시 및 진단 기술 개발

  가. UT, 비파괴 측정 기술 개발

     (1) 초음파 두께 측정 원리

일반적으로 초음파 두께 측정 원리는 Fig. 3.2.1.1 및 Fig. 3.2.1.2에 보인 바와 같이 반복되는 다

중 반사 에코의 시간 간격을 측정하여 여기에 초음파 속도를 곱하여 두께를 측정한다. Fig. 3.2.1.2

에서 오실로스코프 시간 축에 대해 커서를 이동하면서 반복되는 신호의 중첩시간을 측정하는데 

일반적인 배관 두께 감육 측정할 경우 대부분의 탄소강 배관의 두께 변화는 하기 위한 측정 오차

는 적어도 10-100 µm/year 범위이므로 실제 배관 두께 감육 측정 오차는 수 µm 이내라야 한다. 

보통 초음파 두께 측정 장치 보정을 위해 동일 재료 또는 유사재료로 제작된 템플릿을 사용하

여 측정 이전 또는 주기적으로 보정 작업을 해야 한다.

Fig. 3.2.1.1 Pulse-Echo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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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2. Principle of ultrasonic thickness measurement.

     (2) 초음파 두께 측정 오차의 원인

 

일반적인 상용초음파 두께측정 장치의 기술 사양을 보면 측정 정밀도는 1 µm 라고 하나 이는 

모든 조건이 이상적인 경우에서 측정할 때 가장 최소값을 의미하고 실제측정 현장에서는 이보다 

훨씬 큰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측정 오차의 원인으로는 1) 시간영역에서 시간 측정 오차, 2) 초음파 속도/시편 온도에 

따른 오차, 3) 접촉매질 및 측정 압력에 따른 오차, 4) 대상체 기하학적 구조에 따른 오차 (표면 

및 저면의 표면 거칠기, 곡면 등), 5. 디지털 장비 신호처리과정에서의 오차 등이 있다. 

(가) 시간측정 오차

디지털 오실로스코프 상에서 커서를 이동하면서 반복되는 신호의 시간을 측정할 경우 측정 정

밀도 1 nsec 정도이다. 이를 철강 재료 내에서 종파의 속도 v = 6,000 m/sec 로 가정할 경우 

 시간측정 정밀도: 6,000 m/sec  X 1 nsec  = 6 um

즉, 오실로스코프 상에서 1 nsec  차이는  이론적으로 6 um 정도 오차를 발생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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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초음파 속도/시편 온도에 따른 오차

초음파 두께 측정은 초음파 속도를 상수로 가정하고 초음파 도달시간을 측정하여 속도를 곱하

는 방식이나 실제로 초음파 속도는 온도의 함수이므로 이를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주파수 f = 10 MHz 경우, 파장 λ = 0.6 mm으로 계산되는데 이를 두께 10 mm 배관

에 적용하면, 초음파의 왕복 비행시간 =(10 x 2 x 10-3) m/6000 m μsec 로 계산된다. 

따라서

  두께 변화 =  1 mm 인 경우, 시간변화 = 0.3 μsec

  두께 변화 =  100 μm 인 경우, 시간변화 = 0.03 μsec = 30 nsec

  두께 변화 =  10 μm 인 경우, 시간변화 = 0.003 μsec = 3 nsec

과 같이 예측할 수 있다.

여기서 탄소강 재료에 대한 초음파 속도의 온도 의존성을 초음파공명분광법 (RUS) 으로 측정

한 결과 Fig. 3.2.1.3과 Fig. 3.2.1.4에 보인 바와 같다.[5-7] 

종파의 경우 온도 변화 1°C (ΔT = 1°C) 경우, Δvl = 0.67315 m/s 변화를 유발하므로 두께 측정 

오차 = 0.67315/5981.93 = 1.1253 x 10-4 이 발생하며 배관 두께 t = 10 mm 라고 가정하면 온도 

변화 1°C 에 대한 측정 오차 = 1.12 μm 가 발생하며 만약 온도 변화가 10°C 라면 측정 오차 = 

11.2 μm 이 발생한다.

Fig. 3.2.1.3. Temperature dependence of longitudinal wave velocity of SA 106 Gr. B alloy[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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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4. Temperature dependence of shear wave velocity of SA 106 Gr. B alloy[7].

(다) 접촉매질 및 측정 압력에 따른 오차

초음파 탐촉자에서 발생한 초음파 에너지가 시험체 매질 내부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접촉매질

이 필수적이다. 이 때 초음파 에너지가 탐촉자 표면에서 접촉매질을 통과하면서 다양한 물리적 

현상이 발생하며 이로 인하여 측정 오차가 발생한다. 이러한 현상에는 

- 시간 지연 (time delay)

- 위상 변화 (phase change)

- 모드 변환 (wave mode conversion)

- 탐촉자 표면과 시편 표면 간에 다중반사 혹은 잔향 (reverberation)

등으로 인하여 측정 오차가 발생한다. 

이 밖에도 검사자가 탐촉자를 손의 압력으로 누르는데 이 경우 탐촉자를 초음파검사원이 탐촉

자에 가해지는 압력의 차이에 따라 측정값이 변화하기 때문에 되도록 일정한 조건을 유지하는 것

이 필요하며 초음파검사의 유경험자나 자격을 보유한 유자격자가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 대상체 geometry 에 따른 오차 (표면 및 저면의 표면 거칠기, 곡면 등)

이 밖에도 일반적으로 배관 두께 감육 측정시 대상체의 기하학적 형상이 일정치 않은 경우가 

있는데 초음파가 전달되는 영역에서 배관의 저면이 일정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 측정에서 초음파

가 저면에 도달하는 시간이 정확히 일치하기는 어려우며 이러한 현상은 초음파 탐촉자의 크기에 

좌우되므로 정밀한 측정을 위해서는 가급적 탐촉자 크기를 최소화해야 한다. 

Averaging effect: 초음파 두께 측정법은 초음파 탐촉자에서 발생한 가진 에너지가  배관 저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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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달한 뒤 반사되어 되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하는 것이므로 저면이 일정치 않은 경우 평균값을 측

정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오차는 피할 수 없는 현상이다. 

가급적 정밀한 측정을 위해서는 초음파 가진 소자와 수신 소자가 별도로 구성된 dual element 

transducer 나 촛점형 탐촉자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다. 

(마) 디지털 장비 신호처리과정에서의 오차

현재 사용되는 대부분의 초음파 탐상기는 디지털 신호처리를 사용하는데 디지털 장비에서의 

신호처리에 의한 시간 지연 효과가 존재하며 이는 사용되는 A/D 변환기의 성능과 연관된다. 

Fig. 3.2.1.5. Schematic diagram of ultrasonic equipment.

(2) 고온배관의 초음파 두께 측정 방안

SH 진동 모드는 위상속도 분산선도나 군속도 분산선도에서 주파수가 변화하더라도 속도의 변

화가 없다. 즉 분산성이 없기 때문에 시간 영역에서 초음파 신호가 매우 sharp 하여 정밀 측정이 

가능하다. SH 진동 모드를 적용한 waveguide 방식을 Fig. 3.2.1.6에 보였으며 waveguide strip 끝단

에서의 신호와 검사체 저면 에코들을 시간영역에서 보였다. 그러나 일반적인 압전 방식의 초음파 

탐촉자로는 SH 진동 모드를 가진하기 어렵기 때문에 특수한 압전 세라믹을 사용해야 하며 이렇

게 생성된 SH 진동모드가 waveguide 와 같은 대상체에 전달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점은 SH 모

드용 특수 접촉매질이나 honey 등을 사용하여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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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초음파 에너지가 strip waveguide 내부를 진행하여 고온의 검사대상체 배관 내부로 전파

되기 위해서는 고온 접촉 방식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stainless steel strip 으로 waveguide를 제작

하므로 이를 시험체에 접촉하기 위해 용접, brazing, 또는 clamping 방식 등으로 고정하여 초음파 

에너지가 검사대상체로 전파하도록 한다. 

Fig. 3.2.1.6. Concept of high temperature thickness measurement using SH mode waveguide.

(3) SH파 Waveguide 설계/제작

(가) SH파 Waveguide 설계 조건

초음파 탐촉자에서 초음파가 발생하면 waveguide를 통과하여 검사 대상체로 들어가고 두 번째 

waveguide가 수신 탐촉자에 신호를 전달한다. 이러한 기본 원리를 구현하기 위해 다음의 세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waveguide에 따른 온도 분포, 

   2) waveguide 크기가 다를 경우 초음파 특성, 

   3) waveguide 를 따른 초음파 진행 특성. 

 

(나) Attac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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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의 초음파 두께 감시를 위해서 SH 모드 waveguide를 배관 검사체에 영구적으로 부착해야 

하는데 높은 신호 품질을 얻기 위해 부착 방법이 매우 중요하다. 가능한 방법으로 welding / 

brazing 방법과 clamping 방법이 있는데 문헌 조사[8]에서 clamping 방법이 우수하다고 보고되었으

므로 본 실험에서는 clamping 방법을 적용하였다. 길이 300 mm, 폭 15 mm, 두께 1 mm 의 스테인

리스강(SS304) strip을 TIG 용접법으로 두께 6 mm 의 일반 탄소강 판재에 부착한 실험 결과에서 

얇은 strip 을 두꺼운 판재에 용접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우며 특히 strip waveguide 가 burning 되어 

가장자리가 닳아 없어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등 접촉 상태 및 초음파 에너지 전달 측면에서 만족

스럽지 못하다고 판단되어 본 실험에서는 clamping 방법을 사용하여 strip 과 검사대상체를 접촉

하였다. 

초음파 탐촉자는 직경 12.5 mm의 SH파 탐촉자 (모델 번호: V154, 제조사: Panametrics / 

Olympus NDT, Waltham, MA)를 사용하였다. 초음파 탐촉자를 strip waveguide 한쪽 끝에 부착하고 

SH* 파를 가진하였으며 접촉 매질로 strip waveguide 면에 shear couplant (honey)를 적용하였다. 가

진된 파동의 polarization 방향을 strip의 폭 방향과 평행하게 위치하였으며 SH* 파가 SN비 30 dB 

이상으로 강한 파동이 전파하였다. 가진 조건은 toneburst파 전용장비인 RAM-10000 (RITEC사 제

품)을 사용하여 2-cycle, 2.25 MHz, toneburst 파를 가진하였다. 신호를 기록하기 위해 디지털 오실

로스코프를 사용하였다.

Dry clamping 방식으로 waveguide와 검사대상체를 접촉시키기 위해서 Fig. 3.2.1.7과 같이 볼트

를 이용하여 강한 압력으로 waveguide 끝단과 시험대상체 표면을 체결하였다. 송신용과 수신용으

로 제작된 두 장의 strip waveguide를 1 mm 간격으로 평행하게 배치하고 clamp는 waveguide의 양 

끝에 slot 를 파서 접촉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분산선도 분석 결과 strip 의 edge에서는 파의 진폭

이 완벽하게 0 이므로 이런 방식으로 strip edge를 구속하더라도 pulse-echo 방법이나 pitch-catch 방

법을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 

Fig. 3.2.1.8과 3.2.1.9 및 Fig. 3.2.1.10에 SH waveguide 제작 도면 및 실제 조립된 사진을 보였다. 

한편 사용된 SH 모드 초음파 탐촉자는 Panametrics사 제품으로 기술 사양은 Table 3.2.1.1과  같다. 

보인 바와 같으며 제작된 waveguide에 부착된 사진을 Fig. 3.2.1.11에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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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7.  Top and front view of the clamp that was used to attach two strip waveguides to the 

sample p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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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8. Schematic view and dimension of a sample plate and SH wavgui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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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9.  Detail drawing of sample plate and SH wave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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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10.  A photo shows assembled sample plate with SH waveguide.

Table 3.2.1.1. Technical specification of Shear wave Transducers.

No. 품명 및 규격 단위  수량 

1 SHEAR WAVE TRANSDUCER V153-RB  1MHZ 0.5" DIA ea 2

2 SHEAR WAVE TRANSDUCER V154-RB  2.25MHZ 0.5" DIA ea 2

3 SHEAR WAVE TRANSDUCER V155-RB  5.0MHZ 0.5" DIA ea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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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11. Configuration of a pair of shear horizontal mode ultrasonic transducers with 

waveguides for pitch-catch method. 

   (4) 실험 결과

 

고온 배관의 감육을 초음파로 감시하기 위해서 SH 모드 waveguide 의 적용타당성을 알아보고

자 SH waveguide 시제품과 시편을 제작하여 실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본 실험의 관건은 종래의 초음파 탐촉자와는 전혀 다른 shear mode 탐촉자에서 발생한 초음파 

진동에너지가 strip waveguide를 전파하여 시편까지 전달되어 저면에서 반사된 신호를 취득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각각 한 매질에서 다른 매질로 초음파 에너지가 전달할 

때 적합한 접촉매질을 선택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Shear 모드 탐촉자에 사용하는 접촉매질은 일

반 초음파검사에서 사용하는 접촉매질로는 에너지 변환율이 매우 낮아서 점성도가 높은 물질로 

honey(꿀)을 사용한 결과 반사파의 진폭이 가장 높고 품질도 좋았다. 

한편 strip waveguide와 시편 간에 접촉은 이곳이 고온임을 감안하여 clamping 방식을 적용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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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특히 strip edge 면과 시편 표면과 가능한 한 접촉 면적이 넓도록 하고 균일한 압력이 가해지

도록 설치하였다. 

신호 수집 방식으로 초음파 탐촉자 1개만을 사용하는 pulse-echo 방식과 가진 및 수신에 별도의 

초음파 탐촉자를 사용하는 pitch-catch 방식이 가능한데 날카롭고 정확한 신호를 얻기 위해서는 

pitch-catch 방식이 선호된다. 최종적으로는 pitch-catch  방식을 사용할 것이나 본 실험은 SH 

waveguide 적용 타당성을 살펴보는 예비실험이므로 일단 pulse-echo 방식의 신호를 취득하고 그 

상태를 평가하였다.

SUS 강에서 shear wave 속도는 약 3,250 m/s 이므로 strip waveguide 길이 300 mm 에 대해 왕복 

비행거리 600 mm 에 대해 대략 180 µs 에 도달하며 이후 시편 저면에서 일차 에코 (B1) 및 2차 

에코 (B2)는 시편 두께가 6 mm 이므로 비행거리 12 mm 에 대한 시간은 3.7 µs 로 계산된다. 

Fig. 3.2.1.12에 strip wave guide 에서의 end reflection 신호와 시편 저면에서의 신호가 나타나는 

현상을 설명하였다. Fig. 3.2.1.13에는 주파수 2.25 MHz 인 shear mdoe 초음파 탐촉자를 사용하여 

수집한 신호를 시간영역에서 전체적으로 보였는데 strip waveguide 끝단에서의 신호와 시편 저면 

반사 신호를 볼 수 있다. 

실제 배관 두께 감육을 감시하기 위해서는 strip waveguide 가 시편 두께 보다 상당히 길기 때문

에 Fig. 3.2.1.14 및 Fig. 3.2.1.15에서 시편 두께에 대한 신호만을 보다 정밀하게 살펴본 신호를 보

였다. 앞서 예상한 것과 비슷한 비행시간에 저면 반사 신호가 2차에 걸쳐 비교적 선명하게 나타

나는 것을 볼 수 있다.

Fig. 3.2.1.16에서는 주파수 1.0 MHz 인 shear mode 초음파 탐촉자를 사용하여 수집한 신호를 시

간영역에서 전체적으로 보였는데 strip waveguide 끝단에서의 신호만이 나타나며 시편 저면 반사 

신호는 확인하기 어려움을 알 수 있다. 

그러나 Fig. 3.2.1.17 및 Fig. 3.2.1.18에서는 strip waveguide 끝단 신호와 시편 저면 반사 신호가 

2차에 걸쳐 비교적 구분할 수 있을 정도의 S/N 비를 나타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본 실험에서는 주파수 2.25 MHz를 기본으로 1.0 MHz 탐촉자도 사용하여 결과를 비교하였다. 

주파수 선택의 관건은 높은 주파수일수록 파장이 짧아지며 이에 따라 신호 분해능이 높아져서 측

정 정밀도가 높아진다. 이런 이점이 있는 반면에 감쇄가 증가하여 초음파 에너지의 전달 효율이 

떨어지며 이에 의한 S/N 비 저하 현상이 나타나므로 실제 현장 적용에서는 이 두 가지 인자를 타

협하여 최적의 주파수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본 실험의 경우 일단 1 MHz 신호보다는 2.2 MHz 

신호가 약간 날카롭고 S/N 비도 약간 우수함을 알 수 있다.

앞으로 보다 다양한 조건에서의 실험결과를 생산하여 최적 조건을 도출할 계획이며 특히 차기

년도에는 pitch-catch  방식으로 실제 조건과 유사한 고온 실험을 실시하여 본격적인 현장 적용에 

대비코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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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12. Schematic drawing shows flight distance and reflection from end of strip waveguide 

and specimen.

Fig. 3.2.1.13.  A time domain signal shows echo from the end of waveguide, 1st back-wall and 

2nd back-wall (freq.=2.25 MHz, time division= 50µ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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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14.  A time domain signal shows echo from the end of waveguide, 1st back-wall and 

2nd back-wall (freq=1.0 MHz, time division= 5µs)

Fig. 3.2.1.15.  A time domain signal shows echo from the end of waveguide, 1st back-wall and 

2nd back-wall (freq=2.25 M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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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16. A time domain signal shows echo from the end of waveguide (freq.=1.0 MHz, time 

division= 50µs).

Fig. 3.2.1.17 A time domain signal shows echo from the end of waveguide, 1st back-wall and 2nd 

back-wall (freq=1.0 MHz, time division= 10µs).



- 48 -

Fig.3.2.1.18.  A time domain signal shows echo from the end of waveguide, 1st back-wall and 2nd 

back-wall (freq=1.0 MHz, time division= 5µs).

   (5) 결론

재료기기 신뢰성 검증설비 배관의 감육을 측정, 감시하기 위해서 고온 초음파 두께 측정 기술

의 적용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고온 초음파 측정 시에 발생하는 다양한 오차의 원인을 분석하였

고 고온초음파 두께 측정기술의 국내외 현황을 분석하였다. 

Shear horizontal (SH) 진동모드를 적용한 strip waveguide 방식의 고온초음파 두께 측정방식을 

제안하였으며 이 기술의 적용 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해 strip waveguide 의 전파 모드 및 분산 특성

을 고려하여 최적의 설계 변수를 도출한 뒤 SH waveguide 시제품을 제작하여 상용 shear mode 초

음파 탐촉자를 적용하여 실제 신호를 취득하였다. 특수 접촉매질을 사용하여 shear mode 초음파 

탐촉자와 strip waveguide를 접촉하였으며 시편과 waveguide는 clamping 방식으로 체결하여 초음파 

에너지가 전달되도록 하였다. 주파수 1 MHz 와 2.25 MHz에 대해 신호를 평가한 결과 일단 1 

MHz 신호보다는 2.2 MHz 신호가 약간 날카롭고 S/N 비도 약간 우수함을 알 수 있다.

앞으로 보다 다양한 조건에서의 실험결과를 생산하여 최적 조건을 도출할 계획이며 특히 차기

년도에는 pitch-catch  방식으로 실제 조건과 유사한 고온 실험을 실시하여 본격적인 현장 적용에 

대비코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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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ES DCPD 기술분석

      

배관에 균열이나 두께감소가 일어나는 경우, 이러한 손상 부위의 양쪽을 단자로 하여 DC 전류

를 통과시키면 손상부위에 의하여 저항이 증가하게 되어 Potential Drop(PD)이 생긴다. 이러한 

Potential의 변화를 정밀하게 측정하면 손상정도를 연속적으로 또는 시험 수행 후 측정할 수 있다. 

Fig. 3.2.1.19는 균열과 Groove 형상의 손상을 갖고 있는 1cm 두께의 시편의 Potential Drop을 Finite 

Element Analysis 방법으로 수행한 계산치를 보여주고 있다[9]. Groove 모양의 손상이 균열 형태의 

손상보다 PD 값 비율이 컸으며, 손상 양끝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PD 값 비율이 증가하였다. 따라

서 FAC로 인한 두께 감소가 발생하는 경우, 균열이 발생하는 경우보다 DCPD로 탐지하기가 상대

적으로 쉬울 것으로 예상되며, 손상 양측의 DC 전류를 가하는 단자거리를 좁히는 경우 탐지 능

력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러한 DC 전류를 Loop System에서 가하는 경우, 측정부위의 범위를 벗어난 부분에서 DC 전

류가 일부 흐르게 되며, 이러한 경우 System에 설치된 측정기기의 측정값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

다. 따라서 Fig. 3.2.1.20과 같이 DCPD로 측정하는 부위 옆에서 반대 방형으로 DC 전류를 가하는 

ES(Equipotential Switching) DCPD 방법을 적용하면, 특정 위치에서 전위가 같게 조절되어 System

에 흐르는 전류를 없앨 수 있다[9]

 K. H. Rhu 등은 Fig. 3.2.1.21에서와 같이 FAC를 측정할 수 있는 소형 Loop를 이용하여, ES 

DCPD 측정장치를 이용하여 약 10일간 PD의 변화를 연속 감시하였다[10]. 온도 150 에서 pH를 

4.1에서 7로 변화시키면 PD이 미량 줄어들고 다시 pH 3.0으로 변화시키면 PD 값이 증가하는 것

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변화를 보여준 pH 3 4에서의 시험은, 실증 시험조건과는 매우 다른 

가속화된 분위기에서의 시험이다. 따라서 현재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는 pH 9.

3 10.0에서 실증시험을 하는 경우, 장기간 시험을 하더라도 PD의 변화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어, 

이 방법의 측정 한도에 대한 점검 및 고려가 필요하다. 

      

Fig. 3.2.1.19.  Results of 2D FEA of DCPD in a 1cm thick plate with infinite width      

containing a strai호t crack and a groove, respectively. (from K.H. Ryu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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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20.  Schematic of equipotential switching DCPD method. (from K.H. Ryu et al.)

     

              Fig. 3.2.1.21.  ES DCPD test results. (from K.H. Ryu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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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체진동 배관 파동 응답 측정 및 신호처리 기술 개발

  

가. 두께에 따른 배관 진동파 특성 분석

Fig. 3.2.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균일한 재질이면서 임의의 곡률을 갖는 쉘(shell) 형 구조물에

서, 회전 관성 및 전단 변형에 의한 영향을 모두 고려할 경우, 굽힘 진동파(줄여서 굽힘파라고 부

름)의 지배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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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u 는 굽힘 진동파의 변위성분, )1( 2

'

νρ −
=

E
Cl

:의사종파 속도, h 는 쉘

의  두께, ( )21 ν−
=

Eh
K

, ρ 는 밀도, 1R  및 2R 는 쉘 표면에서 각 좌표방향의 곡률반

경, ν 는 프와송 수, Γ 는 전단인자, 
224 ∇∇=∇ 에서 

2∇ 은 Laplacian operator이며, 

•  는 시간에 대한 미분을 나타낸다.

 식 (3.2.2.1)에서 반사파가 없이 한 방향( r )으로 전파하는 파동성분( ω )만을 고려하면,

)(ˆ krtjeuu −⋅= ω
                (3.2.2.2)

로 가정할 수 있다. 식 (3.2.2.2)를 식 (3.2.2.1)에 대입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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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된다. 여기서, 








++≡

21

2

2

2

1

211

RRRR
KRc

ν
는 곡률에 의한 영향 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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Ω 를 다음 식과 같이 정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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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3.2.2.3)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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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표현된다.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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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되므로 굽힘파의 위상속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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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된다. 식 (3.2.2.7)은 회전 관성 및 전단변형을 모두 고려한 상황에서 쉘 구조물에 대한 굽힘

파의 일반적인 위상속도를 나타낸다.

다시 식 (3.2.2.7)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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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정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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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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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따라서, 군속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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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표현된다. 여기서 

 

( ) 







⋅−+








Ω

⋅−Γ⋅
Ω

≡
h

R

d

df c

ρω
ω

ω
ω

2

2

2 1
141

1)(

( )
















⋅+








Ω

⋅−Γ⋅




















⋅−+








Ω

⋅−Γ⋅







Ω

+

−

h

R

h

R cc

ρω
ω

ρω
ωω

32

2
2

1

2

2

2 8
)1(2

1
141

2

1

 

2
)1(2
Ω
⋅+Γ−
ω

                                                    (3.2.2.13)

















Ω

⋅Γ−⋅≡
23

1
4

)( ω
ρωω

ω
h

R

d

dg c

                                    (3.2.2.14)



- 54 -

 

이다.  

식(3.2.2.7)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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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므로 배관 즉, 실린더형 쉘의 경우 곡률반경 한 

개가 배관의 반지름에 해당하므로,   이고, 다른 곡률은 직선이기 때문에   이다. 따라

서 배관에 대한 굽힘파의 군속도는 식 (3.2.2.12)으로부터 이론적으로 구할 수가 있다. 

여기서 저주파가 지배적인 배관 )1( <kh 으로 가정하면, 배관표면에서의 굽힘파의 군속도는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표현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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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군속도 관계식을 살펴보면 배관에서의 굽힘파의 전파속도가 배관두께와 관련되는 함수형태

로 나타나므로, 배관의 두께가 변화하면 굽힘파의 전파속도가 달라짐을 쉽게 알 수 있다. 

이를 확인해 보기 위하여 Fig. 3.2.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외경이 75 mm 이면서 두께가 각각 

9.5 mm 및 3.5 mmm 인 탄소강 배관에 대하여 유한요소해석을 통하여 중심주파수 범위가 8 12 

kHz 인 굽힘파의 전파속도를 비교해 보았다. Fig. 3.2.2.2 (b)는 굽힘파의 발생 및 응답 위치를 보

여준다. 즉, sensor1의 위치에서 굽힘파를 발생시켰으며, sensor 2 및 sensor 3 위치에서 그 응답의 

지연시간을 계산하여 전파속도를 구하였다. 그 결과 Table 3.2.2.1에서 보는 것처럼 9.5 mm 두께

의 경우에 비하여 3.6 mm 두께인 경우 굽힘파의 전파속도가 약 800 m/s 정도 낮게 나타나고 있음

을 볼 수 있다.  

Fig. 3.2.2.1.  3 차원 쉘 구조 요소의 변위 

및 곡률 성분.

여기서, u 방향이 굽힘파의 변위 

방향이다. 1R  및 2R  는 각각 전파 

방향의 곡률반경이다. 여기서, 반구 쉘의 

경우 21 RR =  이며, 실린더 형 쉘의 

경우에는 ∞→2R ,그리고 평판의 

경우에는 ∞→21,RR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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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유한요소 모델 

(b) 굽힘파 발생 및 응답 위치

Fig. 3.2.2.2. L보 배관의 굽힘파 전파속도 해석을 위한 유한요소 모델 및 굽힘파 발생 및 

응답위치 (sensor1: 굽힘파 발생 위치, sensor2, sensor: 굽힘파 응답 위치)  

  Table 3.2.2.1. 두께변화에 따른 굽힘 진동파의 전파속도 비교.



- 56 -

나. 배관 파동응답 속도 측정 기술 개발

앞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배관표면의 탄성영역 굽힘파는 배관의 두께변화에 따라 전파속도

가 달라지므로 배관의 두께변화에 민감한 굽힘파의 파동응답 속도를 간편하게 측정할 수 있다면 

파동응답 속도변화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배관의 두께변화를 관찰할 수가 있다. 

탄성영역에서의 쉘 또는 평판 구조물에서 충격에 의한 굽힘파는 주파수에 따라 전파속도가 달

라지기 때문에 중심주파수별 굽힘파의 전파속도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그 주파수 성분의 도달시

간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일정간격 사이로 떨어진 센서간 파동에너

지의 도달시간차 정보가 필수적이며 도달시간차를 정확히 구하기 위해서는 시간-주파수 영역에

서의 동시 관찰이 필요하다. 도달시간차 측정과 관련하여서는 그동안 시간영역에서 센서간 동일

위상점의 측정 및 주파수 영역에서 위상스펙트럼의 분석을 통한 방법 등이 제시되어 왔으나[12, 

13], 시간-주파수 기법들을 적용하면 간단하게 측정이 가능하다. 

분산특성을 갖는 매질에서의 충격응답 신호는 주파수 별로 에너지의 전파 속도가 다르므로, 시

간 및 이동 거리에 따라 전체 파형이 변화한다. 따라서 파의 전파 특성을 정확하게 관찰하기 위

해서는 시간에 따른 도달 주파수 성분을 분석할 수 있는 비 정상상태 신호분석 방법이 필요하다. 

이러한 방법으로는 단시간 퓨리에 변환 (Short Time Fourier Transform; STFT) [14, 15], 연속 웨이

블렛 변환(Continuous Wavelet Transform) [16, 17], 위그너-빌 분포(Wigner-Ville distribution) [18, 

19]등과 같은 시간-주파수 해석 기법들이 있다. 단시간 푸리에 변환 방법의 경우 윈도우의 크기에 

따라 시간-주파수 분해능이 고정되므로 신호의 주파수 성분별 도달시간의 측정 시에 동일한 오차

범위를 기대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연속 웨이브렛 변환을 이용한 경우에도 근본적으로 주파수 

범위에 따라 시간-주파수 분해능의 차이로 인한 오차가 발생하며, 특히 굽힘파가 지배적인 저주

파 영역에서는 도달시간의 측정 시에 시간분해능이 저하되므로 단시간 푸리에 변환 방법과 마찬

가지로 오차범위가 커진다. 따라서 전체 시간-주파수 영역에서 분해능이 우수하고, 도달시간의 

측정 시에 그 오차범위에 대한 이론적인 예측이 가능한 위그너-빌 분포를 이용하여 굽힘파의 에

너지 도달시간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이론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진폭의 크기가 각각 1 이고 상호간에 주파수의 차이가 매우 작으며, 동일한 방향으로 전

파하는 2 개의 굽힘파가 중첩된 경우를 고려해 보자. 두 신호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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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3.1)

 

여기서, 1ω  및 2ω  는 2 개의 각 주파수 성분이며, 1k  및 2k  는 각 주파수에 해

당하는 파수, 그리고 r  은 신호가 발생한 점으로부터의 이동 거리이다. 이때 파수 및 각 주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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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성분들의 차이 및 평균값(중심 주파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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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정의하고 식 (3.2.3.2) 및 식 (3.2.3.3)을 식 (3.2.3.1)에 대입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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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표현된다. 이로부터 신호의 위상속도( phC )및 군속도( gC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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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된다. 다시 식 (3.2.3.4)를 푸리에 변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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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식 (3.2.3.7)을 식 (3.2.3.4)에 대입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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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된다. 여기서 k∆  가 매우 작아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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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표현된다. 여기서, )(⋅δ 는 델타함수이다. 앞 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가 측정한 신

호는 시간영역에서 유한한 길이의 창문함수를 적용한 경우이므로, 실제로는 가상 위그너-빌 분포

가 얻어진다. 식 (3.2.3.5) 및 식 (3.2.3.9)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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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된다. 여기서 우리가 대칭형 창문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 cH ωω − 가 cωω =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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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값을 가지므로, ),( ωtWPS  는 cωω =  에서 

 

022 =⋅∆−⋅∆ trk ω                            (3.2.3.11)

 

의 경우에 최대값을 갖게 된다. 이때 식 (3.2.3.11)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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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된다. 따라서 Fig. 3.2.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 개의 굽힘파 그룹의 중심주파수에서 위그너-

빌 분포의 최대크기가 도달하는 시간은, 군속도로 이동하는 파동 에너지의 도달시간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그너-빌 분포를 이용하여 굽힘파의 도달시간차를 구함으로써, 굽힘파의 군속도를 간편하게 

측정할 수 있으므로, Table 3.2.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외경이 75 mm 로 동일하면서 두께가 다른 

4 가지의 배관에 대하여 굽힘파의 주파수별 군속도 분포를 실험을 통하여 검증해 보았다. Fig. 

3.2.2.4는 4 개의 서로 다른 L보형 배관 시편을 보여주며, Fig. 3.2.2.5는 군속도 측정을 위한 실험

장치의 구성도이다. 굽힘파의 발생은 소형 임팩트 해머를 사용하여 충격가진 방법을 사용하였으

며, 각 두께별 굽힘파의 전파속도 분포 결과가 Fig. 3.2.2.6에 나와 있다. 배관의 두께가 감소함에 

따라 변화에 따라 굽힘파의 평균속도가 점점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가 있다.

Table 3.2.2.2. 군속도 측정 시험용 배관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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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3.  동일 크기 및 동일 방향으로 전파하는 2 개의 굽힘파 성분( 1ω  및 2ω )에 

대한 위그너-빌 분포 특성. 주파수 성분의 차이가 작은 경우, 중심주파수 )( cω 위치에서 

최대값이 파동에너지의 전파속도(군속도)로 이동함을 나타낸다. 여기서, kt

r

∆
∆

≅
ω

 로서 

군속도를 나타냄. 

Fig. 3.2.2.4. 배관 두께변화에 따른 군속도 측정 실험을 위한 배관 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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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5. 배관의 굽힘파 속도 측정용 실험장치 구성도 

Fig. 3.2.2.6. 배관의 두께 변화에 따른 굽힘파의 군속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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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원전 계통 안전해석 코드 개발

1. 원전 계통 안전 해석 모델 개발  

   가. 3차원 배관 유동장 유한요소 모델 개발

배관의 3차원 형상을 Fig. 3.3.1.1 및 Fig. 3.3.1.2에 나타내었다. Fig. 3.3.1.1은 배관의 3차원 모델

이며, Fig. 3.3.1.2는 (a)용접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의 배관의 3차원 모델이며, (b)용접조건을 

고려한 배관의 3차원 모델이다. 배관의 감육현상은 주로 곡관 부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곡관에

서의 압력 및 속도분포가 주된 관심사항이다. 따라서 곡관을 중심으로 전단과 후단에 연결된 직

관은 곡관의 반경인 1.143 m의 약 6배 정도인 7 m의 길이로 모델링 하였다. 배관의 두께는 50.8 

mm로 하였으며, 불연속적인 배관 즉, 용접부위를 고려한 배관의 모델은 용접부위를 25.4 mm 정

도로 모델링하였다. 용접부위는 유동장의 특성 비교를 위함이므로 곡관의 전단과 후단에만 고려

하였으며 직관에서는 고려하지 않았다.

           Fig. 3.3.1.1. 배관의 3차원 모델

(a) 배관 용접을 고려하지 않은 3차원 모델   (b) 배관 용접을 고려한 3차원 모델

Fig. 3.3.1.2. 배관의 용접조건에 따른 3차원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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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내부의 유동에 의한 감육현상을 예측하기 위해 3차원 모델을 토대로 유한요소모델을 작

성하였다. 배관 내부의 유동특성을 확인하기 위한 유한요소모델이며, 주요 관심 부분인 곡관에서

의 유동특성 즉, 압력 및 속도분포를 확인하기 위해서 유체영역을 5부분으로 나누어 유한요소모

델을 작성함으로써 곡관에서의 유동특성을 선택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유체영역을 5부

분으로 나누어 모델링 하였지만 선택적인 가시화를 위한 목적만을 갖고 있으며, 동일한 물성을 

적용하였으므로 같은 재질의 연속적인 유한요소모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용접을 고려한 조건의 

배관 모델에서의 압력 및 속도분포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칭모델을 만들어 배관 내부에서의 흐름

을 확인할 수 있도록 유한요소모델을 작성하였다. 유한요소모델을 작성할 때 주요 관심 영역인 

곡관 주위의 영역에 대해서는 곡관의 길이와 유사한 길이로 모델을 작성하였다. 하지만 입력단면

과 출력단면을 포함하는 2개의 배관에 대해서는 배관의 길이를 더 길게 모델링하여 입구 및 출구

에서의 입·출력 조건이 곡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제거하도록 하였다. 또한 결과도출 시에는 곡

관과 인접한 두 개의 배관에 대해서만 선택적인 결과를 도출하여 입력 및 출력단면의 영향을 제

외한 국부적인 곡관 영역에서의 압력분포 및 속도분포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Fig. 3.3.1.3은 용접조건을 적용하지 않은 배관내부 벽면의 연속적인 조건에서의 내부 유체에 

대한 유한요소모델이다. 

Fig. 3.3.1.3. 용접조건을 적용하지 않은 연속조건에 대한 유한요소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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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4는 용접조건을 적용한 배관내부 벽면의 불연속적인 조건에서의 내부 유체에 대한 

유한요소모델이며 내부유체와 배관내부 벽면의 경계면을 나타낸 것으로 압력분포를 확인하여 내

부유체의 압력분포가 배관 내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야한다.

Fig. 3.3.1.4. 용접조건을 적용한 불연속조건에 대한 내벽과 유체 경계면의 유한요소모델

Fig. 3.3.1.5. 용접조건을 적용한 불연속조건에 대한 배관 중심단면에서의 유한요소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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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5에서 나타낸 배관 내부유체에 대한 유한요소모델의 중심단면에 대하여 내부유체의 

중심단면에서는 속도분포 결과를 확인하여 내부유체의 속도분포가 배관감육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해야한다. 

배관에서의 유동에 대한 유동해석을 수행하기 위한 경계조건을 정의하기 위해 배관 내부의 유

동해석을 수행할 때 내부 유체영역을 하나의 영역(Domain)으로 설정한다면 곡관에서의 압력 및 

속도분포의 결과를 선택적으로 가시화할 수 없다. 따라서 주요 관심영역인 곡관영역, 곡관의 전

단과 후단에 접하는 배관의 영역, 유체의 유입·유출 단면을 포함하는 배관의 영역을 각각 설정해

야 한다. 이 때 유동해석을 위한 모델에 대하여 유체영역을 5부분으로 나누어 설정하였기 때문에 

경계조건도 각각 설정해 주어야 한다. 5부분의 유체영역에 대해서는 모두 물(Water)을 적용하였

으며, 작동 시 유체의 온도조건을 175°C로 지정하였다. 또한 배관내벽의 용접구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난류를 고려하기 위해 k-epsilon의 난류모델을 적용하였다. 그리고 각 유체영역의 초기조건

은 정지 상태를 표현한 x, y, z방향으로의 속도성분을 0으로 하였다.

유체의 유입단면을 포함하는 유체영역은 전체 유체영역에서 적용해야 할 유체와 유체사이의 

접촉(Interface) 조건을 제외하면 2가지 경계조건을 적용하여야 한다. 유체가 유입되는  단면을 포

함한 유체영역의 경계조건을 Fig. 3.3.1.6에 나타내었다. Fig. 3.3.1.6의 (a)는 유체의 유입단면의 경

계조건으로 초록색으로 표시된 단면이 유입단면이다. 유입되는 유체는 20 m/s의 일정한 속도로 

유입되며, 난류강도(Turbulence Intensity)는 5%를 적용하였다. Fig. 3.3.1.6의 (b)는 유입단면을 포함

하는 유체영역의 배관내벽과 유체와의 경계를 나타낸 것이며, 벽면(wall) 조건을 적용하였다. 유

체의 온도에 의한 영향은 고려하지 않았으며, 비활 조건(No-Slip Wall)을 적용하였다.

(a) 유입단면의 경계조건                    (b) 배관내벽과의 경계조건

Fig. 3.3.1.6. 유입단면을 포함한 유체영역에서의 경계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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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의 내벽과 접하는 유체영역의 경계조건을 Fig. 3.3.1.7 Fig. 3.3.1.9에 나타내었다. 이 영

역들의 경계조건은 모두 비활 조건의 벽면 조건을 적용하였으며 Fig. 3.3.1.6의 (b)에서의 조건과 

모두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였다.  

Fig. 3.3.1.7. 곡관의 전단과 연결되는 유체영역에서의 경계조건

Fig. 3.3.1.8. 곡관내부 유체영역에서의 경계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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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9. 곡관의 후단과 연결되는 유체영역에서의 경계조건

유체의 유출단면을 포함하는 유체영역의 경계조건을 Fig. 3.3.1.10에 나타내었다. Fig. 3.3.1.10의 

(a)는 유체의 유출단면의 경계조건으로 초록색으로 표시된 단면이 유출단면이다. 유출단면의 경

계조건은 1기압의 Opening 조건을 적용하였으며, 이는 유출단면에서의 지배적인 조건으로 인한 

유체의 흐름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정한 조건이다. 난류강도는 유입단면과 같이 5%를 적용하였

다. Fig. 3.3.1.10의 (b)는 유출단면을 포함하는 유체영역의 배관내벽과 유체와의 경계를 나타낸 것

이며, 벽면 조건을 적용하였다. 유체의 온도에 의한 영향은 고려하지 않았으며, 비활 조건을 적용

하였다.

  (a) 유출단면의 경계조건                     (b) 배관내벽과의 경계조건

Fig. 3.3.1.10. 유출단면을 포함한 유체영역에서의 경계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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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내부의 유체영역을 5부분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서로 접하고 있는 각각의 유체영역 사이

에 interface 조건을 적용해야한다. interface 조건을 적용하여 연속적인 하나의 유체영역을 표현해

야 한다. 

  

Fig. 3.3.1.11. 각 유체영역 사이의 Interface 조건

배관 내부의 용접조건의 적용에 대한 유체영역의 경계조건도 Fig. 3.3.1.6의 용접을 고려하지 

않은 구간에 대한 경계조건과 동일한 조건을 부여하였다. 하지만 곡관에 대한 wall 조건에 대해서

는 벽면으로 지정해야하는 면에 용접면이 더해져야 한다.  

Fig. 3.3.1.12. 용접조건을 고려한 유체영역 경계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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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배관 내부 유체 유동 특성 시뮬레이션

용접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배관 내부의 유동특성에 의한 감육지점을 예측하기 위해 유동해석

을 수행하였다. 유동해석의 결과로 배관의 내벽과 유체영역의 최외곽 면(Area of pipe outer)의 경

계면에서의 압력분포를 도출할 수 있다. Fig. 3.3.2.1에 경계면에서의 압력분포결과를 나타내었다. 

유체영역이 유동에 의해 배관의 내벽에 Fig. 3.3.2.1과 같은 압력이 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압력분

포로 인해 압력이 크게 작용하는 지점에서의 유체영역이 압력이 작게 작용하는 지점에서의 유체

영역보다 배관의 내벽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고 할 수 있다.  

Fig. 3.3.2.1의 결과에서 곡관의 바깥쪽 영역이 안쪽 영역에 비해 큰 압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압력분포가 전체 배관모델에서 보았을 때 직관에서보다 곡관 주위에서 다양하게 압력

이 작용한다. 곡관에서는 일정한 압력이 아닌 국부적인 압력이 작용하게 되므로 배관에 작용하는 

응력이 커지게 된다. 이러한 결과로 배관의 감육현상이 직관에서보다 곡관에서 더 활발히 진행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주요 관심이 되는 부분인 곡관에 작용하는 압력분포의 형태를 표현하기 위

해서 Fig. 3.3.2.1에서 보듯이 압력분포 결과를 유체영역 전체가 아닌 곡관의 유체영역만을 원형 

부분으로 표시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곡관의 내벽과 유체영역의 경계면에서의 압력분

포를 Fig. 3.3.2.2에 나타내었다. 이러한 선택적인 결과의 도출은 전체영역의 결과를 도출하는 것 

보다 정확한 분석 및 유체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Fig. 3.3.2.1. 용접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배관 전체 내벽에서의 압력분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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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곡관 전체모델(윗면)    (b) 대칭모델    (c) 곡관 전체모델(아랫면)

Fig. 3.3.2.2. 용접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곡관의 내벽에서의 압력분포결과

유동해석의 결과로 유동에 의한 속도분포를 도출할 수 있다. 유속은 배관의 벽면에서는 모두 

0의 값을 갖기 때문에 배관의 중심단면을 기준으로 속도분포도를 도출할 수 있다. 중심단면을 기

준으로 속도분포도를 Fig. 3.3.2.3에 나타내었다. 또한 Fig. 3.3.2.1에서 표시된 부분이며, 중심단면

에서의 속도분포도 및 속도벡터를 Fig. 3.3.2.4에 나타내었다.

Fig. 3.3.2.3. 배관 용접을 적용하지 않은 배관 전체의 중심단면에서의 속도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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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곡관의 속도분포도             (b)곡관의 속도벡터

Fig. 3.3.2.4. 배관 용접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 곡관의 중심단면에서의 속도성분

  

속도성분은 곡관의 안쪽에서 최대유속을 갖는다. 모든 속도성분은 단면에 대해 수직한 방향으

로 향하고 있다. 따라서 층류유동의 형태라 할 수 있으며, 곡관의 안쪽 면(Inner Area)과 바깥쪽 

면(Outer Area)의 압력분포에 반비례하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용접조건을 고려한 배관 내부의 유동특성에 의한 감육지점을 예측하기 위해 유동해석을 수행

한 결과도 용접을 고려하지 않은 조건에 대한 결과와 같이 배관의 내벽과 유체영역의 최외곽 면

의 경계면에서의 압력분포를 도출해야 한다. 또한 용접구조물에 의한 유동장의 변화를 확인해야 

하며, 용접구조물 부근에서의 유동특성을 확인해야 한다. 용접을 고려한 경유의 유동 해석의 결

과로 용접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처럼 압력분포와 속도분포 및 속도벡터 성분으로 나누어 결과를 

도출하여 각 성분이 배관 내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용접구조물 

부근에서의 결과를 분석해야 한다. 

용접구조물을 고려했을 경우의 압력분포에 대한 결과를 Fig. 3.3.2.5에 나타내었다. 압력분포결

과에서 용접구조물과 같은 불연속 구간으로 인한 단면적이 감소하는 단면의 전단에서 압력이 크

게 증가한다. 이러한 결과로 유체영역의 전체 압력이 증가하게 되고, 증가한 압력은  배관감육에 

더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주요 관심이 되는 부분인 곡관에 작용하는 압력분포의 형태를 표현하기 위해서 압력분포

결과를 유체영역 전체가 아닌 곡관의 유체영역만을 선택하여 결과를 도출했다. Fig. 3.3.2.5에 표

시된 부분이며, 곡관의 내벽과 유체영역 경계면에서의 압력분포를 Fig. 3.3.2.6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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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2.5. 배관 용접 조건의 배관 전체 내벽에서의 압력분포결과

         (a) 곡관 전체모델(윗면)    (b) 대칭모델     (c) 곡관 전체모델(아랫면)

Fig. 3.3.2.6. 배관 용접 조건의 곡관의 내벽에서의 압력분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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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분포의 결과로 곡관의 후단부에서의 압력이 크게 도출되는 것을 발견하였다. 압력이 크게 

작용할수록 배관의 응력도 증가하므로 Fig. 3.3.2.6의 (a)와 같은 곡관의 후단부 및 (c)와 같은 아랫

면이 배관감육이 예상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용접조건을 고려한 곡관에서의 속도성분을 Fig. 3.3.2.7에 나타내었다. 배관의 구조적 형상이 변

하면서 속도성분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직관에서는 일정한 유속으로 유체가 흐르지만 곡관에서

는 용접조건에 의해 유체가 배관의 중심으로 집중되게 되고, 상대적으로 곡관의 안쪽면에서 와류

가 형성된다. 따라서 곡관의 바깥쪽으로 유체가 집중되게 되며, 속도벡터 또한 단면에 수직이 아

닌 곡관의 바깥쪽으로 향한다. 그러므로 곡관의 안쪽보다 바깥쪽에서의 감육현상을 예상할 수 있

으며, 곡관의 후면의 속도벡터를 보았을 때 배관의 바깥쪽 방향으로 향하는 것으로 보아 감육현

상을 예상할 수 있다.

유체가 유입되는 단면과 유출되는 단면사이의 압력강하가 클수록 유동특성은 배관감육이 일어

날 수 있는 조건에 가까워진다. Fig. 3.3.2.8에 유입속도 및 유입단면의 압력에 따른 곡관에서의 속

도성분을 나타내었다. Fig. 3.3.2.8의 (b)에서 보면 곡관에서의 유동이 배관의 바깥쪽 영역으로 더 

집중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곡관의 후면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곡관의 용접부위를 고려한 경우가 배관감육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전

단과 후단의 압력차이에 의한 유동특성의 변화도 배관감육에 중요한 인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3.3.2.7. 배관 용접을 고려한 경우 곡관의 중심단면에서의 속도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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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유입속도가 20m/s일 때               (b) 유입 압력 및 속도 증가의 경우

Fig. 3.3.2.8. 용접조건을 고려한 경우 유속 및 압력에 따른 속도성분

2. FAC 해석 및 평가 방법 분석

가. FAC 해석 기본원리

(1) 개요

유체가속부식, 즉 FAC란 탄소강이나 저합금강 표면의 산화 보호 피막이 흐르는 유체 속으로 

녹아 들어가 산화막이 점차로 얇아지며 부식 억제 능력이 감소되어 금속의 부식률이 유체가 정지

되어있을 때 보다 증가하게 되는 현상을 일컫는다. 산화막이 녹는 용해율과 산화막이 생성되는 

금속의 부식률이 같아지는 steady state가 되면 일정한 부식률이 유지되게 되어 모재(bare metal)의 

감육이 지속되어 마침내 배관의 파손이 일어나게 된다[20].

  FAC가 일어난 배관의 표면 형상은 single-phase일 때와 two-phase 조건일 때 서로 다르게 나

타난다. single-phase flow일 때는 작은 크기의 scallop이나 wave, 또는 orange-peel 형태가 관찰된다. 

반면에 two-phase 조건에서는 tiger striping이라고 불리는 형태의 모양이 나타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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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3.1. FAC 기구 개략도[20]

  FAC 현상은 금속표면의 다공성 magnetite layer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두 가지 과정으로 나뉠 

수 있다. Fig. 3.3.3.1에 도식적인 FAC 진행 과정이 나타나있다. 첫 번째 과정은 산화막/용액 계면

에서 용해성인 ferrous ion들이 생성되는 반응이며 세 가지 반응으로 나뉠 수 있다. 

(a) 용존 산소가 제거된 용액에서 철/magnetite 계면에서 일어나는 금속 산화반응은 다음과 같은 

반응식을 따른다. 

2+ -

2 2 2 2

2 3 4 2

Fe + 2H O  Fe  + 2OH  + H   Fe(OH)  + H

and 

3Fe + 4H O  Fe O  + 4H

⇒ ⇔

⇔

(b) 위의 반응에 따라 생성된 ferrous ion들은 다공성의 산화막을 통해 철 표면으로부터 용액 속

으로 확산된다. ion들이 산화막 내부를 통과하는 것은 concentration diffusion process의 지배를 받

는 것으로 여겨진다. 

(c) 산화막/용액 계면의 magnetite layer는 용액속의 수소에 의한 환원반응에 의해 용해된다. 수

소와의 반응은 다음과 같은 Sweeton and Baes 반응식에 따라 일어난다[21].

+ (2-b)+

3 4 2 b 2

1 1 4
Fe O  + (2-b)H  + H   Fe(OH)  ( b)H O

3 3 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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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b(= 0, 1, 2, 3)는 ferrous ion의 가수분해수에 따라 결정되는 상수이다. 정상상태의 반

응에서는 산화막의 두께와 다공성은 일정하게 유지된다. 산화막/용액 계면에서의 magnetite 용해

율은 금속/산화막 계면에서 magnetite의 생성률과 같아야만 한다. 

  두 번째 과정은 생성된 ferrous ion이 확산경계층을 지나 용액 속으로 전달되는 과정이다. 이

것은 diffusion gradient에 따르는 반응으로서 ferrous ion은 확산경계층(diffusion boundary layer)을 

통해 용액 속으로 매우 빠른 속도로 확산된다고 가정된다. 또한 bulk 용액 속의 ferrous ion 농도는 

산화막/용액 계면에 비하여 매우 낮은 정도라고 가정된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부식률은 산화막/

용액 계면을 흐르는 용액의 속도가 증가할수록 증가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위와 같이 ferrous ion

이 산화막을 통과하는 확산반응이 저합금강의 FAC 속도를 결정하는 반응으로 여겨진다. 

  염기성이며 산소가 없는 조건에서의 주된 철의 용해 반응은 다음과 같다. 

2+ -

- -

2 2

2 2 2

Fe  Fe  2e

2H O + 2e   2OH  + H

Fe + 2H O  Fe(OH)  + H

↔

↔

↔

위와 같은 반응은 pH가 증가할수록 억제된다. 이는 Fe2-와 Fe(OH)- ion 농도의 감소는 Fe(OH)2

의 용해도나 반응식의 분해상수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 -

2

2+ -

2

Fe(OH)   Fe(OH)  + OH

Fe(OH)   Fe  + 2OH

↔

↔

Fe(OH)2의 용해도는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다가 200 250 사이에서 급격하게 감소한

다. 

  FAC 반응은 최소한 두 가지 이상의 과정으로 이루어져있기 때문에 부식 반응과 물질 전달 

반응 모두를 고려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FAC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인자들은 몇 가지 분류로 나

뉜다. 유체역학적 인자들은 부식 생성물이 유체 속으로 전달되는 물질전달률(mass transfer rate)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매개 변수들로는 flow velocity, pipe roughness, flow geometry, 그리고 steam 

quality등이 있다. 발전소 내에서 FAC damage의 발생은 종종 pH, oxygen concentration, water 

impurity concentrations, 그리고 온도 등의 환경적 인자들과 관계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많은 발전소들의 환경 조건들이 바뀌었으며 주로 수화학 조건이 바뀌었다. 강의 조성도 FAC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FAC 현상은 저합금강이나 저탄소강으로 이루어진 부속과 배관에서 발생

한다. Fig. 3.3.3.2에 나타낸 것처럼 크롬 함량이 0.2 wt%이상인 저합금강은 FAC에 거의 영향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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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Fig. 3.3.3.2. 크롬 함량에 따른 FAC rate 변화[20]

(2) FAC 평가 모델링

FAC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많은 모델들이 기계적 또는 유체 역학적 기본 원리로부터 만들어

져 왔고 FAC를 예측하기 위해 실험결과와 현장 자료들을 통계적 기법으로 분석하여 개발한 경험

적 모델을 적용한 전산코드가 상용화되고 있다.  

몇 가지 기계적인 모델들이 FAC를 예측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기본적인 모델이 Berge에 의해 

제안되었고 그 기본 식은 다음과 같다.[22]. 

 


 (3.3.3.1)

여기서 kd는 magnetite 용출계수이고 km은 물질전달계수, Ceq와 Co는 각각 금속 표면과 용액에

서 ferrous 이온의 농도이다.

Berge는 산화막/용액 계면에서 magnetite의 화학적 용해는 Sweeton-Baes 관계식에 따라 일어난

다고 가정했으며, ferrous ion 생성률은 반응률 상수에 의해 결정된다고 고려했다. 이 모델은 반응

률이 magnetite의 용해율과 산화막/용액 계면에서의 농도사이의 차이에 따라 결정되는 일차반응식

으로 구성되었다. 전체 FAC rate는 magnetite의 외측 표면의 용해율의 두 배라고 고려되었으며, 산

화된 철의 절반이 magnetite layer를 구성한다는 가정을 위해 두 개의 인자가 추가되었다. Berge's 

model은 FAC 반응에서 수화학 조건과 물질전달 두 가지의 중요성만을 강조하였으며 온도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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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다. 

  Sanchez-Caldera는 산화막의 두께 감소율을 표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식을 제안하였다

[23]. 이 모델은 단일 산화층을 가정하여 FAC가 3단계 과정으로 발생한다는 가정으로 시작한다. 

Fig.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개략적 과정은 다음과 같다.

-과정1: 물과 반응하여 금속 표면 산화로 Fe2+ 생성

-과정2: 산화막 기공을 통해 과정 1에서 생성된 Fe2+ 이동

-과정3: 산화막 표면에서 물로 Fe2+ 확산

Fig. 3.3.3.3.  Sanchez-Caldera's model of FAC[23]

  첫 번째 과정으로 금속/산화막 계면에서의 반응에 관계된 식으로서

*

eq 0FAC rate = K (C -C )θ× × (3.3.3.2)

이며, K
*는 Fe(OH)2 생성 반응의 rate constant이다. 

* -E/RT K Ae= (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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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A는 상수, E는 평형조건에서 부식 cell의 기전력, R은 기체상수, T는 절대온도, θ는 산화

막의 porosity, Ceq는 평형상태 magnetite의 용해성 ferrous ion 농도이며, C0 는 금속/산화막 계면에

서의 용해성 ferrous ion 농도이다.  

  두 번째 과정은 산화막의 pore를 통한 확산과 관계된 식으로  

0 S

D
(1 f) FAC rate = (C -C )

θ
δ
×

− × ×
(3.3.3.4)

이며, D는 용액 속에서 철의 확산 계수, δ는 산화막의 두께, Cs 는 산화막/용액 계면에서의 

ferrous ion 농도, f는 금속/산화막 계면에서 산화된 금속이 magnetite로 변환되는 비율이다. 이 비

율은 대부분 0.5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24]. θ는 산화층의 기공도로서 온도의 함수로 가정한다. 

기공도가 감소하면 물질전달 면적이 감소하여 전체 철 이온의 용출이 감소하게 된다.

  세 번째 과정은 limiting diffusion layer를 통해 산화막의 pore로부터 용액 속으로의 물질전달

에 관한 식이다. 

S(1 f) FAC rate = k (C -C )θ ∞− × × × (3.3.3.5)

위 식에서 C 는 용액 속의 ferrous ion의 농도이며 k는 물질 전달 계수이다. 

  FAC rate, Cs, 그리고 C0를 알기 위해 Sanchez-Caldera는 위의 세 가지 식을 이용하여 FAC rate

를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내었다. 

eq

*

(C -C )
FAC rate = 

[1/K  + (1-f)(1/k + /D)]

θ

δ
∞×

(3.3.3.6)

f는 0.5로 여겨지기 때문에 최종 관계식은 다음과 같다. 이 식에 따르면 FAC rate는 산화막의 

두께에 반비례하며 porosity에 비례하게 된다. 

eq

*

(C -C )
FAC rate = 

[1/K  + 0.5(1/k + /D)]

θ

δ
∞×

(3.3.3.7)

물질전달계수는 Chilton-Colburn의 관계식을 사용한다[24]

직선관에서 물질전달계수 관계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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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3.8)

마찰속도 Uτ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3.3.3.9)

여기서 Um: 평균속도, Re: 레이놀드수, Sc: 슈미트수,  d: 수력학적 직경, v: 동력학적 점성이다.

CRIEPI에서는 오리피스, 엘보, T-결합 부위 등의 하류에서의 파동흐름인 경우 난류에 의한 국

부적 물질전달계수를 구하기 위하여 유효마찰속도 Uτe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25]





′
    (3.3.3.10)

여기서 u'은 국부적 난류 속도이다.

Fig. 3.3.3.4는 FAC rate와 물질전달계수의 관계를 구한 결과이며 난류속도를 고려했을 때 계산

결과가 훨씬 정확하였고 국부적 물질전달 모델의 적용성을 입증한다.

Fig. 3.3.3.4. Correlation of FAC rate and mass transfer coefficient with and without considering the 

turbulent velocity(u') in the FAC experiment condition.[25]

Bignold는 부식과정에서 발생하는 전기화학적 요인을 고려하여 기계적 모델을 제시하였다.[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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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nold는 FAC 과정을 다음과 같이 가정하였다.

(1) 금속 산화물 경계면에 산화층 형성

(2) 산화막과 용액과의 경계에서 산화물 용출

(3) 용액내로 Ferrous 이온이 확산

Bignold는 magnetite의 용출 반응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Fe3O4 + 2 H
+
+H2+2e

-
 3 Fe(OH)b

2-b+
 + 3 (2-b) OH

-
  for b=0, 1, 2.

Bignold 모델은 음극에서 수소이온의 환원 반응에 의한 전류량은 half cell 전극 전위 E에 비례

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ic = -F B(pH) exp(-FE/RT) (3.3.3.11)

여기서 B(pH)는 실험 자료를 통한 pH 계산함수이다. Bignold는 이 전류량에 의해 magnetite의 

용출이 제한되어 FAC를 결정하는 모델을 제안하였다. 

나. FAC 예측 코드 개발 현황

1986년에 Surry 발전소에서 주배관 파열로 작업자 4명이 사망하고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미국 EPRI에서 FAC를 감시하고 예방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FAC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수질관리 기술과 FAC 발생에 취약한 배관을 선별하기 위한 

CHECWORKS 프로그램이 개발되었다.[27] 이러한 연구결과를 현장에 적용한 결과 미국 원자력발

전소에서는 FAC와 관련된 사고 발생 건수가 현저히 감소하였고, FAC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거의 없었다. CHECWORKS 프로그램은 데이터의 축적과 컴퓨터 및 영상처리 기술의 발전에 따

라 개선되어 왔고 최근에는 사용자에게 개별적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공개된 데이터베이스

를 포함하고 있다. 

최초의 CHEC(Chexal Horovitz Erosion Corrosion) 코드는 미국 EPRI에서 1987년에 개발되었다. 

1989년에 상용화된 CHEC 코드(버전 2.0)가 개발되었으며 단상 유체가 흐르는 배관의 침식부식

(ECW; Errosion-Corrosion Wear) 속도를 계산하였다. 이 코드는 사용자가 배관 재질 감소량을 예측

하기 위한 경험모델을 가지고 있다. 이를 발전시켜서 EPRI는 2상 유체(two-phase fluid)에서 배관

의 ECW 강도를 계산할 수 있는 CHECMATE 코드를 개발하였고 이 후에 CHECNDE와 CHEC-T, 

CHECWORKS 소프트웨어 패키지로 발전하였다. 비파괴 검사 자료를 관리하고 평가하기 위한 

CHEC-NDE 전산코드가 1991년에 발표되었으며, 손상 배관기기의 응력해석을 위한 CHEC-T 코드



- 82 -

가 개발되었다. EPRI는 1989년에 CHEC/CHECMATE Users Group을 구성하여 현재 CHECWORKS 

Users Group(CHUG)로 발전하였다. CHUG는 FAC와 관련된 기술과 자료를 교환하고 전산코드 사

용자에 대한 기술지원과 교육을 포함한 CHECWORKS 프로그램의 유지관리 활동을 하고 있다. 

EPRI는 기존의 4개의 프로그램을 통합하고 기능을 개선하여 1993년에 CHECWORKS 전산코드를 

발표하였다. 이 후 원자력발전소 데이터를 관리하고 여러 가지 해석과 검사 주기 동안에 수행된 

작업 보고서 작성을 자동화하기 위한 기능들이 추가되었다.

원전 배관 시스템의 유동가속 부식을 예측하고 제어방식을 관리하기 위하여 전세계적으로 150

개가 넘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CHECWORKS를 사용하고 있다. 미국의 전체 원자력발전소와 대부

분의 화력발전소 및 벨기에, 캐나다, 체코, 일본, 한국, 슬로베니아, 대만 등의 발전소에서 이 프로

그램을 사용하고 있다.

독일 지멘스 AG는 EPRI와 협력하여 WATHEC(Wall Thinning due to Erosion)과 DASY 소프트웨

어 팩키지를 개발하였다. 이 소프트웨어는 원전 장치와 배관 중에서 ECW 손상 부위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프랑스에서는 BRT-CICERO가 구성되어 독일과 공동으로 배관 수명을 감시하기 

위한 COMSY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러시아에서는 CHECWORKS와 비슷하게 단상유체에 의한 

FAC 예측 프로그램인 ECW-02와 2상 유체에서 배관 FAC 예측을 위한 ECW-03 전산코드를 개발

하여 사용하고 있다.[28] 

Table 3.3.3.1. Software tools for calculating the ECW of pipelines.[28]

일본의 경우 PWR 발전소 배관 관리 규정은 1990년에 제정되었다.[29] BWR 발전소는 자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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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계획에 따라 개별적으로 배관 감육을 관리하고 있었다. 그러나 2004년 미하마 3호기에서 대구

경 탄소 배관 파단 사고 이후 일본 기계공학회(Japan society of Mechnical Engineers, JSME)의 

MC-PGFC(Main Committee on Power Generation Facility Codes)에서 PWR[30]과 BWR[31] 발전소에 

적용할 수 있는 관리 규칙들을 제정하였다. 원자력 발전소 배관 감육 측정 자료를 기초로 이러한 

규칙들은 2008년 여름에 NISA(Nuclear and Industry Safety Agency)의 인가가 승인이 완료되었다. 

일본의 배관 감육 관리 프로그램의 특징은 일본내 발전소 현장의 방대한 감육 자료를 통해 얻어

졌다는 것이다. BWR 발전소의 경우 29개 발전소의 26,000 개소에서 2개 이상의 검사자료를 종합

하였으며, PWR 발전소의 경우 23개 발전소의 20,000개소에서 3개 이상의 검사자료를 수집하였

다. MC-PGFC는 이러한 규칙들을 기술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연구개발 로드맵을 수립하였고 여기

에는 다양한 관련 연구개발 과제들이 포함되었다. 주요 연구과제로는 배관감육 예측, 관리가 필

요한 배관 결정을 위한 현상학적 연구, 감육 측정 기술 개발, 감육율 평가 개선 방법, 수리방안 등

이 있다.

기본적인 배관 감육 관리 과정은 다음과 같다.

- 검사할 배관 선택

- UT 검사를 적용 시점 결정

- UT 기술을 이용한 두께 측정 수행

- 감육율과 잔여 수명 평가

- 수리 또는 교체 결정

Fig. 3.3.3.5.  Validation of measurement data[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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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적으로 KAERI에서는 1990년대 초에 CHECKMATE와 CHEC-NDE로 구성된 CHEC Family 

코드를 구입하여 국내 고리 1호기 원전의 2차측 배관에 대한 전산코드 적용 연구를 수행하였다. 

1996년에 KEPRI에서 CHECWORKS를 도입하여 원전 2차 계통 감육관리 기술을 개발하고 고리 

3, 4호기에 시범 적용하였다.[32] 2000 2003년에 KEPRI에서 2차 계통 감육 배관 관리 표준 기술

체계 개발을 하였고 2002년에 탄소강 배관 감육 관리 절차서를 개발하여 현재 국내 원전에서는 

FAC 모델 해석용 전산 코드인 CHECOWRKS를 기반으로 감육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다. CHECWORKS FAC 관리 프로그램

CHECWORKS 프로그램은 발전소 소유자가 FAC로 인한 파이프 손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검사

의 시기 및 위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발전소 기술자가 관련 검사 데이터를 관리 및 해석하

도록 하며 FAC 검사와 관련하여 정전활동을 계획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EPRI는 EPRI CHECWORKS(TM) 소프트웨어 플렛폼 설치 작업을 수행한 후, 구성 부품별로 

FAC 비율을 예측하기 위하여 경험적인 모델을 사용하였다. 발전소 검사에 집중하기 위하여 가장 

민감한 부분을 확인한 후 우선순위를 결정하였다. 1987년부터 기본 모델을 사용하여 왔는데, 이

는 발전소의 가동 상태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AC 예측에는 다음과 같은 관련 평

가내용이 포함된다.

o 수질 화학분석 - 전형적인 원자력발전소 및 화력발전소 증기 순환계의 산소 수준과 pH를 결

정한다.

o 네트워크 유동 분석 - FAC 예측에 필요한 알려지지 않은 국소 가동 조건(유동, 온도, 압력, 

증기품질)을 결정한다

o 마모율 분석 - 벽이 앏아지는 속도와 총량 및 FAC로 인해 열화된 파이프 구성 부품의 전여 

사용 수명을 예측한다

o UT 데이터 분석 - 파이프 구성 부품의 초음파 검사 결과를 가져와 관리, 표시, 저장,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o FACTRAK - FAC 검사와 관련된 정전활동을 계획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CHECWORKS에서 사용하는 FAC 예측은 다음과 같은 Chexal-Horowitz 모델을 사용한다.[27]

FAC rate = F1(T)·F2(AC)·F3(MT)·F4(O2)·F5(pH)·F6(G)·F7(α)·F8(H) (3.3.3.11)

whereF1(H) : 온도영향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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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AC): 합금조성영향 인자

F3(MT): 물질전달영향 인자

F4(O2): 용존산소 영향 인자

F5(pH): pH 영향 인자

F6(G): 형상 인자

F7(α): 기포분율 영향 인자

F8(T): 하이드라진 농도 영향 인자

현재 국내 원전에서 CHECWORKS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배관의 FAC 발생에 대한 분석 과정은 

Table 3.3.3.2와 같고 이 결과를 이용한 분야는 다음과 같다.[33-36]

- 국내 원전 탄소강 배관 감육관리 프로그램에서 CHECWORKS 전산코드를 이용한 검사대상 

부위 선정

* 2“ 초과 배관에 대해 CHECWORKS DB 활용

* 2“ 이하 소구경 배관은 파열영향을 고려하여 배관 파단의 영향이 큰 경우에 관리대상으로 선

정

- SGMP 수질관리 진단, 슬러지 생성 및 이동 모델 개발에 활용

- TPMP(Thinned Pipe Management Program)

; Chexal-Horowitz FAC 모델 적용 원전 DB 및 감육예측 모델 보정, 원전 중장기 관리 계획 정

립 및 단중기 점검계획 수립

 1. Global Database 작성(가동기간, 수처리 방법 등)

 2. Line & Component DB 작성(설계압력, 온도, 재질 등)

 3. 수화학 해석(Water Chemistry Analysis; WCA)

 4. 유로 해석(Network Flow Analysis; NFA)

 5. 마모율 해석(Wear Rate Analysis; WRA)



- 86 -

Table 3.3.3.2. CHECKWORKS를 활용한 국내 원전 배관 FAC 분석.[32]

항목
데이터베이스 구축

WCA NFA WRA
글로벌 D/B 컴포넌드 D/B

목적

호기별 

운전이력 

데이터베이스

컴포넌트 고유 

데이터베이스

라인별 

수화학환경 분석

컴포넌트별 

열수력환경 분석

컴포넌트별

감육속도

잔여수명 도출

입력

자료

주기별

출력준위

운전시간

수처리 이력

컴포넌트별

설계압력/온도

재질, 크기, 

형상 등

샘플지점에서의 

상온 pH, 

용존산소, 

암모니아, 

하이드라진 농도

라인유량

라인 입출구의 

온도, 압력, 

엔탈피

글로벌 

컴포넌드 데이터

WCA, NFA 

결과

해석

결과
- -

라인별 상온 pH, 

용존산소, 

암모니아, 

하이드라진 농도 

등

컴포넌트별 온도, 

압력, 엔탈피, 

Quality, 레이놀드 

넘버 등

컴포넌트별

감육속도

잔여수명

최소요구두께 

등

용도
WCA, NFA, 

WRA 기초자료

WCA, NFA, 

WRA 기초자료
WRA 입력자료 WRA 입력자료

라인별, 

컴포넌트별 검사 

우선순위 결정

라. FAC 예측 전산 코드 개선 방안

원자력발전소와 화력발전소의 FAC를 예측하기 위한 CHECWORKS 프로그램 사용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o 누출이나 파열이 발생하기 훨씬 전에 문제 발생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

o 정확도가 떨어지는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요구되는 것보다 검사위치가 감소된다.

o 검사한 부품뿐만 아니라 검사하지 않은 부품의 잔여 사용 수명도 확인할 수 있다.

o 라인에 따라 가장 경제적으로 FAC를 관리하는 방법을 선택하기 위하여 수질화학을 최적화

하고 다른 방법들을 평가할 수 있다.

o 파이프 검사 데이터를 관리, 평가, 저장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줄일 수 있다.

o FAC 검사활동의 관리를 지원하는 유용한 도구를 제공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발전소의 모든 배관을 높은 신뢰성을 가지고 관리하는 데에는 부족한 점이 

많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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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간소화, 시각적 효과 등 사용자 편의성 향상과 자료 수집 및 분석 성능이 개선된 FAC 

해석 프로그램 개발

- 배관 손상 실증 실험을 통한 유동, 진동, 성능기준 정립 및 수화학적 인자 영향평가 DB 구축

- FAC 정밀 해석을 위한 배경기술 개발 및 응용(응력, 피로기준, 과변형률 등)

- 원전 배관 검사 성능 및 적용범위 보정과 일관성 있는 설계 기준 제공으로 모델 신뢰성 향상

국내의 경우 EPRI의 CHECWORKS를 도입하고 주기 점검 기간에 초음파 장비 등을 이용한 구

역별 감시를 실시하고 있지만 짧은 주기 점검 기간과 CHECWORKS 프로그램의 예측 정확도가 

떨어질 경우 주요 위험배관에 대한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 실제 원

전 운전에 필요한 통합 패키지라는 측면에서 CHECWORKS의 장점이 있으나, 이것은 미국 원전

에 국한하여 개발된 소프트웨어 패키지로, 미국형 원전이 아닌 경우 다소의 오류가 있음이 알려

져 있다. 따라서 국내 원전 운영 기술의 자립도 등을 고려할 때 배관 계통에 대한 감육 연속 감시 

및 진단 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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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목표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목표달성도  

핵심 성과지표(가중치) 사업수행 성과
당해년도 

목표달성도

최 종

목표달성도

 1. 정성/정량 목표 달성(25%)

연구내용의 사업목적 충족

학술회의 논문발표, 설계물/기술보

고서

100 100

 2. 종합검증 시험시설구축(35%)

원전 2차계통 환경 실증 시험설비 

구축

원전배관부식 실증시험시설 구축

원전재료기기 실증 시험 및 검증

기술 개발

100 100

 3. 배관재료 신뢰성 검증(20%)

배관부식 손상감시 및 진단기술 

개발

유체진동 배관파동 응답측정 및 

신호처리기술개발

100 100

 4. 안전해석 코드개발(10%)

원전계통 안전해석 모델개발

한국형 원전가동 조건 FAC 평가코

드 개발

90 90

5. 홍보 및 국제협력(10%)
국내외 기술회의 발표

해외기관과 교류
80 80

합  계(100%) 97% 97%

 

기여도

원전 2차계통 환경 실증 및 배관 부식 시험 설비 구축을 통해 FAC 실증 DB, 안전해석 코드, 

표준화 체계 확립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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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원전 배관재료 FAC 신뢰성 검증 시설 구축

 - 원전 가동안전성 확보에 파급/활용

 - 운영정비 경제성 제고에 파급/활용(SG 교체비용 4천억원/2호기 감축)

 - 2차 계통 배관 FAC 관리 전략 수립에 활용

신뢰성 시험 기반 기술

 - 기기 재료 신뢰성 확보를 위한 실증 DB로 활용

 - 60년 운전을 위한 재료신뢰성 평가기술 및 자료로 활용

 - 국제 공인 원자력 시험기관으로 자리매김

FAC 모델(Flow Assiseted Corrosion Evaluation and Management Code; FACEM) 개발

 - 안전해석코드/기술 표준화를 위한 핵심 지원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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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CRIEPI PRINTEMPS(Pressurized & Heated Circulation Loop for Thinning Evaluation of Materials 

for Piping Systems) 관련자료

CRIEPI Water Chemistry Controlled Steam-Water Two-Phase Flow Loop 관련자료

CRIEPI Multi-Purpose Steam Test Apparatus 관련자료

Specifications of Mock Loop Test System at TEPCO R&D Center

Proceedings of "International Conference on Flow Accelerated Corrosion" March 18-20, 2008, Lyon, 

France.

Proceedings of "International Conference on Flow Accelerated Corrosion" May 4-7, 2010, Lyon, 

F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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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15-20줄내외)

원전 2차계통 환경 실증 시험 설비 구축을 위해 고정밀 수질 측정 및 제어 기술 개발하

였고 원전 가동 수화학 환경 모사 기술을 개발하여 설계에 반영하였다. 배관 부식 시험 

시설 설계요건을 개발하였다.  배관 및 부품 실증 시험 평가 절차서를 개발하였으며 실

험 변수인 산소/pH/온도/유속/형상 인자 실증을 위한 기초실험을 수행하였다.

 유속, 용존산소, pH, 온도를 정밀하게 조절할 수 있는 전기화학적 특성 시험장치를 설

계하였다. 시험 Loop 배관은 AISI 316L Stainless Steel로 제작하며, 시험온도는 150-270

로 하지만 안전성을 고려하여 300 에서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가동 압력은 최

대 1,000 psi로 하였고, pH는 7.0-10.5 범위의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산소농도는 

1-100 ppb 범위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유속은 최대 10 m/s까지 조절 가능하도록 

하였다. 구매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외자구매 품목을 2011년도에 우선적으로 구매하였

으며, Test Section을 국내에서 제작하였다. 2012년도 상반기에는 내자구매 품목을 구매하

여 시험장치를 제작완료할 예정이다. 2차계통 배관재질인 SA106 Gr.B를 사용하여 pH 7, 

8, 9, 10, 150 , O2 조건에서 FAC 기초시험을 수행하였다.

고온 초음파 측정 시에 발생하는 다양한 오차의 원인을 분석하였고 고온초음파 두께 측

정기술의 국내외 현황을 분석하였다. Shear horizontal (SH) 진동모드를 적용한 strip 

waveguide 방식의 고온초음파 두께 측정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 SH waveguide 시제품을 

제작하고 shear mode 초음파 탐촉자를 사용하여 실제 신호를 취득하였다. 

원전 배관 재료에 발생하는 FAC 기구에 대한 해석과 FAC 모델링 방법에 대해 분석하

였고 현재 국내외 원전에서 배관의 FAC 평가에 활용되고 있는 전산 코드 현황을 조사

하였다. 국내에서는 주로 미국에서 개발된 CHECWORKS FAC 관리 프로그램을 사용하

고 있으며 이를 이용한 배관의 FAC 평가 과정과 활용 분야에 대해 조사하였다. 국내 원

전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FAC 평가 코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

해 연구하였다.

 주제명키워드

 (10단어내외) 
  원자력발전소, 재료/기기, 건전성, 배관부식, 증기발생기

 



             BIBLIOGRAPHIC   INFORMATION  SHEET     

   Performing Org.

     Report No.

   Sponsoring Org.

     Report No.
 Standard Report No.  

  INIS Subject 

Code

KAERI/RR-3352/2011  

   Title / Subtitle 
Integrity Evaluation Project for Nuclear Materials and 
Components 

  Project Manager 
  and  Department

 Seong Sik Hwang(Nuclear Materials Development Division)

  Researcher and 
    Department

E.H. Lee(Nuclear Materials Development Division), K.M.Kim
(〃), W.Y Maeng(〃), J.W.Na(〃), K.H.Kim(〃), Y.M.Jeong(〃), 
D.H. Hur(〃), W.J.Kim(〃), J.H.Hong(〃), J.S.Kim(〃), 
U.C.Kim(〃), K.W.Sung(〃), Y.H.Jeong(〃), H.P.Kim(〃), 
J.H.Park, Y.C.Choi, S.H.Shin, D.B. Yoon, S.S. Moon, H.J. 
Jeong, Y.J.Cho, W.W. Kim, G.E. Yeom

 Publication
  Place 

 Daejeon  Publisher         KAERI
 Publication  
   Date

  2012. 2.

  Page    93 p.   Ill. & Tab.   Yes( ), No (  )     Size    
  29.7 
Cm.

  Note  

 Classified  Open( ),  Restricted(   ),
 ___ Class Document

  Report Type      Research Project

 Sponsoring Org.  MEST  Contract No.

Abstract (15-20 
Lines)

  

 A test loop has been designed to check electrochemical properties and it can control 
flow velocity, dissolved oxygen, pH and temperature of the coolant. The piping 
material of the loop is AISI 316L stainless steel and it will be tested in the range 
of 150-270 and designed to 300 for the safety of the system. Its maximum 
pressure is 1,000 psi and can be operated in the range of pH 7.0-10.5 and dissolved 
oxygen 1-100 ppb. The flow velocity can be controlled up to 10 m/s. Some major 
items have been purchased  and a test section has been manufactured in 2011. Other 
items will be prepared and the test loop will be made by the first half of 2012. 
Corrosion tests of SA 106 Gr. B performed using static autoclave system at the 
condition of pH 7, 8, 9, 10, 150 , O2.
Various sources of error occurred in high temperature thickness measurement were 
reviewed. In order to develop a high temperature thickness measurement technique, a 
proto-type shear horizontal waveguide was designed and fabricated. The ultrasonic 
signals with shear mode piezoelectric ultrasonic transducers showed enough SN ratio. 
This technique will be applied to an actual FAC mockup after experiment with 
various high temperatures conditions.
The basic mechanisms and models on FAC phenomena was studied for pipe 
materials and FAC estimation programs was reviewed which was used in nuclear 
power plants. CHECWORKS program was mostly used for FAC mangement 
including Korea, it is revewed on the FAC evaluation process and the applications of 
this code. The improvement method was considered to use the FAC evaluation 
program with effective and easy usage for domestic NP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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