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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목

 

원 재료열화 능동 손상 처기술 개발

Ⅱ. 연 개  목   필

원 복합환경(고온·고압·방사선·냉각재)에서 재료열화는 가동년수가 증가함에 따

라 증가하며, 재까지 발생했던 손상기구와는 다른 측하지 못한 형태의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원 1차 계통 기기소재는 약 320°C,2500psi의 운 상태를 유지

하고 있으며,원자로 압력용기는 10
20
n/cm

2
( 성자에 지 >1MeV)의 성자조사

량를 받고,노즐과 배 부 는 냉각재의 기계 /열 /부식환경 반복피로 응력을

지속 으로 받고 있다. 한 증기발생기 열 의 경우 1차 냉각수와 2차 냉각수의

환경 향을 동시에 받게 되어 재료열화 손상기구 속도는 사용되는 재질과 기계

/화학 /구조 가동 환경의 미묘한 차이 등에 직 으로 향을 받고 있다.재

료열화의 원인이 단순히 한 가지 손상기구에 의해 발생하기 보다는 복합 인 손상

기구가 개입되어 발생하고 있다.

국내 원자력발 소는 재 기 생산량의 34% 이상을 공 하고 있으며,건설

인 신형 원 까지 고려하게 될 경우,2030년에는 국내 총 력 공 량의 60% 이상을

담당할 정이다.신규원 건설을 한 부지확보의 어려움 등을 생각할 때 장수명·

고효율 운 은 막 한 경제 이득이 있는데 이러한 원 의 장기운 출력증강

에 따른 안 리의 가장 큰 심사는 장기간 원 환경에서의 방사선 조사/부식/

고온/반복응력에 의한 재료열화 결함생성과 이에 한 괴역학 안 여유도를

단하는 것이다.따라서 가동원 의 장기운 을 달성하기 하여 손상기구,수명

측 등에 한 많은 지식과 자료 축 이 필요하며 국내 가동원 의 안 성 확보

보증을 해 원 재료의 열화손상을 능동 으로 (proactive) 처하기 한 재료손

상 수명 측 방지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다.

본 과제에서는 원 재료에서 부식,고온,방사선 조사 환경에서 발생하는 열화손

상기구를 규명하고 미세열화손상을 진단하는 신기술을 개발하여 원 의 안 성과

경제성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본 연구를 통하여 구축된 기술과 시설 들은 원

자력 분야의 안 신뢰 수 의 향상시키고 학 산업체, 련 연구기 등의 연

구를 활성화시키며,원자력의 효과 이용을 확 하는데 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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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 개  내용  

1.복합환경 부식기구 규명 방지기술 개발

가.노즐 통부 모재와 용 부 부식

나.증기발생기 열 부식

2.압력경계 재료열화 괴역학 평가모델 개발

가.원자로용기강의 조사취화 시험 DB확장 열화도 평가코드 개발

나.압력기기 균열의 괴거동 모사시험 측해석 모델 개발

다.가압기 림 재료의 원 환경 피로/ 괴 항 특성시험

라.용 부 잔류응력의 측정/해석기법 개선 괴특성 향 평가

3.원 재료 조사손상 측 분석 기술 개발

가.원자력재료 조사효과 측 다 스 일 코드개발

나.조사결함 분석 신기술 정립 열화 평가

다. 산모사 분석기술 활용,미래형 원 후보재료 조사효과 평가

4.미세열화손상 진단 신기술 개발

가.미세균열 진단 기술 개발

나.미세부식손상 진단 기술 개발

다.재료의 계면특성 평가

5.증기발생기 손상제어 핵심기술 개발

가.손상구조/환경모사 최 진단기술 개발

나.형상변화/결함 계 정 진단기술 개발

다.구조/환경 손상 향인자 평가,제어인자 도출

라.결함 유형/크기별 안 성 평가

마.신 손상유형 측/ 처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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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 개 결과    

1.복합환경 부식기구 규명 방지기술 개발

가.노즐 통부 모재와 용 부 부식

-노즐 통부 모재와 용 부 특성 평가

~노즐부 모사 용 부 제작 후 모재와 용 부의 미세조직을 분석

~유한요소해석을 통해 용 부 노즐 내면의 잔류응력을 평가

~Alloy600모재 Alloy182용 부에 해 응력확 계수와 수화학 분

기 별 PWSCC균열성장속도를 평가하고 DB를 구축

~PWSCC균열에 한 TEM 분석을 통해 손상기구로서 internaloxidation

model의 타당성을 확인,Alloy 600 모재 Alloy 182 용 재의

PWSCC 측모델을 확립

-노즐 통부 붕산 부식 평가

~국내원 압력용기강 SA508archive재료에 해 비등온도 이하에서는

붕산농도 온도에 따라,비등온도 이상에서는 붕산염으로 농축되는 환

경에서 B/Li농도 온도에 따라의 붕산 부식 속도를 평가

~노즐 통부에서 붕산수가 설되는 환경에서 붕산부식 거동과 속도를

평가할 수 있는 실증장비를 구축하 고, 설 속도,2상 공존 환경,산소

농도, 설 방향에 따른 실증시험을 수행

~붕산 부식 속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환경에서 붕산부식 속도식

을 도출

-노즐 통부 결함 mockup제작

~노즐 통부의 용 잔류응력과 SCC 거동의 계를 실증하기 해,BMI

CRDM 용 부 mockup제작 후,유한요소해석을 통해 노즐 내면의 잔

류응력 소성변형을 측하고,실제 원 실험실 측정결과와 일치함

을 확인

~노즐 통부 PWSCC균열 mockup제작을 해 고온 증기분 기 실험

법,고온 고압 알칼리 용액 침지법,상온 산성 용액 침지법을 용하여

균열 생성 성장을 모사하고 균열 제어 기술을 확립

나.증기발생기 열 부식

-Alloy600SG 열 ODSCC평가

~Alloy600 열 에 해 수용액의 pH,납 분 기,용액 도도에 따른

산화막 분석과 ODSCC민감도 평가를 수행

~ 열 이 노출되는 다양한 수화학 분 기에서 산화막 특성들을 규명하

고,pH별 열역학 안정상 ODSCC 민감도와의 상 계를 분석하여,

E-pH diagram 기반 ODSCC민감도 map을 도출

-SG 열 열, 설 측모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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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oy600 열 에 해 단일 균열 제작기술을 확보

~단일 균열을 갖는 열 시편을 이용하여 설시험 열 압력 시험

을 수행하고, 열 열 설 측 모델 2종의 로그램을 개발

-SG 열 denting시험

~ 열 의 ODSCC와 denting의 계를 실증하기 해 열 과 사

이의 틈새 모사 denting실증 시험 장치를 구축

~Denting실증시험장비를 이용하여 틈새 수화학 분 기 틈새 크기별

denting특성을 평가하고,denting억제제로서 NiB개발

-SG 열 부식억제제 SCC억제 성능 평가

~납을 포함하는 산성 알칼리 분 기에서 열 의 ODSCC 항성을

개선하기 해 부식 억제제인 NiB를 개발

~NiB의 산화막 구조 조성 안정성 개선 효과를 검증

-SG 열 Ni합 도 기술 개발

~손상 열 보수용 Ni합 도 공정을 개발

~도 층의 미세조직 제어,시간의존 열화 기계 특성 평가,SCC 항

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최 도 기술을 확보

-SG 열 ODSCC생성과 단계 분리기술 개발

~상온 실험실 환경 고온 고압 원 가동 환경에서 ODSCC균열 생성

/성장에 따른 기화학 노이즈 분석 기술을 개발

~ODSCC균열 발생과 기화학 노이즈의 계를 시간 역 주 수

역에서 정성 분석하고,확률론 이론에 근거한 노이즈 통계분석을 통해

균열 생성과 성장 단계를 정량 으로 구분하는 기반기술을 확립

2.압력경계 재료열화 괴역학 평가모델 개발

가.원자로용기강의 조사취화 시험 DB확장 열화도 평가코드 개발

-Linde80 인성 용 재의 고선량 조사취화 특성 시험

~국내 원 의 장기가동에 비하여 고리1호기 노심 용 부의 고선량

성자 조사취화 특성시험을 하나로를 이용하여 수행

~원자로용기 내벽 약 80년에 해당하는 조사량에서 고리1용 재는 기존

의 조사취화 추세선을 크게 벗어나지 않음을 확인하는 시험자료 확보

-SA508-Gr.4N Ni-Cr-Mo계 합 강의 원자로용기 용성 평가

-연구로 상용 원자로의 조사취화 특성시험 자료집 구축

~43회의 상용원 감시시험 결과 11회의 연구로 캡슐시험 결과를 종

합한 국내 고유소재의 조사취화 물성자료집을 구축

-조사취화 측모델 신뢰도 검증 평가코드 산화

~국내 소재 물성자료집을 이용한 취화 측 모델 평가 산코드화

-재료열화를 고려한 원 기기의 확률론 안 성평가 기술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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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압력기기 균열의 괴거동 모사시험 측해석 모델 개발

- 괴인성 표 특성의 시편 형상효과 측정변수 향 정량화

-Shallow 반타원표면 균열 괴인성시편 제작 마스터커 시험분석

~소형 십자시편,표면균열 시편 등 3차원 비표 형 시험편을 이용하여

괴인성 평가를 할 수 있는 시험기법 산해석 기법을 확보

-3차원 자연결함의 다축하 괴거동 측모델 해석 코드 개발

-손상역학 괴역학 기반의 수치해석 기법 개발

~소성구속력 차이에 따른 괴거동 측에 용 가능한 손상역학

괴역학 기반의 새로운 수치해석 기법을 개발하고 산코드화.

다.가압기 림 재료의 원 환경 피로/ 괴 항 특성시험

-개량 Type316N 스테인리스강의 LBB재료특성 평가

- 림 용 개량 오스테나이트강의 열피로 균열특성 시험자료 생산

-열피로 시험장치 개선 환경피로 시험장치 제작

-가압기 림 TP347스테인리스강의 환경피로 특성시험 분석

~한국형 원 림 고유소재인 Type347스테인리스강에 한 원 수

화학 환경의 피로균열성장속도 시험데이터를 축

~ 주기 피로특성과는 달리 da/dN 곡선특성은 고온고압수 원 환경에서

도 크게 나빠지지 않음을 보이는 시험자료를 확보

라.용 부 잔류응력의 측정/해석기법 개선 괴특성 향 평가

-원자로 압력용기 이종재료 용 부의 피로균열 특성평가

-이종재료 용 부 배 내벽의 잔류응력 제어 역응력부가 기술 개발

-이종 용 부 잔류응력 측정을 한 정량 성자 회 측정법 개발

~이종 속 맞 기 용 부 모사시편을 제작하여,하나로 성자빔을 이용

한 잔류응력 측정 해석 기법 개선 연구를 수행

~ 성자 투과능의 최 화 기술 등 하나로에 용 가능한 개량기술의 표

차서를 개발하여 국내 인 라 구축에 기여

3.원 재료 조사손상 측 분석 기술 개발

가.원자력재료 조사효과 측 다 스 일 코드 개발

-가동원 압력용기강 조사열화 측 다 스 일 모델

~국내 가동 가압경수로 성자속을 기반으로 조사손상 라메터 기본계산

~원자 단 상모사로부터 미세조직 변화 측을 한 다 스 일 코드

체계 구축 (분자동력학,kinetic몬테카를로, 동력학)

~가압경수로 압력용기강 항복강도 변화와 충격특성 간의 실험식 유도

-고방사선 조사재 기계 특성평가 시험법 미소시편 변형 산모사

~이온조사 시편의 한계 (얕은 손상층)극복을 한 시험법 개발

~미소경도 미소인장 기계 특성시험법을 동력학 산모사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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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구조재료 기결함 산 모델링 조사유기 응력부식기구 모델 고찰

~원자로 내부구조물재료의 고속 성자조사에 의한 기결함 평가

~스테인 스강의 조사유기 특성변화 (경화 편석)에 의한 응력부식균열

성장 간의 상호 계 고찰

나.조사결함 분석 신기술 정립 열화 평가

- 성자효과 모사 이온 조사재 활용 조사 결함 분석 신기술 개발 평가

~ 성자조사에 의한 재료 방사화 극복을 한 이온조사 실험법 수행

~고분해능 자 미경 시설 구축 이릉 이용한 정 분석기술 확보

~이온조사 시편의 손상층 분리를 한 정 가공장치 활용기술 확보

(이온집속빔 이온 링)

-온도변화에 따른 조사결함 소멸 측정 물성변화 평가 (양 자 소멸

감마선 분 법)

~조사유기 결함의 분포 정량화를 한 디지털 양 자 소멸수명 분 장

치 구축

~온도 상승에 따른 이온조사 시편의 결함 소멸 상 검증

~양 자 소멸수명 측정장치의 비원자력 부분 활용 확

-원자 탐침 기술 활용,조사재 미세구조 분석

~방사선 조사에 의한 원자단 결함 화학특성 분석을 한 원자탐침

기술 구축

다. 산모사 분석기술 활용,미래형 원 후보재료 조사효과 평가

-미래형 후보 소재 (Fe-Cr모델합 )조사특성 평가

~이온조사 Fe-Cr모델합 의 미세구조 특성 산 측 (몬테칼르로법)

~원자탐침 기술 이용,Cr클러스터 형성 검증 (경화 주요인 확인)

4.미세열화손상 진단 신기술 개발

   가.  재료특  평가   미 열  진단 술 립

      -  탄 계수  도  용한 미 열  평가

      -  공 에 한 비 탄  특  

      -  열 평가  한 향  개

      - 향  용한 재료 미 열  특 평가 

   나. 진단 에 한 미 열  탐지 술 개

      - 고 능   BN 에 한 재료 미 열  특  용  평가

      - BN 에 한 재료  미 열  특  평가    

- 비선형조화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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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 양 간  (SQUID)  용한 미 열  상진단 술

   다. 미  피 균열 술 개

      - 비  공  술에 한 미 균열 탐지

 도플러 진동계에 한  비  계수 결함 상  

   라. 미 식 상진단 술 개

      - 스  용한 보 재 비해체식 감  평가 술개

      - 스  시스  개

- 보 재 비해체식 감  평가  한 스  탐    실험

- 향 에 한 상 

   마.   미 열  술 개

      - 간  변  술 개  

      - 피  열 상 검사  한  검사 술개

   .  향탐 에 한 재료계  특 평가

      - 계 검사용 EMAT 시스  개

      - 상 핵연료 시편 

      - EMAT 용한 공결함 신  평가

      - 상 열 EMAT     용

5.증기발생기 손상제어 핵심기술 개발

가.손상구조/환경모사 최 진단기술개발

-확 형상,틈새 분포 크기 동시 측정 신기술 개발 완료 (정 도 ±1mm)

- 열 외면 deposit분포/두께 측정기술 확보 (정 도 ±0.15mm)

- 열 근 부 depositbridging구조 결함 모사,탐지기술 개발 완료

나.형상변화/결함 계 정 진단 기술개발

-신형 탐 자(D-Probe)구성요소 구조설계 최 화 시제품 2종 제작 완료

-신형 탐 자 신호 평가용 통합 로그램 1종을 미국 Zetec사와 공동 제작

-신고리 1호기 제작 추락사고 증기발생기의 구조건 성 평가에 용,재사용

인허가 획득에 결정 인 기여자료 제공

-미국 GINNA/WEC원 에 D-Probe시범 용,성능 우수성 국제 인증

-울진 4호기 증기발생기 열 지지 치의 외면 축균열 량발생 원

인규명에 활용

-장기보 KEDO증기발생기의 긴 교체용 기기 활용을 한 건 성 평가에

D-Probe 용,원 용 기술요건 확립 안 해결 지원

다.구조/환경 손상 향인자 평가,제어인자 도출

- 재료의 틈새 부식 덴 방지를 해 상단에 Alloy690등의

재료로 클래딩 하는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고 효과를 검증

-증기발생기 모델별 마모손상 열 막음 추이 구조 특징과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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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분석하고 반진동 구조물의 지지형상에 응하는 열수력 특성 해석

-유량 분배 용에 따른 마모,슬러지 분포,deposit거동 등 효과 분석

라.결함 유형/크기별 안 성 평가

-축균열 원주균열이 내재된 자연결함 시편 42개를 제작하여 설에 한

구조건 성 평가자료 생산

-표 형 원 용 합 600보 재 등의 열 시편을 사용하여,제조공정 과

도한 직 화 교정에 의해 큰 인장잔류응력이 유발됨을 실측하여 검증

- 지지 치 축방향 균열 모사시편을 제작,검출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신호평

가기법 도출 검증

- 열 제조시 유발된 형상변화의 불균일성에 의해 와 류 신호 노이즈가 발생됨

을 규명,결함 검출능에 미치는 향 평가 열 제조 련 개선사항 도출

마.신 손상유형 측/ 처 기술개발

-이물질 연속 충돌 실험에 의하여 열 swelling 상을 재 하는데 성공

하 으며,fatigueratcheting에 의한 발생 기구를 제안

-과도 형상변화부( 상부 과확 돌출 확 )의 내면에 원주균열 제작

기술 개발 와 류 탐 자별 결함신호 특성 비교 분석 자료 생산

-고속 검사용 arrayprobe(X-Probe)의 국내원 용성 평가를 한 결함 검

출능 비교 자료 생산

Ⅴ. 연 개 결과  용계    

1.복합환경 부식기구 규명 방지기술 개발

-개발된 기술들은 발 소 운 과 안 규제에 직 으로 활용되었음,2009년 ~

2011년 3,4호기 증기발생기 배수노즐 원자로 상부헤드 배기노즐의

PWSCC원인 분석 처 방안 수립에 본 연구 결과를 활용하 음. 한 실

제 원 의 환경을 모사한 결함 mockup에 한 실증한 시험 결과들은 원

이종 속용 부 설계/제작시 용 잔류응력 최소화에 직 으로 활용 가능

하고,PWSCC 측모델은 용 부 SCC 분석 수명 측의 기 자료로서

건 성 평가,검사주기 결정,정비 교체방안 수립에 활용 가능함.

-붕산부식 사고시 재료부식 유형의 정립 붕산부식의 정량평가 결과를 바탕

으로 붕산부식 리 규제에 활용하 음.붕산수의 설환경을 모사한 실증

시험 결과는,실제 2010년 10월 신고리 1호기에서 비상 살수시 원자로 배

의 붕산부식 건 성을 평가함에 있어 직 으로 활용되었고,건 성을 입

증하 음.

-증기발생기 열 에 발생하는 SCC균열 생성과 단계의 상 비 평

가를 통해 SCC제어의 원천기술 개발에 활용함.본 연구결과는 울진 3,4호기

증기발생기 열 손상원인 분석 손상 추세 측에 직 으로 활용되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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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이 결과를 바탕으로 울진3,4호기 조기 교체 필요성을 2010년에 제기한 바

있음.

- 열 재료 구조 건 성 설 건 성 평가 모델을 바탕으로 2종의 로그램을

개발하여 규제자와 사업자가 직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 지도를 수행함.

-KAERI개발 부식억제제인 NiB는 열 의 ODSCC민감도를 약 30-45% 억제

함과 동시에 열 과 사이의 틈새에서 발생하는 denting의 억제 효과도

규명하 음.이를 증기발생기 2차측 부식 억제 수처리에 용,원 2차측에

주입하면 증기발생기 건 성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 됨.

-Ni합 도 층 제조기술은 손상 열 보수 기술로서 산업체에 기술 이 진

행 임. 한 원 1차계통 손상부 보수기술로 활용 가능한데,압력용기 하부

클래드 손상부 보수를 한 후보기술로 발 시켜 국제규격(ASME code

case)으로서 등재 추진 이며,‘UnderwatercladrepairrulesbyNiplating’

의 제목으로 ASMEcodecase제정을 한 taskgroup이 결성되어 활동을 시

작함.

2.압력경계 재료열화 괴역학 평가모델 개발

-하나로를 이용한 원자로 압력용기강의 고선량 조사취화 특성평가 시험 데이터

는 고리1호기의 60년 이상 계속운 추진계획 수립에 안 성 분석의 기 자료

로 활용될 것임.연구용원자로와 상업용원자로의 가동조건 차이로 인한 시험

결과의 상편차를 가장 최신의 취화모델을 이용하여 분석,보정함으로써,취

화 측 추세선과 부합하는 시험결과를 확인하 음.

-가압기 림 용 체재료 연구결과는 신울진 원 사업부터 한국표 원 의

LBB마진 개선 방안 하나로서,Type347스테인리스강을 Type316N 스테

인리스강으로 체할 수 있도록 기술사양서를 변경하는 데에 활용되었음.

-실구조물 모사 표면균열 시험 용 부 잔류응력 측정기술 등은 번 단계에

구축된 환경피로 균열성장 시험 장치와 함께 국내 원 의 안 안 해결을

해 지속 으로 시험 데이터 생산에 사용될 것임.

-국내 원 재료 조사취화 DB 평가코드,확률론 평가모델 분석자료 등은

차기단계에 원자로용기 안 성 종합 랫폼 구축을 한 연구개발의 기 도구

로써 활용될 정임.

3.원 재료 조사손상 측 분석 기술 개발

-가동원 압력용기강 조사열화 측 다 스 일 산코드는 원자로 내부구조물 재료

의 기계 /화학 특성변화 극한 환경 원자력 구조재료의 거동 측에 활용 가능함.

-조사효과 모사용 산코드를 사용하여 방사선 조사 환경에서 생산된 제한 인 실

험 결과 데이터를 확장하여 해석 가능함.

-이온조사 속재료의 조사결함 분석기술(정 시편 제작/가공,원자탐침)은 고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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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환경의 재료특성 평가에 활용함.

-조사결함 (공공 형태)분석을 하여 설치한 양 자 소멸감마선 측정기는 함 재

료의 조사결함 이외 자재료,폴리머,신개발 합 의 미세구조 특성평가에 활용

되고 있음.

-재료의 성자 조사시 발생되는 방사화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이온조사 실험을

수행함. 성자 조사에 의한 충돌 흡수 반응 가운데 충돌 상만을 고려하게

되지만,재료의 기계 성질 변화는 충돌반응에 의한 원자배열 구조의 비균질성에

서 기인함.따라서,이온조사 시험을 이용한 원자력재료의 성능 시험이 세계 으

로 보편화 되어 있음.

- 다 스 일 산모사 방법에 의한 재료의 특성변화 측 모델링에는 다양한

물성 라메터를 결정해야 함.특히 원자 단 의 활성화 에 지 값은 본 과제

에서 취 하지 않은 분야의 연구를 필요로 함.기 과학 분야의 지식을 인용

하여 다 스 일 산코드 구축을 지속 으로 추진하고 있음.

4.미세열화손상 진단 신기술 개발

-가동원  후  진단평가에 용 가능할 것  특  식 상, 사취

에 한 미 균열 나 재료열  상  진단하는  용  것  특  가동

원  검사에  안  하나  합  비 검사  규 지

 개  한 원천 술  공하고 SMART, 액체   핵 합  등 미

래  원  개 에 필 한 가동 검사 술 지 에도 원천 술  공  것 .

   -미 열  또는 균열  재하는 재료  비  향특  재함  

공     용하여 각  원  재료    

연 에 용  것  특  시험 시에 한 균열 생 시  결

할 수  것  각  원  비  미 결함 진단에 용  것 . 

   -본 연 결과 개  스 술  고   감  상  보 재 비해

체 식  검사에 용 가능할 것 . 

   -개  EMAT(electromagnetic acoustic transducer)  용하여 고  

산   탄 강 재료에 한 감  에 사용가능할 것  단

, 향후 원  안   검사 술 개 에 해 SH  용

하는 술에 용  것 . 또한 본 연 에  개 한  검사   신

처리 술  극 단 스폭  갖는  사용하  에  결함

나 미 열  에 강  갖고 는 술  근 나  등  

 검사하  어 운  용 , 원  헤드 CRDM 나 Bottom 

Head Instrument Nozzle 용  검사 등에  피닝  용한 보수

술과 병행하여 사용가능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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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증기발생기 손상제어 핵심기술 개발

-신형 탐 자 평가 로그램의 국내외 상용화 해외 수출

-교체용 신형로용 형 증기발생기의 설계개선 제작기술 고도화에 핵심

기술로 활용

-손상원인 규명 원인 응 리/규제 기술과 처방안 수립에 반

- 상단 원주균열 덴트 감시기 ,deposit집 부 균열 민감도 기 설정,

검사 신뢰도 향상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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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Ⅰ.Title

DevelopmentofProactiveTechnologyagainstNuclearMaterialsDegradation

Ⅱ.TheObjectiveandImportanceofProject

As the nuclear power plants are getting older,the extentofmaterials

degradation increasesand unexpected typesofdegradation mechanism may

occurundercomplex environments,including high-temperature,high-pressure,

radiationandcoolant.Thecomponentsintheprimarysystem aremaintainedat

thetemperatureof 320°C,pressureof2500psi,andreactorpressurevesselis

exposedtothefastneutron(En >1MeV)fluenceof10
20
n/cm

2
.Thepipeand

nozzlepartsareaffectedbythemechanical,thermalandcorrosivecyclicfatigue

stresses.Sincethesteam generatortubesareaffected by both primary and

secondary coolants,the materials degradation mechanisms and kinetics are

dependentuponthemultipleorcomplexdegradationmechanism.

Domesticnuclearpowerplantssupplymorethan34% oftotalelectricenergy

anditsfractionwillincreaseupto60% in2030consideringtheconstructionof

new nuclearpowerplants.Duetothedifficultiestosecurealocationfornew

plantssite,extensionofplantlifeandhighefficiencyoperationareessentialfor

ahugeamountofeconomicalbenefit.Oneoftheconcernsonthesafetyissueis

to predictthe materials degradation and defectformation due to a long

exposuretoahigh-temperature,high-pressure,neutron-radiationenvironmentand

to determine the safety margin from mechanicspointofview.Therefore,

accumulatedknowledgeanddataonthematerialdegradationmechanismsare

necessaryfortheplantlifeextensionaswellastheproactivetechnologyagainst

thenuclearmaterialsdegradationanddamage.

Inthisproject,wewould makecontributiontotheenhancementofreactor

safety by developing techniques for predicting and evaluating materials

degradation under nuclear environments. Also, advanced nondestructive

techniquesformicro-scaledegradationanddamagearetakenintoaccount.The

techniquesandfacilitieswhichwereestablishedinthisprojectpalyavitalrole

inimprovingthesafeoperationofnuclearreactors,upgradingthelevelofskills

inrelevantinstitutesandextendingtheuseofnuclear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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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TheScopeandContentsofProject

1.Developmentofcorrosioncontrolandprotectiontechnologyfornuclearmaterials

undercomplexenvironments

-Evaluationofpropertiesandstructuresatthenozzle/penetration

-Evaluationofboricacidcorrosionatthenozzle/penetration

-EvaluationofcorrosionofAlloy600steam generatortube

-Developmentofpredictivemodelsforsteam generatortubefailureandleak

-DevelopmentofmitigationtechnologywithinhibitorandrepairNielctroplating

forsteam generatortube

2.Developmentoffracturemechanicalevaluationmodelformaterialdegradation

ofreactorpressureboundary

-TestinganddatabaseextensionontheirradiationembrittlementofRPVsteels

andthefatiguecrackgrowthofpipingmaterialsunderPWRenvironment

-Developmentofadvancedtesttechnologyandevaluationmodelsformechanical

integrity of aging damaged materials in nuclear pressure boundary

components

3.Developmentofpredictionandanalysistechnologyforradiationdamageinnuclear

materials

-Multiscalecodedevelopmentforpredictingradiationeffectsonnuclearmaterials

-Establishmentofnoveltechniquesforanalyzingradiationdefects

-Evaluationofradiationeffectsonnext-generationstructuralmaterialsbycombining

experimentandsimulation

4.Developmentofadvanceddiagnostictechniquesformaterialsdegradationand

damage

-Detectionofmicro-cracks

-Wallthicknessmeasurementwithoutinsulationremoval

-Determinationofintegrityofdissimilarmetalinterface

5.Developmentofcoretechnologyforcontrollingthesteam generatordegradation

-Technologydevelopmentforoptimaldiagnosisandsimulationof degradation

structures/environments

-Technologydevelopmentforprecisediagnosisofrelationshipbetweentube

geometryandde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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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luationofstructural/environmentalfactorsaffectingandcontrollingdegradation

-Safetyevaluationdependingondefecttypeandsize

-Technologydevelopmentforpredictionandcountermeasureofnew typesof

degradation

Ⅳ.ResultsofResearch

1.Developmentofcorrosioncontrolandprotectiontechnologyfornuclearmaterials

undercomplexenvironments

-microstructuralanalysisandresidualstressassessmentofthenozzle/penetrations,

accumulation ofadatabaseforPWSCC and developmentofpredctive

PWSCCmodel

-accumulationofadatabaseforboricacidcorrosionanddevelopmentofboric

acidcorrosionmodel

-AssessmentofODSCCandoxidelayerofsteam generatortubematerialsin

termsofleadinenvironment,pH andthesolutionconductivity.

-DevelopmentofpredictivemodelsforSG tubefailureandleakwithsemi

theoreticalapproach.

-EvaluationofeffectivenessofcorrosioninhibitorforSG tubes. Suppression

ofODSCC ofsteam generatortubewithNiBby30% to45% inleaded,

alkaline oracidic solutions.DevelopmentofNialloy electrodeposition

techniqueforSG tubeswithregardtostrengthandlongterm stabilityof

platedlayer

2.Developmentoffracturemechanicalevaluationmodelformaterialdegradation

ofreactorpressureboundary

-DatabaseextensiononirradiationembrittlementofRPVsteelsanddevelopment

ofevaluationcodesonmaterialsdegradation

⋅HighfluenceirradiationtestsonLinde80low toughnesswelds

⋅EvaluationofSA508-Gr.4N Ni-Cr-Mosteelfornuclearreactorvessels

⋅Irradiation testdata handbook ofRPV steels from commercialand

researchreactors

⋅Verification ofembrittlementmodelsand computerization fordomestic

application

⋅Assessmentoffundamentalmethodologyanddevelopmentofbasiccode

forprobabilisticanalysisoffracturemechanicsonmaterialsa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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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ulatedspecimentestingofcrackedcomponentsandpredictionmodeling

ofthecleavagefracturebehaviorformorerealisticevaluation

⋅Mastercurvetestsforshallow andsemi-ellipticalcrackedspecimens

⋅Quantificationofgeometricaleffectsonfracturetoughnessbyusingtestparameters

⋅Modelingandsoftwaredevelopmentforpredictionoffracturebehaviorof

3-dimensionalactualcracks

⋅Numericalmodelingforlocalapproachbasedonthefracturemechanics

-Fatigue/fractureresistancetestingofpressurizersurgelinematerialsinsimulated

PWRenvironments.

⋅EvaluationofmaterialpropertiesofmodifiedType316N stainlesssteel

forLBBDesign

⋅Characterization ofthermo-mechanicalfatiguecrackgrowthbehaviorin

modifiedausteniticstainlesssteelsforsurgelinepiping

⋅Environmentalfatiguetesting and dataanalysesforsurgelinepiping

materials

-Characterizationofcrackbehaviorsindissimilarmetalweldsinprimarysystem

⋅Behaviorsoffatiguecrackgrowthinthedissimilarwelds

⋅New methodforcontrollingtheresidualstressesinsideofweldedpipes

⋅Developmentofneutrondiffractiontechniqueformeasurementofresidual

stressindissimilarweld

3.Developmentofpredictionandanalysistechnologyforradiationdamageinnuclear

materials

-Multiscalecodedevelopmentforpredictingradiationeffects

⋅Multiscale modeling forthe prediction ofradiation embrittlementof

reactorpressurevesselsteels

⋅Mechanicalcharacterizationofirradiatedmicro-specimenanditscomputersimulation

⋅Computersimulationofprimarydamagetostructuralmaterials/Review

onirradiation-assistedstresscorrosioncrackingmodeling

-Establishmentofnoveltechniquesforanalyzingradiationdefects

⋅Developmentofnoveltechniquesforanalyzingradiation defectsusing

ion-irradiationtechnique(similitudetoneutronirradiation)

⋅Evaluationofdefectannealingdependingontemperatureusingpositron

annihilationspectroscopy(PAS)

⋅Nano-structurecharacterizationofirradiatedmaterialsusingatom-probetechniques

-Evaluationofradiationeffectsonnext-generationstructuralmaterials

⋅EvaluationofradiationeffectsonFe-Crmodelallo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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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Developmentofadvanceddiagnostictechniquesformaterialsdegradationand

damage

-Detectionofmicro-cracks

⋅Developmentofnonlinearresonantultrasound spectroscopy(NRUS)for

detectionofmicro-crackdetection

⋅Diagnosis of micro-degradation of materials by an accurate elastic

constantandsoundvelocity

⋅Evaluationoffatiguecracksbyanelectromagneticsignals.

⋅Developmentoflaserultrasonic technique fordiagnosis ofmaterials

damage

-Wallthicknessmeasurementwithoutinsulationremoval

⋅Develop the pulse eddy current(PEC)technique formeasurementof

thicknessreductioninapipe

-Determinationofintegrityofdissimilarmetalinterface

⋅EvaluationofInterfacequalitybyanEMATmethod

⋅MaterialsCharacterizationbyanonlinearelectromagneticsignalanalysis

5.Developmentofcoretechnologyforcontrolofsteam generatordegradation

-Technologydevelopmentforoptimaldiagnosisandsimulationofdegradation

structures/environments

⋅Simultaneous measurement of expanded tube geometry, crevice

distributionanditssize

⋅MeasurementofdepositthicknessanddistributionontubeODsurface

⋅Simulationandidentificationofdepositbridgingstructurewithdefects

-Technologydevelopmentforprecisediagnosisofrelationshipbetweentube

geometryanddefect

⋅Manufacture of prototype D-Probe with optimized components and

structuraldesign

⋅Manufactureofon-sitesoftwareforanalysisofD-Probesignal

⋅ApplicationofD-Probetodroppedsteam generatorandintegrityanalysis

forgaininglicencefrom regulatorybodyinKorea

⋅TrialapplicationofD-ProbeinUSGINNA/WEC NPPandqualification

ofitsexcellentperformance

⋅RootcauseanalysisofOD axialcracksin steam generatortubesof

Ulchinunit4

⋅ApplicationofD-ProbetointegrityanalysisofKEDO steam generatorfor

urgentreplacementofsteam generatorsinUlchinunit4.



- xvii -

-Evaluationofstructural/environmentalfactorsaffectingandcontrollingdegradation

⋅Design and verification ofAlloy 690cladding method on thetop of

tubesheetforpreventionoftubesheetcorrosionandtubedenting

⋅Analysis of tube wear trend and effect of support design and

thermal-hydrauliccharacteristics

⋅Analysisoftheeffectofflow distributionplateontubewear,sludgeand

depositdistribution

-Safetyevaluationdependingondefecttypeandsize

⋅Structuralintegrity evaluation fortubeswith axialand circumferential

cracksbyinternalpressurizationleaktest

⋅Experimental measurement of residual stress on Alloy 600 tubes

introducedbyrollstraighteningprocessintubemill

⋅Developmentandverificationofsignalanalysismethodforincreasingthe

detectabilityofODaxialcrackintheeggcrateintersections

⋅Rootcauseanalysisofeddycurrentnoiseintubemanufacturingprocess,

evaluation for its effect on detectability and countermeasure for

improvementoftubemanufacturingtechnique

-Technologydevelopmentforpredictionandcountermeasureofnew typesof

degradation

⋅Reproductionoftubeswellingbyrepeatedimpactofforeignmetaland

proposaloffatigueratchetingmechanism

⋅Manufacturing ofoverexpanded mock-up tubes with circumferential

crackandevaluationofdetectabilityfrom variouseddycurrentcoils

⋅ComparisonofdetectabilityofX-probeforapplicationtosteam generators

indomesticNPPs

Ⅴ.ApplicationPlansofResearchResults

1.Developmentofcorrosioncontrolandprotectiontechnologyfornuclearmaterials

undercomplexenvironments

-Screeningcriteriatosensitivity to PWSCC, life prediction and failure analysis 

of each dissimilar metal welds

-Structuralintegrityassessmentandleakageevaluationinsteam generatortube

-Mitigationofsteam generatortubewithNiBinhibitorandreapirofdefected

steam generatortubewithNialloycoating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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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Developmentoffracturemechanicalevaluationmodelformaterialdegradation

ofreactorpressureboundary

-HighdoseembrittlementtestofLinde80willbeusedasabasicdatafor

lifeextensionplanningofnuclearreactorbeyond60years.

-Researchresultsonthesurgelinepipematerialswillbeusedtoimprove

LBBmarginofAPR1400new reactors.

-Testingofsimulatedsurfacecrack,controlofresidualstress,andenvironmental

fatiguecrackpropagationtestsystem willcontinuouslybeusedtoenlarge

domestictestdatabaseforcomponentreliability.

-Domesticdatabaseofirradiationembrittlement,evaluationsoftware,andanalysis

documentson probabilisticassessmentmodelswillbeused asthebasic

toolsfordevelopmentoftheintegratedRPVsafetytechnicalplatform inthe

nextstageofR&D.

3.Developmentofpredictionandanalysistechnologyforradiationdamageinnuclear

materials

-Multiscalemodelingofradiationembrittlementofreactorpressurevesselsteels:Prediction

ofchangesinmechanicalandchemicalpropertiesofreactorinternalmaterialsand

materialsbehavioroffuturematerialsinextremeenvironments

-Extrapolationofcurrentexperimentaldataproducedinthelimitedconditionsusingcomputer

simulationmethods

-Techniquesofanalyzingradiationdefectsinion-irradiatedmaterials(processingofsample

specimens,atom-probe):Evaluationformaterialsbehaviorsfornext-generationsystem

-Positronannihilationspectroscopy:Evaluationofatom-leveldefectsforpolymers,electron

materialsandnewalloys

4.Developmentofadvanceddiagnostictechniquesformicro-materialsdegradation

anddamage

-PulsedEddyCurrent(PEC)techniquewithdualcoredifferentialsensorscan

beapplied toameasurementofthicknessreductioninhightemperature

pipewithoutinsulationremoval.(patented)

-Extractednonlinearcharacteristicsintheultrasonicresonancecanbeused

fordetectionofmicro-crack(accuratedeterminationofinitiationofcracks

duringthefatigueprocess.(patented).Imageofcrackcanbeavailablebya

localizednonlinearultrasonicfactors.

-A SH waveelectromagneticacoustictransducer(EMAT)canbeappliedto

determinetheintegrityofdissimilarmetalinterfa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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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Developmentofcoretechnologyforcontrolofsteam generatordegradation

-CommercializationandexportofD-probeandsignalanalysissoftware

-Coretechnologyforimprovementofdesignandmanufacturingtechnologyfor

replacementsteam generatorsandhighcapacitysteam generatorsinAPRs

-Rootcauseanalysisofdegradation,andfeedbacktomanagement/regulation

technologyandestablishmentofcountermeasureprogram

-Monitoringofcircumferentialcrackanddentonthetopoftubesheet,estimation

ofcrackingsusceptibilityintubeswithdeposit,andreinforcedreliabilityof

steam generatortubeinspection



- xx -

CONTENTS

 

Chapter1.Introduction ································································································· 1

Session1.Thenecessityofproject······································································· 1

Chapter2.Thepresentstatusoftechnologydevelopment································· 3

Session1.Thedomesticstateoftheart································································· 3

Session2.Theinternationalstateoftheart····················································· 5

Session3.Weaknessofcurrenttechnology························································· 8

Chapter3.WorkScopesandResultsoftheProject·············································10

Chapter4.AchievementsandContributions···························································11

Chapter5.ApplicationsoftheResults·······································································28

Chapter6.ScienceandTechnologyInformationofForeignCountries···········30

Chapter7.Statusoffacilitiesandequipments·······················································31

Chapter8.References·····································································································33



- xxi -

 목  차

제 1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1

제 1 연구개발의 필요성·······················································································1

제 2장 국내외 기술개발 황 ···················································································3

제 1 국외 연구개발 동향 기술수 ···························································3

제 2 국내 연구개발 동향 기술수 ···························································5

제 3 기술상태의 취약성 ·················································································8

제 3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결과 ·········································································10

제 4장 목표달성도 련분야에의 기여도 ···························································11

제 1 연도별 목표 달성도 ·············································································11

제 2 련분야 기술발 에의 기여도 ·······························································26

제 5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28

제 6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30

제 7장 연구시설·장비 황 ·························································································31

제 8장 참고문헌 ·············································································································33



- 1 -

제 1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제 1 연구개발의 필요성

1.기술 측면

복합환경(고온·고압·방사선·냉각재)에서 결함 생성/성장기구와 동력학을 다루는

원천기술,사 측기술 처기술을 개발하는 것임.재료열화는 부식/ 괴/조

사 등의 상호작용으로 가속되므로 부식, 괴, 성자조사와 미소결함탐지,손상제

어 등 여러 분야의 상호보완,체계 인 연구가 필요함.이 기술은 안 운 과 수명

연장운 의 핵심이며,미래 원 개발을 한 기반 재료기술임.

⦁신규원 부지 확보난,고유가,에 지 자립 등을 감안하면,가동원 의 출력증강과

계속운 이 불가피하며,이를 한 기술 근거로서 방사능 출 1차 방호벽인

재료의 건 성 평가를 한 재료열화 사 측 처 기술은 매우 요함.

⦁고온/고압/방사선/냉각재 환경에서의 재료열화는 가동연수 증가에 따라 증하며,

재까지 발생했던 손상기구와는 다른 형태의 손상이 미래에 발생할 수 있음.1

차 계통 기기소재는 약 320
o
C,2500psi의 고온․고압을 유지하고 있으며,거기에

더해져서 원자로용기는 1020n/cm2의 성자조사 선량을 흡수하고,노즐과 배 부

에는 냉각재의 기계 /열 /부식환경 반복피로 응력을 지속 으로 받게됨.

열 재료의 경우는 1차 2차냉각수의 환경 향을 동시에 받게되며,이러한

재료열화 손상 기구 속도는 사용되는 재질과 기계 /화학 /구조 가동환경

의 미묘한 차이 등에 직 으로 향을 받게됨.

⦁원자력 구조재료는 장기간 방사선조사에 의해 열화·손상이 발생하는데 일반 인

재료열화 상과는 달리 방사선 조사열화는 진단 평가하는데 고난도의 기술이

요구됨. 재 가동원 구조재료의 성자 조사손상과 련된 주요 이슈는 원자로

압력용기강의 조사취화,원자로 내부내구조물 재료의 조사유기응력부식 조사

팽윤 등을 들 수 있음.특히 원자로압력용기의 조사취화는 원 의 수명을 결정하

는 매우 요한 요인으로 지목되어 계속 인 감시 진단이 수행되고 있음.

⦁국내 원자력산업의 발달과 함께 차세 원자력시설 (고온가스로·고속로·핵융합로 등)

에 한 연구개발 필요성이 증 되고 있는바 재 검토되고 있는 다양한 미래형

원자로들은 가동 원 에 비하여 높은 온도 고방사선 조사 조건이 요구되며,

이에 응하는 재료기술이 필수 으로 뒷받침되어야 함.본 과제에서 구축하는

조사효과 모의기술,나노 크기의 조사결함 분석 기술,원자력 부품 재료의 조사열화

원인규명 조사손상 평가기술 등은 재 가동원 뿐 아니라 미래형 원자력시

스템 환경에 응하는 필수 기반기술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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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가동원 의 수명연장을 해 손상기구,수명 측 등에 한 많은 지식과

자료 축 이 필요하며,국내 가동원 의 안 성 확보 보증을 한 능동

(proactive)재료손상 수명 측 방지기술 개발이 필요함.

2.경제․산업 측면

미국 원 산업에서 재료열화로 인한 원 기기부품의 유지보수,강제운 정지 기

간 연장, 체 력비, 간검사비 등의 직간 비용으로 약 6조원/년 (EPRI

TR-106048,1996)이 소요됨.21호기를 운 하고 있는 한국의 경우,원 부품의 재

료열화 리에 소요될 비용을 사 방연구를 통하여 일 수 있음.

⦁원 의 장기운 출력증강에 따른 안 리의 가장 큰 심사는 장기간 원

환경에서의 조사/부식/고온/반복응력에 의한 재료열화 결함생성과 이에 한

엄 한 괴역학 안 여유도를 단하는 것임.환경 향 부지확보,경제성을

생각할 때 가동원 의 장수명/고효율 운 은 당면 목표이며,이는 수조원이 소요

되는 신규원 의 기투자비용을 획기 으로 약하는 효과를 발생시킴.

⦁원 재료열화 능동 처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수명연장을 실행하게 되면, 재

발 용량 1,000MWe의 원자력 발 소를 기 으로 할 때,1년의 수명연장은 약

2,500억원의 경제 이득에 해당하며,만일 20년의 수명연장이 이루어 졌을 때 원자력

발 소 1호기 당 약 5조원의 경제성 제고가 가능함.이는 약 2기의 신규 원자력 발 소

건설비용에 해당하므로 경제 효과는 막 하다고 할 수 있음.

3.사회․문화 측면

원 구조재료는 방사능물질 출에 한 1차 방호벽이며,재료 건 성 확보는

원 의 불시정지 등 사건사고 방지의 선결조건임.화석에 지 고갈,국가 간 에

지원 쟁탈 ,고유가시 ,지구 온난화 등의 상황에서,안 한 원자력 기술이 필요

함.원 부품의 재료열화 사 측 처 기술은 불시 정지율 제로를 달성하여

국민 원자력 이미지 제고에 기여함.

⦁최근의 울진 4호기 열 량 손상발생 사건의 에서 알 수 있듯이 원 에서 발생하는

재료 열화손상으로 인한 다양한 가동정지는 비록 그 공학 향이 작다고 하더라도,일반

에게는 매우 부정 인 심리 요소로 작용함.따라서 미 측된 재료손상으로 인한 불

시 정지율을 극한 으로 이고, 요한 안 기기에 한 세계 최선도의 건 성 평가기술

을 확보하는 것이 지속 인 원 산업,나아가 국가경제발 을 해 략 으로 필요함.

⦁원 의 안 여유도에 한 객 이고 정 한 의사결정에 필요한 기술능력을 확

보함으로써,원 산업에 한 국민 신뢰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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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내외 기술개발 현황 

제 1 국외 연구개발 동향 기술수

⦁ 재까지의 원 재료 열화 리는 운 경험에 의한 손상 데이터베이스에 주로 의

존하여 왔으나,원 의 운 기간 가동호기가 늘어남에 따라,원 환경에서 재

료열화가 발생하는 정확한 기구 손상속도를 규명하고 측하여 장에 용할

수 있는 원천 기술지식의 축 이 필요함.

⦁최근 원자력 선진국에서 재료손상에 해서 건 성 평가를 수행하는데 수동

근(reactive)의 틀을 벗어나,사건사고 발생이 에 방 차원의 능동 처

(proactive)를 수행할 수 있는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패러다임으로 환하고 있음.

⦁미국에서는 USNRC주 의 PMDA (ProactiveMaterialDegradationAssessment)

로그램과 EPRI주 의 MRP(MaterialReliabilityProgram)를 시행하고 있음.

한 행정부의 원자력 에 지 개발에 한 강력한 의지로 NEI의 Vision2020,

GEN-IV 원자로 개발,DOE의 NEPO/NERI원자력기술 개발 로그램의 활성화

되었고,더불어 원 재료열화 처기술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음.

⦁EU Framework (EU-FP) 로그램에서는 압력용기와 배 의 건 성을 한

SAFELIFE,AMES,PERFORM60등의 공동연구를 추진 에 있으며,IAEA와

OECD/NEA에서도 유사한 국제 력 로그램이 진행 임.국가간 공동연구를

통하여 개발된 기술과 DB등은 참여국들이 자국의 원 안 성 향상을 해 공유함.

1.복합환경 부식기구 규명 방지기술 개발

⦁USNRC주 ISG-TIP(Int‘lSteam GeneratorTubeIntegrityProgram)를 수행하여

가동 증기발생기 열 의 부식손상 원인분석 손상 리, 장 취득 ECT(Eddy

CurrentTest)신호와 실측결함 크기와의 상 계 도출,손상 열 의 구조

설 안 성 측을 한 모델개발,모델 보일러를 이용한 crevice수화학 특성평가,

Alloy690 열 재료의 응력부식균열 특성평가,PbSCC의 원인규명 특성평가,

2002년 Davis-Besse원자로 헤드 통 의 설에 의한 원자로 헤드의 붕산부식

원인분석,McGuire발 소에서 교체한 증기발생기 열 에 한 손상원인분석과

ECT결함측정 신뢰도분석 등에 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으며,2007년부터 ISG-TIP

4를 시작함.EPRI에서는 가동원 의 수화학 개선 측을 한 crevice환경 측

코드개발,Co를 함유하지 않는 hardfacing재료 개발,증기발생기 리 로그램인

SGMP과 원 1차 계통 용 부의 응력부식에 한 연구(MRP)를 수행하여,각종

가동지침서와 기술보고서를 발간,가동원 에 제공하고 있음.

⦁ 라마톰을 심으로 한 유럽연합은 EURATOM Framework 로그램을 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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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하여 원 의 수명 리와 련된 재료열화,감시진단,건 성 해석기법 손

상 측 모델 설정,증기발생기 열 의 유체유기진동에 의한 침부식에 한 연

구가 활발히 수행하고 있음

⦁일본에서는 JAEA가 노내 재료의 조사유기 응력부식균열 특성연구,CRIEPI가

PWR증기발생기 열 의 1,2차측 응력부식균열 특성평가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2.압력경계 재료열화 괴역학 평가모델 개발

⦁미국과 일본,EU에서는 원 수명 80년을 목표로 한 재료열화 건 성 연구가 진행

되고 있으며,원자로용기의 고선량 성자 조사취화 시험 데이터가 이 에 측

되지 못하 던 새로운 취화 상을 나타냄에 따라,시험 데이터베이스의 확장

미세기구에 근거한 측모델의 개량에 다시 집 투자하고 있음.

⦁USNRC는 그동안 축 된 조사취화 데이터베이스 괴역학 지식을 바탕으로

가압열충격(PTS)에 한 안 여유도를 재설정하여 장기가동 출력증강에 효과 으로

응하기 하여 련 기술규정들을 개정하고 있으며,확률론 안 성 평가기법의

개념을 도입하 음.

⦁ 괴역학분야의 기술발 은 원자로용기 배 의 건 성을 목표로 추진되었으며,

최근 마스터커 괴인성,Localapproach등 신개념의 괴역학기법을 이용하여

형 구조물의 안 여유도를 정 하게 평가할 수 있는 근본 인 기술지식을 확

보하기 한 연구들이 국제 력으로 진행되고 있음.

3.원 재료 조사손상 측 분석 기술 개발

⦁원자력재료의 조사효과 연구는 원자력 선진국 미국,EU,일본 러시아를 심으로

수행되어 왔음. 기에는 주로 핵연료 집합체 주변의 고방사선 재료에 집 하 으나

원 의 장기운 과 련하여 내부구조물 원자로 압력용기 재료손상에 많은 심을

가지고 있음.방사선 조사에 의한 재료열화 모델 측기술 로그램을 개발하여

가동 원 의 안 운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미래형 원자력 시스템 실 을 한

첨단 구조재료의 조사 항성 연구도 수행 에 있음.

⦁원자력재료 조사효과 측 공동 연구 로그램으로 컴퓨터를 이용한 산모사 연구가

재 EU 회원국들을 심으로 2009년부터 PERFORM60(PredictionofEffectsof

RadiationforReactorPressureVesselandIn-coreMaterialsusingMultiscale

Modeling–60yearsforeseenplantlifetime)활발히 진행 임.방사선조사에 의한 원자로

구조재료의 기계⋅부식성질 변화를 측하기 하여 다 스 일 모델을 수립하는 것이

근본 목표임. 랑스 력회사 EdF주 하에 12개국 20여 기 (연구소, 학,산업체)이

참여하고 있음. 재 가동원 구조재료의 조사효과 연구로서 원자로 구조물(원자로

압력용기 내부구조물)의 성자 조사환경하 거동 측 로그램이 수행되고 있음.



- 5 -

4.미세열화손상 진단 신기술 개발

⦁재료열화를 비 괴 으로 간편하게 평가하려는 시도는 1990년 부터 활발하게

연구괴어 왔으며,미국 NRC에서는 조사취화를 비 괴 으로 평가하기 한 기술로

음 와 자기 방법을 이용한 기술개발 필요성을 제시하 음.음 의 공명 산란

상은 1970년 말부터 미국, 랑스,러시아 등에서 연구되고 있음.

⦁유럽에서는 GRETE 로그램을 발족하여 열화손상의 비 괴 평가에 하여 연

구하고 있으며,여기에는 Barkhausennoise,비선형조화진동,3MA (Micromagnetic,

Multiparameter,MicrostructureandStressAnalysis), 도 양자간섭장치(SQUID),

거 자기 항 음 산란 등의 기술을 사용하여 감시시편을 이용한 원자로 압

력용기의 조사취화를 평가하 음.

5.증기발생기 손상제어 핵심기술개발

⦁증기발생기의 가동년수 증가에 따라 상되지 않았던 손상들이 새롭게 두되고

있고,특히 미국에서는 부식 항성이 우수한 Alloy600TT 열 에서 최 로 균

열손상이 발생됨에 따라 이에 한 감시 리 손상 처방안을 강구하고 있음.

이 손상은 환경 향인자에 의한 열 의 형 인 부식손상과 다른 것으로서,

구조 요인에 의해 가속화된 손상이기는 하지만 Alloy600TT재료에서 확 부

곡 부 등 구조 취약 치에 균열손상이 계속 발생될 수 있다는 에서 USNRC는

손상발생 억제 안 성 확보를 한 검사강화와 검사방법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음.

⦁최근에는 미국 CE증기발생기 열 지지구조물의 피로 단사고, 열 지지

의 부식손실,과도확 부 에서의 결함발생과 랑스 3개 원 에서의 U-tube

피로손상에 의한 설 등과 같이 새로운 손상유형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이 손

상 유형들은 모두 재질-구조설계-환경 등의 요인이 복합 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손상으로서 이에 한 원인 규명 안 해석 연구가 활발히 진행 에 있음.

제 2 국내 연구개발 동향 기술수

⦁원자력 재료안 련 과거 원자력기술개발사업을 통하여,원 환경에서의 재료

성능평가 손상 처 기술개발을 한 기반기술 인 라를 구축하 으나,원 재료의

기술사양,열화 측 등 원천기술의 축 도는 미비한 실정임.

⦁KAERI에서 원 고유의 내환경 재료평가에 한 핵심 기반연구를 수행하여 왔으며,

KEPRI와 KINS에서는 미국 산업계의 선행경험에 의한 기술기 에 기 하여 국내

가동원 의 안 성 성능 평가에 용할 수 있는 국내 기술체계를 수립하기 한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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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ERI와 KOPEC/두산 /KINS간에 재료기술 분야 상호 기술지원/ 력 의체

제가 운 임. 한 원자력 부품·소재 신뢰성 의회 등의 산·학·연 의체가 운

임.

1.복합환경 부식기구 규명 방지기술 개발

⦁국내에서는 한국원자력연구소가 심으로 원자력 장기계획사업에서 증기발생기

열 재료 개선, 열 열 모델개발, 열 보수용 electroplating기술개발,

부식억제제 후보물질 선정,표면개질에 의한 부식방지기술 수처리 기술개발 등의

연구를 수행하 음. 한 고리1호기 구증기발생기 결함원인분석,결함 database

구축 등을 수행 임.울진4호기 증기발생기 열 단사건 원인분석, 5호기

열 달완충 에 의한 손상원자로 용기 부식실증시험, 5호기 손상부 탁본분석

등의 연구 수행.

⦁ 력연구원은 EPRI의 증기발생기 리 로그램(SGMP)를 도입하여 이를 장에

용하기 한 검사 건 성평가,구증기발생기 열 인출,결함분석,마모평가

통합 로그램,유동기인 진동특성,부식평가 등의 기술 개발연구를 수행 임

⦁KINS는 재료건 성기술을 규제와 목하여 원 의 안 성을 향상시키는 연구를

수행하 음.

2.압력경계 재료열화 괴역학 평가모델 개발

⦁국내에서 유일하게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수행되고 있는,원자로용기의 성자조

사취화 시험평가 연구개발 업무를 통하여 괴역학 건 성평가 시험해석분야의

많은 발 을 이루었음.이를 바탕으로 원자력배 에 탄소성 괴역학 LBB개념을

원 설계단계부터 용하고,고리1호기의 장기운 안 성 평가에 활용하는 등,

선도 인 치에 근 하 음. 재 IAEA-CRP등 다양한 국제연구 력 로그램에

참여하여 국제수 의 기술개발이 진행되고 있음.상용 원자로의 감시시험이 법에

따라 주기 으로 수행되고 있으며,조사취화에 민감한 인성 고리1호기 원자로용기

재료의 안 리를 해 최신의 괴역학기법 데이터베이스 확충업무가 장

기 으로 진행되고 있음.

⦁원 배 의 열피로/환경피로 문제는 국내에서도 심이 차 고조되고 있으며,

KAERI,KEPRI 일부 학에서 기 실험이 수행된 바 있으나, 용장비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로 인해 산업 으로 의미 있는 정도의 데이터베이스를 생산

하기 해서는 지속 인 투자와 더불어 외국과 기술 력할 수 있는 정도의 기술력

향상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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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원 재료 조사손상 측 분석 기술 개발

⦁원 재료 조사손상 연구는 방사선 취 에 수반되는 특수성 때문에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자력재료개발부에서 2002년부터 수행되어 왔음.과거 10년간

수행한 내용을 요약하면 조사재 시험실 구축,조사손상 산모사 체계

확립,조사재료 분석기술 개발 등임.

⦁조사결함에 의한 원 재료의 물성 변화를 측하기 해서는 다 스 일 모델링이

필요함.이 연구는 국내에서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주로 수행하고 있음.원자 단

조사결함 생성 미세구조 형성을 모사하는 기법과 생성 미세구조에 의한 재료

물성 변화를 측할 수 있는 거시 재료거동 모사 기법을 개발하 음.시간

공간 스 일에 해당되는 개별 산모사 기술은 구축이 된 상태로서,이를 결합하여

하나의 다 스 일 모델의 구축은 재 진행 에 있음.지난 5년 연구 기간 개발된

개별 모델을 종합하여 한국형 원 압력용기강의 조사열화(항복강도 연성취성

이온도 변화)를 측할 구 있는 다 스 일 모델이 구축되었음.

⦁극미세 조사결함 분석기술로 FE-TEM,양 자 소멸감마선 측정 장치를 구축하고

있음.국내 연구소에 보유한 첨단 분석장치 (원자탐침-포항집 나노센터,HVEM-

기 과학지원연구원)를 이용하여 조사결함 분석기술의 능력을 확장하고 있음.

4.미세열화손상 진단 신기술 개발

⦁국내에서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지난 20여 년간 원 비 괴검사기술을 국산

화하여 기술 이 후 장 가동 검사에 용한 바 있으며 장 비 괴검사 기술과

련하여 원자로 검사,증기발생기 열 검사 등 다양한 연구개발을 수행한 바 있음.

⦁한국원자력연구원,한국표 과학연구원,RIST등의 연구기 과 부산 ,조선 ,

북 등에서 음 특성,자기 특성, 이 등을 재료의 특성 분석에 이용하

려는 기 응용 연구가 수행된 바 있음.그러나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원 재료

의 기열화 미세결함을 비 괴 으로 정 하게 진단할 수 있는 기술에 한

종합 이고 체계 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5.증기발생기 손상제어 핵심기술개발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증기발생기 자연결함 제조,손상 정 진단,손상결함 상태

/진행 감시,구조개선 등의 기술개발을 통하여 울진 4호기 열 단사고 등 가동

원 에서 발생되고 있는 다양한 손상 안에 한 원인규명과 운 /검사/규제 등에

활용될 기술 자료들을 제공하 음. 한 표 원 증기발생기의 마모손상과 련

하여 열 지지 구조의 취약 해석/규명 등을 통하여 다수의 설계/제작상의

개선인자를 산업체에 제공함으로서 APR1400증기발생기의 설계/제작에 반 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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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 인 성과를 이룬바 있음.증기발생기 열 3차원 형상변화 정 측정기술은

국제 경쟁력을 보유한 고유 신기술로서 국내외 원 의 가동 - 검사에 용

하기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

⦁한수원 등 원 산업체에서는 증기발생기 리 로그램(SGMP)을 미국 EPRI로부터

도입하여 장에 용 이며 국내 원 고유 특성을 반 한 지속 인 보완

개선 연구를 수행 임. 한 와 류검사용 장비와 소 트웨어 보빈 탐 자 등의

국산화 개발 연구가 진행 에 있음.신호평가 련 기술로는 와 류 신호평가시 인

오류 가능성을 낮추기 한 자동평가 로그램 개발(성균 )과 2차측 슬러지

deposit의 양과 유로 막힘의 정도를 정확하게 진단하기 한 기술개발이 수행되고 있음.

⦁최근에는 울진 3,4호기의 다발 상부 지지 치에서 축방향 외면균열이

량으로 발생하여 이의 원인규명 처방안 수립을 한 연구가 진행 에 있음.

제 3 기술상태의 취약성

⦁재료열화는 재료와 환경의 상호작용의 결과물로,원 설계시 안 성을 최우선

순 에 두고 재료와 운 조건을 선택하 음.그러나 가동연수가 증가에 따른 재료

열화 상이 증가하기 때문에 안 성 확보를 한 유지·보수비용이 증 되고 있음.

더불어 이 에는 찰되지 않았던 부분에 결함이 신규로 발생하는 결함의 진화가

찰되고 있음. 한 출력증강,계속운 ,국민의 안 에 한 심사 증 등은

원 구조재의 엄격한 건 성평가 결함발생의 사 측기술 개발을 요구하고 있음.

⦁원 재료열화 능동 손상 처 기술은 기존의 원 에서 발생되는 사건사고에

하여 재료 구조의 건 성을 단하는 수동 근(reactive)을 넘어서,사건사

고 발생 이 에 방차원의 능동 근(proactive)을 통하여 방사능 출의 방호

벽인 구조재료의 건 성을 증 시켜,계속운 출력증강에 비하기 한 공

학·과학기술을 개발하는 것임.이를 해서는 재료열화 상에 한 재의 과학

기술 지식을 한 차원 더 높이는 근본 연구개발이 필요함.

<세부기술별 취약성>

⦁원 은 고온,고압의 냉각재환경에서 가동되기 때문에 재료 부식에 향을 주는

인자는 매우 많음.개별 부식인자가 부식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부식이 어떤 기구를

통하여 진행하는지 한 부식속도는 얼마나 되는지에 한 체계 이해가 선행되어야

건 성평가,수명 측,부식방지를 할 수 있음.그러나 이런 총체 부식을 이해하는

것은 근본 인 상으로부터 시작하여 장 사례까지 통합해야 가능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됨.따라서 최근에는 국제 역량을 결집하여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한 국제공동연구가 수행되거나 계획 에 있음.한국도 극 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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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단계까지의 장기 연구개발을 통해 국내 원 의 건 성평가에 필요한 괴

역학 시험,평가,해석기술 연구용 원자로 활용기반 등 기술기반의 토 를

마련함.그러나 원자로 용기 배 의 장기 운 에 따라 재료 열화손상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원자로 재료의 다양성과 극심한 환경조건으로 인하여 정확한

측이 힘들고,장시간 실험과 형 장비의 확보가 필요하므로 기술개발의 발

속도가 느림.이러한 단 을 보완하기 하여 국부 인 역에서의 손을 측하기

한 마이크로 역학 모델 개발 등의 정 괴역학 기법 등을 도입하여 재는

연성 취성 괴에 한 다양한 모델들을 제시하고 있음.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와서

이에 한 연구들이 태동되는 단계에 있으나 원자로 재료의 열화 특성 분석 등에

용된 는 거의 없는 실정임.

⦁원자력재료의 조사효과 연구를 한 최소한의 기반연구시설은 구축되었으나 원자력

선진국과는 차이가 다소 있음.조사효과 산모사 연구는 재료열화 상에 한

물리 이해와 산 로그래 ,실험 결과의 해석 능력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know-how를 필요로 함.따라서 재료열화 측을 한 산코드 개발은 장기 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타 분야의 문가 (양자물리, 산,원자력)도움이 요구됨.

조사결함은 원자 단 에서 생성,발 하므로 근본 인 손상원인을 규명하는데 첨단장비를

필요로 함.과거 원자력기술개발사업을 통하여 FE-TEM 양 자 소멸 측정장치를

구비하 으나,원자력 선진국에 비하여 그 차이는 매우 큼.특히 조사시험에 필수 인

이온가속기 운용이 원활치 않고,첨단장치 (HVEM,원자탐침,집속이온빔)이용에

시간 인 제한이 있음.

⦁재료의 미세열화 손상을 진단하기 해서 다양한 괴/비 괴 인 방법이 개발되고

있으나 어떤 기술로도 장단 이 있고 재까지 완벽하게 만족할만한 결과를 제시

하지 못하고 있음.특히 원자력 재료의 조사취화,부식손상 (pitting,응력부식균열 등)

등과 같은 상을 기에 진단하기 해서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 왔으나 아직까지

확실한 기술이 개발되어 있지 못한 상태임.

⦁미국, 랑스,캐나다 등 증기발생기 설계/제작 련 원천기술 보유국에서는 형 모델

보일러를 이용한 손상 모사 시험,가동 발생되는 손상과 사용후 교체된 증기발생기

손상부를 활용한 손상 원인규명 검사기술 향상 연구 등 과감한 시설투자와 규모

사업을 통하여 련기술을 확보,상업화하고 설계/제작 개선에 반 하고 있음.국

내의 경우는 다양한 모델의 증기발생기가 가동되고 있고 한 발생되는 손상유형도

다양하지만,발생되는 안별로 련기술을 해외에서 도입하여 운 ,검사 리

등에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음.그러나 한국형 표 원 을 포함한 다양한 모델의

증기발생기 가동을 통해 축 되는 경험은 오히려 모델 손상 유형별 장단 에

한 기술정보를 제공해 수 있고 이에 한 재료-구조-환경-유체 등의 요인별

원인분석을 통하여 해외에서도 확보하지 못한 독보 인 기술개발의 가능성을 열

어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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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 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 연 개발 내용 및 결과는 각 세부과제 최종보고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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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
가
치
(%)

연구
목표
달성
도
(%)

비고

○복합환경

부식기구 규명

방지기술

개발

∙용 부 미세조직

분석 mock

up제작

∙1차계통수내

붕산부식평가

∙불순물 분 기

부식억제제

성능평가

∙단일균열제작기

술 확보

∙Ni합 도 층

SCC평가

-노즐부 모사 Alloy600/182용 부 제작

-용융부는 수지상 구조,고분율의 각입계

보유,열 향부는 결정립 성장

- 장 WPS반 WH3loop형의 BMI제작

-국내원 archive압력용기강 재료의 붕산

부식 시험수행

-수용액 에서 반이론 붕산 부식 모델 도출

-산성, 성분 기 30~45% 부식억제능 확

인,부식억제제는 산화막 성질 안정화

-상온의 0.1M Na2S4O6 용액에서 Alloy

600HTMA 열 에 장균열과 유사한

약 5mm 길이의 단일 결함제작 설

시험 수행

-도 공정 변수에 따른 도 층 제작,미

세조직 특성,응력부식균열 특성 부

식특성을 평가,나노결정립 도 층 제

조기술 확보

20 100

-SCI4편,특허출원 2건

-원 사용 재료와 동

등한 용 부 제작

-DavisBesse심각한

붕산부식

-납은 열 주요 손

상원인

-구조 측면과 설

측면의 건 성 요

- 열 손상보수

방지기술

○ 압력경계

재료열화

괴역학

평가모델 개발

∙원 구조재료

미세열화

손상의

macro-scale

변형- 괴거동

평가기술 개발

-계장캡슐 08M-01K설계·제작 하나로

CT공 조사시험 (Linde80 개량 원

자로강)

-압력용기강 개량 모델합 제작 비

조사재 특성평가 자료생산

-Cleavage 괴인성 constraint효과 정

량평가용 Shallow crack(a/W=0.1,

a/W=0.3)시편제작 constraint효과 시

험/해석,균열깊이에 따른 T-stress

측식 도출

-고용강화 원소(질소,탄소)함량을 달리

한 4종 SS316N 소재의 가동온도 LBB

특성시험 결과평가

- 림 소재 열피로균열진 속도 시험

(167℃~345℃)

20 100
IAEACRP

국제공동연구 기술검증.

제 4 장  목표달성도 및 련분야에의 기여도 

제 1 연도별 목표 달성도

1.1차년도 (2007년)연구목표 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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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재료

조사손상 측

분석 기술

개발

⦁페라이트 계열

모델 합

조사열화 측

multiscale

모델수립

⦁조사결함

분석평가

신기술 도입

평가 기술 향상

-가동원 압력용기강의 성자 조사 기 손

상 정량화 (SPECTER→ MOLDY분자

동력학 코드 계산)

- 기손상 조건에 따른 압력용기강의 결함 거

동 정량화(kMC코드 BIGMAC입수)

-상용원 RPV강(페라이트)의 온도에 따른

항복응력 구조 모사

( 동력학 코드 개발)

-조사재 오염 방지와 차폐 성능이 강화된

방사선 조사시편 분류장치 설치

(방사능 오염 최소화)

-비조사 RPV강 투과 자 미경 분석

이온조사 시편 제작

(TEM &STEM 장치 이용)

-HVEM 사용 조사결함과 의 반응

이동을 실시간 찰

-조사결함 미세구조분석을 한 양 자

소멸 자 운동량 측정장치

(DopplerBroadening)구축

20 100

-조사효과 Multiscale

모델 기단계 수립

-국내고유 산코드

(kMC,DD)개발착수

-상용 원 재료(RPV강)

산모사 논문게재

(SCI4편)

-실시간 조사결함

찰을 한 HVEM

찰수행 (KBSI)

-양 자 소멸 자 운

동량 측정장치 구

축 (동북 조)

-극미세 조사결함 분

석 해외논문 7편

게재 (SCI3편)

○ 미세열화손상

진단 신기술

개발

⦁ 음 재료특성

평가기반 확립

⦁ 자기진단법의

미세열화탐지

용성 평가

⦁ 이 간섭

변형율 측정

기술 개발

- 음 공명분 법에 의한 정 동 탄

성계수 측정

-국부미세열화손상과 탄성 의 비선형

특성모델링 (탄성 의 고조 측정에

의한 비선형탄성계수 측정장치 구축,

실험오차 원인인 압력 변수 최 화)

-고성능 자기센서 BN 분석에 의한

재료 미세열화특성 용성평가 (홀센

서 array를 통한 결함 신호 형상을

상화,자기카메라 기술 확립)

-펄스와 류법의 열화탐지 용성 평가

(펄스증폭기 센서 제작,부식손상

탐지 평가용 모의시편 제작)

-BarkhausenNoise분석에 의한 재료의

미세열화특성 평가 (Fe-Cu시편의 냉간

가공,열처리변수에 따른 BN 라메터의

변화 측정)

-배 의 열화평가를 한 자기 음향센서

개발 ( 자기음향센서의 자기장 분

포 해석 설계 조건 결정,SH 발진용

자기음향센서 설계/제작,성능검증)

- 이 간섭 변형율 측정기술 개발 (비

정 변형율 측정을 한 이

간섭계 장치 개발,측정분해능 =8nm달성)

20 100

- 음 공명분 법에

의한 동 탄성계수

측정치 오차 0.1

GPa이내 달성

-결함신호 상화 자

기카메라 폭 0.2mm,

깊이 0.2 mm 정

도의 분해능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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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기발생기손상

제어 핵심기술

개발

⦁손상 구조/환경

모사 최

진단기술 개발

⦁형상변화/결함

계 정 진단

기술개발

⦁손상 향인자

평가,제어인자

도출

⦁결함

유형/크기별

안 성 해석

평가

⦁신 손상유형

측/ 처 기술

개발

- 상단 확 부 모사 손상구조 제작성공,

기술요소 2종(슬러지 모사,확 부 균

열제작)개발

-확 형상과 틈새분포/깊이 동시진단 신기술

1종 최 로 개발 ;확 최 화 등에 활용 가능

-신형 ECT탐 자 구성요소 구조설계

최 화시제품 2종 제작완료

-형상신호 변환 보정곡선 도출 차 확립

;이 와 등한 측정정 도(±0.04mm)

보유 검증완료

-표 형 원 확 천이부의 틈새분포/덴트

치/내-외면 원주균열 발생간 상 계

해석완료

- 재료는 열 과 시 양극으로 작용,

부식속도가 면 비 1:1일때 3~5배

증가 확인

-축 원주방향 균열 내재 자연결함 시편 (42개)

제작, 설에 한 구조건 성 평가자료 생산

-최외곽 열 의 반경증가 상(swelling)

원인 규명을 해 이물질 충돌 모사시

험장치 설계 제작,3개 실험조건에서

재 실험 수행

20 100

-손상구조 모사

진단기술 확보

-고품질 증기발생기

제작 활용 기술

확립

-개발기술 성능검증

총계5)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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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
가
치
(%)

연구
목표
달성
도
(%)

비고

○복합환경

부식기구 규명

방지기술

개발

⦁PWSCC

유발인자 평가

⦁농축붕산염내

부식 평가

⦁ODSCC

환경인자별

표면특성분석

⦁ 설 측모델

개발

⦁Ni합

도 기술

기반확보

-J-weldBMI노즐 용 변수에 따른 내면

의 잔류응력을 WPS,설계변수 등에

따라 유한요소해석으로 평가

-상온 dopedsteam 분 기에서 장

유사 SCC결함 성장

-100~315oC온도,1.1~71.4% 붕소 농

도범 에서 붕산부식 평가

-온도 100~200oC,붕소농도 40~50%에서

최 부식속도(40mm/year)

-납 첨가되면 산화막 구조가 이 층에서

단일층으로 변화(산화막과 SCC 항성의

한 계 확인)

-ECnoise를 통계처리 확률론 이용하여

균열생성과 성장단계의 분리 방법론 개발

- 열압력 측모델 로그램과 설률

측모델 로그램 개발 등록

-350℃,1,000시간 열처리시편의 경도,

강도,연신률,열 안정성평가(Ni-P-B

도 층의 건 성 확인

20 100

-SCI4편,특허출원/등

록 3/1편

-BMISCC결함mockup

을 국제공동연구 기

여분으로 제공

-2007,2008년 3,

4호기에서 붕산수

출사례

-NRC주 국제공동

연구인 TIP4의

물기여분으로 제공

-산업체/규제기 의

사용가능

○ 압력경계

재료열화

괴역학

평가모델 개발

∙원 구조재료

미세열화

손상의

macro-scale

변형- 괴거동

평가기술 개발

-Linde80용 재를 이용한 ST-PCVN

압력용기 개량소재 3종의 Cv,ST-PCVN,

1/2-PCVN,ST등 총 124개의 시험편 제작.

08M-01K하나로 조사시험 완료

-LLD-FFD를 동시에 측정 가능한 SA508-Gr.3

SS강 재료의 a/W=0.45,0.55,0.65

CT/Bend시험해석

-Scalingmodel과 국부 근법 평가

산코드 개발

- 림 용 TP347,TP316N 모델 합 의

상온,고온 J-R 괴 항특성평가

열피로 균열특성 평가 시험

-환경피로균열 시험 시스템 구축 가

동효율 향상.

-압력용기의 통 모사를 한 Alloy

A600/A690 mock-up 제작 소형

CT시편 피로균열시험

20 100

신울진 사업에 개량

림 소재규격의

용 정.

2.2차년도 (2008년)연구목표 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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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재료

조사손상 측

분석 기술

개발

⦁방사선조사

Fe-base합

미세구조

거동 측

산모사

⦁조사결함

분석기술 개선

정 분석

기법 확립

-반응속도이론 기반의 조사결함 형성 측

로그램개발 (압력용기강 스테인

스강)~ 결함 클러스터 성장모델

-확률론 조사결함 성장모델 (kMC코

드)수립 결함성장 유발인자 평가

-방사선조사 압력용기강 변형거동 모사를

한 기반 모델링 구축 ( 동력학)

- 성자 조사재 TEM 시편 제작용 실험실

구축 ( 속 단기,연마기, 해연마기

3종 구비)

-조사결함의 자 미경 이미지 산모

사기법 개발 (2-beam dynamic조건)

-양 자 측정장치 이용 방사선조사 합

극미세 결함 특성 분석 (디지털 Oscilloscope

이용,양 자 소멸수명 측정장치 개선)

-이온조사 압력용기강 TEM 시편 제작기술

개선 기계 특성평가 (ionmilling

&FIB장치 활용)

20 100

-개별 산코드 연계,

조사재 거동 측

로그램 개발

- 동력학 분야 미국

ORNL과 공동 력

연구 (연구원 교류)

-TEM 이미지 분석을

한 산기술 도입

-방사선조사 RPV공

공결함 도 측정

산모사 결과

비교 (코드 V&V)

-일본 동북 IMR

조로 PALS장치 개선

-극미세 조사결함 정

분석 련논문 7

편 (SCI)

○ 미세열화손상

진단 신기술

개발

⦁ 음 미세열화

특성 진단기술

확립

⦁ 자기열화진단

평가시스템

구축

⦁ 이 간섭

변형율 측정 기술

검증

-미세열화손상에 의한 비선형탄성 특성

분석 ( 음 공명분 기법에 의한 비

선형탄성 특성 분석,가진진폭에 따

른 공명주 수 천이 상 확인,재료의

비선형탄성 특성과 연 지음)

-펄스와 류 법을 이용한 재료열화 평가

시스템 구축 (기존의 방법으로 탐지

가 어려운 보온재로 덮인 원 배 의

감육을 측정할 수 있는 펄스와 류 장

치 개발,홀센서 탐 자 개발,결함

상화,15mmlift-off에서 1mm분해능 달성)

-재료열화평가용 도양자간섭장치개발

( 도양자간섭장치 구축)

- 자기음향 법을 이용한 재료미세열화

특성 평가 (핵융합 1차벽 열화시편

(Be/Cu/SS)확산 합에 한 성능시

험)

-열화시편에서의 음 신호특성 실험 (피

로시편에 한 Q-factor측정,열화에

따라 Q-factor감소)

- 이 간섭 변형율 측정 기술 검증 (

이 스페클 간섭장치 분해능 향상

(측정 분해능 <5nm)간섭계의 인장시

편 측정 용)

20 100

- 음 공명분 을 이

용한 손상재료의 비

선형 탄성특성 측

정기술 확립

-펄스와 류센서기술

을 개발하여 Lift-off

거리 15mm에서 1

mm 두께 측정분해

능 달성

-SH 가진용 자기

음향센서 설계/제작

성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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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기발생기손상

제어 핵심기술

개발

⦁손상 구조/환경

모사 최

진단기술 개발

⦁형상변화/결함

계 정 진단

기술개발

⦁손상 향인자

평가,제어인자

도출

⦁결함 유형/크기별

안 성 해석

평가

⦁신 손상유형

측/ 처 기술

개발

-확 부 틈새/덴트 손상구조모사기술 개

발성공; 4종의 확 형상 틈새조건에

덴트를 부가 형성,실제 손상구조 완벽

모사 검증 완료

-가동 검사신호 이용 deposit분포/두

께 측정 요소기술 확보,측정 정 도

±0.15mm 달성

-제작 추락사고 증기발생기의 구조건

성 평가에 신형 탐 자 신호평가

로그램 용;0.01mm 수 의 형상변

화 측정 정 도 보유입증,성능 우수성

인증(제작,운 ,규제기 )

-추락사고 증기발생기의 재사용 인허가

취득에 결정 기여자료 제공 성과달성

-국내최 로 발생한 증기발생기 상부

지지 치의 외면 축균열 발생원인

규명

- 재료부식에 의한 열 형상변화

모사성공

-Chloride/sulfate몰비,농도변화,sulfate,

phosphate에 따른 틈새부식거동 평가자료 생산

-증기발생기 모델별 마모손상 열

막음 추이 구조 특징과의 연 계

분석,자료생산

-기존 반진동구조물의 진동변 결과분석,

FIV실증시험장치 설계 보완사항 도출

-복합 손상구조 mock-up제작기술 개발

성공; 원 의 균열신호와 동일함을 확인,

5종제작완료

-손상민감부 형상변화정보 기반 안 성

해석기법 1종 도출,부식시험 균열 발

생 측 가능성 확인

-근 도 측정을 통한 마모가속 열 의 통

단 응 구조 안 성 평가방법 도출

-이물질 연속 충돌 실험에 의한 열 swelling

상 모사 재 성공 ratcheting기구

제안

-과도 형상변화부( 상부 과확 돌

출확 )의 내면에 원주균열 제작 기술

개발완료(5종)

20 100

-신형 탐 자의

성능 우수성 입증

-국내 제작

증기발생기 안

종결에 활용

-신규 손상 유형

발생 원인규명

-발 소 용성

검증 완료

총계
5)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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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
가
치
(%)

연구
목표
달성
도
(%)

비고

○복합환경

부식기구 규명

방지기술

개발

⦁PWSCC

균열성장

기구규명

CRDM mock

up제작

⦁ 설분 기

붕산부식실증시험

⦁ODSCC

부식인자 도출

⦁최 도 기술확보

-Alloy600/182균열성장 vs응력확

계수(K)측정(2회 완료,1회 진행 )

-웨스 하우스사 3loop형의 CRDM 제

작완료 SCC결함성장(진행 )

- 장모사 조건에서 실증시험장치 제작

검증(완료),실증시험 (진행 )

-용액종류별 억제능/SCC 항성 평가

-용액 도도에 따른 ODSCC평가

-부식억제제 침투성능/계통 합성 평가

-Denting실증실험 장치 구축

-용액,유속,도 조건,strikelayer,

극설계 배치,도 층 열화,내식성

등을 고려한 도 공정 최 화

20 84.5

-SCI7편,특허출원/등

록 3/1건, 로그램 등록

2건

-원 1차수 조건 시험

-EPRI발주과제수주

-부식억제제우수한억제능

확인

-워크샵 청강연

-Denting은 SCC가속인

자의 하나

- 5호기 원자로흠집부

정비 등 타 부분에도

용가능

○ 압력경계

재료열화

괴역학

평가모델 개발

∙원 구조재료

미세열화

손상의

macro-scale

변형- 괴거동

평가기술 개발

-Linde80 인성 용 재 조사취화

괴특성시험 완료.원자로용기 개량소재

조사취화 특성시험.

-감시시편 재장입용 최 시편규격 설계

/기술자료 완료

-다축하 용 소형 cruciform 시편 설계

제작,동 하 괴거동 시험용 시편

제작 장비 보정

-이종용 부 균열 LBB 항성 시험을 한

모사시편 제작 도면 작성 이종용

부 시편 3종 제작

- 림 용 SS347강의 1차 계통수 환경피로

비시험

-Risk-informed재료열화 평가 연구 황

련 기술규격/코드분석,기술 황

분석보고서 작성

20 100

○ 원 재료

조사손상 측

분석 기술

개발

⦁방사선 조사 Fe

-base합 의

기계 물성 변화

측 코드 개발

-페라이트 합 조사경화량 측모델 개발

(MD ￫ 결함 클러스터 성장모델 결합)

~ 성자조사 압력용기강 항복강도 변

화량 측 (±15% 오차)

-미세결함 분포 측 산코드 개량

․조사결함 성장모사 Kinetic Monte

Carlo코드 개발

-페라이트 합 의 조사경화 측 통합코

드 구축 (multiscale모델수립)

․조사결함 형성/성장,재료의 미세변

20 85

-개발 산코드 용,가

동원 기계 특성 평

가 ( 2호기)

-미국ORNL과공동연구:SCI

논문 2편 제출 (미세변

형과 반응)

-자동연마기기이용, 성자

조사시편 가공기술 수립

조사결함 분석을 한 신

기술 (EELS)이용

3.3차년도 (2009년)연구목표 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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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함분석

신기술 이용

조사손상 기구

규명

형 측 산코드 개발

-조사재 시편 가공⋅제작실 완성

성자 조사 TEM 시편제작

․비조사 시편 가공을 통한 성자 조사

TEM 시편 제작 차 수립

- 성자조사 압력용기강 조사결함 분포

정량화 DOB데이터 분석

․하나로 조사 압력용기강 PAT측정,

조사결함 (공공)농도 평가

- 성자 조사 TEM 시편의 조사결함 특

성 찰 분석

-이온 조사 압력용기강의 조사결함 특성

분석 (종류 분포 정량화)

․이온조사 압력용기용강(울진4)조사

손상 부 결함 TEM 분석

- 성자조사 RPV 시편

공공결함 농도 PAL측

정 모델 계산 비교

- 성자조사 RPV강 TEM

시편제작 (정)

○ 미세열화손상

진단 신기술

개발

⦁미세피로손상균

열 측정기술

개발

⦁미세부식손상

진단기술 개발

⦁ 이 음 에

의한 미세열화 검출

-비선형탄성 분 기술에의한 피로손상

측정기술개발 (가진 압 변수에 의한

비선형 음 공명분 기술 개발

측정장치 구축,CT시편 기피로균열

(닫힌균열)탐지가능 확인)

- 정 탄성계수 속도측정기술개발 (원

자로재료의 열처리변수에 따른 정 탄

성계수 음 속도 측정,결정립 크

기와 연 성 확인)

- 도양자간섭장치를 이용한 미세피로

균열 측정기술 개발 (재료열화에 의한

미소한 자기장의 변화를 SQUID를 사

용하여 변형률 1%의 변형 측정)

-비선형미소자기 신호처리기술 개발 (비

선형조화 해석기술 개발 재료열화평가

용,B-Hloop특성,조화 (harmonics)측

정,BN측정,열화도와의 상 계 분석

-펄스와 류법을 이용한 배 감육 평가

기술 개발 (개선된 차동형 펄스와 류

탐 자를 사용하여 15mm lift-off거

리에서 두께측정분해능 0.1mm 구 ,

보온재 비해체식 배 부식손상진단에

용 가능)

- 자기음향법에 의한 배 손상 정 측정

(임피던스매칭,코일-자석 최 설계,

자기음향탐 자 성능개선,Lamb 발생용

EMAT제작 손상배 시험편 제작)

- 이 음 에 의한 미세열화 검출 (미

세열화 검출을 한 역 이

음 장치 구성 주 수분석 S/W 개발)

20 100

-가진 압 변수에 의한

비선형 음 공명

분 기술 측정

시스템 개발

-펄스와 류센서기술에

의해 Lift-off거리 15

mm에서 0.1mm두께

측정분해능 달성

- 이 음 검사장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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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기발생기손상

제어 핵심기술

개발

⦁손상 구조/환경

모사 최

진단기술 개발

⦁형상변화/결함

계 정 진단

기술개발

⦁손상 향인자

평가,제어인자

도출

⦁결함

유형/크기별

안 성 해석

평가

⦁신 손상유형

측/ 처 기술

개발

-곡 부 직 부 열 의 근 거리에

따른 bobbin MRPC신호 상 계

도출완료

-근 부 depositbridging모사시편 제작성공

-표 형 원 증기발생기 상부 지지

내 균열발생 형상특성 정 분석

결과 공개

미국 Zetec사에서 개발 인 상용 신호

평가 로그램 EddynetSuite(PCWindows

version)에 신형 탐 자 용 신호 평가

로그램을 통합 탑재키로 합의 ; 로그램

구 차 요구서 작성 제공,베타버 제작

- 재료의 틈새 부식 열 덴트

방지를 하여 상단에 Alloy690

등의 재료로 클래딩 하는 방안을 제시함

-개량형 AVS단 구조물 (각선형eggcrate

/BW/HB)설계 제작,마모 집 발생 역

(R34-41,C71-77)상 열수력 시험자료 생산

-외면결함 내재 mock-up제작시편 등을

활용,결함평가 정 도 향상용 핵심 근거자

료 구축

-표 형 원 용 합 600보 재(archivetube)

등 열 시편을 사용,과도한 직 화 교

정에 의해 큰 인장잔류응력이 유발됨을 실

측 검증함

-Swelling 상의 ratcheting제안기구 타

당성 검증을 한 재 시편의 조직변화

특성 분석

-확 이형부(seal-extrusion) 열 내

면에 균열이 발생된 모사 시편 제작완

료,와 류 탐 자별 결함신호 특성 비

교 분석자료 생산

20 100

-손상 민감부

감시기법 개발

-개발기술 상용화를

한 해외 력

-신규 손상 유형

유발 선행 인자

규명,신뢰도 검증

총계5)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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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
가
치
(%)

연구
목표
달성
도
(%)

비고

○복합환경

부식기구 규명

방지기술

개발

⦁노즐 통부

PWSCC균열성장

실증시험

⦁노즐 통부

붕산부식

부식속도식 도출

⦁증기발생기 열

Alloy690

ODSCC평가

⦁증기발생기

열 부식억제제

성능평가

⦁ 기화학 이용

ODSCC monitoring

기반 구축

-고온 고압하 이종 속 용 부 PWSCC

균열성장 특성 평가 잔류응력 해석

-노즐 통부 붕산수 액상 설환경,액상

-기상 2상 설환경 모사시험기술 개발

-알칼리에서 Alloy690의 ODSCC평가,

Alloy600과 비교자료 생산

-부식억제제(NiB)의 산성분 기 Alloy600

ODSCC부식억제능 평가

-고온/고압 2차 계통 납분 기 틈새환경

모사, 압인가 가속조건에서 실험실

ODSCCECnoisemonitoring기반 구축

20 100

- 3,4원 PWSCC

손상분석에 활용

-신고리1격납용기 살

수사건시 재료건

성 평가에 활용

-울진/고리 SG교체

/정비/완화 책

수립에 활용

- 장 용 해서 농

도에서 ODSCC평

가 필요성 제기

-ODSCCon-line

monitoring

기반 구축

○ 압력경계

재료열화

괴역학

평가모델 개발

⦁고선량 조사취화

미세기구 분석

⦁3차원 균열의

구속효과 시험

해석

⦁국부재료손상

모델 해석코드

개발

⦁ 림 재

환경피로

시험자료생산

⦁ 성자이용

잔류응력

측정기법 개선

-Linde80조사재 면의 임계 개재물

분포 정량화 (SEM,EBSD),Mn-Si-Al,

Mn-Si계 산화물

-표 화되고 단순한 형태의 소형 십자형

굽힘시편 시험지그의 설계 제작,

산해석법 이용 최 arm 길이

slot의 향 평가

-내부손상 모델의 산해석 모듈 로그

램 개발,비균질 데이터군의 확률분포

분석 비교,최 우도 fitting알고리

즘 작성

-Type347SS의 환경피로 균열성장 시

험 (상온/316℃,DO:0.1/ 0.005 ppm,

500/1000/2250psi,1/10Hz)

-이종 속 맞 기 용 부 잔류응력 제어

기술 (modifiedMSIP)개발

- 성자회 법 잔류응력 해석을 한 Stress

-free기 시편 제작기술

20 100

-Linde80고선량 조사

후 괴기구의 큰 변

화 없음.

- 가압기 림 용

Type347스테인리스

강에 한 환경피로균

열성장 시험데이터를

본격 생산

- 잔류응력 제어기술

(개량 MSIP)특허출원

4.4차년도 (2010년)연구목표 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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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재료

조사손상 측

분석 기술

개발

⦁고방사선

조사재료의

물성변화 측

산코드 개발

⦁조사결함과

재료열화 상

상 계 정립

-가동원 압력용기강의 조사열화량 측

모델 구축

․원자로 압력용기 감시시험 결과 (항복

강도,DBTT)통계 분석,유효성 확인

- 성자 조사에 의한 내부구조물 재료의

기손상 정량화

․원 내부구조물 배 의 기손상 계산

(고리 2호기)

-고방사선 조사재료의 기계 특성 평가

시험법 산모사

․나노 압입에 의해 생성· 된

와 조사결함과 반응 모사

-조사유기 크리 측모델 검토

-온도변화에 의한 조사결함 소멸 정량 측

정 (양 자 소멸 분 법)

․열처리후 결함소멸을 검증하기 한

양 자 소멸분 법 실험

-FE-TEM 이용 입계 조사유기 편석 상

분석

․가속기 조사재료의 결정립계면

루 주 의 화학 조성 분포 분

석 (Cr,Mo결핍;Ni,Si편석)

20 100

-항복강도증가에따른DBTT

변화량 측 상 계

기술보고서

-Ni2-stepHe생성

반응단면 데이터

정리 (ENDF-IV 참

조)

-이온조사재 TEM 시편

제작기술 확보

○ 미세열화손상

진단 신기술

개발

⦁미세균열

진단기술 개발

⦁미세부식손상

진단기술 개발

⦁재료 계면특성

평가

-비선형 음 공명에 의한 미세균열 진단

기술 개발

․가진 압에 따른 음 공명신호 패

턴 분석에 따른 비선형 라메터 제안

․미세균열 탐지능 ~30um 확인

-미소 자기신호분석에 의한 피로균열 평가

기술 개발

․바크하우젠 노이즈 분석 비선형

조화 에 의한 피로균열 평가

- 이 음 손상특성 평가기술 개발

․ 이 음 시스템 구축 성능시험

-펄스와 류 센서를 이용한 미세 부식손상

진단기술 개발

․이 코어 차동형 홀센서에 의한 펄

스와 류시스템 구축

․배 표면으로부터 lift-off거리 30mm

에서 0.1mm 정 도로 두께감육 평가

- 자기음향탐 자에 의한 재료 계면특

성평가

․이종 합부 특성평가 ( 음 특

성,계면특성)

20 100

-가진 압변수에따른

음 공명주 수 천이

정규화 공명 패턴을

미세균열 진단용 비선형

라메터로 제시,피로

균열 30um탐지능 달성

-이 코어 차동형 펄스와

류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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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기발생기손상

제어 핵심기술

개발

⦁손상 구조/환경

모사 최

진단기술 개발

⦁형상변화/결함

계 정 진단

기술개발

⦁손상 향인자

평가,제어인자

도출

⦁결함

유형/크기별

안 성 해석

평가

⦁신 손상유형

측/ 처 기술

개발

- 열 근 신호와 deposit축 신호의

상쇄효과 최 증명,바빈 탐 자로는

depositbridging 탐지가 불가능함을

확인

-Depositbridging의 모사 재 성공

MRPC탐 자를 사용한 탐지 기법 도

출, 용성 검증

-국내 4개 가동원 상 신형 탐 자

시범 용 성능 데이터 분석 수행, 신

기능과 성능 우수성 확인

- 열 증기발생기 제작 품질 리,

규제 손상 리 방안 수립 등 다양

한 용도의 활용성 검증

-Alloy690cladding으로 틈새환

경에서 denting를 원천 방지할 수 있

는 dent-free 재료 신기술을 국내

외 최 로 제안

-pH2~12의 틈새 환경조건에서 성능효

과 검증 완료

-유량 분배 (FDP) 용 원 의 4주기

가동 후 검사결과를 종합 분석,FDP

설치에 따른 앙공동부 마모손상 완

화효과 평가 완료

-외면 축균열 열 시편 6종 제작,

지지 치 균열의 검출능을 향상 시

킬 수 있는 평가기법 도출 기존

장 신호평가 지침서 개정 제안

-Depositbridging지역 균열 모사시편

제작 성공,주 수 mixing에 의한 균

열탐지 최 기법 도출 검증

20 100

-손상 취약구조 사

탐지기술로 활용

-신형 탐 자의 가동

원 용성 활

용성 검증

- 열 덴 방지

원천기술 확보

-울진 3,4호기 가동

검사 신뢰도 향상

손상완화 책

수립에 활용

-원 장용 신호

평가 지침서 개정에

반

총계
5)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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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
가
치
(%)

연구
목표
달성
도
(%)

비고

○ 복합환경

부식기구 규명

방지기술개발

⦁노즐 통부

Alloy600

PWSCC 측모델

⦁노즐 통부

수방향별

붕산 부식 평가

⦁증기발생기 열

Alloy690

ODSCC민감도

map생산

⦁증기발생기 열

부식 제어기술

⦁ODSCC단계

분리기술 확립

-Alloy600 Alloy182의 균열특성 평가와

PWSCC 측모델 확립

-노즐 통부 붕산부식 속도식 도출.붕

산수 설방향 별 붕산부식 실증 시험

1차 계통 설환경 붕산부식 속도

종합 분석

-Alloy600ODSCC민감도 측모델 도출.

산성,알칼리성 분 기에서 Alloy690

ODSCC평가

-증기발생기 열 ODSCC와 denting

완화용 부식억제제(NiB)개발

-노이즈 신호 처리 Weibull통계방법을

이용한 균열 개시/성장단계 분리기술

개발

20 100

- 4원자로 배기노

즐 3,4SG

배수노즐 PWSCC

원인분석에 활용

-원 노즐 수부 건

성 평가에 활용

-울진/고리 SG교체

/정비/완화 책

수립에 활용

-부식억제제 NiB의 덴

억제(50% 이상

억제)확인

-SCC개시 평가기술

에 활용

○ 압력경계

재료열화

괴역학

평가모델 개발

⦁조사취화 측

DB 평가

코드 개발

⦁3차원 자연결함의

괴거동 측

모델/해석코드

⦁원 기기

재료열화를

고려한 확률론

안 성 평가

모델/해석코드

⦁가압기 림

재료의 환경피로

특성시험 분석

⦁ 성자이용

용 부 잔류응력

정량 측정

개량해석 기법

표 차 개발

-43회의 상용원 감시시험 결과 11

회의 연구로 캡슐시험 결과 종합 국내

고유데이터 자료집 구축

-국내 조사취화 자료에 한 측.평가

신뢰도 분석 산코드화

-십자형 시험편 괴인성평가 수행,해

석 모델 코드 개발

-국내 감시시험자료 CF값 모델에 한

통계분포 해석 RTNDT 향평가 분석

-RTPTS개정평가용 로그램 작성 분석

확률론 괴역학(PFM)해석 S/W

모듈 개발

- 단면의 고온산화물 특성분석을 통한

균열닫힘 향 분석

-임계응력확 계수(ΔKth)의 계통수 환경

조건 의존성 평가

-단색기의 종류,면간거리,회 각도

(take-offangle)최 화를 통해 ferrite

강과 austenite강의 성자 회 최

투과력 증 법 개발

-하나로를 이용한 정량 성자 회

측정 표 차서 개발

20 100

-해석코드의 산

로그램 등록 3건

-하나로이용 성자

회 잔류응력 측

정 해석 표 기술

등 특정기술보고서

3건 발간

5.5차년도 (2011년)연구목표 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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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재료

조사손상 측

분석 기술

개발

⦁원 재료

조사열화 측

통합코드 구축

⦁조사열화

정량평가

분석기술 정립

-경수로 압력용기강 조사열화 측 다

스 일 산코드 구축

․조사결함 성장 반응속도 모델 산

코드 (공공결함 성장 포함)

-미래형 원 재료 미소시편 변형 산

모사

․미소시편 변형 모사 분자동력학

모델개발

-조사후 재료물성과 IASCC연 성 기반

연구

․ 성자조사 SS300물성변화 (경화·편석)

데이터 분석

-조사재 물성과 양 자 계측결과 상 계

수립

․양 자 소멸수명과 나도경도 상호 계

-FE-TEM 이용,변형에 의한 결함거동

분석시험

․이온조사 철합 (SS Fe-Cr)조사

유기편석 분석

20 100

-TEM시편 제작기술

련 국내특허 2건

등록

-미소시편 이용 물성

분석 신기술 개발

(미국과 공동연구 추진)

-이온조사 Fe-Cr모델

합 특성평가 보

고서 (IAEACRP)

○ 미세열화손상

진단 신기술

개발

⦁미세열화

손상진단 기술

정립

⦁재료의

계면특성

평가기술 개발

-비선형탄성 분 기술에 의한 재료열화

평가기술 정립

․탄성 분 스펙트럼의 비선형 효과

를 이용한 재료특성 평가

- 정 탄성계수 속도측정을 이용한

미세열화 평가기술 개발

- 이 음 미세열화 측정기술 확립

․ 이 음 를 이용하여 50% 열화

손상 검출 확인

-펄스와 류 신호처리 기술을 이용한 미세

부식손상 평가기술 개발

․펄스와 류 신호처리 감육측정에

용

-비선형자기신호분석에 의한 재료 계면

특성 평가

․계면의 비선형 자기 신호특성 (자기

이력 곡선에서의 고조 특성)평가

-개선된 자기음향 탐 자를 이용한 재료

계면특성 평가

․경마장 타입 자기음향센서 제작

계면의 음 신호 특성평가

․ 자기음향 방법을 모의 상 핵

연료 계면 특성 평가에 용

20 100

-이 코어 차동형 펄스와

류센서기술 개발

펄스와 류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배

표면 Lift-off거리

30mm에서 0.1mm

두께 측정분해능 달성,

보온재 비해체식 배

감육 진단에 용

-탄성계수 음

속도 정 측정실험

정 도<10-3 GPa,

속도정 도<10
-2

m/sec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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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기발생기손상

제어 핵심기술

개발

⦁손상 구조/환경

모사 최

진단기술 개발

⦁형상변화/결함

계 정 진단

기술개발

⦁결함

유형/크기별

안 성 해석

평가

⦁신 손상유형

측/ 처 기술

개발

-Bulge,균열 체 성 결함 시편을 제작,

결함 유사신호 손상유형을 별할

수 있는 신호평가 기법 개발 완료

-확 상태가 상단 슬러지 높이 측정에

오차유발 확인,개선된 평가기법 개발

완료 (측정오차 ±1mm 이내)

-신형 탐 자 KEDO장기보 증기발생기

건 성 평가에 용

-미국 GINNA원 시범 용 우수한

성능결과 국제학회 발표 등 국내외 가

동원 용을 한 신형 탐 자 기술

인증 요건확립

-울진 4호기 지지 치 축균열 량

손상 련 가속원인 규명에 신형 탐

자 진단자료 제공,결정 인 기술 증

거로 활용

- 열 제조시 형상변화가 노이즈 유발

원인임을 규명,노이즈에 따른 기결함

검출능 하 확인

-기존 검사기술 비 다 코일형 고속검사

탐 자(X-Probe)성능을 비교 종합분

석,체 성 결함(IGA 등)에 한 검출

능 우수함을 확인

20 100

-비 괴 검사 신뢰도

향상 기술근거자료

제공

-손상유발 환경인자

정 진단 신기술

확보

-신형 탐 자 성능의

우수성 국제 인

증 달성

-울진 4호기 열

량손상 원인규명에

활용, 안해결 직

지원

- 열 고품질화 기술

요건으로 련 산

업체에 제공 정

-고속검사 탐 자의

국내 원 용성

평가용 비교 검증

기술자료 확보

총계
5)

100



- 26 -

세부과제 기여 내용

복합환경

부식기구 규명

방지기술

개발

⦁울진 4호기 증기발생기 열 ODSCC원인분석 추세 측,

3,4호기 증기발생기 배수노즐 원자로 배기노즐 PWSCC

원인분석 건 성 평가 등 20건 장 기술지원

⦁EPRI과제인 증기발생기 결함 제조기술 개발을 성공 으로

수행하 으며 재 후속으로 증기발생기 열 부식억제

기술개발 과제 수주를 EPRI와 논의 에 있음.

⦁본 과제에서 개발한 Ni도 보수기술의 ASME등재를 한 ASME

Taskgroup이 발족하 으며,국내 기술이 처음으로 ASME코드에

등재될 것으로 상되며,이 기술의 우수성이 입증된 것으로 생각됨.

압력경계

재료열화

괴역학

평가모델 개발

⦁고리1호기 계속운 을 한 원자로용기 조사취화 안 성평가

장기운 에 비한 추가 감시시험캡슐 시편의 장입,

한국표 원 의 LBB안 여유도 증진방안 등 국내원 의 안 성

향상을 한 기술을 KINS/한수원/KOPEC/두산 에

제공함으로써,정부지원 연구과제 로서의 국가 사명을 매우

충실히 담당하 음.

⦁IAEA주 의 개발도상국 지역간 기술지원 워크샵 로그램에

2차례 기술강의 (2008우크라이나,2009 라질)를 통해

우리나라의 원 기술력을 홍보하고,국제사회에 기여하 음.

원 재료

조사손상 측

분석기술

개발

⦁국내 조사효과 측 다 스 일 산모델 독자 구축 (몬테카를로

동력학 산코드 개발)

⦁차세 원 후보재료 조사특성 평가 신기술 개발 (이온조사재

경도 실측치 이용,기계 특성변화 유도 FEM 수치해석법)

⦁구축 조사결함 분석장치 (양 자 소멸수명 분 기)비원자력

분야에 활용 확 (폴리머,반도체,신합 재료)

⦁국내 출연연구원 구축장비 공동사용 진 (나노팹센터,

기 과학지원연구원,지질과학연구원,포항 나노집 센터 등)

⦁극미세 조사결함 분석장치 구축 신기술 도입 (FE-TEM,

양 자 소멸감마 에 지 측정,원자탐침)

제 2 련분야 기술발 에의 기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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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열화손상

진단 신기술

개발

⦁본 과제는 원 재료의 미세열화손상을 기단계에서부터 선제 으로

탐지/진단하기 한 목 으로 기존 비 괴검사 기술의 한계를

뛰어넘는 신 인 비 괴진단 기술을 개발하 음.

⦁특히 비선형 음 공명분 기술을 개발하여 존 기술의 탐지능

한계를 넘어서는 30~50μm 피로균열도 조기탐지 가능함을 확인함.

⦁종래의 펄스와 류기술에서 사용하는 코일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해 물리 기반이 다른 센서를 설계 제작하고 이 코어 차동형

홀센서를 개발하 으며 이를 통하여 배 표면으로부터 lift-off

거리 30mm에서 100μm 측장 분해능을 확인하 음.

증기발생기

손상제어

핵심기술 개발

⦁신고리 1호기 제작 추락사고 KEDO장기보 증기발생기

등에 본 과제에서 개발한 D-Probe검사기술을 용하여 열 의

상태진단,손상과정의 해석, 방 막음 선정 등 구조 건 성

평가에 필요한 기술 근거 자료를 제공함으로서 사용 인허가 획득을

지원하 음은 물론 설계,제작 규제 등 련 산업체 기술 분야의

발 에도 크게 기여하 음.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손상 진단용 신기술과 원인해석 결과는

울진 4호기 열 량 손상발생 원인규명에 결정 인 기술

근거자료로 활용되는 등,국내 가동원 증기발생기의 리/규제와

손상 처 방안의 수립에 극 활용 반 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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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과제 활용 계획

복합환경

부식기구 규명

방지기술

개발

⦁본 연구를 통해서 확보된 부식기규 규명 방지기술은 가동원

의 재료손상 원인규명 처방안 수립,장기 가동원 의 계속

운 을 한 기술 근거자료로 즉시 활용될 수 있음

⦁ 표 인 기 활용 사례는 다음과 같음.

-노즐 통부 PWSCC평가기술은 3,4호기 증기발생기

배수노즐과 원자로 상부헤드 배기노즐 손상 규명 건 성

평가에 활용되었음

-증기발생기 열 ODSCC평가기술은 울진 4호기 증기발생기

열 손상원인 분석 처방안에 활용되었음.

-지난 5년 동안 본 과제에서는 20건의 장(한수원)기술지원

사례가 있음

⦁EPRI과제 수주를 재 논의 에 있음

압력경계

재료열화

괴역학

평가모델 개발

⦁Linde80용 재의 고선량 조사취화 시험자료는 2017년경

상되는 고리1호기의 50년 이상 장기운 추진계획 수립을

해,원자로용기 조사취화 안 성의 비평가 자료로 활용될

것임.

⦁가압기 림 용 스테인 스강의 재질개선 연구결과는 신울진

원 사업부터 표 원 의 LBB마진 개선방안의 하나로 용될

것임.

⦁원 1차계통수 고온/고압/수화학의 환경에서 피로시험

시스템은 국내 산학연의 미진한 실험 인 라를 보완하여,국내

고유의 시험데이터 생산에 지속 으로 활용될 것임.

원 재료

조사손상 측

분석기술

개발

⦁경수로 압력용기 조사손상 측 산코드는 타 원자력 재료에

활용이 가능함.(원자로 내부구조물 재료 미래형 원 재료)

⦁마이크로 시편 제작 물성분석 기술은 고방사선 조사재

특성평가를 한 표 화 기술로 개발 임.(미국 LANL과

공동연구)

⦁조사결함 분석용 양 자 소멸감마선 분 기는 재료 내부의

원자단 결함 (공공)분석에 활용되고 있음.(활용기 :

삼성 자,LG화학, 구가돌릭 학,한남 학,포항 철강 학원)

제 5 장  연 개발결과의 활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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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열화손상

진단 신기술

개발

⦁본 과제를 통하여 개발된 이 코어 홀센서 펄스와 류 기술은 고온

배 의 보온재를 해체하지 않고 부식,감육 상을 탐지하는

비 괴검사기술로써 원 배 은 물론 화력발 소, 화학

랜트 배 검사에 활용 가능함.

⦁ 한 SH 자기음향 탐 자는 각종 이종 속 합부의 계면

건 성을 검사하는 데 활용가능하며 핵융합로의 blanket

구조체인 Be/Cu/SUS확산 합 품질검사와 JRTR 형 핵연료

검사에 용 가능함.

증기발생기

손상제어

핵심기술 개발

⦁증기발생기 진단용 신형 와 류 탐 자(D-Probe)기술은 국제

경쟁력을 갖춘 국내 고유기술로서 국내외 원 시범 용 확 를

통한 상용화 해외 수출을 극 추진함.

⦁교체용 신형 원자로 용량 증기발생기 설계개선과 제작기술

고도화 등 가동 신뢰도 향상 수출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핵심기술로 활용함.

⦁가동원 증기발생기의 손상원인 규명 원인에 응한

리/규제 기술과 처방안을 산업체에 시에 제공하여 극

반 토록 함.

⦁ 내 장기가동 원 증기발생기의 상단 원주균열 덴트

감시 기 ,deposit집 부 균열 민감도 기 설정,검사 신뢰도

향상 등 사 처를 한 안 성 향상 핵심기술로 활용함.

※ 분야별 체적인 연 개발 활용계획은 각 세부과제 최종보고서를 참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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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연 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복합환경 부식기구 규명 방지기술 개발]

1.국제학회 발표논문집 수십 종 (해외발표 자료참조(EDM,ICG-EAC등))

2.USNRC주 국제공동연구 ISG-TIP4의 월간보고서,매년보고서,TCGMeeting

Proceedings(2회/년)

3.USNRC주 국제공동연구 PINC의 MeetingProceedings(2회/년)

[압력경계 재료열화 괴역학 평가모델 개발]

1.IntegrityofReactorPressureVesselsinNuclearPowerPlants:Assessmentof

IrradiationEmbrittlementEffectsinReactorPressureVesselSteels,IAEA

NuclearEnergySeriesNo.NP-T-3.11(2009)

2.AlternateFractureToughnessRequirementsforProtectionAgainstPressurized

ThermalShockEvents,NuclearRegulatoryCommission,FederalRegister,

Vol.72,No.191,October3,2007

[원 재료 조사손상 측 분석기술 개발]

1.EUFP7공동연구 로그램 PERFORM60

-가동원 의 60년 장기운 을 목표로 원자력 재료의 열화 문제를 다 스 일

모델링으로 근하려는 연구 로그램으로 2009년부터 수행되고 있음.

-EU소속의 20여 산학연 기 이 참가하고 있으며, 랑스 국 력회사 EdF가

총 하고 있음.연간 평균 연구비는 약 13.5M Euro.

2.IAEACRPSMoRE

-2008년 IAEACRP(Co-ordinatedResearchProject)SMoRE(Accelerator

SimulationandTheoreticalModelingofRadiationEffects)가 구성됨.

원자력재료의 조사효과 연구에 가속기 실험과 함께 이론연구를 결합하여 그

활용성을 확 하려는 것이 주목 임

[증기발생기 손상제어 핵심기술 개발]

1.Proceedings:30thAnnualEPRISteam GeneratorNDEWorkshop,Seattle.

WA,2011

2.Proceedings:29thAnnualEPRISteam GeneratorNDEWorkshop,Vail,

Colorado,2010

3.PressurizedWaterReactorSteam GeneratorExaminationGuidelines:Revision

7,Requirements,EPRI,PaloAlto,CA:2007.101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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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명 제작사 과제정보 장비설명

양 자

소멸감마선

계측기

Ge계측기

(미,EG&G)

신호분석기

(일,Labo)

원자력

기술개발

사업

특징:감마선 에 지를 측정하는 장치로서 본

장치에서는 양 자 소멸시 생성되는 감마선

(0.511MeV)측정 (FWHM:1.1keV)

활용분야:원자 단 조사결함 가운데

공공형태 결함 공공 주변의 성분분석 가능

계방사형

투과

자 미경

미경

(일,JEOL)

원자력

기반확충

사업

특징:Fieldemissiongun을 이용하며,생성된

자빔은 우수한 밝기와 매우 작은 크기의

을 지님.미소 역의 결정구조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각종 결함의 크기,형태,

치를 찰 할 수 있음.

활용분야:재료의 고배율 이미지,결정구조

상분석.조사결함 화학조성 분석.고해상도

이미지로 원자 단 이미지 찰 가능.

PWSCC

testloop

일신에지니

어링

원자력

기술개발

사업

원 1차 계통 모사 PWSCC시험 장치로

온도 압력과 환경조 이 가능.

활용분야:원 1차 계통 재료 PWSCC시험,

부식시험

부식시험

압력용기

일신에지니

어링

원자력

기술개발

사업

원 2차 계통 모사 ODSCC시험 장치로

온도 압력과 환경조 이 가능.

활용분야:원 2차 계통 재료 PWSCC시험,

부식시험

미니

인장시험

기

R&B

원자력

기술개발

사업

소형시편 인장시험기

활용분야:도 층 기계 성질 측정

열

와 류

검사

장비

MIZ-70

(미,Zetec)

원자력

기술개발

사업

특징 :원 증기발생기 열 결함 비 괴

검사에 사용.원격 신호수집 모듈,탐 자

구동유닛,신호평가 로그램 등으로 구성.

Bobbin,MRPC,D-Probe탐 자 사용가능.

다 주 수 신호채 동시 구동 수집

활용분야:증기발생기 열 의 결함 손상

구조/환경 비 괴 분석

제 7 장  연 시설ㆍ장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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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형상측정

장비

LP-2000

(미,LTC)

원자력

기술개발

사업

특징 :내삽형 이 Probe를 사용하여

열 내경변화를 3차원 정 측정.정 도

±0.04mm.

활용분야:증기발생기 열 형상변화 3차원

정 측정

열

수압식

확 장치

ES675

(미,

Haskell)

원자력

기술개발

사업

특징 : 에 열 을 수압 확 하기 해

사용. 고압 발생장치 확 용 치구로

구성.최 압력 50,000psig.

활용분야 : 열 확 부 모사 시편

비정상 확 모사시편 제작

결함

측정용

입체 미경

SZX7

(올림푸스)

원자력

기술개발

사업

특징 : 열 결함 크기 측정 촬 을

한 표면 찰용 입체 미경.배율

5배~20배

활용분야 : 열 외면 균열 체 성

결함의 실제 크기 측정 사진촬

환경피로

균열성장

시험시스템

Instron등

원자력

기술개발

사업

특징:원 1차계통 고온고압수 환경에서

피로시험(균열성장속도)을 한 환경제어장치,

(350
o
C,2500psi,산소,수소,pH 조 )

활용분야:원 계통 고온고압수 환경에서

피로특성(균열성장속도)시험 데이터 생산

자기변형

유도 음

장비

SwRI
원 기술

신사업

유도 음 를 이용한 장거리 배 검사장비

자기변형 스트립 센서사용

음 공

명분 장치

Quatrasoni

cs
기반과제 음 공명을 이용한 정 탄성계수 측정장치

Barkhaus

enNoise

발생기

신호처리

장치

-

원자력

기술개발

사업

재료의 자기특성 분석

BarkhausenNoise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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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장  참고문헌

※ 참고문헌은 각 세부과제 최종보고서 참조.



수정ㆍ보완요구사항 대비표

과제명 : 원 재료열화 능동 손상 처기술 개발

주 기 (책임자): 한국원자력연구원 (정용환)

문기 의

수정ㆍ보완요구사항
주1)수정ㆍ보완요구사항 반 내용 요약 주2)비 고

총 과제에세부과제내용

결과를더구체 으로

요약하여수립할것

-최종보고서 요약문 연구개발결과 부분에

세부과제별 연구결과를 구체 으로 요약

기술하 음.

요약문

p.iii-viii

실험조건과 실차이에 한

언 불확실성처리에 한

방법론도구체 으로제시할것

-요약문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부분에

실험조건과 원자로 환경의 차이에 해서

기술하 음.원자로 환경을 모사한 다양한 실험

(부식, 괴,조사)을 수행하는데 있어,

국제 으로 공인/인정된 방법을 인용하고

있으며 그 차이를 극복하는데 방안을 강구하고

있음.

요약문

p.viii-xi

※ 주1)수정ㆍ보완반 내용은 반드시 최종보고서 內에 반 하고 경우에 따라 별지

를 사용하여 작성하기 바람.

주2)비고란에는 수정ㆍ보완요구사항을 반 한 최종보고서의 해당 page를

기입하고 별지가 있을 경우 별지의 제목을 기입할 것.



보안과 (   ), 반과 (O)                                  

2011-0001893
KAERI/RR-3423/2011

원 재료열화 능동 손상 처기술 개발

(DevelopmentofProactiveTechnology

againstNuclearMaterialDegradation)

복합환경 부식기구 규명 방지기술 개발

(DevelopmentofCorrosionControlandProtection

TechnologyforNuclearMaterialsunderComplex

Environments)

한국원자력연구원

교 육 과 학 기 술 부



출 문

              과학 술    귀하

   보고  "원  재료열화 능동  상 처 술 개발에 한 연 "과 ( 과  "복합

환경 식 규명 및 방지 술 개발에 한 연 ")  보고 로 출합니다.

2012 년      4 월      27 

                                  주 연 명: 한 원 력연 원

                                  주 연 책 :  홍 표

                                        연  원:   수

                                          "     : 황  식

                                          "     :  연 수

                                          "     :  동 진

                                          "     :   우

                                          "     :  용 환

                                          "     :  흥 회

                                          "     : 홍  화

                                  탁연 명: 균  학

                                  탁연 책 :   진

                                  탁연 명: 안동 학

                                  탁연 책 :   식

                                  탁연 명: 나노팹

                                  탁연 책 :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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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고 번호 2011-0001893
해 당 단 계

연 간

2010.3.1~

2012.2.29
단 계 2/2

연 사 업 명
사 업 명 원 력 술개 사업

사업명 원 력안

연 과 명
과 명 원  재료열  능동  상 처 술 개

과 명 복합 경 식  규   지 술 개

연 책  홍 표

해당단계

참 여

연 원수

총:22.2

내 :10.2

:12

해당단계

연 비

:2,150,000천원

업: 천원

계:2,150,000천원

총연 간

참 여

연 원수

총:52.5

내 :26.5

:26

총연 비

:5,572,000천원

업: 천원

계:5,572,000천원

연 명 및 

명

한 원 력연 원 

원 력재료개

참여 업명

공동연
상 명: 미 ,캐나다 등 상  연 명: USNRC,EPRI,

AECL등

탁 연
연 명: 균 학 ,안동 학 ,나 팹

터

연 책 : 진, 식,

 약 보고  면수          174

1.연구개발의 내용 범

⦁노즐 통부 이종 속용 부 PWSCC특성평가

⦁노즐 통부 붕산부식평가

⦁증기발생기 열 ODSCC평가기술 개발

⦁증기발생기 열 열 설모델 개발

⦁증기발생기 열 결함 제어기술 개발

2.연구결과 활용방안

⦁노 통부 Alloy600PWSCC 측모델 수립 DB구축

⦁노즐 통부 모사 용 부 특성 평가,결함 mockup을 국제공동연구 기여물로 제공

⦁노즐 통부 붕산부식 속도식 도출

⦁국내원 archive재료의 붕산 농도,온도별 붕산 부식평가 붕산 부식 실증실험

⦁증기발생기 열 ODSCC민감도 측 모델 도출

⦁ 기화학 노이즈 이용 ODSCC특성 규명 기반기술 구축

⦁증기발생기 열 열 설 측 모델 개발

⦁단일균열 제작기술 확보,단일결함 이용 설평가

⦁증기발생기 열 ODSCC와 denting완화용 부식억제제(NiB)개발

⦁결함 열 보수용 Ni합 도 기술 개발.원자로 용기 보수기술로 국제규격

(ASMEcodecase)등재 추진

색 어

(각 5개 상)

한 이종 속용 부식,붕산부식,잔류응력,응력부식균열,덴 ,부식억제제,

합 도

어 Dissimilarmetalweldcorrosion,Boricacidcorrosion,Residualstress,

Stresscorrosioncracking,Denting,Inhibitor,Alloyelectrodeposition

보고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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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I.제 목

복합환경 부식기구 규명 방지기술 개발

II.연구개발의 목 필요성

원 구조재료는 방사능물질 출에 한 1차 방호벽이며,재료 건 성 확보

는 원 의 불시정지 등 사건사고 방지의 선결조건이다.화석에 지 고갈,국가 간

에 지원 쟁탈 ,고유가시 ,지구 온난화 등의 상황에서,안 한 원자력 기술이

필요함.재료의 부식손상에 한 수명 측 방지기술은 불시 정지율 제로의 실

과 국민원자력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총 68호기가 운 인 미국의 경우,부식으로 인한 유지보수,강제운 정지 기

간 연장, 체 력비, 간검사비 등의 직간 비용으로 약 4조원/년(EPRI

TR-106048,1996)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20호기를 운 하고 있는 한국의 경

우, 계통의 부식손상 리에 소요될 막 한 비용이 소요될 것이므로 사 방

연구를 통한 비용 감이 필요하다.

복합환경 부식기구 규명 방지기술은 원 사건 사고의 사 방에 필수 요

소로 원 의 건 성 향상,계속운 ,출력증강의 석이다.이 기술은 실험 결과

와 부식반응에 한 근본 이해를 바탕으로 재료 수명 측을 효과 으로 함으로써

갈수록 엄격해지는 안 리를 한 기술 근거를 제공하고 미래원 재료 부식평

가의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1)원 1차 계통 노즐 통부 모재와 용 부의 미세조직 평가

PWSCC평가 측모델 개발,붕산부식 평가와 결함 mockup제작기술을 확

보하고,2)증기발생기 열 의 ODSCC평가, 열 열, 설 측모델 개발,

SG 열 denting시험,SG 열 부식억제제 SCC억제 성능 평가,SG 열

Ni합 도 기술,SG 열 의 실험실 ODSCCECnoise기술을 개발하고자

하 다.그래서 설계수명 동안의 건 성 평가 나아가 수명연장 시 부품의 수명 측

에 활용하고 재료손상이 사건사고로 이어지기 에 능동 처기술을 개발하여 활

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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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연구개발 내용 범

1.노즐/ 통부 부식

가.노즐 통부 모재와 용 부 특성평가

나.노즐 통부 붕산 부식평가

다.결함 mockup제작

2.증기발생기 부식

가.Alloy600SG 열 ODSCC평가

나.SG 열 열, 설 측모델 개발

다.SG 열 denting시험

라.SG 열 부식억제제 SCC억제 성능 평가

마.SG 열 Ni합 도 기술 개발

바.SG 열 ODSCC특성규명 기반 구축

IV.연구개발 결과

1.노즐/ 통부 부식

가.노즐 통부 모재와 용 부 특성평가

재 PWR 1차계통의 손상은 J-weld와 Butt-weld 등의 이종 속용 부의

PWSCC에 의한 것이 부분이다.이에 한 체계 인 근을 해서,노즐/ 통부

모재와 용 부의 미세조직 분석,잔류응력 평가,응력확 계수와 산화 환원 분 기

에 따른 PWSCCDB구축,PWSCC 측모델을 확립하 다..

나.노즐 통부 붕산 부식평가

원 1차 계통 통균열 발생시 필연 으로 수반하는 붕산 부식을 이해하기

해,상온에서 90
o
C까지 온도범 에서 붕산농도를 50,000ppm까지의 농도범 에서 1

차계통수내 붕산부식평가,100
o
C에서 315

o
C까지의 온도에서 붕소농도를 2000ppm에

서 440,000ppm까지 변화시키면서 붕산염내 부식 평가, 장 조건 모사 분 기에서

붕산 부식 실증실험을 수행하 다.그리고 붕산부식 측모델을 개발하 다.

다.결함 mockup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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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1차 계통 nozzlepenetration인 BMI결함 mockup과 CRDM 결함 mockup

제작기술 확보,결함 mockup에서 균열성장 실증시험자료 생산 결함제어 기술을

개발하 다.BMI결함 mockup을 USNRC주 의 국제공동연구인 PINC에 in-kind

contribution으로 제공하 다. 한 노즐 통부의 결함의 형태와 치에 향을 미

치는 이종 속용 부의 용 잔류응력의 계를 실증하기 해서,다양한 가속 환경

에서 실증시험을 수행하 다.

2.증기발생기 부식

가.Alloy600SG 열 ODSCC평가

증기발생기 열 의 ODSCC는 틈새에서 발생하며,틈새분 기는 다양하게 변화

될 수 있다.용액의 pH,납 분 기,용액 도도에 따른 산화막 분석과 ODSCC평가

하여 산화막 특성 규명 ODSCC민감도 map을 작성하 다.납은 ODSCC를

진시켰으며, 성분 기에서 SCC 항성이 가장 컸다.산화막 항이 클수록

ODSCC 항성이 증 하 다.납 분 기에서 ODSCC균열생성과 성장을 EC노이

즈 패턴과의 계를 정립하 다.

나.SG 열 열, 설 측모델 개발

증기발생기 열 에서 균열길이에 따른 설율의 오차가 매우 큰 데,이는 설

시험 시 다 결함을 갖는 시편을 사용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단된다.이 한계를

극복하기 해,단일균열 제작기술 확보,단일결함을 이용하여 설시험 수행과

재까지의 연구결과를 집 성한 열 열 설 측 모델을 개발하 다.

다.SG 열 denting시험

증기발생기 열 은 탄소강인 으로 고정되는데,탄소강 과 열 사이

의 틈새에 염소이온 등이 농축된 특수한 환경 하에서 철의 산화에 의한 부피증가로

인해 denting이 발생할 수 있다.틈새 모사 denting 실증시험장치를 이용한

denting성장 특성 평가를 하 다.첨가제인 NiB는 denting을 획기 으로 억제하

는 것을 확인하 으며, 장 용성을 평가 이다.

라.SG 열 부식억제제 SCC억제 성능 평가

첨가제인 NiB는 목할 정도로 증기발생기 열 ODSCC를 억제하는 것을 확

인하 다.NiB는 납을 포함하는 산성 알칼리 용액에서 ODSCC 항성을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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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30%와 45% 이상 증가시켰으며,이것은 NiB가 산화막의 구조와 조성을 변화시키

는 것과 련되었다.

마.SG 열 Ni합 도 기술 개발

SCC가 발생하지 않는 Ni합 도 기술을 개발하 으며,향 후 원 증기발생기

열 보수에 용이 가능할 것으로 단된다.도 층의 미세조직 제어 SCC

항성 평가,도 층의 시간의존 열화 기계 성질 평가 등을 통하여 최 합

도 기술을 확보하 다.

바.SG 열 ODSCC의 생성과 단계 분리기술 개발

상온 고온 고압 원 가동환경에서 ODSCC균열에 따른 기화학 노이즈

분석 기술을 개발하 다.균열 발생과 ECnoise의 계를 시간 역 주 수 역

에서 정성 으로 분석하는 기술을 개발하 고,확률론 이론에 근거하여 ECnoise

인자들을 통계 분석하여,균열 생성 단계에서 Weibull형상 인자가 다르다

는 사실로부터 정량 으로 구분하는 기반기술을 확보하 다.

V.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1.노즐/ 통부 부식

가.노즐 통부 모재와 용 부 특성평가

재까지 원 1차 계통 재료 손상의 부분은 PWSCC아 붕산부식으로 본 연구

결과는 발 소 운 과 안 규제에 직 으로 활용되었다.이종 속 용 부 특성평

가 자료는 원 이종 속 용 부 별 PWSCC민감도 결정,수명 측의 기 자료로

건 성평가,검사주기 결정,정비 교체방안 도출 등에 활용될 수 있다.2009년과

2010년 3,4호기 증기발생기 배수노즐 원자로 배기노즐의 PWSCC평가에

본 연구결과를 활용하 다. 한 원 부품재료 부식손상에 한 원인규명/부식

측/계속운 과 가동원 최 조건 도출,안 규제 지침 제정 등의 근거자료 기

술 자료로 활용되고,신규원 재료설계사양 결정 등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나.노즐 통부 붕산 부식평가

미국 DavisVesse에서 압력용기강의 붕산부식이 조 만 더 진행했으면 형 참

사로 직결되는 사례로,매우 심각한 부식을 보여주고 있다.노즐 통부 붕산부식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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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붕산부식 리 규제에 직 으로 활용되며,붕산부식 사고시 재료부식 유

형의 정립과,붕산부식의 정량평가를 하여 붕산부식 리 규제에 활용된다.실제

로 2010년 10월 신고리 1호기에서 비상 살수시 원자로 배 의 붕산부식 건 성

을 본 연구를 이용하여 평가하여 건 성을 입증하 다.가동원 에서 압력용기강이

1차 계통수에 노출된 경우와 1차 계통수가 출되어 농축붕산에 노출된 경우의 붕

산부식속도를 도출하 으며,이것을 붕산환경에 재료 건 성평가에 활용한다.

다.결함 mockup제작

이 결함 mockup은 비 괴 기술 검증에 직 활용하 으며,국제공동연구인

PINC의 물 기여분으로 제공하 다.이 결함 mockup은 원 안인 이종 속

용 부 PWSCC균열을 실험실 으로 제작한 것으로 실제 상황에서의 균열성장 특

장을 직 으로 찰하여 균열성장 특징을 악하 다.

2.증기발생기 부식

가.Alloy600SG 열 ODSCC평가

이것은 SCC기구 규명,SCC 균열생성과 단계 분리,SCC균열 on line

monitoring 등에 활용되는 것이다.증기발생기 열 ODSCC 뿐만 아니라

PWSCC 평가의 원천기술이다.ODSCC 시험시 ECnoise를 onlinemonitoring하

여 균열 생성과 단단계 분리기술을 확보하 으며,이 기술로 SCC 균열 생성과

단계의 상 비 평가를 통해 SCC제어의 원천기술 개발에 활용한다.본

연구는 울진 3,4호기 증기발생기 열 손상원인 분석 손상 추세 측에 직

으로 활용되었다.울진3,4호기 조기 교체 필요성을 2010년에 제기한 바 있다.

나.SG 열 열, 설 측모델 개발

열 설모델은 결함이 존재하는 증기발생기 열 의 건 성평가에 직 활용

되는 기술이다.결함이 존재하는 열 에서 압력차,온도,결함 크기 등을 입력하

면 열압력이 출력되며, 통결함이 있는 경우 설속도를 측할 수 있다.

다.SG 열 denting시험

Denting은 열 에 응력을 유발시켜 PWSCC ODSCC를 가속시킬 수 있다.

KAERI개발 부식억제제인 NiB는 denting을 획기 으로 감소시키는 것이 확인되었

으며,따라서 향후 원 2차 측에 NiB의 주입시 denting을 억제할 것으로 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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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라.SG 열 부식억제제 SCC억제 성능 평가

KAERI개발 부식억제제인 NiB는 denting억제 뿐만 아니라 열 의 ODSCC

도 약 30-45% 억제함으로,원 2차측에 주입하면 증기발생기 건 성을 크게 향상

될 것이다.이 기술은 KAERI개발 부식억제제의 성능평가를 해 증기발생기 열

이 놓일 수 있는 환경 즉 산성부터 염기성 분 기에서 시험을 수행한 것으로,추

가 으로 농도에서 성능평가가 필요하다.

마.SG 열 Ni합 도 기술 개발

이 기술은 증기발생기 열 PWSCC방지와 결함 보수에 용되는 기술로,

원 의 타 부분의 보수에도 활용할 수 있다.손상재생기술은 결함이 있는 열

내면을 기존의 러스 슬리빙 신에 Ni합 도 하여 보수층의 잔류응력감소,부

드러운 유체 통로 제공을 하여 열 신뢰성 향상시키는 것이다.압력용기 하부

클래드 손상부 보수를 한 후보기술로 발 하여 국제규격(ASMEcodecase)발간

추진 착수하 다.

바.SG 열 ODSCC의 생성과 단계 분리기술 개발

이 기술은 고온 고압 환경에서 ODSCC기구 규명,수명 측식 개발과 장에

서의 결함 on-linemonitoring에 활용이 기 된다.균열 생성과 단단계 분리기술

확보를 통해,SCC발생시간 균열 생성과 단계의 상 비 평가를 통해

SCC제어의 원천기술 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 한 이 기술을 바탕으로 미국 EPRI

에서 주 하는 MRP 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 인 Alloy690/52/152PWSCC국

제공동연구에 참여하여 PWSCC균열 생성과 구분기술로 활용되고 있다.상기

연구결과는 미국 원 재료 열화 리 로그램의 주요 지침서로서,EPRIMRP보

고서에 수록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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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 Project Title 

  

  Development of Corrosion Control and Protection Technology for Nuclear Materials 

under Complex Environments

II. Objectives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As the structural materials of reactors serve as the second safety barrier against 

leakage of the radioactive substances,  the soundness of the materials is the prerequisite 

for prevention of accidents and unplanned shutdown of reactors. Extensive degradation 

of Uljin 3,4 steam generator tube materials in domestic plants as well as severe 

accidents in Fukushima plants emphasize the importance of safety in nuclear power 

plants. Nuclear reactor technology and safe operation of reactors have drawn a strong 

global attention under the current state of affairs; the high oil price, the dwindling 

petro-energy sources, the global climate warming, and the battling for energy supply 

among nations. Predictive and predictive technology for corrosion damage of materials 

would greatly contribute to realization of the zero-percent unplanned shutdown and 

public acceptance of the nuclear energy.

  The United States spends about $3.5 billion for the 68 operating nuclear power 

reactors as the direct and indirect expenses for maintenance and repair of corrosion 

damages, forced outages, cost of replacement electricity, inspections, and efforts for 

life-time extension. (EPRI TR-106048, 1996) Markedly high cost is required for Korea 

to manage corrosion damages of the entire systems of its 20 operating reactors, and 

thus its is necessary to reduce the cost through research and development of proactive 

preventive technology.

  This project, "Corrosion Control and Protection Technology for Nuclear Materials 

under Complex Environments" is to develop the essential technology for prevention of 

nuclear reactor accidents or operational incidents, and the foundation for enhancement of 

integrity and continued operation, and increase in the power output.  The technology, 

based on experimental research results and understanding of fundamental corrosion 

processes, would efficiently predict materials life-time, and thus provide technical ba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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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the stringent safety management.  The developed technology could also be utilized 

as a basis for assessing materials corrosion for new type of future reactors.

  The project was to develop the technology that can be utilized in the assessment of 

integrity during the designed plant lifetime, prediction of the lifetime of parts and 

components for life extension, and the proactive management for material damages 

before accident. It included the following specific technical areas. (1) Nozzle 

penetrations: micro-structures of the base materials and the welds, residual stress 

assessment, mockup fabrication with flaw, evaluation of PWSCC and predictive model 

of PWSCC, the boric acid corrosion (2) Steam generator (SG) tubes: evaluation of the 

ODSCC, failure and rupture, development of predictive models for leak, denting 

assessment and control technology, SCC inhibitors and effectiveness of corrosion 

inhibitors, and plating techniques for Ni alloys.

III.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1. Corrosion of Nozzle/Penetration

    A. Evaluation of properties and structures of the base and weld materials

    B. Evaluation of boric acid corrosion at the nozzle/penetration

    C. Fabrication of defected mock-up components

  2. Corrosion of Steam Generator Tubing

    A. Evaluation of ODSCC of Alloy 600 steam generator tubes

    B. Development of predictive models for SG tube failure and leak

    C. Steam generator tubing denting experiments

    D. Evaluation of effectiveness of corrosion inhibitor for SG tubes

    E. Development of Ni alloy electrodeposition technique for SG tubes 

    F. Development of basic technology on ODSCC behaviour with EC noise

  

IV. Results of the Project

  1. Corrosion of Nozzle/Penetration

    A. Evaluation of properties and structures of the base and weld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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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most of the damages in the PWR primary system are at the dissimilar metal 

J-weld and the butt-weld of nozzle/penetrations. For a systematic approach to the issue, 

the microstructure analysis and the residual stress assessment of the nozzle/penetrations, 

accumulation of a data base for PWSCC in terms of the stress intensity factor .and 

reducing and oxidizing environments. and establishment of predictive PWSCC model 

were performed.

    B. Evaluation of boric acid corrosion at the nozzle/penetration

    For a clear understanding of the boric acid corrosion and field application, tests 

were performed in the primary system coolant in a range from room temperature to 

90
o
C and boric acid concentrations up to 50,000 ppm. Tests were also performed in 

boric acid solutions at 100-315
o
C with boric acid concentrations 2000-440,000 ppm.  

Laboratory facilities were designed and constructed for tests under more realistic 

conditions close to the field. and then was used for demonstration of boric acid 

corrosion.

    C. Fabrication of defected mock-up components

    BMI mock-ups with controlled PWSCC cracks were used for verification of NDE 

technique. BMI mock-up with flaws was provided PINC program which is an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project sponsored by USNRC with as an in-kind contribution. 

Mock-ups were used also for characterization of PWSCC crack growth behaviour.  

  2. Corrosion of Steam Generator Tubing

    A. Evaluation of ODSCC of Alloy 600 steam generator tubes

    ODSCC and oxide layer of steam generator tube materials were investigated as 

function of lead in environment, pH and the solution conductivity. Pb promoted 

ODSCC, and resistance to SCC was greatest in the neutral solutions. Generally, the 

greater the electric resistance of the oxide film corresponds to greater the ODSCC 

resistance. 

 

    B. Development of predictive models for SG tube failure and leak

    Literature review showed the large scatter in leak rate even for tubes with alm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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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e crack length due to multiple cracks in the tube specimens.  To overcome this 

difficulty, we developed a technique to fabricate tube specimens with a single crack. A 

model was then developed to predict leak rates and rupture of SG tubes using the 

results from the single defect tube specimens and a compilation of the previous results.

    C. Steam generator tubing denting experiment

    The denting of SG tube can occur due to enhanced corrosion at crevice between 

the carbon steel sheet and the tube. A high-temperature high-pressure autoclave system 

with SG tube-carbon steel crevices was designed and constructed to simulate the 

denting. Denting was suppressed dramatically with addition NiB developed by KAERI to 

test environment.

    D. Evaluation of effectiveness of corrosion inhibitor for SG tubes

    NiB also suppressed ODSCC of steam generator tube by 30% to 45% in leaded, 

alkaline or acidic solutions. This inhibition is explained that the NiB modified the 

structure and composition of the oxide surface film.

 

    E. Development of Ni alloy electrodeposition technique for SG tubes

    Control of the microstructure in the electro-deposited layer and SCC resistivity were 

investigated. Mechanical properties of the plated layer and the time dependent 

degradation of the properties were studied. SCC does not occur in the plated layer of a 

Ni alloy. A technology was developed for producing the most optimum plating of 

alloys.

    F. Development of basic technology on ODSCC behaviour with EC noise

    EC noise monitoring technique was newly developed to differentiate between 

initiation and propagation of ODSCC of SG tubes at high pressure and temperature 

condition as well as room temperature. The relationship between ODSCC and EC noise 

was analyzed in the time and frequency domains, and the essential technology of 

quantitative analysis of ODSCC initiation and propagation was developed from the 

experimental finding that the Weibull shape parameter of each step is different, based 

on the stochastic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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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Proposal for Applications

1. Corrosion of Nozzle/Penetration

    A. Evaluation of properties and structures of the base and weld materials

    The obtained results could be used to 1) determine the sensitivity to PWSCC of 

each dissimilar metal welds in nuclear reactors, 2) develop inspection time period and 

maintenance plans, and 3) life prediction. The results could be used as technical basis 

data to analyze corrosion damage of the nuclear reactor components and materials, 

causes, prediction, and decision for the continued operation.  The results could serve as 

the reference materials data for future new type of reactor for the materials 

specification, derivation of the optimum operating conditions, safety guidelines, and 

engineering design.  The data will support the export of the essential reactor parts and 

components, and help construct basic infrastructure. The outcome was used for failure 

analysis of steam generator drain nozzle and reactor vent nozzle in Yonggwang unit 3 

and 4.

    

    B. Evaluation of boric acid corrosion at the nozzle/penetration

    The incident of the boric acid corrosion damage of the reactor pressure vessel head 

of the Davis-Besse U.S. plant could have developed into a serious result, if the 

discovery of the damage were delayed. The research was needed to prevent this type of 

incidents.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can be applied to categorize types of material 

damages, and develop management plan for boric acid leakage. Damage rates were 

evaluated for the situations where low alloy steel is to the primary system coolant 

water, and where the boric acid is concentrated after the primary system coolant was 

leaked. The results are also applied to evaluate the integrity of the primary system 

materials.

    C. Fabrication of defected mock-up components

    The defected mock-up is directly utilized for the non-destructive examinations. A 

defected BMI mock-up was produced using the developed techniques and supplied to 

the PINC, an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project sponsored by USNRC, as an in-kind 

con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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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Corrosion of Steam Generator Tubing

    A. Evaluation of ODSCC of Alloy 600 steam generator tubes

    The results can be applied to analyze SCC mechanisms, separate the initiation and 

growth stages of SCC, and perform on-line monitoring of SCC. The application is not 

limited to ODSCC of SG tubes but also evaluate PWSCC.  The technique is an 

original one, and can be further utilized to develop an original control technique for 

SCC. The outcome was used for failure analysis of Uljin 4 steam generator tube and 

for prediction of degradation trend of the steam generator. It was recommended that 

steam generators in Uljin 4 should be retired early.

    B. Development of predictive models for SG tube failure and leak

    This leak and failure model is directly applicable to evaluate the integrity of 

defected SG tubing.  The rupture pressure is an output of the model from the input of 

differential pressure, temperature, and defect size.  The leak rates are also predicted for 

tubes with a through-wall defect.

    C. Steam generator tubing denting experiment

    This will be directly utilized in development of preventive control techniques for 

PWSCC and ODSCC in the  secondary side of SGs. This research was initiated based 

on the reports that the PWSCC and ODSCC of the SG tubes in YG 3, YG 4, UC 3, 

and UC 4 were related mainly with denting.

    D. Evaluation of effectiveness of corrosion inhibitor for SG tubes

    It was confirmed that the inhibitors developed by KAERI has about 30-45% 

inhibition power and that there are possibilities of application to the nuclear reactors. 

The KAERI developed inhibitors were evaluated in the acidic and alkaline environments 

SGs may encounter.  Further evaluation is needed for compatibility with the system 

materials, the ion exchange resins, and the water treatments for the secondary side 

system.  

    E. Development of Ni alloy electrodeposition technique for SG tub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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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technique was developed for prevention of PWSCC of SG tubes and repair of 

defected tubes, but it can also be applied to repair other part of nuclear reactors. This 

repair technique plates Ni alloys on the inside diameter surface of defected SG, instead 

of the sleeving.  The reliability of SG tubing is enhanced by the reduction of residual 

stresses in the repair area, and by providing relatively smooth passages for the fluid.  

    F. Development of basic technology on ODSCC behaviour with EC noise

    The EC noise monitoring technique established in this work is applicable to 

mechanistic understanding of ODSCC, development of life prediction curve and on-line 

monitoring of field cracks. Furthermore, the technique is applied to differentiate PWSCC 

initiation and propagation as a part of MRP program, Alloy 690/52/152 PWSCC 

International Collaboration Research, organized by EPRI. The results will be included in 

EPRI MRP report as one of guidelines of materials reliability management program of 

US PW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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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원자력발 은 고유가,자원고갈,지구온난화와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 등을 감안하

면 에 지 자립의 최선의 선택이다.원자력발 소는 히로시마 원폭과 체르노빌 사

고 등의 치명 인 사건을 연상하게 하여 국민의 불안과도 일면 련이 있다.그래

서 가동 냉각수에 방사능물질이 존재하기 때문에 안 에 특히 심을 기울이고

있다.원자력발 소의 안 성을 증 시키기 해 고가의 내부식성 재료( 로 Alloy

600)를 사용하며,사용 환경도 부식을 유발하지 않는 분 기를 유지하고 있다.그럼

에도 불구하고 재료는 열역학 으로 에 지를 낮추는 방향으로 거동하기 때문에 구

조재의 부식이 발생하고 있다.특히 가동 년 수가 증가함에 따라 핵심 부품 설

비 재료의 부식 손상이 증가하고 있으며,경우에 따라 발 소를 강제로 불시 가동

정지하여야 한다.

원 구조재료는 방사능물질 출에 한 1차 방호벽이며,재료 건 성 확보는

원 의 불시정지 등 사건사고 방지의 선결조건이다.총 68호기가 운 인 미국의

경우,부식으로 인한 유지보수,강제운 정지 기간 연장, 체 력비, 간검사비 등

의 직간 비용으로 약 4조원/년(EPRITR-106048,1996)이 소요됨.20호기를 운 하

고 있는 한국의 경우, 계통의 부식손상 리에 소요될 막 한 비용이 소요될 것

이므로 사 방 연구를 통한 비용 감이 필요하다.부식은 원 재료 손상의 부

분을 차지하고 있음으로 이것에 한 집 인 연구가 필요하다.

복합환경 부식기구 규명 방지기술은 원 사건 사고의 사 방에 필수 요소로

원 의 건 성 향상,계속운 ,출력증강의 석이다.이 기술은 실험 결과와 부

식반응에 한 근본 이해를 바탕으로 재료 수명 측을 효과 으로 함으로써 갈수

록 엄격해지는 안 리를 한 기술 근거를 제공하고 미래원 재료 부식평가의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1)원 1차 계통 노즐 통부 모재와 용 부의 미세조직 평가

PWSCC평가 측모델 개발,붕산부식 평가와 결함 mockup제작기술 확보하고

2)증기발생기 열 의 ODSCC평가, 열 열, 설 측모델 개발,SG 열

denting시험,SG 열 부식억제제 SCC억제 성능 평가,SG 열 Ni합

도 기술,SG 열 ODSCC실험실 ECnoise기술을 개발하고자 하 다.그

래서 설계수명 동안의 건 성 평가 나아가 수명연장 시 부품의 수명 측에 활용하

고 재료손상이 사건사고로 이어지기 에 능동 처기술을 개발하여 활용하고자

하 다.



- 2 -

제 2장 국내외 기술개발 황

 1  즐/ 통  식

1.노즐 통부 모재와 용 부 특성평가

Alloy182에는 Cr이 약 15wt% (spec.에 의하면 13-17wt%)정도 함유되어 있

는 데,이러한 Cr의 함량은 Alloy600에서의 Cr함량과 유사하다.Alloy82에는 이

보다 약간 많은 Cr20wt% 정도가 함유되어 있다.Alloy600에 한 용 filler재

료로 사용될 때,Alloy182는 shieldedmetalarcwelding(SMAW)용으로,Alloy82

는 tungsteninertgas(TIG)용으로 사용되며 hotwireTIG나 manualTIG 모두 가

능하다.두 개의 성질이 다른 이종 속간의 용 에 있어서는 당한 filler를 선택

하거나 혹은 용융부의 dilution에 따라 성분을 조 해야 한다.만일 이종 속을 용

할 때 치 못한 filler를 사용할 경우 용 부에서 크랙이 발생할 수도 있다.다

음 표는 Alloy600 CRDM 노즐 용 시 사용되는 Alloy182/82의 성분 spec.을

나타낸다.

Alloy     Ni           Cr           Fe        C          S      P        Si Mn Co       Ti       Cu

600    ≥72.0    14 - 17     6 - 10  ≤0.15 ≤0.0015            ≤0.50   ≤1.00                          ≤0.50      

182    ≥59.0 13.0 - 17.0 ≤10.0  ≤0.10  ≤0.015  ≤0.03 ≤0.60  5.0 - 9.5  ≤0.10  ≤1.0   ≤0.50 

82     ≥67.0 18.0 - 22.0  ≤3.0   ≤0.10  ≤0.015  ≤0.03 ≤0.50  2.5 - 3.5  ≤0.10  ≤0.75 ≤0.50 

Alloy 600 : ASME SB 167 spec.

Alloy 182/82 : EDF (Electricite de France) requirements, RCC-M

Table2.1.1.1.SpecificationsofAlloy182/82forweldingmaterialofCRDM nozzle.

Alloy182용 부의 미세조직은 응고 과정에 큰 향을 받는다.응고 과정에서

일어나는 주요한 상으로써는 응고된 미세조직 자체의 이방성,불균질한 화학조성

(즉,결정립계를 따라 일어나는 미소편석 상),그리고 응고 과정 용해되지 않는

불순물들의 재분배 등이 있다.[1-3]고상/액상 경계부에서 액상이 표면을 향해서 응

고될 때,응고는 온도구배 (temperaturegradient)에 하여 일정한 방향을 따라 일

어나게 되며,이에 따라 응고된 미세조직은 수지상 (dendrites)의 형태로 성장하며,

한 결정립 내에는 동일한 결정학 방 (crystallographicorientation)을 갖는 여러

개의 수지상으로 구성된다[4].용융부 에서의 결정립은 용융부 아래에 있는 열

향부 (heataffectedzone,HAZ)에서 epitaxy하게 성장하게 된다.

용 에는 모재가 완 히 용융될 정도로 높은 온도가 가해지기 때문에 모재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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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존재하던 기존의 석출물들은 용 부분 용융/용해된다.그리고 모재가 다

시 응고됨에 따라 수지상 내부나 혹은 계면을 따라 다른 형태의 제 2차상으로 재석

출된다. EDF/CEA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Alloy182의 응고 미세조직에는 2가지

종류의 고온 석출물이 찰된다[5]. 우선, 수지상의 계면에 있는 석출물

(interdentriticprecipitates)에는 수지상 방향으로 길쭉한 형태를 갖는 니오비움 탄화

물 (NbC)이 주로 찰된다. 한 Nb,Ti,Mn, Cr이 풍부한 구형 (spherical

shape)의 석출물도 발견된다.이에 비해 수지상 내의 석출물 (intradendritic

precipitates)로는 Al,Mn,Cr Ti가 풍부한 산화물 계통이 부분이다.아마도 이

러한 산화물들은 용융온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이들은 응고 기에 형성되었을 것

으로 단된다.

Mills등[6]은 여러 가지 자 미경 분석 장비를 이용하여 탄소 함량이 0.04wt%

의 Alloy82의 미세조직 특성을 연구하 는데,그들의 연구 목 은 54℃의 온에

서 수소유기 균열 (hydrogen-inducedcrackpropagation)에 한 Alloy82의 민

감성을 일으키는 속학 이고 조성 인 특성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었다.그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용융부는 조 한 결정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결정립계에는

주로 Nb, Ti(C,N)의 석출물이 존재하고 결정립 내에는 TiN 개재물과

(Al,Mg,Si)-richoxides가 분포하 다.이 용 재를 1093℃에서 열처리하면,결정립

들은 재결정화되고 결정립계에는 Cr이 풍부한 탄화물이 석출된다.용 상태

(as-welded)의 재료 내부에는 많은 들이 tangling되어 있거나 망을 형성하

고 있으며,높은 항복강도 (600MPa)값을 나타냈다.반면,열처리된 시편은

도가 크게 감소하 으며,따라서 낮은 항복강도 (200MPa)값을 나타냈다.그들

은 as-weldedAlloy82의 결정립계에 존재하는 매우 미세한 Nb Ti-richcarbides

가 수소 원자를 효과 으로 포획함으로써 낮은 온도에서의 수소유기 균열 를 조

장한다고 결론지었다.이 용 재를 1093℃에서 열처리하면 부분의 매우 미세한

carbo-nitrides가 분해됨으로써 온수에서의 균열 성장 경향을 제거할 수 있게 된

다.하지만,그러한 석출물들이 고온에서도 Alloy182/82의 PWSCC거동에 어떤 역

할을 하는지에 해서는 아직 확실치 않다.

지 까지 Alloy600의 균열 개시에 한 연구가 단히 많이 이루어져 있는 데

비해,Alloy182나 Alloy82에 한 연구는 아직까지는 미진한 편이다.일반 으로

변형량 (strain)과 시험온도를 증가시키면 단시간 (failuretime)이 감소하고, 단

율 (failurerate)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7]Alloy600과 Alloy82의 용 시

편을 이용한 실험에서는 모재,모재의 열 향부 (heataffectedzone,HAZ),그리

고 용 부 3곳 모두에서 균열이 발생하 다. 한 탄소함량이 높을수록 Alloy82

의 SCC 항성이 더욱 좋은 결과를 나타냈다.F.Vaillant등 [7]은 Alloy600과

Alloy182용 시편을 이용하여 각 heat에서의 균열 개시 거동을 연구하 다. 그

들의 실험 결과 에서 흥미로운 것은 재료 민감성 지수 (materialsusceptibility

index,MSI)라는 개념을 도입한 것인 데,이는 재료변수 인가 응력에 하여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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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이 개시되는 시간,t로부터 정의된다. Alloy600의 경우,MSIim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A‧im‧σ4‧exp(-




)

여기서 t는 1차수 조건에서 Alloy600에서 균열이 개시되는 시간,σ는 주어진 시

험온도에서 시편에 가해지는 응력이다. 그리고 이 식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Alloy

600의 SCC 균열 개시에 한 활성화 에 지를 180kJ/mole로 가정하 다. 균열

개시에 한 MSIim은 재료의 미세구조와 한 계를 가지게 되는 데,특히 입

계 크롬탄화물의 grainboundarycoverage(GBC)에 따라 증가하고,입내 크롬탄화

물의 석출정도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이는 Alloy600의 경우에 있어

서,입내 크롬탄화물이 존재하면 PWSCC 항성이 감소하고,입계 크롬탄화물을 충

분히 석출시키면 PWSCC 항성이 증가된다는 실험 인 사실을 잘 나타내고 있다.

EPRI에서는 PWR환경에서 Alloy600과 Alloy182의 균열 성장 거동에 한 연구

를 수행하 다[8-11].시험조건은 325℃에서 1200ppm B,2.0ppm Li그리고 25

cc/kgH2가 함유된 모의 원자로 냉각 시스템 (simulatedreactorcoolantsystem,

RCS)의 수화학을 사용하 다. 시편은 균열 성장 시험 ,피로에 의한 비균열

(fatigue precrack)을 만든 후 수행하 다. 3600 마다 R = 0.7 (R ratio =

minimum load/maximum load)을 갖는 주기 인 일정하 조건을 이용하 다.

SCC균열 길이는 DCPD (directcurrentpotentialdrop)기법을 이용하여 측정하

으며, 기화학 (electrochemicalpotential,ECP)는 외부에 Ag/AgCl 극을 이

용하여 측정하 다. 모든 고온 극장치는 지르코니아를 이용하여 제작하 다.시

험결과,Alloy182에서 PWSCC에 의한 균열 성장 지역은 inter-dendritic 단면의

특성을 보여주는 반면,피로 비균열 지역 시험 후 피로에 의해 개된 부분은

입내 단 (transgranularfracture)형태를 보여 주었다.

• 응고 이방성의 향

용 공정 ,용 부가 응고함에 따라 수지상으로 구성되는 주상조직 (columnar

structure)이 응고 방향으로 성장한다. 균열은 수지상을 가로지르는 방향보다는 수

지상과 평행한 방향으로 더욱 가 쉽게 일어난다. 수지상은 용 부의 응고 방

향으로 배향하기 때문에,실제로 용 에 발생하는 각종 용 결함도 수지상에

평행한 방향으로 잘 발생하게 된다. EDF와 CEA에서 수행한 연구결과도 이와 마

찬가지로 수지상과 평행한 방향으로의 균열 가 수지상에 수직한 방향으로의 균

열 속도에 비해 2배 이상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 온도의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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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는 Alloy600에 있어서 균열 성장속도에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5]. 증기발생기 세 의 장 경험으로부터 얻어 낸 균열 성장의 활성화 에 지

(activationenergy)는 약 135Kcal/mole이며, 한 후 을 이용하여 실험실 연구로

부터 얻은 결과도 이와 매우 비슷하다. Alloy182에 있어서 PWSCC균열 성장속

도에 한 온도 (290-342℃)의 향은 체 으로는 Alloy600의 경우와 동일한

일반 인 경향을 따르는 것을 알려져 있다. 한 290-350℃의 온도 역에서 온

도가 증가함에 따라 균열 성장속도가 크게 증가한다. 다른 연구자들에 의한 실험

결과도 이와 비슷한 데, 를 들어,S.L.Hong등[5]의 연구결과에서도 균열 성장

속도는 온도의 향을 크게 받았다.그들은 실험 데이터로부터 130kJ/mole의 균열

성장 활성화 에 지 값을 얻어냈다.

• 용 의 향

용 에는 다양한 변수들에 의해,동일한 용 조건을 사용하여 용 을 하더라

도 최종 용 재는 다른 특성을 보일 수 있다. 여러 실험의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용 재료나/(와)용 차가 PWSCC균열 성장 거동에 큰 향을 미친다고 보고

되고 있다.

• AppliedStressIntensityFactor의 향

Stressintensityfactor,K가 균열 성장 거동에 미치는 향을 보면,용 시편이

나 Alloy600모두 인가된 K가 증가함에 따라 균열 성장속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반면,EDF/CEA에서 수행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15-65MPa√m의 stress

intensity 역에서 균열 성장속도는 K 값에 크게 의존하지 않는다고 보고하 다.

한 그들은 1차수 조건에서 SCC가 발생할 수 있는 thresholdK,즉 KSCC를 약 9

MPa√m 정도로 추정하 다.일반 으로 증기발생기 열 에 사용되는 Alloy600

에 해 Scottmodel에 의하면,균열 성장속도에 한 K의 향은 (K-9)1.16의 계

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된다.이에 반해 EDF/CEA에서는 Alloy182에 있어서 균열

성장속도에 한 K의 계를 (K-9)0.1로 제시하 다.

• 용 후 응력 완화 열처리의 향

응력 완화 열처리는 용 후 발생하는 잔류응력을 감소시킬 목 으로 수행되지

만,이러한 작업을 통해 오히려 재료가 균열 에 더욱 민감해 질 수 있는 효과

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 S.L.Hong등[5]은,as-welded조건에 비해 응력 완화 열

처리를 하 을 경우,균열 속도가 약 2배 정도 감소하 다고 보고하 다.더욱이 응

력 완화 열처리는 국부 으로 분포하고 있는 잔류 응력을 완화하고,결정립계에 존

재하는 미세한 석출물을 변화시킬 수 있는 효과를 일으키기도 한다.

• 냉간가공의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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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를 냉간가공하면 경도 강도가 증가하게 되며,이는 균열 성장속도를 증가

시키게 된다.S.L.Hong등[5}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Alloy182를 10% 냉간가공하

을 경우, 기 상태의 재료에 비해 균열 성장속도가 증가하 다.균열 에

한 냉간가공의 가속 효과는 용 후 열처리에 계없이 약 2배 정도인 것으로 추정

된다. 압력용기 CRDM 노즐이나 증기발생기 열 재료로 사용되는 Alloy600의

경우에도 동일한 경향이 찰된다.

• 균열 성장 모델

EDF[5]에서는,그들이 수행한 연구 결과를 기 로 하여 PWSCC균열 성장 모델

을 만들었다.각 매개변수가 서로 독립 이라고 가정하여,정상 인 1차 냉각수 조

건에서 Alloy182의 균열 성장속도를 분석 인 계식으로 도출하 다. 그들은 실

험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고려 사항을 균열 성장식에 도입하 다.

-K에 한 균열 성장속도의 plateau거동,(K-9)0.1

-활성화 에 지,130kJ/mole

-10%의 냉간가공은 균열 성장속도를 2배 증가시킴

-응력 완화 열처리는 균열 성장속도를 50% 감소시킴

-응고 이방성,수지상에 평행한 방향이 균열 에 2배의 효과

-cyclicloading은 균열 성장속도에 2배의 효과를 일으킴[13,14]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최종 으로 제시된 Alloy182의 균열 성장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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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R.Lindstrom,P.Lidarand J.Lagerstrom,"Crack Growth ofAlloy 182 in a

Simulated Primary Side PWR Environment",Proc.of the 8th Int.Conf.on

EnvironmentalDegradationofMaterialsinNuclearPowerSystems-WaterReactors,

AmeliaIsland,Aug.1997.

2.노즐 통부 붕산 부식평가

가압경수로에서는 성자를 흡수하여 핵분열을 제어하기 하여 1차 계통 냉각

수에 붕산 (H3BO3)을 첨가한다.첨가량은 최 2000-3000ppm 이나 핵연료사용

정도에 따라서 감소시키며,핵연료사용 최종주기에는 거의 0에 가까울 수도 있다.1

차 냉각수의 산성화를 막고 염기성 분 기로 환원하기 해 수산화리튬 (LiOH)을

첨가하고, 한 용존 수소가 약 25cc/kg포함되어 있다.pH값은 4.2-10.5로써 상

으로 넓은 범 에 걸쳐 있으며,원자로가 정상출력을 시작할 때 가장 산성도가

높다.노즐 통부 균열,개스킷 조인트,밸 패킹,기계 합부 틈새 등을 통하

여,붕산을 함유한 1차 계통 냉각수가 유출되어 원자로 구성재료,특히 탄소강과

합 강 재료에 심한 부식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은 오래 부터 보고되어

왔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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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에 발견되어 많은 심을 받았던 Davis-Besse발 소 압력용기 (Reactor

PressureVessel,RPV)헤드의 손상도 붕산부식인 것으로 명되었다[7-9].우선

RPV상부헤드 CRDM 노즐에 PWSCC에 의한 통균열이 발생하고,이 통균열을

통해 설된 붕산수가 SA508탄소강으로 구성된 압력용기 헤드를 부식시키는 과정

에 의해 진행되었다(Fig.2.1.2.1).따라서 붕산이 부식손상에 미치는 역할이 CRDM

노즐과 RPV 헤드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즉,CRDM 노즐 부 에서는

Alloy600이나 Alloy182에 한 PWSCC균열 발생 성장의 에서 악되어

야 할 것이다.하지만 지 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붕산 자체가 Alloy600에 있어

서 PWSCC를 일으키는 직 인 요인이라고 보고된 경우는 없다.오히려 국내외

많은 원 들이 증기발생기의 2차측에서 붕산을 denting 억제제,입계부식 혹은

SCC를 조 하기 해 사용해 오고 있는 실정이다.따라서 붕산이 Alloy600이나

Alloy182의 PWSCC거동에 미치는 향은 무시하여도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RPV 헤드에서는 공식 (pitting)이나 SCC와 같은 국부부식 (localized

corrosion)이 아닌,재료 반에 걸쳐 일어나는 일반부식 (generalcorrosion)에 의한

wastage가 요한 인자이다.원자로 환경에서 탄소강의 부식에 향을 미치는

다른 인자는 수용액의 pH이다.pH가 9.5인 수용액에서 탄소강의 부식은 pH가 10.5

-11.5일 경우보다 약 6배까지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험 용액의 온도가 물의 비등온도 (즉,212℉)까지 증가함에 따라 부식속도도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게 되며,이러한 증가는 물의 비등 에 도달할 때까지 계

속된다.그 후 부식속도는 오히려 감소하기 시작하는데,이는 아마도 용액 물의

감소 상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물의 비등 을 지나 부식속도의 감소 상은

(H3BO3+LiOH)수용액의 경우 최소한 352℉까지,그리고 H3BO3수용액에 있어

서는 600℉까지 이러한 경향이 계속된다.온도가 더욱 높아짐에 따라 수화물 에

포함된 물이 증발하게 되고,이에 따라 LiBO2형태의 리튬인산염이 형성될 수 있으

며,H3BO3의 경우도 H2O가 증발해 나가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높은 온도

역에서도 부식속도가 온도의 증가에 따라 감소하기는 하지만 상당한 양의 속부식

이 일어난다. 한 H3BO3수용액에 KOH나 LiOH를 소량 첨가시킬 경우,높은 온

도에서는 첨가시키지 않았을 때 보다 합 강의 부식속도는 더욱 빨라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반면,낮은 온도에서는 LiOH/KOH는 부식과정에 있어서 억제제

(inhibitor)역할을 한다.이에 한 원인으로는,높아지면 이온의 양 (amountof

ionicspecies)이 증가하고,이들이 화학반응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데 기인하는

것으로 악되고 있다.

국내원 에서는 노즐/ 통부에 붕산을 함유한 1차 계통 냉각수 유출 사례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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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으나,압력경계의 붕산 부식 손상은 보고된 바 없다[10,11].

Fig.2.1.2.1BoricacidcorrosionofDavis-Bessereactorvesselhead

참고문헌

[1] C. Czajkowski, "Boric-Acid Corrosion of Ferritic Reactor Components",

NUREG/CR-2827,BrookhavenNationalLaboratory,Upton,YN,1982.

[2]W.H.Cullen,Jr.,"U.S.PlantExperiencewithAlloy600CrackingandBoricAcid

Corrosion ofLight-WaterReactorPressureVesselMaterials,"NUREG-1823,U.S.

NuclearRegulatoryCommission,Washington,DC,April2005.

[3]R.Kilan,P.Scott,A.Roth,U.Wesseling,H.Venz,"BoricAcidCorrosion:European

Experience,"EPRIBoricAcidCorrosionWorkshop,Baltimore,MD,July25-26,2002.

[4]InformationNotice86-108,Supplement1,"DegradationofReactorCoolantSystem

PressureBoundaryResultingfrom BoricAcidCorrosion,"U.S.NuclearRegulatory

Commission,Washington,DC,April20,1987.

[5]InformationNotice2003-02,"RecentExperiencewithReactorCoolantSystem Leakage

andBoricAcidCorrosion"U.S.NuclearRegulatoryCommission,Washington,DC,

January16,2003.

[6]Proceedingsofthe IAEA Specialists'Meeting on Cracking in LWR RPV Head

Penetrations,"May2-3,1995,Philadelphia,PA,NUREG/CR-0151,preparedbyC.E.

Pugh,OakRidgeNationalLaboratory,OakRidge,TN.

[7] Davis-Besse Confirmation Action Letter Response, U. 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washington,DC.

[8]BWXT ServicesReport1140-025-02-24,"FinalReport:Examination oftheReactor

Vessel(RV)Head DegradationatDavis-Besse,"ADAMSAccession#ML032310058

and #ML03231006,U.S.NuclearRegulatory Commission,washington,DC,June

2003.

[9]원자력안 문 원회 원자로계통분과,의안번호 제3호,2002.4.17일 보고 (2002-8차).

[10]C.Marks,D.Macdonald,W.Coulson,"MaterialsReliabilityProgram ReactorVessel

Head BoricAcid CorrosionTesting(MRP-165),"EPRIReport1011807,PaloAlto,



- 10 -

CA,December2005

[11]J.-H.Park,O.K.Chopra,K.Natesan,W.J.Shack,"BoricAcidCorrosionofLight

WaterReactorPressureVesselMaterials,"Proceedingsofthe12th International

Conf.onEnvironmentalDegradationofMaterialsinNuclearPowerSystem,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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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결함 mockup제작

가압형 경수로의 1차 계통 기기 재료로 사용 인 니 계 합 스테인리스강

은 고온에서 강한 부식 항성을 갖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으나,특정 부식 환경과

재료의 상태에 따라 경년열화가 발생하여 다양한 형태의 응력부식균열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1-6].특히 Fig.2.1.3.1에 도시한 바와 같이 원자로,가압기

증기발생기의 안 단(safe end)과 통 의 이종 속용 부에서 발생되는

PWSCC는 1차 계통수의 수를 야기하므로,국내외 으로 큰 심을 기울이고 있

는 부분이다.

Fig.2.1.3.1FieldexperienceofPWSCCinvariousDMW partsofPWR.

PWSCC에 한 연구들의 주요 은 제작과정에서 수반되는 용 는 냉간가공

에 의한 인장방향의 잔류응력이며,충분한 후열처리나 용 응력발생을 최소화하

기 한 연구가 선행되었다.그러나 실제 원 의 이종 속부에 존재하는 잔류응력

을 모사하거나 [7-9],용 부 용 재의 PWSCC에 미치는 잔류응력에 한 연구

는 진행된 바 있으나 [10,11],CRDM BMI와 같이 두꺼운 노즐에 한 잔류응력

과 SCC의 계를 실증한 바는 없었다.실제 원 에서 발생하는 이종 속용 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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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WSCC기구를 이해하고 이를 방지하기 해서,이에 한 실증실험은 수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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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증기발생기 부식

1.Alloy600/690SG 열 ODSCC평가

1.1납분 기 ODSCC평가 산화막 분석

열 재료로 많은 발 소에 사용되고 있는 Alloy600의 2차측 응력부식균열 발

생에 납은 주요한 요인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납의 유입원은 매우 다양하며,매

우 은 불순물 정도로 유입된다.[1-3]납은 불과 1ppm 수 만 존재해도 향을

수 있다는 결과가 있다.[4]

Alloy600뿐만 아니라,응력부식균열 항성이 크게 향상되어,1989년부터 열

재료로 원자력발 소에 이용되고 있는 Alloy690도 다양한 환경에서 납유기 응

력부식균열의 험성은 상존한다.

납은 증기발생기에서 제거된 상단,틈,표면 슬러지 혹은 deposit등에서

100~500ppm 이 양이 쉽게 발견되며,발 소에 따라서는 2,000~10,000ppm 의 농

도가 찰되기도 한다.[5]

최근에도 납유기 응력부식균열의 정확한 기구 규명과 납의 유입원을 정 하게 평

가하고,최소화 하고자 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미국 EPRI수화학 guideline

개정 7에 따르면,화학유효성 평가의 일환으로 슬러지 내 납의 모니터링을 해야 하

고,주기 인 수 부식생성물 이동 모니터링의 일환으로 납에 한 분석을 제안하

고 있다.[6]

따라서 납 유기응력부식균열의 기구를 이해하고,제어할 수 있도록 납이 첨가된

다양한 용액에서 열 재료에 해 응력부식균열 평가를 진행하고,산화막의 특성

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1.2용액 도도 평가

ODSCC 특성에 향을 주는 산화막,균열 생성,성장 신호 분석,부식 등

다양한 변수들에 한 평가가 필요하고,아울러,용액의 도도에 한 향의 평가

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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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SG 열 열, 설 측모델

원 운 의 기술지침서에 따르면 증기발생기 열 의 건 성평가 구조 건

성평가는 정상운 조건의 3배,비상운 조건의 1.4배의 안 계수를 고려하고 있지

만 설 건 성은 정상운 조건만을 고려하고 있으며, 설 제한치에 한 기 이

매우 보수 인 수 으로 제시되어 있다. 한 재까지 국외에서 제시된 설률

측방법 역시 서로 상이한 특성을 지니고 있어서 국내 원 에 바로 용하기에는 어

려움이 있다.ANL과 Framatome의 경우 단상유동 모델인 베르 이 유량식을 기반

으로 설률 측모델을 제시하 으나 주요 변수인 유동계수가 두 방법 간에 약 3

배의 차이를 나타낸다.이상유동을 고려한 설률 측모델은 표 으로 EPRI에서

개발한 PICEP코드와 Battelle에서 개발한 SQUIRT코드가 있다.이와 같이 이상유

동을 고려한 측모델은 유동의 거동을 모사하기 해 가속도 변화,면 변화,마

찰에 의한 압력 감소 등과 같은 많은 변수들을 고려해야 한다.그러나 이상유동 모

델은 많은 변수들을 고려함에도 불구하고 Fig.2.2.2.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이상유동

을 고려한 PICEP모델과 단상유동을 고려한 ANL의 모델 모두 실제 설률과 차이

를 나타낸다.

용 상은 입열기구(heatingmechanism)에 의한 열 달과 그에 따른 속조직

의 상변화(phasetransformation),기계 성질의 변화 응력 발생이 상호 작용하

기 때문에 정량화하기 어려웠다. 한 신뢰성이 검증된 잔류응력 측정방법이 정립

되지 않아 측정 결과를 얻기도 어려운 실정이었다.그러나 최근 구멍 뚫기(hole

drilling)방법을 비롯하여 X선 방법 등의 측정 방법이 개발되어 측정 결과가 축

되고 있으며,수치해석 기법의 발달로 인해 용 상을 정량화하려는 연구가 시도

되고 있다.구조물을 용 할 때 용 변수,재료의 고온거동,국부 가열,냉각 수축

구속조건 등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되는 잔류응력은 컴퓨터 시뮬 이션에 의한

해석 차가 체계화 된지 얼마 되지 않았다.일반 으로 열 달 해석과 련된 변

수로는 용 입열량(heatinput),용융 비드 기 온도(initialtemperatureofmolten

bead),입열 시간(heating time),냉각 시간(cooling time),냉각 조건(cooling

condition)등이 있다.응력 해석 련 변수는 경계 조건(boundarycondition),재료

경화 거동(hardeningtype),요소 종류(elementtype),응력 풀림(annealingeffect),

비드 단순화의 임계값(criticalnumberoflumped bead method),상변태(phase

transformation)등이 있다. 변수들의 향력을 알아보고 주요 변수와 그 경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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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하는 것이 잔류응력 평가 기법 정립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해외에서는 다양한 변수들이 용 잔류응력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고 해석 차

를 수립하기 한 연구가 시도된 바 있다. 표 인 로 IIW(InternationalInstitute

ofWelding),PVRC(PressureVesselResearchCouncil)와 EU(EuropeanUnion)에서

수행한 국제 공동연구를 들 수 있다.그러나 이는 비교 단순한 평 맞 기 용

에 한 다자해석(roundrobin)으로써 J그루 가 있는 배 용 부에 한 연구는

무한 실정이다.국내에서는 배 맞 기 이종 속 용 부 잔류응력 향평가에

한 한국 력공사 력연구원(KoreaElectricPowerResearchInstitute:KEPRI)의

주도로 6개의 산학연구기 이 참여한 다자해석(roundrobin)이 수행되었다.배 맞

기 형상에 한 해석모델을 바탕으로 용 과정 모사에 련된 변수에 한 민감

도 분석을 수행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통부 용 에 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Fig. 2.2.2.1 Comparison between leak-rate test and prediction in 

previous work

3.SG 열 denting시험

1980년 이후로 증기발생기 열 의 손 원인으로 열 1,2차측에서 발생

되는 응력부식균열(StressCorrosionCracking)이 많이 보고되고 있으며,이러한 응

력부식균열의 원인 의 하나로 열 과 tubesupportplate사이의 crevice에서

일어나는 denting이 지목되고 있다.

Denting의 원인은 condenserleak후의 바닷물 혼입에 의한 증기발생기의 오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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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알려져 있으나,freshwater로 condenser를 냉각하는 발 소에서도 denting이 발

생되고 있어 바닷물의 혼입뿐만 아니라 물에서의 산화물의 활동에도 그 원인이 있

는 것으로 단된다.

이러한 denting에 계되는 인자는 용존산소,chloride의 농도,reduciblemetal

농도,온도,pH,ironsulfate농도,crevicefiller,crevicegap등이 거론되고 있다.

denting이 발생되면 환경 ,경제 피해가 크므로 연구를 통하여 denting발생에

계되는 인자들의 향을 측정하는 것은 매우 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선 문헌조사를 통하여 denting에 우선 으로 향을 미치

는 인자를 조사하 고,발 소 환경과 유사한 denting시스템을 구축하여 향후 연구

의 기반을 마련하 다.

4.SG 열 부식억제제 SCC억제 성능 평가

납은 2차측 응력부식균열의 주요한 요인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납의 유입원은

매우 다양하며,매우 은 불순물 정도로 유입된다.[1-3]최근에도 납유기 응력부식

균열의 정확한 기구 규명과 납의 유입원을 정 하게 평가하고,최소화 하고자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증기발생기 열 에서 부식에 의하여 일어나는 여러 가지 열화들을 감시킬 수

있는 방법과 련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연구되고 있는 방법 실험실

규모에서 연구되어 상당한 가능성을 보여 근법은 부식억제제를 2차 수에 공

하는 것이다.[4]부식억제제로 그 실효성은 아직 검증이 어려운 실정이지만 Ti화

합물,Ce화합물 등 다양한 억제제가 시도 에 있다.[5-7]

본 연구 에서도 지난단계부터 억제제 개발을 해 부식억제제의 성능을 평가해

오고 있다.특히 열 재료에 해,납유기 응력부식균열 민감성에 한 억제능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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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SG 열 Ni합 도 기술 개발

원자력 발 소 증기발생기 열 에 열화가 발생하면 막음이나 재생으로 보

수를 하고 있는데, 재생 기술로는 주로 원래의 열 보다 직경이 약간 작은

을 손상 의 손상부 부근에 삽입하여 삽입 양쪽 끝 부분을 약간 확 하여 고정

시키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하지만 이 기술은 재생 의 열 도 하에 따른 증

기발생기 성능 하,1차 측 냉각수의 흐름 방해, 열 의 부풀어 오름 등의 문제가

있다. 따라서 최근에 새로 개발된 재생 기술이 손상 내부표면에 Ni-P를 도

하는 방법으로 최근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기도 으로 열 내부를 보수하는 방법인 electrosleeving기술이 캐나

다의 OHT와 랑스의 라마톰(FramatomeTechnologies,Inc.)에 의해 개발되었다.

이들이 개발한 electrosleeving기술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온에서 수행하여

열 에 열 는 응력의 인가가 없으므로 잔류응력,열 향부,모재 미세조직 변화

등의 문제가 없다. 한 연속 으로 결합되므로 모재와 도 층 사이의 틈새에 의한

부식 가능성이 없다.이러한 electrosleeving 기술은 1994년 Ontario Hydro

Pickeringunit에 용되었으며,1995년에는 DukePowerOconeeunit에 용되었

다.1999년에는 미국 NRC가 2주기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제한 인 승인을 한 가운

데 미국의 Callaway발 소에 해서 57개의 열 이 electrosleeving기술을 통해

서 성공 으로 보수되었다.

이러한 electrosleeving기술이 주요한 열 보수기술로 채택될 경우 그 효

과는 매우 크며,해외 기술 의존 인 그 보수비용은 매우 클 것으로 추정된다.이에

OHT나 라마톰이 보유한 기술에 한 응기술의 개발이 매우 실하며,보다 체

계 이고 집 인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원에서는 년도 연구를 통하여 내부식성이 Ni보다 우수하면서 높

은 온도에서 기계 특성을 유지할 수 있는 Ni-P Ni-P-Fe합 기도 공정을

개발하 다.그러나,이들 도 층에 한 내응력 부식균열 특성과 상온 기계 특성

을 입증하여야 하며 응력부식균열로 손된 열 이라도 충분한 구조 안 성을

확보할 수 있음을 확인해야 한다.따라서,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합 도 층의 열

안정성을 보기 하여 원 가동온도 부근인 325℃에서 열처리 시간에 따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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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인장시험 등의 기계 특성을 평가하 으며, 한 새롭게 Ni-P-B합 도 층도

개발하여 원 증기발생기 가동온도보다 높은 400℃에서 경도를 측정하여 열 안

정성을 확인하 다. 한 열처리 시편의 상세 미세조직을 찰하여 열처리 시간과

온도변화에 따른 기계 특성 변화에 한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 다.

6.SG 열 의 실험실 ODSCCECnoisemonitoring기반 구축

기화학 압 노이즈는 식(2.2.6.1)과 같이 시편의 표면에서 발생하는 개별 인

기화학반응에 따라,기 극에 해 시편의 의 요동으로 정의된다. 한

기화학 류 노이즈는 식(2.2.6.2)와 같이 시편의 표면에서 발생하는 개별 인

기화학반응에 따라,시편과 극 사이에 흐르는 류의 요동으로 정의된다 [1].

   
 (2.2.6.1)

   
 (2.2.6.1)

기화학 노이즈에 한 기본 개념은 Fig.2.2.6.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수용

액에 노출된 철 시편 표면에서 일반부식이 발생할 때,즉 시편 표면에서 철 이온이

녹아나는 산화반응과 용존 산소가 물과 함께 환원되는 반응이 발생할 때를 설정하

자.이 경우 산화반응과 환원반응은 시편 표면에서 별도로 구분된 역에서 일어나

지 않고 시편 면에서 발생하게 된다.이 때 하의 이동은 시간에 따라 무작 로

발생하게 되고,이를 단 시간당 흐르는 하량,즉 류는 시간에 따라 일정하게

낮고 빠르게 요동하게 된다. 한 시편의 도 유사한 요동 특성을 보인다.이에

비해 핏 ,입계부식,응력부식 등과 같이 국부부식반응이 일어날 경우,균열 도는

피트의 내부는 산화반응이,외부의 시편 표면에서는 환원반응이 일어나며,그 역

이 구분된다.이 때 국부 인 표면 산화막의 손과 이에 따른 속 시편 표면 노

출은 하의 이동이 증가하게 되므로, 류는 격히 증가하고 압은 강하하는 특

징을 보인다.이후 재부동태로 인해 다시 하 이동은 감소하게 되면, 류 한 감

소하고 압은 정상상태로 회복하게 된다.따라서 강도가 크고,시간 간격이 긴 요

동 특성을 보이게 된다.

이러한 기화학 노이즈 특성을 이용하여 핏 틈새 부식과 같은 국부부식

을 탐지하는 것에 활용하려는 연구들 [2,3]이 선행된 바 있으며,최근에는 이러한

노이즈 신호의 발생빈도,노이즈 항,평균 하량 평균 고장률 등 확률론 이

론에 근거한 통계 처리법들 [4-7]이 고안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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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2.6.1Introduction ofconceptofelectrochemicalnoisegenerated duringgeneral

(uniform)corrosionandlocalizedcorro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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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결과

제 1 노즐/ 통부 부식

1.노즐 통부 모재와 용 부 특성평가

PWR1차계통의 손상은 J-weld와 Butt-weld등의 이종 속 용 부에서 일어나는

PWSCC에 의한 것이 부분을 차지한다.따라서 본 과제에서는 이종 속 용 부의

PWSCC특성에 향을 미치는 재료특성과 잔류응력 평가에 주안 을 두었다.이후,

이를 기반으로 하여 응력확 계수와 산화/환원 분 기가 Alloy600/182용 부의

PWSCC 균열성장속도에 어떤 향을 미치는가 알아보았으며,최종 으로 Alloy

600에서의 PWSCC균열 발생 원인을 악하여 측모델을 도출하고자 하 다.

1.1노즐 통부 모재와 용 부 미세조직분석

가.실험 차

CRDM 노즐 통부를 모사한 Alloy 600/182용 부의 미세조직을 분석하 다.

Alloy600모재는 Schmidt-Clemens사에서 제작한 CRDM용 재료를 사용하 으며,

두산 공업에 의뢰하여 Alloy 600/182 용 재를 제작하 다.용 은 GTAW +

SMAW 방법을 이용하 으며,GTAW는 ERNiCr-3(Alloy82)fillermetal을,그리고

SMAW는 ENiCrFe-3(Alloy182)fillermetal을 이용하 다.용 과정 산화를

방지하기 하여 순도 99.99%의 Ar가스로 시편을 보호하 다.용 이 끝난 후,

용 시편에 한 육안 비 괴 검사 등을 통해 용 결함은 발생되지 않았음을

확인하 다.화학조성 분석결과,본 연구에 사용된 Alloy 600 Alloy 182는

ASTM nucleargrade를 만족시키는 것을 확인하 다.Table3.1.1.1은 Alloy600모

재와 Alloy182fillermetal의 화학조성을 나타낸다.

Table3.1.1.1Alloy600/182용 재의 화학조성 (wt%)

미세조직 찰 석출상/결정구조 분석은 학 미경,SEM/EDS TEM/EDS

등을 이용하여 수행하 다. 학 미경 SEM/EDS 찰은 nital용액을 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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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에칭,그리고 2% bromine+98% methanol용액을 이용한 화학에칭 시편을

이용하 다.TEM/EDS 찰을 해서,100㎛ 이하로 연마한 직경 3mm 시편을

10% perchloricacid+80% metalnol용액을 이용하여 -40℃에서 20V의 압

을 인가하여 해 연마하 다.

나.Alloy600/182용 재 미세조직 석출특성

Fig.3.1.1.1(a)는 Alloy600/182용 재에서 Alloy600모재,그리고 Fig.3.1.1.1(b)

는 Alloy 182용 부의 미세조직 사진이다.Alloy 600모재의 결정립들은 Fig.

3.1.1.1(a)에서 보는 바와 같이,고온에서 장시간의 열처리에 의해 상당히 조 한 크

기를 가지고 있으며, 체 으로 어는 한 방향으로 결정립들이 배향하고 있지 않는

등방 인 (equi-axial)분포를 하고 있었다.각 결정립 내부에는 많은 정 (twin)이

찰된다.한편 Alloy182용 부는 Fig.3.1.1.1(b)에서 보는 바와 같이,용 에 따른

셀 수지상 (cellulardendrites)의 형 인 응고조직을 나타내고 있다.

(a) (b)

Fig.3.1.1.1Opticalmicrographsof(a)Alloy600basemetal,and(b)Alloy182weld

metal

Alloy600모재에 한 TEM 분석 결과,모재에 존재하는 석출물은 모두 Cr7C3인

것으로 확인되었다.결정립계를 따라서 잘 발달한 조 한 Cr7C3가 단속 인 형태로

분포하고 있었으며,결정립 내부에는 침상 구형의 Cr7C3가 다량 찰되었는데,

이는 장시간의 TT처리(950℃/3시간)에 기인된 것으로 단된다.일반 으로 열처

리에 따른 제 2차상의 석출은 결정립계를 따라 먼 일어나며,시간이 경과할수록

정계면,그리고 결정립 내부에서 석출이 시작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Fig.3.1.1.2(a)와 (b)는 각각 Alloy182용 부에서 찰된 석출물들의 배율

고배율 SEM 사진으로써,석출물들은 체 으로 dendrite계면을 따라 분포하고 있

었다. 한 1.1.1.2(b)에서와 같이,결정립계를 따라서 미세한 석출물들이 조 하게

분포하고 있으며,결정립 내부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와 크기의 석출물들이

dendrite계면을 따라 분포하고 있는 양상을 나타냈다.Dendrite계면을 따라 분포



- 21 -

하고 있는 석출물들은 형태로 보아 조 하고 불규칙한 형태,작고 각진 형태 그리

고 작고 둥근 형태를 하고 있었으며,TEM/EDS분석결과,조 하고 불규칙한 형태

의 석출물은 NbC로 확인되었으며,작고 각진 형태 둥근 형태의 석출물은 주요

속 성분이 Ti,Cr,Mn인 산화물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 결정립계를 따라 존

재하는 석출물은 NbC Cr7C3로 확인되었다.

Fig.3.1.1.2SEM micrographsofprecipitatesinAlloy182weldmetal(a)

low magnificationview,and(b)highmagnificationview.

결정립계를 따라 존재하는 크롬탄화물은 용 후,용 재가 냉각되는 과정에서

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입계크롬탄화물의 형성에 따른 민화 (혹은 크롬 고갈)을

알아보기 하여 TEM/EDS를 수행하 다.Fig.3.1.1.3(a)는 결정립계를 따라 석출된

입계 크롬탄화물을 보여주고 있으며,Fig.3.1.1.3(b)는 Fig.3.1.1.3(a)에 표시된 치

에서 결정립계를 가로질러 측정한 Cr,Mn,Fe그리고 Ni의 조성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결정립계에서의 Cr농도는 약 11wt%로,평균조성 15wt%에 비해 약 4wt%

정도 크롬 고갈이 발생하 다.

(b)(a)

Fig.3.1.1.3(a)MorphologyofintergranularprecipitatesinAlloy182weldmetal,and(b)

compositionalvariationsofmainelementsacrossagrainbound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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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1.1.4(b)는 Fig.3.1.1.4(a)에 보이는 dendrite를 가로질러 측정한 Cr,Fe,Ni와

Mn의 조성변화를 나타내고 있다.액상에서 고상으로 응고가 일어날 때,각 원소들

은 분배계수 (partitioncoefficient)의 크기에 따라 일부 원소는 셀 수지상의 계면으

로 려나 농축되게 된다.이와 같은 용질원자의 재분배 (re-distribution) 상에 의

해 셀 수지상 계면에는 일부 원소들이 dendrite내부에 비해 농도가 높아지게 되며,

이를 미소편석 (micro-segregation)이라 한다.본 실험에서는 Fig.3.1.1.4(b)에서 보는

바와 같이,셀 수지상 내부에는 Mn이,셀 수지상 외부에는 Cr과 Fe가 평균조성에

비해 높은 값을 나타냈다.이는 Alloy182의 주 원소인 Ni에 한 Cr Fe의 분배

계수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한편,Ni의 조성변화는 거의 찰되지 않았

다.

(a) (b)

Fig.3.1.1.4 (a)SEM micrograph ofdendritesin Alloy 182 weld metal,and (b)

compositionalvariationsofmainelementsacrossdendrites.

다.Alloy600/182용 재 집합조직/입계에 지/입계특성

Alloy600모재 Alloy182용 부의 집합조직,입계 특성 입계에 지 분포

등을 SEM/EBSD를 이용하여 조사하 다.Alloy 600에는 낮은 stacking fault

energy에 의해 많은 정이 존재하는데, 정 계면은 두 결정립 사이의

misorientation 계가 60°/[111]로 표시되며 Σ 값이 3인 CSL (coincidencesite

lattice)특수입계로 분류된다.이 재료에서는 정을 제외하면 misorientationangle

이 약 30° 이상인 고에 지 무질서 고각 입계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misorientationangle이 15°이하인 각 입계(low angleboundary)도 역시 드물게

찰되었다.본 연구에 사용된 CRDM용 Alloy600에서는 다른 연구자들의 결과와

같이,평균 으로 각입계가 6%,무질서 고각 입계가 49%,그리고 정 계면이

45% 정도로 측정되었다.Alloy600모재는 어느 일정한 방향으로의 방향성을 갖고

있지 않는 random한 집합조직 특성을 보여주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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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1.1.5(a)는 Alloy600모재와 Alloy182용 부 사이에 존재하는 weldline

근처에서 은 SEM patternqualityimage로써,모재에서 등방성 결정립 구조가

weldline을 지나 용 부에서 셀 수지상 응고조직으로 변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

다.Alloy600과 Alloy182는 화학조성이 비슷하고 결정구조가 fcc로 같기 때문에,

응고가 시작될 때 셀 수지상들은 기존 Alloy600의 열 향부에 있는 결정립으로부

터 동일한 방 를 갖고 Fig.3.1.1.5(a)에서와 같이 epitaxialgrowth하게 된다.Fig.

3.1.1.5(b)는 이 부 에서의 결정립계 특성을 보여주고 있으며,CSL특수성 에서

분석하 다.그림에서 노란색은 정 계면을 나타낸다.그림에서 잘 알 수 있는 바

와 같이,Alloy600모재에서는 많은 정 계면들이 찰되는 반면,Alloy182용

부에서는 weldline근방을 제외하고는 거의 찰되지 않고 있다.Weldline근처에

서 찰되는 정 계면들은 셀 수지상들이 모재의 결정립으로부터 epitaxialgrowth

하 다는 사실로부터 이해할 수 있다.반면,용 부에서 정이 거의 찰되지 않았

다는 사실은 재료가 응고된 시 에서는 정이 형성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었음을

의미한다.이러한 사실로부터,Alloy600모재에 존재하는 정은,주조 후 CRDM

노즐을 만드는 과정에서 가해진 각종 열처리와 제조공정 발생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 (b)

Fig.3.1.1.5(a)SEM patternqualityimage,and(b)CSLboundarymaptaken

aroundtheweldmetalofAlloy600/182weldment.

Fig.3.1.1.6은 SEM/EBSD를 통해 찰된 Alloy182용융부의 집합조직 (texture),

입계 특성 입계에 지 분포 등을 나타내고 있다.그림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

이,결정립계 내부에 존재하는 셀 수지상 계면들 사이의 misorientationangle은

부분 5°이하를 갖는 각 입계로 구성되어 있었다.본 실험에서는 통계 인 측정결

과,셀 수지상 계면의 misorientationangle이 1.4° 이하가 55.6%,2.8°이하는 33.6

%,그리고 4.2°이하는 7.9%를 차지하 다.따라서 Alloy182용 부에서 셀 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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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misorientationangle은 부분 약 3°이하인 것을 알 수 있었다. 한 Alloy600

모재에서와는 달리,Alloy182용융부에서는 Fig.3.1.1.6(b)에서와 같이 정이

찰되지 않았다.

(a) (b)

(c) (d)

Fig.3.1.1.6 (a) SEM image,(b) grain boundary misorientation,(c) number of

misorientations,and(d)inversepolefigureofAlloy182weldmetal.

라.결 론

Alloy600모재는 조 한 결정립들이 등방 으로 분포하고 있는 반면,Alloy182

용 부는 잘 발달한 셀 수지상 응고조직을 나타냈다.Alloy600모재에서는 결정립

계 뿐 아니라 결정립 내부에서도 Cr7C3탄화물만 찰되었다.Alloy182용 부에서

는 셀 수지상 계면을 따라 주요 속 성분이 Ti,Cr,Mn인 산화물이 분포하고 있었

으며,결정립계를 따라서 NbC Cr7C3가 석출되었다.이러한 입계 크롬탄화물의

석출에 의해 결정립계에서는 약 4wt% 정도의 크롬고갈이 일어났다.Alloy600모

재에 있는 결정립계는 부분 일반 고각입계와 정 계면인 반면,Alloy182용

부에서는 한 결정립 내부의 셀 수지상들 사이의 misorientationangle이 3°이하인

각입계로 구성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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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용 부 잔류응력 평가

가.연구 목 배경

니 계 합 은 원 1차 계통 수질에서 부식 항성이 매우 우수하여 여러 가지

1차측 기기 재료로 사용 이다.그러나 노즐 통부와 같이 제작과정에서 J-weld와

Butt-weld등의 이종 속용 이 수행된 부분은 용 후 잔류응력 는 냉간가공에

의해 발생한 응력에 의해 원 가동 PWSCC에 의해 1차 계통수가 설되는 문

제가 보고되고 있다.따라서 원 1차 계통 노즐 통부 이종 속용 부의

PWSCC는 원자력 산업계의 안으로 본 연구에선 PWSCC원인 규명을 해,원자

로 하부 통 (bottom-mountedinstrumentation,BMI)mockup을 제작하여 PWSCC

에 향을 주는 인자 특히 용 후 잔류응력 해석을 수행하 다.상세하게는

2007년도에 노즐/ 통부 모재와 용 부의 미세조직 변화를 분석하 고,2008년도에

잔류응력 평가 자료를 생산하 다.

나.실험 방법

본 연구를 해 BMI노즐 용 부 사양은 웨스 하우스사의 3loop형을 바탕

으로,Table3.1.1.2과 같이 노즐의 두께와 외경 재질,지지구조물의 외경 재

질,J-groove크기 등을 변수로 결정하 다.이 3번 목업은 실제 구조물과 가장

유사한 형태이다.실험 해석의 편의성을 해 Fig.3.1.1.7과 같이 축 칭 구조의

목업을 설계하 다.이는 실제 원 의 심부에 치하는 BMI노즐 통부에 해당한

다.

Table3.1.1.2SpecificationofBMInozzlepenetrationmockupusedinthiswork.

이종 속용 은 hotcrack이 발생되지 않는 조건에서,용 입열량 입열속도를

높이고 용 횟수를 여서 잔류응력을 최 화하 다.Alloy182재질의 용 을



- 26 -

사용하여 SMAW 방법을 사용하 다.용 시 BMI목업은 별도의 구속을 하지 않고

진행되었다. 한 잔류응력의 극 화를 해 Alloy82버터링과 용 후 열처리도

수행하지 않았다.

Fig.3.1.1.7DesignofBMInozzlepenetrationmockup.

다.실험 결과

(1)노즐 통부의 소성변형

이종 속용 에 의한 노즐 통부의 Alloy600노즐의 소성변형은 내부 탁본을 채

취한 후 탁본의 외경을 측정하여 노즐 내경의 변화로 정량화하 다.Table3.1.1.2에

서 수행한 실험 항목 노즐 두께를 변수로 용 후 노즐 내경의 변화를 탁본 분석

하여 Fig.3.1.1.8에 도시하 다.노즐의 두께가 12mm에서 3mm로 감소함에 따라 용

부에서 노즐의 내경이 증가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Fig.3.1.1.8IDchangeofBMInozzleafterweldingmeasuredfrom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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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노즐 통부의 잔류응력 평가

BMI노즐 이종 속용 부의 잔류응력 평가는 소성변형을 측정한 결과와 유한요

소해석(finiteelementanalysis,FEA)을 통해 계산한 소성변형을 비교하여 해석모델

을 검증한 후,용 부 잔류응력을 계산하여 분석하 다.유한요소 해석시 열 달 해

석 경계조건은 기 에서 상온,자연 료 상태를 가정하 고,열응력 해석 경계

조건은 용 시 구속조건을 설정하지 않았다.열 달 해석은 용 시 입열량을 입력

하여,용 에 의한 구조물의 온도 이력을 계산하 다.열응력 해석은 열 달 해석으

로부터 얻은 온도 이력을 입력하여,용 후 잔류 응력을 계산하 다.보다 자세한

유한요소해석 방법과 차는 참고 문헌 [1]을 참조한다.

Table3.1.1.2의 실험항목 10과 동일한 조건으로 유한요소해석법으로 소성변형을

시뮬 이션한 결과는 Fig.3.1.1.9로 표 으로 도시하 다.용 에 의한 노즐의 내

경 증가는 약 0.2mm로 모사되었으며,실제 실험결과인 0.22mm와 유사하 다.이를

바탕으로 유한요소해석에 사용된 모델의 성을 검증할 수 있었다.

Fig.3.1.1.9FEAresultsofdeformationofBMInozzleafterwelding.

Table3.1.1.2에 열거한 실험항목별로 BMI노즐 용 부의 소성변형 실측값

FEA 계산값을 Fig.3.1.1.10에 요약하여 도시하 다.BMI노즐의 두께감소,노즐내

경 증가,노즐 지지구조물의 외경증가 할수록 노즐의 소성변형이 커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 한 용 부크기 증 ,노즐 비 지지구조물의 기계 강도증가 할수록 노

즐의 소성변형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3.1.1.2에 열거한 실험항목 주요 변수별 이종 속용 부 노즐 내면의 잔

류응력에 한 FEA계산값을 축방향 잔류응력 후 잔류응력으로 구분하여 Fig.

3.1.1.11에 도시하 다.축방향 잔류 응력의 경우 실험항목의 변수범 에서는 모두

압축응력인 것으로 나타났으며,후 잔류응력의 경우 소성변형량과 유사하게 B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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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즐의 두께감소,노즐내경 증가,노즐 지지구조물의 외경증가 할수록 인장응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기 실험결과 FEA 계산결과를 토 로,Table3.1.1.3와 같이 노즐 통부 이종

속용 시 발생하는 소성변형 잔류응력 평가결과를 요약 정리하 다.BMI노즐

의 내경이 일정할 때 노즐의 두께가 감소할수록,내경이 증가하는 소성변형 형태를

보 고,축방향 응력은 압축응력이 감소하는 형태로,원주방향 응력은 인장응력이

증가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한 J-groove의 크기가 증가할수록 내경이 증가되거나

감소하는 소성변형의 값이 증가하 고,축방향 응력은 압축응력이 감소하는 형

태로 나타났다.원주방향 응력의 경우 SA508support의 외경이 150mm일 경우에는

인장응력이 감소하는 방향으로,외경이 1.5m 정도로 매우 클 경우에는 인장응력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나타났다.SA508support의 외경이 증가할수록 소성변형은 내경

이 증가하는 방향으로,원주방향 응력은 인장응력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나타났다.

목업에 사용된 부품의 재질도 큰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support의 재

질을 SUS304에서 이보다 항복강도가 큰 SA508로 교체할 경우에는 노즐의 내경 증

가가 커졌다.반면에 노즐 재료를 SUS304에서 이보다 항복강도가 큰 Alloy600으로

교체할 경우에는 노즐의 내경이 증가되거나 감소하는 경향이 커졌다.

BMI노즐의 두께가 일정하고 내경이 증가할 경우에는,용 후 내경 증가가 커졌

으며,축방향 응력은 압축응력이 감소하는 방향으로,원주방향 응력은 인장응력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나타났다.

Fig.3.1.1.10FEA andexperimentalresultsofID changeofBMInozzleswithvarious

dimensionsaslistedinTable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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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1.1.11FEAresultsofresidualaxialandhoopstressesontheinnersurfaceofBMI

nozzleswithvariousdimensionsaslistedinTable3.1.1.2.

Table3.1.1.3SummaryofFEA and experimentalresultsofdeformation and residual

stressofBMImockups.

(4)결론

본 연구에서는 노즐 통부의 J-weldBMI노즐 내면의 잔류응력을 용 차서

설계변수를 활용하여 제어하 고,다양한 BMI목업 디자인들에 해 소성변형

잔류응력을 FEA를 통해 측하고,실험 으로 검증하 다.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

과를 바탕으로,노즐 통부 용 시 발생하는 잔류응력을 평가하고,이를 최소화하기

한 용 공정 변수 최 화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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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용 부 PWSCC자료생산

가.PWSCC실험

본 실험에 사용된 시편의 치수는 Fig.3.1.1.12(a)와 같으며,DCPD방법 사용시 시

편에서의 균열길이 변화를 정확히 측하기 하여 Fig.3.1.1.12(b)와 같이 균열길이

측식을 도출하 다.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균열길이 측식으로부터 얻은

상 균열길이와 실험이 끝난 후 CT시편을 단시켜 직 측정한 균열길이가 상당

히 잘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a) (b)

Fig.3.1.1.12(a)DimensionsofaCTspecimen,and(b)DCPD calibrationcurvefor

cracklengthdetermination.

PWSCC실험은 원자력 발 소의 1차측 환경을 모사한 조건에서 수행하 다.즉,

순수에 1200ppm B+2ppm Li첨가,용존산소는 5ppb이하,수소 압력은 45

cc/kgH2,1l/hr의 유량,용액 압력은 2,200psi,실험 온도는 340℃ 조건에서 일

정하 을 인가하여 실험하 다.응력확 계수(stressintensityfactor)가 K=30MPa

√m인 일정하 조건에서 시간에 따른 균열길이의 변화 균열성장 거동을 찰

하 다.고온에서 장시간 실험을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시편 비 항 변화를 보정

할 목 으로 표 쿠폰을 장착하 다.

Fig.3.1.1.13은 K=30MPa√m의 동일한 응력확 계수 조건에서 하 모드가 각

각 삼각 형,사다리꼴형,그리고 일정할 때 CGR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그림에

서 보는 바와 같이,동일한 응력확 계수 조건에서도 하 모드에 따라 CGR값이

달라짐을 알 수 있다.즉,삼각 형 하 모드에서 CGR이 4.4x10
-8
mm/s로 가장

컸으며,일정형의 하 모드에서는 CGR값이 2.85x10-8mm/s로 가장 작았다.한

편,사다리꼴형 하 모드에서는 이 두 값의 간인 3.9x10-8mm/s로 측정되었다.

이러한 실험결과는 재료가 받는 응력이력에 따라 동일한 응력확 계수 즉,하 조

건에서도 CGR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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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c)

Fig.3.1.1.13Variationsofcracklengthunderthe(a)sinusoidalwave,(b)trapezoidal

wave,and(c)constanttypeloadconditions.

일반 으로 용 부는 응고 발생하는 미세조직 이방성에 의해,균열면의 방향에

따라 CGR이 크게 달라진다.Alloy182용 부에서 미세조직의 이방성에 따른 CGR

의 변화를 Fig.3.1.1.14에 나타냈다.Fig.3.1.1.14(a)는 CT시편의 orientation을 나타

내고 있으며,Fig.3.1.1.14(b)는 그에 따른 CGR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Fig.

3.1.1.14(a)에서 S-T와 S-L시편은 균열면이 주 수지상에 수직하며,그 외 시편은 균

열면이 주 수지상에 평행한 경우이다.Fig.3.1.1.14(b)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균

열면이 주 수지상에 평행할 경우 가장 큰 CGR을 나타냈는데,이는 Alloy182용

부에서 균열 특성은 셀 수지상 계면을 따라 진행하는 inter-dendriticcracking이라

는 사실과 잘 일치한다.

                  (a)                                          (b)

Fig.3.1.1.14(a)OrientationsofCTspecimens,and(b)variationsofcrackgrowthrate

dependingontheorientation.

Alloy600모재와 Alloy182용 부에 해,CT시편을 사용하여 1차측 수화학

조건 (1200ppm B,2ppm Li,45cc/kgH2,325℃,pH 5.8)에서 응력확 계수 (K)

에 따른 균열성장속도 측정을 수행하 다.Alloy182용 부 CT시편은 균열면이

주 수지상 (primarydendriticarm)에 평행하도록 제작하 다.Fig.3.1.1.15는 K값

이 10～ 80MPa√m 일 때 모재와 용 부에서의 균열성장속도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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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1.1.15VariationsofcrackgrowthratesofAlloy600basemetal(reddots)and

Alloy182weldmetal(bluedots) dependingonthestressintensityfactor.

그림에서 보듯이,동일한 K 값에서 Alloy182용 부 시편의 균열성장속도는

Alloy600모재에 비해 약 10배 정도 높은 값을 나타냈는데,이는 균열이 발생할

경우 Alloy182용 부에서 더욱 빠르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본 실험

에서 사용한 Alloy600모재의 균열성장속도는 MRP-55Rev.1의 측정범 하단에

치하 으며,따라서 이 재료는 균열개시/성장의 에서 PWSCC 항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산화/환원 분 기가 Alloy182용 부의 CGR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하여,

수소농도를 변화시키며 CGR을 측정하 다.Alloy182용 부 CT시편은 K 값

실험에서와 마찬가지로 균열면이 주 수지상 (primarydendriticarm)에 평행하도록

제작하 다.실험은 원 1차측 조건에서 수행하 으며,균열선단에서의 K값이 30

MPa√m가 되도록 유지하 으며,20% H2+80% N2혼합가스를 이용하여 수소농

도를 조 하 다.K 값 실험에서와 마찬가지로,삼각 형 하 과 사다리꼴형 하

인가를 통한 비실험으로 균열을 300㎛ 이상 진 시켜 균열모드를 transgranular

에서 intergranular로 이시킨 후,일정하 (constantload)실험을 수행하 다.

Fig.3.1.1.16은 Alloy182용 부에서 수소농도에 따른 CGR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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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1.1.16VariationsofcrackgrowthratesofAlloy182weldmetaldepending

onthehydrogenconcentration

의 결과로부터,수소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CGR이 증가하다 수소농도가 약 10

cc/kg에서 CGR이 최 가 되고,수소농도가 더욱 증가하면 오히려 CGR이 감소하는

경향을 잘 나타내고 있다.이러한 경향은 온도가 325℃에서 수소농도가 10cc/kg

일 때,니 계 합 의 CGR이 최 가 된다는 다른 연구자들의 보고와도 잘 일치하

고 있다.10cc/kg의 수소농도에서 CGR이 최 가 되는 것은,이 농도에서의 부식

가 약 -780mV로,E-pH diagram에서 Ni/NiO 상의 경계면에 치하는 것과

직 인 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나.Alloy182용융부 PWSCC균열특성

PWSCC실험이 끝난 후 균열특성을 알아보기 하여 CT시편을 단시켜 SEM

찰을 수행하 다.Fig.3.1.1.17(a)는 Alloy 600모재,그리고 Fig.3.1.1.17(b)는

Alloy182용 부의 균열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데,Alloy600모재는 형 인

IGSCC,그리고 Alloy182용 부에서는 IDSCC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a) (b)

Fig.3.1.1.17Crackingmorphologiesof(a)Alloy600basemetal,and(b)Alloy

182weldmetalafterPWSCC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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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oy182용융부에서의 PWSCC균열특성과 미세조직의 련성을 SEM/EBSD를

이용하여 조사하 다.Fig.3.1.1.18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균열을 일으킨 결정

립계(Fig.3.1.1.18(d)에서 line5와 8-19)는 형 인 고에 지 일반 입계(혹은 무질서

고각 입계)인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이에 반해 낮은 에 지를 갖는 각 입계(Fig.

3.1.1.18(d)에서 line1-4와 6-7)에서는 균열 진 이 억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c)

(a) (b)

(d)

Fig.3.1.1.18(a)Opticalmicrograph,(b)SEM imageofPWSCC cracks,(c)grain

boundaries for misorientation measurement, and (d) results of misorientation

measurement,takenfrom Alloy182weldmetal.

다.결 론

PWSCC실험 in-situ로 균열길이를 측할 수 있는 식을 도출하 으며,균열길

이 측식은 실험결과와 잘 일치하 다.동일한 응력확 계수일 때도 하 모드에

따라 CGR값이 변화됨을 확인하 다.K 값의 변화에 따른 CGR측정결과,Alloy

182용 부의 CGR은 Alloy600모재에 비해 약 10배 정도 높은 값을 나타냈으며,

K값의 변화에 따른 CGR변화는 다른 연구자들의 실험결과와 비교 잘 일치하고

있었다. 면분석 결과,Alloy600에서는 형 인 IGSCC,그리고 Alloy182용

부에서는 IDSCC특성을 나타냈다.Alloy600모재 Alloy182용 부 모두에서

균열은 일반 고각입계를 따라 진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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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Alloy600에서의 PWSCC 측모델

지 까지의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하여,Alloy600에서 발생하는 PWSCC 상을

설명할 수 있는 mechanism을 규명하고자 하 으며,이를 통해 PWSCC개시/발생

에 한 측모델을 개발하고자 하 다.이를 해 실험이 종료된 시편을 이용하여

TEM 시편을 제작한 후,TEM/EDS 찰을 수행하 다.

가.Alloy600모재에서 PWSCC균열의 TEM 찰

TEM 시편은 Ga이온을 이용하여 focussedionbeam (FIB)방법으로 채취하여

제작하 다.TEM 시편 제작 ,SEM/EBSD에 의한 균열특성 평가를 하 으며,

TEM 시편에 존재하는 균열이 일반 고각입계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음을 확인하

다.Fig.3.1.1.19(a)는 TEM으로 찰한 균열의 모습으로써 앙의 밝은 부 가 균열

을 나타내고 있는데,균열 부 는 innerlayer와 outerlayer의 2 층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하 다.Fig.3.1.1.19(b)는 Fig.3.1.1.19(a)에서 둥근 원으로 표시한 부분

에서 얻은 회 도형 사진으로써,다양한 형태의 산화물들이 혼재해 있음을 알 수

있다.회 도형 분석결과,균열의 outerlayer에는 (1)주요 속성분이 Cr,Fe,

Ni인 조 하고 각진 형태의 격자상수가 8.33Å인 스피넬 구조,그리고 (2)침상형

의 NiO가 있음을 확인하 다.이에 반해 균열의 innerlayer에는 Cr2O3 산화물이

존재하 다.

(a) (b)

Fig.3.1.1.19(a)BrightfieldimageofaPWSCCcrack,and(b)selectedareadiffraction

patterntakenfrom thecrackinterior.

Fig.3.1.1.20(a)는 PWSCC 균열주 의 TEM 사진이며,Fig.3.1.1.20(b)와 (c)는 각

각 Fig.3.1.1.20(a)에 표시된 (1)과 (2)의 결정립계를 가로질러 측정한 Ni,Cr,Fe와

O의 조성변화를 나타내고 있다.Fig.3.1.1.20(b)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균열 내

부는 Cr이 풍부한 지역 (innerlayer)과 Ni가 풍부한 지역 (outerlayer)로 구분되며,

이러한 사실은 앞의 회 도형 분석결과와 잘 일치한다. 한 균열에 인 한 한 쪽



- 36 -

matrix부근에서는 Cr과 Fe의 농도가 낮은 (CrandFe고갈)반면,Ni의 농도가 평

균 조성에 비해 높은 (Ni농축) 역이 찰된다.그리고 균열 내부에서는 Fe가 매

우 낮게 검출되었다.한 가지 특기할만한 것은 Fig.3.1.1.20(c)에서 보이는 것과 같

이,균열 tip에서 떨어진 결정립계 그 주변에서도 O가 검출된다는 사실이다.

Alloy600모재에는 원래 O가 함유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근에서 검출된 O

는 PWSCC실험 외부환경으로부터 균열을 통해 확산해 들어왔음을 의미한다.

Fig.3.1.1.20 (a)Brightfield image ofa PWSCC crack tip,(b)and (c)

compositionalvariationsofNi,Cr,FeandO acrossthegrainboundaryin

Fig.3.1.1.20(a).

Fig.3.1.1.21은 균열 tip에서 떨어진 결정립계에서 찰된 입계석출물과 석출물/

주 를 가로질러 측정한 조성변화를 나타낸다.Fig.3.1.1.21(b)에서 알 수 있듯이,결

정립계에 존재하는 석출물은 크롬산화물이며 조성으로 보아 Cr2O3인 것으로 단된

다.결정립계에 형성된 Cr2O3는 균열을 통해 확산되어 들어간 산소가 결정립계에

존재하는 주요 원소들인 Ni,Cr,그리고 Fe 에서,Cr과 선택 (혹은 우선 )으로

반응하여 형성된 것으로 단할 수 있으며,PWSCC발생원인 의 하나로 일부 연

구자들이 주장하는 Cr의 선택 산화반응 (selectiveoxidation)모델이 타당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2,3].

Fig.3.1.1.21(a)Brightfield imageofaprecipitateand (b)compositional

variationsofNi,Cr,FeandOacrossthegrainboundaryinFig.3.1.1.2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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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립계에서 크롬산화물이 형성됨에 따라,Cr의 고갈이 일어나며 상 으로

Ni는 농축 (enrichment)이 일어난다.Fig.3.1.1.22는 크롬산화물이 형성된 바로

결정립계를 가로질러 측정한 조성변화로,결정립계에서의 Cr고갈과 Ni농축 상

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이와 더불어,결정립계는 다공성 (porous)구조를 갖게

되며,이에 따라 균열에 매우 취약한 상태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Fig.3.1.1.22(a)Brightfieldimageofaprecipitateand(b)compositional

variationsofNi,Cr,Feand O acrossthegrain boundary in Fig.

3.1.1.22(a).

나.Alloy600모재에서 PWSCC발생 mechanism

지 까지 Alloy600의 균열에 한 TEM/EDS 찰결과를 기반으로 하여,균열

개시/ 과정을 Fig.3.1.1.23에 나타냈다.PWSCC 실험 (a)외부 환경에서

Alloy600의 표면 결정립계를 따라 확산해 들어온 산소는 (b)결정립계에 존재하는

NiFe,Cr 에서 Cr과 선택 으로 반응하여 Cr2O3를 형성한다.시간이 경과함에

따라,(c)Cr2O3는 성장하게 되고 지속 으로 Cr을 소모함에 따라 결정립계에서는

Cr고갈과 Ni농축이 발생한다.인장 응력에 의해 (d)모재와 산화물 계면에서 균

열이 발생하면,균열은 냉각수에 노출되며,(e)결정립계에 있던 Cr,Fe그리고 Fe가

용출되어 균열 내부에서 NiO와 (Cr,Ge,Ni)spinel이 형성된다.이와 같은 과정에 의

해 최종 으로 (f)균열은 innerlayer와 outerlayer의 2 층이,그리고 모재와 균열

사이의 한쪽 계면에서는 Ni가 농축된 층이 형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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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1.1.23 Schematic diagram showing PWSCC initiation and

propagationintheAlloy600intheprimarywaterenvironment.

다.결 론

TEM/EDS분석결과,PWSCC균열 내부는 innerlayer와 outerlayer의 2 층으로

구성되어 있었다.Innerlayer에는 Cr2O3가,outerlayer에는 스피넬과 NiO가 존재하

다.균열 tip에서 떨어진 결정립계 그 주 에서도 산소가 검출되었으며,산소

는 결정립계에 존재하는 Cr과 반응하여 Cr2O3를 형성하 으며,결정립계를 따라 Cr

고갈 Ni농축 상이 발생하 다.이러한 실험결과를 기반으로 하여,Alloy600

에서 원 1차측 환경에서의 PWSCC 개시/발생에 한 mechanism을 규명할 수

있었다.본 실험을 통해 얻은 연구결과로부터 PWSCC손상 mechanism으로 제안된

internaloxidationmodel이 상당히 타당성을 갖는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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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노즐 통부 붕산 부식평가

2.11차 계통 조건에서의 부식평가

붕산을 함유한 1차 계통 냉각수가 유출되어 원자로 구성재료,특히 탄소강과

합 강 재료에 심한 부식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은 오래 부터 보고되어

왔다[1-6].2003년에 발견되어 많은 심을 받았던 Davis-Besse발 소 압력용기

(ReactorPressureVessel,RPV)헤드의 손상도 붕산부식인 것으로 명되었다.[7-9]

원자로에서 노즐 부 압력용기 랜지에서 붕산 화합물이 된 양에 근거하

여 볼 때 Davis-Besse의 RPV헤드는 약 4년간에 걸쳐서 상당한 속도로 붕산 부식

이 진행된 것으로 단되었다.붕산 함유 수용액에서 탄소강의 부식 거동에 한

지 까지의 연구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사실이 알려져 있다.(a) 합 강에서의

조성 변화는 부식속도 (corrosionrate)에 큰 향을 미치지 않는다.(b)시험온도가

260-315℃의 범 에서는 속 부식속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c)시험시편

의 크기,형태 표면처리 상태도 부식속도에 별다른 향을 주지 않는다[1].

본 연구의 목 은 국내 울진 3호기와 5호기에서 RPV 재료로 재 사용

인 SA508탄소강의 붕산수용액 에서의 부식 거동을 연구하는데 있다.이를

해,용존 산소 분 기에서 붕소 농도,실험 온도 실험시간에 따른 부식속도의 변

화를 측정하 다.그리고 실험 종료 후,부식 생성물 분석을 통하여 각 실험 조건에

서 SA508표면에서 일어나는 붕산 부식 거동을 악하고자 하 다.

본 실험에서는 재 5호기 울진 3호기에서 RPV헤드로 사용되고 있는

archive 합 탄소강 (max0.25wt%)SA508재료( 5호기 (Y12,Y30)과 울진

3호기 (U11,U38))를 사용하 다.화학조성 분석결과, 탄소는 5호기와 울진 3

호기의 경우 각각 0.21wt%,0.19wt% 함유되어 있었으며,그 외 다른 원소들의 조

성도 ASMESpecificationgrade3을 만족시키는 것을 확인하 다(Table3.1.2.1).

도도 7.76g/cm
2
으로 두 재료에서 동일하 다.부식실험은 15x15x1.5mm 크기의

상 시편을 #800까지 연마한 후,탈기하지 않은 붕산수용액에 침지시켜 수행하

음.실험 ,후 시편의 무게를 측정하여 무게감량을 계산한 후,이를 부식속도

(corrosionrate)로 환산하 다.실험온도,실험시간 그리고 붕산 농도를 변화시켰을

때,각 실험 변수들이 부식속도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았다.붕산 수용액에서의 침

지 실험이 끝난 후,시편 표면 부식생성물에 한 X-ray/SEM/TEM 분석을 수행하

다. 찰 시편은 용액 채취,붕산 제거,증발 건조 과정을 거쳐 제작하 다.

가.붕소농도의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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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1.2.1의 왼쪽과 오른쪽 그림은 각각 50℃와 90℃에서 붕소의 농도를 변

화시켜 가며 측정한 두 재료의 부식속도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그림에서 보는 바

와 같이,두 재료 모두 붕소 농도가 포화 상태까지 증가함에 따라 부식 속도는 단

순증가함수의 형태를 보이고 있음. 5호기의 SA508 재료가 울진 3호기의

SA508재료보다 부식속도가 항상 큰 값을 가지며,붕소 농도가 증가할수록 차이는

더욱 커지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나.실험시간의 향

실험시간의 향은 2가지로 구분되어 보인다.첫째,부식속도가 큰 감소없이 일

정한 값을 나타내거나 혹은 Fig.3.1.2.2의 왼쪽 그림에서와 같이 시간에 따라 천천

히 감소하는 경우와,둘째,Fig.3.1.2.2의 오른쪽 그림에서와 같이 시간이 경과할수

록 부식속도가 지수 함수 으로 감소하다가 일정한 값이 수렴하는 경우이다.Fig.

3.1.2.2의 왼쪽 오른쪽 그림은 비등온도에서 붕소농도가 각각 4000ppm과 포화

상태에서 실험시간에 따른 부식속도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Fig.3.1.2.2의 거동에

한 설명으로,부식이 진행됨에 따라 시편의 표면에는 산화물 층(oxidelayer)이 형

성되며,이러한 산화물 층은 부식을 억제 내지는 방해하므로 차 부식 속도가 감

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 시간이 오래 경과한 후에 부식속도가 어느 일

정한 값에 수렴하게 되는 데,이는 부식에 의해 산화물 층이 형성되는 속도(rate)와,

형성된 산화물 층이 시편과의 착력이 약한 계로 자체 으로 시편으로부터 떨어

져 나가는 속도(rate)가 같은 값을 가지는 안정된 상태에 도달하 음을 의미한다.

다.실험온도의 향

SA508재료의 붕산부식에서 실험온도의 향은 다른 변수에 비해 복잡한 양상

으로 보인다.Fig.3.1.2.3의 왼쪽 오른쪽 그림은 실험조건이 각각 4000ppm B,6

일 침지 15,000ppm B,3일 실험 조건에서 실험온도에 따른 부식속도의 변화를

보인다.Fig.3.1.2.3의 왼쪽 그림에서와 같이,일정온도까지는 부식속도가 차 증가

하다가,이 온도 이상 비등온도까지 부식속도가 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

다.실험 온도에 따른 이러한 경향은 모든 종류의 실험조건에서 모두 나타났다.

한 이러한 경향은 붕소 농도가 작을수록 더욱 뚜렷하며,붕소 농도가 증가할수록

그림 Fig.3.1.2.3의 오른쪽 그림에서와 같이 차 감소하다가,붕소 농도가 포화된

상태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이것은 실험 용액 내 용존 산소의 농도가 온도가 증

가함에 따라 차 감소하게 되며,이에 따라 SA508재료 표면에 형성되는 부식 생

성물의 종류가 달라지고,부식 거동도 역시 달라지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5호기 울진 3호기의 RPV헤드 재료로 사용되고 있는 SA508 합 탄

소강에 한 붕산 수용액 에서의 부식 거동에 한 실험을 수행하 다.본 실험

을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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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SA508은 붕산 수용액 에서 형 인 일반 부식의 형태를 하고 있었다.

(2)붕소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부식 속도도 증가한다.

(4)실험 온도에 따라 일정 온도까지는 부식 속도가 차 증가하다가,이 온도

이상에서 부식 속도는 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이러한 경향은 붕소

농도가 작을수록 더욱 뚜렷하 다.

(5)실험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부식 속도는 천천히 감소하거나,혹은 지수

함수 으로 격히 감소하다 일정한 값에 수렴하 다.

(6)붕산포화 aerated용액,비등온도 (103.3℃)에서 5호기 재료는 20mm/y

(장시간수렴)-100mm/y( 기),울진 3호기 재료는 18mm/y

(장시간수렴)-90mm/y( 기)의 부식속도가 찰되었다.

(7)시편 표면에서 형성된 부식 생성물은 FeO(OH),Fe2O3, Fe3O4의 3가지

종류로 확인되었다.붕소 농도와 용존 산소 농도가 감소할수록,그리고

실험온도가 증가할수록 FeO(OH)→ Fe2O3→ Fe3O4로 가는 반응이

우세해지는 것으로 단된다.

Table3.1.2.1ChemicalcompositionsofSA508forthiswork

Fig.3.1.2.1CorrosionratesofRPVSA508alloysasafunctionofboronconcentrationat

50℃ (left)and90℃ (right)testedfor3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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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1.2.2CorrosionratesofRPVSA508alloysasafunctionofexposuretimeata

boilingpointwithconcentrationsof4000ppm B(left)andboronsaturation(right)

Fig.3.1.2.3CorrosionratesofRPVSA508alloysasafunctionoftemperaturewith4000

ppm Btestedfor6days(left)andwithboronsaturationtestedfor3days(right)

2.2붕산염 환경 부식평가

본 연구 목 은 100
o
C에서 315

o
C까지의 고온에서 SA508 합 탄소강의 붕산

부식 거동을 평가함에 있다.붕소농도를 2000ppm에서 440,000ppm까지 변화시키면

서 붕산부식 평가 수행하 다.

실험 재료로는 두산 공업(주)에서 제작한 SA 508압력용기강 재료를 사용하

다.붕산 부식 시험은 온도는 100,200,315℃,기간은 100℃에서는 6일,200 31

5℃에서는 3일간 실시하 다.100℃ 시험에는 condenser가 설치된 flask가 사용되었

으며,200 315℃ 실험에서는 2리터 용량의 SS재질 autoclave가 사용되었다.10

0℃의 경우 71.4%에서 시험편이 완 히 침지되지 않았다.붕산 부식 시험 농도와

온도를 Table3.1.2.2에 표시하 다.이들 농도에서 붕산 농도의 증가에 따른 붕산

부식률을 찰하고 EPRIMRP-165의 결과와 비교하 다. 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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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 조건이 3개,붕산 농도가 5개,Li존재 여부에 따라 총 30개 붕산염 조건에서

부식 시험이 실시되었다.Li함유 용액에서 Li/B의 비는 0.002로 유지하 다.시험

편은 가운데 직경 10mm의 구멍이 뚫린 직경 30mm,두께 10mm의 원형이다.각

조건에서 시험편은 3개씩이 투입되었고 표면에 형성된 scale을 충분히 세척하여 더

이상 탈락되는 물질이 없을 때 질량을 측정하여 질량의 감소를 mm/year단 의

부식률로 환산하 다.붕산 부식으로 형성된 피막은 시험 온도나 농도 조건에 따라

쉽게 제거되지 않아 NaOH 용액에서 세척하 다.붕산 부식 시험편 외에 추가 인

시험편을 이용하여 NaOH 용액이 부식률에 미치는 향이 미미하다는 것을 확인하

다.

농축붕산염 환경에서 붕산부식속도를 측정한 결과,100℃에서 붕산농도가 50%

까지 증가함에 따라 붕산부식 속도는 증가하 으나,이 이후는 감소하 음(Fig.

3.1.2.4의 왼쪽 그림).Li이 포함된 용액에서는 붕산부식 속도는 약간 낮았음.붕산부

식 속도는 50% 붕산에서 40mm/year정도로 최 치를 보이며,이 값은 MRP-165

의 붕산부식 속도와 비교하면 약 40% 정도이었으며,이것은 두산 공업에서 사용하

는 재료가 P,S,Cr등의 에서 더 좋은 재료인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단된다.

200℃에서 붕산의 농도 50%까지 붕산부식 속도는 붕산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 으며,Li이 포함된 용액에서는 붕산부식 속도가 약간 낮게 나타났음 (Fig.

3.1.2.4의 오른쪽 그림).붕산부식 속도는 50% 붕산에서 40mm/year정도로 최 치

를 보이며,이 값은 MRP-165의 붕산부식 속도와 비교하면 약 40% 정도의 값임.농

도가 71.4%까지 높아지면 붕산부식 속도는 20~30mm/year이었다.

315℃에서 붕산부식 속도는 붕산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 으며,Li이

포함된 용액에서는 붕산부식 속도가 약간 낮았음.붕산부식 속도는 71.4% 붕산에서

35mm/year정도로 최 치를 보이며,이 값은 MRP-165와 유사하 다(Fig.3.1.2.4

의 아래쪽 그림)

상기 결과를 종합하여 Fig.3.1.2.5의 왼쪽 그림과 같이 온도에 따라 붕산부식

속도를 도시하 다.200oC까지의 온도에서 온도가 증가하면 붕산부식 속도는 증가

하 으나,그 이상 온도가 증가하면 붕산부식 속도는 오히려 감소하 다.100℃에서

실시한 시험 결과 에서 71.4%의 붕산부식 속도가 낮게 나온 것은 100℃에서

71.4%의 붕산이 충분히 용해되지 않고 이로 인하여 시험편이 부식 시험 용액에

침지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Li/B=0.002인 붕산용액에서 온도에 따

른 붕산부식속도를 Fig.3.1.2.5의 오른쪽 그림에 나타냈다.Li가 없는 용액과 유사한

거동을 보 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기존 문헌에 나온 붕산부식 속도를 비교 분석하면,

Fig.3.1.2.5에 도시한 바와 같이 부분의 경우 모든 농도에서 200℃에서 최 치를

보 다.본 연구 결과는 최 60mm/year정도의 붕산부식 속도를,해외연구는 최

140mm/year정도의 붕산부식 속도를 보 음.이것은 사용 재료 사이의 Cr과

같은 미세 조성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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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 도 도[℃] 본 연  시험 도 [%] EPRI MRP-165 [%]

0

(no Li)

100 1.13 9.1 33.3 50 71.4 1.13 50 90

200 1.13 9.1 33.3 50 71.4 1.13 50 90

315 1.13 9.1 33.3 50 71.4 1.13 50 90

0.002

100 1.13 9.1 33.3 50 71.4 1.13 50 90

200 1.13 9.1 33.3 50 71.4 1.13 50 90

315 1.13 9.1 33.3 50 71.4 1.13 50 90

Table3.1.2.2Boricacidcorrosiontestcondition:concentration&temperature

Fig.3.1.2.4Corrosionrateasafunctionofboricacidconcentrationat100℃(left),

200℃(right)and315℃(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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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1.2.5CorrosionrateasafunctiontemperaturewithLi/B=0(left),and0to0.002

includingthepreviousresults(right)

2.3원 설분 기 붕산부식 실증시험

재 국내외의 붕산염 부식데이터는 장 조건을 다 반 하지 못하고,데이터베

이스 응용에 어려운 이 있다.이에 장 조건에 더 가까운 설분 기 조건에서

붕산염부식 거동을 연구할 수 있는 실증 시험을 수행하 다.

실제 노즐 통부의 결함을 통해 1차 계통수가 설되는 환경을 모사하고자,

Fig.3.1.2.6과 같이 고온 고압 붕산 부식 설 실증 장치를 구축하 다.본 연구의

실증시험조건과 해외 EPRI와 Combustion Engineering (CE)의 시험 조건들을

Table3.1.2.3에 비교 요약하 다.

고온 고압의 1차 계통 붕산수 설 분 기에서 붕산부식 실증시험을 해서

capillary구조의 시편을 사용하여 시험하 다.Fig.3.1.2.7은 실증 시험에 사용한 3

종의 시험편 모델의 개략도이다.1차 모델은 그림과 같이 통노즐을 압력용기강

재료인 SA508을 사용하 고, 통 과 압력용기강의 틈새 모사를 해 노즐 내부에

직경 3mm의 스테인리스강 바를 삽입하 다.이 경우 틈새를 따라 흐르는 1차 계통

붕산수에 의한 SA508 통 노즐 내면의 부식특성을 평가할 수 있다.2차 모델은

Fig.3.1.2.7과 같이 통노즐을 스테인리스강으로 제작하 고,노즐 내부에 바형태의

SA508시험편을 삽입하 다.이 경우 틈새를 따라 흐르는 1차 계통 붕산수에 의한

내부 SA508바 표면의 부식특성을 평가할 수 있다.3차 모델은 2차와 유사하며,붕

산수가 물과 증기의 2상 조건으로 내부 SA508바 표면에 수직으로 분사된 후,물의

단상 조건으로 틈새를 따라 흘러가는 구조이다.1,2차 모델의 도면은 Fig.3.1.2.8

3.1.2.9에 각각 도시하 다.

노즐 통부에서 설되는 1차 계통 붕산수의 설방향에 따른 효과를 고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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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해서 Fig.3.1.2.10과 같이 시험편의 설계를 변경하 다.사진은 고온 고압의 붕

산수가 상압의 기로 설되는 환경을 모사한 것으로, 설부의 상부로 붕산수가

설되는 조건이다.붕산수가 설부의 하부로 설되는 조건은 상기 시편을 180도

회 하여 실험을 수행하 다(Fig.3.1.2.11). 설부의 온도를 붕산 부식 속도가 가장

크게 찰되었던 200도로 유지하기 해서 시험편의 외부는 히터로 가열하고 온도

를 제어하 다.

상기 3종의 모델을 사용하여 Table3.1.2.4와 같이 붕산수 설환경 변수에 따라

8회의 실증시험을 수행하 다.1~2차 실증시험은 1차 시험편 모델을 사용하여 붕산

수가 액체 상태로 설되는 환경을 모사한 것으로 설시 붕산수의 온도는 150도로

설정하 다.3~4차 실증시험은 2차 시험편 모델을 사용하여 붕산수가 설될 때 기

상으로 기화하는 환경을 모사한 것으로 액체 기체가의 2상 상태에서 붕산 부식

거동을 고찰하 다.실제 시험시 시험편 출구가 붕산염의 석출에 의해 막히는 문제

가 발생하 다.3차 시험편에서는 출구 설계를 추가 변경하여 상기 문제를 해결하

고,5~8차 시험에서는 시험 시간,붕산수내 용존산소농도, 설 속도에 따른 부식

속도를 측정하 다.각 실험조건에서 얻어진 붕산부식속도를 표에 같이 나타내었다.

Fig.3.1.2.12는 1차 실험후 SA508 통노즐을 단하여 내면의 붕산부식거동을

육안 찰한 사진이다.주로 핏 부식이 찰되었고,유체 흐름에 의한 침식 거동

은 찰되지 않았다.표면 산화피막을 환원처리하여 제거한 후 무게감량법으로 측

정한 일반부식 속도는 용존산소가 존재할 경우(1차 실험),0.022mm/y,탈기 조건(2

차 실험)에서는 0.21mm/y로 나타났다.

Fig.3.1.2.13은 3차 시험편 모델을 사용하여 수행한 6차 실험후 노즐 내부

SA508바의 표면의 붕산부식거동을 육안 찰한 사진임.붕산수가 기상으로 설되

는 설부에서는 Fig.3.1.2.13의 왼쪽 그림과 같이 고온의 steam jet에 의한 침식거

동이 나타났으며,스테인리스강 통 노즐과의 틈새를 따라 냉각된 액상의 붕산수

의 흐름으로 인한 침식거동이 출구부에서 찰되었다.일반부식속도는 0.63mm/y로

낮게 나타났으나, 설부에서 국부부식속도는 최 6.52mm/y로 높게 나타났다.

액체-기체 2상으로 설되는 환경에서는 용존산소농도의 향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원 에서 실제 설되는 환경의 경우, 설 지역으로 직 유입되는 산소의

농도를 제어하는 것이 보다 실 상황을 반 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본 연구에서 수행된 설 환경 범 에서는 설속도와 붕산부식속도도 큰 상

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실제 CRDM 노즐 통부에 PWSCC에 의한 설 환경

을 고려하여,orifice방정식으로 유속/유량을 측한 결과,실증 시험에서 사용된

유량을 10배로 증가시키거나,붕산수 설부 orifice노즐의 직경을 0.03~0.06mm로

여서 설속도에 한 향을 고찰해야 할 것으로 단되었다.추가 으로 노즐

의 직경을 이는 것은 노즐 제작 공법의 어려움으로,유량이 10배 큰 고압 펌 를

설치하여 추가 실험을 수행하 다.실험 결과,본 연구의 설 환경 범 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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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방향에 따른 붕산부식 실증 시험은 SA508시험편이 200도로 유지되는 환

경에서 수행 완료하 다. 설 속도는 50cc/min이었고,간헐 으로 설을 유도함

으로써 1일 동안 평균 4,000cc의 설량 조건(매시간당 10분간 설,1일 총 8회)으

로 가속하여, 설 방향별로 2주일 동안 수행하 다. 설이 되지 않을 때에는 200

도의 기환경이므로 물이 증발하고 붕산염이 농축되는 환경을 모사할 수 있었다.

설방향에 따른 부식속도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평가한 1차 계통 붕산수 설환경에서의 붕산부식 속도 실증 시험

결과를 종합하여 Fig.3.1.2.14에 도시하 고,기존의 연구 결과와 비교하 다.본 붕

산수 설 환경 실증시험을 통해 최 6.52mm/year의 붕산부식속도를 도출할 수

있었다. 설 방향에 따른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Parameter CE EPRI KAERI

Radial Clearance (gap) between Nozzle 

and Block (mm)
0.03~0.13 0.13

1. YG-4 SG : 0.13~0.15

2. Shrink-fitting[두산중공업 료]

Nozzle Orientation Down Up
1. Down (YG-4 SG)

2. Up (D-B)

Oxygen Concentration in Simulated 

primary Coolant Upstream of Leak (ppb)
≈ 0 0-80

1. aerated

2. de-aerated

Boron Concentration (ppm) 600-1000 2000 1000 [ Li = 0.002 B ]

Temperature (℃) 343 316 90 - 315

Leak Rate (ml/min) 8-189 38-380 0-50 (max. pump capacity)

Duration (day) 12-27 50 >30

Table3.1.2.3BACtestunderrealisticconditions

Table3.1.2.4BACtest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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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1.2.6HightemperatureandpressureBACtestfacility

Fig.3.1.2.7VariousmodelsoftheBACtestspecimen

Fig.3.1.2.8DrawingofthefirstmodeloftheBACtest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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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1.2.9DrawingofthesecondmodeloftheBACtestspecimen

Fig.3.1.2.10Photographofthetestspecimenforevaluationoftheeffectofthedirection

ofprimarywaterleakageonBAC(up-flow leak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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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1.2.11Photographofthetestspecimenfor

down-flow leakage

Fig.3.1.2.12Cross-sectionalview ofinnersurfaceoftheSA508tubespecimen

(firstmodel)afterthe1sttest

Fig.3.1.2.13OutersurfaceimageoftheSA508barspecimen(thirdmodel)after

the6thtest,orificeregion(left),andoutletregion(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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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1.2.14Comparisonofthetestresultsobtainedfrom

thisworkandtheprevious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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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결함 mockup제작

본 연구에서는 노즐 통부의 이종 속용 시 발생하는 BMI(bottom-mounted

instrumentation) CRDM(controlroddrivemechanism)의 소성변형 잔류응력

이 PWSCC에 미치는 향에 한 체계 인 평가와 데이터 확보를 해,실제 원

의 노즐 통부의 잔류응력을 모사할 수 있는 mockup을 제작하 다.최종 으로는

결함 mockupPWSCC실증 시험을 수행하여,잔류응력 균열특성의 계를 실증

하 다.본 연구의 부수 인 결과물을 활용하여,최근 원자력발 소의 원자로 압력

용기 상하부 통부에서 발견된 PWSCC결함의 비 괴 검사 기술 개발을 한 국

제 공동 연구인 PINC(Program fortheInspectionofNickelAlloyComponents)

로그램의 기여물로서,비 괴검사기술 개발 검증을 한 RRT(roundrobintest)

용 시편으로 Alloy600BMI노즐 mockup을 제공하 다.

3.1BMI결함 mockup제작

본 연구에서는 통부의 이종 속 용 사양을 조 하여 최 잔류응력을 도입

하고,부식균열 생성 성장을 가속하는 실증실험을 수행하기 한 기반 기술을

마련하 다.

가.용 사양 검토 잔류응력 도입방안 도출

Alloy600BMI노즐 용 부 사양은 Table3.1.3.1과 같이 여러 형태를 검토

한 결과,국내에서 가장 범 하게 채택되어 사용 인 웨스 하우스사의 3loop

형을 바탕으로 결정하 다.

Type
BMInozzle J-groove

OD(mm) ID(mm) thickness(mm) depth(mm) width(mm)

2loop 40.2 9.53 15.34 19.05~26.97 19.63~22.52

3loop 38.23 15.24 11.50 >17.53 >4.83

Korean 76.22 19.05 28.59 25.8~65.9 28.7~40.0

Table3.1.3.1ComparisonofspecificationsofBMInozzleandJ-groove

한 이종 속 용 시 hotcrack이 발생되지 않는 조건하에서 최 잔류 응력

을 도입하기 하여,1)용 입열량을 높이고,2)용 pass를 이고,3)Alloy600

BMI노즐을 지지하는 supportplate를 노즐 재료인 Alloy600에 비하여 열팽창계수

가 높은 SUS304로 제작하 다.Alloy600BMI노즐과 SUS304지지구조물을 이종

속 용 하기 해 Alloy182weldmetal을 사용하 다.용 시 BMImockup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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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구속을 하지 않고 진행되었다. 한 잔류응력의 극 화를 해 Alloy82버

터링과 용 후 열처리를 수행하지 않았다.

나.시작품 제작

용 변수 설계 변수에 따른 소성변형을 고찰하기 해 BMImockup2종을

Fig.3.1.3.1과 같이 제작하 다.MockupA는 mockup자체가 autoclavevessel로서,

mockupB는 autoclavecover로서 부식균열 가속화 실험에 사용하 다.

Fig.3.1.3.1DrawingofBMImockup,(a)autoclavevesselspecimenA,(b)

autoclavecoverspecimenB.Materialsforcomponentsare① :Alloy600BMI

nozzle,② :SUS304mountingblock,③ :J-grooveforweldingand④ :Alloy

600flange

시작품의 이종 속 용 에 의한 소성변형을 고찰하기 하여,용 후 BMI노

즐의 내경 변화를 측정하 다.Fig.3.1.3.2의 왼쪽 오른쪽 그림은 각각 mockup

A와 B의 용 후 노즐의 내경을 도시한 것이다.mockupA의 경우 J-groove용

부에서 최 0.2mm 정도 수축하 고,mockupB의 경우 최 0.1mm 정도 수축하

다.용 후 BMI노즐의 내경 변화 측정값은 FEA를 통해 계산되는 소성 변형량

과 비교하여 해석모델의 합성을 검증하고,해석모델로부터 측된 잔류 응력에

한 타당성 검증에 활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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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1.3.2IDchangeofBMImockupA(left)andB(right)afterdissimilarmetal

welding

다.시작품에 한 잔류 응력 해석

이종 속 용 부 시작품에 한 시뮬 이션은 ABAQUSver.6.7 로그램을

통해 용 시 발생하는 열 달 열응력/변형에 해 해석하 다.용 pass를 모

사하기 해 lumped pass기법을 사용하 고,최 의 입력 조건 결정을 한

parametricanalysis를 수행하 다.FEA 과정에서 실제 용 의 경우와 같이 지지물

의 변형에 한 구속 으로 설정하고 모델링하면,통상 으로 J-groove용 부에서

노즐의 내경이 증가하는 결과를 보인다.즉,용 시 용융된 용 재가 용 후 냉각시

부피가 수축될 때,원자로 압력용기 하부에 해당하는 지지물이 구속 으로 작용하

므로,용 재의 수축과 함께 BMI노즐의 내경이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제작된 시제품 mockup에서는 Fig.3.1.3.2에서 도시한 바와 같이,해석결

과와는 달리 BMI노즐의 내경이 수축하 다.그 이유는 시제품 mockup의 경우,원

자로 압력용기 하부를 모사한 지지물이 구속 으로 작용하지 못하고,상 으로

두께가 두껍고 외경이 작아서 보다 큰 강도를 갖는 BMI노즐이 구속 으로 작

용하 고,이에 따라 용 에 의해 열팽창된 SUS304지지물이 용 후 냉각되어 부

피가 수축되면서,용 재와 함께 BMI노즐을 압축하여 노즐의 내경이 어들 수 있

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종 속용 시 지지물의 변형 향을 고찰하기 해 다음의 3가지 경우에

해 FEA를 수행하 다 :1)실제 원 제작과정과 유사하게 용 후에 BMI

mockup의 지지물이 보강 구조물에 고정되어 있어 지지물이 변형이 없을 경우,2)

용 은 실제 원 제작과정과 유사하게 진행한 후,후속되는 부식균열 가속화실험

을 해 BMImockup을 구조물에서 인출한 경우,3)용 후에 BMImockup의

지지물을 고정하지 않은 경우.

Fig.3.1.3.3의 왼쪽 그림은 상기 3가지 경우에 해 FEA를 통해 계산한 BMI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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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의 내경 변화 계산값이다.원 으로부터의 거리 0~33mm 부분은 J-groove용 부

에 해당한다.그림에서 도시한 바와 같이 BMI노즐의 소성 변형은 1)의 경우가 가

장 크게 나타났으며,내경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Fig.3.1.3.3의 오른쪽 그림은

상기 3가지 경우에 해 FEA를 통해 계산한 BMI노즐 내면의 원주방향 잔류응력

을 도시한 것이다.그림에서 도시한 바와 같이 BMI노즐 내면에 잔류하는 응력은

1)의 경우 450MPa정도의 인장응력이 나타났고,2)와 3)의 경우 유사하게 부분의

용 부에서 압축응력이 나타났다.

Fig.3.1.3.3IDchangeofBMInozzle(left)andresidualhoopstressoninnersurfaceof

BMInozzle(right)afterweldingcalculatedbyFEAwithvariousconstraintsof

mechanicalboundary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본 연구에서 제작된 시제품의 경우 실제 원 과는 다

른 소성변형과 잔류응력 거동을 보 고,실제 원 과 유사한 mockup을 제작하기

해서 용 시 지지물을 보강 구조물에 고정한 후,후속된 부식균열 가속실험을

해 인출할 경우에도 잔류응력은 이완되어 실제와 다른 것을 측할 수 있었다.따

라서 용 작업과 후속된 부식균열 가속실험을 진행하기 해서 mockup을 설계를

변경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라.부식균열 가속화 실험기반 구축

(1)고온 고압 dopedsteam 방법 [1-4]

본 연구에서는 BMImockup의 용 부에 응력부식균열 생성 성장을 가속화

하기 해서 가열 증기 분 기에서 doped steam 방법을 구축하 다.Doped

steam 방법은 Cl-,SO4
2- F-음이온을 각각 100ppm 함유하고 있는 수용액을 40

0℃,20.7MPa로 가압 가열하여 가열 증기 분 기를 형성하고,수소 분압을 제어

하여 NiO/Ni산화환원 와 H2/H
+
산화환원 를 일치시켜 응력부식균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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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민감도를 크게 하는 가속방법이다.NiO/Ni H2/H
+
의 산화환원 는 온도,

수소 분압,수용액의 pH에 따라 변화하게 되는데,400℃의 가열 증기 수소 분

압을 75kPa로 제어할 경우 NiO/Ni H2/H
+
산화환원 가 일치하게 됨을 확인

하여,실제 실험에서 상기 조건을 용하 다.

Dopedsteam 방법을 용하기 해 Fig.3.1.3.4와 같이 실험 장치를 설계,제작

하 다.고압 pump로 음이온을 함유하는 수용액을 20.7MPa가압하여,400℃로 가

열된 BMI노즐에 주입하여 노즐 내부에 가열 증기 분 기를 조성하 다.400℃

증기내의 수소 분압을 75kPa로 제어하기 해,상온에서 수용액 탱크 내부에 1MPa

의 압력으로 수소 가스를 purging하여 수용액내에 포화 농도로 수소를 용해한 후,

수용액을 루 를 통해 순환시키는 방법을 채택하 다.

Fig.3.1.3.4Schematicdiagram andphotographofdopedsteam testfacilitiesestablished

inthiswork

Dopedsteam 실험은 4~6주를 주기로 진행하 으며,매주기마다 BMImockup

을 실험 장치에서 탈착한 후 결함 생성 유무를 진단하기 하여 ECT/UT검사를

수행하 다.본 연구에서는 Fig.3.1.3.1에 도시한 mockupA에 해서 dopedsteam

실험을 진행하며 6주,10주,16주에 ECT/UT검사를 수행하여,결함제작 기술을 정

립하 다.

(2)고온 고압 알칼리 용액 침지법

BMImockup의 용 부에 응력부식균열 생성 성장을 가속화하기 한 2번째

방법으로서,원 2차측 기기의 틈새 sludge에서 발생할 수 있는 caustic환경을

모사하여 부식균열을 가속하는 방법이다.본 연구에서는 Fig.3.1.3.1에 도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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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ckupB에 해서 caustic분 기에서 응력부식균열 생성 성장을 모사하 다.

Fig.3.1.3.1(b)와 같이 autoclavecover로 BMImockup을 제작한 후,40wt% NaOH

수용액을 315℃로 가압 가열하여 7주 동안 응력부식균열을 조장하 고,이후 추가

인 가속화를 해 6주 동안 1g/l의 PbO를 주입하여 응력부식균열을 조장하 다.

(3)상온 상압 산성 용액 침지법 [5-7]

BMImockup의 용 부에 응력부식균열 생성 성장을 가속화하기 한 3번째

방법으로서,BMI노즐 내부에 25℃의 1M Na2S4O6의 산성용액을 주입하여 입계부

식을 조장하는 실험법이다.상기 방법은 민화 열처리된 Ni Fe계 합 에서 발

생하는 입계의 Cr탄화물형성과 이에 따른 Cr의 고갈로 인해 입계부식을 조장하는

것으로 잘 알려졌는데,본 연구에서는 용 에 의한 잔류 응력에 의해 응력부식균열

을 제작하기 해 용하 다.

3.2BMI결함 mockup균열 제어

본 연구에서는 BMI결함 mockup의 용 설계 인자를 변수로 제어하여 부

식응력균열 거동에 미치는 향을 고찰하고,부식응력균열을 제어하는 기술을 마련

하고자 하 다.미세조직변수,용 변수 환경변수에 따른 균열 양상을 찰하

고,잔류응력 평가결과와 비교하여 PWSCC에 미치는 잔류응력의 향을 고찰하

다.

가.1차 BMI결함 mockup균열 제어

노즐의 두께에 따른 용 소성변형 잔류응력이 PWSCC에 미치는 향을 고

찰하기 해 Fig.3.1.3.5와 같이 BMI노즐의 두께를 변수로 BMI노즐은 Alloy600,

지지구조물은 SA508재료를 채택하여 1차 BMI결함 mockup을 제작하 다.

PWSCC에 미치는 잔류응력의 향을 효과 으로 찰하기 해 BMI노즐은

용 600℃ 24시간동안 민화열처리를 하 으며,잔류응력을 최 로 용 공정

을 제어하 고,용 후 mockup내부에 1M Na2S4O6용액을 주입하는,상온 상압 산

성용액 침지법(‘3.1BMI결함 mockup제작‘참조)을 용하여,상온에서 3주간 가

속실험을 수행하 다.부식 실험 종료후 mockup을 분해하여 노즐 내면의 미세구조

균열 생성 유무를 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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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1.3.5IDchangeof1stBMImockupafterwelding

BMI노즐 두께가 12mm의 경우,Fig.3.1.3.6의 왼쪽 그림에 도시한 바와 같이

노즐 내면에서는 일반 인 Cr7C3의 입계탄화물이 다량 찰되었고,입계크기도 용

동일하게 30~50μm로 나타났다.노즐 외면 즉 용 재와 하는 부분에서는 재

석출된 Cr-richM23C6입계탄화물이 소량 찰되었고,입계크기가 100~200μm로 나

타난 결과로부터 열 향부(HAZ)로 단되었음.SEM 분석결과 부식환경에 노출된

노즐 내면에서 균열이 찰되지는 않았다.BMI노즐 두께가 6mm의 경우도 12mm

와 유사한 미세구조 특성을 보 으며,부식환경에 노출된 노즐 내면에서 균열이

찰되지 않았다.

Fig.3.1.3.6SEM micrographofBMInozzlewith12mm wallthickness(left),and4mm

wallthickness(right)after3weeksimmersionin1M Na2S4O6solution

BMI노즐 두께가 4mm의 경우는 Fig.3.1.3.6의 오른쪽 그림과 같이 노즐 내면

의 미세구조 특성은 12mm 6mm와 유사하 으나,노즐 외면 즉 용 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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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부분에서는 재석출된 Cr-richM23C6 Al-rich,Ti-richoxide가 발견되는 열용

융부가 찰되었다.노즐이 내면/외면 사이에 HAZ도 찰되었다.특히 부식균열

가속실험후 부식환경에 노출되었던 노즐 내면에서 미세균열이 다수 찰되었다.잔

류응력 평가결과 노즐 두께 변수별 결과를 비교하면,4mm 노즐의 경우 용 에

의해 크게 발생한 인장방향의 후 잔류응력에 의해 SCC 균열개시가 일어났으나,

균열 는 나타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나.2차 BMI결함 mockup균열 제어

1차 BMImockup의 결과를 바탕으로,2차 BMImockup에서는 Alloy600재료

의 특성변화에 따른 SCC 거동을 고찰하기 해,입계 탄화물 분포를 제어하 다.

민화 효과를 극 화하기 해서 1150℃에서 15분간 용체화처리한 후,600℃에서

10시간동안 민화 열처리를 수행하 다.미세조직 분석결과 1차 mockup에 비해

입내 탄화물은 거의 없고 입계 탄화물이 잘 발달한 민화 구조를 가지는 것을 확

인하 다.

용 후 mockup내부에 1M Na2S4O6용액을 주입하여 상온에서 7일간 가속실험

을 수행하 고,부식실험 종료후 mockup을 분해하여 균열 생성 유무를 찰하 다.

부식균열 가속실험 이후 ECT검사를 수행하 으며,다수의 축균열 원주균열 신

호가 찰되었다.이와 더불어 상기 산성용액에서 발생하는 입계부식에 의한 체

성 결함 신호도 찰되었으나,균열 신호와 구분은 가능하 다.Fig.3.1.3.7은 BMI

mockup으로부터 Alloy600노즐을 인출한 후,축방향으로 단하여 나타난 노즐의

단면에 침투실험을 수행한 괴 시험 결과이다.응력해석으로부터 노즐의 두께가

4mm의 경우 내면에 500MPa정도의 원주방향 인장응력과 300MPa정도의 축방향

인장응력이 계산되었으나,두께가 12mm이 경우 원주방향만 200MPa정도의 인장응

력이 계산되었고,축방향은 압축응력이 계산되었던 결과와 비교하면,잔류응력의 분

포와 SCC 치 형태가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균열의 치와 형태에 한 상기 비 괴 검사결과, 괴시험결과,응력해석결과

를 종합하면,이종 속용 에 의한 BMI노즐 mockup의 소성변형 잔류응력이

용 부 미세조직 PWSCC균열에 미치는 향을 Table3.1.3.2와 같이 정리하

다.Alloy600재료내 탄화물 분포를 제어하지 않은 1차 mockup에서는 4mm 노즐

의 경우에서만 SCC 개시가 찰되었고,탄화물 분포를 제어한 2차 mockup에서는

노즐 두께와 무 하게 SCC 가 찰되었다.특히 실제 원 의 BMI노즐 통부

의 용 에 의한 잔류응력과 유사한 분포가 상되는 4mm와 6mm 노즐 mockup에

서는 용 부의 root와 face안에서는 축방향 균열이,root와 face밖에서는 원주방향

균열이 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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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1.3.7PenetrationtestresultsofinnersurfaceofBMInozzleswithvariouswall

thicknessesafter7daysimmersionin1M Na2S4O6solution.Up-arrow :circum.crack

signal,down-arrow :axialcracksignal

Table3.1.3.2SummaryofdeformationandSCCofBMImockups.

3.3CRDM mockup결함 제어

원자로 하부 노즐 통부인 BMI결함 mockup과 유사하게,원자로 상부 CRDM

노즐 통부도 용 잔류응력에 따라 PWSCC양상이 달라진다.BMI이종 속 용

부에 잔류응력 평가를 수행한 결과를 바탕으로,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하여 잔류응

력에 향을 미치는 변수 각 변수의 향을 확인한 바 있다.CRDM의 경우

BMI에 비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시편제작을 통한 잔류응력 실험에 어려움이 있으

므로,해석 인 방법을 통해 scaledownmockup의 용 부 잔류응력 분포를 확인하

고,결함 제어 방안을 도출하 다.

CRDM mockup의 사양은 BMI mockup에 비해 mockup의 크기가 커서

mockup제작 부식균열 가속화실험이 용이하지 않으므로,우선 WH형 원 의

CRDM 노즐/ 통부의 용 잔류응력을 FEM으로 해석하고,유사한 잔류응력을 유

지하는 조건에서 scale down하여 CRDM mockup을 제작하 다.해석 모델로

Westinghouse2-loop형 원 의 CRDM 세부형상을 고려하 으며,세부 치수 용

부 형상은 Fig.3.1.3.8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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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1.3.8DrawingofCRDM weldsanditsFEM model

상기 해석 모델을 기 으로 총 18cases를 상으로 해석을 수행하 으며,주요

변수는 노즐 내경의 크기,노즐의 두께 scaledownratio를 고려하 다.각 해석

case별 최 소성변형량 잔류응력 크기를 Table3.1.3.3에 정리하 다.

Case
Nozzle ID

(mm)

Nozzle

thickness(mm)

Max. 

displacement(mm)

Max. hoop 

stress (MPa)

Hoop stress

difference(%)

1 68
15

0.064 257
19

2 34 0.031 213

3 68
10

0.117 399
10

4 34 0.059 360

5 68
5

0.287 536
6

6 34 0.193 564

7 52
12

0.074 341
30

8 26 0.038 260

9 52
8

0.149 455
10

10 26 0.097 417

11 52
4

0.250 468
3

12 26 0.183 489

13 34
8

0.068 417
14

14 17 0.039 358

15 34
5

0.123 484
5

16 17 0.084 462

17 34
3

0.201 571
1

18 17 0.154 570

Table3.1.3.3Maximum displacementandhoopstressforvariousmodelsofCRDM

mockups

상기 결과를 바탕으로,scaledown을 고려한 주요 변수별 향 평가 수행하

으며,주요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1)노즐 내경 축소에 따라 잔류응력 노즐내경 변화량 감소 :scale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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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tio의 향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2)노즐 두께 축소에 따라 잔류응력 노즐내경 증가 :scaledownratio증가

에 따라 변화량 감소 경향,노즐 두께가 노즐 내경에 비해 잔류응력 분포에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4노즐 통부 결함 mockupPWSCC균열 성장 실증 시험

가.산성 분 기 PWSCC균열 성장 실증 시험

유한요소해석법으로 측한 노즐 통부의 주요 변수별 소성변형 잔류응력

해석결과를 바탕으로,Fig.3.1.3.9와 같이 mockup을 제작하 다.소성변형 잔류

응력 해석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노즐 두께의 향이 가장 큰 향 인자이므

로,PWSCC 실증 mockup은 노즐 두께 4mm(T04P1AW10T),6mm(T06P1AW10),

12mm(T12P1AW10)3종을 제작하 다.

Fig.3.1.3.9Drawingandphotographofthenozzlepenetrationmockupfor

PWSCCtestintheacidicsolution

Fig.3.1.3.10은 노즐 통부 mockup3종의 설계에 한 잔류응력 해석결과이다.

노즐의 두께가 12mm에서 4mm로 감소함에 따라 J-용 부 역내 노즐 내면에 잔

류하는 원환 응력 축방향 응력이 압축방향에서 인장방향으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특이할 은 T06P1AW10과 T04P1AW10mockup의 경우,노즐 내면에

잔류하는 원환 응력은 J-용 부 역내에서 최 인장값을 갖는 반면에,축방향 응

력은 J-용 부 역내에서는 주로 압축값을 갖지만 용 시작단(root)와 끝단(toe)에

서 최 인장값을 가진다는 것이다. 한 T12P1AW10mockup의 경우,노즐 내면의

원환 응력만이 인장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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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1.3.10Distributionofresidual(a)hoopstressand(b)axialstressinIDsurfaceof

thenozzleinthemockupcalculatedbyFEM

산성 용액에서 PWSCC를 가속화하기 해서,이종 속용 이 에 Alloy600

노즐은 1,150oC에서 15분 동안 용체화 열처리한 후,600oC에서 10시간 동안 민화

열처리하 다.이종 속용 은 ASMESectionIX에 근거한 용 차서에 따라 피복

속 아크용 (shieldmetalarcwelding)으로 수행하 고,용 후 음 검사법으로

용 결함이 없음을 확인하 다.응력부식균열 가속실험은 상온에서 통 노즐 내부

에 1M Na2S4O6 수용액을 주입하여 7일간 수행한 후,Alloy600노즐을 단하여

액상침투법으로 내면의 균열 양상을 찰하 고,화학 에칭(2% bromine+ 98%

methanol)한 후 주사 자 미경으로 노즐 단면 균열의 면을 찰하 다.Fig.

3.1.3.11은 7일 동안 응력부식균열 가속실험을 수행한 후 3종의 mockup에서 노즐을

인출, 단하여 내면의 균열 양상을 액상침투법으로 찰한 사진이다.모든 mockup

시편의 J-용 부 역내 노즐 내면에서 다수의 축균열이 찰되었고,특히 노즐두께

가 4mm 와 6mm인 mockup의 용 시작단 끝단에 치하는 노즐의 내면에서

다수의 원주균열이 찰되었다. 한 노즐의 두께가 얇아질수록 균열의 크기와 수

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SEM 분석결과 이 균열들은 노즐 내면에서 발생하여

입계를 따라 외부로 성장하는 형 인 입계응력부식균열인 것으로 명되었고,J-

용 부 역의 노즐에서 다수의 입계부식에 의한 체 성 결함들도 찰되었다.

Fig.3.1.3.11PenetrationtestresultsofthenozzleinsideafterPWSCCtest

응력부식균열 가속실험 결과로부터 얻어진 균열의 형태와 치 유한요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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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을 통해 측한 노즐 내면 잔류응력 분포로부터 측한 균열 정보를 비교하여

Table3.1.3.4에 나타내었다.실증시험 부식환경에서 Alloy600재료의 응력에 따른

응력부식균열 거동에 한 기존 연구결과를 보수 으로 고려하면,응력부식균열이

발생 가능한 응력의 문턱값은 약 150MPa로 설정할 수 있다.Fig.3.1.3.10(a)에서 노

즐 두께가 4mm인 T04P1AW10mockup의 노즐 내면 원환 응력이 문턱값보다 높은

치는 기 으로부터 약 -8mm에서 0mm 2mm에서 20mm 역으로 측할

수 있는데,응력부식균열 실증시험에서도 Fig.3.1.3.11와 같이 약 -7mm에서 16mm

치에서 다수의 축결함들이 찰되었다. Fig.3.1.3.10(b)에서 T04P1AW10

mockup의 노즐 내면 축방향 응력이 문턱값보다 높은 치는 기 으로부터 약

-11mm에서 -2mm 7mm에서 21mm 역으로 측할 수 있는데,응력부식균열

가속실험에서도 약 -8mm 16mm 치에서 원주균열들이 찰되었다.유사하게

노즐 두께가 6mm인 T06P1AW10mockup에서도 응력부식균열 거동과 잔류응력분

포가 일치하는 경향을 찰할 수 있다.

노즐 두께가 12mm인 T12P1AW10mockup의 경우,노즐 내면 원환 응력 축

방향 응력분포에서 기 으로부터 약 -3mm 치에 국부 으로 축균열 발생 가능

성이 측된 반면에,원주균열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측되었다.응력부식균열

실증시험 결과, 측결과와 동일하게 원주균열은 발견되지 않았으나,축균열의 경우

상보다 길이가 긴 다수의 균열들이 찰되었다.이는 잔류응력 측에 사용된 경

계조건 입열량 등이 실제 mockup제작조건과 일부 차이가 있음을 의미하며,추

후 이에 한 최 화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Type of elliptical PWSCC
Location of elliptical PWSCC

T04P1AW10 T06P1AW10 T12P1AW10

Predicted by FEA

Axal crack
-8mm~0mm,

2mm~20mm

-8mm~0mm,

4mm~19mm
-3mm

Circumferential crack
-11mm~-2mm,

7mm~21 mm

-10mm~-3mm,

13mm~20 mm
No SCC

Destructively 

examined by 

penetration test

Axal crack -7mm~16mm -5mm~15mm -9mm~19mm

Circumferential crack
-8mm,

16mm

-10mm,

15mm
No SCC

Table3.1.3.4ComparisonbetweenPWSCCtestresultsofthemockupandtheprediction

byFEA

나.Dopedsteam 분 기 PWSCC균열 성장 실증 시험

상온 산성 분 기에서 수행한 노즐 통부 mockupPWSCC균열 성장 실증 시

험은,용 잔류응력을 주요 변수로 PWSCC 균열의 양상 성장에 한 정보를

제공하 으나,실제 고온 고압의 원 가동환경에서 용 잔류응력의 변화는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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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못하는 단 이 있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제 가동환경을 반 하기 하여

FEA를 통한 응력분포의 변화를 찰하고,고온 고압 환경에서 PWSCC 균열 성장

을 가속화하기 해서 dopedsteam 분 기에서 실증 시험을 수행하 다.

Fig.3.1.3.12는 dopedsteam 분 기 PWSCC균열 성장 실증 시험에 사용된 노

즐 통부 mockup의 개략도와 실제 실증 시험후 사진을 도시하 다.용 후 노즐

내면의 소성변형은 Fig.3.1.3.13과 같이 용 부에서 노즐의 내경이 증가하는 경향이

잘 나타났다.

Fig.3.1.3.12Drawingofthenozzlepenetrationmockup(left)andphotographofthe

mockupafterPWSCCtestinthedopedsteam (right)

15.5

15.6

15.7

15.8

15.9

16

16.1

16.2

16.3

16.4

16.5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ID
 /
 m
m

Distance / mm

용접후0 deg

용접후90deg

support plate

Fig.3.1.3.13IDchangeofthenozzleafterwelding

고온 고압의 가동환경에서 잔류응력의 변화를 고찰하기 해서 수행된 FEA의

결과를 Fig.3.1.3.14에 도시하 다.그림과 같이 노즐 내부 압력이 증가시키는 경우

에는 용 잔류응력이 낮은 직 부에서는 원환 응력이 소폭 상승하는 경향이 있으

나,용 에 의한 잔류응력이 큰 부분에서는 압력 상승에 의한 응력 상승은 미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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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반면에 온도가 증가되는 경우에는 원환 응력이 소폭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는

데,이는 이종 속용 부를 이루는 Alloy600노즐,SA508압력용기,Alloy82용

재의 열팽창계수 기계 물성치의 변화로 인한 것으로 사료된다.축방향 응력의

경우 거의 차이가 없었다.

Fig.3.1.3.14Distributionofhoopstress(left)andaxialstress(right)afterwelding,and

variousconditionsofpressureandtemperaturesimulatingtheoperatingconditionof

PWR(weldregionbetweendottedlines)

Fig.3.1.3.4에 도시한 dopedsteam 분 기 실증 시험 장치를 활용하여,동일한

사양을 갖는 2개의 노즐 통부 mockup의 PWSCC 치 형태에 해 동시에 실

증 시험을 수행한 결과,산성 분 기에서 수행한 결과와 동일한 실증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특히 축방향 PWSCC결함에 해서는 Fig.3.1.3.15에 도시한 바와 같이

결함이 성장함에 따라 원환응력의 분포의 변화를 FEA를 통하여 고찰하 는데,

기 균열이 개시된 상태에서는 반 은 500MPa정도의 원환 응력이 지속 으로 작

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50% 깊이로 균열이 성장했을 때 균열 선단의 원환 응력

은 최 900MPa까지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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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1.3.15Distributionofhoopstress(left)andaxialstress(right)from IDtoOD

surfaceofthenozzlealongthicknessdirectionfor(a)uncrackedmodeland(b)forSCC

crackwith50% dep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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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증기발생기 부식

1.Alloy600/690SG 열 ODSCC평가

증기발생기 열 2차측 냉각수 의 납(Pb)은 응력부식균열 (ODSCC)을 조장

하는 주요 인자이다.Pb유기 응력부식균열에 한 근원 이해 응력부식균열

억제를 통해 열 부식을 원천 쇄하는 신개념의 근으로 증기발생기 건 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고온고압의 2차측 수화학 환경에 노출되면,산화막이 형성되는데,모재와 산화막

사이의 부피 불일치로 인해 미세기공이나 균열이 발생할 수 있다. 한 형성되는

산화막 성분의 특성 화학 상태에 따라 산화막의 치 도에 차이가 난다.특히

납 등이 산화막의 치 도나 기화학 특성을 변화시켜,균열성장 기구에 의존하

면서 산화막의 재부동태 특성이나 내부 산화막의 특성변화를 유발하여 균열 성장에

향을 것이다.

성 납분 기에서 열 재료의 내부식성을 결정하는 산화막에 해 집 으

로 분석하 다.산화막은 재료와 고온고압의 2차측 냉각수와 상호작용에 의해 생성

된다.

1.1납분 기 ODSCC평가 산화막 분석

가.연구결과

(1)납분 기 ODSCC평가

증기발생기 열 2차측 냉각수 의 납(Pb)은 응력부식균열 (ODSCC)을 조장

주요 인자이다.Pb유기 응력부식균열에 한 근원 이해 응력부식균열 억제를

통해 열 부식을 원천 쇄하는 신개념의 근으로 증기발생기 건 성을 향상시

킬 필요가 있다.이를 해 다양한 용액에서 납의 첨가에 따른 응력부식균열 경향

성을 평가하고,산화막 분석을 하 다.

SSRT(slow strainratetest)와 침지시험을 진행하 다.SSRT와 침지시험에 사용된

재료는 각각 HTMA(1024
o
C에서 3분간 열처리)와 TT(940

o
C에서 3분간 용체화 처리

후,704~722
o
C에서 10시간 10분간 추가 열처리)Alloy600이다. 한 Alloy690은

1105oC에서 2분간 열처리를 한 후,715oC에서 10시간 추가열처리를 하 다.각각의

화학 성분을 Table3.2.1.1에 나타냈다.

응력부식균열 거동을 평가하기 해 315℃의 다양한 용액분 기 하에서 PbO의 첨

가여부에 따라 HTMA Alloy600에 해 SSRT시험하 다.인장속도는 2E-7s
-1
이

고,실험 고순도 질소를 통해 용존산소를 탈기하 다.Fig.3.2.1.1은 SSRT시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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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장시험편이다.

산화막의 특성을 이해하기 해,다양한 용액에 PbO 를 함께 첨가하여,산화막

분석 기화학 특성을 평가하 다.침지시험을 해서 7/8"튜 TTAlloy

600을 가로x세로 10mmx10mm 가 되도록 가공하여 오토클 이 에서 시험하 다.

탈기를 해 고순도 질소 purging을 통해 용존산소를 제거한 후 2주간 진행하 다.

한 필요시,분극실험을 행하 다.

wt% C Si Mn P Cr Ni Fe Co Ti Cu Al B S N

HTMA

Alloy 600
0.025 0.05 0.22 0.07 15.67 75.21 8.24 0.005 0.39 0.011 0.15 0.0014 0.001 0.0103

TT

Alloy 600
0.024 0.13 0.23 0.005 15.37 74.90 8.84 0.016 0.28 0.009 0.20 - <0.001 -

TT

Alloy 690
0.02 0.22 0.32 0.009 29.57 58.9 10.54 0.01 0.26 0.01 0.019 0.0004 0.001 0.017

Table3.2.1.15.Chemicalcompositionsofsteam generatormaterialsusedforcorrosiontest. 

Fig.3.2.1.1.SpecimendesignforSSRTtest.

Table3.2.1.2는 다양한 용액에서 HTMA Alloy600시편에 해 SSRT시험시,

얻어진 연신율과 응력부식균열 비율,그리고 그 용액의 pH를 나타낸다.pH는 ANL

에서 계산값을 이용하 다.[1]

PbO가 용액에 첨가되면,pH는 증가하는데,이는 PbO +H2O =Pb
2++2OH-반

응에 의해 pH가 증가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SSRT결과에 따르면,납이 첨가되면,응력부식균열이 크게 진되었다.특히,납

유기응력부식균열은 pH가 약염기성인 용액(pH 8~10)에서 가장 민감하게 나타난

다.(315℃에서 성용액의 pH는 5.8임).

40wt% NaOH에서는 납이 첨가되면,상 으로 약한 염기성 용액에 비해 응력

부식균열된 비율이 많이 감소하 다.10wt% NaOH + PbO 용액에서도 0.1M

NaOH +PbO용액보다 응력부식균열 항성이 크게 나타났다.

Fig.3.2.1.2는 315oC에서의 E-pH diagram 이다.[2]탈기를 했을 때에는 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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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5ppb수소 산화환원 와 니 의 산화환원 사이에서 결정될 것이다.이

때의 부식 에서는 납의 환원이나 산화가 가능하다.탈기를 하지 않으면,산소의

산화환원 와 조합하여 부식 가 결정되는데,이때는 납의 환원은 쉽지 않다.

Table3.2.1.2.SummaryofSSRTresultsobtainedinvarioussolutionsat315oC.

Fig.3.2.1.2.E-pH diagram at315
o
C.

앞서,납응력부식균열 민감성이 감소하는 역의 pH는 10.4이상이다.이 역은

NiO/NiO2
2-
(aq)와 PbO/HPbO2

-
(aq)의 경계부근이다.NiO의 산화막 특성과 PbO의

산화막 특성이 바 는 알칼리 용액에서 납의 향이 달라지는 것이다.이에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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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면 한 검토가 필요하다.

0.1M NaOH +PbO 용액에서,탈기를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응력부식균열

항성이 달랐다.탈기를 했을 때가 보다 응력부식균열에 민감하 다.

이를 평가하고자 분극실험을 하 다.그 결과를 Fig.3.2.1.3에 나타냈다.먼 탈

기를 한 0.1M NaOH에서 얻어진 분극곡선은 약 -0.9V(Ag/AgCl)의 부식 를 나

타내며,부동태 특성을 나타낸다.반면 납이 첨가되면 부식 가 약간 증가하며,

부동태 류값이 약 10배 이상 증가하 다.이는 납의 산화환원 가 Alloy600

의 주원소인 니 의 산화환원 보다 높아서,납의 환원이 발생할 수 있다.납 첨

가시,음극 류가 큰 것으로부터 납의 환원이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이 게

Alloy600표면에 환원된 납은 가 증가하면,산화막을 형성하지만(Fig.3.2.1.2

참조)산화막의 치 도가 약하다.따라서 부동태 류값이 증가한다.

Fig.3.2.1.3.Potentiodynamic curves obtained in various 0.1M

NaOH solutions

한 결과에 따르면 40wt% NaOH에서 납이 있을 때와 없을 때,양극 를

인가하여 얻은 류천이곡선을 분석한 결과와,음극 를 인가하여 얻은 류천이

곡선을 분석한 결과를 비교하 다.[3]음극 를 인가하 을 때,납이 없을 때보다

있을 때 천이곡선의 류값이 30배 증가하 고,양극 를 인가하 을 때,납이 없

을 때보다 있을 때 천이곡선의 류값이 약 7.5배 증가하 다.이로부터,납의 환원

이 불가능한,양극 를 인가한 경우에도 부동태 류는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

었다.따라서 납은 환원에 의해 산화막을 덜 치 하게 하기도 하고,이온상태로 산

화막을 덜 치 하게 변화시키기도 함을 상할 수 있다.

하지만 납의 효과는 부식 가 낮아서,납의 환원이 쉬울 때 더 크다.탈기를 하

지 않았을 때에는 용존산소에 의해 부식 가 높아서,납의 환원이 어려워진다.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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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납의 효과는 탈기를 했을 때 더 클 것이다.응력부식균열 특성에서도 탈기를

했을 때 SCC민감도가 더 크게 나타났지만,탈기를 하지 않았을 때에도 Pb의 효과

는 상당히 크게 나타났다.이는 납이 환원되어 향을 주는 것 이외에,납 이온의

형태로 산화막을 변화시켜 응력부식균열 항성을 감소시키기 때문이다.

(2)PbO첨가에 따른 산화막 특성 분석

315℃의 암모니아 용액에서 PbO 가 없을 때(a)와 있을 때(b)2주간 침지시험을

한 후,산화막 특성 분석을 하고자,FIB(focusedionbeam)를 이용하여 약 100nm

두께의 TEM 시편을 제작한 후 찰한 EDS분석결과를 Fig.3.2.1.4에 나타내었다.

PbO가 없을 때 2 층 구조의 산화막을 보이며,산화막 외층에 Ni성분이 많고

Cr성분이 은 산화막층이 보이고,산화막 내층에는 Ni성분이 작고 Cr성분이 많

은 층이 보인다.반면,PbO가 첨가되면,산화막에 Pb가 존재하며,2 산화막 구조

가 단일 산화막 구조로 변화한다. 한 표면으로 갈수록 니 성분이 결핍된다.

한 크롬 성분이 많은 산화막도 찰되지 않는다.

(a) (b)

Fig.3.2.1.4.TEM-EDSresultsforoxideobtainedin(a)ammoniaand(b)ammonia+

PbOat315oC. 

Fig.3.2.1.5는 암모니아 용액과 PbO가 첨가되었을 때 산화막 단면 TEM 사진이

다.암모니아 용액에서 형성된 산화막은 외부에 치 하지 않은 산화막과 내부에 치

하지만 얇은 산화막으로 구성되어 있다.여기서 외부 산화막은 니 성분이 많은

산화막이다.내부산화막은 크롬성분이 많은 산화막이다.PbO가 첨가되면 체 으

로 치 하지 않은 단일산화막이 찰된다.이러한 산화막의 변화가 응력부식균열

민감성의 증가와 큰 련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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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3.2.1.5.TEM imagesforoxideobtainedin(a)ammoniaand(b)ammonia+PbOat

315
o
C. 

Fig.3.2.1.6은 PbO 가 있거나,없는 0.1M NaOH 용액에서 침지실험을 한 시편에

해서 분석한 TEM-EDS결과이다.암모니아 용액과 마찬가지의 경향을 보여 다.

PbO가 첨가됨에 의해 외부 니 산화물의 조성이 변화하면서 크롬 성분이 많은 치

한 산화막이 나타나지 않는데,이것이 응력부식균열 항성에도 큰 향을 미치

는 것으로 단된다.이상의 결과를 요약하여,Fig.3.2.1.7에 나타냈다.

(a) (b)

Fig.3.2.1.6.TEM-EDSresultsforoxideobtainedin(a)0.1M NaOH and(b)0.1M NaOH

+PbOat315
o
C.

납이 용액에 첨가되어 산화막에 납성분이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고찰하기 해,

XPS(X-rayphotoelectronspectroscopy)분석과 열역학 인 계산을 시도하 다.

Fig.3.2.1.8은 암모니아 +PbO 용액에서 형성된 산화막에 한 XPS를 이용한 납

성분의 depthprofile이다.XPS용 결합력 표[4]를 이용하면,산화막 내부의 납은

PbO와 속 Pb로 구성되어 있고,그 양은 산화막 내부로 들어가면서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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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1.7.Schematicdiagram showingoxidestructurewithandwithoutPbO in

milealkalinesolution. 

Alloy600의 부식 보다 높은 납의 산화환원 에 의해 납이 Alloy600표면

에 착되어, 속 납은 찰되며,PbO는 납 이온의 산화 혹은 환원되어 착된 납

의 산화,첨가시킨 PbO 자체로부터 유발되었을 것이다.이는 앞서 응력부식균열 시

험결과와 분극곡선 결과에서 측한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a) (b)

Fig.3.2.1.8.XPSresultofPbelementforoxideformedinammonia+PbO solutionat

315
o
C.

Fig.3.2.1.9는 암모니아 +PbO 용액에서 형성된 산화막 내에 있는 니 성분의

XPS를 이용한 depthprofile이다.산화막 표면에서 Ni의 산화막 성분과 속 성

분이 모두 감소하 다.만일 납이 Alloy600표면에서 환원이 되었다면,니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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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만이 감소해야 할 것이다.하지만 산화막의 니 성분의 감소가 함께 찰 되

었다.반면 크롬의 경우, 속 성분은 거의 존재하지 않고,산화막 성분의 크롬만이

발견되었다.이는 크롬의 산소와의 강한 반응성에 기인했을 것이다.

(a) (b)

Fig.3.2.1.9.XPSresultsfor(a)Nielementand (b)Crelementobtained from oxide

formedinammonia+PbOsolutionat315
o
C.

납으로 기인하는 표면에서 일어날 수 있는 8개의 반응식을 고려하여 열역학 인

가능성을 평가하 다.열역학 자료와 용해도 자료[1,2]를 근거로 하여,니 과 납 이

온의 농도가 각각 10-6몰,00045몰일 때,315oC에서 반응식 (1)의 정반응은 가능하

다.이 반응식을 결함화학식으로 다시 쓰면 반응식 (9)와 (10)과 같다.반응식 (9)와

(10)을 더하면,반응식 (11)이 얻어진다.즉,니 산화막의 니 자리에 있던 니 이

용해되고,이때 생긴 니 공공과 납이온이 반응하여 산화된다.

반응식 (11)에 의해,Fig.3.2.1.9결과에서 얻어진 결과처럼 산화물 상태의 니 이

결핍될 수 있다.아울러,납이 유입됨에 의해 납과 니 의 lattice불일치에 의한 응

력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산화막의 부동태 특성이 하될 수 있다.반응식 (1)과

는 달리,반응식 (2)와 (3)은 역방향이 가능하다.즉,산화물 성분으로서의 Cr과 Fe

성분이 용해하고,납이온이 산화되는 반응은 불가능하다.반면,반응식 (4)~(6)에 나

타낸 납의 기화학 착반응은 모두 가능하다.

이로부터,납이 없을 때,Ni,Cr,Fe,O로 구성되는 산화막(특히 외부 덜 치 한

산화막,내부 치 한 산화막의 2 구조산화막)이 형성되지만,납이 용액에 유입되

면,납에 의해 산화물 내 있는 니 성분의 결핍이 발생되고, 한 납의 기화학

착이 발생하여 안정 인 산화막의 형성이 억제된다.더욱이 반응식 (7)과 (8)에 따

르면,315oC의 pH가 4.46보다 크고,원자력발 소 2차수처럼 용존수소의 양이 을

때에는 용액속에 있는 납이온과 착된 납은 산화될 수 있다.

++ +=+ 22 NiPbOPbNiO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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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
32 233 CrPbOPbOCr (2)

32
22

43 OFePbOFePbOFe ++=+ ++
(3)

++ +=+ 22 PbNiPbNi (4)

++ +=+ 23 3232 PbCrPbCr (5)

++ +=+ 22 PbFePbFe (6)

++ +=+ HPbOOHPb 22
2

(7)

22 HPbOOHPb +=+ (8)

-+ += 22
NiNi VNiNi (9)

NiNi PbPbV =+ +- 22
(10)

NiNi PbNiPbNi +=+ ++ 22
(11)

Fig.3.2.1.4와 Fig.3.2.1.6에서,납이 첨가되면,산화막 표면에서 주로 니 이 결핍

되는 것은,산화물 내 존재하는 니 과 납이온의 반응(반응식 (11))외에,Alloy600

의 주요원소인 속성분의 니 ,크롬,철의 용해와 납의 착에 련된 동력학 인

요인도 련되었을 것이다.

한 납의 착이 어려운 조건,즉,탈기를 하지 않은 조건에서 평가한 응력부식

균열 시험 결과와 류천이 시험 결과에서도 볼 수 있었던 것처럼,납의 착이 납

유기 응력부식균열 발생의 필요조건은 아니다.반응식 (1)은 납의 기화학 착

과 련이 없다.

실제 발 소에서는,2차측 물에 놓인 Alloy600의 부식 에 따라, 에서 고려

한 반응식들에 따라,Alloy600에 존재하는 산화막 에 납을 함유한 불순물들이

환원되어 속성분으로 달라붙을 수 있으며, 는 납이온이나,납산화물 형태로,산

화막 내부로 유입될 수 있다.이 게 유입된 납 성분들은,산화막을 치 하지 못하

게 만들어서,납유기 응력부식균열을 래한다.

(3)Alloy690과의 응력부식균열 특성비교

Table3.2.1.3은 0.1M NaOH 납 유무와 탈기 유무에 따른 Alloy600HTMA와

Alloy690TT재료에 한 SSRT시험결과이다.Alloy600의 경우 PbO가 첨가되면,

모두 응력부식균열 민감도가 크게 증가하여 응력부식균열 손 분율이 증가하 으

나,Alloy690의 경우,납의 유무와 탈기의 유무와 계없이,거의 응력부식균열이

발생하지 않았다.

Alloy600의 경우,탈기를 하지 않은 경우(용존산소 존재)에 비해,탈기를 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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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더 응력부식균열 민감도가 증가하 다.탈기를 하 을 때,용액 존재하는 납

이 Alloy600표면에 착될 수 있는 반면,탈기를 하지 않았을 때, 착이 가능하

지 않기 때문이다. 한 부식 가 부동태 피막이 안정 인 역에 놓인다.따라서

납의 향이 탈기를 했을 때보다 심하지 않다.그 더라도,납이 용액 존재하면

응력부식균열 민감성은 크게 증가한다.

Table3.2.1.3.SSRTtestresultsforAlloy600andAlloy690in0.1M NaOH as

functionsofPbOadditionanddeaeration.

Fig.3.2.1.10은 Alloy690에 해서 납 유무에 따른 표면산화막 분석결과이다.

Fig.3.2.1.6의 Alloy600처럼 납이 첨가되지 않았을 때에는 외부 니 이 많은 산화

막과 내부 크롬이 많은 내부 산화막이 찰된다. 한 납이 첨가되면 2 층 구조가

찰되지 않는다.반면,크롬의 성분이 Alloy600에 비하여 아직도 30~50wt% 정도

로 많이 분포하 다.이것이 납이 첨가된 0.1M NaOH에서 Alloy600과 가장 큰 차

이이다.0.1M NaOH에서 Alloy690이 납유기 응력부식균열에 강한 이유는 충분한

양의 크롬성분의 존재인 것으로 단된다.

2.5M(10wt%)NaOH 용액에서 납 유무,탈기 유무에 따른 SSRT시험결과를 table

3.2.1.4에 표시하 다.

Alloy600이 납응력부식균열에 매우 민감한 반면,Alloy690은 민감하지 않았던

0.1M NaOH 용액과 달리,2.5M NaOH 용액에서는 납이 첨가되지 않더라도,Alloy

690은 응력부식균열이 발생하고,납이 첨가되면 더 심각한 응력부식균열 민감성을

나타냈다.(Fig.3.2.1.11)반면 Alloy600은 0.1M NaOH에 비해 납유기 응력부식균열

민감성이 감소하 다.

Fig.3.2.1.12에 지 까지 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E-pH diagram에 Alloy600과

Alloy690의 응력부식균열 민감성을 표시하 다.Alloy600과 Alloy690이 응력부식

균열에 민감한 pH는 서로 다르며,Alloy690도 2.5M NaOH 에서는 매우 큰 민감

성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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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3.2.1.10.TEM-EDSresultsforthesurfaceoxideson Alloy 690in 0.1M

NaOH (a)withoutPbOand(b)withPbO.

Table3.2.1.4.SSRTtestresultsforAlloy600andAlloy690in2.5M NaOH as

functionsofPbOadditionanddeaeration.

Fig.3.2.1.11.Stress-straincurvesobtainedfrom Alloy690in

10wt% NaOH asafunctionofPbOaddition.



- 80 -

Fig.3.2.1.12.MapofSCCsusceptibilitywiththepH(T).

이처럼 강염기 용액에서 0.1M NaOH의 약염기성 용액에서의 결과와 큰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강염기 용액에서 안정한 산화막의 형태의 변화와 용해도의 차이와

한 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더 강한 염기성 분 기에서의 추가 시험과

형성된 산화막의 분석 등을 향후 진행하여 Alloy690의 응력부식균열 민감성을 보

다 정 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나.요약

Alloy600의 납 유기응력부식균열은 강알칼리 용액에 비해 약한 알칼리 용액에서

더 민감하게 나타났다.납응력부식균열 민감성이 감소하는 역의 pH는 10.4이상이

다.E-pH diagram 에 따르면,이 역은 NiO/NiO2
2-
(aq)와 PbO/HPbO2

-
(aq)의 경계

부근이다.NiO의 산화막 특성과 PbO의 산화막 특성이 바 는 알칼리 용액에서 납

의 향이 달라지는 것이다.탈기를 하지 않았을 때보다 탈기를 했을 때 납유기 응

력부식균열 민감성은 더 크게 나타났다.탈기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용존산소에 의

해 부식 가 높아서,납의 환원이 어려워진다.하지만 탈기를 하지 않았을 때에도

Pb의 효과는 상당히 크게 나타났다.이는 납이 환원되어 향을 주는 것 이외에,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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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온의 형태로 산화막을 변화시켜 응력부식균열 항성을 감소시키기 때문이다.

납이 없을 때,외부 덜 치 한 니 성분이 많은 산화막과 내부 치 한 크롬성분

이 많은 산화막의 2 구조로 산화막이 형성되지만,납이 용액에 유입되면,납에 의

해 산화물 내 있는 니 성분의 결핍이 발생되고, 한 납의 기화학 착이 발생

하여 안정 인 산화막의 형성이 억제된다.납이 첨가되면,산화막 표면에서 주로 니

이 결핍되는 것은,산화물 내 존재하는 니 과 납이온의 반응 외에,Alloy600의

주요원소인 속성분의 니 ,크롬,철의 용해와 납의 착에 련된 동력학 인 요

인도 련되었을 것이다.

Alloy690은 0.1M NaOH 용액에서는 납의 존재 유무와 계없이,응력부식균열

항성을 나타냈다.충분한 양의 크롬성분에서 비롯된 크롬산화막의 존재와 큰 연

성이 있는 것으로 단된다.반면 2.5M NaOH 용액에서 납 존재시,매우 심한 응

력부식균열 민감성을 나타냈다.납이 존재하지 않더라도,상당한 응력부식균열 민감

성을 보 다.Alloy690의 응력부식균열 특성에 해,pH별,납 농도별 보다 면 한

연구가 필요하다.

1.2용액 도도 평가

응력부식균열은 응력,재료,환경의 조합에 의해 발생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응력과 재료가 고정되어 있다면,온도,용액,부식 등의 환경 요인에 의

해 응력부식균열 민감성이 결정될 것이다.따라서 용액의 특성을 결정하는 요인 ,

용액 도도에 한 평가 한 필요하다.

Table3.2.1.3은 상온에서 측정한 용액 기 도도 결과이다.순수는 매우 작은

도도를 나타낸다.Table3.2.1.2의 응력부식균열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순수에서

찰한 SCC비율은 0이다.반면,PbO가 첨가되면,이온화되므로, 도도가 훨씬 증가

한다.SCC시험결과에서도 약 83%의 응력부식균열이 발생한다.그러나 용액 도도

가 더 크다고,응력부식균열 민감도가 증가하는 것은 아닌 듯하다.즉,10wt%

NaOH +PbO조건은 도도가 훨씬 더 크지만,SCC비율과 상반되는 경향을 나타

내는 연신율은 더 증가한다. 한 용액 도도가 매우 클 것으로 상되는 40wt%

NaOH +PbO조건에서도 역시 SCC비율은 25%에 불과하다.

한 0.01M Na2SO4용액은 용액 도도가 순수에 비해 매우 크다.그러나 이 경

우에도 응력부식균열은 일어나지 않는다.반면,0.01M Na2SO4+0.01M NaHSO4용

액에서는 약 16%의 응력부식균열이 발생한다.이상의 결과에서 응력부식균열의 발

생을 해서는 어느 정도의 용액 도도는 필수 인 것으로 생각되지만,어느 정도

의 용액 도도를 갖는 용액에서는 SCC민감성을 유발하는 유해원소의 유해도에 따

라 응력부식균열 민감도가 결정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2차측 응력부식균열을 가장 잘 설명하는 slipdissolution/repassivation모델 [5]

에 따르면,슬립면에서 슬립이 일어나, 속표면이 용액에 노출되어,용액의 용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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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나고,이와 함께,부동태피막이 형성되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균열이 한다.

만일 용액 도도가 0이라면,지속 인 속의 용출과 피막의 형성이 가능하지 않아

서,일련의 기화학 반응이 일어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실 으로,용액 도도가 0일 수는 없고,항상 속이온의 용해도가 존재

하므로,모든 용액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어느 정도의 용액 도도를 나타내게 된다.

그 용액 도도에 따른 도를 한 장애물이 기화학반응을 한 구동력보다 크다

면,응력부식균열은 지속되지 못할 것이다.

분석항목

시료번호
기 도도(mS/cm,24.3℃)

H2O 0.05μS/cm

H2O+5,000ppm PbO 34.5±0.8

10wt% NaOH 330.0±1.4

10% NaOH+5,000ppm PbO 316.1±4.2

Table3.2.1.3.Electricalconductivityofsolutionatroom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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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SG 열 열, 설 측모델 개발

2.1.단일균열제작 기술확보

  응력부식 균열(Stress corrosion cracking, SCC) 결함은 가진 증기발생기에서의 냉각

수 설 거동을 평가하기 하여 균열의 길이를 5 mm내외로 제어한 결함 을 제작

하 다.

   설 실험을 하기 한 목 에 맞게 alloy 600 HTMA 열 시편을 250 mm의

길이로 자른 후 잘라 표면의 기름기를 제거하기 해 아세톤에 2분간 세척하고 에

틸알코올 용액에서 세척한다. 불활성 분 기가스(아르곤 96%+수소 4%)로 유지되는

불활성 환경의 열처리로에서 600 
o
C/36~ 48 시간 유지한 뒤 수냉한다. 민화 열처

리 하는 과정에 시편의 강도 하가 일어나 설량 측정/ 열압력 측정 시에 향

을 주어서는 안 되는데 이는 상기의 열처리 과정에서 재료의 항복강도 하는 생기

지 않는다는 보고(1)에 기 하여 열처리 조건을 설정하 다.  

  Fig. 3.2.2.1과 같은 장치를 사용하여 내부에 기체 압력을 걸어주고 외면은

부식용액에 노출되도록 하 다. 

Nitrogen tank

Booster
Pump

Pressure
Transducer

Pressure
Gauge

Protector

Solution contact

Fig.3.2.2.1SchematicofSCCdevelopmentfacility

  기체의 압력은 10 MPa(1500 Psi) 내외로 발 소 증기발생기의 내 외면의 압력

차와 비슷한 값이 되게 하 다. 부식용액은 상온의 0.1 M sodium tetra thionate 

(Na2S4O6)용액을 사용하 으며 실험용액은 건조하지 않도록 일정 주기로 보충하여

주었다. 한쪽 끝에 설치된 압력계에서 지시되는 압력 값이 떨어져 통결함이

생성되는 시 까지 실험하 다. 

  Fig. 3.2.2.2는 결함을 생성하기 해 시편의 일정 면 만 부식 용액에 노출되게

하고 다른 부 는 테이 로 처리한 모습의 개략도와 시편의 실제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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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2.2Drawingandphotographoftestjigforlocalexposureof

corrosivesolutiontofabricateSG tubewithOD crackasleaktest

specimen

 

Fig.3.2.2.3PhotographoftestfacilityforSCCfabrication

  운 인 증기발생기에서 발견되는 결함과 비슷한 길이에서의 설량 측정실험

을 해 3 mm ~ 5mm 길이의 결함을 제작하고자 하 으며 결함 생성 후 비 괴 검

사결과 제작한 결함의 길이는 2mm에서 9mm정도의 분포를 갖는다. 결함생성 시간

은 통결함이 생성되어 내부 가스 압력이 떨어지는 시 까지로 하 으며 약 41시

간에서 670시간까지 시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제작한 결함 의 정보를 Table 

3.2.2.1에 요약하여 정리하 다. 

  길이가 5 mm내외인 응력부식 균열(Stress corrosion cracking, SCC)결함을 생성시킨

20개의 결함 제작을 성공(Fig. 3.2.2.4)하고 동 시편으로 여러 압력에서 설

열 실험을 수행하 다(Table 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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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3.2.2.1TestconditionandresultsofODSCCfabr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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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of Corrosion Control and Protection Technology 
for Nuclear Materials under Complex Enviro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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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 증기 생기 열 / 열거동 평가를 통한 원 안 가동 조건확립
작조건: 1)튜 단(250-300mm)      2) 민화 열처리(600oC/36-48hrs, Ar+H2 gas)

3)튜 내,외면 부식용액 노출(1M, sodium tetrathionate)
4)결함 작 실험(튜 내에 압력가함, 응력부가장치 사용)

결함 작 법
- ODSCC

OHP film
Carbon felt

- IDSCC

* Tube내에 삽입

결함예상
위치

stress

stress결함예상
위치

Fig.3.2.2.4EstablishmentofsingledominantODandIDcracks

  

  2차 설량은 1차와 동일 압력인 경우라도 그 양이 크며 이는 발 소 증기발생기

열 결함도 내부압력 증가 감소의 과정에 따라 같은 운 압력이라도 시일 경과

에 따라 설량이 증가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결과이다(Fig. 3.2.2.5).

  Fig. 3.2.2.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열 실험 과정에서 균열이 많이 벌어진 결함의

경우에는 내.외면의 COA차이가 작았다.

Fig.3.2.2.5Comparisonbetweenleakratesmeasuredatthesamepressure

ofthefirstandsecondt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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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56077-Flaw2-OD

KY56077-Flaw2-ID

vKY56077-Flaw 2

§Max. Pressure

• 5500psi (37.93MPa)

§Crack Length

• OD: 6.31mm

• ID : 5mm

§COA

• ODCOA: 6.834mm2(ODCOA-2)

• IDCOA: 2.347mm2(IDCOA)

v Opening이 큰 결함은 OD와 ID의 결함길이와 내 /외면의 COA가 차이 적음

ODCOA-1
ODCOA-2

v파열누설실험 후 COA측정-OD결함관

IDCOA

Fig.3.2.2.6COAofIDandODsurfaceofODcrackafterburstpressuretest

  한편, Fig. 3.2.2.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열압력 측정 후 COA 찰결과 OD결함

은 외면의 COA는 크나 내면에서의 COA는 작아 설에 미치는 균열 개구면

의 차가 큼을 발견하 다. 

KY56077-
Flaw1-OD

vKY56077-Flaw 1

§ Max. Pressure

- 5500psi (37.93MPa)

§ Crack Length

- OD: 6.91mm

- ID : 2.72mm

§ COA

- OD: 2.928mm2

- ID: 0.647mm2

KY56077-
Flaw1-ID

v OD결함관: OD결함길이 및 OD의 COA가 ID의 그것에 비해 매우 큼

v파열누설실험 후 COA측정-OD결함관

Fig.3.2.2.7COAofODandIDsurfaceofSCCcrackwithlargeopening

  ID 결함은 길이가 짧고 설 실험 내압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길이의 OD

결함 에 비해 훨씬 큰 설량을 보 다(Fig. 3.2.2.8). 이는 설량 리의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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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소에 발견되는 결함 ID결함(PWSCC)의 리가 요함을 의미한다. 

Fig.3.2.2.8DifferenceofleakrateofIDandODcracks

    2.2. 열/ 설 측모델 개발

      가. 국내외 설률 측모델 비교/분석

      (1) 이상유동 모델

  이상유동 모델에는 표 으로 EPRI에서 개발한 PICEP code와 Battelle 연구소에

서 개발한 SQUITR code 등이 있다. 이상유동 모델의 경우 상변화, 마찰에 의한 압

력 강하 등 여러 변수를 고려하지만 련된 변수가 많기 때문에 설률을 정확히

측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다. 

 

      (2) 단상유동 모델

  식 (3.2.2.1)은 표 인 단상유동 모델인 Bernoulli 이론 유량식이다. 이미 ANL과

Framatome에서는 이 Bernoulli 유량식을 기반으로 COA(Crack Opening Area) 측식

과 실험 기반의 유동계수를 결정하여 설률 측모델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두 모델의 유동계수가 각각 0.6과 0.17로 차이를 보임에 따라 실제 원 에 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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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TubeID Direction 
Pressure

Δp(MPa) 

Measured 

Leak-Rate

Q(l/min) 

Crack

Length

(mm) 

Measured

COA

(mm2) 

비고 

1
KY56065 Axial 31 25.72 　 　 Flaw1 

KY56065 Circumferential 26.2 0.81 　 　 Flaw2 

2 KY56066 Axial 20 4.95

3.51 0.059 Flaw1 

3.766 0.038 Flaw2 

11.1 2.073 Flaw3 

3 KY56068 Axial 19.3 0.458
15.04 0.648 Flaw1 

7.29 0.282 Flaw2 

Table3.2.2.2LeakrateofSGtubespecimens

×




∆
(3.2.2.1)

  여기서, K는 유동계수이며, 는 유체의 도이다.  Framatome 측식의 경우 설

률을 측정한 실험 방법이나 유량계수의 도출 과정 등이 명확히 언 되지 않으나

ANL의 경우 균열길이와 유량계수의 도출과정이 기술되어 있다.  ANL에서는 축방

향 통균열에 해 Zahoor이 제시한 식 (3.2.2.2)를 이용하여 설률을 측하고 있

다. 한, 원주방향 통균열에 해서는 Paris/Tada가 제시한 식 (3.2.2.3)을 사용한

다. 그러나 Paris/Tada Model은 소규모항복 조건에 해 제시하고 있으며, 굽힘의

향이 큰 경우 균열면에서 규모 항복이 일어나는 것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3.2.2.2)




 (3.2.2.3)

  본 연구에서는 두께가 얇은 열 의 기하학 인 특성과 운 환경 등을 고려했을

때 복잡한 이상유동 모델 신 간단한 단상유동 모델인 Bernoulli 유량식을 사용하

는 것이 보다 효율 이며 합하다고 단하 으며, COA 측을 해 선행연구에

서 자체 개발한 식을 채택하 다.

      나. 설률 측정

  설률 시험은 총 10개의 시편(KY56065, KY56066, KY56068, KY56069, KY56070, 

KY56072, KY56077, KY56078, KY56079, KY56080)에 하여 수행하 으며 통균열

의 방향, 압력차이, 측정한 설률, 균열길이, 측정한 COA를 Table 3.2.2.2에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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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KY56069 Circumferential 20 0.07965

8.586 0.069 Flaw1 

7.269 0.23 Flaw2 

4.13 0.027 Flaw3 

5 KY56070 Circumferential 17.24 0.11573
6.97 0.123 Flaw1 

6.02 0.082 Flaw2 

6 ky56072 Circumferential 34.5 0.99752 5.79 0.27 Flaw1 

7 ky56077 Multi-axial 27.59 0.92725

5.84 0.329 Flaw1 

2.02 0.029 Flaw 1-1

5.19 0.48 Flaw2 

6.47 0.102 Flaw3 

4.91 0.027 Flaw 4

- - Flaw 5

8 ky56078 Multi-axial

15.17
2.46E-05 2.67 0.01147 1st test-flaw 1

9.16E-05 3.17 0.0109 1st test-flaw 2

9.66
1.26E-04 2.68 0.0116 2nd test-flaw 1

1.76E-04 3.15 0.01227 2nd test-flaw 2

9 ky56079 Single-axial 13.79 4.33E-05 4.72 0.01267 flaw 1

10 ky56080 Single-axial
9.66 1.74E-05 12.39 0.19629 1st test-flaw 1

8.28 3.66E-04 12.28 0.18568 2nd test-flaw1

 

      다. COA 측

  Fig. 3.2.2.9는 KY56066의 설 실험 후 사 사진이다. 한 개의 시편에 여러 균열

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균열들을 단일 균열로 단하여 설률을

측할 경우 실제 설률과는 그 값이 상이할 것으로 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이들 균열 각각에 한 COA를 결정하고 이에 한 설률을 측하여 합산하는

방식으로 체 설률을 측하 다. 본 연구에서는 균열면의 형상을 타원으로 가

정하고, 선행연구를 통해 제시된 참조응력 기반의 COD 결정식과 균열길이를 이용

하여 COA를 계산하 으며, 축방향 원주방향 통균열에 해 각각 식 (3.2.2.4)

와 (3.2.2.5)로 표 된다.














exp
 





(3.2.2.4)









  


exp
 






(3.2.2.5)

여기서,  


××, c는 균열길이의 1/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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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men ID
Pressure

(MPa)

Measure Q

(l/min)

ANL Q

(l/min)

SKKU Q, 

K=0.6 (l/min)

SKKU Q, 

K=0.2 (l/min)

KY56066 20 4.95 9.32 13.75 4.58

KY56068 19.3 0.458 0.38 0.38 0.13

KY56069 20 0.07965 0.055 0.07 0.02

KY56070 17.24 0.11573 0.04 0.04 0.01

KY56072 34.5 0.99752 0.203 0.957 0.319

KY56077 27.59 0.92725 5.692 8.734 2.911

KY56078 15.17 0.000302 0.055 0.052 0.017

KY56079 13.79 0.0000433 0.043 0.043 0.014

KY56080 9.66 0.0000174 0.132 0.127 0.042

Table3.2.2.3Comparisonofleakrateestimatedvariousmodels

Fig.3.2.2.9PhotographofSCCcrackafterleakratetest(KY56066)

      라. 설률 측결과

  COD 결정식을 통해 계산된 COA와 9개의 설률 측정 실험결과를 반 하여 유

동계수를 0.2와 0.6으로 제시하 다. 유동계수가 0.2일 때의 측값과 ANL 모델[2.1]

의 측값을 비교하면 Table 3.2.2.3 Fig. 3.2.2.10-(a)와 같이 나타난다. 체 으로

제시된 모델이 ANL의 모델보다 더 잘 맞으나 설률이 작은 구간(1 l/min이하)에서

는 ANL의 모델보다 편차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 유동계수가 0.6일 때는

두 개의 시편에서 편차가 크지만 설률이 작은 구간(1l/min 이하)에서는 유동계수

가 0.2일 때 보다 훨씬 편차가 작다. 편차가 큰 두 개의 시편은 작용압력에서 COA

값의 탄소성 성분비가 다른 시편과는 다른 경향을 갖는 것을 확인하 다. 두 시편

을 제외한 다른 시편은 COA의 탄성성분이 지배 이지만, 편차가 있는 두 시편은

소성성분이 지배 인 특징을 갖는다. 이에 따라 COA의 성분비에 따라 유동계수를

다르게 용해야할 것으로 단되며 향후 추가 실험결과를 이용하여 이를 정량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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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10-(a) Leak rate estimated from the model developed in 

this work and by ANL (K = 0.2)

Fig.3.2.2.10-(b)Leakrateestimatedfrom themodeldevelopedinthis

workandbyANL(K=0.6)

      마. 설모델 개발

  균열 마모 결함이 존재하는 증기발생기 열 에 한 구조건 성과 설건

성 평가 로그램을 개발하 음. 이 로그램은 열 열 실험 설 실험결

과를 반 하고 괴역학 개념을 도입하여 ES-SGT(Evaluation System for Steam 

Generator Tubes)을 개발하 다. 

  이 로그램을 이용하여 구조건 성 평가 분야에서 첫 번째 내용으로 균열이 존

재하는 경우 세 에 균열이 존재하는 경우 선행연구를 통해 제안된 측식들을 이

용하여 열압력, J- 분, COD를 측할 수 있다.  

  마모결함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1) 세 에 마모결함이 존재하는 경우, 결함 형상

에 따라 열압력 측 가능하고, (2) 하한계 값을 고려한 측모델을 이용하여 보

수 인 열압력 평가를 수행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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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2.11ES-SGTprogram mainmenu

  

Fig.3.2.2.12 Modulesforestimation ofburstpressure ofSG tubeswith

axial/circumferentialcracks(through-wallandsurfacecra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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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2.13Modulesforestimation ofJ-integraland COD ofSG tubeswith

axial/circumferentialcracks(through-wallandsurfacecracks)

 

  

Fig.3.2.2.14ModulesforestimationofburstpressureofSG tubeswithelliptical,

wedgeandrectangularweardefects

  설건 성 평가의 성과로서, Fig. 3.2.2.15와 같은 입력값을 넣어 설률 측을

수행할 수 있으며, 여러 개의 세부 균열을 고려한 설률 측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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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2.15ModuleforestimationofleakrateofSGtubewith

through-wallcrack

열/ 설 측모델 개발결과 아래와 같은 결론을 얻었다.

� 구조건 성 평가의 경우 상균열의 형상은 총 4가지 형태로써, 축방향 원주

방향 통균열, 축방향 원주방향 표면표면 균열임. 

� 구조건 성 평가의 경우 상결함의 형상은 총 3가지 형태로써, 타원형, 웨지형, 

사각형임. 한 하한계값을 고려한 측모델을 이용하여 보수 인 열압력 평

가를 수행할 수 있음.

� 설건 성 평가의 경우 상균열의 형상은 총 2가지 형태로써, 축방향 원주

방향 통균열임. 여러 개의 세부균열을 고려한 설률 측이 가능하며, 보수

인 평가를 해 하한계 유동계수를 용하여 설률 측을 수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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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SG 열 denting 시험

  3.1 SG 열 dent 모사 시험

      가. Dent 모사 장치 개발

  틈새 크기에 따른 덴 실험은 용량이 1Gal인 티타늄 오토클 이 에 Alloy600 

열 을 부착하여 오토클 이 에는 실험용액, 내부에는 순수를 넣어 수행하

다. Alloy600 열 주 에 부착하여 틈새를 형성하는 링은 SA508 탄소강으로 제

작하 다. 오토클 이 뚜껑 로 십자 유니언을 설치하여 온도계를 2개 삽입하고, 

용량이 1000W인 카트리지 히터를 삽입하여 내부 온도를 별도로 가할 수 있도록 설

계하 다. 이러한 실험 장치의 개략도와 탄소강 링의 형상과 치수를 Fig. 3.2.3.1에

나타내었다. 

  틈새의 온도를 측정하는 온도계는 오토클 이 뚜껑의 방열 을 통해 오토클

이 내부로 넣은 뒤, 각각의 탄소강 앙에 구멍을 내어 틈새의 온도를 측정하도

록 하 다. 온도는 2차측의 경우 280℃, 틈새 290℃, 열 내부 300℃로 유지하

다. 오토클 이 내부의 용액 농도는 0.1 fold seawater (0.35wt.% NaCl) + 0.2M 

CuCl2에 HCl 로 pH를 3.0으로 조 하 고, 열 내부에는 순수를 넣어 압력 유지

와 함께 카트리지 히터를 보호하 고, 용액 내의 산소 농도는 별도의 제어를 하지

않고 원 용액 속의 용존산소 농도에서 실험을 수행하 다. SA508 탄소강 링은 120°

간격으로 3축으로 고정하여, 탄소강 시편과 열 사이의 틈새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하 다. 탄소강 시편과 열 사이의 틈새 간격은 50㎛, 100㎛, 200㎛

3가지로 하 고, 200㎛의 틈새 간격을 가지는 시편은 2개를 비하여 1개는 나머지

시편들과 같이 , 아래로 용액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하 다. 하지만, 다른

1개는 에 Alloy600 을 받쳐 로는 용액의 출입이 가능하나, 아래로는 틈새를

막아 용액의 흐름을 제한하도록 하 다. 이는 원자력발 소 증기발생기에서

(tube sheet)과 같은 상태를 모사하기 한 것이다. 실험시간은 총 6주 으며, 2주마

다 실험을 멈추고 보어게이지 (bore gauge) 로 내경을 측정하 다. 열 내경 측정

은 탄소강 , 간, 아래를 10mm 간격으로 하여 측정하 고, 기 방향과 45, 90, 

135° 되는 곳에서 내경 데이터를 얻은 후에 측정값의 평균을 사용하 다. 

  염소이온 농도에 따른 실험은 용액을 3ppm, 35,000ppm NaCl의 2가지 농도를

비하여 실험하 다. 이 때 틈새 간격은 100, 200㎛ 2가지로 만들었으며, 앞의 실험

과 마찬가지로 200㎛ 간격의 시편은 2가지를 비하여 지지 와 두 곳을 모

사하여 실험하 다. 실험은 2주간 진행하 고, 1주 간격으로 보어게이지를 이용하여

내경을 측정하고, 변화를 찰하 다. 내경 측정은 기 방향과 90° 돌린 방향, 두

곳의 측정값의 평균을 사용하 다. 

  덴 부식을 억제하기 하여 부식 억제제로 개발된 니 보라이드(NiB)의 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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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하기 해 5,000ppm NaCl (pH=3) 농도의 용액에 4g/L의 니 보라이드 분말을

넣고 실험하 다. 틈새 간격은 이 실험들과 마찬가지로 100㎛, 200㎛, 200㎛ + 

Alloy600 의 3가지 종류를 비하여 실험하 다. 실험 기간은 2주 고, 실험 과 1

주 후, 실험 종료 후 내경을 보어게이지로 측정하여 변화를 찰하 다. 

  각 실험이 종료된 후 시편을 단하여 연마한 다음 주사 자 미경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 JEOL-6240)으로 부식생성물을 찰하고, SEM에 부착된

에 지 분산형 X선 분 기 (Energy Dispersive X-ray Spectroscope (EDS))로 조성 분

석을 하 다. 부식생성물 조성을 찰하기 한 X-ray 회 패턴은 XRD (Rigaku, 

D/MAX-3C, Cu Kα)를 이용하여, 10°～80°사이를 0.02°간격으로 35kV, 15mA조건에서

수행하 다.

(a) (b)

Fig.3.2.3.1.Schematicsshowing(a)alayoutofspecimensettinginaautoclave,and(b)

shapeanddimensionsoftheSA508ring

      나. Dent에 한 crevice 간격의 향

  시험은 0.35wt.% (0.1fold) seawater + 0.2M CuCl2 용액에 pH를 HCl로 3.0으로 조

한 후 시편을 넣고, 6주간 실험하 다. 실험 온도는 2차측 bulk 부분은 280℃, 

crevice 역의 온도는 290℃, Alloy600 열 내의 온도는 300℃이었다. 실험

bore gauge를 이용하여 측정한 Alloy 600 내경과 2주 간격으로 측정한 동일 tube 내

경을 비교하여 덴 부식 속도를 측정하 다. 실험이 끝나면, 각각의 crevice 간격을

가지는 SA508 링 디스크의 가운데 부분을 단하여, SEM/EDS로 찰하 다. 

  Fig. 3.2.3.2는 시험기간에 따른 덴 정도를 내경변화로 도표에 나타낸 것이다. 그

림에서 A는 50㎛, B는 100㎛, C는 200㎛의 crevice 간격을 가지는 탄소강 링이고, D

는 200㎛의 crevice 간격을 가지고 아래면에 Alloy600 을 부착하여 tube sheet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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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모사한 탄소강 링의 내경 변화이다. 이 그림에서 보면 각 방향별로 모두 덴 이

일어났으나 그 정도는 방향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다. 덴 크기는 6주까지 계속

성장하 으며, 기간이 지남에 따라 덴 속도는 어듦을 알 수 있다.

(a)                                  (b)

(c) (d)

Fig.3.2.3.2.Alloy600tubeI.D.variationwithangulardirectionsandwithaperiodof

timewhenacrevicegapis(a)50㎛ (b)100㎛ (c)200㎛ (d)200㎛+Alloy600plate

  Fig. 3.2.3.3은 각 crevice 간격별로 4가지 방향의 열 내경 변화를 평균하여 시

험기간에 따라 변화추이를 EPRI에서 수행한 연구결과와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EPRI에서 수행한 실험 isothermal capsule 실험은 탄소강 시편을 1fold seawater + 

0.2M CuCl2 용액을 넣은 Alloy600 capsule 안에 넣고 하여 288℃에서 수행하

다. 이 실험은 안쪽의 탄소강과 바깥쪽의 Alloy600 사이의 crevice에서 만들어지는

부식생성물이 Alloy600을 부풀게 (bulging) 실험이었음. Heated crevice 실험은 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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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과 유사한 장치 구성을 하여 0.1wt.% seawater + 1.0X10
-3

M CuCl2 + 1.0X10
-3

M 

NiCl2 용액, 282-293℃ 온도 조건에서 실험한 것이다. Fig. 3.2.3.3에서 EPRI의 heated 

crevice 조건에서 얻은 실험결과와 비교해 보면, 본 연구에서의 비슷한 crevice 간격

에서 얻은 결과와 덴 정도가 비슷함을 알 수 있으나, capsule 조건에서는 본 연구

에서의 crevice 간격이 200㎛이고 support plate를 부착한 tube sheet를 모사한 기결

과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시험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EPRI 결과는 거의 직선

으로 계속 증가하나 본 연구결과에서는 2주 후 거의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 

Fig.3.2.3.3.Variationofdegreeofdentinganddentingcorrosionratewitha

periodoftesttime,andcomparisonofthem betweentheresultsofEPRI

testsandthepresentone.

  한, 체 으로 crevice 간격이 클수록 덴 속도 정도가 빠르고 높으며, 아

래쪽을 막아 tube sheet를 모사한 시편에서 덴 속도가 가장 빠르다. 이는 아래 부

분이 막 있기 때문에 기에는 용액의 유동에 의한 sludge의 손실이 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되며, 2주 후에는 덴 속도가 격히 감소하는 것은 반 로 아래 부분

이 막 있기 때문에 crevice 내부로 신선한 용액의 공 이 제한되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따라서, 증기발생기의 tube sheet 부분이 가장 덴 에 취약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Fig. 3.2.3.4는 표 으로 crevice 간격이 100㎛ 200㎛인 경우, 덴 실험후 시

편의 가운데를 단하여 단면을 주사 자 미경(SEM)으로 찰하고, EDX (Energy- 

Dispersive X-ray Spectroscopy)로 분석한 결과임.  모든 경우, crevice 내부에 부식생

성물이 가득 차 있으며, 이들의 주성분이 철산화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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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508Alloy600 Alloy600SA508

(a) (b)

Fig.3.2.3.4.SEM morphologyandchemicalcompositionofcorrosionproduct

accumulatedinthecrevicesdeterminedbyEDXobtainedinasolutioncontaining

3,500ppm Cl-.(a)100㎛ and(b)200㎛ crevices.

  

  3.2 SG 열 denting에 한 불순물, 온도 향 평가

  염소이온 농도를 NaCl 농도로 3ppm, 3,500ppm, 35,000ppm 으로 변화시켜 2주간

Alloy600의 내경 변화를 찰하 다. Crevice geometry는 100㎛, 200㎛으로 하 고, 

200㎛은 , 아래가 모두 열린 구조를 가지는 타입과 아래쪽에 Alloy600 을 부착

하여 쪽으로만 열린 구조를 가지는 타입으로 나눠서 실험함. 실험온도는 2차측

bulk 용액이 280℃, crevice가 290℃, 열 내부온도가 300℃가 되도록 설정하여

실험하 다. 20mm 높이의 SA508 링 디스크를 부착하 고, 탄소강 링 간의 간격은

20mm 다. 내경측정은 실험 , 1주 후, 2주 후 등 총 3번 측정하 다.

  Fig. 3.2.3.5는 chloride 농도에 따른 Alloy600 열 의 내경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A는 100㎛, B는 200㎛, C는 200㎛ crevice 간격에 아래쪽은 tube sheet를 모사하기

해 Alloy600 을 부착한 탄소강 링 부 의 열 내경변화이다. 2주 동안 실험

한 결과를 보면 3 ppm의 NaCl 농도에서 실험한 시편에서는 덴 이 일어나지 않았

다. EPRI 연구진은 산소와 염소 농도가 25 (ppm)2 이하면 덴 이 거의 일어나지 않

는다고 보고하 다. 본 실험에서는 산소는 조 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7∼8 ppm의

값을 갖는다고 가정하면, 염소이온 농도가 3 ppm에서는 산소와 염소이온 농도의 곱

이 21∼24 (ppm)2 이하가 되어 덴 이 일어나기 한 임계값에 미치지 못하여 열

내경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Fig. 3.2.3.5(a)에서 보면 측정오차 범 에

서 덴 이 거의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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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3.5.TubeI.D.variationwithchlorideionconcentrations.(a)3ppm,(b)35,000ppm

  

    

  반면, 3,500 ppm, 35,000 ppm NaCl 농도에서는 덴 이 찰되었음.(Fig. 6(b) 참조) 

NaCl 농도가 높을수록 내경변화가 컸다. 이는 bulk 용액에서 NaCl 농도가 높아질수

록 틈새에 축 되는 염소이온 농도가 높아져, 철의 부식을 진시킨 결과로 보인다. 

100㎛ 간격의 틈새에서는 링의 아래쪽 부분에서 가장 크게 변형되었고, 200㎛ 간격

의 틈새에서는 가운데 부분의 내경이 가장 크게 었다.

  염소 이온 농도에 따른 경향은 다음의 산소와 염소 이온의 존재 하에서 일어나는

철의 부식반응으로 고찰해 보면, 염소이온 농도가 높을수록 음극에서는 (1) 반응에

의해 산소의 환원이 진되고, 양극에서는 (2), (3) 반응에 의해 FeCl2형성이 많아지

고, FeCl2는 가수분해되어 Fe3O4와 HCl로 되어 산성 환경을 만들어 다시 부식을 가

속시키게 되는 것이다. 즉, 염소 이온 농도가 높아지면, 마그네타이트를 형성하는

속도 한 높아져 염소 이온의 증가가 덴 속도를 가속시키게 되는 것으로 생각된

다. 

음극 : O2 + 4e- + 4NaCl + 2H2O → 4NaOH + 4Cl-         (3.2.3.1)

양극 : Fe + 2NaCl → FeCl2 + 2Na
+
 + 2e

-
                   (3.2.3.2)

      3FeCl2 + 4H2O → Fe3O4 + 6HCl + H2                     (3.2.3.3)

  Fig. 3.2.3.6은 실험기간에 따라 각 간격의 틈새에서 염소이온 농도변화에 따른

열 의 내경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틈새 간격이 가장 작은 100㎛의 경우 3,500 

ppm과 35,000 ppm NaCl 농도에서 높은 염소이온 농도임에도 불고하고 내경 변화속

도가 1주 후부터는 거의 없었다. 이는 틈새 간격이 상 으로 작아 기에 빠르게

일어난 부식에 의하여 생성된 부식생성물이 이미 틈새를 메워 버렸기 때문에 틈새

내부로의 신선한 용액의 침투에 한계로 인한 철의 산화를 일으키는 이온 종들의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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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극히 제한되어 2주가 지나면서 덴 부식 속도가 어들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반하여 틈새 간격이 200㎛일 경우에는 덴 부식으로 인한 내경 감소가 시험기

간이 지날수록 증가하 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에서 보면 염소이온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그리고 틈새의 간격이 증가함에 따라 덴 의 정도와 속도가 커짐을

알 수 있었다(Fig. 3.2.3.7 참조).

  이러한 사실은 가동 증기발생기의 열 과 퇴 슬러지 사이에 국부 비등이

일어나 염소이온 농도가 격히 증가하면 덴 이 격하게 일어날 수 있으므로, 덴

을 감소시키기 하여 가능한 한 퇴 슬러지의 양을 감소시키는 것이 가동 증기

발생기 열 의 건 성 확보에 매우 요한 책이다. 

Fig.3.2.3.6.Dentingratewithincreasingcrevicegapsizeatthedifferentchlorideion

concent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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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3.7.Tubeinnerdiameter(I.D.)variationwithchlorideionconcentrationsatthe

crevicegapsizeof(a)100㎛ (b)200㎛ (c)200㎛ +Alloy600supportplate.

  Fig. 3.2.3.8은 염소이온 농도에 따른 덴 부 의 SEM/EDS 찰 분석결과를

표 으로 3ppm, 200㎛ + support plate 시편과 35,000ppm, 200㎛ 시편의 것을 나타

낸 것이다. 3ppm NaCl 농도에서는 열 의 내경변화는 거의 일어나지 않았으나 틈

새 내에 부식생성물은 많이 축 되어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낮은 염소이온 농도에

서 덴 부식 속도가 매우 느리게 일어나고 있음을 나타내며, 만약 시험기간이 본

연구 시험기간보다 더 길어진다면 열 에 덴 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35,000ppm NaCl 농도에서 실험한 시편의 경우, 틈새 내에 부식생성물이 가득

차 있고, 이 부식생성물이 의하여 열 에 덴 이 일어난 것을 알 수 있었다. 한

부식생성물이 탄소강 표면에 가까울수록 균질하고 치 하여 기공이 거의 없는 것으

로 보아 탄소강의 부식생성물에 의해 열 에 가해지는 힘이 매우 큼을 알 수 있

다. 모든 시편의 부식생성물에는 구리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구리의 환원반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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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강의 부식에 한 역할을 하 음을 알 수 있었다.

    

Alloy600 Alloy600SA508SA508

(a) (b)

Fig.3.2.3.8.SEM imagesandEDSanalysisdataofAlloy600tubetestedina(a)

3ppm,200㎛+supportplate(b)35,000ppm,200㎛ during2weeks.

    

 

  각각의 부식생성물에서 염소이온 농도에 따른 조성을 확인하기 해 X-ray 회

패턴을 측정하 고, 이를 Fig. 3.2.3.9에 나타내었다. Fig. 3.2.3.9에서 보면, 각각의 회

패턴에서 철수화물 (γ-Fe2O3·H2O)이 공통으로 나타났고, 덴 이 거의 발생하지 않

았던 3 ppm NaCl 농도에서 실험한 시편은 헤마타이트 (hematite, Fe2O3), 덴 이 많

이 일어났던 35,000 ppm NaCl 농도에서 실험한 시편의 경우에는 마그헤마이트

(maghemite, γ-Fe2O3), 마그네타이트, 철의 혼합 패턴이 찰되었다. 

  이는 낮은 염소이온 농도에서는 앞의 식(1) 에서 양극반응에 의한 FeCl2의 생성보

다, Fe가 산소환원 반응에 의해서 생성된 OH
-
 이온과 우선 으로 반응해 Fe(OH)2가

생성되어 다시 물과 추가 반응하여 γ-Fe2O3·H2O 헤마타이트가 생성되는 것 때문

이다. 이 게 생성된 헤마타이트는 Fig. 3.2.3.7(a)에서 보는 것처럼 아주 치 한 구

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헤마타이트가 생성된 후에는 물이나 염소이온의 침

투가 어려워 Fe
3+
가 Fe

2+
로 환원되지 못하 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 헤마타이트는 마그네타이트에 비해 산화에 의한 부피증가가 기 때문에 낮

은 염소이온 (3 ppm) 농도에서 덴 이 거의 일어나지 않고, 반 로 높은 염소이온

농도에서는 높은 염소이온의 활성도에 의하여 앞의 식(1)에서 FeCl2가 먼 빠른 속

도로 생성되고 이 FeCl2의 높은 용해도로 인하여 물과 반응하여 마그네타이트가 형

성되었다. 하지만 높은 산소농도 때문에 앞에서 언 한 산소환원으로 생긴 OH
-
 이

온과 반응하여 일부는 헤마타이트 수화물 생성도 일어난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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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3.9.XRDmeasurementatasolutioncontatining(a)3ppm (b)3,500ppm (c)

35,000ppm (d)35,000ppm NaCl+4g/LNiB.

  이 게 형성된 마그네타이트의 높은 부피팽창과 덜 치 하고 기공이 많은 조직으

로 인해 용액의 침투가 용이하여 계속 산화반응이 진되고 덴 이 많이 일어난 것

으로 보인다. 반면, 3,500 ppm NaCl 농도에서 실험한 시편의 경우에는 마그네타이트

(magnetite, Fe3O4)가 측정되었는데, 이는 일정 실험 시간까지는 35,000 ppm의 염소이

온 농도에서와 같이 마그헤마이트와 마그네타이트가 함께 생성되었으나, 실험이 계

속 진행되면서, 헤마타이트가 환원되어 마그네타이트로 되면서 X-ray 분석에서는 마

그네타이트만 주로 검출된 것이다. 

  틈새에 형성된 부식생성물을 열 과 평행한 축방향으로 찰하기 해 탄소강

시편을 단하고 SEM으로 찰한 결과를 Fig. 3.2.3.10에 나타내었다. 탄소강 쪽은

실험한 모든 염소이온 농도에서 많은 부식생성물이 찰되었다. 반면, 시편 앙으

로 내려가면 NaCl 농도에 따라 부식생성물 넓이에서 차이를 보 음. 3 ppm NaCl 

농도로 2주 동안 실험한 시편의 경우에는 찰된 부식생성물의 넓이가 약 200㎛으

로 실험 과 큰 차이가 없었다. 한편 아래 부분에서는 틈새에서의 부식생성물 넓

이가 앙 부분에서의 넓이와 큰 차이가 없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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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g) (h)

Fig.3.2.3.10.SEM images200㎛ crevicegapsize+closedbottom platespecimens

withdifferentNaClconcentrationwithaxialdirection.(a)3ppm top(b)3ppm

middle(c)3,500ppm top(d)3,500ppm middle(e)35,000ppm top(f)35,000ppm

middle(g)35,000ppm+NiBtop(h)35,000ppm+NiBmiddle,A:Alloy600,B:SA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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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크 용액이 틈새에 생성된 부식생성물의 미세틈새를 통하여 확산 이동함을 확인

하기 해 부식생성물을 확 하여 찰한 사진을 Fig. 3.2.3.11에 나타내었다. Fig. 

3.2.3.11에서 보면, 각 농도 시편의 가운데 부분을 확 하 는데, NaCl 농도가 높은

용액에서 실험한 시편일수록 부식생성물에서 기공과 미세틈새 등이 더 많은 것을

찰할 수 있었다. 이것은 염소이온의 농도가 높으면 부식생성물의 형성속도가 증

가하여 부식생성물의 퇴 속도가 증가하게 되어 퇴 물에 기공이 많이 발생하 기

때문이다. 따라서, 용액 에 NaCl 농도가 높으면 틈새에서 형성된 부식생성물에 다

수의 기공과 미세틈새가 존재하여 틈새 안쪽에서도 부식 환경이 조성되어 덴 을

진시킴을 알 수 있었다.

 

 

(a) (b)

(c)

Fig.3.2.3.11.MagnificatedSEM imagesofthecorrosionproductatthemiddleofiron

oxideswithaxialdirection.(a)3ppm (b)3,500ppm (c)35,000ppm

  틈새에서 온도가 증가할 때 내경 변화를 찰하기 하여 35,000 ppm NaCl + 

0.2M CuCl2 용액에 pH를 HCl로 3.0으로 조 한 후 Fig. 3.2.3.1과 같은 형상을 가지

는 시편을 넣고 틈새 간격은 100, 200㎛ 두 가지로 하 고, 200㎛ 틈새 간격 시편은

에 Alloy600 을 부착하여 틈새 온도 305℃에서 실험을 1주간 수행하 다. 실험

결과를 Fig. 3.2.3.12에 나타내었는데, 같은 농도에서 290℃ 틈새 온도를 가지는 시편

보다 내경 변화가 더 컸다. 100㎛ 틈새 간격 시편의 경우에는 내경 변화가 크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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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으나, 200㎛ 틈새 간격 시편의 경우에는 약 2배 정도 내경이 어들었다. 

Fig.3.2.3.12.TubeI.D.variationatthe305°Ccrevicetemperature(a)atthereference

point(b)90°from referencepoint,A:100㎛,B:200㎛,C:200㎛+Alloy600plate,(c)tube

I.D.variationwithincreasingtemperaturerange290～ 305°C

  3.3 SG 열 denting 제어 기술

      가. Denting 부식 억제제, NiB의 향

  SG 열 denting 제어 기술개발의 일환으로, 덴 부식 억제를 하여 부식억제

제인 NiB의 향을 고찰하 다. 이를 해서 35,000ppm NaCl + 0.2M CuCl2, pH 3.0 

용액 (HCl 로 조 )에 NiB 4g/L 를 넣고 2차측 bulk 용액의 온도를 280℃, crevice의

온도는 290℃, 1차측 열 내의 온도는 300℃로 조 하여 2주간 실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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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vice gap 크기와 형태는 다른 실험조건과 동일하게 하여 실험을 수행하 다.

  2주간 실험하고, 실험 , 1주 후, 실험 후 열 의 내경을 측정한 결과를 Fig. 

3.2.3.13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A는 crevice 간격 100㎛, B는 200㎛ , C는 200㎛에

아래쪽에 Alloy600 을 부착하여 tube sheet 부분을 모사한 시편이다. 모든 crevice 

간격에서 NiB가 없는 경우와는 달리 덴 이 상당히 억제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한 측정 방향에 해 90도로 측정한 부 에서도 마찬가지로 덴 이 억제되어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NiB의 덴 억제효과를 잘 보여주는 것으로 증기

발생기 열 상단이나 지지 에서 발생하는 덴 을 억제하여 덴 에 의한

응력부식균열 발생을 억제 내지는 방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다.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16.55

16.60

16.65

16.70

16.75

16.80

16.85

16.90

16.95

17.00

17.05

0
o
 from reference point

 
 

T
u

b
e
 d

ia
m

e
te

r,
 m

m

Depth, cm

 original
 1 week
 2 weeks

A B C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16.55

16.60

16.65

16.70

16.75

16.80

16.85

16.90

16.95

17.00

17.05

90
o
 from reference point

 

 

T
u

b
e
 d

ia
m

e
te

r,
 m

m

Depth, cm

 original
 1 week
 2 weeks

A B
C

Fig.3.2.3.13.TubeI.D.variationofAlloy600tubetestedina35,000ppm NaCl+0.2M

CuCl2+4g/LNiBsolution

  2주 동안 실험 후, 각 시험편의 가운데 부분을 단하여 틈새의 부식생성물을

찰 분석하 다. Fig. 3.2.3.14에서 보면, NiB가 포함되었을 경우에는 NiB가 포함

되지 않았을 경우보다 부식생성물의 량이 격하게 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NiB가 탄소강의 부식을 억제하 다는 것을 나타내는데, 그 작용기구에 해서는 아

직 명확하게 분석되지 않았다. 한, NiB가 없는 경우와는 달리 부식생성물에 니

이 약간 많이 검출되고 있으나, B 성분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첨가한 NiB

가 일부는 분해되어 Ni 성분이 환원된 것으로 단된다.  NiB의 역할에 해서는

추후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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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508 Alloy600 SA508 SA508Alloy600 Alloy600

(a) (b) (c)

Fig.3.2.3.14.SEM imagesandEDSanalysisdataofAlloy600tubetestedina(a)

35,000ppm +NiB,100㎛ (b)35,000ppm +NiB,200㎛ (c)35,000ppm +NiB,

200㎛+supportplateduring2weeks

      나. 장기 실험에서 덴 부식속도의 평가

  장기 으로 산-염소 분 기에 노출될 경우 SA508에 의한 덴 속도의 측정을

해 12주간의 덴 실험을 수행하 다.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에 2주마다 한번씩

Alloy600 열 의 내경을 보어게이지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실험 조건은 35,000 ppm NaCl + 0.2M CuCl2, pH=3으로 조 한 용액에 시편의 형

상과 치 등은 Fig. 3.2.3.1과 동일하게 제작하 고, 틈새 간격은 기존 실험에서 거

의 덴 이 일어나지 않았던 50㎛을 제외한 100, 200㎛ 간격으로 하 고, 200㎛ 간격

의 시편은 틈새 , 아래가 모두 열린 상태의 시편과 아래쪽은 Alloy600을 부착하여

틈새를 막은 2가지 시편을 가지고 수행하 다. 부식 억제제 NiB에 의한 덴 억제

가 장기간 실험에도 유효한지 평가하기 하여, 4g/L 농도의 NiB를 12주 실험이 끝

난 후에 동일한 조건에서 12주를 다시 실험하 다.

  열 내경 측정은 2주 간격으로 하 고, 총 12주 동안 실험한 후에 그 동안

찰했던 내경변화를 Fig. 3.2.3.15에 나타내었다. 틈새 크기가 100㎛인 경우에는 실험

시작 후 2주째를 넘어서면 내경변화가 거의 없었다. 그러나, 200㎛의 틈새 크기와

동일한 200㎛ 크기의 틈새 에 Alloy600 평 을 부착하여 만든 시편 (bottom 

closed, BC)의 경우에는 12주 동안 실험에서 열 의 덴 에 의한 내경변화가 어

들지 않았다. 이는 EPRI에서 288℃, 1 fold seawater + 0.1M CuCl2 + 0.1M NiCl2, 틈

새 간격 241㎛에서 실험한 결과와 유사한 결과이며, EPRI의 경우 실험기간이 32주

가 경과할 때까지 계속 으로 내경 변화가 일어나고, 32주가 지나서야 내경 축소가

멈췄다.

  틈새 크기가 넓은 시편이 작은 시편에 비해 덴 속도가 포화되는 시간이 더 오

래 걸리는 것과 그로 인한 내경변화가 더 많이 진행되는 것은 틈새에 생성되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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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생성물의 치 도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즉, 탄소강 부식에 계되는 화

학종들이 틈새의 부식생성물의 미세한 크랙과 기공 등을 통해 이동하는데, 틈새 크

기가 크면 이러한 화학종들이 더 많이 탄소강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되므로, 최종

으로 틈새 크기가 넓으면, 덴 이 포화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많아지는 것이다.

Fig.3.2.3.15.TubeI.D.variationofAlloy600tubetestedina35,000ppm NaCl+

0.2M CuCl2,pH=3.0(adjustedbyHCl)w/wo4g/LNiBsolutionfor12weeks.

  반면, 같은 틈새 크기의 조건에서 4g/L의 니 보라이드(NiB)를 첨가하면, 장시간

실험에도 상당히 덴 을 억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100㎛의 틈새간격을 가지

는 시편의 경우에는 같은 실험 기간 동안 변화한 내경은 반 정도 수 이며, 200

㎛ 시편의 경우에는 2가지 시편 모두 덴 에 의한 열 내경 변화가 약 1/5 수

으로 낮아졌다. NiB의 덴 억제 효과는 장시간 실험에서도 지속되나, 완 히 억제

되는 수 은 아니었다. 하지만 덴 이나 슬러지가 많이 퇴 되는 가동 발 소의 2

차측 냉각수에 NiB를 첨가할 경우 덴 을 격하게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증기발

생기의 가동률 수명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6주 동안 3,500 ppm NaCl 농도에서 실험한 시편의 부식생성물의 넓이는 약 600

㎛, 2주 동안 35,000 ppm NaCl 농도에서 실험한 시편은 약 300㎛ 으로 찰되었다. 

이는 화학종의 농도가 비교 풍부한 틈새 입구는 염소 이온 농도가 낮더라도 실험

용액과 이 쉬우므로, 탄소강의 산화가 잘 일어날 수 있지만, 기공이 없이 치

하게 층된 부식생성물로 채워진 틈새에서는 용액속에 함유된 화학종의 내부 근

성 문제로 치 한 틈새 안쪽에서는 염소 이온이나 산소 농도가 낮을 경우, 탄소강

의 부식이 잘 일어나지 못하는 것에서 기인한다. 만약 용액이 안쪽까지 달되려면, 

생성된 부식생성물의 미세틈새를 통하여 확산 이동할 것이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산-염소 분 기에서 덴 을 억제하기 해서는 낮은 염소이온 농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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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oy 600 열 과 SA508 탄소강 사이에 50㎛이하의 틈새 간격, NiB 같은 덴 억

제제의 투입 등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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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SG 열 부식억제제 SCC억제 성능 평가

2차측 응력부식균열을 일으키는 주요 인자인 Pb의 향을 악하고,이를 억제하

기 한 억제제를 개발하고자 하 다. 재 증기발생기 열 2차측 응력부식균열

을 억제하고자 개발 인 억제제로서,NiB의 성능 평가를 해,여러 가지 용액 pH

조건에서 PbO와 NiB첨가여부에 따라 SSRT 기화학 시험을 수행하 다.

4.1산성분 기

가.연구결과

2차측 수화학 환경은 원 가동 조건에서 복잡하게 변화되는데, 재 본 연구

에서 개발 인 억제제의 pH에 따른 환경에서의 억제능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한 2차측 응력부식균열을 일으키는 주요 인자인 Pb의 향이 있을 때의 NiB의 특

성 평가를 통해 억제제의 성능을 검증하고자 하 다.

315℃의 다양한 용액분 기 하에서 PbO,PbO +NiB의 첨가여부에 따라 HTMA

Alloy600와 TTAlloy690에 해 SSRT시험하 다.인장속도는 2E-7s-1이고,실험

고순도 질소를 통해 용존산소를 탈기하 다.Table3.2.4.1은 SSRT시험시 이용

한 열 재료에 한 화학조성표이다.HTMA Alloy600재료는 1024
o
C에서 3분

간 열처리하 다. 한 Alloy690은 1105
o
C에서 2분간 열처리를 한 후,715

o
C에서

10시간 추가열처리를 하 다.SSRT시험을 한 시편의 형상은 Fig.3.2.1.1에 나타

냈다.

wt% C Si Mn P Cr Ni Fe Co Ti Cu Al B S N

HTMA

Alloy 600
0.025 0.05 0.22 0.07 15.67 75.21 8.24 0.005 0.39 0.011 0.15 0.0014 0.001 0.0103

TT

Alloy 690
0.02 0.22 0.32 0.009 29.57 58.9 10.54 0.01 0.26 0.01 0.019 0.0004 0.001 0.017

Table3.2.4.22.ChemicalcompositionsofHTMAAlloy600andTTAlloy690usedforSSRT

experiment. 

납함유 용액은 PbO를 용액내 10,000ppm 섞어서 제조하 다.억제제 함유용액은

납이 함유된 용액에 4g/L의 NiB를 섞어서 제조하 다.

Fig.3.2.4.1은 산성용액에 PbO와 PbO+NiB를 첨가한 다양한 환경에서 SSRT시험

을 진행한 후 얻어진 응력-변형 곡선이다. 체로 유사한 인장곡선을 따라가지만,

연신율에 있어서 조건에 따라 많은 차이가 난다.산성용액에 납이 첨가되면,연신율

이 약 65%에서 40%로 연신율 비율이 약 38% 크게 감소한다.납의 응력부식균열

항성에 한 악 향은 납이 첨가된 용액에 NiB를 첨가함에 따라 40%에서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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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로 연신율 비율이 약 37% 이상 개선된다.이로부터 납의 향과 억제제의 향

을 함께 살펴볼 수 있다.

Fig.3.2.4.1.Stressstraincurvesobtainedfrom SSRTforHTMA

Alloy600ina0.01M NaHSO4+0.01M Na2SO4solutionwithor

withoutPbOand(or)NiBat315
o
C.

Fig.3.2.4.2는 산성용액에 10,000ppm PbO와 4g/LNiB를 첨가하여 SSRT시험을

진행한 후, 면에 해 SEM 분석을 하여 응력부식균열이 일어난 면 비율을 계

산하고,구분한 것이다.이러한 방법으로 SSRT시험 후 면을 분석할 수 있다.Pb

첨가시 주로 응력부식균열 mode는 입내(TG,transgranular)로 진행되었다.이는 납

유기 응력부식균열의 형 인 특징이다.SCC가 진행된 비율은 PbO만 첨가되었을

때,57%에서 NiB가 함께 첨가되면,43%로 14% 개선되었다.

Table3.2.4.2는 0.01M Na2SO4+0.01M NaHSO4용액과 10wt% NaOH에서 얻어

진 SSRT 결과와 납을 첨가했을 때의 결과,부식억제제로써 NiB를 넣었을 때의

SSRT결과를 함께 나타낸다.산성 분 기에서는 Alloy690은 응력부식균열을 보이

지 않았다. 한 약산성의 용액에서 PbO를 첨가하여도,응력부식균열 민감성을 나

타내지 않았다.이로써,산성 용액에서는 Alloy690의 납유기 응력부식균열을 억제

하기 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는다.반면,강염기성인 2.5M NaOH 용액에서는 납이

첨가되면,연신율이 6% 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응력부식균열 민감성이 매우 크게

증가하며,납이 없을 때에도 Alloy690은 2.5M NaOH에서 응력부식균열 민감성을

보 다.부식억제제로써 NiB를 첨가하 을 때,연신율은 19%로 2배 넘게 개선됨을

알 수 있다.(Fig.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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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 0.01M NaHSO0.01M NaHSO44+ 0.01M Na+ 0.01M Na22SOSO4 4 + 10,000ppm + 10,000ppm PbOPbO + 4g/l  + 4g/l  NiBNiB

Crack mode: TGCrack mode: TG

1.47mm1.47mm22

TGTG

TGTG
TGTG

TGTG

전체면적전체면적:2.56mm:2.56mm22

SCC : 42.6%SCC : 42.6%

ll 0.01M NaHSO0.01M NaHSO44+ 0.01M Na+ 0.01M Na22SOSO4 4 + 10,000ppm + 10,000ppm PbOPbO + 4g/l  + 4g/l  NiBNiB

Crack mode: TGCrack mode: TG

1.47mm1.47mm22

TGTG

TGTG
TGTG

TGTG

전체면적전체면적:2.56mm:2.56mm22

SCC : 42.6%SCC : 42.6%

Fig.3.2.4.2.SEM micrographsoffracturesurfaceobtainedafterSSRTtestforHTMA

Alloy600ina0.01M NaHSO4+0.01M Na2SO4+PbO+NiBat315
o
C.

Table3.2.4.2.SSRTtestresultsforAlloy600andAlloy690inacidandalkaline

solutions.

SSRT시험 후,연신율과 면분석을 통해,응력부식균열이 발생한 정도를 추정할

수 있고, 면 찰을 통해 주 균열 외에 다른 잔균열을 찰함으로써,응력부식균열

민감성을 평가할 수 있다.Fig.3.2.4.3에 SSRT시험 후 시편의 면을 찰한 사진

을 나타냈다.2.5M NaOH+PbO 용액에서 시험한 시편의 면에 비해,2.5M

NaOH+PbO+NiB용액에서 시험한 시편의 면에서 균열의 개수,길이들이 감소하

음을 볼 수 있다.이로써 만일 2.5M NaOH에 달하는 강한 염기성 환경(염기성의

틈새환경)에 Alloy690이 놓 을 때,매우 큰 속도로 응력부식균열이 발생할 수 있

는데 이때,부식억제제를 첨가하면,그 속도를 상당히 크게 감소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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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4.3.Stressstraincurvesobtainedfrom SSRTforTTAlloy690in

2.5M NaOH +PbOwithoutandwithNiBat315
o
C.

Fig.3.2.4.4.SEM micrographsofsidesurfaceobtainedafterSSRTtestforTT

Alloy690in(a)2.5M NaOH +PbO and(b)2.5M NaOH +PbO+NiBat

315
o
C.

나.요약

HTMA Alloy600에 해,산성분 기에서 억제제 성능평가를 해 납이 없는 용

액,납이 첨가된 용액,억제제가 함께 첨가된 용액에서 수행한 SSRT시험결과로부

터 납이 첨가되면 응력부식균열 항성이 크게 감소하 고,억제제를 함께 첨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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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항성이 크게 개선되는 결과를 얻었다. 한 Alloy690은 산성에서는 응력부식

균열 민감성이 없었으며,반면 2.5M NaOH에 달하는 강염기에서는 민감성이 크게

증가하 다.여기에 억제제 첨가시 연신율면에서,200% 이상 개선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4.2 성분 기

가.응력부식균열 특성평가

사용한 재료와 특성평가는 앞서 4.1 에 언 한 내용과 동일하다.Fig.3.2.4.5는

HTMA Alloy600을 다양한 용액환경에 따른 SSRT시험 결과에 해 각각 연신율

을 도시한 것이다.

순수,0.01M Na2SO4,0.01M NaHSO4+0.01M Na2SO4용액 모두,PbO가 첨가되지

않았을 때에는 연신율이 45% 이상이다.반면 납이 첨가되면,연신율이 크게 감소한

다.이어서,억제제를 넣어주면 연신율이 약 30~40% 비율 개선되는 것을 알 수 있

다.

Fig.3.2.4.5.Elongationtoruptureobtainedfrom SSRTtestsinvarious

solutionsat315
o
C.

Fig.3.2.4.6은 다양한 용액환경에 따른 SSRT시험 후 단면의 형태를 자 미

경을 통해 분석하여 결정한 응력부식균열 비율과 각 단면을 나타낸 것이다.순수,

0.01M Na2SO4 용액에서는 응력부식균열이 일어나지 않은 반면 0.01M

NaHSO4+0.01M Na2SO4용액에서는 약 16% 응력부식균열이 발생하 다.여기에 납



- 118 -

Fig.3.2.4.6.SCCfractionandSEM imageanalyzedafterSSRTtestsinvarioussolutionsat

315
o
C.

을 첨가하면,응력부식균열 발생 비율은 세 종류의 용액 모두 격히 증가하 다.

납이 없을 때 응력부식균열이 발생하지 않은 순수,0.01M Na2SO4용액에서 응력부

식균열이 더 크게 발생하 다.이로써 두 용액에서 납의 향이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억제제를 함께 넣어주면,응력부식균열 발생비율이 12~19% 개선되었다.개선비율

로는 약 24% 효과 이다.이로써, 성수 부근의 용액에서 납에 의해 진된 응력

부식균열은 NiB억제제에 의해 상당히 개선됨을 확인할 수 있다.

한 Pb첨가시 주로 응력부식균열 mode는 입내(TG)로 진행되었다.이는 크롬탄

화물이 입계에 잘 발달된 조직에서 납에 의해 진되는 응력부식균열에서 발견되는

상이다.

응력부식균열이 발생한 면 으로부터 략 인 응력부식균열 속도를 계산할 수

있다.즉,응력부식균열이 발생한 면 에 해서,SSRT시편의 두께방향으로 진 하

는 길이를 시험시간의 2배(두께방향으로 양쪽으로 진 하므로 2로 나 어 다.)로

나 어주면 속도가 된다.이때 시편의 횡방향(두께와 수직)으로의 응력부식균열은

무시한다.

계산된 결과를 Fig.3.2.4.7에 나타냈다.SCC분율과 연신율 결과의 경향과 일치하

게,응력부식균열 속도도 PbO가 첨가되면 크게 증가하다가,NiB가 함께 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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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약 2배 정도 감소하 다.여기서 계산된 1E-7mm/s의 균열 속도는

3mm/yr에 해당하는 매우 빠른 속도로서,이는 가속화 시험에서 얻어진 결과임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

Fig.3.2.4.7.SCCrateestimatedfrom fracturesurfaceanalyzedafterSSRT

testsinvarioussolutionsat315
o
C.

나. 기화학 성질

억제제의 효과를 이해하기 해,암모니아 용액을 표 용액으로 하여 PbO,PbO

와 억제제인 NiB를 함께 첨가하여,산화막 분석 기화학 특성을 평가하

다.모든 실험은 고순도 질소 purging을 통해 용존산소를 제거한 후 2주간 진행하

다.사용한 재료는 TT Alloy600 으며,그 조성을 Table3.2.4.3에 나타냈다.

940oC에서 3분간 용체화처리를 한 후,704~722oC에서 10시간 10분간 추가열처리를

진행하 다.

wt% C Si Mn P Cr Ni Fe Co Ti Cu Al B S N

TT

Alloy 

600

0.024 0.13 0.23 0.005 15.37 74.90 8.84 0.016 0.28 0.009 0.20 -
<0.00

1
-

Table3.2.4.3.ChemicalcompositionofTTAlloy600usedforelectrochemicaltest. 

본 연구에서는 고온,고압수 환경에서 TTAlloy600에 형성되는 산화막의 특성을

TEM-EDS,교류임피던스 등의 방법을 통해 살펴보았다.특히 임피던스 평가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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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액 도도가 우수한 PbO,NiB를 첨가한 0.1M NaOH 용액에 해 임피던스를 평

가하 다.

FIB(focusedionbeam)를 이용하여,약 100nm 두께의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이

를 바로 투과 자 미경(TEM)을 이용하여 미세조직 조성분석이 가능하다.이러

한 시편 제조기술을 활용하여,산화막을 채취하여 조성분석을 하 다.Fig.3.2.4.8은

(a)암모니아,(b)PbO 첨가,(c)PbO+NiB 첨가에 따라 얻어진 산화막에 한

TEM-EDS분석 결과를 나타낸다.암모니아 용액에서 얻어진 시편은 산화막 표면에

서 니 성분이 많이 검출되며 안쪽에서 크롬이 많은 산화막이 찰되었다.PbO가

첨가되면,표면산화막에서 납성분이 찰됨과 함께 니 성분이 결핍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크롬 성분이 많았던 산화막이 나타나지 않는다.PbO+NiB가 첨가되

면,산화막 내부에서 검출되는 납의 성분이 히 감소하며,이와 함께,니 의 결

핍이 많이 개선되었다.

Fig.3.2.4.8.TEM-EDSresultsforoxideobtainedin(a)NH4OH,(b)NH4OH +PbO and

(c)NH4OH +PbO+NiBsolutionsat315
o
C. 

암모니아 용액과 각각 PbO,PbO+NiB가 첨가되었을 때 산화막의 특성을 분석하

기 해 교류임피던스 측정 시험을 하 다.10mV perturbation을 주고,별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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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측정하 다.암모니아 용액에서 큰 임피던스는 PbO

첨가시 격히 감소하다가,억제제를 첨가하면 상당히 개선되었다.이는 응력부식균

열 항성의 경향과도 일치하는 것이다.하지만 암모니아 용액으로 교류 임피던스

측정시 노이즈가 많이 발생하여 더 자세한 분석이 어려웠다.아마도 용액 도도가

작아 10mV의 압 변동에 따른 류의 변동량이 뚜렷하게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

인 것으로 단하여,용액 도도가 우수한 NaOH에서 교류 임피던스를 시험하

다.임피던스 실험 조건은 암모니아 용액에서 실험할 때와 동일하게 진행하 다.

Fig.3.2.4.9는 (a)0.1M NaOH,(b)PbO 첨가,(c)PbO+NiB첨가한 용액에서 얻

어진 산화막에 한 교류임피던스 결과를 Nyquist도시한 그림이다. 0.1M NaOH

에서 얻어진 시편에 한 임피던스 결과는 고주 역에서 나타나는 용액 항성분

과 산화막에서 유발되는 항과 축 지의 병렬조합에 의한 capacitivearc와 주

역에서 나타나는 일정한 상차 성분(constantphaseelement,CPE)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 일정 상차 성분은 용액 의 산소이온이나 모재 의 속이온의 이

동과 련된 Warburg임피던스로 생각된다.

PbO가 첨가되면,임피던스 값은 격히 감소하며, 한 CPE는 나타나지 않는다.

반면 인덕턴스 성분이 나타나는데,이는 속 Pb의 환원에 의해 생성되는 간상

(intermediatephase)때문에 나타나는 기화학 인 특성인 것으로 단된다.PbO

첨가에 의해 격히 감소한 임피던스는 납에 의해 변화된 산화막의 치 도 감소와

기공도 증가와 련이 있을 것이다.이는 산화막 조성분석에서 2 층과 내부 크롬

성분이 많은 산화막이 나타나지 않는 상과 함께 설명되어질 수 있다.즉,납이 첨

가되면 산화막의 치 도가 크게 악화된다.

한편 PbO+NiB첨가 용액조건에서 PbO 첨가 용액조건에 비해 임피던스 값이 상

당히 많이 증가하고 얻어진 임피던스 모양이 PbO가 첨가되지 않은 표 용액에서

얻은 모양과 유사하게 복원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이는 산화막 조성분석

에서 NiB가 첨가되면서 PbO만 첨가되었을 때 나타난 납 성분 검출량이 크게 감소

하 고,산화막 표면에서 니 결핍이 개선되는 결과와 연 지어 설명될 수 있다.

즉,납만이 첨가되었을 때 열화된 산화막은 NiB가 첨가되면서 상당히 회복되는 것

을 알 수 있다.

한 임피던스 값에 따른 부동태 특성에 따른 경향성은 응력부식균열 민감성과

같은 경향성을 나타낸다.이로부터 부동태 특성은 응력부식균열 항성에 매우

한 련이 있음을 알 수 있으며,이를 이용하여 임피던스 측정 결과를 응력부식

균열 항성의 정도를 단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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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4.9.Nyquistplots obtained for Alloy 600 in (a)0.1M NaOH,(b)0.1M

NaOH+PbOand(c)0.1M NaOH+PbO+NiBat315
o
C. 

Fig.3.2.4.10은 Fig.3.2.4.9에서 처럼 얻어진 산화막 임피던스 결과에 한 등가회

로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용액의 항에 해당하는 Rs와 산화막에 의해 발생되는

capacitivearc와 련된 Rox와 Cox와의 병렬조합 그리고 확산과 련된 CPE성분,

Zw로 구성되어 있다가,납이 첨가되면,CPE성분은 나타나지 않고,인덕턴스 성분

이 나타난다.PbO+NiB를 첨가하면,PbO를 첨가하지 않은 모양에 근 하는 것으로

부터 다시 첫 번째 등가회로로 복원된다.

Alloy600에 한 결과 외에,2.5M NaOH 용액에서 응력부식균열 민감성이 크게

증가했던 Alloy690에 해,임피던스 분석을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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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3.2.4.10.Equivalentcircuitspredicted

from Nyquistplotsobtained forAlloy

600 in (a) 0.1M NaOH, (b) 0.1M

NaOH+PbO and (c) 0.1M

NaOH+PbO+NiB. 

Alloy600의 결과와 유사하게,2.5M NaOH 용액에서 얻은 Nyquistplot상의 임

피던스 값이 PbO가 첨가된 용액에서는 크게 감소하 다.여기에 NiB를 억제제로써

첨가하면,임피던스 크기가 상당히 증가하 다.이로부터 Alloy690TT표면에 형

성된 산화막의 부동태 특성이 PbO 첨가시 많이 감소하 다가,NiB를 추가로 첨가

하면, 폭 개선됨을 알 수 있다.Alloy600과 마찬가지로,Alloy690에 해서도

Fig.3.2.4.3의 SSRT결과와 연 지어 설명할 수 있다.

다.억제제 기구 고찰

억제제의 납유기 응력부식균열 항성 증가의 기구를 고찰하고자, 각 측정을

시도하 다.Fig.3.2.4.12는 Alloy600에 순수,순수 +PbO,순수 +PbO +NiB용

액을 떨어뜨렸을 때 측정한 각을 나타낸다. 차 각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3.2.4.13은 각과 계면에 지가 이루는 계를 나타내는 모식도이다.

  γSG = γSL + γLGcosθ 의 계를 갖는다.이때 2가지의 경계조건을

생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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θ =0
o
일 때,완 이 된다.고상-기상 표면에 지가 큰 경우에 해당한다.

γSG = γSL + γLG 

θ =180o일 때,완 비 이 된다.고상-액상 표면에 지가 큰 경우에 해당한다.

γSL = γSG + γLG 

Fig.3.2.4.11.NyquistplotsobtainedforAlloy690in2.5M NaOH,

2.5M NaOH+PbOand2.5M NaOH+PbO+NiBat315
o
C. 

Fig.3.2.4.12.Wetting angle by dropletofH2O,H2O+PbO and

H2O+PbO+NiBmeasuredonAlloy600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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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4.13.Schematicdrawingshowingrelationbetween

surfaceenergyandwettingangle. 

따라서, 각이 감소한다는 사실은, 에 의해 고상-액상 계면에 지의 감소

를 의미한다.순수에 PbO가 섞이면,Alloy600표면에 흡착이 더 용이하게 된다.이

로써,납유기 응력부식균열이 조장된다. 한 NiB를 PbO와 함께 첨가하면,흡착이

보다 용이하다.이로써,납에 의한 응력부식균열 민감성을 여 수 있다.

라.요약

성용액에서 납과 납+억제제를 넣은 용액에 해,응력부식균열 평가를 하 다.

응력부식균열 항성은 표 용액(납이나 억제제를 넣지 않은 용액)>납+억제제를

넣은 용액 >납을 넣은 용액의 순서 다.

표 용액과 납,납+억제제를 넣은 용액에서 침지실험을 하 고,이 때 형성된 산

화막을 분석하 다.표 용액에서는 2 층 산화막을 나타냈으나,용액속에 납이 첨

가되면 이 층의 구조는 사라지고,내부의 크롬성분이 많은 산화막도 보이지 않았

다. 한 납이 산화막내 발견되었다.반면 억제제가 함께 첨가되면,산화막 표면에

서의 니 의 결핍은 개선이 되었고 납의 양도 감소하 다.

이와 유사하게 산화막에 한 임피던스 결과에서,표 용액 >납+억제제 >납을

넣은 용액 순으로 임피던스 값이 증가하 다.

이로부터 산화막과 응력부식균열 항성은 매우 한 계를 갖는다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으며,이를 활용하여,산화막의 특성으로부터 응력부식균열 항성을

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각 측정결과로부터,Alloy600표면에 흡착하려는 경향이 순수 +PbO+NiB

>순수 +PbO >순수 순서 다.납이 첨가되면,순수만 있을 때보다 흡착이 용이

하며,여기에 NiB가 첨가되면 흡착이 더 용이하 다.이로부터 납유기 응력부식균

열과 억제제의 역할을 단할 수 있다.

4.3부식억제제 침투능 2차 계통과 합성 평가

납유기 응력부식균열의 항성을 높이는 부식억제제의 개발에 있어서,부식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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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성능과 함께 요한 인자는 억제제의 균열선단으로의 침투의 용이성과 2차 계통

수와의 합성이다.

납이 응력부식균열의 개시나 균열 성장 어디에 더 요한 역할을 하느냐에 따

라,부식억제제 침투능의 요성이 결정될 것이다.따라서,납유기 응력부식균열 성

장속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2차측 수화학환경에서 정하 조건의 장치를 제작하여,

시험 에 있다.시험을 통해 납이 성장과 개시 어디에 더 요한 역할을 하는

지와,억제제의 납유기 응력부식균열에 한 억제능에 해 보다 구체화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시험 시간에 따른 균열의 깊이를 나타내는 자료에 따르면(Fig.3.2.4.14),납의 농

도에 따라 균열이 개시하는 시간은 빨라지지만,기울기 즉,균열성장속도는 둔감한

것을 알 수 있다.[1]이로부터 납은 균열성장보다는 균열의 개시에 더 향을 다

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납이 균열 개시에 더 요한 역할을 한다면,억제제의 침

투능은 납유기 응력부식균열을 억제하는데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것이

다. 한,앞선 SSRT결과에 의하면,억제제를 납이 있는 용액에 첨가함에 의해 응

력부식균열 항성이 하게 향상됨을 알 수 있다.그러나 그에 한 정확한 결

과는 CT시편을 활용하여,납 유무에 따른 균열성장속도의 변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 응력부식균열 시험을 한 시험편의 균열선단에서의 조성 분석을 통해 억

제제의 침투능을 평가할 수 있다.

Fig.3.2.4.14.Crack depth vs.timeforAlloy 600MA in AVT

waterat320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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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제제의 구성원소는 니 과 붕소로 이루어지는데,2차 계통수와의 합성을 조

사함에 있어서, 열 재료가 주로 니 로 구성되어 있으며,붕소는 1차수 환경에

서도 운 기에는 수천 ppm 까지 존재함을 고려하면,붕소는 2차수 환경에서도

합할 것이다.억제제의 역할을 충분히 하는 2g/L NiB에 함유된 붕소의 양은

340ppm 정도이다.하지만 NiB가 2차수 환경에서 다른 특별한 반응의 존재 가능성

등 다양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R.W.Staehle:Proc.of11thInt.Symp.onEnvironmentalDegradationofMaterialsin

NuclearPowerSystems-WaterReactors,Stevenson,WA,Aug.10-14,p.381(2003).



- 128 -

5.SG 열 Ni합 도 기술 개발

5.1미세조직,SCC 항성 평가

원자력발 소 증기발생기 열 재료인 Inconel( 는 Alloy)600Ni-기 합 은

원래 내식성이 우수한 재료이나 원자력발 소의 가동조건인 높은 압력과 온도 등의

가혹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어 부식손상에 의한 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특히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발생하면 원 2차 계통을 방사능으로 오염시키는 큰 문

제를 야기하는 응력부식균열 결함이 가동원 증기발생기의 안이다.

재 가동 부식손상에 손된 열 에 하여 막음이나 재생으로 보수를

하고 있는데, 재생 기술로는 주로 원래의 열 보다 직경이 약간 작은 을 손

상 의 손상부 부근에 삽입하여 삽입 양쪽 끝 부분을 약간 확 하여 고정시키

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하지만 이 기술은 재생 의 열 도 하에 따른 증기발

생기 성능 하,1차 측 냉각수의 흐름 방해, 열 의 부풀어 오름 등의 문제가 있

다. 따라서 최근에 새로 개발된 재생 기술이 손상 내부표면에 Ni-P를 도 하

는 방법으로 최근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기도 으로 열 내부를 보수할 경우 착 층이 형성되어 틈이 발생하지 않

으며, 온에서 수행하므로 열에 의한 변화나 잔류응력이 남지 않게 되고,경제 이

고 간단하게 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이에 본 연구원에서는 년도 연구를 통해

순수 Ni도 층,Ni-P,Ni-P-Fe합 도 층의 도 조건에 따른 특성을 평가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원자력발 소 증기발생기 열 을 보수하기 해 개발된 Ni/Ni-

합 도 층(pureNi,Ni-Fe-P,Ni-P-B)의 도 공정 변수( 류 도,dutycycle,온도,

pH,첨가제 유무 등)에 따른 도 층의 미세조직 특성,응력부식균열 특성 부식

(pitting,crevice doppedsteam 시험)특성을 평가하 다.

본 연구를 해 strikelayer는 1.6M NiCl2+0.6M boricacid+5% HCl용액으로

40±1℃,100% dutycycle과 100Hz의 주 수에서 100mA/cm2의 peak 류 도를 2

분 30 동안 인가하여 형성시켰다.본 도 의 경우에는 Table3.5.2.1에 조성을 나

타내었고,온도 60±1℃,50%의 dutycycle과 100Hz의 주 수에서 200mA/cm
2
의

peak 류 도를 인가하 다.제조된 도 층의 미세조직은 주로 OM,SEM TEM

으로 찰하 으며,결정립 크기 형상을 찰하 다. 열 내부에 도 한 시편

에 한 응력부식균열 특성평가는 C-ring SSRT(Slow StrainRateTest)로 시험하

으며,C-ring시험은 오토클 이 에서 200mV(vs.OCP)의 인가 류를 가하고,

315℃에서 수행하 으며,C-ring에 인가해 응력은 최외각 정 에서 Alloy 600

HTMA 재료 항복응력의 150%가 되도록 가하 고,SSRT는 1.2x10-7/sec.의 변형률

로 315℃,NaOH 40wt.%용액에서 시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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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kel
sulfamate Boricacid

Phosphorous
acid

Iron(Ⅱ)
sulfamate

Borane,
dimethylamine
complex

Amidosulfuric
acid

pureNi 1.39M 0.65M - - - -

Ni-P-B 1.39M 0.65M 0.007M - 0.001M 4g/L

Ni-P-Fe 1.39M 0.65M 0.0035M 0.0025M - 4g/L

Table3.2.5.1ThecompositionoftheNi-sulfamatebath

(1)도 층의 미세조직 찰 결과

Fig.3.2.5.1은 여러 도 공정 변수에 따른 순수 Ni도 층의 미세조직을 나타내

고 있으며,변수를 당히 조 함으로써 결정입자의 크기(10㎛ 이하)를 용이하게 제

어할 수 있었다.따라서 도 층의 사용목 과 주 환경에 따라 한 미세조직을

제어함으로써 도 층의 성능을 극 화시킬 수 있었다. Ni도 층의 결정입자는 일

반 으로 인가 류 도가 증가하면 결정립의 생성속도보다는 성장이 진되어 크

기가 조 화되며,마찬가지로 인가 류의 dutycycle을 증가시키면 결정립의 조 화

가 이루어진다. 반면에 첨가제를 첨가하거나,첨가제의 첨가량을 증가시키면 결정립

의 생성 장소를 제공하고 결정립 성장을 억제하기 때문에 결정립이 미세화되고,도

욕의 온도를 증가시키면 결정립의 성장을 진하여 결정립이 커지며,도 층의

연성도 증가하 다. 순수 Ni의 연성을 유지하면서 기계 특성을 향상시키기 하

여 도 욕조에 나노크기의 속산화물을 첨가하여 co-deposition을 하는데,나노 산

화물은 도 층 표면에 흡착하여 결정립의 성장을 억제하기 때문에 도 층의 미세조

직을 미세화할 수 있다.

Fig.3.2.5.2는 Ni-합 도 층의 미세조직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일반 으로 합

원소가 첨가되면 결정립 크기의 미세화가 일어나며,도 공정에 따라서는 결정립의

크기를 나노크기 는 미세조직의 미정질화가 가능하다.Ni-합 도 층의 미세조

직을 보면 결정입자의 크기가 모두 나노크기인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Ni-Fe-P의

경우는 결정입자가 마이크론 크기를 보 다.그러나 Ni-Fe-P의 경우도 도 공정 조

건을 당히 변화시킴으로서 결정립자 크기를 원하는 로 제어할 수 있음을 본 연

구에서 실험 으로 확인하 다.

미세조직 변화에 따른 도 층의 기계 특성(인장,경도 내부 잔류응력)을 평

가하여 Fig.3.2.5.3에 나타냈다. 류 도가 증가하면 도 층의 항복강도나 인장강도

가 감소하고 연성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이것은 류 도의 증가에 따른

결정입자의 조 화에 기인한다. 한 결정입자의 조 화에 의한 경도도 감소하 다.

류 도가 증가하면 수소반응이 감소하게 되어 류효율이 증가하게 되고,따라서

도 층의 성장속도가 증가하게 되며,성장속도의 증가는 한 미세조직의 조 화와

도 층의 내부 잔류응력을 증가시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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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5.1TEM micrographsoftheelectrodepositedpureNickel.(a)100mA/cm2DC,(b)

20mA/cm
2
DC,(c)100mA/cm

2
DC+Additive35mg/L,(d)111mA/cm

2
Peakcurrent

density,30% dutycycle,(e)100mA/cm
2
DC+Alumina10g/L.

Fig.3.2.5.2 TEM micrographsshowing the microstructure ofthe electrodeposits(a)

Ni+0.0035P+0.0025Fe,(b)Ni+0.007P+0.001B,(c)NiPB+saccharin(첨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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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조직 변화에 따른 도 층의 기계 특성(인장,경도 내부 잔류응력)을 평

가하여 Fig.3.2.5.3에 나타냈다.그림에서 보면 류 도가 증가하면 도 층의 항복

강도나 인장강도가 감소하고 연성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이것은 류 도

의 증가에 따른 결정입자의 조 화에 기인한다. 한 결정입자의 조 화에 의한 경

도도 감소하 다. 류 도가 증가하면 수소반응이 감소하게 되어 류효율이 증가

하게 되고,따라서 도 층의 성장속도가 증가하게 되며,성장속도의 증가는 한 미

세조직의 조 화와 도 층의 내부 잔류응력을 증가시키게 된다.

Fig.3.2.5.3Effectofthecurrentdensity(a)Tensilestrength(b)microhardness

(2)도 층의 SCC 항성 실험 결과

C-ring을 이용한 응력부식시험은 40% NaOH,315℃ 용액에서 시험시편에 부식

보다 200mV인가 를 가하여 Niautoclave에서 7일 는 30일 간 수행하

다.한편 SSRT는 40% NaOH,315℃ 용액에서 시편에 를 인가하지 않은 부식

에서 수행하 다.C-ring시편과 SSRT시편의 형상과 치수를 Fig.3.2.5.4에 나타

내었다.

한 일부 시편에 해서는 도 한 열 의 길이 방향에 한 특성 균질성을

악하기 하여 상부, 간 하단 부 에서 시편을 채취하여 시험을 수행하 다.

Fig.3.2.5.5는 pureNi,Ni-Fe-P Ni-P-B도 층에 한 C-ring시험한 결과를 나

타내었는데,이 결과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시험시간 내에 모든 시편에서 Alloy

600HTMA 시편은 모두 균열이 열 외부표면에서 생성하여 도 층과의 경계면

까지 하 다.그러나 하던 균열이 pureNi,Ni-Fe-P Ni-P-B도 층에서

모두 더 이상 하지 못하고 정지한 것을 볼 수 있었고,이것은 본 연구에서 채

택한 도 층이 caustic용액내에서 응력부식균열의 발생 (성장)를 방지 는

억제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본 도 기술을 장 발 소 증기발생기 손상

열 의 보수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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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5.4SchematicsofC-ringandtensilespecimens

Fig.3.2.5.5TheresultsofC-ringtestforpureNi,Ni-Fe-PandNi-P-Belectrodeposits 

Fig.3.2.5.6은 Ni-Fe-P도 층의 치별 응력부식균열 특성을 보여주는 사진이다.

도 열 의 길이가 약 15cm 정도로 상부, 부 하부에서 시편을 채취하여

응력부식균열 시험을 수행한 결과로 치에 따른 응력부식균열 특성에 변화 없이

모두 응력부식균열에 동등한 항성을 보여 주고 있다.

Fig.3.2.5.7은 Ni도 한 열 에서 채취한 인장시편으로 SSRT특성평가 시험

을 수행한 결과로 인장변형율이 증가함에 따라 Alloy600HTMA 시편과 Ni도

층 시편 표면에 발달하는 균열을 SEM으로 찰한 사진이다.

Fig.3.2.5.7에서 보는 것처럼 인장 변형율이 증가함에 따라 Alloy600시편에서

는 변형 기부터 표면에 응력부식균열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음.그러나 Ni도

층에서는 시편이 단될 때까지도 시편표면에 응력부식균열이 발생하지 않았다.

높은 변형에서 도 시편 표면에 나타나는 거친 자국은 도 층의 심한 변형에 의한

소성변형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으로 균열이 아니다. Alloy600시편표면에 생성된

응력부식균열은 모두 입계응력부식균열(Intergranular stress corrosion crac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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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GSCC)로 caustic용액에서 Alloy600에 형 으로 생성되는 응력부식균열 양식이

다. 시편이 단된 후 찰한 단면은 Alloy 600의 경우 부분의 단면이

IGSCC로 구성되어 있었으나,Ni도 시편은 형 인 소성변형에 의한 dimple이

찰되는 양상을 보여 주었다.

Fig.3.2.5.6TheresultofC-ringtestforthepositionoftheelectrodepositedNi-Fe-P

Fig.3.2.5.7SEM micrographsshowingtheresultsofSSRTfortheelectrodepositedNi

 

(3)도 층의 pitting,crevice 항성 실험

Ni도 층의 다른 부식특성을 보기 하여 산화성이 강력한 상온의 6wt.% FeCl3

용액에서 pitting crevice시험을 수행하 음.Fig.3.2.5.8은 crevice시험시편의

형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ASTM에 기술된 방법을 따라 제작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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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5.8Theschematicofthecrevicetestspecimen

   Fig.3.2.5.9는 Ni-Fe-P Ni-P-B도 시편을 12시간 동안 상온에서 pitting

crevice시험한 결과를 보여 주고 있는데,표면의 색깔이 검게 변한 것을 볼 수

있었다.특히 Ni-Fe-P시편보다 Ni-P-B시편의 표면이 더욱 심하게 변색되었으나,

시험 후 시편표면을 SEM으로 찰한 결과 표면에 pitting이나 crevice에 의한 국부

부식이 발생한 흔 은 발견되지 않았고,특히 변색된 부 를 자세히 찰하 으나

국부부식의 흔 은 발견되지 않았다.

(4)도 층의 dopedsteam 실험

   Alloy600 열 을 이 용 한 후 가혹한 분 기에서의 부식특성을 평가하기

하여 열 내부 압력 3000psi,외부압력(오토클 이 압력)1500psi를 가한

후,400℃,100ppm Cl-+100ppm F-+100ppm SO42-+100ppm NO3-용액의

스 분 기에서 시험을 수행하여 응력부식균열 생성시간을 측정하여 용 부 에

한 건 성을 평가하 다.본 연구에서도 Ni도 층의 건 성을 평가하기 하여

상기 조건에서 dopedsteam test를 수행하 다.Fig.3.2.5.10은 시험장치를 나타내

고 있는데, 열 의 내,외부 압력은 가동 발 소의 실제 1,2차측 압력차와 동일

하게 하 다.

상기 특성평가 시험에서 288시간이 지난 후 열 시편의 양쪽 끝 용 부 에서

설이 발생하여 실험을 단한 후 시편을 길이방향으로 단하여 내부 도 부 를

SEM/EDX로 찰 분석하 다.Fig.3.2.5.11은 288시간 시험 후 설이 생긴 시

편의 모습과 장치에서 시편을 분리하여 외부를 찰한 사진이다.도 한 열 시

편의 내부에 압력을 가하기 하여 열 시편 양쪽을 Alloy600마개로 이

용 을 하여 한 부 에서 설이 발생하 다.



- 135 -

Fig.3.2.5.9TheresultsofthepittingandcrevicetestforNi-Fe-PandNi-P-Batroom

temperaturefor12hours

Fig.3.2.5.10FeatureoftheDopedsteam testfac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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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5.11 Leaked tubespecimen afterthe

dopedsteam testfor288hours

Doppedsteam test를 한 후 열 시편을 길이방향으로 단한 후 내부모습을

찰한 사진을 Fig.3.2.5.12에 나타내었다.Ni도 층 표면이 청색으로 변색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이 부분을 SEM/EDX로 찰 분석한 결과,Ni산화물

로 명되었다.(Table3.2.5.2참조)도 층 표면은 SEM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형 인 산화물이 형성된 표면을 나타내고 있는데,일부분에서는 Fig.3.5.2.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pitting과 같은 결함이 찰되었다.이 부분을 EDX로 분석한 결과

표면에 형성된 불순 화합물이 용해되어 형성된 것으로 명되었다.

     

Fig.3.2.5.12(a)Theimageofthetubeinsideafterthedopedsteam test(b),(c)

SEM micrographsshowingtheinnersurfaceofthe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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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소 Ni Cr Fe O 비고

wt% 76.7 0.68 0.72 21.9
NiO

at% 48.4 0.49 0.48 50.7

Table3.2.5.2TheresultofEDX analysisfortheinnersurfaceofthespecimen(Fig.

3.5.2.12(b))afterthedopedsteam test

이상의 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 다. 류 도가 증가하면 도 층

의 항복강도나 인장강도가 감소하고 연성 내부 잔류응력을 증가시킨다. 한 니

니 합 도 층은 C-ring,SSRT,Dopedsteam test결과로부터 SCC 항

성,6wt.% FeCl3용액에서의 실험을 통하여 crevice,pitting 항성도 가짐을 확인

하 다.상기의 실험결과들로부터 증기발생기 열 Ni-합 도 공정기술을 확립

하 으며,검증시험평가에서 Ni-합 도 층의 내응력부식균열 특성이 우수한 것으

로 명되어 실제 발 소의 증기발생기 손상 열 을 보수하는데 활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5.2도 층 시간의존 열화,기계 성질 평가

(1)실험 결과 토의

원 가동조건에서 니 합 도 층의 열화를 평가하기 해 도 층의 열처리 시

간에 따른 미세조직 변화를 평가하 다.실험방법은 앞 에서 설명하 으므로 생

략한다.Alloy600재료표면에 도 한 Ni-P-B Ni-P-Fe의 두 도 층에 한 화학

조성을 분석한 결과,Ni-P-B의 경우 P가 0.3wt.%,B가 0.04wt.%,Ni-P-Fe는 P가

0.3wt.%,Fe가 0.2wt.%로 합 원소가 소량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검출되었다.이

두 도 시편에 한 325℃ 열처리 후의 미세조직을 Fig.3.5.2.18에 나타내었다.

이 미세조직에서 도 층의 성장방향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오른쪽 면이 모재인

Alloy600과 하고 있던 면이다.이 그림에서 보면 Ni-P-B시편의 경우, 두께

방향으로 체 으로 균질하고 치 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Fig.3.2.5.13(a),(b)사

진의 오른쪽 부분에 가로방향으로 균열과 같은 검은 선들이 보이는데,이것들은 시

편연마 시 생긴 이물질인 것으로 확인되었다.반면에 Ni-P-Fe의 경우에는 Fig.

3.2.5.13(d),(e)에서 보는 것처럼 기도 기와 후기부분의 미세조직이 불균질하

게 나타났다. 기 도 층은 에칭 시 부식이 불균질하게 많이 일어났으며,집합조

직(texture)이 선명하게 보인다.집합조직의 우선방향이 표면부분과 표면 아래 부분

이 서로 직교하는 것처럼 상이한 것으로 찰되고 있으며, 기 도 층의 미세조직

은 치 하지 못하고 결함들이 많이 존재하는 것같이 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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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5.13 SEM micrographsshowing microstructuresofelectroplated Ni-P-B and

Ni-P-Fedepositsafteretching.(a)and(b),and(c)Ni-P-Bbeforeandafterheattreatment

at325℃ respectively.(d)and(e),and(f)Ni-P-Febeforeandafterheattreatmentat325℃

respectively.

하지만 Ni-P-Fe도 층의 후기 성장부분에서는 Ni-P-B도 층과 유사하게 부식이

균질하게 상 으로 게 일어난 것으로 보이며, 기 도 층에서 찰되던 집합

조직이나 결함들은 찰되지 않고 있다.이처럼 Ni-P-Fe도 층에서 도 기부분

(Alloy600substrate와 합부분)과 후기부분(도 액과 한 부분)의 미세조직이

다른 것은 도 기와 후기에 도 층 성장속도( 는 류효율)이 다르기 때문인 것

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Ni-P-B도 층에 비하여 기 류효율이 상 으로 높아

성장속도가 빨랐다. 이러한 도 층의 빠른 성장으로 미세조직이 치 하지 못하고

결함이 많이 형성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한편 각 도 시편을 325℃에서 30일간

열처리한 후 미세조직을 SEM으로 찰한 결과도 Fig.3.2.5.13(c) (f)에 나타내었

다.두 도 시편 모두 열처리한 후에 pitting과 같은 결함이 약간 증가한 것으로

찰되었다. 특히 Ni-P-Fe의 경우 기 도 층 부분에서 열처리 후에 집합조직이 사

라지고 에칭에 의하여 부식된 부분의 형상이 사각 형태에서 원형으로 바 것을 알

수 있는데,이러한 상은 열처리 시 원자들의 재배치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이

와 같이 열처리를 하면 원자들의 재배치가 일어나게 되는데,도 층의 우선 성장방

향도 열처리에 의하여 바 는지 알아보기 하여 열처리 후의 도 시편에 한

기 도 층 표면과 최종 표면 모두에서 XRD로 우선방 를 측정하여 보았다.

Fig.3.2.5.14에 XRD로 도 층의 속결정학 성장방향을 측정한 결과를 나타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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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5.14XRDpatternsshowingthetexturesofNi-P-BandNi-P-Fedepositsurfaces.

(a)Beginningand(b)finalplatingsurfacesofNi-P-Bbeforeheattreatment.(c),(e)

beginningand(d),(f)finalplatingsurfacesofNi-P-Febeforeandafterheattreatment,

respectively.



- 140 -

이 결과에서 보면,Ni-P-B.Ni-P-Fe두 도 층 모두, 기 도 층 성장방향이나 최

종 성장방향이 거의 비슷하게 주 방향이(200)면을 나타내고 있다.다만 기 도

층 성장방향에 (111)면이 다소 포함되어 있으나 성장하면서 많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인다.이러한 찰은 문헌상으로 보고된 Ni 속 합 도 층 성장 우선방향

과 일치한다. 한 Ni-P-B도 시편의 경우,325℃에서 30일간 열처리하여도 집합조

직에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반면에 Ni-P-Fe도 층의 경우,최종 도 층의 집합조

직의 우선방향이 열처리 후에는 주 방향이 (111)면으로 바꾸고 (200)면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처리 후의 미세조직에서 에칭 시 나타나던 격자형태의 이방성

집합조직이 사라진 기 도 층의 속결정학 인 우선방향에는 거의 변화가 없다.

이상의 결과에서 보면 Ni-P-B도 층에서는 도 층 두께방향의 미세조직이 균질

하고 치 하 으나,Ni-P-Fe도 층의 경우, 기형성 도 층의 미세조직이 후기형

성 도 층과는 달리 결함이 많이 내포되어 있어,에칭 후 SEM으로 찰한 두께방

향의 미세조직이 기와 후기로 확연히 구분되고 있다.하지만Ni-P-Fe도 층의 우

선성장방향에는 기와 후기 도 층 모두 동일한 결정학 방향으로 거의 변함없이

성장하 다.

도 층의 열처리에 따른 미세조직 변화를 좀 더 세 히 찰하기 하여 TEM을

이용하여 두 도 층의 해용액과 한 부분(최종 도 부분)의 표면부 미세조직을

찰하여,그 결과를 Fig.3.2.5.15에 나타내었다.

  

Fig.3.2.5.15TEM micrographsshowingmicrostructureson electrolyteside-surfacesof

Ni-P-BandNi-P-Fedeposits.(a)As-platedNi-P-B,(b)Ni-P-Bafterheattreatedat325℃

for10daysand(c)for30days.(d)As-platedNi-P-Fe,(e)Ni-P-Feafterheattreatedat

325℃for10daysand(c)for30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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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5.15에서 보면 열처리 시간의 변화에 따른 결정립자의 성장이나 석출물

의 생성 등의 미세조직 상의 변화는 거의 없는 것으로 찰되었다. 특히 장기간의

열처리에 의한 석출물의 생성유무를 악하기 하여 이미지를 10만배 이상 확 하

여 찰하 으나 뚜렷한 석출물의 형태는 찰할 수 없었다.이것은 도 층 내에

포함되어 있는 P,Fe B의 량이 무 소량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채택한 열처

리 온도와 시간 범 에서는 석출물이 생기지 않고 용체화(solidsolution)상태로 존

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가동운 조건에서 Alloy600tube시편 내면의 니 합 도 층의 열화를 평가

하기 해 열처리 시간에 따른 도 층의 경도와 인장강도를 측정하 다.도 층의

열처리는 두 종류의 시편 모두 325℃에서 1일에서 30일까지 하 으며,경도는 상

온에서 측정하 고,기계 특성은 상온과 325℃에서 측정하 다.8.3×10
-4
/s의

strainrate에서 동일한 시편을 동일조건에서 3개씩 시험하여 인장강도 연신율의

평균값을 구하 다.

Fig.3.2.5.16는 Alloy600모재(substrate) 에 기도 한 Ni-P-B Ni-P-Fe층

에 하여 325℃와 400℃에서 열처리 후의 시편에 한 상온에서의 경도를 측정

한 결과이다.이 그림에서 보면,본 연구에서 채택한 열처리 온도와 시간의 변화에

따라 도 층 경도 값의 변화가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이러한 상은 원자력발

소 가동온도 부근에서뿐만 아니라 그보다 높은 온도인 400℃에서도 Ni-P-Fe

Ni-P-B도 층의 경도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아 열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

는 것을 의미한다.즉,앞에서 열처리 시간에 따라 미세조직을 찰한 결과와도 일

치하는 것이다.이러한 찰은 순수 니 의 결정립 성장이 일어나는 온도가 28

9℃~320℃ 인 것과는 달리,높은 온도에서 장시간 열처리하여도 경도에 변화가 없

는 것은 두 가지 원인을 생각할 수 있는데,첫째 첨가된 소량 합 원소에 의한 고

용경화(solidsolutionhardening)효과에 의한 미세조직 변화억제,즉 결정립 성장

억제와 두번째 소량 첨가한 합 원소가 Ni화합물( ,NiP등)을 형성하여 결정립

성장을 억제하고 한 이러한 미세 화합물(석출물)분포에 따른 석출물 분산경화

(precipitatedispersionhardening)효과이다.이 두 가지 원인 ,두번째인 Ni화

합물의 석출에 의한 효과는 앞에서 찰한 TEM 미세조직에서 확인하 듯이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왜냐하면 고배율의 TEM으로도 석출물을 찰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열처리에 따른 경도의 변화경향은 소량 합 원소에 의한 고용경

화(solidsolutionhardening)효과에 의한 미세조직 변화억제에 따른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Ni-P-B,Ni-Fe-P 니 합 도 층의 상온 325℃에서의 인장 특성을 Fig.

3.2.5.17에 나타내었다.이 결과에서 보면 Ni-P-B도 층은 고온에서 열처리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상온 고온 인장강도는 약간씩 증가하고 연신율은 반 로 감소하

고 있다.열처리 시간이 증가함에 따른 인장강도의 증가와 연신율 감소는 고온 열

처리에 의하여 속간화합물이 석출되어 석출강화가 일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

된다.Ni-Fe-P도 층의 경우는 상온이나 고온 기계 특성이 비정상 으로 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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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데,상온 고온 인장강도와 연신율 모두 열처리 시간에 따라 크게 감소하

고 있다.이에 한 원인은 Ni-P-Fe도 층의 미세조직 상의 결함 때문인 것으로 생

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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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5.16 Microhardnessvariation ofNi-P-Fe and Ni-P-B

electroplated layerswith theheattreatmenttemperatureand

time.

Fig.3.2.5.17Variationsof(a)ultimatetensilestrength and (b)elongation valuesof

electroplatedNi-P-BandNi-P-Feheattreatedwithdifferenttimeat325℃Tensiletests

weredoneat25℃ and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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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측정한 Ni합 도 층의 기계 특성평가 후 각 시편의 단면을 SEM

으로 찰한 사진을 Fig.3.2.5.18에 나타내었다.Ni-P-B도 층의 단면은 열처리하

지 않은 시편이나 열처리한 시편 모두 단면이 균질한 양상을 보 다.특히 325℃

에서 열처리한 시편의 경우 단면이 매우 평평하고 도 층에서 보통 찰되는 형

상의 단면이 찰되었다.열처리하지 않은 시편의 경우 도 층 내부에 잔존하는

결함과 함께 일부 불균질한 양상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도 층 체 두께에서

단면의 상세형상은 체로 균질한 모양이다.Ni-P-Fe는 Ni-P-B와는 달리 두께방향으

로 2 층이 형성된 것을 알 수 있는데,이 2 층은 325℃에서 열처리하여도 사라지

지 않고 그 로 남아 있었다.

Fig.3.2.5.18SEM micrographsshowingthefracturesurfacemorphologiesofNi-P-Feand

Ni-P-Belectrodepositsaftertensiletests.(a)Ni-P-Feasplatedand(b)heattreatedat32

5℃or30days,and(c)Ni-P-Bheattreatedat325℃ or10days.

이것은 도 공정 substrate에 가까운 부분에서의 도 층이 성장하면서

substrate로부터 멀어짐에 따라 도 층의 미세조직 도 성장 column의 결정학

방향이 바 것으로 보인다.앞에서 찰한 Ni-P-Fe도 층의 비정상 인 기계 특

성의 원인이 Ni-P-Fe도 층 내부에 형성된 기공과 같은 결함과 column사이의 분

리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한 열처리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인장강도의 증가

와 연신율의 감소는 열처리에 의하여 도 층에 생성되는 석출물에 의한 석출경화에

의한 것이다.Ni-P-Fe도 층 내부표면에 생성된 큰 cluster들에 의하여 Ni-P-B도

층 내부표면과는 달리 Ni-P-Fe도 층 표면이 매우 거칠게 찰되는 원인이 빠른

도 속도 때문이다.한편 Fig.3.2.5.16의 경도측정 결과 Fig.3.2.5.17의 인장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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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결과에서 보면 두 도 층에서 P의 함유량은 동일하나 B의 함량이 Fe보다 더

은 Ni-P-B도 층의 경도 인장강도가 Ni-P-Fe도 층의 그것들보다 크게 나타

났는데,이것은 치환형 합 원소인 Fe과 주 원소인 Ni원자 크기는 비슷하지만 B의

경우 침입형 합 원소로 Ni원소 사이에 침입하여 Ni모재에 많은 변형을 주기 때

문이다.

결론 으로 본 연구에서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가

있다.Ni-P-Fe,Ni-P-B도 층을 325℃ 400℃에서 30일 동안 열처리하여 도 층

두께의 간부분에서 경도를 측정한 결과 열처리에 따른 경도값의 변화는 거의 없

었다.인장시험을 한 결과,Ni-P-B의 경우에는 열처리 기간에 따라 최 인장강도가

소폭 증가하는 정상 인 특성을 보여 열 안정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하지

만 Ni-P-Fe의 경우에는 열처리 기간에 따라 최 인장강도가 감소하 고,연신율

한 감소하 는데,이것은 도 층 제조 시 기 도 층에서 형성된 미세조직의 불량

때문인 것으로 유추되었다. 한 Ni-P-B Ni-P-Fe도 층의 성장 우선방향이 모두

(200)면이었으나 성장 기에는 미약한 (111)면도 일부 나타났다. 하지만 열처리를

하면 Ni-P-B도 층에서는 우선방향에 거의 향이 없어나,Ni-P-Fe도 층의 후기

성장한 부분(도 용액과 한 부 )의 주 우선방향이 (200)에서 (111)로 바 었다.

5.3최 도 기술 확보

Ni-P-Fe도 층의 기 미세조직은 도 속도가 빨라 좋지 않은 성질을 가지게 된

다.이에 기존 류 도 값인 100mA/cm
2
을 50mA/cm

2
로 여 Ni-P-Fe도 층을

만든 뒤 경도 인장강도 시험을 통하여 기계 성질의 변화를 측정하 다.실험

방법 조건은 앞 에서 설명한 것과 같다.우선 325℃에서 열처리 시간에 따른

도 층의 열화 정도를 Fig.3.2.5.19에 나타내었다.

Fig.3.2.5.19에서 보면 류 도를 100mA/cm
2
에서 50mA/cm

2
로 낮추면 열처리

시간이 증가할수록 오히려 경도 값이 증가함을 보인다.이는 앞 에서 설명했듯이

소량 합 원소에 의한 고용경화(solidsolutionhardening)효과에 의한 미세조직 변

화억제에 따른 것으로 생각된다.다음으로 류 도를 50mA/cm
2
로 낮춰 만든

Ni-P-Fe도 층의 인장강도 연신율을 Fig.3.2.5.20에 나타냈다.열처리는 325℃에

서 최 30일까지 했고,실험은 상온에서 수행하 다.

Fig.3.2.5.20에서 보면 류 도를 50mA/cm2로 낮췄을 때 인장강도는 열처리 시

간이 지날수록 100mA/cm2에서 처럼 격하게 감소하지 않았다.연신율 역시 열처

리 시간이 길어져도 어들지 않고 증가하 다.이는 인장강도가 열처리 시간에 따

라 약간 감소하고 있는 경향에 맞는 것이다.이런 차이가 일어나는 원인을 알기

해 인장시험을 한 뒤 단면을 SEM으로 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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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5.19 Microhardnessvariation ofelectroplated Ni-P-Fe

layerswiththeheattreatmenttemperatureandtime.

Fig.3.2.5.20Variationsof(a)ultimatetensilestrength and (b)elongation valuesof

electroplatedNi-P-Feheattreatedwithdifferenttime

Fig.3.2.5.21에서 보면 류 도를 낮춘 결과 이 에 보이던 기 미세조직의 불

량이 거의 찰되지 않았다.이는 기 도 층의 성장속도가 느려져 결함이 어들

고 기 texture방향과 나 에 형성된 texture의 방향이 같아져 체 으로 더욱

균일한 도 층이 얻어졌기 때문이다.이와 같은 도 층 미세조직의 변화는 열처리

를 해도 거의 변하지 않았으며,이러한 균일성이 안정 인 인장강도와 연신율의 변

화를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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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5.21SEM micrographsshowing thefracturesurfacemorphologiesofNi-P-Fe

electrodepositsaftertensiletests.(a)Ni-P-Feasplatedand(b)heattreatedat325℃or10

days,and(c)heattreated30daysat325℃.

이미 확보된 최 화 조건에 류 도만을 변화시켜 Ni-P-Fe도 층을 제조하 다.

325℃에서 최 30일까지 열처리를 한 후에 경도,인장강도를 시험하고 최 인장강

도,연신율 등을 측정하 다.100mA/cm2에서 50mA/cm2로 류 도를 변화시키면

경도는 열처리 시간에 따라 증가하고 인장강도 연신율은 열처리 시간에 따른 변

화가 크지 않았다.따라서 기존에 확보하 던 최 조건에 류 도를 낮춰 Ni-P-Fe

도 층을 제조한다면 더욱 열 안정성이 확보된 도 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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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SG 열 의 실험실 ODSCCECnoise기술 확립

증기발생기 열 2차측 냉각수 의 납(Pb)은 응력부식균열(ODSCC)조장 주

요 인자로 잘 알려져 있다.Pb유기 응력부식균열에 한 근원 이해 응력부식

균열 억제를 통해 열 부식을 원천 쇄하는 신개념의 근으로 증기발생기 건

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특히 이러한 연구에 있어 ODSCC발생시 균열 생성과

성장을 구별하여 근하는 방법론 개발이 필수 이다.기존 연구는 균열성장에

을 두었으나,실제 응력부식으로 인한 열 단시 부분의 시간이 균열생성

에 소요되고 있으므로,본 연구에서는 ODSCC균열생성과 성장을 기화학 노이

즈로 구별하는 방법을 개발하고 하 다.

이를 해서 1차 으로 균열 생성과 ECnoise의 계를 정립하고자 실험이 용

이한 상온의 산성분 기에서 Alloy600 열 의 SCC로 인한 기화학 노이즈

신호 분석을 진행하 고,2차 으로 고온 고압의 증기발생기 2차측 환경을 모사한

caustic환경에서 SCC로 인한 기화학 노이즈 신호 분석을 수행하 다.

6.1산성분 기 균열 생성과 ECnoise 계

산성분 기에서 응력부식균열을 조장하고자 Alloy600HTMA 열 을 600℃,

24시간동안 민화 처리하여 RUB(reverseU-bend)시편을 제작하 다.본 연구에서

는 기화학 노이즈 실험의 용성 검증을 해 우선 상온에서 0.1M Na2S4O6을

포함하는 산성 수용액에서 실험을 수행하 다. 기화학 노이즈 측정은 RUB시

편을 작동 극,미변형 시편을 상 극,SCE(saturatedcalomelelectrode)를 기

극으로 EN120 EN400ZRA(zero-resistanceammeter)에 연결하여 RUB시편의

류 압 노이즈를 측정하 다.

Fig.3.2.6.1은 25℃ 0.1M Na2S4O6용액 에서 민화 열처리한 Alloy600RUB

시편에 한 120시간 동안의 SCC 실험에서 EN 120 로그램을 이용하여 측정한

기화학 노이즈 신호 분석 결과를 나타내었다.Fig.3.2.6.1(a)는 currentnoise,

(b)는 potentialnoise,(c)는 SCC시험 직후의 시편,(d)는 침투탐상에 따른 균열의

분포,(e)는 단면 표면에 한 균열형상 찰을 나타내었다.SCC 시험을 수행할

때 먼 반 인 신호 형상을 알아보기 하여 120시간 동안 기화학 노이즈를

측정하 다(Fig.3.2.6.1(a),(b)). 한 120시간의 SCC실험 후 균열의 유무와 분포를

알아보기 하여 침투탐상법을 하 고(Fig.3.2.6.1(c),(d)),시편의 apex의 상,하단

부 에 균열이 심화 된 것을 알 수 있었다.SCC의 길이와 깊이를 측정하고자 학

미경을 이용하여 SCC로 인한 입계균열을 찰하 고,균열의 분포와 형상을 보

고자 SEM을 이용하여 표면을 찰하 다.Fig.3.2.6.1(b)의 단면 사진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표면에서도 균열의 깊이는 깊어 보 고,표면 한 apex(약 90o)부분의

균열이 심화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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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6.1SCCtestresultsofAlloy600RUBspecimenin0.1M Na2S4O6solutionat

25℃ for120h,(a)currentNoise,(b)potentialnoise,(c)RUBsurfaceafterSCCtest,(d)

RUBsurfaceafterpenetrationtest,(e)opticalmicrographofcross-sectionofRUB

specimen,measuredbyusingEN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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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6.2SCCtestresultsofAlloy600RUBspecimenin0.1M Na2S4O6solution

at25℃ for120h,(a)currentNoise,(b)potentialnoise,(c)FourierPSDvoltage,(d)

FourierPSDcurrent,(e)histogram ofcurrentnoise,measuredbyusingEN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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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6.2는 ESA 400 로그램으로 RUB 시편을 사용하여 25℃ 0.1M

Na2S4O6용액 에서 측정한 기화학 노이즈 측정 결과이다.EN 120 로그램

과 달리,ESA400의 경우 응력부식균열 발생에 따른 여러 상을 여러 에서 해

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들로부터 SCC시험 후 단면 찰이나 표면 찰을 통하여 균열의 발

생유무로부터 SCC의 발생을 확인하던 기존 결과와 달리,균열의 개시시 을 기

화학 노이즈 측정을 통하여 측정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6.2납분 기 ODSCC균열 생성과 ECnoise 계

상온에서 검증한 기화학 노이즈 분석기술을 바탕으로,고온 고압의 증기발

생기 2차측의 틈새 슬러지 환경을 모사한 염기성 납분 기에서 SCC로 인한

기화학 노이즈 신호 분석을 수행하 다.

기화학 노이즈 신호의 on-linemonitoring에 사용한 장치도는 Fig.3.2.6.3과

같다.LTMA 열처리한 후 상온 항복응력의 150%로 응력을 인가한 Alloy 600

C-ring시편을 작동 극(WE1)으로,응력을 인가하지 않은 C-ring시편을 극

(WE2)으로,고온용 외부 Ag/AgCl 극 는 Ni을 기 극(RE)으로 사용하 다.

Fig.3.2.6.3Schematicdiagram ofelectrochemicalnoisemeasurement

기화학 노이즈 신호의 on-linemonitoring은 다음과 같이 2가지 모드에서

수행되었다.첫 번째는 UCPN(uncorelatedcurrentandpotentialnoise)모드로서,

OCP(opencircuitpotential)에서 SCC생성에 따른 류와 압의 노이즈를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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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할 수 있다.두 번째는 PCCN(potentialcontrolled currentnoise)모드로서,

WE1에 RE를 기 으로 100mV의 애노딕 압을 인가하여 WE1과 WE2사이에 흐

르는 노이즈를 측정하는 것이다.PCCN의 경우 UCPN에 비해 압을 제어할 수

있으므로,보다 빨리 SCC생성과 성장을 유도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실험 용액은 UCPN 모드에서는 PbO,CuO 등 산화성 첨가제를 함유하는 290℃

의 40wt% NaOH 수용액을 사용하 는데,우선 첨가제로 10,000ppm의 PbO만 함유

한 용액에서 11일간 침지한 후 다시 10,000ppm의 PbO와 500ppm의 CuO를 모두

함유한 용액에서 5.5일간 침지하면서 기화학 압/ 류 노이즈 신호를 측정하

다.PCCN 모드에서는 PbO를 함유하는 315℃의 40wt% NaOH 수용액을 사용하

는데,첨가제로 10,000ppm의 PbO만 함유한 용액에서 110시간동안 4.5일간 침지

하면서 기화학 류 노이즈 신호를 측정하 다.모든 실험용액은 실험 에 20

시간 이상 99.99%의 질소가스로 탈기를 하 다.실험 종료후 2% bromine과 98%

메탄올 용액에서 화학 에칭을 수행하 고,SEM을 통해 단면을 찰하 다.

가.염기성 납분 기 ODSCC균열생성과 UCPN 계

1차 으로 UCPN 모드를 용하여 염기성 납분 기에서 Alloy600 열 의

ODSCC균열이 생성되고 될 때 수반되는 기화학 류 압 노이즈 신

호를 분석하 다.실험 도 정기 으로 오토클래이 를 개방하여 시편의 균열 생

성 유무를 stereo-microscope로 확인한 결과,Fig.3.2.6.4(a)와 같이 PbO만 함유한

용액에서는 표면 산화막의 균열은 찰되었으나 모재로 되지 않았으며,Fig.

3.2.6.4(b)와 같이 PbO와 CuO를 모두 함유한 용액에서는 균열 가 찰되었다.

Fig.3.2.6.4Stereo-micrographofC-ringapexafterimmersion(a)inonlyPbOfor264h

and(b)inbothPbOandCuOfor400h

침지 실험 종료후 균열의 SEM/EDX 분석결과 입계를 따라 균열이 되는

IGSCC경향(Fig.3.2.6.5(a)) 균열 입구와 선단의 산화막에서 Pb가 찰되는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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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3.2.6.1)으로부터 형 인 납유기 응력부식균열(PbSCC)임을 확인하 다.

한 Fig.3.2.6.5(b)와 같이 C-ring의 apex에서 국부 인 표면 산화막의 괴와 1개 혹

은 그이하의 입계 길이로 발생한 다수의 기 균열이 찰되었다.

Fig.3.2.6.5SEM micrographofC-ringapex.(a)crackpropagation,(b)crackinitiation

Table3.2.6.1EDSchemicalanalysisofcrackmouthandtip

UCPN 모드에서 측정한 압 류 노이즈의 형 인 신호는 Fig.3.2.6.6과

같다.PbO만 함유한 용액에서는 Fig.3.2.6.6(a)와 같이 무작 인 압의 강화와

이에 수반된 류의 증가가 측정되었다.이러한 압 류의 변화는 응력부식균

열에 수반되는 표면 산화막의 국부 손과 재부동태에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된

다.즉 술한 미세구조 특성의 변화를 고려할 때, 압 강화에 수반되는 류의

증가는 표면 산화막의 국부 손으로 Alloy600모재가 노출되는 것에 기인하며,

뒤이어 나타나는 재부동태에 의해 류는 감소하고 압은 정상상태로 회복하는 것

이다.따라서 균열의 생성에 의한 노이즈 신호로 명되었다.

이에 비해 PbO와 CuO를 모두 함유한 용액에서는 Fig.3.2.6.6(b)와 같이 유사한

압 강하 류 증가의 노이즈 신호가 보다 큰 크기와 긴 시간간격으로 측정되

었다.이는 균열의 생성에 비해 보다 국부 인 특성의 갖고,큰 하의 이동을 수반

하는 국부부식 거동을 의미하며,균열의 에 의한 노이즈 신호로 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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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6.6 Electrochemicalcurrentand potentialnoise measured from

stressedC-ringspecimenimmersedin(a)leadedsolutionand(b)leaded

solutionwithCuOat290℃.

Fig.3.2.6.6의 UCPN 모드에서 측정된 ODSCC와 연 된 압 류 노이즈

신호를 주 수 역에서 푸리에 변환하면,Fig.3.2.6.7과 같은 워스펙트럼 도를 얻

을 수 있다.이를 통해 특정 주 수 역에서 발생되는 기화학 노이즈 신호를

구분하여 분석할 수 있다.Fig.3.2.6.6(a)에서 나타나는 압 강화와 이에 수반된

류 증가가 찰된 시간 A,C D에서 얻어진 워스펙트럼 도는,Fig.3.2.6.7(a)

에서 도시한 것과 같이 정상상태의 B E에서 얻어진 것에 비해 특히 주 역

에서 노이즈 크기가 증가되었다.즉 보다 국부 인 특성을 갖는 부식이 A,C D

시간에 시편의 표면에서 발생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유사한 연 성을 Fig.3.2.6.6(b)와 Fig.3.2.1.7(b)에서도 찰할 수 있었다.즉

C시간에 발생하는 부식특성과는 달리 A,B,D E시간에 국부부식이 발생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술한 미세구조 변화 압, 류 노이즈 신호의 시간 역

분석을 바탕으로,각각 균열의 생성과 에 의한 워스펙트럼 도 변화로 명

되었다.



- 154 -

Fig.3.2.6.7Powerspectraldensitycalculatedfrom electrochemicalcurrent

andpotentialnoisein(a)leadedsolutionand(b)leadedsolutionwith

CuOat290℃.

나.염기성 납분 기 ODSCC균열생성과 PCCN 계

본 연구에서는 2차 으로 PCCN 모드를 용하여,100mV이 애노딕 압을 인

가한 상태에서 얻어진,염기성 납분 기에서 Alloy600 열 의 ODSCC 균열이

생성되고 될 때 수반되는 기화학 류 노이즈 신호를 분석하 다.

Fig.3.2.6.8은 110시간동안 측정한 류 노이즈의 시간 역 데이터이다. 기 애

노딕 압 인가에 따라 격히 류가 증가한 후 서서히 감소하여 GC1시간 역에

서는 안정화되었다.이후 CI시간 역에서 격히 류 노이즈가 증가하는데,삽입

그림에서 확 된 것과 같이 큰 진폭과 높은 주 수 특징을 가졌다.이때 C-ring시

편을 인출하여 단면을 SEM 찰한 결과,Fig.3.2.6.9(a)와 같이 표면에 다수의 미세

균열 생성이 찰되었다.미세균열은 략 10μm 정도로 결정립 하나 정도의 크기

으며,국부 인 표면 산화막의 괴와 입계를 따라 산화피막이 성장한 것이 찰되

었다.따라서 CI시간 역에서 찰되는 류 노이즈는 균열 생성에 기인한 것으로

단되었다.이후 CG시간 역에서는 큰 진폭과 낮은 주 수 특징을 갖는 류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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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즈 신호가 찰되었으며,GC2시간 역에서 다시 류를 안정화되었다.실험 종

료후 C-ring을 인출하여 단면을 SEM 찰한 결과,Fig.3.2.6.9(b)와 같이 미세균열

하나가 길게 성장한 것이 찰되었음.따라서 CG 시간 역에서 찰되는 류

노이즈는 균열 성장에 기인한 것으로 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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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6.8Timerecordofelectrochemicalpotentialnoisemeasured

from thestressedC-ringspecimenintheleadedcausticsolutionat

315℃ for110hbyPCCN mode.

Fig.3.2.6.9SEM micrographofC-ringapexafterimmersion(a)for42hand(b)110h.

Fig.3.2.6.8과 같은 주 수 역의 류 노이즈 신호를 푸리에 변환한 워스펙

트럼 도는 Fig.3.2.6.10과 같다.주 수 역에서 특정 류 노이즈 신 가 찰되

는 GC1,CI,CR,GC2시간 역 데이터로부터 푸리에 변환된 워스펙트럼 도만을

도시하 다.일반부식이 일어나는 GC1 GC2시간 에서 찰되는 류 노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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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워스펙트럼 도에 비해,균열 생성이 발생할 때는 간 높은 주 수 역

에서 워스펙트럼 도가 증가하 고,균열 성장이 발생할 때는 특히 낮은 주 수

역에서 워스펙트럼 도가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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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6.10Powerspectraldensitymeasuredfrom theECnoisesignalsin

thetimeregionGC1,CI,CRandCG2

6.3ECnoise기술을 이용한 실험실 ODSCC의 생성/ 단계 분리기술

상기 기화학 노이즈 분석방법은 정성 인 것으로,본 연구에서는 보다 정량

인 분석을 해서 -노이즈(shot-noise)이론을 도입하 다.

가.UCPN noise의 확률론 통계분석법

UCPN 방법으로 측정된 압 노이즈 신호에 한 워스펙트럼 도의 최소 주

수 역 값인 ΨE로부터,식(3.2.6.1)의 계식에 따라 확률론 인자인 사건발생빈

도 fn을 계산할 수 있으며,이 값의 역수로부터 평균고장시간 tn를 정의할 수 있다.

한 평균고장시간 tn은 식(3.2.6.2)의 계식과 같이 고장률 분석에 많이 사용되는

Weibull분포를 사용하여 통계 으로 분석할 수 있다.

 
 (3.2.6.1)

lnln ln ln (3.2.6.2)

UCPN 방법으로 측정된 압 노이즈는 Weibull분포에 따라 본 연구에서 얻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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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평균고장시간을 분석한 결과,Fig.3.2.6.11에 도시한 바와 같이 부식환경의 변화

에 따른 일반부식,납분 기 ODSCC균열 생성,ODSCC균열 단계에 따라 서

로 다른 Weibull형상인자 m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일반부식의 경우 약 1.5

정도의 m값을 가졌으며,균열 생성단계에서는 약 0.7,균열 단계에서는 약 0.2

의 m값을 가지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a)

(b)

Fig.3.2.6.11Weibullplotofmeanfailuretimeobtainedfrom (a)eachtimedomain

wheretypicalcorrosionoccursand(b)entiretimedomaininleadedsolutionand

thatwithCuO.

나.PCCN noise의 확률론 통계분석법

UCPN 방법으로 측정된 압 노이즈 신호에 한 워스펙트럼 도를 통해

ODSCC균열의 생성단계와 단계를 통계 으로 구분하는 방법에 비해서,PCCN

방법의 경우 외부 압을 인가하여 임의로 ODSCC균열 발생 속도를 용이하게 제

어할 수 있다는 장 이 있으나, 류 노이즈 신호만을 얻을 수 있으므로 식(3.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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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2)를 사용하여 통계 분석을 수행할 수 없다는 단 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압 인가 가속조건에서 측정되는 류 노이즈를 이용하

여 확률론 으로 균열 생성/성장을 구분하는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 다. 압 노이

즈, 류 노이즈 항 노이즈의 계식으로부터,식(3.2.6.1)은 식(3.2.6.3)과 같이

변환되어질 수 있으며,이 계식에 따라 확률론 인자인 사건발생빈도 fn 평균

고장시간 tn를 정의할 수 있다. 한 평균고장시간 tn은 식(3.2.6.4)의 계식과 같이

고장률 분석에 많이 사용되는 Weibull분포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3.2.6.3)

lnln ln ln (3.2.6.4)

Weibull분포에 따라 평균고장시간을 분석한 결과,Fig.3.2.6.12에 도시한 바와

같이,부식환경의 변화에 따른 일반부식,납분 기 ODSCC균열 생성,ODSCC균

열 단계에 따라 서로 다른 Weibull형상계수 m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부식의 경우 약 1.15~1.22정도의 m값을 가졌으며,균열 생성단계에서는 약

0.46,균열 단계에서는 약 0.28의 m값을 가졌다.기존 연구를 통해 압 노이즈

로부터 얻어진 평균고장시간의 확률분포에서도 유사한 형상계수를 얻을 수 있었는

데,일반부식의 경우 약 1.5정도의 m값을 가졌으며,균열 생성단계에서는 약 0.7,

균열 단계에서는 약 0.2의 m값을 가졌다.상기 결과들로부터 압 노이즈 신호

뿐만 아니라,고온/고압 환경에서 류 노이즈 신호를 측정하여 확률론 으로 균열

의 생성과 성장을 분리하는 기술의 타당성을 입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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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목표 달성도 련 분야에의 기여도

제 1 1차년도 연구목표

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
가 치

(%)

연구목표
달성도
(%)

비고

노즐 통부

모재와 용 부

미세조직 분석

� 노즐부 모사 Alloy600/182용 부 제

작

� 용융부는 수지상 구조 고분율의

각입계 보유,열 향부는 결정립 성장

25 100

원 과

동등한

용 부 제작

노즐 통부

붕산 부식평가

(1차 계통 조건)

� 장 WPS반 WH 3loop형의 BMI

제작

� 국내원 archive 압력용기강 재료

(SA508)의 붕산부식 시험수행

� 수용액 에서 반이론 붕산부식 모델

도출

15 100

DavisBesse

심각한 붕산

부식 사고

비 연구

BMI결함

mockup제작

� 원 사용재료와 동일 재료로 장

WPS 반 하여 WH 3loop형 BMI

mockup제작

� Doped steam 분 기로 SCC 가속방법

개발

10 100

PINC국제

공동 연구

기여물로

제공

Alloy600SG

열

납분 기

ODSCC평가

� 납 첨가에 따라 SCC 항성 격히 감

소

� 납 첨가시 산화막 구조가 이 층에서

단일층으로 변화

20 100

납은

증기발생기

손상의 주

원인임

SG 열

설 실험용

단일균열제작

� 상온의 0.1M Na2S4O6 용액에서 Alloy

600HTMA 열 에 장균열과 유사

한 약 5mm 길이의 단일 결함제작

� 단일결함 열 에서 설 실험수행

10 100

KPS

연구용역의

기반 기술로

활용되었음

부식억제제

성능평가

(산성분 기)

� 산성분 기에서 30% 부식억제능 확인

� 부식억제제는 산화막 성질 안정화
10 100

NiB는

KAERI개발

부식

억제제임

SG 열 Ni

합 도 기술

확립(미세조직,

SCC 항성)

� 다양한 도 공정 변수에 따른 도 층

제작

� 미세조직 특성,응력부식균열 특성

부식특성을 평가,나노결정립 도 층 제

조기술 확보

10 100

증기발생기

열 손상

보수 방지

용도로 활용

총 계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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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2차년도 연구목표

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
가 치

(%)

연구목표
달성도
(%)

비고

노즐 통부

모재와 용 부

잔류응력평가

� J-weldBMI노즐 용 변수(WPS),설

계변수 등에 따라 노즐내면 잔류응력

을 유한 요소 해석법으로 평가

� 해석결과와 실제 소성변형량 비교분석

25 100

이종 속용 부

PWSCC민감도

결정에 활용.

노즐 통부

붕산

부식평가(붕산

염)

� 100~315℃ 온도,1.1~71.4% 붕소 농도

범 에서 붕산부식 평가수행

� 온도 100~200℃,붕소농도 40~50%에서

최 부식속도(40mm/year)

15 100

2007/2008년

3,4호기에

서 붕산수

출사례

BMImockup

결함제어

� 상온 dopedsteam 분 기에서

장유사 SCC결함 성장

� SCC 결함에 미치는 잔류응력의 향

분석

10 100

비 괴 기술

검증용으로

활용

Alloy600SG

열 성

납분 기

ODSCC평가:

균열생성과 EC

noise 계,

산화막분석

� SCC 항성이 작을 때,산화막의 부동

태 특성 하,산화막과 SCC 항성의

한 계 확인

� EC noise를 통계처리 확률론 이용

하여 균열생성과 성장단계의 분리 방

법론 개발

20 100

NRC주

국제공동연구인

TIP4의 물

기여분으로

제공

SG 열

열, 설시험

측모델개발

� 열압력 설률 실험데이터와

측값 비교 분석

� 열압력 측모델 로그램과 설률

측모델 로그램 개발/등록

10 100
산업체/규제기

의 사용가능

SG 열

부식 억제제

성능평가:

성분 기

기화학

성질,SCC

억제능

� 성분 기에서 45% 부식억제능 확인

� 부식억제제는 산화막에서 속이온 고

갈억제 확인

� 납만 존재할 때 비 산화막의 부동태

특성 폭 향상(수십배 이상)

10 100

KAERI개발

부식억제제인

NiB의 pH별

부식억제 성능

확인

SG 열 Ni

합 도

기술확립

(도 층 시간

의존 열화,

기계 성질)

� 350℃,1,000시간 열처리시편의 경도,

강도,연신율,열 안정성평가

� Ni-P-B도 층의 건 성 확인

10 100

열 부식

방지,손상부

보수와 타

분야에 용

가능

총 계 100 100



- 161 -

제 3 3차년도 연구목표

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
가 치

(%)

연구목표
달성도
(%)

비고

노즐 통부 용 부

PWSCC:

응력확 계수별

� Alloy 600/182 균열성장속도 vs

응력확 계수(K)측정
30 100

원 1차수

조건 시험

노즐 통부 붕산

부식평가: 장모사

실증시험

� 장모사 실증시험장치 제작 완료

� 설분 기에서 붕산염부식 실증

시험

10 100

2007,2008년

3,4호기에

서 붕산수

출사례

CRDM 결함

mockup(doped

steam 분 기)

� WH 원 의 3loop형 CRDM 노즐

통부 용 잔류응력 해석

� CRDM mockup제작완료 SCC

결함 성장

10 100
EPRI발주과제

수주(17.5만불)

Alloy600SG

열

ODSCC평가:성

납분 기,용액

도도 향 평가

� 일정한 용액 도도 이상에서는 유

해한 원소의 유해도가 요함을

확인

� 용액 도도에 따른 ODSCC 평가

산화막 TEM-EDS분석

20 100

NRC주

국제공동연구인

TIP4의 물

기여분으로

제공

SG 열 denting

시험:dent모사

시험

� Denting 실증실험 장치 설계

구축

� 모사조건으로 산성조건을 고려하

여 dent제작 실험 완료

10 100
Denting은 SCC

가속인자임

SG 열

부식억제제

성능평가 :

부식억제제 침투능,

2차 계통과 합성

� 2차측 수화학환경에서 균열성장속

도 측정 장치 설계,제작 완료.억

제제 침투능 평가

� 2차측 계통 부품과 계통수와의 억

제제 합성 평가

10 100

억제제

침투능은

납유기 SCC

억제의 효과

구체화된 자료

제공가능

SG 열 Ni합

도 (최 도

기술 확보)

� 용액,유속,도 조건,strikelayer,

극설계 배치,도 층 열화,

내식성 등을 고려한 도 공정 최

화

10 100

원 의 타

부분에

용가능

( 5호기

원자로흠집부

정비후보기술)

총 계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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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4차년도 연구목표

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
가 치

(%)

연구목표
달성도
(%)

비고

노즐 통부 용 부

Alloy182PWSCC:

산화 환원 분 기

향 평가

� 고온 고압하 이종 속 용 부

PWSCC균열성장 특성 평가

� PWSCC균열선단을 TEM/EDS

분석 기술 확립

30 100

3,4원

PWSCC

손상분석에

활용

결함 mockup

PWSCC:균열성장

실증시험 자료 생산

� CRDM 목업설계별 유한요소

잔류응력 해석

� CRDM 용 목업설계별 잔류응력

해석과 균열성장 실증

괴검사 수행,잔류응력분포와

ellipticalPWSCC

형태(원주균열/축균열) 치

비교

10 100

2007,2008년

3,4호기에

서 붕산수

출사례

노즐 통부

붕산부식 환경별

부식속도식 도출

� 노즐 통부 붕산수 액상 설환경,

액상-기상 2상 설환경

모사시험기술 개발

20 100

신고리1

격납용기

살수사건시

재료건 성

평가에 활용

Alloy690SG

열 ODSCC평가

(산화환원 조건)

� 알칼리에서 Alloy690의 ODSCC

평가,Alloy600과 비교자료 생산

� 환원조건(납 착 용이)에서

ODSCC민감도 증가,균열선단에서

납 찰

10 100

울진/고리 SG

교체/정비/완

화 책 수립에

활용

SG 열

부식억제제

성능평가:

산성분 기

기화학 성질,

SCC억제능 평가

� 부식억제제(NiB)의 산성분 기

Alloy600ODSCC부식억제능

평가

� 산성분 기 Alloy600ODSCC의

기화학 성질 평가

10 100

부식억제제를

장 용 해서

농도에서

ODSCC평가

필요성 제기

SG 열 denting:

불순물,온도 향

평가

� Denting모사 실증시험 장치 이용,

불순물 Cl농도 향 평가

부식억제제(NiB)의 덴 억제능

평가

� 온도(290oC,305oC)증가에 따른

denting특성 평가

10 100

열 덴 에

향을 주는

주요 환경인자

검증

∙SG 열 의

실험실 ODSCC

ECnoise

monitoring기반 구축

� 고온/고압 2차 계통 납분 기

틈새환경 모사, 압인가

가속조건에서 실험실 ODSCC

ECnoisemonitoring기반 구축

� 균열 생성과 단계의 정량

해석 기반 확보

10 100

ODSCCon-line

monitoring

기반 구축

총 계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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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5차년도 연구목표

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
가 치

(%)

연구목표
달성도
(%)

비고

노즐 통부

PWSCC 측모델:

모재(Alloy600)와

용 부(Alloy182)

� Alloy600 Alloy182의 균열특

성 평가 분석을 통한 PWSCC

측모델 확립

30 100

4원자로

배기노즐

PWSCC분석에

활용

결함 mockup

PWSCC자료생산

균열성장속도,

aspectratio

� 원 가동환경을 반 한 doped

steam 분 기 mockupPWSCC실

증 실험을 통한 성장속도 균열

형태 분석

� FEA를 통한 고온 고압 환경에 따

른 응력분포의 변화를 찰 균

열 성장에 따른 응력 변화 분석

10 100

4원자로

배기노즐

3,4SG

배수노즐

PWSCC

원인분석에

활용

노즐 통부에서 1차

계통수 수방향에

따른 붕산 부식

평가

� 붕산수 설방향에 따른 붕산부식

실증 시험 1차 계통 설환경

붕산부식 속도 종합 분석

20 100

원 노즐

수부 건 성

평가에 활용

Alloy690SG

열

ODSCC평가:

분 기별 ODSCC

민감도 map생산

� 산성,알칼리성 분 기에서 Alloy

690ODSCC평가 Alloy600과

민감성 비교,pH에 따른 민감도

분류 map생산

20 100

울진/고리 SG

교체/정비/완

화 책 수립에

활용

SG 열 denting:

제어기술

� 장기간 산-염소이온 틈새 환경에

노출시 열 의 내경 축소(덴 )

속도 평가 억제제(NiB)의 존재

시 덴 억제 효과 분석

10 100

부식억제제

NiB의

덴 억제(50%

이상 억제)확인

SG 열 의

실험실 ODSCC의

생성과 단계

분리기술 확립

� 고온/고압환경 ODSCC 발생시

압 노이즈 류 노이즈 신호를

확률론 Weibull통계방법을 이

용하여 균열 개시/성장단계 분리

기술 개발

10 100

SCC개시

평가기술에

활용

총 계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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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제 1 노즐/ 통부 부식

1.노즐 통부 모재와 용 부 특성평가

본 과제에서 생산된 Alloy600/182용 재에 한 미세구조 분석 평가자료는 국

내 원 의 가동 CRDM 노즐 부 에서의 PWSCC발생시 을 측하고 발생된 균

열의 진 정도를 추정함으로써 한 보수/ 처 리방안을 수립하는데 활용될

정이며,궁극 으로는 원 의 가동 안 성과 가동율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

다. 한 Alloy600/192용 재에 한 미세조직 찰 상분석,결정립계 특성 분

석 결과는 향후 높은 PWSCC 항성을 갖는 새로운 CRDM 노즐 재료의 개량

개선에도 용하여 활용할 계획이다.

원자로 압력용기 CRDM 노즐 부 는 용 잔류응력에 의해 PWSCC발생 가능성

이 아주 높다.따라서 이에 한 지속 인 감시 찰이 요구되는 데,본 연구를

통해 얻은 PWSCC 균열성장속도 측정자료는 국내 가동 원 의 안 성 건 성

평가에 활용될 정이다. 한 Alloy600/182에 한 PWSCC균열특성 평가자료와

TEM/EDS를 이용한 균열 부 의 찰/분석 자료는 이 재료에서의 PWSCC 손상

mechanism을 규명하는 데 유용한 자료로서,가동 원 에서 손상이 일어났을 때 원

인 분석에 유용하게 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2.노즐 통부 붕산부식평가

붕산부식 연구결과는 향후 국내에서 붕산수 출에 의한 압력경계의 손상에 상

되거나 발생할 경우,그 손상 정도를 측/ 단하고,안 하게 리하는 자료로 활

용될 수 있다.

3.결함 mockup제작

노즐 통부의 용 에 의한 잔류응력과 응력부식균열의 계를 실증하기 해 제

작된 노즐 통부 결함 mockup은 국제공동연구인 PINC의 물 기여분으로 제공하

으며,비 괴 기술 검증에 직 활용하 다.

BMI결함 mockup은 WH 3loop의 BMI결함mockup을 원 과 동등한 조건의

재료와 용 조건에서 제작하여 활용성을 극 화 하 다. 한 WH 3loop의 BMI

결함 mockup제작시,용 조건,용 부 형상 등에 따른 잔류응력평가 균열성장

거동을 평가하여,BMImockup균열 제어 기술을 확보하 다.이 기술은 균열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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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최소화하기 한 용 부 설계에 활용될 것으로 기 된다.추가 으로 CRDM 결

함 mockup을 원 과 동등한 조건의 재료와 용 조건에서 제작하여 활용성을 극

화하 다.

제 2 증기발생기 부식

1.Alloy600SG 열 ODSCC평가

최근까지 납에 의한 응력부식균열 기구를 이해하고,납의 유입원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납유기 응력부식균열 특성을 이

해하고,제어하기 한 기 자료를 제공한다.특히 납에 의한 산화막의 변화와 이에

한 이론 인 고찰을 통해,평가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고,억제하는 기술을 확립하

는데 활용할 수 있다.

2.SG 열 열, 설 측모델 개발

손상된 증기발생기 세 의 건 성평가와 련된 이론 배경 확립에 활용할 수

있으며 손상된 증기발생기 세 의 손거동 측을 한 기술기반 확립에 활용한

다.

제시한 구조물 해석기법을 증기발생기 세 뿐만 아니라 다양한 실린더 구조물에

확 용할 수 있다. 산업 측면에서는 국내에 가동 인 증기발생기의 실제 가

동환경 하에서 구조 설 건 성평가를 해 본 연구에서 확립한 해석기법을 확

용할 수 있으며 손상세 에 한 실증 실험시 소요되는 막 한 경제 비용을

감하기 해 본 연구에서 확립한 해석기법을 확 용할 수 있다. 한 실제

가동환경 하에서 주요 확률변수가 세 의 안 운 에 향을 미치는 우선순 를

결정하고 최 설계에 반 할 수 있다.

3.SG 열 denting시험

Denting시스템을 구축하여 향 후 여러 인자들의 향을 연구하는 토 를 마련하

다.개발한 시스템을 이용하여 denting연구를 순조롭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

며,연구된 결과는 원자력 발 소의 건 성을 확보하는데 필수 인 기술로 쓰일 수

있을 것이다.

4.SG 열 부식억제제 SCC억제 성능 평가

최근까지 납에 의한 응력부식균열 기구를 이해하고,납의 유입원을 최소화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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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납유기 응력부식균열 특성을 이

해하고,제어하기 한 기 자료를 제공한다. 한 산화막과 한 계가 있다는

결과를 바탕으로,산화막 특성으로부터 납유기 응력부식균열 항성을 단할 수

있다.

개발 인 부식억제제의 장 용성 평가를 통해 가능성이 확인되면,응력부식

균열 항성을 크게 개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5.SG 열 Ni합 도 기술 개발

니 합 도 기술에 한 도 변수들의 향을 이해하 으며,여러 인자들을

조 하여 도 층의 기계 인 특성과 미세조직을 제어하여 최 의 니 합 도

기술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여러 분야에 용 가능한

도 기술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한 개발된 니 합 도 들의 부

식 항성 기계 성질,열 안정성을 시험하여 신뢰성 있는 기술임을 입증하

으며,이를 바탕으로 장 용성을 검토하여 원자력 발 소 증기발생기의 손상

된 열 을 재생한다면 해외 열 보수 기술에 한 응 기술로써 큰 외와

감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6.ECnoise를 이용한 SG 열 ODSCC의 생성과 단계 분리 기술 개발

확률론 통계 방법에 근거한 압 류 노이즈 해석기술은 2009년 한민국

특허로 출원되었고,고온 고압 환경에서 ODSCC기구 규명,수명 측식 개발과

장에서의 결함 on-linemonitoring에 활용이 기 된다. 한 이 기술을 바탕으로 미

국 EPRI에서 주 하는 MRP 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 인 Alloy690/52/152

PWSCC국제공동연구에 참여하여 PWSCC균열 생성과 구분기술로 활용되고

있다.상기 연구결과는 미국 원 재료 열화 리 로그램의 주요 지침서로서,

EPRIMRP보고서에 수록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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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1)국제학회 발표논문집 수십 종 (해외발표 자료참조(EDM,ICG-EAC등))

2)USNRC주 국제공동연구 ISG-TIP4의 월간보고서,매년보고서,TCGMeeting

Proceedings(2회/년)

3)USNRC주 국제공동연구 PINC의 MeetingProceedings(2회/년)

4)USNRC주 국제공동연구 PMMD기획보고서(draft)

5)InternationalFORUM forMaterialAging-AsianEngagement.

6)EPRISGMP보고서

7)EPRIMRP보고서

8)USDOE/LWRsustainabilityprogram

9)USDOE의 NEPOProgram

10)NEI03-08,ManagingNPPMaterialsIssues등 NEI발행 각종 자료

11)GenerationIVNuclearEnergySystemsTenYearProgram Plan등 GEN IV

12)EURATOM FrameworkProgram('08-'012)

13)유럽의 SAFELIFEProgram

14)해외 원 사고 련 자료

15) IAEA Technical document-IAEA TEC DOC 1556-PWR Vessels

corrosion-2007

16)IAEATECDOC1557-PWRReactorinternals-2007

17)IAEATCDOC1119_prnAgingReactorinternals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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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장 연구시설·장비 황

장비명 제작사 과제정보 장비설명

PWSCC

testloop

일신

엔지니어링

원자력

기술개발

사업

원 1차 계통 모사 PWSCC시험 장치로

온도 압력과 환경조 이 가능

활용분야:원 1차 계통 재료 PWSCC시험,

부식시험

부식시험

압력용기

일신

엔지니어링

원자력

기술개발

사업

원 2차 계통 모사 ODSCC시험 장치로

온도 압력과 환경조 이 가능

활용분야:원 2차 계통 재료 PWSCC시험,

부식시험

미니

인장시험기
R&B

원자력

기술개발

사업

소형시편 인장시험기

활용분야:도 층 기계 성질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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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9.7명
외부 :9.2명

해당단계
연 구 비

정부 :1,890,000천원
기업 : 천원
계 :1,890,000천원

총연구기간
참 여
연구원수

총 :50.6명
내부 :24.7명
외부 :25.9명

총연구비
정부 :4,990,000천원
기업 : 천원
계 :4,990,000천원

연구기 명
소 속부서명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자력재료개발부

참여기업명

국제공동연구 상 국명 : 상 국연구기 명 :

탁 연 구 연구기 명 :경희 학교 연구책임자 :장윤석

요 약 보고서면수 164

1.연구개발의 내용 범

• 원자로용기강의 조사취화 시험 데이터베이스 확장,열화 측모델 개발

• 원 압력기기 재료의 괴거동 정 평가 시험 해석, 측 기술개발

• 림 재료의 LBB향상 원 환경 피로 항 특성 평가 시험 자료 구축

• 1차계통 이종용 부의 잔류응력 측정기법 개선 괴특성 향 평가

2.연구결과 활용방안

• 국내 원 의 장기가동에 비하여 고리1호기 노심 용 부의 고선량 성자 조사취화 특

성시험을 하나로를 이용하여 수행.원자로용기 내벽 약 80년에 해당하는 조사량에서 고리1

용 재는 기존의 조사취화 추세선을 크게 벗어나지 않음을 확인하는 시험자료 확보.

• 43회의 상용원 감시시험 결과 11회의 연구로 캡슐시험 결과를 종합한 국내 고유소재

의 조사취화 물성자료집을 구축.취화 측 모델의 산코드화.

• 소형 십자시편,표면균열 시편 등 3차원 비표 형 시험편을 이용하여 괴인성 평가를 할

수 있는 시험기법 산해석 기법을 확보.소성구속력 차이에 따른 괴거동 측에

용가능한 손상역학 괴역학 기반의 새로운 수치해석 기법을 개발하고 산코드화.

• 한국형 원 림 고유소재인 Type347스테인리스강에 한 원 수화학 환경의 피로

균열성장속도 시험데이터를 축 . 주기 피로특성과는 달리 da/dN 곡선특성은 고온고압

수 원 환경에서도 크게 나빠지지 않음을 보이는 시험자료를 확보.

• 이종 속 맞 기 용 부 모사시편을 제작하여,하나로 성자빔을 이용한 잔류응력 측정

해석 기법 개선 연구를 수행. 성자 투과능의 최 화 기술 등 하나로에 용 가능한

개량기술의 표 차서를 개발.국내 산학연이 공통으로 활용 가능한 기술 인 라를 제공.

색 인 어

(각 5개 이상)

한 원자로용기강,조사취화,장기가동, 괴역학,피로,이종용 부

어
RPV,Irradiationembrittlement,Long-term operation,

Fracturemechanics,Fatigue,Dissimilarmetalw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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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제 목

압력경계재료의 괴역학 평가모델 개발

(‘원 재료열화 능동 손상 처 기술개발 ’ 과제의 제 2세부과제)

Ⅱ.연구개발의 목 필요성

본 과제는 원자력기술개발사업 원자력안 분야의 조합형 과제인 ‘원 재료

열화 능동 손상 처 기술개발’ 제 2세부과제이다.연구개발의 문 기술분야

는 원자로용기의 조사취화 배 의 피로균열을 주 손상기구 상으로 괴역학

건 성을 정확히 평가, 측,개선할 수 있는 신기술 련 시험/해석 데이터의

확보를 목 으로 한다.

국내에 가동 인 21기의 원 9기가 최 인허가 운 기간의 반인 20년을

넘어서고 있으며,고리1호기의 경우는 당 30년 운 허가 기간을 갱신하여 40년

이상의 장기 계속운 에 돌입하 다.이에 따라 가동원 의 주요 기기에 해서 장

기 운 기간 동안 재질의 경년열화 상에 한 안 여유도를 경제 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최고 수 의 리기술이 요구되고 있다.

원자로용기의 교체는 실 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원 의 수명을 결정짓는 주

인자이다.따라서 장기가동에 따른 고선량 성자조사취화 환경피로손상 등,1차

압력경계 주요 열화 인자들이 기기의 성능 수명에 미치는 향을 정량 으로 평

가하고 정확히 측하기 한 기술의 확보/개발은 원 의 경제성 안 성,그리

고 사회 공감 를 제고하는 데에 필수 이다.

원 의 장기가동에 한 규제기 국민 인 심은 핵심부품인 원자로용기가

성자조사취화에도 불구하고 수명기간동안 안 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신

뢰성 있는 평가기술을 바탕으로 확실히 입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따라서 조사취

화와 련된 괴역학 평가 기술의 신뢰성을 극 화하고,검증하는 일은 원 산

업 반에 한 신뢰도를 표하는 일이 되었다.이 분야에서 단순히 외국의 기술

기 규격을 모방한 안 성 평가결과는 더 이상 일반 국민들에게 설득력을 가지

지 못하며,우리나라 기술진에 의한 최선진국 수 의 안 성 평가 조사취화 리

기술 확보가 원 안 분야의 연구에서 무엇보다 필요하다.

성자 조사취화 환경피로 균열 항성과 같은 장기열화 시험데이터의 축 이

외에도 형 압력기기의 손안 여유도를 실험실 규모의 괴인성 시험결과로부터

측해야하므로 시험편의 크기와 형상으로부터 변화되는 괴인성의 차이를 정량

으로 보정할 수 있는 체계 인 기술과 이로부터 실구조물의 균열 항 특성을 정확

히 측할 수 있는 진일보한 괴역학 평가 모델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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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연구개발의 내용 범

1.원자로용기강의 조사취화 시험 DB확장 열화도 평가코드 개발

� Linde80 인성 용 재의 고선량 조사취화 특성 시험

� SA508-Gr.4N Ni-Cr-Mo계 합 강의 원자로용기 용성 평가

� 연구로 상용 원자로의 조사취화 특성시험 자료집 구축

� 조사취화 측모델 신뢰도 검증 평가코드 산화

� 재료열화를 고려한 원 기기의 확률론 안 성평가 기술분석

2.압력기기 균열의 괴거동 모사시험 해석 코드 개발

� 괴인성 표 특성의 시편 형상효과 측정변수 향 정량화

� Shallow 반타원표면 균열 괴인성시편 제작 마스터커 시험분석

� 3차원 자연결함의 다축하 괴거동 측모델 해석 코드 개발

� 손상역학 괴역학 기반의 수치해석 기법 개발

3.가압기 림 재료의 원 환경 피로/ 괴 항 특성시험

� 림 용 개량 오스테나이트강의 열피로 균열특성 시험자료 생산

� 열피로 시험장치 개선 환경피로 시험장치 제작

� 가압기 림 TP347스테인리스강의 환경피로 특성시험 분석

4.용 부 잔류응력의 측정/해석기법 개선 괴특성 향 평가

� 원자로 압력용기 이종재료 용 부의 피로균열 특성

� 이종재료 용 부 배 내벽 잔류응력 제어기술

� 이종 용 부 잔류응력 측정을 한 정량 성자 회 측정법 개발

Ⅳ.연구개발결과

1. 원자로용기강의 조사취화 시험 DB 확장 평가코드 개발

� Linde80 인성 용 재의 고선량 조사취화 특성 시험

하나로의 CT실험공에서 고리1호기 노심 용 부 재료인 Linde80의 고선량

성자 조사취화 시험을 수행하 다.평균 조사량은 약 8x10
19
n/cm

2
으로 원자로 내벽

에서 약 80년 운 에 해당한다.PCVN 시편을 이용한 마스터커 괴인성 시험결

과는 연구로의 실제 조사온도와 상용로의 조사온도 차이를 정량 으로 보정하기

해 RG-1.99Rev.3의 온도 향 모델식을 이용하여 상용원 의 가동온도에 해 보정

한 결과,기존의 5차례 감시시험으로부터 상되는 취화 경향선이 장기가동 시까지

그 로 유지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면을 미세분석한 결과,Mn-Si-Al개재물이

조사 후의 괴기구에 큰 향 인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SA508-Gr.4N Ni-Cr-Mo계 합 강의 원자로용기 용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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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상용 원자로용기강인 Mn-Mo-Ni계 SA508-Gr.3에 비해 재료 사양의 강도

인성이 훨씬 우수한 Ni-Cr-Mo계 SA508-Gr.4N을 개량 원자로용기 재료로 용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알아보기 하여,하나로를 이용한 고선량 조사취화 특성시험을

수행하 다.8x1019n/cm2의 성자 조사량에서 항복강도의 증가 천이특성온도의

상승이 찰되었으나,Ni성분이 많이 함유되어서 염려가 되는 극심한 조사취화는

보이지 않았다.시편에 조사된 매우 높은 성자 조사량을 감안할 때,SA508-Gr.4N

의 조사취화 특성은 SA508-Gr.3에 비해 나쁘지 않았다.따라서 동 소재의 우수한

조사 특성,즉 높은 강도 낮은 천이특성온도의 장 을 조사후에도 그 로 유

지할 수 있는 것으로 단되어,보다 집 인 연구개발이 별도로 추진되고 있다.

� 연구로 상용 원자로 조사취화 특성자료

지 까지 수행되었던 국내 경수로형 원 의 감시시험 결과 연구용 원자로를

이용한 조사시험 결과를 종합 으로 정리하 다.감시시험으로 수행된 고리1~4호기

5차까지(60개), 1,25차(30개), 3~61차(12개),울진 1,24차(L방향 없음,16

개),울진 3,41차(6개)의 총 124개의 조사취화 천이온도 변화량 평가 결과를 정리하

다. 한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에서 수행된 11기 해외 조사 2기 등 총 13기의

캡슐 시험결과 총 22개(모델합 3개 포함)의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이러한 자료는

국내 원 의 안 성 향상을 한 기 자료로서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 된다.

� 조사취화 측모델 신뢰도 검증 평가코드 산화

국내 원 원자로압력용기의 가압열층격 안 성 평가를 해 사용되고 있는 기

무연성천이온도 변화량 측식인 RG1.99 rev.2의 방법과 미국 USNRC 발간된

NUREG-1874에 제시된 측식을 활용하여 국내 원 감시시험 결과에 한 용성

을 비교·평가하 다.NUREG-1874에 제시된 측식이 조 더 개선된 경향성을 나

타내나 여 히 큰 scatter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 다.2007년 개정된 일본 JEAC

4201-2007규정을 용한 결과에서는 체 으로 계산된 천이온도 변화량이 실제보

다 크게 나타는 보수 인 경향을 나타내었다.

� 재료열화를 고려한 원 기기의 확률론 안 성평가 기술분석

험도정보 혹은 확률론 안 성평가 기법을 원 기기에 용하기 한 기반기

술을 분석하 다. 재까지 수동형 형기기 에는 원자로용기와 배 의 확률론

괴역학 평가기법이 많이 용되고 있으나,실제 해석결과에 미치는 각 입력변수

혹은 입력모델의 향에 한 근본 인 연구고찰은 국내에서 거의 없는 상태이다.

확률론 가압열충격 안 성 평가에 사용되는 국내원 용기재료의 취화모델을 제

시하기 해 국내 원 감시시험 결과에 한 분석을 수행하 다.RG1.99revision

2와 유사한 결과를 얻었으나 낮은 Cu외 Ni함량 역에서 약간의 차이 을 확인

하 다. 재 개발되고 있는 PFM 모듈에 이와 같은 결과를 용함으로써 국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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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특성이 고려된 보다 신뢰성 높은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2.압력기기 균열의 괴거동 모사시험 해석 코드 개발

∙ 괴인성 표 특성의 시편 형상효과 측정변수 향 정량화

괴인성 표 시험법의 실제 용 시에는 방법론 으로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측정되는 값들도 다소 차이가 나는 것이 실이다.본 연구에서는 표

형 CT시편과 Bend시편을 상으로 COD 평가법과 LLD평가법을 동시에 용하

는 특수실험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해석 인 측결과와 비교하 다.이로부터 각

시편의 소성회 비를 실험 으로 결정할 수 있었다.Bend시편의 LLD 평가법은

COD평가법보다 더 보수 인 결과를 주었으며,그 주 요인으로 행 표 시험법의

η 값에 보완이 필요함을 실험 으로 입증하 다.

∙Shallow,반타원표면 균열 괴인성시편 제작 마스터커 괴인성시험

실구조물 형태의 괴역학 모사시험 기술개발의 사 단계로서,소형 Bend시험

편에 균열깊이가 약 0.1W 정도인 얕은 균열을 가지는 시편과,반타원형 표면균열을

생성하는 실험연구를 수행하 다.스 일링 방법을 용한 FEM 해석을 수행하여

구속효과를 보정하는 연구를 수행하 다. 한 EDM 노치를 이용하여 피로균열을

생성하면서 반타원형 균열선단의 성장속도와 치별 응력확 계수의 상 계를

실험 으로 찰하 다.이로부터 소형 표면균열 시험편의 제작기술을 습득하 으

며,탄소성 수치해석 기법과 함께 향후 실구조물 괴거동의 모사시험 해석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3차원 자연결함의 괴거동 측모델 해석 코드 개발

실구조물에서 발생하는 다축하 모사를 하여 십자형태의 시편을 제작하고

괴 인성을 측하는 연구를 수행하 다. 산해석 기법을 도입하여 기존의 PCVN

시편의 괴인성 시험과의 응력장 괴거동의 변화를 비교하 으며 십자형태의

비표 시편의 괴거동을 측할 수 있는 유한요소해석 기법을 개발하 다.이를

기반으로 COD 평가법을 이용하여 십자형태의 비표 시편에 한 피로균열 성장을

측하는 η 값을 제시하고 괴인성 시험 결과와 유한요소해석 결과를 비교하여 J-

값 결정시 사용되는 η 값과 괴인성 값을 도출하 다.

∙손상역학 괴역학 기반의 수치해석 기법 개발

구조물의 괴거동 서로 다른 시험편 형상에 따른 괴인성 측정결과의 차이

를 정량 으로 측하기 하여,재료의 내부손상 인자를 포함한 FEM 수치해석기

법의 개발연구를 진행하 다.재료의 내부손상을 고려한 constitutiveequation의

라메터 최 화를 효율 으로 하기 한 유 자 알고리즘 기법을 개발하 으며 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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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상 하 형태 변화에 따른 구속효과 보정을 통해 마스터 커 를 수정하 다.

한 재료의 이방성을 고려한 손상모델을 제시하고 이들을 산코드화하여 연구 결

과들의 활용도를 높 다.

3.가압기 림 재료의 원 환경 피로/ 괴 항특성 평가 시험

� 림 용 개량 오스테나이트강의 열피로 균열특성 시험자료 생산

탄소와 질소함량이 유사한 Type347과 Type316N 모델합 의 경우 상온에서는

Type316N이 Type347에 비해 피로균열성장률이 낮았으나 167℃와 345℃에서는

두 재료의 거동이 거의 유사하 다.온도가 167℃까지는 두 합 이 ASMEreference

curve보다 피로균열성장률 낮은 것으로 측정되었으나 345℃에서는 거의 일치하는

경향을 보 다.

� 열피로 시험장치 개선 환경피로 시험장치 제작

모사원 환경하에서 피로균열성장 시험을 하기 한 장치를 구축하 는데 기계

하 장치,가열장치,가압장치,원 환경제어장치,균열측정장치 등으로 구성하

다.원 가동환경을 모사하기 하여 autoclave를 장착하여 압력은 원 가동압력인

2250psi,원 가동온도인 316℃에서 시험이 가능하도록 구성하 다.원 환경과 유

사한 환경을 조성하기 하여 산소와 수소함량 조 을 한 센서 pH와 도도

를 측정하기 한 센서를 부착하 다.

� 가압기 림 용 Type347스테인리스강의 환경피로 특성시험 분석

모사원 환경하에서 용존산소 함량이 0.005ppm의 경우 온도가 상온에서 316℃

로 증가함에도 피로균열성장률은 큰 변화가 없었다.용존산소 함량 0.1ppm의 경우

온도가 상온에서 316℃로 증가하면 피로균열성장률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고온에서는 용존산소 함량이 증가할수록 산화물의 크기와 두께가 증가하 다.압력

이 500psi과 1000psi에서는 피로균열성장률은 비슷하 지만 2250psi에서는 피로

균열성장률이 감소하 다.보론과 리튬을 투입하여 pH를 조 한 모사원 환경에서

의 피로균열성장률은 보론과 리튬을 투입하지 않고 용존산소 함량만 조 한 순수

에 비해 낮은 피로균열성장률을 나타냈다.온도와 용존산소 함량이 증가하면 임계

응력확 계수는 증가하 다.

4.용 부 잔류응력의 측정/해석기법 개선 괴특성 향 평가

� 원자로 압력용기 이종재료 용 부의 피로균열 특성

원자로압력용기 노즐부 이종용 부의 괴역학 균열 항성을 평가하기 해,

SA508-Gr.3모재와 Alloy600 Alloy690Ni합 을 각각 용 한 통부 모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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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를 제작하 다.A182 A152 용가재를 사용하여 SMAW 용 하 으며,

buttering,후열처리 filling용 작업 수행하 다.두 소재의 용 후 미세결함,

HAZ dilution특성을 찰하 으며,피로균열 시험을 통해 HAZ와 용 부의 균

열성장 특성을 미세조직 특성 에서 고찰하 다.

� 이종재료 용 부 배 내벽 잔류응력 제어기술

원 배 의 맞 기 용 부에서 잔류응력 분포를 개선하기 한 MSIP

(mechanicalstressimprovementprocess)기법에,외부 홈가공 재용 공정을

추가하여 개선된 잔류응력 제어방법을 제시하 다.제안된 기술은 별도의 지지링

없이도 배 내부에 국부 인 소성변형을 집 시켜 원하는 치에서 잔류응력을 보

다 간단하게 제어할 수 있다.FEM 해석결과 배 내벽의 인장잔류응력을 압축잔류

응력으로 변환하는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 이종 용 부 잔류응력 측정을 한 정량 성자 회 측정법 개발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HANARO)내에 설치된 성자 회 장치에 1차원 치

민감형 검출기의 차폐체,데이터 계측장치, 치 추 시스템 등이 장착된 성자

회 장치를 설치하여 두꺼운 시편에 한 잔류응력 측정이 가능하게 개량하고 측

정 차 데이터 분석방법을 확립,표 화하 다.개발된 잔류응력측정법을 이용하

여 노즐(nozzle)이종 용 부(dissimilarweld)에 한 잔류응력 측정을 수행하 다.

V.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Linde80용 재의 고선량 조사취화 시험자료는 계속운 에 돌입한 고리1호기의

60년 이상 장기운 추진계획 수립을 한 원자로용기 조사취화 안 성의 기술

타당성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다.SA508-Gr.4N Ni-Cr-Mo계 고강도 원자로용기강의

조사취화 특성 자료는 원 수출 경쟁력 향상을 한 신형 원 의 설계개선을 목

으로 효과 인 재료개선 방안이 될 수 있으며,이를 한 후속 연구개발 계획이 별

도로 추진되고 있다.

압력용기/배 과 같은 형 구조물의 괴거동을 실험실 규모의 소형시편 시험으

로부터 측하기 해서는 괴인성의 geometryeffect를 정량 으로 구분해 내어야

한다.표 시험결과에 미치는 시험변수의 향 등은 IAEA 국제공동연구 ASTM

의 원회 활동을 통해 국제표 시험법의 개선에 활용될 것이다.내부손상모델에

기 한 국부 괴거동의 FEM 직 해석법 라메터 최 화를 한 multi-island

유 자 알고리즘 기법은 원 주요기기의 건 성 평가 뿐 아니라 석유화학산업 등

일반 구조물의 안 성 평가에도 공통으로 활용되는 기반기술이다.

가압기 림 용 스테인 스강의 재질개선 연구결과는 신울진 원 사업부터 한국

표 원 의 LBB마진 개선안으로서 용이 될 정이다.원 배 이종재료 용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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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모사시편 제작과 균열진 특성자료,잔류응력의 측정 해석기술 등은 국내

원 의 기술 안을 해결하는 데에 공통으로 활용된다.고온/고압/수화학의 원 1

차 계통 환경피로/열피로 시험시스템은 국내 산학연의 미진한 실험 인 라를 보완

한다.압력기기의 괴역학 정 평가기법 재료열화손상 데이터베이스 시험

설비 등은 모두가 국내 원 산업계의 설계/제작/운 /규제/연구분야에 직 활용

된다.본 세부과제는 동 분야에서 국내 연구개발의 기술기반을 제공하는 역할도 담

당하고 있으며,이는 한수원이 추진하고 있는 원 의 경년열화 리 로그램

KINS의 안 규제를 한 기술 배경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2014년에는 고리1호기의 50년 이상 운 의 안 성 평가가 상되며,이때 고선량

조사취화 특성 DB 해석모델과 함께 개선된 괴역학 정 평가 기법이 직

용될 수 있을 것이다.

원 배 의 환경피로 특성시험자료 성자빔 잔류응력 측정/해석 기술은 국내

원 의 장기가동시 경년열화 리에 필수기술로서 KEPRI,KOPEC,KINS에 기술과

DB를 제공할 뿐 아니라,지속 으로 국내 고유 시험 데이터 생산에 사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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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ProjectTitle

Development of Fracture Mechanical Evaluation Model for Material

DegradationofReactorPressureBoundary

II.ObjectiveandImportancesofProject

Thisprojectisthesecondsub-projectof'DevelopmentofProactiveTechnology

Against Nuclear Materials Degradation' project of 'Nuclear Technology

Development Program'of Ministry of Education,Science and Technology

(MEST).

Theobjectiveofthisprojectistoobtain thenew technologiesapplied for

evaluation,prediction and improvementoffracture mechanicalintegrity of

pressureboundarycomponentsandmaterials,andtesting& analysesdata.The

main damage mechanismsforinvestigation were radiation embrittlementof

reactorpressurevessel(RPV)andfatiguecrackingofpiping.Ninereactorsout

oftotal21reactorsinKoreahavebeenoperatedmorethan20yearsthatisthe

halfof initiallicense period.Especially,KoriUnit1 entered into a 40

year-period thecontinued operationbeyond initiallicenseperiod of30years.

Thetop-notcheconomicalmaintenancetechnologiesarerequiredtoacquiresafety

marginagainstagingdegradationofmaterialsduringlongterm operation.

TheintegrityofRPV andprimarypipingisadominantfactortodetermine

thelimitoflifetimeofareactor,becauseitisalmostimpossibleorvery

difficult to replace them.The development of advanced technologies for

quantitativeevaluationandprecisepredictionofeffectsofdegradationfactorson

theintegrity ofprimary pressureboundary componentsisindispensablefor

enhancingeconomicefficiency,safetyandpublicacceptance.

Thecommoninterestsoftheregulationinstitutionandthepublicrequirethe

demonstration ofintegrity ofRPV overthe totallifespan againstradiation

embrittlement.Therefore,themaximizationofreliabilityoffracturemechanical

evaluationtechnologiesisimportanttorepresentthereliabilityofwholenuclear

industries.Theacquisitionofthetopgradedtechnologyforsafetyanalysesand

radiation damagecontrolby nationalresearch team ismostneeded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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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clearsafetyresearchfields.

Thesystematictechnologiesandthedevelopementofmodel,whichcancorrect

thedifferenceoffracturetoughnessinduced from thedifferencesinsizeand

geometryofspecimens,areneededforpreciseestimationofthesafetymarginof

realscalepressurecomponentsfrom thefracturetoughnesstestresultsobtained

atlaboratoryandthedevelopmentofadvancedfracturemechanicalevaluation

modelareneeded.

III.ScopeandContentsofProject

1.Expansion ofdatabase forradiation embrittlementofRPV steelsand

developmentofevaluationcodeforagingdegradation

∙EvaluationofembrittlementinLinde80low toughnessweld afterhigh

fluenceneutronirradiation

∙ApplicabilityevaluationofSA508-Gr.4N Ni-Cr-Molow alloysteeltoRPV

∙Developmentofdatahandbook forradiation embrittementin RPV steels

irradiatedatthecommercialandresearchreactors.

∙Computerization ofevaluation code and demonstration ofreliability of

predictionmodelforradiationembrittlement

∙Investigation of probabilistic safety analysis methodology considering

materialsagingdegradation

2.Developmentofanalysiscodeandsimulatedtestingforfracturebehavior

ofcracksinpressurecomponents

∙Quantificationofspecimengeometryeffectsandmeasurementvariableson

standardpropertyoffracturetoughness

∙Developmentofthe fabrication technique and mastercurve testing for

shallow andellipticalsurfacecrackedspecimens

∙Modelingandsoftwaredevelopmentforpredictionoffracturebehaviorof

three-dimensionalactualcracks

∙Development of numerical modeling technique based on the damage

mechanicsandfracturemechanics

3.Fatigueandfractureresistancetestingforpressurizersurgelinematerials

insimulated reactor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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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zation ofthermo-mechanicalfatigue crack growth behavior in

modified austeniticstainlesssteelsforsurgelinepiping

∙Development and improvement of test system for thermo-mechanical

environmentalfatiguecraackgrowthratemeasurements

∙Characterizations and analyses for environmental fatigue crack growth

resistanceinType347steelsforsurgelinepiping

4.Improvementofmeasurementandanalysistechniquesforresidualstressin

weldmentand evaluation ofeffects ofresidualstresson cracking of

weldment

∙CharacterizationoffatiguecrackingindissimilarweldHAZinRPV

∙Developmentofcontrollingmethod forresidualstressesininsidewelded

pipes

∙Advancement and standardization of neutron diffraction technique for

measurementofresidualstress by using HANARO neutron beam in

dissimilarweld

IV.ResultsofProject

1.Expansion of DB for radiation embrittlentin RPV steels and

developmentofevaluationcodeforagingdegradation

∙Evaluation ofembrittlementin Linde80weld afterhigh fluenceneutron

irradiation

HighfluenceirradiationtestingforLinde80weldspecimensmachinedfrom

an archivematerialofK-1unitwasperformed atHANARO.Thespecimens

were irradiated up to the fluence of8x10
19
n/cm

2
(E > 1 MeV),which is

equivalenttothefluencelevelofinnershellafter80yearsoperation.Fracture

toughness determined from Master Curve(ASTM E1921) by using PCVN

specimen waslittlebithigherthan thatobtained from thetestsforthe5th

surveillance capsule.Thisresultcan be attributed to the higherirradiation

temperature.The transition temperature shift(TTS)adjusted to the operating

temperaturebyNUREG-1874modelfollowedtheirradiationembrittlementtrend

oftheprevious5surveillancetests

∙ApplicabilityevaluationofSA508-Gr.4N Ni-Cr-Molow alloysteeltoRPV

InordertoevaluatetheapplicabilityofSA508Gr.4N Ni-Cr-Molow alloy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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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chshowsahigherstrengthand toughnessthantoSA508-Gr.3steel,high

fluenceirradiationtestwasperformedatHANARO reactor.Thoughincreasesof

yieldstrengthandtransitiontemperaturewereobservedafterneutronirradiation

upto8x1019n/cm2,thegeneralirradiationembrittlementbehaviorinSA508-Gr.4N

steelisnotquitedifferentfrom currentlyusedSA508-Gr.3steel.Itappearsthat

thehigherNicontentinmodelalloydidnotresultinsignificantlyenhanced

irradiation embrittlement behavior. Therefore, SA508-Gr.4N steel maintains

excellentmechanicalpropertiesevenafterneutronirradiation.

∙Development of data handbook for radiation embrittlement of RPVs

obtainedfrom researchreactorandcommercialreactorsurveillanceprogram

Theresultsofsurveillanceprogram andirradiationtestinresearchreactorfor

KoreanRPVsteelsaresummarized.Thetotal124evaluationresultsoftransition

temperature shift by irradiation embrittlement obtained from surveillance

program of1
st
~5
th
forKori-unit1~4(60sets),5

th
forYonggwang-unit1,2(30sets),

1
st
forYonggwang-unit3~6(12sets),1

st
~4
th
forUlchin-unit1,2(16sets)and1

st

forUlchin-unit3,4(6sets)aregiveninthissection.Total22dataset(including

resultsfor3modelalloys)from 13irradiationcapsules(11capsulesperformed

atHANARO and2capsulesperformedinothercountries)arealsosummarized.

Thisdatahandbookisexpectedtobeusedforimprovingstructuralintegrityof

domesticcommercialreactors.

∙Computerization ofevaluation code and demonstration ofreliability of

predictionmodelforradiationembrittlement

Theprediction equationsin RG1.99rev.2and in NUREG-1874reported by

USNRC in2010arecomparedfrom theview pointoftheapplicabilityforthe

resultsofsurveillanceprogram forKorean RPVs.Theequation suggested by

NUREG-1874showsmoreimprovedtendencythantheequationinRG1.99rev.2

buthasstilllargescatter.TheapplicationresultofJEAC4201-2007coderevised

atJapanin2007showsgenerallyconservativetendencyinthatthecalculated

transitiontemperatureshiftislargerthanthemeasuredone.

∙Investigation of probabilistic safety analysis methodology considering

materialsagingdegradation

Characteristicsofriskinformed andprobabilisticmethodologyforestimating

safetyofpassivecomponentswerestudiedtofindtheapproachmethodforthe

materialresearch application to assessmentofNPPs.While the probabilis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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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cturemechanics(PFM)havebeenstudiedfor theintegrityofpipingand

vessels throughthedevelopmentofsomecodes,theeffectsofstatisticalinput

dataandmodelsonthecodes,whichareobtainedfrom thedomesticNPPs,are

notstudied sufficiently.Thechemistry factors,which areobtained from the

surveillancetestdataofRPVsinKorea,wereinvestigatedinordertosuggest

the aging models for the probabilistic estimation.The standard deviations

calculatedusingthesurveillancedataarealmostsameasthestandarddeviations

whicharesuggestedonRegulatoryGuide1.99exceptintheregionoflow Cu

andNicontent.ThemorereliableestimationcanbeobtainedbyusingthePFM

modulewhichincludesthedomesticstatisticaldataandmodels.

2.Developmentofanalysiscode and simulated testing forfracture

behaviorofcracksinpressurecomponents

∙Quantificationofspecimengeometryeffectsandmeasurementvariableson

standardpropertyoffracturetoughness

Optionally,differenttestmethodscan be chosen to measure the fracture

toughnessofmaterials.Themeasuredvaluesoffracturetoughnesscandeviate

dependingonthetestmethod.ThestandardCTspecimensandbendspecimens

were modified to measure COD and LLD simultaneously.The values of

toughnessobtainedfrom CODmethodandLLDmethodwerecomparedandthe

resultswereanalyzedbyusinganalyticalsolutions.Therotationfactorforeach

specimen considering the plastic flow was obtained experimentally. The

toughness obtained from the LLD method is more conservative than that

obtainedfrom theCOD methodincaseofPCVN specimens,whichmeansthe

currentη parameterinthestandardmethodshouldbemodified.

∙Developmentofthefabricationtechniqueandmastercurvetestforshallow

andellipticalsurfacecrackedspecimens

Asapre-stepforfracturemechanicssimulationtestofpressurizedcomponents,

thePCVN specimenswithshallow crackof0.1W depth and specimenswith

ellipticalsurfacecrackwerepreparedandtested.Theresearchonthecalibrating

constrainteffectsofspecimensusingscalingmethod throughtheFE analyses

werecarried out.Moreover,generatingcracksusing EDM notch,relationship

betweencracktipgrowthrateandstressintensityfactorsofellipticalcracked

specimenswereexperimentallyassessed.Basedontheseresults,fabricationskill

ofsmallsizesurfacecracked specimenwasacquired,itcould beapplied in

simulationtestsoffracturebehavioroffullscalestructureand analyses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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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astic-plasticnumericalsimulationtechniques.

∙Modelingandsoftwaredevelopmentforpredictionoffracturebehaviorof

3-dimensionalactualcracks

Cruciform bend specimen was fabricated to simulate multi-axialloading

conditionswhich isgenerated from thefullscalestructure.Stressfield and

fracturebehaviorinfracturetoughnesstestofPCVN werecomparedwiththose

ofcruciform bend specimen to explore differences between two types of

specimen using numericalanalysis.Finiteelementmethodsaredeveloped to

predicttoughnessofnon-standardspecimen(cruciform bendspecimen).η value

fordetermining J-valueswasobtained from numericalanalysis.Using these

results,fracture toughness values were determined from the finite element

analysesby comparing test,which can beapplied in assessmentoffracture

toughnessofcruciform bendspecimenconsideredinthisresearch.

∙Developmentofnumericalmodeling technique based on the damage

mechanicsandfracturemechanics

Numericalmodelingusingfiniteelementmethodwasdevelopedtoestimate

thedifferencesofthemeasuredtoughnessvaluesobtainedfrom thespecimens

withdifferentgeometriesquantitatively.Somefailureparametersaresuggestedin

FEmodeling.Theiterationmethodusingthegeneticalgorithm wasproposedto

optimizethefailureparametersofconstitutiveequationeffectively.Themaster

curvewasmodifiedthroughthecalibrationofconstrainteffectaccordingtothe

specimengeometryandloadingtype.Moreover,damagemodelconsideringthe

materialanisotropywasproposed and evaluationprogram wascodedforthe

applicationandutilizationofresearchresults.

3.Fatigue and fracture resistance testing forpressurizersurge line

materialsinsimulated reactorenvironment

∙Characterization of thermo-mechanicalfatigue crack growth behavior in

modifiedausteniticstainlesssteelsforsurgelinepiping

ThefatigueresistancetestswereperformedformodifiedType316N andType

347modelalloys.Theresultsfrom isothermalfatigueand thermo-mechanical

fatiguetestsatreactoroperating temperaturerangeshowed thatthefatigue

crack growth rate increased with temperature under low-thermal-cycle test

condition.ThemodifiedType316N showedamorestablefatiguecrackgrowth

behaviorthan Type 347.The fatigue crack growth behaviorofthe t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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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sfollowedASMEreferencecurvewithslightdifference.

∙Developmentandimprovementoftestsystem forthermo-mechanical

environmentalfatiguecrackgrowthratemeasurements

ToobtainfatiguecrackresistancedataforType347inchemistrycontrolled

watertestsystem withautoclavewasinstalled.Thetestsystem wasdesignedto

coverthefatiguecrackgrowthratetestconditionrange;temperatureof316℃

andpressureof2250psi.Theleakagetestandcalibrationincludingbalancingof

pressureload wereperformed beforethetests.All-in-onetestloop including

oxygen/hydrogensensorforcontrollingwaterchemistry,conductivityindicator

and demineralized water supply and the computerized system for DCPD

monitoringandanalysiswereestablished.

∙Characterizations and analyses for environmental fatigue crack growth

resistanceinType347steelsforsurgelinepiping

Fatiguecrack growth ratedid notchanged with increasing temperatureat

0.005ppm DO contentsbutitdecreasedwithincreasingtemperatureat0.1ppm

DOcontents.FatiguecrackgrowthratedecreasedwithincreasingDOcontentsat

316℃.Oxideparticlesizeand oxidethicknessincreased with increasing DO

contentsat316℃.Fatiguecrackgrowth ratedid notchangewith increasing

pressureupto1000psibutdecreasedat2250psi.Fatiguecrackgrowthrate

decreasedinthesimulatedPWR environmentwiththeadditionofboronand

lithium.The threshold ofstressintensity factor increased with increasing

temperatureandDOcontents

4.Improvementofmeasurementand analysistechniquesforresidual

stressin weldmentand evaluation ofeffectsofresidualstresson

crackingofweldment

∙CharacterizationoffatiguecrackingindissimilarweldHAZinRPV

Theweld mock-upsofSA508-Gr.3/Alloy600,and SA508-Gr.3/Alloy690were

preparedtoestimatethebehaviorsoffatiguecrackgrowthnearfusionlineof

thedissimilarmetalweld.Thetwokindsofmock-upswereshieldedmetalarc

weldedusingA182andA152fillers,respectively,aftertheprocessesofbuttering

andpostweldheattreatment.Thebehaviorsoffatiguecrackgrowthatroom

and operation temperature(320
o
C)wereanalyzed by using testresults.The

microstructuresofweld and HAZ were observed in orderto explain the

differencesinthecrackgrowthbehavi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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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ofcontrollingmethodforresidualstressesininsidewelded

pipes

In orderto mitigatethePWSCC in thebuttwelded nuclearpiping,new

methodforcontrollingtheresidualstressesinsideofweldedpipewasproposed.

This method includes the processes ofU-groove machining,pressing and

re-welding,whichisamodifiedmethodoftheconventionalMSIP(mechanical

stress improvement process). When using the proposed method, plastic

deformation can beobtained easily and locally withoutasupportring.The

changeofresidualstressesinsideofweldedpipe,whicharecalculatedbyusing

FE analysis,showedthatthesuggested method iseffectiveincontrollingthe

residualstressesinsidethebuttweldedpipes.

∙Advancement and standardization of neutron diffraction technique for

measurementof residualstress by using HANARO neutron beam in

dissimilarweld

The neutron diffraction facility wasmodified to be able to measure the

residual stress with thick specimens by equipping with shield of one

dimensionalpositionsensitivedetector,dataacquisitionsystem andpositioning

system.Thestandard procedureofneutron diffractionmeasurementand data

analysisfordissimilarweld in nozzleofnuclearreactorwasformulated for

HANARObeam facility.

V.ApplicationPlanofResults

EmbrittlementtestdataofLinde80weldafterhighneutronfluencecanbe

used forpreliminary evaluation oflong-term operation ofKori-1beyond 60

years.ThosedataforSA508-Gr.4N Ni-Cr-Mo steelsmay giveaprospectof

applicationofthehigherstrengthRPVmaterialwithimprovedfractureresistance

tooptimizationanddevelopmentofnew reactorswhichwillcompetewiththe

advancedforeignPWR'sintheinternationalnuclearmarket.A separateR&D

planisgoingtoachievethegoaleffectively.

Fracturetoughnessmeasured forsmall-scalelaboratoryspecimensshould be

transferred to the prediction of fracture behavior in large components.

Quantificationofthegeometryeffectsonthemeasuredfracturetoughnessisa

prerequisitetechnicalbasistodothat.Thoseresearchresults,suchastheeffects

ofthetestingvariablesonthestandardfracturetoughnessdata,willbeusedfor

improvement of the international test standards through the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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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aborativeactivitiesoftheIAEA CRP and theASTM technicalcommittees.

Advancedmulti-islandgeneticalgorithm cangiveabettersolutiontoparameter

optimizationforthedevelopmentofmaterialconstitutiveequationsbasedonthe

internal damage models of local fracture prediction, which have many

applicationsto structuralintegrity assessmentin petro-chemicaland thermal

powerindustriesaswellasnuclearindustry.

Resultsfrom thefracturemechanicalcharacterization ofstainlesssteelsfor

surgelinepipewillbeappliedtoimprovetheLBBmarginofAPR1400.The

fabrication technique for dissimilar metal weld specimens, crack growth

characteristics,and residualstressmeasurementsand analysistechniquesare

usefulforresolvingthepipingintegrityissuesindomesticnuclearpowerplants.

Testsystem setupforenvironmentalandthermalfatigueevaluationcantakea

roleasan additionalinfrastructureto enlargedatabasefordomesticpiping

materialscharacteristicsunderthePWRprimarywater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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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본 과제는 원자력기술개발사업 원자력안 분야의 조합형 과제인 ‘원 재료

열화 능동 손상 처 기술개발’ 제2세부과제이다.연구개발의 문 기술분야는

원자로용기의 조사취화 배 의 피로균열을 주 손상기구 상으로 괴역학 건

성을 정확히 평가, 측,개선할 수 있는 신기술 련 시험/해석 데이터의 확보

를 주목 으로 한다.

국내 최 의 상용 원 인 고리1호기는 2007년말 30년의 최 운 허가 기간을 마

치고,그동안 수행된 주기 안 성평가의 결과를 바탕으로 10년간의 연장운 (계속

운 )에 돌입하 다.고리1호기 원자로압력용기의 노심 Linde80용 부는 국내외

으로 원 수명 리 문제의 핵심 안이었다,그 해결을 해 괴인성 마스터커

평가법 사용후 감시시험편의 용 재생기술 등 본 과제의 이 단계 성과기술

들이 성공 으로 용된 바 있다.

미국의 선례 에 지의 환경부담 문제로 미루어 보면,2014년 경에는 고리1호기

의 제2차 계속운 계획이 거론될 것이다.따라서 고리1호기의 장기 계속운 의 기

술 타당성을 사 에 검증하기 해서는 연장운 시기 동안 되는 성자 조

사취화 효과에 한 시험 데이터의 확보가 시 하다.이를 해 본 과제에서는 연

구용 원자로인 하나로를 이용하여 고리1호기 Linde80용 재의 고선량 조사취화효

과 가속시험 데이터를 확보하고자 하 다.

한국 표 형 원 은 세계 최 로 설계 단계에서부터 괴역학 LBB개념이 원자

력 배 시스템에 도입되었으며,이를 해 각 부품의 다양한 조건에서 괴인성

실증시험이 수행되어 왔다.한국형 표 원 의 경험이 늘어가면서,그동안 국내 원

건설에서 축 된 기술과 경험,데이터를 활용하여 장기간 원 가동에 수반되는

열화특성을 국내 원자력 배 재에 해 명확히 악하고,설계 안 여유도를 높이

기 해 재질개선을 이룩하는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원자력 산업에서 가장 큰 안 문제는 사회 수용성이다.일반 은 원자력에

한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으며,원 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부품손상/사고

는 이러한 불안감을 증폭시키거나 실체화하는 직 인 요인이 된다.이는 신규원

,부지확보,폐기물처분장 등 일련의 원자력 산업에 직 으로 부정 인 향을

미친다.따라서 원 의 부품에서 재료열화로 인해 발생하는 미 측된 손상을 배제

할 수 있도록 실험 데이터의 축 , 측/평가 최 화 기술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

는 원자력 안 에 직 인 효과를 유발한다.

본 연구에서는 원자로압력용기 1차 배 의 괴특성 건 성 보증기술 확보,원

자로 압력용기강 조사취화 특성시험 데이터자료집 구축,고인성/고강도/내조사

취화 원자력 구조재료 개발을 목표로 하 다.운 압력용기와 배 재에 한 조

사취화 특성평가,개량 압력용기 배 재 설계 특성평가, 산해석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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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 측 용기술개발 등을 수행하 다.

본 보고서는 ‘원 재료열화 능동 손상 처 기술개발’ 과제의 세부과제인 ‘압

력경계 재료열화의 괴역학 평가모델 개발’과제에서의 5년간(2007.3.1-2012.2.

29)의 연구결과를 종합한 것으로,이 가운데에는 이미 기술보고서로 발간한 연구내

용과 국내외 학술지 등에 발표한 연구내용 탁과제의 연구내용이 포함되어 있

다.본 연구와 련한 공개성과물인 논문,산업재산권과 산업 장 등에 기술지원

실 목록은 부록으로 수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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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국내외 기술개발 황

외국의 기술개발 황

미국과 일본 등에서는 원 수명 80년을 목표로 원자로용기 재료의 고선량 조사취

화 검증시험을 수행하고 있으며,그 결과 기존의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상되지 못

했던 새로운 상들이 찰되었다.이에 따라 미국 일본의 조사취화 측 모델

은 미세기구 으로 세분화하여 보다 복잡한 형태로 진화되고 있다.원자력선진국

공히 원 수명 80년 시 에 비하기 하여 원자로용기재료의 조사취화 건 성 보

증을 한 시험데이터베이스 확충 안 성 정 평가를 한 괴역학 신기술

개발을 지속 으로 수행하고 있다.

미국 NRC/DOE/EPRI,EU,OECD/NEA,일본을 포함하여 최근 하나의 괴

역학 건 성 이슈로서 원 배 의 열피로/환경피로 문제에도 집 하고 있다. 재

는 주요재료의 특성시험 데이터베이스가 부족하고,시험결과의 편차가 크며,이를

건 성평가에 용하기 한 차의 기술배경도 불완 하여,이에 한 자료/기술

의 공유를 목 으로 국제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특히 배 이종용 재의 LBB문

제를 효과 으로 해결하기 한 재료-환경-역학 융합기술의 개발은 최근 국내외

원 산업계의 핵심 안 하나이다.

국내의 기술개발 황

우리나라 최 의 원 인 고리1호기가 2008년부터 장기계속운 에 돌입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제2세 경수로 원 은 모두 40년 이상의 운 허가를 득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미 미국에서는 기존의 가동원 에 60년의 운 허가를 내어 바 있으며,

향후 력수 계획에 따라 원 수명을 80년으로 증가하기 해 상되는 재료열화

문제를 근원 으로 해결하기 한 범국가 연구개발 사업을 신규로 착수하 다.

우리나라에서는 원자로용기재료의 조사취화 건 성 실험연구를 한국원자력연구원

에서 유일하게 수행하고 있으며,제한된 인 라 투입 자원하에서 선진 연구기

들과의 국제 력을 통해 데이터베이스 시험/평가/ 측 기술 등을 국제 수

으로 유지해 나가고 있다.특히 본 연구과제를 통하여 축 된 조사취화 시험 평

가기술과, 괴인성 정 평가 기술은 2008년 고리1호기의 계속운 을 성공 으

로 달성하는 데에 결정 으로 활용되었다. 번 단계의 연구결과로부터 축 된

Linde80용 재의 고선량 조사취화 시험자료는 향후 고리1호기의 계속운 을 한

단계 더 나아가 선진국과 같이 60년 이상의 장기운 을 추진할 때에도 매우 귀 한

기술기반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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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배 의 환경피로문제와 이종용 부의 건 성 해석에는 한수원을 비롯한 국내

의 여러 기 들이 공동으로 기술 데이터를 축 해가고 있다.원자력기술개발

장기 과제의 수행을 통하여 우리나라는 IAEA,USNRC,EU 등 국제 기술선도그

룹과 공동연구개발에 주도 으로 참여하는 등 국제 으로도 기술 기반을 인정받고

있다.원 기기의 안 성 연구는 련 국가 모두가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서로 보

완 인 력 계에서 기술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우리나라 원 운 의 반 인

신뢰도를 국제 으로 홍보하는 데에도 크게 일조하고 있다.

괴역학 건 성 시험 해석의 일부 세부분야에서는 세계 최고수 에 근 한

기술을 확보해가고 있으나,배 재료의 환경피로 시험 등 장기 인 시험 데이터베

이스의 확충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꾸 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선진연구기

의 연구결과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원 기기의 주요 기계 열화인자인 잔류응

력의 측정 해석분야에는 여러 연구기 이 참여하고 있지만,국내 유일의 거

인 라인 하나로 성자조사 시설을 이용한 정 측정기술의 표 화 연구는 기

단계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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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개발 수행 내용 결과

제1 원자로용기강의 조사취화 시험 DB 확장 열화도

평가코드 개발

1.1  Linde 80 인성 용 재의 고선량 조사취화 특성시험

가. 서론

  국내 최 의 상용 원 인 고리1호기는 2007년말 30년간의 최 인허가 수명을 마

치고, 수년간에 걸쳐 수행된 주기 안 성평가의 결과를 바탕으로 10년간의 연장

운 (계속운 )에 돌입하 다. 특히 고리1호기 원자로압력용기의 노심 Linde 80 

용 부는 국내외 으로 조사취화 문제의 안 재료이며, 고리1호기의 계속운 안

성평가를 해 괴인성 마스터커 평가법 사용후 감시시험편의 용 재생기

술 등 최신의 기법들이 성공 으로 용된 바 있다. 

미국의 선례 에 지의 환경부담 문제로 미루어 보면, 2014년 경에는 고리1호기

의 제2차 계속운 계획이 거론될 것이다. 고리1호기의 감시시험캡슐은 1개 밖에

남아있지 않아, 장기 계속운 기간 조사취화 평가를 해 추가 감시시험캡슐을

제작하여 원자로에 장착하는 사업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추가 장입된 감시시험캡슐

의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다. 따라서 고리1호기의 장기

계속운 의 가능성을 사 에 평가/ 측하기 해서는 연장운 시기 동안 되는

성자 조사취화 효과에 한 시험 데이터의 확보가 시 하다. 이를 해 본 과제

에서는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를 이용하여 고리1호기 Linde 80 용 재의 고선량

조사취화효과 가속시험 데이터를 확보하고자 하 다. 

나. 고리 1호기 용 부 미세조직

Linde 80 용 재는 국내 최고령 상용원 인 고리 1호기 원자로 압력용기 용 부

에 사용된 소재로 화학조성은 표 1과 같다. 용 부 archive 소재 내부에 존재하는

개재물 석출물의 크기 분포를 학 미경과 SEM을 통하여 찰하고, 오스테

나이트 결정립 내의 개재물 분포 거동을 확인하기 하여 EBSD 분석을 수행하

다.

그림 1은 Linde 80 용 부를 학 미경을 통해 찰한 결과이다. 체 으로 래

스 경계에 석출물이 분포하는 상부 베이나이트 조직을 나타내고 있으며, 조직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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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일부 역에서 검은색 구형의 비 속 개재물이 찰되었다. Linde 80 용 부의

미세조직을 SEM으로 찰한 그림 2에서는 체 으로 다양한 크기의 비 속 개재

물이 분포하 으며, 그 외에 미세한 석출물들이 찰되었다. 개재물의 성분을 EDS

로 분석한 결과 그림 3에 나타낸 것과 같이 Mn-Si 계열의 산화물로 분석되었다. 일

반 으로 Linde 80 용 부에서 형성되는 개재물은 Mn-Si-Al 는 Mn-Si 계열의 산

화물로 보고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동일한 개재물이 형성되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개재물의 분포 거동을 확인하기 해 그림 4에 보인 바와 같이 EBSD 분석을

하 다. 입계와 입내에서 비 속 개재물이 불규칙 으로 분포하고 있었으며, 이는

용 과정에서 비 속 개재물이 내부의 미세조직이 형성되기 에 형성되기 때문으

로 생각된다. 재료내의 석출거동은 괴인성 변화와 한 계가 있는 것으로 알

려져 있으나, Linde 80 용 부에서는 조 한 개재물이 괴인성 하에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단된다. 비 속 개재물은 수 um 크기이기 때문에 일반 인 학

미경 찰을 통한 측정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림 5에 석출물의 크기 분포거동

을 화상분석기(Image analyzer)를 통하여 분석한 결과를 도시하 다. 석출물은 약

0.1um 이하의 MnS와 0.1~1.0um의 cementite가 석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 연구용 원자로를 이용한 성자 조사시험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 CT공을 활용하여 8x10
19

 n/cm
2
(E>1MeV)의 조사량으로

Linde 80 용 재 개량 원자로용기강 시험편에 한 가속 성자 조사시험을 수

행하 다. 이 조사량은 상용원 이 약 60~80년 가동시 원자로용기 내벽에 되는

상 성자 조사량이며, 30MW로 운 되는 하나로의 CT공에서는 6.5일 성자 조

사량에 해당된다. 이를 해 재 24일 주기로 운 하고 있는 하나로 운 일정의

조정이 필요하 다. 한 가장 최근 수행되었던 재료 계장캡슐(02M-02K) 이후[1], 

원자로 출력도 30MW로 상승하 고, FTL IPS 설치 후 변경된 gamma heating 조건

에서 처음으로 조사시험되는 캡슐이다. 압력용기강 모델합 재료의 조사특성 평가

를 한 하나로 계장캡슐(이하 08M-01K 캡슐로 표기함, M: Material, K: KAERI의

약자)은 조사시험 목표 시편 조건들을 만족하도록 설계․제작․조사시험 되었다.

(1) 시편 설계

  08M-01K 캡슐 내에는 고리1호기 원자로 압력용기 개량모델합 (SA508 Gr.4N) 

재질의 PCVN(Precracked Charpy), 1/2-PCVN, Charpy, 소형인장, PA (Positron 

Annihilation) TEM 시편 등 총 124개 시편이 장입되었다. 시편은 모두 290℃의

온도로 조사되도록 설계되었다. 

캡슐의 주요설계는 CT/IR 공에서 조사시험을 수행해온 4공 구조의 표 형 재료계

장 캡슐의 기본 인 설계와 동일하며 그림 6과 같다. 캡슐은 크게 본체부, 보호

부, 안내 부로 나뉘어지며, 캡슐 본체는 Φ60mm STS 316 재질의 튜 내부에 5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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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Al 열매체로 구성되고, 각 열매체 내에는 조사시편을 포함하여 계장품들(Heater, 

T/C, F/M)이 설치된다. 조사시편의 온도는 하나로 출력조건에서 캡슐 내 He 진공도

를 제어하여 1차 조 되며, 각 단별로 독립 으로 작동하는 기히터로 최종 조

되어진다.  

(2) 하나로 성자조사

08M-01K 캡슐은 성자 조사량이 약 8x10
19 

n/cm
2
 (E>1.0MeV) 정도에 도달하도록

하기 해서 30MW 열출력의 하나로 CT 조사시험공에 설치되었다. 2008년 10월 8

일부터 (55주기) 30MW 원자로 출력으로 6.5일 동안 조사시험 되었으며, 이에 따른

출력량은 195 MWD에 도달하 다. 조사시험과정에서 캡슐 제어시스템의 불안정

상으로 시편의 조사온도 변화가 일부 있었다.

(3) 조사시험 결과

조사시험 기간 동안 캡슐 각단의 시편은 255~317℃의 온도분포를 보 다. 일부

시편에서 조사온도는 목표온도인 290℃와 차이가 발생하 는데, 이는 본 캡슐이

30MW 원자로 출력에서 처음으로 수행되는 RPV 조사캡슐인 계로 설계에 필요한

database의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단된다. 한 조사시험과정에서 캡슐 제어시스

템의 불안정 상으로 인해 단기간에 걸쳐 시편의 조사온도 변화가 약간 있었으나, 

시편의 조사특성에는 별다른 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7은 각단 시편들의 성자 Fluence 값을 치별로 나타낸 것으로, MCNP 코

드를 이용하여 계산한 값이다. 캡슐내 시편은 0.7x10
14 

~ 1.47x10
14 

n/cm
2
/sec의 고속

성자 (E>1.0MeV) flux 조사조건에서 6.5일 조사시험 후에는 3.93x1019 ~ 8.26x1019 

n/cm2의 고속 성자 (E>1.0MeV) 조사량을 가지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캡슐이 노심

의 가운데인 CT 공에 장 되므로 같은 높이에서 시편별 성자속의 편차는 수 % 

이내의 계산 불확도 정도로 작기 때문에 4개 시편의 치별 차이는 없는 것으로

계산하 다. 한편 0.1MeV 이상 1.0MeV 이상의 고속 성자 조사량 최 값은 노

심 심 약간 아래 높이에서 약 1.73x1020 n/cm2 (0.1 MeV 이상) 8.26x1019 n/cm2 

(1.0 MeV 이상)로 상되었다. 

조사시편의 성자 조사손상 정도를 나타내기 하여 고속 성자 조사량과 함께

dpa (displacement per atom) 값이 사용될 수 있다. 조사시편에 한 dpa 계산은 국내

상용 원자로의 dpa 계산에 활용되고 있는 SPECTOR 코드를[2] 이용하여 계산하는

데, 각 시편에 해 계산된 dpa 값은 0.04～0.08  범 로 계산되었다. 

라. 고선량 성자 조사재 특성 평가

하나로에서 성자 조사된 Linde 80 용 재 시험편에 한 기계 특성평가를 수

행하 다. 높은 방사선량으로 인하여 시험은 한국원자력연구원 조사재시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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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EF)의 hot cell 내에서 진행되었다. 08M-01K 조사시험을 통해 얻어진 평균 조사

량과 조사온도는 각각 7.5x10
19

 n/cm
2
과 302℃를 나타내었다. 천이온도 역에서 괴

인성을 평가하기 해 확률·통계 방법을 이용하여 특성온도를 기술하는 ASTM 

E1921-08a 표 시험법[3]을 사용하 다. 표 Charpy 충격시편 크기에 시편 폭의 약

50%까지 비피로균열을 생성한 3 굽힘 PCVN(Precracked Charpy V-Notch 

specimen, 10x10x55mm) 시험편을 사용하 다. 피로균열까지 삽입된 시험편을 캡슐

에 장입하여 성자 조사시험을 진행하 다. 시험온도는 시험기에 장착된 온 챔

버에 액체질소를 분사시켜 ±1oC 이내로 조 하 다. 시험은 0.15mm/min의 하 선

변 속도로 수행하여 불안정 취성 괴가 발생할 때까지 시편에 가해진 J-integral 값

(JC)을 결정한 후 이를 탄소성 벽개 괴인성값(KJC)으로 환산하 으며, 통계처리를

통한 확률 평균값(KJC(med))을 구하기 해 반복시험을 수행하 다.

그림 8에 ASTM E1921-08a에 따라 수행된 마스터커 시험결과를 나타내었다. 비

교를 해 비조사재와 5차 감시시험편의 결과[4]를 함께 도시하 다. 감시시험 5차

시험편 결과는 고리1호기 계속운 안 성 평가시 용 재생 시험편을 이용한 평가

결과이다. 비교에 사용된 5차 감시시험편의 조사량은 3.9x10
19

 n/cm
2
(E > 1.0MeV)으

로 08M-01K(7.5x10
19

 n/cm
2
)의 1/2정도의 조사량을 갖는다. 그러나 그림에서 보는 바

와 같이 08M-01K 결과가 더 낮은 참조온도(T0 = 2.6℃)를 나타내어 감시시험 5차

결과(T0 = 30.4℃)보다 괴인성이 좋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08M-01K 시험편의

평균 조사온도가 상용원 의 감시시험편 보다 다소 높았던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단된다. 

조사온도 차이에서 오는 편차를 보정하기 해 가장 최근에 제시된 RG-1.99 

Rev.3[5]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법을 이용하여 천이온도 변화량을 계산해 보았다.  

각각의 조사량에서 온도에 따른 천이온도 변화량을 계산하여 표 2에 정리하 다. 

조사온도가 288℃에서 302℃로 상승하면 천이온도 변화량이 20℃ 이상 감소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08M-01K 시편에서의 괴인성 평가결과는 높은 조사온

도로 인한 것으로 단된다. 조사 온도가 높아지면서, MD는 격히 감소하고, CRP

는 약간의 증가를 나타난다. 따라서 체 으로는 온도가 상승하면 조사취화 효과

는 감소한다. 표 2의 맨 우측에는 조사온도 효과를 보정하여 08M-01K 시편의 시험

결과를 288℃의 값으로 측한 것으로서, 그림 9와 같이 고리1호기 노심 용 부

의 성자 조사취화는 고선량 성자 조사시에도 기존의 RG-1.99의 추세선을 잘 따

르는 것으로 단된다.   

마. 조사재 시험편 면 찰

벽개 괴와 미세조직 인자의 상 계를 악하기 해 5차 감시시편의 용 재

생 PCVN 시험편에 해 시험편의 면을 찰하 다. 그림 10은 비교를 한 비조

사재 용 부 면의 SEM 찰 결과이다. 그림 10(a)에서 알 수 있듯이, 벽개 괴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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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에 개재물이 존재하 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0(b)는 벽개 괴 시작

앞의 stretched zone에 존재하는 개재물을 찰한 결과로, 개재물의 평균 직경은 약

2.2 um이었다. 그림 11은 Linde 80 용 부의 조사후 면에 한 SEM 찰 결과이

다. 비조사재의 결과에서와 같이, 벽개 괴 개시 에서 조 한 개재물이 찰되었

다. 따라서 내부에 존재하는 조 한 비 속 개재물이 Linde 80 용 부의 괴인성은

결정하는 요 인자임을 알 수 있다. 조사 후의 면 찰을 통하여 조사취화 거

동에 미치는 비 속 개재물들에 의한 향에 해서는 뚜렷하게 구별할 수 없었으

나 조사 /후 모두 비 속 개재물이 벽개 괴 시작에 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Linde 80 용 부와 같이 Cu 함량이 높은 재료에서 성자 조사

에 의해 형성되는 Cu-rich 상이 조사취화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바. 요약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를 이용하여 고리1호기 장기운 에 비한 Linde 80 노심

용 재의 고선량 조사취화 가속시험 데이터를 확보하고자 하 다. 이 결과는 앞

으로 있을 고리 1호기 제 2차 계속운 의 가능성을 평가하기 한 사 자료로서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 된다. 

조사시험을 통해 고리 1호기 용 재는 7.5x1019 n/cm2(E > 1MeV)의 고선량으로

성자 조사가 되었다.  이는 감시시험 5차 시험편의 조사량의 약 2배에 해당하는 조

사량이다. ASTM E1921에 의한 괴인성 평가결과 08M-01K 시편이 5차 감시시험편

보다 더 취화량이 더 작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08M-01K 시험편의 평균 조사

온도가 상용 원 의 감시시험편 보다 다소 높았던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단된다. 

따라서 10CFR50.61a의 모델식을 응용하여 조사온도의 효과를 보정한 결과, 고리1호

기 노심 용 재의 고선량 조사취화 특성은 감시시험편으로부터 얻어진 기존의 추

세선을 약 8x10
19

n/cm
2
 고선량 역까지 잘 따르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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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 Ni C P S Mn Si Mo

WF-233 0.29 0.68 0.1 0.021 0.015 1.45 0.42 0.44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the tested material (wt %).

구분 조사량
(n/cm

2
,>1MeV)

조사온도
(℃)

MD(℃) CRP(℃)∆T0,RG1.99
(℃)

∆T0,
experiment(℃)

5차 감시시험 3.9x10
19

288 33.6 79.7 112 137.1

302 6.2 83.9 90.1 -

08M-01K 7.5x1019
288 45.3 80.2 126.5 148.7(보정)

302 8.6 84.4 93 109.3

Table 2. Transition temperature shift depending on irradiation temperature and fluence 

level calculated from 10CFR50.6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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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Optical micrograph of 

Linde 80 welds.
    

Fig. 2. SEM image of Linde 80 

welds.

Fig. 3. SEM image and representative EDS analysis result of inclusion in 

Linde 80 welds.

Fig. 4. SEM image and its orientation map of Linde 80 welds measured by 

EB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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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A design drawing of irradiation capsule(08M-01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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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10. Fracture surfaces of un-irradiated Linde 80 welds specimen; (a) non-metallic 

inclusion at the initiation point and (b) Size and distribution of non-metallic 

inclusion at stretched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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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11. Fracture surfaces of irradiated Linde 80 welds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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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SA508-Gr.4N Ni-Cr-Mo계 합 강의 원자로용기 용성 평가

가. 서론

화석연료의 고갈과 에 지 수요의 증가 그리고 온실가스 부담문제로 인하여, 신규

원자력발 소에 한 세계 수요 건설계획이 증하고 있다. 신규 원 의 경

우 효율성을 해 형화 장수명 설계가 추세이며, 이를 해서는 무엇보다 원

수명을 결정짓는 원자로용기의 성능 안 성이 최 한 뒷받침되어야 한다[1,2]. 

특히 SMART, APR+, SCWR 등 재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차세 형 원 에서는

시스템의 추 인 역할을 하는 형 원자로용기의 재료성능 향상이 필수 으로 요

구된다. 장기가동에 따른 원자로용기의 성자 조사취화 항성의 입증은 상용원

뿐만 아니라 차세 원 용 소재 개발에 있어서 가장 최우선 으로 고려되고 있다

[3-5]. 

SA508 Gr.4N 합 강은 기존 상용소재인 SA508 Gr.3 합 강보다 Ni과 Cr 함

량이 증가되어 경화능이 향상된 소재이다[6]. 그러나 Ni은 조사취화를 증가시키는

원소로 알려져 있어, Ni 함량이 증가된 SA508 Gr.4N Ni-Mo-Cr계 합 강의 상용화

를 해서는 성자 조사취화 특성에 한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최근에는 Ni의

조사취화 효과가 단지 Mn 등의 원소와의 복합효과에 의해서만 나타나며, 불순물을

잘 조 할 경우에는 SA508 Gr.3 와 유사한 정도의 조사취화 거동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매우 제한 이어서 이에 한 검증이

필요하다. 한, 이 소재의 경우, 60년 이상 80년까지의 사용을 목 으로 하기 때문

에 고선량 성자 조사에 따른 특성평가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ASME 규격에 제시된 화학조성에 따라 실험실 규모의 모델합 을

제작하고, 이에 한 성자 조사취화 특성평가를 수행하 다. 고선량 성자 조사

에 의한 인장, 충격천이특성, 마스터커 법에 의한 괴인성의 변화를 평가하 다. 

평가된 결과는 한국표 원 에 사용되고 있는 SA508 Gr.3 상용소재의 조사취화 특

성과 비교하여 합 원소의 차이에 의한 조사취화 경향의 변화를 평가하 다.   

나. 실험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재료는 SA508 Gr. 4N의 ASME spec. 조성을 바탕으로 화학성분

범 의 간 값으로 제조한 단조재로서, 규격의 조성범 와 모델합 의 화학성분을

표 1에 나타내었다[7]. 단조재는 일정한 크기로 단한 후 1200
o
C에서 10시간 동안

균질화 처리한 뒤, 880
o
C에서 오스테나이징(austenitizing) 열처리 후 공냉하 으며 최

종 으로 660
o
C에서 템퍼링(tempering)을 수행하 다.

기계 특성을 평가하기 하여, 인장시험, 충격시험, 괴인성시험을 수행하 다. 

인장특성 평가를 하여 gage length 25mm, 직경 6.25mm의 상시편과 0.5x2x9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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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상시편을 이용하 다. 

충격시험은 10x10x55mm 표 크기인 Charpy 시험편을 사용하여 -196
o
C에서

100
o
C까지의 온도범 에서 ASTM E23-07a의 차에 따라 수행하 다. 실험온도는, 

온은 액체질소(-196℃)와 액체질소 + 이소펜탄(isopentan)의 혼합용액을 사용하여

조 하 고, 고온은 물을 가열하여 ±1℃ 의 범 로 조 하 다. 각 시험온도에서 10

분가량 유지시킨 후 꺼내어 5 이내에 시험을 완료하 다. 충격흡수에 지 값의

정량 인 평가를 해 hyperbolic tangent (TANH) fitting을 사용하 다[8].

각 재료의 천이온도 역에서 괴인성을 평가하기 해 확률·통계 방법을 이용

하여 특성온도를 기술하는 ASTM E1921-08a 표 시험법을 사용하 다[9]. 시험편을

표 Charpy 충격시편 크기로 가공하고, 기계가공된 노치로부터 피로하 을 도입하

여 시편폭의 약 50%까지 비피로균열을 생성한 3 굽힘 PCVN (Precracked 

Charpy V-Notch specimen, 10x10x55mm) 시험편을 사용하여 시험을 수행하 다. 시험

온도는 온 챔버에 액체질소를 순환시켜 ±0.5oC 이내로 조 하 다. 시험은

0.15mm/min의 하 선 변 속도로 수행하여 불안정 취성 괴가 발생할 때까지 시편

에 가해진 J-integral 값(JC)을 결정한 후, 이를 탄소성 벽개 괴인성값 (KJC)으로 환산

하 으며, 통계처리를 통한 확률 평균값(KJC(med))을 구하기 해 반복시험을 수행

하 다.

성자 조사시험은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를 이용하여 수행되었다. 30MW CT 

시험공에서 6.5일간 255～317℃의 조사온도로 조사되었다. 시편은 0.7x10
14
～

1.47x10
14 

n/cm
2
/sec의 고속 성자 (E>1.0MeV) flux 조사조건에서 6.5일 조사시험 후

에는 3.93x10
19
～8.26x10

19 
n/cm

2
의 고속 성자 (E>1.0MeV) 조사량을 가지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조사된 시험편은 한국원자력연구원 내 조사후시험시설(IMEF)에서 기계

특성평가를 수행하 다. 

다. 개량 압력용기강의 조사 기계 특성

개량 압력용기강 모델합 의 항복강도는 581MPa를 나타내었으며, 재 상용소재

의 값이 450MPa 후인 것을 고려하면, 상용 소재보다 100MPa 이상 특성이 우수한

것을 알 수 있다. 한 인장강도의 경우에도 749MPa로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연신

율도 26%로 우수한 값을 나타내었다. 표 2에 인장실험결과와 ASME 규격에서 제시

하는 특성 요구치를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실험으로부터 얻은 개량 압력용기강 모

델합 의 특성치가 ASME에서 제시하는 SA508 Gr.4N Cl.1의 항복강도보다는 다소

낮게 나타났으나, 이는 SA508 Gr.3 Cl.1강과의 비교를 하여 상용소재의 열처리 조

건을 용하 기 때문으로 단된다. 따라서 열처리 조건의 조 을 통하여 개량 압

력용기강 모델합 의 특성향상이 가능할 것으로 기 된다. 재의 특성 값으로 볼

때 제조된 모델합 이 SA508 Gr.4N Cl.3의 규격은 충분히 만족한다.

그림 1에 개량 압력용기강 모델합 의 샤피 충격시험 결과를 나타내었다. 모델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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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부흡수에 지는 245.8J 이었으며 천이온도 T41J = -151.7℃, T68J = -130.4℃를

나타내었다. 상용소재의 경우, 상부흡수에 지는 260J 정도이었으며, T41J = -51℃, 

T68J = -40℃정도의 천이온도를 나타내었었다. 따라서 상부흡수에 지는 비슷한 수

이나, 천이온도는 크게 개선됨을 알 수 있다. 상용소재에 비해 Ni과 Cr의 양을 폭

증가시킴으로써 소재의 미세조직이 템퍼드 상부 베이나이트 조직 신 템퍼드 하부

베이나이트/마르텐사이트 조직을 나타내게 됨으로써 소재의 강도와 인성이 향상되

었음을 확인하 다. 

ASTM 1921에 따라 피로균열 시편을 이용하여 괴인성을 평가하 다. 각 시편에

하여 -196℃~-120℃ 온도구간에서 3 굽힘시험 후, 그림 2에 괴특성곡선(master 

curve)을 나타내었다. 시험편들은 부분 유효한계(validity limit)를 잘 만족하 다. 여

기에서, 괴인성 천이특성 온도인 T0는 온도가 낮을수록 높은 괴인성을 의미하

며, 모델합 은 -140.1℃이었다. 이는 일반 으로 -80℃ 정도로 평가되었던 상용소재

에 비해서 획기 으로 향상된 괴인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원자로 압력용기용 강재에서 가장 요시 되고 있는 인성

을 향상시키기 하여 합 설계한 개량 압력용기강 모델합 은 상용 SA508 Gr. 3 

합 강에 비해 월등히 향상된 인장, 충격, 괴인성의 조사 특성을 나타내었다. 

라. 개량 압력용기강의 조사취화 특성

성자 조사 ㆍ후 개량 압력용기강 모델합 의 상온 인장시험 결과를 그림 3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와 같이 성자 조사에 의해 항복강도는 상승하 으나, 연신율

에는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3은 인장시험 결과를 연구용 원자로에서 조사

된 상용소재의 결과와 비교한 것이다. 상용소재 보다 훨씬 높은 성자 조사를 받

았음에도 불구하고 강도의 변화량이 심하지는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는 개량 압력용기강의 조사 ㆍ후의 샤피충격천이특성을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충격시험으로부터 얻은 결과를 표 4에 상용소재에서의 결과와 비교하여 정

리하 다. 각 소재에서의 조사량이 달라, 인 값의 비교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조사량에 따른 천이온도 변화량의 경향은 유사한 것으로 단된다. 참고로 RG 1.99 

r.3[10]에서의 측식을 이용한 결과도 표에 함께 제시하 다. 측식을 이용하여 개

량용기강에 해당하는 조사량에서의 상용소재 천이온도 변화량을 계산해보면, 32.6oC

로 개량 압력용기강보다 다소 큰 값이 갖는다. 따라서 실제 실험결과와의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개량 압력용기강의 조사취화 특성이 상용소재보다 나쁘지는 않은 것

을 알 수 있다. 한 개량소재의 경우, 조사 천이온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고선

량 조사후에도 상용소재의 비조사재 특성보다도 더 우수한 천이특성을 나타내고 있

다. 이러한 특성은 괴인성 시험결과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그림 5와 표 5는 ASTM E1921에 따라 마스터커 법으로 괴인성을 평가한 결과

이다. 성자 조사에 의해 참조온도, T0가 약 36
o
C 상승하여, 상용소재와 유사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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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개량 압력용기강의 경우는 고선량 조사후에도 참조온도가

-106.4
o
C로, 조사 상용소재 보다도 우수한 천이특성을 나타내었다. SA508 Gr.3 상

용소재에 비해 높은 Ni 함량에도 불구하고, 개량 압력용기강의 성자 조사에 따른

천이온도의 변화량은 기존 상용소재와 큰 차이 없는 것으로 단된다. 

마. 요약

Ni과 Cr 함량을 높여 강도와 인성이 향상된 SA508 Gr.4N 압력용기강의 고선량

성자 조사취화 특성을 평가하 다. 성자 조사에 의해 강도가 증가하고, 천이온

도가 상승하는 성자 조사취화 상이 나타남을 확인하 다. 그러나 상용소재인

SA508 Gr.3 소재와 유사한 조사취화 거동을 나타내었으며, Ni 함량 증가에 따른 뚜

렷한 조사취화 심화 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오히려 우수한 기 물성으로 인하여, 

고선량 조사후에도 상용소재의 조사 특성보다도 우수한 특성을 나타내었다. 따라

서 용량, 장수명의 차세 원 을 한 우수한 압력용기용 후보소재로 용 타당

성이 있다고 단되며, 제조공정의 최 화 장기열화 특성평가를 한 별도의 연

구개발이 진행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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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Ni Mo Cr Mn Cu Fe

SA508Gr.3 0.25max0.40-1.000.45-0.600.25max1.20-1.500.05max Bal.

SA508Gr.4N 0.23max2.75-3.900.40-0.601.50-2.000.20-0.400.03max Bal.

UCN4 .19 .82 .51 .17 1.35 .04 Bal.

KL4-Ref .19 3.59 .49 1.79 .30 .03 Bal.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SA508 Gr.4N model alloy and commercial steel.

YS(MPa) UTS(MPa) Elong.(%)

ASMEspec.for

SA508Gr.4N Cl.1
585 725~895 18(min.)

상온 581 749 26.2

-196℃ 961 1152 30.9

Table 2. Tensile test result and requirements of ASME spec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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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
평균조사량

(n/cm2,>1MeV)

T41J(
o
C) USE(J) RG1.99r3

TTSprediction
(
o
C)

un-irr. Irr. TTS un-irr. Irr. ∆

UCN4 1.9x10
19

-39 -21 18 284 245 -39(13.7%) 16.4

KL4-Ref 6.4x10
19

-131 -109 22 226 200 -26(11.5%) 27.9

Table 4. Changes in transition temperature and USE of SA508 Gr.4N model alloy and 

commercial steel with neutron irradiation.

소재
평균조사량

(n/cm2,>1MeV)
T0,Unirr.(℃)T0,Irr.(℃) ∆T0(℃)

UCN4 4.2x10
19

-74.6 -39.1 35.5

KL4-Ref 5.0x1019 -142.2 -106.4 35.8

Table 5. Comparison of reference temperatures of SA508 

Gr.4N model alloy and commercial steel with 

neutron irradiation.

소재
Fluence
(10

19
n/cm

2,
,

E>1MeV)

Y.S.

(MPa)
∆

∆

(%)

T.S.

(MPa)
∆

∆

(%)

Total

El.(%)
∆

UCN4
un-irr. 433

+43 10.0
577

31 5.4
19.2

1.4
1.4 476 608 17.8

KL4-Ref
un-irr. 561

+83 14.8
750

41 5.5
18.5

1.0
8.2 644 791 17.5

Table 3. Changes in tensile properties of SA508 Gr.4N model alloy and commercial 

steel with neutron irra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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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구로 상용 원자로 조사취화 특성시험 자료집 구축

가. 서론

경수로형 원 의 원자로 압력용기강에는 BCC 구조를 갖는 페라이트계 합 강

을 사용한다. 이러한 합 강은 온도에 따라 온에서의 취성 괴에서 고온에서의

연성 괴로 괴모드가 좁은 온도 역에서 격하게 변화하는 천이특성을 나타낸

다. 원자로의 운 압력용기는 고속 성자에 의해 천이온도가 고온쪽으로 이동

하는 조사취화 상이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원자로 압력용기의 구조 건 성 평

가를 해서는 원자로압력용기가 충분한 괴인성을 갖음을 보여주기 해서 정확

한 천이온도 변화량에 한 측이 매우 요한다. 이를 해 주요 원 선진국들

에서는 1960년 부터 압력용기강의 성자 조사취화에 한 꾸 한 연구가 진행되

어 왔다.  

국내에서는 가동 상용원 은 과학기술부 고시 제 2009-37호 “원자로 압력용기

감시시험기 ”을 근거로 감시시험을 수행하고 있다. 원 건설시 장입한 감시시험

캡슐을 가동 주기 으로 인출하여 원자로의 건 성을 평가하고 있다. 한 한국

원자력연구원에서는 1990년 후반부터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를 이용하여 압력용

기강의 성자 조사취화 특성에 한 평가를 수행하여 왔다. 이러한 연구로를 이용

한 성자 조사시험은 실제 보다 가속된 성자 조사를 통하여, 감시시험에서의 결

과보다 더 높은 조사조건에서의 취화특성을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원 의 계속운

등과 같이 재 설계수명 이상으로 상용원 의 가동시키고자 할 때, 감시시험에

앞서 원자로의 건 성을 미리 측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감시시험 결과와 연구로

조사시험 결과들은 가동원 의 건 성을 평가하기 한 요한 자료로서 활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지 까지 수행되었던 국내 모든 경수로형 원 의 감시시험 결과를

정리 종합하 다. 한 연구용 원자로를 이용한 조사시험 결과도 함께 정리하여, 

국내 원자로 압력용기강의 조사취화 특성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 다. 이러한

자료는 1차 으로 국내 원 의 건 성 평가에 활용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 한국

고유의 성자 조사취화 측모델 개발을 한 자료로서도 활용되어질 수 있다.   

나. 상용원 조사취화 특성평가 감시시험

국내 경수로형 원자력발 소는 미국 웨스 하우스사에서 건설한 고리1, 2, 3, 4,호

기 1, 2호기, 불란서 Framatome사에서 건설한 울진1,2호기, 한국 표 형 원

인 3, 4, 5, 6호기 울진3, 4, 5, 6호기로 구성되어 있다. 각 원자로별 압력용

기 소재를 살펴보면, 고리 1호기는 SA508 Gr.2 Cl.1강, 고리 2, 3, 4호기 1, 

2호기는 SA533 Type B Cl.1강, 그리고 울진1, 2, 3, 4, 5, 6호기, 3,4,5,6호기는

SA508-Gr.3 Cl.1 강을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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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으로 감시용기 내에는 호기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재료별로 총 60개의

충격시험편(Charpy V-notch)이 있으며, 모재 속의 경우 주 가공방향에 수직

(Longitudinal)방향으로 가공한 시험편 15개, 수평(Transverse)방향으로 15개, 용착 속

(weld metal)은 15개, 용 열 향부(heat affected zone)는 15개로 구성되어 있다. 인장

시험편은 수평방향으로 가공한 모재 속, 수직방향으로 가공한 모재 속과 용착

속 시험편이 각각 3개씩 총 9개가 있으며, 괴인성을 측정하기 한 비균열 삽

입 시험편은 모재의 주가공 방향 수직 방향, 그리고 용착 속의 3종이 각각 3개

씩(일부 원 은 9개씩) 포함되어 있다. 재까지 감시시험 수행 황은 표 1과 같다.

본 과제에서는 국내에서 수행된 총 43개의 감시시험캡슐 평가결과를 상으로, 각

발 소별 소재, 화학성분, 가동온도와 감시시험 캡슐별 조사 치, 조사량 그리고 수

행된 인장시험, 충격시험 결과를 그림 1에 보인 바와 같이 정리하 다. 

다. 연구용 원자로를 이용한 원자로용기강의 조사취화 특성평가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를 이용한 성자 조사시험은 무계장 캡슐인 97M-01K, 

98M-01K 2기와 계장캡슐 98M-02K, 99M-01K, 99M-02H, 00M-01U, 00M-02K, 

02M-02K, 04M-17U, 08M-01K, 08M-02K 9기 등 총 11기가 진행되었다. 이밖에 ‘99년

체코 NRI와 ’09년 할덴에서 진행한 2기의 조사시험이 있다. 연구로를 이용한 원자

로 압력용기강의 조사취화 특성평가 결과를 국내 상용원 조사취화특성 측을

한 자료로서 활용하기 하여, 기 진행되었던 무계장 캡슐 2기를 제외한 나머지

조사시험 자료를 체계 으로 정리하 다. 각 캡슐별 시편 종류, 수량, 배치 치, 배

치도면 등 캡슐제작과 련된 사항과 조사량, 조사온도 등 조사시험 결과 자료를

확보하고, 소재별, 시험편별 조사량과 조사온도를 결정하고 표 시험편 충격시험 결

과와 ASTM E1921에 따른 괴인성 평가 결과를 정리하 다.

충격시험은 총 9종의 강종에 해 수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조사조

건과 함께 표 3에 정리하 다.  표 4에는 조사 /후의 T41J와 USE의 변화를 비교하

으며, 천이온도 변화량과 RG 1.99 rev.3에 제시된 조사취화 측식 결과와의 계

를 고찰하기 해 계산된 값도 함께 제시하 다. 표 5는 ASTM E1921 마스터커

시험법을 통해 얻은 조사 /후의 T0 값을 비교한 것이다.

라. 요 약

지 까지 수행되었던 국내 경수로형 원 의 감시시험 결과 연구용 원자로를

이용한 조사시험 결과를 정리하 다. 감시시험으로 수행된, 고리1~4호기 5차까지(60

개), 1,2 5차(30개), 3~6 1차(12개), 울진 1,2 4차(L 방향 없음, 16개), 울진

3,4 1차(6개) 총 124개의 조사취화 천이온도 변화량 평가 결과를 정리하 다. 한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에서 수행된 11기 해외진행 2기 등 총 13기의 캡슐 시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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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총 22개(모델합 3개 포함)의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자료는 국내 상용

원 의 건 성 평가를 한 기 자료로서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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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소 감시시험 황 소재 비고

고리1,2 

5차까지 수행

1호기: 1기 재장입, 1기 신규설치

2호기: 2기 신규설치, 1기 기

1호기:SA508Gr.

2

2호기:SA533B

W.H.  

고리3,4 5차까지 수행(1기 기) SA533TypeB W.H. 

1,2 5차까지 수행(1기 기) SA533TypeB W.H. 

3,4 1차 수행 SA508Gr.3 KSNP 

5,6 
5호기:1차 수행,

6호기:1차 수행
SA508Gr.3 KSNP 

울진1,2 4차까지 수행(2기 설치) SA508Gr.3 Framatome 

울진3,4 1차 수행 SA508Gr.3 KSNP 

울진5,6 미수행 SA508Gr.3 KSNP 

Table 1. Current status of surveillance tests of Korean RPVs.

Table 2. Charpy impact test results of irradiated RPV steels.

Table 3. Changes in transition temperature and USE with neutron irradiation.



- 30 -

Table 4. Change in Reference Temperature(T0) with neutron irradiation.

Fig. 1. Data packages for surveillance test results of Korean RP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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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조사취화 측모델 신뢰도 검증 평가코드 산화

가. 서 론

원 의 수명기간동안 원자로 압력용기의 건 성을 평가하기 해서는 성자 조사

에 따른 원자로 압력용기 재료의 괴인성을 나타내는 인자인 기 무연성천이온도

(RTNDT) 를 정확히 측정하고 특정 시 까지의 변화량을 측할 수 있어야 한다. 주요

원자력 선진국에서는 각국의 원자로 압력용기재료에서부터 얻은 성자 조사취화평가

data를 바탕으로 조사량에 따른 RTNDT 측식을 개발하여 압력용기 건 성 평가에 활

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 NRC에서 발간한 Regulatory Guide 1.99 Revision 2 

(RG1.99 r2)[1]에 기 하여 수행하고 있다. RG1.99 r2는 1988년에 발간되었으며, 그 당

시에 이용 가능했던 미국내 감시시험 결과 데이터를 이용해 만들어진 성자 조사에

따른 기 무연성천이온도의 변화와 최 흡수에 지의 변화에 한 측모델을 제시하

고 있다. 이 모델은 한국뿐 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도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운 되고 있는 원자로의 압력용기는 앞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Westinghouse, Framatome 등 다양한 제조사로부터 만들어 졌으며 화학조성을 비롯하여

각기 다른 제조이력을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단일 평가모델을 용하여 국

내 원자로 압력용기강의 조사취화를 측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외국의 기존

모델을 용하기 조사취화 거동을 평가하기 해서는, 국내 감시시험 자료들을 활용하

여 각 모델들의 장단 을 정확히 평가하여야 하며, 궁극 으로는 국내 원자로 압력용

기 재료들에 가장 합한 국내 고유의 조사취화 측모델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 

 본 연구에서는 2010년 미국 USNRC에서 발표한 10CFR50.61a와, 2007년 개정된 일

본 JEAC 4201-2007 규정에서 제시한 성자 조사취화에 따른 천이온도 변화량 평가법

을 활용하여 국내 감시시험 결과에 한 용성을 평가하고자 하 다. 

나. 주요 조사취화 측 모델

(1) 미국의 조사취화 모델

70년 말 미국 원 에서 발생한 과도상태 해석결과 1차계통의 압력이 분히

하되지 않은 채 격한 온도감소에 따른 열응력과 내압응력이 복합 으로 작용하는

가압열충격 상이 가압경수형 원 에서 발생할 수 있음이 알려졌다. 이에 따라 가

압열충격 시고시에 성자 조사취화로 괴인성이 감소된 원자로용기의 안 성에

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80년 USNRC 주 으로 W/H, CE, B&W 사에 의해 제작된 표 인 원 들

에 해 가압열충격 안 성 시범연구가 수행되었다. 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1985

년도에는 가압열충격 안 여유도를 한 괴인성 요건(screening criteria, 선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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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10CFR50.61이 제정되었다. 처음에는 RTNDT (RTPTS)의 결정에 RG-1.99 Rev.1과

Guthrie 식을 사용하 다. 1991년도 개정 에서는 RG-1.99 Rev.2 모델을 용하 으

나, 마진 값에서는 용 필러에 따라 고정된 값을 사용하 다. 1995년도 개정 부터

는 RG-1.99 Rev.2와 동일하게 감시시험 데이터의 신뢰도에 따라 마진 값을 조정할

수도 있도록 하 다. 

발 소별로 별도의 안 성 평가가 필요없는 screenign criteria (선별기 )은

5x10
-6

/yr 손확률 기 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다.   

- 재, 단조재, 축방향 용 부: 270oF

- 원주방향 용 부: 300oF

한편 2010년 USNRC는 10CFR50.61a 선택 체기 을 다음과 같은 배경으로 제

정하 다.

- 1985년도 제정된 PTS screening criteria가 불필요하게 무 보수 으로 책정되어

있어, 여러 원 에서 불필요하게 운 의 제약을 받을 것이 상됨에 따라, US 

NRC는 2000년 비약 으로 발 한 괴역학 기법 컴퓨터 기능에 힘입어, 

가압열충격 안 성 해석에 한 인 재평가 연구를 5년 이상 수행하 다. 

- 당 10CFR50.61의 개발에 사용되었던 안 성 개념을 그 로 용하되, 훨씬 개

선된 괴역학 기법 세분화된 시나리오 해석 등을 바탕으로 1980년 에는

불가능하 던 정도의 상세한 컴퓨터 시뮬 이션 해석을 수행하 다. 

- 2010년도에 공표된 최종 규정은, 기존의 10CFR50.61을 체하여 희망하는 경우

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기존의 규정은 그 로 두고, 새 규정을 체규정으로

10CFR50.61a로 명명하 다. 기존에 10CFR50.61의 기 을 만족하는 발 소는 구

태여 다시 새규정에 따른 재평가를 수행할 필요는 없다.

RG1.99 rev.2에서는 아래와 같이 조사취화 천이온도 변화량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

다. 여기서는 Cu와 Ni의 함량을 기 으로 chemistry factor를 표로부터 구하도록 되

어있다.

 

ΔRTNDT=(CF) f (0.28-0.10logf)

CF(℉) is the chemistry factor, a function of copper and nickel content, CF is given in 

Tables in RG-1.99-rev.2

f(neutron fluence, 10
19

n/cm
2
, E >1MeV) = fsurf(e

-0.24x
)

(fsurf: calculated value of the neutron fluence at the inner wetted surface of the vessel at 

the location of the postulated defect, x(in inches) is the depth into the vessel wall 

measured from the vessel inner wetted surface)

10CFR50.61a에서 제시된 조사취화에 한 새로운 측 모델은 다음과 같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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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기존 RG1.99 Rev.2와는 달리, ASTM E900에서와 같이 성자 조사에 의해

Matrix 자체의 형성되는 손상(MD)과 조사에 의한 확산 가속효과에 의한 형성된

copper-rich precipitate(CRP)에 의한 손상으로 나 어 조사취화에 의한 천이온도 변화

량을 계산한다. 

⧍T41J = MD + CRP                                            (1)

MD = A × (1 - 0.001718 · TC) × (1 + 6.13 × P × Mn
2.471

) × te
0.5 

(2)

CRP = B × (1 + 3.77 × Ni1.191) × f(Cue,P) × g(Cue,Ni, te)           (3) 

P [wt-%] = phosphorus content

Mn [wt-%] = manganese content

Ni [wt-%] = nickel content

Cu [wt-%] = copper content

   A  = 1.140x10
-7

 for forgings

   = 1.561x10
-7

 for plates

   = 1.417x0
-7

 for welds

   B = 102.3 for forgings

  = 102.5 for plates in non-Combustion Engineering vessels

 = 135.2 for plates in Combustion Engineering vessels

  = 155.0 for welds

   te = t for  greater than or equal to 4.39 × 10
10

 n/cm
2
/sec 

= t × (4.39 × 10
10

/ )
0.2595

 for  less than 4.39 × 10
10

 n/cm
2
/sec

    [n/cm
2
/sec] = average neutron flux

   t [sec] = time that the reactor has been in full power operation

   t [n/cm
2
] =  × t

   f(Cue,P) = 0 for Cu ≤ 0.072

  = [Cue - 0.072]
0.668

 for Cu > 0.072 and P ≤ 0.008

= [Cue - 0.072 + 1.359×(P - 0.008)]0.668 for Cu > 0.072 and P > 0.008 

and Cue = 0 for Cu ≤ 0.072

= MIN (Cu, maximum Cue) for Cu > 0.072 and maximum Cue = 

0.243 for Linde 80 welds

= 0.301 for all other materials

   g(Cue,Ni, te) = 0.5 + 0.5 × tanh{[log10( te) + 1.1390 × Cue - 0.448 × Ni 

- 8.120] /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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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의 조사취화모델

  일본의 압력용기의 조사취화에 따른 천이온도변화(△RTNDT)량 평가법은 미국

RG1.99 rev.2를 바탕으로 1991년에 제정되었다. (JEAC4201-1991). 그동안 여러번 개

정이 되어왔으며, 최근에는 2007년에 CRIEPI에 의해 새로운 식이 도입되어 개정되

었다. 이 새로운 식에는 그동안 확장된 감시시험결과 뿐 만 아니라, 최근 확인된 새

로운 취화기구에 한 개념도 포함되었다. 일본의 규정 JEAC4201-2007에서 조사취

화에 천이온도 변화량은 부속서 B-2000에서 다루고 있다. 부속서 B-2000에서의 조

사취화 따른 천이온도 변화량 측법은 아래와 같다.

RTNDT 조정치의 산출

 천이온도 변화량의 측치(△RTNDT 측치) RTNDT조정치(℃)는 다음식에 의해 결

정된다.

RTNDT 조정치 = RTNDT 기치 + △RTNDT 측치 --------------------- (1)

△RTNDT 측치 = △RTNDT 계산치 + MR ----------------------------- (2)

① RTNDT 기치 : 조사 의 시험에 의해 결정한 RTNDT(℃)

△RTNDT 측치 : △RTNDT의 측치(℃)

② △RTNDT계산치(℃)는 부속서 표 B-2100-1과 부속서 표 B-2100-2를 이용하고 이하

의 순서로 구한다.

여기서, 표의 간에 있는 △RTNDT계산치는, 은 니 에 해서는 비례법에 의

해서 내삽한다.

a. 가압수형원자로의 경우, 부속서 표 B-2100-1 에서, 계산에 사용하는 조사

온도보다 낮은, 가장 가까운 공칭조사온도의 표를 선정한다. 비등수형원자로

의 경우, 부속서 표 B-2100-2를 사용한다.

b. 선정된 표 에서 계산에 사용하는 성자속 c에 가장 가까운 성자속 a, b 

(여기서, a ≤ c ≤ b)의 표를 선정한다.

c. 두 표에 해서, 계산에 사용하는 EFPY (EFPYc)에 가장 가까운 EFPY1, 

EFPY2(여기서, EFPY1≤EFPYc≤EFPY2), 는 성자조사량(fc)에 가장 가까운

성자 조사량 f1, f2(여기서, f1≤fc≤f2 )의 경우에 △RTNDT계산치를 계산한다. 

은 니 의 함유량에 해서는 비례법으로 내삽하여 계산한다.

d. EFPY1, EFPY2 는 f1, f2의 경우에 성자속 c에 해서 △RTNDT계산치(△

RTNDT1,c , △RTNDT2,c )을 다음식으로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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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g∅  log∅

∆∆
log∅ log∅ ------- (3)

여기서

△RTNDTi,c : EFPYί 는 f i경우에 성자속c에 해서 △RTNDT계산치

△RTNDTi,a : EFPY i 는 f i경우에 성자속a에 해서 △RTNDT 계산치

△RTNDTi,b : EFPY i 는 f i경우에 성자속b에 해서 △RTNDT 계산치

ί = 1, 2

a. EFPY(EFPYc) 는 성자조사량 (fc)에 해서 △RTNDTi,c : EFPY 는 fί 경

우에 성자소 c에 해서 △RTNDT계산치(△RTNDTc )는 다음 식으로 구한다.

∆  ∆ log  log

∆ ∆
log log  (4)

는

∆  ∆ log  log

∆ ∆
log log  -------- (5)

f : 성자 조사량 ×╱     

f 는 성자속과 시간으로 다음식에서 정의되어진다.

 ∅×  --------------------------------------------------------- (6)

f는 용기내면에서부터의 깊이를 (mm)로 하면 다음식으로 쓸 수 있다.

  ∙ exp   ----------------------------------------- (7)

여기서, f0:용기내면에서의 성자조사량×╱      . 다만, 

dpa(displacements per atom)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용기내면의 경우에 dpa와

깊이 α(mm)에서의 dpa와의 비를 7식에의 감쇄계수( exp 를 신

이용해도 좋다.

③ MR은 마진(℃)으로 다음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

 는, △RTNDT계산치에 련한 표 편차 (℃)이고, 10℃이다.

그 지만, 감시시험에 의한 △RTNDT의 실측치가 식2에서 구한 △RTNDT 측치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실측치를 포함할 수 있는 MR을 다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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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해당재료에 한 2개 이상의 감시시험에 따른 △RTNDT의 실측치가 있는 경우, 그

데이터를 이용하여 아래에 따라 △RTNDT 측치를 구하고, 그것과 식(1)을 이용하

여 RTNDT조정치를 구한다.

△RTNDT  측치 = [△RTNDT 계산치 + MC] + MR -------------------------- (8)

△RTNDT 계산치 : (2)에 의해 구한 △RTNDT 계산치(℃)

MC  : 실측치로 보정한 경우에 이용하는 마진(℃)이고, 다음식으로 구한다.

다만, [△RTNDT 계산치 + MC]가 부가되는 경우에는, [△RTNDT 계산치 + MC]를 0으

로 한다.

 


  



∆실측치 ∆계산치
 --------------------------- (9)

여기서,

n : 감시시험데이터 수

(△RTNDT 실측치)ί : 제 i회 감시시험으로부터 얻은 △RTNDT의 실측치 (℃)

(△RTNDT 계산치)ί : 제 i회 감시시험에서의 조사조건에 따라서 (2)에서 구한 △

RTNDT 계산치 (℃)

이 경우, 식(8)의 마진은,   ∆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감시시험에 의해 △RTNDT의 실측치가 식(8)에 의해 구한 △RTNDT 측치를

상회할 경우에는 실측치를 포함하도록 MR을 정의한다.

한, 감시시험의 조사량과 부속서표 B-2100-3에 표기한 용범 의 상한

1020n/cm2을 넘는 경우에는, 인용문헌(1)에 의한 방범을 이용해서 △RTNDT계산치

를 구하고, MC를 계산한다.

⑤ ②의 △RTNDT계산치는 인용문헌의 (1)에 의한 방법을 사용해서 구해도 좋다.

더욱이, 공칭조사온도가 가압수형원자로에서 283℃미만의 경우나, 비등수형원자

로에서 270℃ 미만의 경우에는, 인용문헌[4]에 의한 방법을 사용한다.

다. 국내 조사취화 시험결과의 용 신뢰도 검증

재까지 우리나라 원자로 압력용기의 가압열충격 안 성에 한 규제는 미연방

규정 (Code of Federal Regulations) 10CRF50.61에 해 시행되고 있다. 이 압

력용기 소재의 성자 조사취화에 따른 기 무연성천이온도 변화량 (ΔRTNDT)은

1988년도에 공표된 RG1.99 rev.2의 모델에 따라 계산한다. 그러나 U.S. NRC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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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에 발간한 10CFR50.61a에 수록되어 있는 미국 ORNL의 E. D. Eason 등이 새

롭게 개발한 성자 조사취화 모델을 바탕으로 RG1.99 rev.3 개정 을 발간하기

한 작업을 진행 에 있다. 따라서 RG1.99 rev.3에 도입될 조사취화 모델을 용했

을 때, 우리나라 압력용기 모재 용 재의 조사취화량을 측하고 이를 기존의

RG1.99 rev.2에 의한 결과와 비교 분석하는 작업이 규제 기 변화에 처하기

해 필수 이다.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모델에 의해 계산한 조사취화량과 43차례의

우리나라 원자로 압력용기 감시시험을 통해 얻은 실제 값을 서로 비교하고 분석하

는 작업을 수행하 다.    

성자 조사에 따른 국내 압력용기강의 기 무연성 천이온도증가량을 RG1.99 

rev.2의 RPV 조사취화 모델식에 따라 계산한 결과와 실제 감시시험을 통해 측정된

값을 서로 비교할 수 있도록 모재 용 재에 해 각각 그림 1과 2에 나타내었

다. 그림 1과 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반 으로 모재와 용 재 공히 계산치

가 실측치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났다. 그림에서 추세선의 기울기가 1일 때, 계산치

가 실측치와 일치하게 되나 모재와 용 재에 한 추세선의 기울기는 각각 0.69와

0.79이었다. 추세선의 기울기가 1보다 작다는 것은 RG1.99 rev.2 모델이 성자조사

취화도를 측하는데 비보수 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통계학 으로 결정계수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R2이 1에 가까울수록 데이터의 분산정도가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재와 용 재에 한 결정계수는 각각 0.41과 0.79로 모재의 경우

에는 추세선 주 로 각각의 데이터가 비교 넓게 분산되어 있었다. 따라서 특정한

모델을 이용하여 실제 조사취화량을 측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용 재의 경우도 고조사량에 해당하는 고리 1호기 감시시험 데이터를 제외하고는

데이터의 경향성이 낮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림 3과 4에는 성자 조사에 따른 국내 압력용기강의 기 무연성 천이온도증

가량을 10CFR50.61a의 RPV 조사취화 모델식에 따라 계산한 결과와 실제 감시시험

을 통해 측정된 값을 서로 비교할 수 있도록 모재 용 재에 해 각각 나타내었

다. RG1.99 rev.2 모델식에 의한 계산과 마찬가지로, 10CFR50.61a 모델식에 의한 계

산치가 계산치가 실측치에 비해 반 으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모재와 용

재에 한 추세선의 기울기는 각각 0.75와 0.82로서 다소 10CFR50.61a 모델식이

RG1.99 rev.2 모델에 비해 실제값에 근 하게 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정계수, 

R
2
는 0.39와 0.77로 거의 비슷한 값을 나타냈다. 

그림 5와 6에는 RG1.99 rev.2와 10CFR50.61a 모델식에 의한 계산 결과를 비교하

여 각각 모재와 용 재에 하여 나타내었다. 국내 압력용기는 발 소에 따라 여러

다른 업체에서 다른 소재로 제작되었다. 따라서 소재의 화학조성 제작공정의 차

이에서 비롯되는 조사취화 민감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림 5와 6에는 국내 압

력용기강을 소재별 경향을 악하기 해 재인 SA533B (고리 2/3/4호기, 1/2 

호기), 단조재인 SA508 Gr.2 (고리 1호기)과 SA508 Gr.3 ( 3/4, 울진 1/2/3/4, 

5차) 로 각각 나 어 표시하 다. 10CFR50.61a의 새로운 모델을 용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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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G1.99 rev.2의 모델에 비해 SA533B 재로 제작된 압력용기의 조사취화 측치는

SA508 Gr.2와 SA508 Gr.3와 같은 단조재와는 달리, 반 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특히 모재의 경우에는 그 차이가 상당히 컸다. 따라서, SA533B 재로 제

작된 압력용기의 경우에는 새로운 Reg. Guide 용에 따라 PTS (pressurized thermal 

shock) 기 온도의 증가가 문제가 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일본의 JEAC4201-2007을 이용하여 감시시험 결과에 해 계산해본 결과를 그림

7과 8에 나타내었다. 모재의 경우, RG1.99 rev.2이나 10CFR50.61a 등의 미국의 계산

식과는 달리, 일본 JEAC4201-2007를 용하 을 때에는 체 으로 실제 측정값보

다 보수 인 결과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용 재의 경

우에도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나, 고리 1호기 용 재와 같이 인성 용 재의 경우

에는 성자 조사에 의한 천이온도 변화량을 다소 낮게 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 요 약

국내 원 원자로압력용기의 가압열층격 안 성 평가를 해 사용되고 있는 기 무

연성천이온도 변화량 측식인 RG1.99 rev.2의 방법과 2010년 미국 USNRC에서 발표

한 10CFR50.61a에 제시된 측식을 활용하여 국내 원 감시시험 결과에 한 용성

을 비교·평가하 다. 10CFR50.61a에 제시된 측식이 조 더 개선된 경향성을 나타내

과 여 히 큰 scatter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 다. 2007년 개정된 일본 JEAC 4201-2007 

규정을 용한 결과에서는 체 으로 계산된 천이온도 변화량이 실제보다 크게 나타

는 보수 인 경향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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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mparison between △RTNDTm and △RTNDTp calculated for base metals of 

Korean RPVs by using RG-1.99-rev.2 formula.

Fig. 2. Comparison between △RTNDTm and △RTNDTp calculated for weld metals of 

Korean RPVs by using RG-1.99-rev.2 form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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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omparison between △RTNDTm and △RTNDTp calculated for base metals of 

Korean RPVs by using NUREG-1874 formula.

Fig. 4. Comparison between △RTNDTm and △RTNDTp calculated for weld metals of 

Korean RPVs by using NUREG-1874 formula.



- 41 -

Fig. 5. Comparison between △RTNDTp values calculated by using RG-1.99-rev.2 formula 

and △RTNDTp values calculated by using NUREG-1874 formula (base metals).

Fig. 6. Comparison between △RTNDTp values calculated by using RG-1.99-rev.2 formula 

and △RTNDTp values calculated by using NUREG-1874 formula (weld met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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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재료열화를 고려한 원 기기의 확률론 안 성평가 기술분석

가. 험도 용정보를 활용한 원 안 성 평가 기술 배경

재 원 의 통계처리가 가능할 정도의 충분한 개수 운 연한을 가지고 있으

므로 이를 기반으로 한 원 의 험도 평가에 이러한 정보를 활용하여 궁극 으로

안 하고 효율성 있는 원 을 제작 운 하고자 하는 목 으로 연구가 수행되고 있

다. 통계학 인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확률론 험도에 한 정량 표 이 가능

하다. 

재의 연구방향은 발 소의 안 성의 척도로서 즉 목 치로서 노심손상빈도, 

량조기방출 빈도 등을 사용하며, 해석 상으로서는 수동기기 건 성 (배 , 압력용

기, 험도 척도 : 손 설, 활용분야 RI-ISI) 과 능동기기의 이용성 (펌 , 밸 , 

험도 척도 : 기기 고장율 기동실패 확률, 활용분야 RI-IST) 로 나 어 안 성에

미치는 험도의 향을 평가하고 있다. ASME 에서는 이와 같은 험도 활용분야

로서 PSA, risk informed ISI, risk informed IST, 외에 risk informed design 등을 언

하고 있다[1].

험도 용정보를 활용하여 원 의 안 성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연구 분야는

해석 설계 그리고 검사 분야에서 수행하는 연구 역이다. 주로 해석 통계

기법을 이용하는 공학 분야라고 볼 수 있다. 기존의 결정론 방법의 경우 안 성

에 의미를 주는 반면 험도 정도를 이용하는 통계 근 방법은 안 성과 효율성

에 의미를 수 있다. 

재료 분야에서의 험도 정보 용 분야는 배 이나 압력용기의 건 성을 통계학

으로 해석하여 손이나 설에 한 험도 척도에 있어 재료의 열화 정도에

한 시간 인 개념의 험도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자료를 통해 궁극

으로는 발 소의 안 성 효율성에 한 평가가 정량 으로 용될 것이다.  

나. 험도 정보 용 방법

특정기기 는 설비 별 안 목표를 결정론 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종합 인 안

성은 심층방호개념으로 (defense in depth) 확보하고 있다. 장 은 운 경험을 통해

심층방호 개념, 안 여유도 개념의 타당성이 입증될 수 있으며, 기기 는 설비의

안 목표가 단순하다. 그러나 안 에 미치는 우선 순 가 부여되지 않으므로 규제

부담 사업자 부담이 매우 크다. 발 소의 종합 인 안 성에 미치는 향을 평

가하기 어려우며, 어느 특정 인자가 발 소 체 안 성에 미치는 향을 평가하기

어렵다. 공학 단 (engineering judgement) 에 근거하여 불확실성을 반 하는 여유

도를 사용함으로 발 소의 운 특성 운 경험을 차등 으로 반 할 수 없다. 

과도한 보수성이 부여될 가능성이 높으며, 실 인 발 소 상황을 반 하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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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복잡한 원 시스템을 분석하기 한 종합 인 수단으로서, 발 소 취약성에 한

정성 통찰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의사결정에 사용될 수 있는 정량 인 결과를

다. 모델 민감도 분석에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데이터의 신뢰성 성이 충분

히 확보되지 않고, 사고에 한 이해가 아직 부족하며, 모델링에 가정과 제한

이 무 많다. 어느 한 시 에서의 분석만 가능하며, 모델의 완성도가 아직 부족한

상태이다. 

ASME code sec. XI 고 응력 고 피로 배 단말부 등의 손 가능성이 큰 배 부

를 기본 으로 무작 로 선정한다. 발 소 체의 험도에 근거하여 검사 상

을 선정하여 설 손 확율 그리고 노심용융빈도 (CDF) 의 험도 척도를 얻는

다. 이 방법은 발 소 체의 험도에 근거하여 정량화되고 표 화된 검사가 가능

하며, 검사 상 60-80 % 를 감소함으로써 비용 피폭을 감소시킬 수 있다. 그러

나 운 경험이 은 상태에서 용하는 경우 정확한 평가가 수행되지 않을 수 있

다.

최근 리 이용되는 2가지 RI-ISI 방법은 EPRI 방법과 PWROG (Pressurized- Water 

Reactor Owners Group, WOG(Westinghouse Owners Group) 방법이며, 우리나라는

WOG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ASME code case 형식으로 EPRI 방법은 code case 

N-560, 578 에 그리고 ASME/WOG 방법은 code case N-577 에 규정되어 있다. 두

가지 방법 모두 USNRC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에서 ASME Ⅺ 검사 차

에 한 안으로서 사용이 허가되었다. 

USNRC 에서는 Reg. guide 1.178, SRP 3.9.8 에 한 규제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사업자의 경우 EPRI 방법은 EPRI TR-115627 에서, ASME/WOG 방법은

WCAP-14572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RI-ISI 와 같이 이 연구의 최종 목표는 안 성을 유지하며 검사 경비를 여 원

운 의 효율을 얻는 것이 목 이다. 즉 사업자의 경우 재의 원 의 안 성이

무 보수 으로 규제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안 에 한 철학

근 방법에 변화를 주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PRI PWROG 평가기법

험도 평가에 기 하여 배 segment 들은 CCDP (conditional core damage 

probability) 의 risk parameter 에 의해 high, midium, low risk 의 종류로 구분되고, 배

손 가능성은 각 배 segment 에서의 확인된 열화 기구 (degradation mechanism) 

에 의해 평가된다.

표 1 은 EPRI 의 험 특성 (risk characterization) matrix 를 나타낸다. 이는 손상

가능성(risk potential)의 세 가지(high, midium, low) 의 분류(category)와, 그에 한 손

상 결과가능성(consequence potential)의 네 가지(high, midium, low, none) 의 분류에

기 한다. EPRI 방법에서 각 segment 는 matrix 내의 한 치에 자리하고 있다. 



- 45 -

POTENTIALFOR

PIPERUPTURE

PERDEGRADATION

MECHANISM

SCREENINGCRITERIA

CONSEQUENCESOFPIPERUPTURE

IMPACTSON CONDITIONALCOREDAMAGEPROBABILITY

ANDLARGEEARLYRELEASEPROBABILITY

NONE LOW MEDIUM HIGH

HIGH

FLOW ACCELERATED

CORROSION

LOW

Category7

MEDIUM

Category5

HIGH

Category3

HIGH

Category1

MEDIUM

OTHERDEGRADATION

MECHANISM

LOW

Category7

LOW

Category6

MEDIUM

Category5

HIGH

Category2

LOW

NODEGRADATION

MECHANISM

LOW

Category7

LOW

Category7

LOW

Category6

MEDIUM

Category4

                          Table 1. EPRI risk matrix.

손상 결과 분류는 표 2 에 있는 CCDP와 CLERP(conditional large early release 

probability)의 형식에 의해 결정된다. 손상 가능성(failure potential) 분류는 표 3 에

있는 확인된 열화 기구 메커니즘에 근거하여 결정된다. 험도 분류 (risk category) 

는 효율 인 이용을 해 세 험 범 와 조합되어 표 된다. 

EPRI 방법에 의한 근에서의 손 가능성 평가는 원래 정량 이었으며, 손

향 평가 과정도 정량 이다. 기 값에 의한 평가 용에 하여 EPRI는 다음과 같

은 손 발생빈도 값을 제공 한다 : high-손상가능성 분류는 2x /weld-year, 

medium-손상 가능성 분류는 2x /weld-year, low-손상 가능성 분류는 2x 

/weld-year 값을 사용한다.

Table 2. Correspondence of Consequence Categories to Numerical Estimates of CCDP 

and CLERP.

   

Consequence

Category

CorrespondingCCDP

Range

CorrespondingCLERP

Range

HIGH CCDP>1E-4 CLERP>1E-5

MIDIUM 1E-6<CCDP<1E-4 1E-7<CLERP<1E-5

LOW CCDP<1E-6 CLERP<1E-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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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EPRI System for Evaluation of Pipe Rupture Potential.

Pipe

Rupture

Potential

Expected

Leak

Conditions

DegradationMechanismsToWhich

TheSegmentisSusceptible

HIGH Large Flow AcceleratedCorrosion(FAC)

MIDIUM Small

StressCorrosionCracking(IGSCC,TGSCC,PWSCC,

ECSCC)

LocalizedCorrosion(MIC,CreviceCorrosionandPitting)

Erosion-Cavitation

LOW None NoDegradationMechanismsPresent

(ASME code case N-578, Risk informed Requirements for class 1,2 and 3 piping, 

Method B, Section XI, Division 1", 2000)

PWROG 방법은 RI-ISI의 목 을 해 공학 분석과 확률론 안 평가 ( 

probabilistic safety assessment (PSA)) 를 통합 용하 다. PWROG 방법은 PSA 모델

로서 계통의 손상 혹은 결함 발생 측면에서 손상에 의한 같은 결과를 갖는 기 으

로서 segment 로 구분한다. 즉 segment 는 일차 으로 결과에 한 변화의 차이에

근거하여 구분한다. SRRA (Structural Reliability and Risk Assessment) 에 근거한

PFM 과,  Monte Carlo simulation 을 이용하여 segment 의 손 가능성을 정량화하

다. PWROG 방법은 여러 가지 failure mode 로서 작은 설, 기능 정지(disabling) 

설과 완 단을 포함한 몇 가지 크기의 배 균열을 고려한다. 

손상(failure)의 직 인 향( 기 상 발생, 시스템 기능의 손실)과 간 인

향 (홍수,water spray, pipe whip, jet impingement 같은 공간 향) 은 core damage 

frequency (CDF)와 large early release frequency (LERF) 의 측면에 의해 평가된다. 

검사를 한 다른 구조상의 요소들의 선택에는, 일련의 기 이 사용된다. HSS 부

분 내부의 높은 손상 요성 (high failure importance(HFI)) 을 가진 모든 구조 요

소들은 검사를 해 선택된다. HSS 부분의 남은 구조상의 요소를 해 통계 처리

는 부가 검사의 최소 횟수에 의해 결정된다.  HFI 를 갖는 LSS segment 에 하

여 검사 요구는 없으나 사업자의 로그램에서는 고려될 수 있다. 더 자세한 것은

참고문헌 (ASME, :code case N-577, Risk informed Requirements for class 1,2 and 3 

piping, Method A, Section XI, Division 1", 1977) 에 언 되어 있다.  

에서 설명된 두 가지 방법의 main step 이나 구조는 모두 비슷하다. 범 (scope) 

정의, 분할, 손상 해석 가능성과 손 결과 분석, 험 순 결정과 마지막으로 검

사 치 선정으로 구성된다. 주요 차이 들은 손상 가능성 분석을 수행하는 과정에

서 발생한다. EPRI 방법에서는 기본 으로 정성 으로 근하고 있으며, 경계 값

(기 값) 을 이용하여 정량화한다. PWROG 방법에서는 구조 신뢰성 해석

(structural reliability analysis) 도구를 사용하여 결함 가능성을 정량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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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k-importance 측정의 사용은 두 방법이 어느 정도 다르다.  EPRI방법이 CCDP와

CLERP 을 사용하는 반면 PWROG 방법에서 험 등 은 RRW (risk reduction 

worth) 에 기반하는 험 등 을 사용한다. Segment 를 선정하고, 검사 치를 결정

하는 방법에서 약간의 다른 규정을 따른다. 

다. RI 련 재료연구의 방향

 

원 사업자의 경우 PSA 는 호기에 하여 수행되어 오고 있으며, RI-ISI 의

경우 지속 인 연구가 사업자에 의해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실제 울진 4호기의 경

우 75% 의 검사부 를 면제시킬 수 있음을 발표한 이 있다. RI-IST 의 경우 사업

자는 큰 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즉 비용 감이 을 것으로 보고 있다. 험도

기반 설계 (Risk based design) 의 경우 국내에서는 아직 용되지 않고 있다.

결론 으로 확률론 인 근이 가능할 정도의 원 운 기간과 경험을 가지고

있어 용가능한 시기라고 생각되나, 그에 한 자료가 충분히 수집 정리되지

않아 재로는 용하기는 힘든 상태로 보여 진다. 따라서 이와 같은 자료에 한

정리 용에 한 code standard 가 개발 이며 이를 사용하여 원 에 용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다[1]. 

RI-ISI 에 하여 이를 규제하기 해 RI-R 이 시용되고, 한 이 개념을 사용하

여 설계를 하기 한 RI-design 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험도 정보의 활용

은 기존의 안 성 평가 해석 검사의 개념에서 안 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데 있다. 이와 같은 RI 용 련 분야에서 재료연구가 사용될 수 있는 일은 기존

의 열화에 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열화의 발생

  2) 열화의 진행 속도

  3) 기존 발생 율에 한 정확한 분석 평가

  4) 운 조건을 고려한 시험 결과 분석

와 같은 내용은 운 조건에서 재료 설계조건의 특성에 의해 손상 발생 율

그리고 계통에 의한 손상결과의 성에 의해 분류되고 그에 따라 감시 로그램

을 설정하는데 있다. 이와 같은 분석을 수행하기 해 기존원 의 손상 발생 율 자

료와 운 조건에 따른 탄소성 괴 해석 방법이 용되고 있다. 따라서 RI 련 재

료 연구의 경우 기존 손상 자료에 한 열화 기구를 검토 분류하여 열화에 따른

향을 단순화하며, 열화에 의한 시간에 따른 손상 정도를 확률 으로 시험 표

해야한다. 즉 수학 인 평가를 통해 정량 으로 얼마나 좋은지를 제시하는 새로운

개념의 재료 평가 방법을 개발하고 이를 사용하여 실제 용하는 연구가 재료분야

에서 수행되어야만 이를 기반으로 기존의 확률론 해석을 통해 장에 용 할 수

있다. 이를 해서는 재료에 따른 모델링과 data base 를 사용하여 많은 조건에서의

재료에 한 열화 그리고 열화의 속도에 한 분류 활용이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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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RI-ISI 의 용을 한 연구 이외에 기존의 RI 를 재료 연구에 용하

는 분야에 한 검토가 필요하다. 를 들어 험도 기반 설계의 경우 원 계통에

한 험도 분류를 통해 재 같이 용되는 안 율의 조정을 통해 안 성과

효율성/경제성의 최 화를 얻을 수 있다. 일반 으로 설계 단계는 한 재료의 선

택을 포함하므로 재료 선택에 한 범 는 재료 연구의 범 보다는 설계 단계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어느 정도 운 단계가 진행되어 열화의 상이 발생하는 경

우 열화를 방지/감속하기 한 신 재료의 개발과 보수/교체에 한 연구가 수립되어

검사 로그램과 함께 수행 최 의 보수 교체가 되도록 하는 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할 수 있다. 

라. 압력용기에 한 확률론 안 성 평가 용 방법

배 계통의 검사와는 달리 원자로 압력용기의 경우 험도 정보를 활용하여 원

의 안 성 운 경제성을 향상시키는 연구는 RI-ISI 보다는 RIR 연구에 가깝다

고 상할 수 있다. 기존의 축 된 운 자료 검사 자료 그리고 확률론 괴

역학를 이용하여 원자로 압력용기의 인허가 혹은 운 의 안 성을 새롭게 확인하고

자 하는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이러한 방법은 배 을 상으로 하고 있는 기존의

RI-ISI 와는 근 방법이 다르나 역시 축 된 정보를 활용하여 압력용기의 안 성에

한 신뢰를 향상시키며 원 의 운 효율을 향상시킨다는 측면에서 RI 개념을 가

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성자 조사에 의한 압력용기강의 열화, 다축하 표면 균열로

부터 얻어진 기존온도의 변화, 그리고 많은 축 된 경험 자료를 통해 최근 원자

로 압력용기의 PTS  (Pressurized Thermal Shock) 규제에 한 기반 연구를 수행하고

자 하 다. NRC 에서 제시하고 있는 PTS 에 한 새로운 평가 방법은 실제 원 에

서에서의 PTS 발생 황, 압력용기에 한 향 등을 고려한 PTS 발생에 한 정

한 표 을 기반으로 PTS 에 한 수학 모델링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개

념은 운 조건, 균열의 발생사건, 성자 조사에 의한 손상 기구, 그 밖의 여러 인

자들이 변하는 경우, PTS 의 평가 방법이나 기 이 변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즉

PTS 규제에 한 신뢰성 운 경제성을 해서는 계속 장 자료의 축 과

열화에 한 기구 평가가 수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PTS 를 평가하기 한 많은 로그램이 개발되어 왔다. 평가 로그램은 기존

ASME code CFR 에 제시되어진 방법에 의해 PTS 가 발생하는 transient condition 

에서의 균열 안 성을 평가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해석식을 이용한 선형 괴역학

을 용하고 있다. 

해석 방법은 냉각수의 온도 변화 압력 설정과 같은 transient condition 을 설정

하고, 원통형 소재의 열 달 해석을 통해 두께에 한 온도 분포를 구한다. 이와 같

은 온도 분포 압력 등을 사용하여 해석식으로 응력을 계산한다. 균열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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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응력에 한 KI (applied stress intensity factor) 를 계산한다. 압력용기 소재의 인

성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한다. 재료의 성분 특히 구리와 니 의 함량에 따른

chemical factor(CF) 를 계산하고, 이와 이용, ∆RTNDT 를 계산한다. 사용되는 괴인

성은 KIC (crack initiation stress intensity factor) 와 KIA (crack arrest stress intensity 

factor) 이다.

마. 압력용기의 괴역학 평가를 한 확률론 변수

압력용기 강의 균열 안 성을 계산하는 경우 험도 정보와 통계 괴역학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는 압력용기 강의 상 균열 도 형상, 재료 성분에 한

chemical factor,  ∆RTNDT 의 계산 등을 들 수 있다. 측정된 험도 정보 확률론

괴역학의 자료 기법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 을 해결하고자 한다.

연구의 상이 되는 것은 RTNDT 곡선이 높은 성자 조사에 하여 일정 값으로

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60 년 이상의 장기간 운 에 하여 용기 강

재료의 구성 성분에 한 효과가 충분히 밝 지지 않았으며, 재까지 국내 원 에

서의 정량 자료가 축 해석되지 못하고 있다.  

원 에서의 압력용기 강에 한 균열 도 형상에 한 자료의 축 이 필요하

다. 한 KIA, KIC 을 얻기 한 재료의 RTNDT 와의 계에 한 새로운 설정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미 연구를 통해 PCVN 시편으로부터 얻어진 RTTo 와 K 값과

의 계를 고리 1 호기 계속운 에 용한 바 있다. 이와 같이 확률론 으로 얻어

지는 기 온도의 측정 평가 방법이 실제의 압력용기와 같은 조건에서 얻어지는

경우 좀 더 정확한 결과를 얻는다는 에서 다축하 시편과 표면 균열 시편의 시

험 평가 방법이 용되어야 한다[2,3]. 

균열의 안 성을 평가할 수 있는 로그램은 재 많은 연구가 진행 되어 발표되

고 있으므로 신뢰성 있는 로그램이 제작될 수 있다. 균열 재료소재에 한

subroutine 들을 기반으로 몬테카를로기법 사용하여 수 많은 결정론 괴역학해석

을 수행하는 방법을 사용할 것이며, 각각의 결정론 해석을 반복할 때마다 기

무연성 천이기 온도나 압력용기 내벽에서의 조사량, 균열크기, 균열 치, 구리와

니 함량 등을 각각의 분포로부터 임의 추출하며 모사된 특정 치에 해 시간에

따른 과도해석을 수행한다. 

원 의 60 년 이상의 장기간 운 에 하여 용기 강 재료의 구성 성분에 한 효

과가 충분히 밝 지지 않았으며, 재까지 국내 원 에서의 정량 자료가 축

해석되지 못하고 있다. 한 원 에서의 압력용기 강에 한 균열 도 형상에

한 자료의 축 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 온도 (reference temperature) 측정을 한

소형시편 평가방법이 용되어야 한다. KIA, KIC 을 얻기 한 재료의 RTNDT 와의

계에 한 새로운 설정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미 연구를 통해 PCVN 시편으

로부터 얻어진 RTTo 와 K 값과의 계를 고리 1 호기 계속운 에 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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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확률론 으로 얻어지는 기 온도의 측정 평가 방법이 실제의 압력용

기와 같은 조건에서 얻어지는 경우 좀 더 정확한 결과를 얻는다는 에서 다축하

시편과 표면 균열 시편의 시험 평가 방법이 용되어야 한다. 

바. 국내 원 압력용기 재료의 Chemistry Factor RTPTS 향성 분석

10CFR50.61 에서는 압력용기 재료의 RTPTS, 즉 괴인성 천이온도 한계값을 정의

하고 있으며, Regulatory Guide 1.99, Rev.2 의 Table 1(welds) 과 Table 2(base metal) 

에서는 재료에 따른 조사취화 민감성을 나타내는 chemistry factor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4,5]. 

국내의 경우 30 여년의 원 운 경험을 통해 감시시험에 한 자료가 축 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원 압력용기 감시시험에 한 ΔRTNDT 자료를 정리하

고, 회귀분석을 통해 Cu Ni 의 함량에 따른 chemistry factor 와 ΔRTNDT 의 경향

을 분석하 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국내 원 의 경우 확률론 평가 로그램

에 의해 Regulatory Guide 1.99, Rev.2 에 제시된 chemistry factor 를 용하는 경우

에 한 여유도를 상하 다. 이와 같이 얻어진 국내 원 고유의 자료는 PFM 자

료에 용시킴으로써 국내 원 의 평가에 정확성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

으로 생각된다. 

국내의 원 에 하여 수행한 감시시험 자료들 에서 4 차이상의 감시시험이 완

료된 원 의 감시시험 결과자료를 분석에 사용하 다. 이와 같은 이유는 운 기간

에 따라 고른 시험자료의 추출 효과를 얻기 해서이다. 8 기의 국내 원 압력용

기에 하여 모재의 경우 30 개, 용 부의 경우 29 개의 감시시험 캡슐의 시험자료

를 사용하 다.

각 원 의 감시시험 결과 얻어진 압력용기의 Cu 와 Ni 성분 함량, fluence f 에

한 ΔRTNDT 값들을 활용하 다. 모재의 경우 압력용기의 방향성을 고려하여 원주방

향 축방향의 ΔRTNDT 값이 얻어지나, 본 연구에서는 두 방향의 값 에서 평가에

향을 주는 큰ΔRTNDT 값을 선택하여 분석에 사용하 다.

RG 1.99, Rev.2 에 의하면 chemistry factor 값은 Cu 와 Ni 의 함량에 따라 결정되

고, ΔRTNDT 는 chemistry factor 와 fulence 함수로 결정된다. 정확한 ΔRTNDT 값을 결

정하기 해 Cu Ni 의 함량 계, 그리고 fluence 함수들을 어떻게 결정해야하는

지에 한 연구가 1980년 부터 많이 수행되었다. 여러 가지 함수 에서 본 연

구에서는 chemistry factor 가 아래와 같은 선형식으로 표 된다고 가정하 다. 

                     CF = A CCu + B CNi + C                     

여기서 A, B 는 계수이며,  CCu 는 Cu 의 함량, CNi 는 Ni 의 함량, C 는 상수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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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ory Guide 1.99 에 한 규제 차를 그 로 사용하 으며, Cu Ni 함량

의 용구간은 감시시험 결과 얻어진 구간에서만 용이 가능하다고 가정하 다. Δ

RTNDT 는 다음과 같이 표 된다고 가정하 다. 

                  ΔRTNDT = CFF = CF x ff 

                           = (A CCu + B CNi + C) x ff          

와 같은 가정과 국내 원 감시시험 자료를 사용하여 상용 회귀 분석 소 트웨

어로 분석을 수행하여 표 1 에 나타내었다. 표 1 에서 보듯이 감시시험 자료로부터

얻어진 회귀분석 결정계수 (R
2
) 를 보면 모재 용 부 모두 0.9 이상으로서 비

교 좋은 선형성을 나타내고 있다. 회귀분석 결과 표 편차 (σS) 는 모재의 경우

16.5 
o
F, 용 부의 경우 28.9 

o
F 로 계산되었다[6]. 

G.L.Guthrie 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외국 경수로의 감시시험 자료들로 부터 얻은

ΔRTNDT 표 편차는 모재의 경우 15.56 oF, 용 부의 경우 26.42 oF 를 얻은 바 있다. 

한 Regulatory Guide 1.99 의 경우 가압열충격 평가를 수행하는 경우 모재에 하

여 표 편차를 17 
o
F, 그리고 용 부에 하여 28 

o
F 를 제시하고 있다. 국내 원

감시시험 자료들의 회귀분석으로부터 얻어진 표 4 와 같은 표 편차 값들은 앞의

연구 결과에서 얻어진 표 편차 값들과 잘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7]. 

          Table 4. Regressions of ΔRTNDT for base metal and  welds.

         

Mat'l A B C σS R2 

BM -39.73 -57.19 87.20 16.5 0.930

W 726.75 -8.33 25.10 28.9 0.914

 

모재 용 부에 하여 국내 원 감시시험 자료를 사용하여 표 3 과 같은 분

석결과 얻어진 Cu Ni, 그리고 fluence 에 한 ΔRTNDT 의 잔차(residuals) 를 그림

1, 2, 3 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보듯이 모재에 비해 용 부의 경우 감시시험 자료

의 산포도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한 감시시험으로부터 얻어진 용 부 시험자료

의 경우 모재에 비해 낮은 Cu Ni 함량 역에서 주로 얻어진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 와 5 에 Cu 에 함량에 따른 모재 용 부에 한 chemistry factor 를 비

교하 다. 그림에서 CFS 는 감시시험으로부터 얻어진 chemistry factor 의 회귀분석

그래 이며, CFR 은 Reg. Guide 에 제시된 chemistry factor 로부터 얻어진 회귀분석

그래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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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esiduals fromΔRTNDT for base metal and welds with Cu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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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Residuals fromΔRTNDT for base metal and welds with Ni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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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hemistry factor (CF) and Cu content relationships for base metal.  



- 54 -

0.00 0.01 0.02 0.03 0.04 0.05 0.06

0

20

40

60

80

100

120

140

 

 

C
F

, 
o
F

C
Cu

, wt%

 Surveillance
 RG1.99
 CF

S

 CF
R

CF
R
=1075C

Cu
+12.67C

Ni
+2.25

CF
S
=726.75C

Cu
-8.33C

Ni
+25.10

graph : case C
Ni
=0.4

Weld

                 

Fig. 5. Chemistry factor (CF) and Cu content relationships for welds. 

그림 4, 5에 표시된 chemistry factor 의 회귀분석식과 그래 에서 보듯이

Regulatory Guide 1.99 에 비해 감시시험 자료의 경우 chemistry factor 에 한 Cu 의

함량 효과가 게 나타나고 있다. 모재의 경우 Cu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오히려 다

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Ni 의 경우에도 모재 용 부 모두 Ni 함량

증가에 따라 chemistry factor  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모재에 비해 용 부

의 경우 감시시험 회귀분석 그래 와 Regulatory Guide 1.99 의 회귀분석 그래 가

더욱 일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국내 원 감시시험 결과로부터 얻어진 ΔRTNDT 자료에 한 그래 와 표 편차를

사용하여 압력용기의 가압열충격을 평가하는 경우와 Regulatory Guide 1.99 에서 제

시하고 있는 chemistry factor 와 여유값을 사용하여 평가하는 경우에 한 차이를

그림 6 과 7 에 비교하 다. 

그림 6, 7 에서 CFFS 는 그림의 x 축에 표시된 Cu 혹은 Ni 함량, 혹은 f 에 하

여 국내 감시시험 자료로부터 얻어진 ΔRTNDT 그래 를 나타내며, CFFAS 는 CFFS 

에 본 연구에서 얻어진 표 편차의 2 배에 해당하는 여유값 (2σS) 만큼 더하여 이동

시킨 그래 이다. CFFR 은 그림에 표시된 Cu 혹은 Ni 혹은 f 에 하여 Regulatory 

Guide 1.99 로부터 얻어진 ΔRTNDT 그래 를 나타내며, CFFAR 는 CFFR 에 Regulatory 

Guide 에서 제시한 여유값, 즉 모재 34 
o
F, 용 부 56 

o
F, 만큼 이동시킨 그래 이

다. 그림 6 에서 보듯이 국내원 의 감시시험 자료로부터 얻어진 모재에 한 Δ

RTNDT 의 경우 Regulatory Guide 를 사용하는 것에 비해 낮은 Cu 낮은 Ni 함량

역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Fluence 에 한 효과는 낮은 Cu 와 Ni 함량 조건에

서 얻어진 그래 이므로 감시시험 자료의 경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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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omparison of ΔRTNDT (CFF) regression graphs as a function of (a) Cu content, 

(b) Ni content, and (c) fluence, which are obtained surveillance test and 

Regulatory Guide 1.99 for base me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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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Comparison of ΔRTNDT (CFF) regression graphs as a  function of (a) Cu 

content, (b) Ni content, and (c) fluence, which are obtained surveillance test 

and Regulatory Guide 1.99 for we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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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에서 보듯이 용 부의 경우도 그림 6  과 마찬가지로 Regulatory Guide 의

자료를 사용하는 것에 비해 낮은 Cu 낮은 Ni 함량 역에서 ΔRTNDT 가 높게 나

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그림 6, 7 의 결과에서 보듯이 부분의 원 의 Cu Ni 

의 함량이 그림의 x 축과 같은 역에 있다고 볼 때, Regulatory Guide 1.99, Rev.2 

의 chemistry factor 를 사용하는 경우 국내 압력용기 일부 재료에 하여 RTPTS 평가

를 신뢰성 있게 측하지 못할 수 있다. 

국내 원 의 경우 압력용기의 Cu Ni 의 함량을 입력하여 Regulatory Guide 

1.99 에 따라 chemistry factor 를 구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호기 별로 감시시험

을 수행하여 직 ΔRTNDT 를 측정하고 있다. 한 본 논문에서 얻어진 여유값이

Regulatory Guide 1.99 에서 제시하는 여유값과 거의 비슷하므로 국내 원 의 RTPTS  

평가는 충분한 신뢰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더욱이 본 연구에서 제시한 낮은

Cu Ni 함량 역을 갖는 압력용기의 경우, 10CFR50.61 에서 제시하고 있는 허용

값보다 매우 작은 RTPTS 값이 보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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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압력기기 균열의 괴거동 모사시험 측해석

모델 개발

실험실에서 작은 크기의 시편을 사용하여 괴인성(Jc)을 측정하는 경우, 시편의

표면에 구속효과가 작아 두꺼운 시편(혹은 실구조물)의 경우와는 달리 더 작은 유효

응력이 균열선단에 형성된다. 결과 으로 시편으로부터 구해진 괴인성은 실 구조

물과는 달리 큰 값을 가지고 있게 되어 표 시험법에 따른 괴특성 평가는 보수

인 경향을 띄게 된다. 실제 구조물 즉 압력용기에 존재하는 균열 형상은 표 시험

법에서 고려하고 있는 직선형태의 깊이가 깊은 균열보다는 깊이가 얕은 반타원 형

상에 더욱 가깝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제 구조물의 조건과 하 조건을 고려하

여 shallow 표면 균열, 반타원 균열, 다축 하 조건에 한 연구를 수행하 다. 

산해석과 소형시편의 시험을 통해 각 경우에 따른 괴역학 제한조건의 향을

확인하 다. 한 small scale 국부 괴 해석 방법을 이용하여 와 같은 향을 균

열부에서의 소성변형 거동과 손확율 함수에 사용하는 모델을 개발하 으며 실구

조물의 구속상태를 모사한 시편을 제작하여 괴인성값을 측하 다. 한, 재료의

내부손상을 고려한 모델을 이용하여 마스터 커 를 수정하고 재료의 이방성을 고려

할 수 있도록 손상 모델을 수정하 다. 이와 같은 연구의 목 은 최종 으로 압력

용기의 괴역학 수명 운 평가를 기존의 방법보다 정확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 성 경제성을 향상하는데 있다. 

2.1  괴인성 표 특성의 시편 형상효과 측정변수 향 정량화

ASTM E1921-10에서 제시하는 표 시험방법은 AP-LLD를 이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 시험시편의 탄성 컴 라이언스는 하 압자와 지지핀 등과 되는 곳에서 비

선형 거동을 일으키는 문제가 있다. PCVN 시편의 경우 ASTM E1921-10에서는 하

-CMOD 방법을 이용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하 -CMOD 방법은 J의 소성성분

을 측정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지만 별도로 변 를 측정할 수 있는

게이지를 이용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한      값에 해서는 ASTM 

E1820-06에 제시된 Kirk식 뿐만 아니라 여러 연구결과가 있지만 추가 인 해석이

필요한 것이 실이다[1]. 본 연구에서는 PCVN 시편에 하여 FFD-LLD 계

CMOD-LLD 계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시험방법을 고안하고 변 측정 치

괴인성 측정 방법에 따른 향을 평가하 다. 

PCVN 시편의 재료는 SA508 Gr.3이며 시편 표면에 Knife edge를 포함한 형태

(Type 1)와 Knife edge가 표면에 별도로 부착되는 형태(Type 2)로 나 어 총 10개의

시편을 제작하 다. CMOD 혹은 LLD를 이용한 시험에서 PCVN 시편의 J- 분 값은

다음 식으로부터 얻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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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기서 소성    는 유한요소 해석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소성 LLDpl과

CMODpl의 계는 큰 변형이 발생하지 않고 S/4=W인 시편의 경우 다음과 같이 표

할 수 있다.

 

∙



(2) 

 ASTM E1820에 의하면 깊은균열에 하여 55.0/45.044.0 ££= Waforrp  이다. 

S.X. Wu는 Slip-line field 해석을 통해 균열깊이에 따른 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

다[2].

     for

 for
(3)

본 연구에서는 시험 유한요소 해석 결과를 이용하여 와 를 계산

하 다. 한 실제 시험에서 최 하 이 가해질 때까지의 하 -변 곡선을 이용하여

를 구하고 를 구하 다.

시험을 통해 얻은 하 -변 곡선과 유한요소 해석 결과를 비교한 결과, 유한요소

해석을 통해 구한 하 -변 곡선이 시험 결과와 매우 잘 일치하 다. 표 1은 시험

을 통해 구한 하 -변 곡선 결과 값들로 부터 얻어진  의 결과

를 나타낸다. 측면홈(side- grooving), 온도 변 측정 치에 따른 차이는 거의 없

었고, a/W=0.5, 0.1인 경우에 하여 각각  0.5와 0.58의 평균값을 보 다. ASTM 

E1820에 제시된 와 비교하면 a/W=0.5, 0.1인 경우에 하여 각각 14%와 18% 차이

로 큰 값을 보 다. Type 2의 경우 칼날에지(Knife edge)에서의 변 를 균열개구에서

의 변 로 바꾸어 를 구하고 변 측정 치에 따른 결과 값을 살펴보았

다. 하지만 먼 , 균열개구 치에서의 변 로 바꾸기 해서는 정확한   값을 알

아야 한다. ASTM E1820 에 제시된 값인 0.44를 입하고 구한 평균 

는 표 1과 같이 0.92이다. 이 값은 실제 시험  값인 0.5와 비교하여 Type 1과 1% 

내에서   값의 일치성을 보 다. 

유한요소 해석으로 구한 J- 분 값과 하 -변 곡선으로부터 탄성 성분 Jel, 소성

성분 Jpl Apl/bBN을 구하고    와    를 Y=aX로 합하여 기울기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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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     와    는 각각 2.638과 1.883이다. 본 연구에서 구한  값과

ASTM이 제시한 를 유한요소 하 -변 곡선에 입하여  를 구한 값과 유한

요소 해석으로 구한 와의 오차는 최 7% 내 다. 

ASTM에 제시된 (=1.9)를 용하면  와  는 2%의 오차가 발생

한다. 반면에 유한요소 해석으로 구한 값을 용하면 유한요소를 통해 얻은 J-

분,       이 일치된 결과를 보 다. 같은 방법으로 하 -변 시

험 결과에 본 연구에서 구한 값을 용하면  와  의 오차는

3% 정도 감소한다. 이러한 결과는 2차원 평면변형 해석을 통해 구한    을

용하면 다소 큰  이 측정되는 것을 상할 수 있다. 

시험으로부터 괴인성, J CTOD를 측정하는 방법을 개선하기 하여 본 연구

에서는 CT 시편과 PCVN 시편에 하여 FFD-LLD 계 CMOD-LLD 계를 동

시에 측정할 수 있는 시험방법을 고안하고 변 측정 치 괴인성 측정 방법에

따른 향을 평가하고자 하 다. 이를 바탕으로 괴인성이 시편형상에 의존하는

결과를 이해하고, 정량 으로 측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1T-CT시편은 재료특성

에 따른 향을 평가하기 해 스테인 스강 6개와 SA508 Gr.3 6개로 나 어 제작

하 고, LLD와 CMOD를 한 시편에서 동시에 측정 할 수 있도록 시편을 제작하

다. 소성 LLDpl과 CMODpl의 계는 큰 변형이 발생하지 않고 S/4=W인 시편의 경우

다음과 같이 표 할 수 있다.

      


    


 (4)

 


  (5)

        

본 시험을 통해 얻은 하 -변 곡선과 유한요소 해석 결과를 비교한 결과, 유한

요소 해석을 통해 구한 하 -변 곡선이 시험 결과와 매우 일치하 다.

그림 1은 안정균열진 을 고려하여 평가된 CT 시편의 FFD-LLD 계 rotation 

factor의 변화를 하 선변 에 따라 도시하 다. 시험결과들은 탄성, 탄소성, 변형

안정균열진 구간에서 이론과 잘 일치하는 경향을 확인하여 주었다. CT 시편에서

LLD와 FFD 간에는 큰 소성변형과 안정균열성장에도 불구하고 시험 구간에 걸쳐

비교 선형 계가 성립하 다. 그 기울기는 기 균열길이에 의존하며, 측정된

rotation factor는 약 0.33으로서 ASTM E1921의 가정과 일치한다. 이는 E1820의 J-R 

시험시, rotation correction에서 사용하는 r=0.5와 다름에 주의해야 한다. Bend 시편의

경우는 역시 선형 계는 유지되었으나, 기울기는 표 시험법에서 제시하는 r=0.44로

부터 상되는 값과 달랐다. 오히려 r=0.5에 더욱 근 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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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ack 
depth

Specimen ID
CMODpl/

LLDpl
JLLD/JCMOD

Test results
rp

FEM results
rp

PCVN
Type 1

a/W=0.5 GSC151 0.75 0.93 0.49 0.41

a/W=0.5 GSC152 0.76 0.91 0.50

a/W=0.5 GSC153 0.75 0.94 0.49 0.42

a/W=0.5 GSC154 0.76 0.93 0.50

PCVN
Type 2

a/W=0.5 GSC251 0.91 0.91 0.50

a/W=0.5 GSC252 0.91 0.91 0.50

a/W=0.5 GSC253 0.90 0.95 0.49

a/W=0.5 GSC254 0.93 0.91 0.54

a/W=0.1 GSC211 0.78 0.58

a/W=0.1 GSC213 0.78 0.58

Table 1. Test matrix of PCVN specimens.  

따라 CMOD로부터 계산된 LLD 값이 실제 측정값보다 더 커지는 덜 보수 인 결과

를 보 다. 한 측정된 LLD와 CMOD를 직 사용할 때에도 결정된 J- 분 값이

CMOD의 경우 약 5% 정도 덜 보수 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CMOD와 LLD 간에

재의 표 시험법에서 제시하는 ηpl 값의 불일치 때문으로 여기에 한 ASTM 표

시험법의 개정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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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ffects of geometrical factors of CT specimen; (a) FFD-LLD relationship (b) rotation factor,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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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Shallow/반타원표면 균열 괴인성시편 제작 마스터커 시

험분석

표 시험편인 deep cracked bend 시편과 달리, 실제 구조물에 존재할 수 있는 균열

은 부분 얕은 표면균열 들이다. 이에 따라 실험실에서 측정한 괴인성이 실제구

조물의 괴 항성을 제 로 변하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본 과제에서는 이에

한 정확한 해석기술을 개발하고자 하 다.

가. Shallow crack 평가

본 과제에서는 shallow crack의 괴인성을 측정하고 표 시편과의 차이를 정량

인 방법으로 해석하고자 shallow crack 시편의 설계 제작방법을 개발하여 마스터

커 괴인성 시험을 수행하고, FEM 국부 응력해석 방법을 사용하여 괴특성

을 해석하는 모델기법을 연구하 다[3-5].

우선 균열깊이에 따른 구속손실의 향을 알아보기 하여 PCVN 시편의 균열 깊

이비(a/W)를 0.5, 0.3, 0.1로 각각 달리하여 제작하 다. 하 -하 선변 법을 이용하

여 괴인성을 측정하 고 추가 인 연구를 하여  값을 산해석을 통해

얻었다. 시험 비와 차는 ASTM E1921[6]의 방법을 따랐으며 다 온도

(multi-temperature) 시험방법으로 시험하 다.  Shallow crack 시편에 해 괴인성을

평가하기 해서는 균열 깊이에 따른 합한  값이 요구된다. 높은 구속조건을 만

족하는 PCVN 시편의 깊은 균열에 해 ASTM E1921-10에서는 를 1.9로 규정하고

있으며 a/W=0.1인 shallow crack에 해서는 Sumpter[7]에 의해 제시된 균열깊이의

다항식을 용하 다.

시험결과 구해진 각 온도별 괴인성 데이터를 ASTM E1921의 차에 따라 분석

하여 그림 2와 같은 괴인성-온도 곡선을 얻었다. Shallow crack 시편인 a/W=0.1 

PCVN과 a/W=0.3 PCVN 시편의 KJc 값이 a/W=0.5 PCVN 시편의 KJc 값과 비교하여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shallow crack의 구속손실로 인한 괴인성 증

가로 풀이된다. 각 시편별 시험결과로부터 a/W=0.5 PCVN 시편의 To는 -75.9℃로 나

타났다. a/W=0.1 PCVN 시편과 a/W=0.3 PCVN 시편의 To는 각각 -112.8℃ 와 -83.4℃

로 나타났다. a/W=0.5 PCVN 시편의 To와 비교하여 볼 때, ASTM E1921의 통계

보정과 구속제한조건을 용하여도 shallow crack PCVN 시편에서 높은 KJc로 인하

여 낮은 To가 구해짐을 알 수 있다. 

균열형상은 균열깊이와 같이 시편의 구속효과에 향을 미치는 인자이다. 이를 보

정하기 하여 본 연구에서는 균열 형상에 따른 구속효과를 보정하는 스 일링 모

델 해석을 수행하 다. σ*-V*(스 일링 모델 라메터) 모델은 임계응력 σ*이 임계

부피 V*에 걸쳐 분포할 때 벽개 괴 균열이 개시되는 것으로 가정한 모델이다. 먼

1T-CT 시편의 임계 응력 σ*와 임계면 A*을 구하고 σ*-A*와 J의 계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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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VN 시편의 KJc(PCVN)값을 1T-CT 시편의 KJc(CT) 값으로 구속력 보정을 한다[8]. 두

번째로 ASTM E1921의 통계 두께 보정식을 이용하여 KJc(PCVN) 값을 1T 두께로 보

정한다. 소규모항복(SSY, small scale yield) 조건에서 균열선단의 응력장은 다음 식과

같이 특정값의 등응력 곡선내의 면 (A)으로 표 할 수 있고 이를 KJc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9].

   


  


(6)

여기서 ( )YSRPP ss /*** == 이다. 한 임계응력비 R*를 찾고 A*를 구하면 식 (7)에

서 KJc를 계산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1T-CT 시편이 천이온도 역에서 SSY조건

을 만족한다고 가정하고 1T-CT의 괴인성시험 결과와 삼차원 유한요소해석을 이

용하여 식 (6)을 만족하는 σ*와 A*를 결정하 다. 식을 KJ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

다. 

   ′
 
 



(7)

여기서  
   exp

 로 구해졌다.

식 (7)에서 항복응력과 탄성계수는 온도에 의존하기 때문에 A와 P를 일정한 값으

로 가정하면 식 (7)은 온도에 따른 괴인성계수로 표 된다. 1T-CT 시편의 마스터

커 와 식 (7)의 온도에 따른 KJ 값이 -50 ℃ 이하의 온도에서 가장 일치하게 되는

A와 σ22를 찾으면 σ*= σ22= 1,676 MPa, A*=1.16E-8 m
2
이었다.

1T-CT 시편으로 보정한 scaling model을 이용하여 얕은 균열의 구속손실을 평가하

다. 얕은 균열은 깊은 균열과 비교하여 1T-CT의 구속 상태로부터 더 많은 구속손

실을 나타내었으며, 임계응력비가 클수록 구속력 보정의 크기가 작게 평가되었다. 

그림 3은 균열 깊이별 PCVN 시편의 KJc를 1T-CT시편에 해당하는 KJc로 보정하여

마스터커 To를 나타내었다[10].  

한, 재료의 Weibull stress 분포를 해석하기 하여 PCVN 시편의 시험결과를 이

용하 다. 재료의 손확률 분포가 균열선단의 Weibull 응력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한

Beremin의 손확률 식은 다음과 같다.

 ex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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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와이블 응력, 은 형상계수(shape parameter)이고 는 참조응력

(reference stress)인데 같은 온도에서 동일한 재료에 하여 변하지 않는 재료상수로

서 가정한다. 재료고유의 과 를 구하기 해서는 단일 온도에서의 괴인성 시

험결과가 필요하기 때문에 본 해석에서는 다 온도에서의 시험 결과를 손확률로

표 되는 마스터커 를 이용하여 -90℃ 단일온도에서의 로 변환하 다. 한 단일

온도에서의 해석결과는 본래의 시험결과와 비교하기 하여 다시 다 온도 결과로

변환하 다.

-90℃ 단일온도로 보정된 a/W=0.5 PCVN 시험결과를 이용하여 구한 SA508 Gr.3의

과 은 각각 20과 2,170MPa 이었고 a/W=0.3 PCVN은 각각 65와 2,790MPa 이었

다. 그림 4는 와이블 보정 결과이다. a/W=0.5 PCVN은 1T-CT 시험결과와 유사한 값

으로 보정이 으나 a/W=0.3 PCVN은 유의한 보정값을 보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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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ffects of crack depth ratio on Master Curv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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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onstraint corrected KJc for PCVN specimens with various initial crack sizes 

compared with KJc obtained from testing using 1T-CT specimen (T0= -62.3°C); 

(a) a/W=0.5, (b) a/W=0.3, (c) a/W=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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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nstraint correction results by Weibull stress model (1T-CT T0= -62.3°C); (a) 

a/W=0.5, (b) a/W=0.3.

나. 반타원 표면 균열의 제작 시험평가

실제 구조물에 존재하는 균열의 형상은 실험실 시편과 같이 깊고 직선 형태의 균

열 보다는 표면의 반타원 균열형상에 더욱 가깝다. 따라서 실제 구조물의 mock-up

을 제작하고 평가하기 해서는 mock-up에 사용될 표면 반타원 균열의 가공 기술과

함께 평가 방법을 미리 확보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반타원 균열을 갖는 PCVN 

시편을 이용하여 괴인성 마스터커 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직선 균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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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PCVN 시편에서 얻어진 마스터커 와의 계를 확인하고자 하 다. 울진 3 호기

보 소재를 사용하여 그림 5와 같은 시편을 제작하 다. 가공 방법은 0.2 mm 극

을 사용하여 EDM 방법으로 노치를 가공하고, 비 피로균열을 성장시켰다. 

직선 균열 PCVN 시편의 경우 괴시험을 통해 측정 된 Load-LLD 계도를 이용

하여 다음과 같은 식으로부터 Jc 값을 계산한다[6]. 

 

  (9)

  


 (10)

   
 (11)

   (12)

여기서 Je = J integral of elastic component, Jp = J integral of plastic component, ao = 

initial crack size, W = specimen width, B = specimen thickness, ν  = Poisson's ratio, η 

= parameter based on LLD, Ap = Plastic area (A-1/2CoP
2
), bo = initial ligament 이다.

그림 6은 CMOD (Crack Mouth Opening Displacement) 와 J 값의 계를 나타내고

있다. 체 으로 선형 계를 잘 나타내고 있으며 따라서 CMOD 측정을 통해 J 값

을 쉽게 측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형 mock-up 시험에

유용하게 용시킬 수 있을 것이다. 

반타원 균열의 경우 Je 는 해석식으로 구할 수 있으며, Jp 는 다음과 같은 가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하 다. 

  (13)

즉 기울기에 해당하는 η* 는 Ap 값에 계없이 일정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기존의 괴시험으로부터 얻은 하 -LLD 곡선으로부터 Jc 를 얻을 수 있음을 나타

낸다. 

표 2의 η* 값을 이용하여 Jp 를 계산하고, 알려진 해석식을 이용하여 Je 를 구하

여 Jc 값을 구한 후 KJc 값으로 변환하고 1T 시편으로 다시 변환한 후 기존 얻어진

SA508 재료의 마스터커 의 자료와 비교하 다. 그림 7에서 보듯이 마스터커 의

확률 범 안에 반타원 균열의 KJc 값이 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표면, 평

균 혹은 최 Jc 값의 치에서 균열이 기에 발생한다고 가정하여, 그 값에 해당

하는 η* 로 계산하여도 그 값이 그리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와 같이 반타원균열 PCVN 시편을 사용하여도 에서 얻은 방법으로 괴역학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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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을 수행하는 경우 마스터커 를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하 으며, 기존의 직선 균열

PCVN 시편에 의한 마스터커 와 비교하는 경우 반타원 표면 균열을 갖는 실제 구

조물의 괴역학 특성을 좀 더 정확히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상한다.

 

 Linear fitting η*

  Jp_max 0.0131

  Jp_average 0.0113

  Jp_surface  0.0074 

Table 2. Calculated η* from Jp-Ap curve.

Fig. 5. Semi-elliptical notched PCVN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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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alculated Jtotal vs. CMOD curve.

Fig. 7.  Location of KJc obtained from semi-elliptical PCVN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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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3차원 자연결함의 다축하 괴거동 측모델 해석 코드

개발

본 연구에서는 PCVN 시편의 마스터커 결과와 실제 구조물의 응력장(삼축)을

모사할 수 있는 시편(십자형 시편)으로부터 얻어진 마스터 커 를 비교하기 한 해

석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 다. 그림 8과 같이 십자형 시편의 크기는 PCVN 

(10mm x10mm x 55mm) 시편과 동일하도록 하 으며 재료는 SA508 Gr.3를 사용하

고 최종 균열깊이(a/W)가 0.5가 되도록 EDM 노치 가공 후 피로균열을 성장시켰

다. 그림 8은 십자형시편을 나타낸 것으로 12개의 slot은 굽힘시험 발생하는 비

틈림 변형에 의한 응력 소산을 한 것이다. 

직선 균열을 갖는 십자형 굽힘시편에 하여 비피로균열 삽입시 Load 와 KJ의

계 그리고 Load 와 CMOD (crack mouth opening displacement) 의 계를 측하기

한 산해석 모델을 칭성을 고려하여 1/4 크기로 작성하 다. 산해석결과 그

림 9와 같이 피로균열 성장과 KJ 값을 측하기 한 기 자료를 얻을 수 있었으

며, 그림 10과 같이 비 피로 균열 작업에 한 시험 결과로부터 처짐량 보다는

CMOD가 일 성과 정확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별도로, 유한요소해석을 이용하여 십자형 시편과 기존 사용하던 PCVN 시편

과의 괴역학 차이 과 산해석 시 요소(element) 선택에 한 차이 을 확인하

고자 하 다. 그림 11은 십자형 시편과 PCVN 시편에 한 해석 모델이다. 두 시편

모두 시편의 칭성을 고려하여 1/4 모델로 가정하 으며 물성은 SA508 Gr.3 재료

의 -130 oC 의 인장물성을 사용하 다. 균열에 하여 수직한 방향의 arm을 일차

arm(primary arm) 그리고 평행 방향의 arm을 이차 arm(secondary arm) 으로 정의하

다. PCVN 의 roller 는 십자형 시편의 일차 arm 의 지지 roller 에 해당한다. 일·이차

arm의 크기는 PCVN 시편과 동일하도록 하 다. 균열선단의 응력특이성은 20-node 

요소와 균열 선단의 간 node 를 1/4지 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응력장을 잘 모사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십자형 굽힘시편의 균열 해석에서도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는지를 확인하기 해 20-node 요소와 8-node 요소로 모델링하여

그 결과를 비교하 다. 그림 12에서 보듯이 20-node 요소를 사용하는 경우 8-node에

비해 주어진 앙부 ball의 이동량에 하여 처짐량이 약간 크고 load 값도 약간 크

게 나타났다. 이는 요소의 변형이 8-node에 비해 20-node 요소를 사용하는 경우가

외부 loading에 하여 유연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 으로 실험에서 부분을 갖는 균열 시편의 경우 실험기기가 갖는 고유

한 변형이 측정값에 포함되므로 변형 혹은 처짐량은 신뢰하기 어렵다. 해석의 경우

에도 부에서의 시편의 국부 인 변형에 의해 처짐량을 신뢰하기는 어렵다. 따

라서 실험 혹은 해석의 경우 하 값과 CMOD 값을 기반으로 비교하는 것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 



- 71 -

            

그림 12는 20-node 요소와 8-node 요소를 각각 사용한 해석 결과에 하여 CMOD

와 Load의 계를 나타내고 있다. 십자형 시편의 경우 온 괴시 탄성 역에서만

의 거동을 보이므로 응력 특이성을 모사하기 한 1/4 으로의 이동과 20-node 요

소 사용에 따른 차이는 미미할 것으로 보이나 재료 단 시 에서 소성변형이 일어

나므로 보다 높은 정확도의 해석을 해서는 1/4 이동과 20-node 요소 사용이

요구된다. 

그림 13은 십자형 시편에 가공한 9개의 slot에 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즉 이

차 arm 에 있는 slot이 뒤틀리며 폭이 일부분 어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loading시 이차 arm에 의해 형상되는 뒤틀림 응력을 slot이 변형하면서 완화시켜 주

게 되어 균열에 복잡한 형태의 응력상태가 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운데 가공된 slot의 경우 응력 해소에 큰 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상되었다. 

일차 arm 부분의 slot 변형은 이차 arm에 비해 roller 반력이 1/2 정도로 작으므로 변

형이 게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14는 십자형 굽힘시편의 일차 arm의 roller의 반력과 PCVN 시편의 roller 반

력에 한 CMOD의 변화를 비교하고 있다. 십자형 시편의 경우 시편의 앙에서

계산된 CMOD 값을 사용하 다. 같은 roller 반력에 하여 CMOD 는 PCVN 시편이

크게 나타난다. 즉 이차 arm에 의해 균열의 벌어짐이 제한 받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5는 시편 균열 면에서의 길이방향 응력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PCVN 시

편의 경우 시편의 칭 면, 즉 안쪽으로 갈수록 인장응력 즉 균열을 벌리려고 하는

응력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십자형 굽힘시편의 경우 거의 일정한 인장응력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균열 노출부(side) 에서의 변형이 PCVN 보다 상

으로 어 응력이 해소되지 못하고 높은 응력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시편 폭에 한 J- 분 값의 분포는 PCVN 시편과 십자형 굽힘시편이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음을 상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십자형 굽힘시편의 경우

균열 끝단에서의 응력 분포가 PCVN 시편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으

며 따라서 재료의 확률론 괴인성이 다르게 측정될 수 있을 것으로 상된다. 

시편의 형상이나 는 폭에 한 기 균열의 비와 같은 변수가 서로 다른 시편

의 경우 동일한 재료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인성 값 혹은 손 확률이 얻어 진

다. 이와 같은 개념은 소형 시편 시험을 통한 transferability의 정량 평가를 수행하

는 경우 실제 상 구조물의 응력 상태에 가까운 한 시편을 제작하고 이를 이

용한 확률론 괴역학 평가를 함으로써 실제 압력용기 구조물 재료의 인성 평가

를 좀 더 정확히 평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술한 십자형 시편의 해석 기반을 바탕으로 비표 시편의 괴특성을 측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 다. ASTM E1921-10에서 제시하는 표 시험방법에서는

PCVN 시편의 경우 Load Line Displacement를 이용함으로써 발생되는 탄성컴 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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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스의 비선형거동으로 인한 정확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Load-CMOD 방법을

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십자형 시편의 CMOD를 기반으로 하는

괴인성 측에 한 반 인 연구를 수행하 다.

십자형 시편은 a/W가 0.3인 직선형 균열을 가지도록 하 다. a/W가 0.2가 되도록

노치를 가공한 후 1mm(B=10mm)의 피로균열을 성장시키는 방법으로 균열을 생성하

다. 십자형 시편은 PCVN 시편과는 달리 외부에서 피로균열의 성장을 유 으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피로균열 성장시 CMOD를 측정하고 식 (14)를 이용하여 균열

성장량을 측하 다. 

 


×


(14)

여기서 dC는 unloading step에서 증분 컴 라이언스, W-a는 기 리가먼트, η는 J

의 역 계산시 사용되는 무차원 소성 상수이다. 보통 CT시편에서는 2.3, Bend 시편

에서는 2를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컴 라이언스(C)를 COD의 변화량으로 환산하

여 사용하 으며, PCVN 시편과 유사한 3-point bending 조건으로 피로균열 성장을

시켰으므로 십자형 시편의 기 η를 2로 가정하고 총 8개의 피로균열 성장량 측

실험을 수행하 다. 표 3은 η값 측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십자형 시편의 경우 평

균 1.717이었으며 COD 변화량에 따른 균열 성장량 계를 그림 16에 나타내었다.

피로균열성장 실험을 통하여 얻은 η값을 이용하여 괴시험을 한 피로균열을

생성시켰다. CMOD를 이용한 괴시험에서 일반 인 시편의 J- 분값은 다음의 식

으로부터 구해진다.

    
  

    

   
(15)

a/W=0.3인 십자형 시편의 탄성 유한요소해석을 통해 Je를 얻은 후 탄-소성 유한요

소해석을 별도로 수행하여 Jp-값을 구한다. 비표 시편의 경우 Jp-값을 결정하는 데

에 사용되는    값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실험을 통한 J-값의 측은 불가능

하므로 탄-소성 유한요소해석 결과의 Load-CMOD 곡선을 이용하여 유한요소 모델

을 검증하고 해석결과로 얻어지는 J-값을 식 (15)에 입하여    값을 결정하

다. 실험은 -80°C와 -100°C에서 각각 수행되었으며, 유한요소해석 한 각 실험온

도에 따른 인장물성을 입력하여 J값을 측하 다. 그림 17은 괴실험 후의 면

사진을 나타낸 것으로 이를 통해 2mm 노치 이후에 피로균열이 본 연구에서 측한

1mm에 근 하여 성장한 것을 확인하 다. 

ASTM E1921-10에서는 실험을 통해 얻어진 Load-Displacement 선도나 Load-CMOD 

선도를 이용하여 그림 18과 같이 소성 에 지 역을 구하고 이를 이용하여 Jp-값을

측하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을 통해 얻어진 괴시 (하 , CM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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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유한요소 해석결과에 입하여 Ap를 구한 뒤 괴인성 값을 식 (15)를 통해 도출

하 다. 그림 19, 20은 Load-CMOD 선도의 유한요소해석 결과와 실험 결과를 -80°C

와 -100°C에서 비교하여 나타낸 것으로 유한요소해석 결과가 소성 역에서 최

10% over-estimate하고 있음을 확인하 다. 이는 ORNL의 연구결과[11]와 비슷한 경

향을 보이는 것으로 주요 원인으로는 일축하 에 의한 재료물성치를 사용함으로써

발생되는 실험과 유한요소해석결과의 차이로 설명할 수 있다. 즉, 실제 재료를 이용

한 실험에서의 다축하 에 의한 균열선단의 응력장과 상태를 유한요소해석에서 주

로 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단된다. 그림 21은 표 인 유한요소해석 결과

를 나타낸 것으로 일반 인 유한요소해석에서의 직선형 균열의 J-값은 균열 표면

으로 향할수록 표면효과에 의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0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이 때의 J-값은 표면의 값을 제외한 나머지 들의 평균값을 사용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도 단시 J-값을 표면 을 제외한 두께방향으로의 평균값을 사용하 다.

 그림 18의 정의와 그림 19~21의 결과를 이용하여    값을 각 온도와 시편

에서 구하 으며 이를 1T-CT의 KJc값으로 변환하기 하여 다음 식을 사용하 다.

  m in  min 
 



(16)

여기서 Kmin은 20 , B0=10, Bx=25.4이다. 유한요소해석을 통해 도출된

   와 , 그리고 유한요소해석 결과와 실험결과의 차이를 보정하기 한

0.9들을 표 4에 정리하 다. 유한요소 해석을 통해 얻어진     값과 피로

균열 성장 실험에서 도출한 평균 η값인 1.717과의 차이는 피로균열 성장시의

3-point bending 조건과는 다른 5-point bending 조건을 사용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단된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값은 향후 십자형 시편 실험을 통한 

값 도출에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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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mens S07 S08 S09 S10 S11 S13 Avg.

△C-min. 0.0203 0.02092 0.02072 0.02108 0.01959 0.02126

△-final 0.02495 0.02661 0.02324 0.02484 0.02217 0.02819

d△C 0.00465 0.00569 0.00252 0.00376 0.00258 0.00693

Calculated 

da
0.964 1.145 0.512 0.751 0.555 1.372

Measured 

da
1.057 1.086 0.708 0.957 0.732 1.298

η 1.734 2.004 1.374 1.491 1.439 2.009 1.717

Table 3. η values prediction obtained from fatigue crack growth test.

Specimens Test Temp.

Load at 

fracture

(N)

CMOD at 

fracture

(mm)



( )



( )
   

S16 -80 26156.92 0.1220 92.95 83.65 0.74

S17 -80 32472.76 0.4857 197.40 177.66 0.78

S19 -100 29487.41 0.3372 167.28 150.55 0.85

S20 -100 23674.40 0.1094 89.23 80.31 0.87

Table 4. Calculated  and      based on FE analyses.



- 75 -

 

Fig. 8. Cruciform bend specimens.

  

   

                                        

   

Fig. 9.  KJ vs. Load and Load vs. CMOD curve from FE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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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Measured CMOD vs. cycle curve of specimen-1. 

             

   

Fig. 11.  FE model of cruciform bend specimen and PCVN specimen (quarter-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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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Comparison of 20-node and 8-node element.

Fig. 13. Slot deformation of secondary a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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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CMOD vs roller reaction force of cruciform and PCVN specimens.

         (a) PCVN                        (b) Cruciform (cut domain)

Fig. 15. Stress distribution along the crack depth (front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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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COD-crack extension 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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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 Fractured surface after fracture toughness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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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8. Definition of the plastic area for Jp calculations (ASTM E19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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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9. Load-CMOD curves at -8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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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0. Load-CMOD curves at -100°C.

Fig. 21. J prediction values along the thickness direction from F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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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손상역학 괴역학 기반의 수치해석 기법 개발

국부 근법(local approach)은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여 제작된 시편과 구조물의

괴가 발생하는 국부 역에서의 재료거동은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 괴거동을 측

하기 때문에 마이크로 역학 모델(micro-mechanical model)의 매개변수를 결정하는

것이 매우 요하다. 기존의 매개변수 결정 차인 시행착오법(trial and error method)

은 해석자의 경험에 의해 재료상수를 결정하며 많은 계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효

율 이다. 취성 괴(brittle fracture) 평가에 사용하는 최 가능성법(MLM, Maximum 

Likelihood Method)의 경우에도 복잡한 가능성 함수(likelihood function)가 필요하며

결정된 재료상수의 신뢰성 확보를 해 충분한 수의 실험결과가 요구되는 등의 문

제 이 있다. 따라서 최 화기법을 활용하여 매개변수 결정 차를 개선해야 하며

본 연구에서는 국부 근법의 표 화를 해 최 화 기법 유 자 알고리즘

(genetic algorithm)[12]과 연계하여 연성 괴(ductile fracture) 취성 괴 손상모델

(damage model)의 매개변수 결정 차를 개선하 다.

취성 괴의 경우, 유 자 알고리즘과 실험결과, 유한요소해석 데이터를 활용하여

압력용기강의 와이블(Weibull) 매개변수(parameter) 최 화를 수행하 다. 2-매개변수

3-매개변수 와이블 응력모델의 매개변수 최 화를 수행하기 해 최 화 상용

로그램인 I-Sight ver. 8.0[13]을 이용하 으며, 최 화 방법은 다 섬 유 자 알고

리즘(MIGA, Multi-Island Genetic Algorithm)을 사용하여 실험 데이터로 구한 손확

률과 유한요소해석 데이터에 의한 손확률을 사이의 편차를 최소화하 다. 최 화

결과 시행착오법을 이용할 경우 오차가 0.2 으며, 다 섬 유 자 알고리즘을 이용

할 경우 오차가 0.005로 감소함으로써 제안된 매개변수 결정 차 방법이 타당함을

확인하 다. 표 5에는 기존 방법(시행착오법, 최 가능성법)과 유 자 알고리즘을

활용한 취성 괴 평가 결과를 비교한 결과를 정리하 다[14].

연성 괴의 경우, Rousselier 모델과 유 자 알고리즘을 연계하여 매개변수 결정

차를 개선하 다. 매개변수 결정 차의 유효성은 합 강(Y5)과 고크롬강(G91)에

한 소형펀치(SP, Small Punch) 실험으로 구한 하 -변 선도(P-δ curve, 

load-displacement curve)와 유한요소해석 데이터에 의한 하 -변 선도 사이의 편차

를 최소화여 확인하 다. 결정된 재료상수를 기반으로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여

괴 항곡선(J-R curve, fracture resistance curve)을 측하 으며, 이를 CT(Compact 

Tension) 시편 실험 데이터와 비교하 다. J- 분값(J-integral)에서 최 20%의 차이

가 발생하 으나, 이는 소형펀치 CT 시편을 이용한 실험조건이 상이함을 감안할

때 타당한 것으로 단된다. 표 6에는 최 화된 재료상수 값을 정리하 다[15].

마이크로 역학 매개변수를 포함한 해석모델 개발을 해 시편형상 크기에 따

른 ASTM E1921 두께 보정식을 보완하 으며 마스터커 (master curve)를 수정하

다. 한 재료의 이방성이 괴거동에 미치는 향평가를 수행하 다.

ASTM E1921에서는 실험결과를 기반으로 시편 두께의 상이함을 보정하기 한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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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아래와 같이 제안하고 있다. 


min

min 
 



(17)

여기서, KJc
xT
는 실험을 통해 측정된 괴인성값이고 BxT는 시험편의 두께, B1T는

1T-CT시편의 두께로 25.4mm이다. Kmin은 ASTM에서는 20MPa√m로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편의 크기 형상에 따른 구속효과를 정량화 할 수 있는 괴인

성변환도표(fracture toughness diagram)를 작성하 다. Dodds Jr. 등은 ASTM E1921에

제시된 두께 보정식과 같이 구속효과를 정량화하기 해 와이블 응력 기반의

TSM(Toughness Scale Diagram)을 제시하 다[16, 17]. 즉, 표 시편인 1T-CT 시편의

유한요소해석을 통해 계산된 와이블 응력과 J- 분값의 계를 PCVN(Pre-cracked 

Charpy V-Notched) 시편의 유한요소해석을 통해 계산된 와이블 응력과 J- 분값의

계와 비교하여 괴인성변환도표를 작성하 다. 이는, 동일한 와이블 응력을 가질 때

1T-CT 시편과 PCVN 시편의 상 계를 선형 으로 도시한 것이다. 괴인성변환도

표를 사용하여 PCVN 시편에 용하기 한 수정된 두께 보정식을 제안하 으며, 이

를 이용하여 마스터커 를 수정하 다. 그림 22(a)는 수정계수(scale factor)의 개념이

며, 그림 22(b)는 수정계수가 마스터커 에 미치는 향을 도시한 것이다. 표 7은 다

양한 조건하에서 마스터커 와 수정된 마스터커 의 기 온도(T0, reference 

temperature)를 정리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한 시편의 크기/하 형태에 따른 수

정된 두께 보정식은 다음과 같다[18].


min

min 
 



×


(18)

여기서, α는 수정계수이다. 

BAW-2308[19]에 따르면 PCVN 시편으로 구한 기 온도 값이 1T-CT 시편에 비해

덜 보수 일 수 있으므로 가압열충격 천이온도(RTPTS, Reference Temperature for 

Pressurized Thermal Shock)평가를 해 기 온도를 계산할 때 조정값(bias for PCVN)

을 고려해주게 되는데 본 연구를 통해 제안된 식을 활용하면 유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따라서 식 (18)을 활용하면 시편의 형태나 크기에 따른 기 온도 차이를 보

정할 수 있다.

측면홈(side-grooves)이 괴인성(fracture toughness)에 미치는 향을 평가하기 해

측면홈이 고려되지 않은 10x10mm PCVN w/o side-grooves와 측면홈이 고려된

10x10mm PCVN　w/side-grooves 모델을 작성하 다. 특히 측면홈이 고려된 모델의

경우에는 측면홈 형태에 따른 향을 분석하기 해 V자 형태의 측면홈(V-groo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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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과 U자 형태 측면홈(U-grooves) 모델을 작성하 다. 유한요소해석 결과, 그림 23

과 같이 측면홈의 형태가 괴인성에 미치는 향은 미미하나 측면홈 시작부분에서

J- 분값이 측면홈이 고려되지 않은 모델보다 과도한 값을 갖게 되는 것을 확인하

다. 이는 측면홈의 역할이 균열의 직진성과 연계되므로 해석결과는 타당한 것으로

단된다. 식 (17)을 사용할 때 측면홈은 무시하는데, 측면홈 존재 유무에 따라 J-

분값에 향을 미치므로 이를 고려하여 두께 보정식을 보완하여야 한다. 측면홈을

고려할 경우 괴인성변환도표가 ASTM E1921보다 괴인성을 높게 측하게 되는

데 이는 측면홈이 고려된 PCVN 시편이 고려되지 않은 PCVN 시편보다 높은 J- 분

값을 가지기 때문이다. 한 ASTM E1921에 보면 두께 보정식을 계산할 때 측면홈

을 무시하게 되는데 이도 하나의 원인으로 추정된다. 괴인성변환도표와 ASTM 

E1921을 비교하여 계산된 수정계수와 식 (17)을 이용하여 측면홈이 고려된 10x10mm 

PCVN 시편의 두께 보정식은 다음과 같다.


min

min 
 





(19)

식 (19)를 활용하여 측면홈이 고려된 마스터커 를 작성하 으며, 그 결과 괴인

성 천이온도가 –59.5°C에서 –57.9°C로 변화함을 확인하 다[20]. 

재료의 이방성(material anisotropy)을 고려한 연성 괴거동 시뮬 이션을 수행하기

해 본 연구에서는 범용 유한요소해석 로그램인 ABAQUS[21]의 사용자 정의함

수를 개발하 다. 개발된 사용자 정의함수는 GTN(Gurson-Tvergaard-Needleman) 모델

을 채택하고, 이방성을 모사할 수 있는 Hill’s 48 항복포텐셜(yield potential)을 용

하 다. 개발된 사용자 정의함수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해 소형펀치 시편에 한

2차원 3차원 유한요소모델을 작성하 으며 규모 변형률 해석조건 하에서 탄소

성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 다. 그 결과 이방성 재료가 등방성 재료에 비해 하 지

지능력이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이방성으로 인해 특정 방향으로 보다 빠르게 소성

변형이 발행하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개발된 사용자 정의함수와 유 자 알고

리즘을 연계한 개선된 매개변수 결정 차를 활용하여 두꺼운 압력용기강에 재료의

이방성이 연성 괴에 미치는 향을 평가하 다. 이를 해 ASTM E517[22] 차를

통해 계산된 소성변형비(plastic strain ratio)를 용하고 Hill’s 48 항복포텐셜이 고려

된 GTN 모델의 매개변수를 결정하 다. 결정된 매개변수는 표 8에 정리하 으며, 

이를 CT 시편의 유한요소모델에 용하여 J-R 곡선을 측하 다. 동일한 재료의

경우, 재료의 이방성을 고려한 J-R 곡선과 재료의 이방성이 고려되지 않은 J-R 곡선

을 그림 24에 도시하 으며 재료의 이방성이 고려된 재료상수를 사용한 J-R 곡선이

이방성을 고려하지 않은 J-R 곡선과 차이가 발생함을 확인하 다. 본 연구를 통해

압연재 압력용기의 경우 재료의 이방성이 존재하며, 재료의 이방성은 하 -변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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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첨두하 소성변형과 련된 부분에 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 다.

3차원 실형상 균열의 구속효과 정량화 기술 개발 측면에서 확률분포를 활용한 새

로운 마스터커 제안과 마스터커 로그램 개발 타당성을 분석하 다. 다양

한 확률분포를 활용하여 새로운 마스터커 를 제안하고자 하며, 이를 해 기존 마

스터커 의 확률분포인 와이블 분포(Weibull distribution)와 수정된 마스터커 제안

에 필요한 이 분포(bimodal distribution), 최 가능성법을 분석하 다. 한 기존 마

스터커 는 데이터 분산이 큰 재료에 용하기 어려운 한계를 내포하고 있어 용

부와 열 향부(HAZ, Heat Affected Zone) 등 비균질재료(inhomogeneous material)에

용성이 떨어지며, 이를 해결하기 해 K. Wallin 등[23]은 비균질재료에 용 가능

한 이 분포 마스터커 (BMC, Bimodal Master Curve)와 랜덤한 비균질 마스터커

(RIMC, Randomly Inhomogeneous Master Curve), 단일 평가법(SPE, Single Point 

Estimation)에 해 제안하 다. BMC와 RIMC의 경우에는 용성이 우수하나 수치

해석 등 기존의 방법보도 다소 복잡한 차를 거쳐야 한다. SPE를 활용한 마스터커

의 경우에는 매우 간단하나 (censoring)된 데이터가 존재하면 용성이 떨어지

는 단 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SPE를 수정하고 이를 비균질재료의 기 온도 평가

에 용하여 타당성 용성을 분석하 다. 이를 해 ASTM E1921에 제시된

데이터 처리방법에 착안하여 SPE를 수정하 다. ASTM E1921에 따르면 된

데이터의 경우 KJc(limit)로 값을 변환하여 사용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상기 서술한 방법에 착안하여 식 (20)과 같이 수정된 SPE(modified SPE)를

제안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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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20)

 


 




    (°C)

여기서, N은 체 실험 데이터의 개수이며, r은 되지 않은 유효한 데이터를 의

미한다. 특히 된 데이터는 KJc(limit)값으로 변환되어 기 온도를 계산하는데 사용

되며, T0SP(lower), T0SP(mean), T0SP(upper)는 각각 하한계(lower bound)와 간선(median line), 

상한계(upper bound)의 기 온도를 의미한다. 그림 25에 도시한 바와 같이 수정된

SPE를 사용하면 보다 넓은 범 의 산포된 재료의 괴인성치를 포함할 수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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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단되며, 비균질재료의 거동을 잘 측할 것으로 단된다. 따라서 제안한 방

법을 활용하면 BMC처럼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는 않지만 비균질재료의 기 온도를

계산할 수 있다.

한 용 차를 코드화하기 해 PHP MySQL을 활용한 GUI(Graphic User 

Interface)  기반의 소성변형비 계산 로그램(R-CAL, plastic strain ratio calculation 

program)과 균질 비균질 재료의 기 온도 평가 로그램(RT-CAL, reference 

temperature calculation program)을 개발하 다. 소성변형비 계산 로그램은 재료의

이방성을 고려한 연성 괴 시뮬 이션 시 소성변형비를 쉽게 계산할 수 있는 웹기

반 로그램으로써, 소성변형비 계산을 해 변형률기반 계산법(Eq. 18 in ASTM 

E517)과 변 기반 계산법(Eq. 20 in ASTM E517) 모듈로 구성되며 그림 26에 도시하

다. 균질 비균질 재료 기 온도 평가 로그램은 균질재료와 비균질재료 두

가지로 나눠서 기 온도를 계산하게 된다. 균질재료의 기 온도 평가는 ASTM 

E1921과 시편 형상 크기에 따른 구속효과 정량화가 반 된 수정된 ASTM E1921

을 통해 계산된다. 비균질재료의 기 온도는 SPE와 수정된 SPE 방법을 통해 계산

하고 체 인 로그램의 구성은 그림 27과 같다. 

열화된 압력경계 기기의 괴역학 수치해석 분석을 해 재료 거동 모사에

따른 민감도 분석과 변 제어량과 시편크기의 향을 분석하 다. 재료의 탄소성을

모사하기 한 유한요소해석 방법은 크게 증분소성과 변형소성이론에 근거한 것으

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변형소성법은 Ramberg-Osgood 식을 이용하여 재료의 탄소

성 거동을 모사하는 방법으로 탄성계수(elastic modulus)와 푸아송의 비(Poisson’s 

ratio), 항복강도(yield stress), n(exponent), ɑ(yield offset)를 이용하여 표 한다. 증분소

성법의 경우에는 탄성계수와 푸아송의 비, 항복강도 이후의 진응력(true stress), 진변

형률(true strain)을 이용하여 재료의 소성을 모사한다. 민감도 분석을 해 측면홈이

고려되지 않은 10x10mm PCVN 시편과 에 서술된 2가지 모사방법에 따라 유한요

소해석을 수행하고 하 (load)-균열 개구부 열림 변 (CMOD, Crack Mouth Opening 

Displacement) 곡선을 비교하 다. 민감도 분석 결과, 재료거동 모사에 따라 하 -균

열개구변 선도의 경향이 틀림을 확인하 다. 증분소성이론을 고려할 경우에는 상

항복, 하항복 등 탄소성 거동을 모사하는데 유용하나 해석 시 수렴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상 으로 변형소성이론을 고려할 때는 해석 시 수렴성이 우수하다

는 장 이 있다.

변 제어량과 시편크기의 향을 분석하기 해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 으며, 이

때 변 제어량을 시편크기에 따라 2mm, 1mm, 0.67mm로 설정해 경우와 두께에

상 없이 변 제어량을 동일하게 한 경우를 비교하 다. 그 결과, 변 제어량 변화

에 따른 향은 수치오차(numerical error) 수 으로 미미함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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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    Residual

Trial and error 22 1400 350 0.201

MLM 19 1238 - 0.053

Genetic algorithm 11 1211 214 0.005

Table 5. Optimized parameter of Weibull stress model.

Material    

Y5 950 3.2 0.00007 0.02

G91 870 2.7 0.0003 0.07

Table 6. Optimized parameter of Rousselier model.

Case Description T0(°C)

1 10x10mm PCVN , Eq. (17), Single temperature(-60°C) -76.2

2 10x10mm PCVN , Eq. (17), Single temperature(-80°C) -75.7

3 10x10mm PCVN , Eq. (17), Multi temperature(-60°C & -80°C) -75.9

4 10x10mm PCVN, Eq. (18), Single temperature(-60°C) -63.4

5 10x10mm PCVN, Eq. (18), Single temperature(-80°C) -62.4

6 10x10mm PCVN, Eq. (18), Multi temperature(-60°C & -80°C) -62.7

Table 7. Reference temperature under various conditions.

f0 fc ff εN fN sN q1 q2 q3

0 0.03 0.15 0.2 0.008 0.3 1.5 1 2.25

Table 8. Calibrated parameters of GTN model based on Hill’s 48 yield poten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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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chematic diagram of scale factor

(b) Reference temperature by considering constraint loss

Fig. 22. Modified Master Curve by considering constraint l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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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 The effect of side-grooves.

Fig. 24. Comparison result between isotropic material and anisotropic mat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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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imitation of SPE

(b) The availability of modified SPE

Fig. 25. Comparison result between SPE and modified S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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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6. R-CAL program.

Fig. 27. RT-CAL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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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가압기 림 재료의 원 환경 피로/ 괴 항

특성 평가 시험

3.1  림 용 개량 오스테나이트강의 열피로 균열특성 평가

가. 서론

Type 316과 같은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 강의 경우, 탄소 질소 함량 등 속

학 요인에 의해 재료특성이 크게 향을 받을 뿐 아니라 열 , 기계 하 이 동

시에 작용하는 환경에서의 Type 316 합 의 피로 특성은 충분히 검증된 바가 없으

므로 원 환경에서의 피로특성을 보다 체계 으로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Type 347 합 을 체하기 해 개발된 개량 Type 316N 모델합 에 해서 등온과

변동온도에서의 피로균열성장률(Fatigue crack growth Rate)을 측정하고 거동을 찰

하 다. 

한 한국형 원 의 용 림 소재인, 화학성분과 탄화물 함량이 다른 2종의

Type 347에 해서 상온에서부터 가압기 림 의 운 최고온도인 345℃ 온도범

에서 임계 역을 포함한 등온 피로균열성장률시험과 열-기계 피로

(Thermo-Mechanical Fatigue, TMF) 균열성장률시험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Type 

316N에 한 결과 ASME 규격의 선도와 비교하 다. 

Type 304나 Type 316과 같은 범용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리스강의 피로균열 성장거

동에 한 연구결과는 국내외 으로 다수 축 되어 있으며[1,2], 이를 바탕으로 원

배 의 안 성평가에 사용되는 ASME(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 

Boiler and Pressure Vessel Code의 Section XI에도 피로균열성장률 선도가 제시되어

있다[3]. 그러나 재까지 Type 347에 한 피로균열성장률 연구는 세계 으로

매우 을 뿐더러 기존의 피로균열성장률 선도는 등온에서의 실험결과에 기 한 것

이다. 따라서 실제 원자로 배 운 조건에서의 Type 347의 피로균열성장거동에

한 연구가 요구된다. 한 Type 347의 경우, 석출물 등의 미세조직 인자에 한

재료특성의 민감도가 매우 크므로 화학성분에 따른 미세조직 변화와 피로균열성장

거동과의 연 성에 한 확인도 필요하다.  

나. 실험방법

시험재료인 Type 316N 모델합 의 화학조성 제조방법은 3.1항에 상세히 기술

한 바와 같다. Type 347의 경우는 진공유도용해법으로 탄소, 질소, 니오비움 함량을

달리하여 제작한 SS-L(0.02-wt%C, 0.03-wt%N, 0.26-wt%Nb)과 SS-H(0.049-wt%C, 

0.110-wt%N, 0.63-wt%Nb) 두 종류의 합 을 사용하 다. 용해된 재료를 약 32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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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께의 재로 열간압연 후, 1050℃에서 1시간 동안 용체화 열처리(solution 

heat-treatment)를 하 다.

열 하 과 기계 하 을 동시에 받는 조건하에서의 피로균열성장률 시험은 기

술 으로 상당히 고난도의 재료 시험 하나이다. 특히 신뢰성 있는 data를 얻기

해서는 열 하 과 기계 하 을 동조할 수 있는 정확한 제어 system 구성

세심한 시험 차 확립을 필요로 한다. 

제어 데이터의 획득이 산화된 100 kN 용량의 유압식 피로시험기(MTS 

810-TestStar II)와 PID 방식의 고주 유도가열(high frequency induction heating) 장치

를 이용하여 기계 하 주기와 온도 주기를 자동으로 동조시킬 수 있는 열-기계

피로(Thermo-Mechanical Fatigue, TMF) 시험 장치를 그림 1에 보인 바와 같이 구

성하 다. 가압기 림 의 과도운 온도범 인 167℃와 345℃ 상온에서 ASTM 

E 647-00에 따라 일정진폭하 에서 하 비 0.1 조건으로 등온 피로균열성장시험을

실시하 으며, 열-기계 피로균열성장시험은 167℃-345℃ 범 에서 동 상

(in-phase) 삼각 형, 0.0083 Hz 의 주 수로 실시하 다.

응력확 계수 범 (ΔK)에 한 피로균열성장률(da/dN)의 계산에는 7-point incre- 

mental polynomial method[4]를 사용하 다. 

다. Type 347과 Type 316N 모델합 의 열피로 특성

  

그림 2에 탄화물 함량이 다른 두 Type 347 합 인 SS-L과 SS-H에 해 각 온도

별로 피로균열성장률과 ΔK의 계를 도시하 다. 상온에서 Paris 식을 만족하는

역에서는 두 시편의 균열성장률이 거의 동일하 으나, 임계 역에서는 SS-H가

SS-L 시편에 비해 피로균열이 빨리 성장하는 것을 찰할 수 있었다. 그러나 167℃

와 345℃에서는 임계 역(ΔKth)이나 Paris 역 모두에서 두 소재 간에 피로균열성

장률의 차이는 찰되지 않았다. 따라서 Type 347의 석출물 함량은 단지 상온에서

ΔKth에만 향을 미칠 뿐, 원자로 가동온도 구간에서 피로균열성장 거동에 미치는

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찰되었다.

온도변화에 따른 SS-L의 피로균열성장 곡선을 ASME Code, Section XI의 Appendix 

C, Article C-3000에서 제시하고 있는 참조곡선과 비교하 을 때, 균열 성장 기인

Stage I 구간에서는 SS-L 재료의 피로균열성장률이 온도 증가에 비례하여 높아졌으

나, 안정균열성장 역인 Stage II 구간에서는 각 온도에서의 균열성장률이 거의 동

일한 값으로 수렴하 다. 이러한 경향은 SS-H 재료에서도 마찬가지 다. 

탄소와 질소함량이 유사한 Type 347과 Type 316N 모델합 의 여러 온도에서의

피로시험 결과를 그림 3(a)-3(c)에 나타내었다.  온도가 증가 할수록 피로균열성장률

이 증가하 는데 이는 고온에서 균열선단에 형성된 산화피막 항복강도 감소에

따른 소성 역증가의 피로균열성장을 진시켰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5,6]. 두

재료의 특성을 비교하면, 25℃에서는 반 으로 Type 316N이 Type 347에 비해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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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균열성장률(Fatigue Crack Growth Rate, FCGR)이 낮았으나 167℃와 345℃에서는

두 재료의 거동이 거의 유사하 다. 한 167℃까지는 두 합 이 공히, ASME 

reference curve보다 피로균열성장률 낮은 것으로 측정되었으나 345℃에서는 거의 일

치하는 경향을 보 다.

그림 4에는 ASME 참조곡선과 열-기계 인 피로균열성장률을 비교하여 나타내었

다. 167℃-345℃ 사이에서 열하 과 함께 기계 하 이 가해졌을 때, 일정온도로

유지시켰을 때 보다 큰 피로균열성장률이 측정되었으며 ASME에 제시되어 있는 선

도와 비교했을 때는, 재료별로 큰 차이는 없으나 Type 347의 경우, 피로균열성장률

이 다소 큰 편이었으나 Type 316N의 경우는 거의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라. 요약

상온에서 SS-L과 SS-H의 균열성장률이 거의 동일하 으나 167℃와 345℃에서는

두 시편 간에 피로균열성장률의 차이는 찰되지 않았다.

온도변화에 따른 SS-L와 SS-H의 피로균열성장 곡선을 ASME Code, Section XI의

Appendix C, Article C-3000에서 제시하고 있는 참조곡선과 비교하 을 때, 균열 성

장 기인 Stage I 구간에서는 SS-L 재료의 피로균열성장률이 온도 증가에 비례하여

높아졌으나, 안정균열성장 역인 Stage II 구간에서는 각 온도에서의 균열성장률이

거의 동일한 값으로 수렴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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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of the thermo-mechanical fatigue crack growth rate testing system. 



- 98 -

22 1010 50 100100

1E-8

1E-7

1E-6

1E-5

1E-4

1E-3

  da/dN= C(DK)
n

  Temp.         n             C             
  ------------------------------------

   345
O
C      2.66       1.91x10

-8

   167
O
C      3.87       5.42x10

-10

      RT        4.70       3.24x10
-11

Type 347 SS-L  345
0
C

 167
0
C

  RT

 ASME(345
0
C)

 ASME(RT)

 

d
a

/d
N

 (
m

m
/c

y
cl

e)

DK (MPa m
0.5

)

  (a)

22 1010 50 100100

1E-8

1E-7

1E-6

1E-5

1E-4

1E-3

 345
0
C

 167
0
C

  RT

 ASME(345
0
C)

 ASME(RT)

Type 347SS-H

   da/dN= C(DK)
n

   Temp.         n                 C         
 ---------------------------------------

   345
O
C      2.52          2.64x10

-8

   167
O
C      3.99          3.00x10

-10

     RT         3.90          4.80x10
-10

 

d
a
/d

N
 (

m
m

/c
y
cl

e)

DK (MPa m
0.5

)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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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Fatigue crack growth rates in Type 347 and Type 316N at various temper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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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가압기 림 용 Type 347 스테인리스강의 환경피로 균열성장

특성 시험

가. 서론

한국표 형 원 의 가압기 림 소재로 347 스테인리스강이 사용되고 있다. 가

압기 림 은 고온 고압 환경하에서 가동되기 때문에 구조물의 건 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요하다. 림 의 건 성을 평가하기 해서는 ASME Section XI의

차에 따라 가동 검사를 통하여 결함을 검사하고 결함이 발견될 경우 결함의 크기

와 형상으로부터 결함의 허용여부를 결정하는데 결함의 크기가 가동을 하여

하지 않을 경우 안 성해석을 수행하게 된다[7]. 안 성 해석시 재료의 물성과 피로

균열성장률에 한 실험결과들이 요구되고 있다. 원자로 환경하에서 피로균열성장

률 시험은 실험이 어렵고 시간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실험결과가 많이 부족한 실

정이다. 안 성 해석에는 이러한 실험결과들이 용되어야 하지만 데이터가 부족한

경우 안 여유를 고려한 식들이 ASME에서 제시되어 있고 이러한 수식들을 이용하

여 안 성 해석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한 ASME Section XI에서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리스강의 경우 상온에서의 피로균열성장률 곡선은 제시되어 있지만 원자로

환경하에서 피로균열성장률 곡선은 아직 제시되어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보다 정확한 안 성해석을 해서 필요한 원천재료물성인 가압기

림 재료 type 347 스테인리스강의 인장특성과 원자로 환경하에서의 피로균열성

장률을 평가하여 안 성해석에 필요한 재료물성을 제공하고자 한다. 

나. 환경피로 시험장치 구축

(1) 고압 고온의 원 환경 조 장치 loop 설치

환경피로시험장치의 구성은 그림 5와 같이 기계 하 장치, 가열장치, 가압장치, 

원 환경제어장치, 균열측정장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 가동환경을 모사하기

하여 autoclave를 장착하여 압력은 원 가동압력인 2250 psi까지 가압하기 한 가

압펌 와 원 가동온도인 316℃까지 가열 할 수 있도록 구성하 다. 원 환경과

유사한 환경을 조성하기 하여 산소와 수소함량 조 을 한 센서 pH와 도

도를 측정하기 한 센서를 부착하 다. 고온 고압 냉각수의 수를 방지하기 하

여 연결부 를 검하 고 고압에서의 기기를 보호하기 한 안 장치도 추가하

다. 원 환경에 사용되는 냉각수는 15 MΩ 이상의 순수이기 때문에 순수를 만

들기 한 장치를 설치하여 loop내에 공 하 다.

(2) 기계 하 장치 교정 Alignment

기계 하 을 가하기 한 장치는 Instron 8502모델로서 하 측정 장치인 2.5톤



- 102 -

용량의 loadcell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하여 교정을 수행하 다. Loadcell의 보정결

과 오차범 가 0.3% 이내로서 확인되었다. 

가압을 한 autoclave는 일정한 크기가 필요하고 기계 하 장치에 부착하여야

하므로 하 을 주는 actuator와의 에 의하여 leak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이러

한 장치는 하 을 가하는 길이가 상당히 길게 되어 정확한 실험을 해서는 align이

요한 문제이다. 시편에 가해지는 하 이 인장 압축하 외의 하 이 걸리지 않

도록 align을 조정하 다. 

(3) 피로균열 측정 시스템

원 환경 피로시험기는 autoclave내에서 수행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시험환경을

찰 할 수 없어 균열을 육안으로 찰 할 수 없기 때문에 균열의 크기를 직 찰이

아닌 간 찰로서 DCPD (Direct Current Potential Drop)를 이용하여 균열측정장치를

구성하 다. DCPD 시스템은 일정 류를 시편에 흘려주면 균열이 진 함으로서 미

세한 압차이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미세 압을 측정하여 압변화와 균열크기와의

계곡선으로부터 균열의 크기를 측한다. 균열크기를 측정하기 한 압은 온도

에 의해서도 발생하기 때문에 균열의 측정시 역 압을 걸어주어 열 효과에 의한

압의 오차를 보상한다. 이러한 DCPD에 의한 피로균열의 측정방법은 ASTM E647

에 언 되어 있다[8].

일반 으로 CT 시편에 한 DCPD와 균열 길이와의 계는 Hicks-Pickard 식으로

알려진 식 (1)과 같이 나타낸다. 

    V/V0=-0.5766+1.9169(a/W)-1.0712(a/W)2+1.6898(a/W)3            (1)

여기서 : 

a  : 균열길이

V  : 측정된 압값

V0 : 기균열 a0=0.241일 때의 압값

W : 시편넓이

식(1)을 균열길이의 항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식 (2)로 변환된다. 

  a/w=-0.5051+0.8857(V/V0)-0.1398(V/V0)2+0.0002398(V/V0)3        (2)

사이클과 균열길이와의 계를 그림 6에 나타냈다. 싸이클수가 500,000 이상에서

균열길이는 격히 증가하 으며, 미경으로 실측한 균열길이와 DCPD를 이용하여

측정된 압을 이용하여 계산한 균열길이와 사이클수가 서로 잘 일치함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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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경피로시험용 데이터 수집

환경피로시험기시에 발생하는 하 , 변형, 사이클, 균열길이 측정용 압, 온도, 압

력, 산소농도, 수소농도, pH, 도도 등에 한 정보를 얻기 한 로그램을 작성

하여 정확한 제어가 가능하도록 하 다. 

다. 피로균열 특성시험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리스강의 경우 원 환경 하에서 주기 피로수명의 경우에, 

산소의 농도가 낮을수록 피로수명의 감소폭이 더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9,10]. 이

러한 원인으로는 피로균열선단에서의 수화학 특성과 environmental assisted 

cracking(EAC)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고온의 수화학에서 이러한 원인은

EAC에 의한 slip dissolution /oxidation과 수소유기균열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1,12]. Slip dissolution/oxidation 과정은 균열선단에 산화막이 형성되는데 응력에 의

해 발생된 변형이 이 산화막을 괴하면 균열선단에는 산화되지 않는 부분이 부식

분 기에 노출되어 matrix에서 dissolution이 발생하여 피로균열성장률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slip dissolution/oxidation 과정은 합 강이나 탄소강에서 많이 발생

하고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리스강에서는 그 향이 아직 명확히 밝 지지 않았다. 

고온의 수화학 환경에는 부식에 의해서 수소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수소는 matrix 내

부와 균열선단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 수소가 균열을 조장하여 피로균열성장률을

증가시켜 피로수명이 감소하게 된다. 주기 피로수명에 하여는 많은 연구가 진

행되었는데 피로수명은 균열의 생성과 성장에 의해서 발생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피

로균열성장 특성을 평가하여 주기 피로수명의 평가에 활용하고자 하 다. 

(1) 시험방법

사용재료

사용재료는 표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상용 347 스테인리스강(CS)과 탄소와 질소

함량을 변화시킨 347 스테인리스강(HN, LN)이었다. 피로균열성장률 측정을 한 시

험편은 그림 7과 같이 W는 25.4 mm, 두께는 5 mm CT 형태의 시편을 사용하 다. 

CT 시편은 균열은 L-T 방향으로 진하도록 가공하 고, DCPD 측정을 해

ASTM E647에서 제시된 치에 Ni wire를 용 하 다.

시험조건

피로균열성장 실험은 ASTM E647에 규정된 차에 의해 수행하 다. 시편의 비

균열은 1 mm가 되도록 응력확 계수를 여가면서 생성하 다. 피로균열성장 실험

은 하 제어 방식으로, 하 은 250 kgf, 주 수는 10 Hz, 응력비는 0.1의 조건으로

실시하 다. 시험온도는 상온과 316℃ 이었고 시험환경은 공기 과 모사원 환경이

다. 피로균열 길이 측정은 DCPD를 활용하 다. 모사원 환경시험시 autoclave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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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압력이 피로균열성장률에 미치는 향을 평가하기 하여 압력을 500 psi, 1000 

psi, 2000 psi로 변화시키면서 수행하 다. 용존산소 함량의 향을 평가하기 하여

용존산소 함량을 0.005 ppm, 0.1 ppm으로 변화시켰다. 실험시에 autoclave에서 흐르

는 유속은 100 cc/min로 제어하 다. 실험에 사용된 모사 원 환경을 표 2에 나타내

었다. 

(2) 결과

공기 에서의 피로균열성장 특성

각 온도와 첨가원소함량에 따른 피로균열성장률을 그림 8에 나타내었다. 체 으

로 상온보다는 고온에서 피로균열성장률이 증가하 다. 상온과 316℃에서 첨가원소

에 따른 피로균열성장률을 그림 9에 나타내었다. 상온에서는 탄소와 질소함량이 낮

은 경우가, 316℃의 경우는 탄소함량이 낮고 질소함량이 높은 경우가 비교 피로

균열성장률이 낮았다. 높은 △K에서는 각 온도에서 ASME에서 제시되고 있는 곡선

보다 피로균열성장률이 약간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원 환경에서의 피로균열성장 특성

① 온도의 향

원 환경에서 온도변화에 따른 피로균열성장률을 그림 10에 나타내었다. 용존산소

함량이 0.005 ppm의 경우 온도가 상온에서 316℃로 증가함에도 피로균열성장률은

큰 변화가 없었다. 용존산소 함량 0.1 ppm의 경우 온도가 상온에서 316℃로 증가하

면 피로균열성장률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와같은 상은 공기 , 316℃

에서 피로균열성장률이 증가한다는 결과와 상반된 것이다. 

② 용존산소의 향

용존산소 함량의 변화에 따라서 피로균열성장률을 그림 11에 나타내었다. 상온에

서는 용존산소 함량이 변화해도 피로균열성장률은 변화가 없었다. 316℃에서는 용

존산소 함량이 0.005 ppm에서 0.1 ppm으로 증가하면 피로균열성장률은 감소하 다. 

용존산소 함량에 따라서 피로균열성장률의 변화는 산소에 의한 산화와 련이 있

을 것으로 단하여 피로시험 후 면을 찰하여 그림 12과 그림 13에 나타냈다. 

용존산소 함량 0.005 ppm과 0.1 ppm 모두 25℃와 316℃에서 괴형태는 모두 입내

괴 형태를 나타내었다. 상온에서는 표면에서의 산화막이 그다지 형성되지 않았지

만 316℃에서는 산화막이 상당히 형성되어 있었다. 316℃에서의 산화막을 주사식

자 미경으로 찰한 결과 용존산소 함량이 0.005 ppm의 경우 산화물 크기가 약

0.1 ㎛, 용존산소함량이 0.1 ppm의 경우는 산화물 크기가 약 1 ㎛의 산화물들이 생

성되었다. 용존산소함량에 따른 산화막의 두께를 auger를 통하여 찰하여 그림 14

에 나타내었다. 용존산소 함량 0.005 ppm에서는 산화막 두께가 약 1288Å, 용존산소

함량 0.1 ppm에서는 산화막 두께가 2024Å이었다. 고온에서는 용존산소 함량이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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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할수록 산화물의 크기와 두께가 증가하 다. 이와같이 고온 산화막이 형성됨으로

인해서 피로균열성장률이 감소하는 상은 균열닫힘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균열닫힘 상이란 반복하 시 최소응력에 도달하기 에 피로균열이 닫

히게 되어 응력확 계수가 감소하는 효과를 나타내게 되므로 피로균열성장률이 감

소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같이 균열닫힘이 발생할때의 응력확 계수는 △Keff = 

Kmax-Kcl로 표시된다. 균열닫힘 상이 발생하는 주요원인은 plastic, oxide, roughness, 

viscous fluid, phase transformation 등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온, 

높은 용존산소 함량에서는 산화물의 크기와 산화막의 두께가 증가하여 피로균열성

장률이 감소하 고 낮은 용존산소함량에서는 산화막의 변화가 매우 작아서 피로균

열성장률의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부터 산화막에 의한 피로균열닫힘 상이 고온

피로균열성장률의 주요 기구로 단된다. 

고온, 높은 용존산소함량 0.1 ppm에서의 피로균열성장률 감소가 균열닫힘 상에

의한것임을 확인하기 하여 고온에서 산화막의 두께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질소를 0.11 wt% 첨가한 고질소 347스테인리스강으로 피로균열성장률 시험을 수행

하여 그 결과를 그림 15에 나타내었다. 피로균열성장률은 상온과 316℃에서 용존산

소 함량에 따라서 특별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피로균열성장률시험 후 면을

찰한 결과를 그림 16와 그림 17에 나타내었다. 면 찰결과 면에서는 산화막

이 형성되었지만 산화물의 크기는 약 0.1 ㎛로서 질소함량에 따라서 거의 변화가

없었다. 

③ 압력의 향

공기 과 상압 모사원 환경에서는 △P=225 kgf로 피로균열성장률 시험을 진행하

지만 오토클 이 내부압력을 원 가동 압력인 2250psi로 증가시키게 되면 △

P=225kgf에서 피로균열이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편에 작용한 압력이 균열성장

에 향을 주어 피로균열성장률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단하여 모사원 환경에

서 압력의 변화를 주어 피로균열성장률 시험한 결과를 그림 18에 나타내었다. 압력

이 500 psi과 1000 psi에서는 피로균열성장률은 비슷하 지만 2250 psi에서는 피로균

열성장률이 감소하 다. 

④ pH 향

보론은 강력한 성자흡수제이므로, 1 차계통에 용해된 보론은 제어 과 함께 연

쇄반응을 조 하는 데 쓰인다. PWR에서, 보론을 투입하는 장치는 4-12%의 붕산을

포함하는, 수소로 포화된 물을 1 차계통에 공 한다. H3BO3 의 농도는 보통 물 의

ppm 으로 표시한다. 1 ppm 은 물 106 g 에 1g 의 보론이 있음을 의미한다. 붕산

의 분자량이 61.8 이고 붕소의 원자량이 10.8 이므로 이 값은 쉽게 붕산으로 표시한

그램수로 변환할 수 있다. 를 들어, 2500ppm 의 기붕소농도의 경우 106 g 의

물(=1t 의 물) 에 ‘chemical shim’은 (61.8/10.8) X 2500 ppm = 14,300 g 의 붕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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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해야 한다. 2500 ppm 의 기 보론농도는 제어 을 모두 삽입했을 때의 9%에

이르는 shutdown 여유를 제공한다. 운 기의 수일간 제논과 사마륨이 함에 따

라, 반응도의 감소를 상쇄하기 하여 보론농도를 1600 ppm 으로 낮춘다[13]. 보론

에 의한 pH의 변화하게 되므로 pH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하여 리튬을 첨가하게

된다.  

보론과 리튬을 첨가하여 pH를 조 하여 피로균열성장률을 평가한 것이 그림 19이

다. 보론과 리툼을 투입하여 pH를 조 한 모사원 환경에서의 피로균열성장률은 보

론과 리튬을 투입하지 않고 용존산소 함량만 조 한 순수에 비해 낮은 피로균열

성장률을 나타내었다. 피로균열성장 시험 후 면을 찰한 결과를 그림 20에 나타

냈다. 면에서는 고온에서 뿐만 아니라 상온에서도 산화물들이 찰되었다. 316℃

의 경우 약 1 ㎛~1.5 ㎛의 산화물들이 분포되어 있으며 본론과 리튬을 첨가하지 않

은 수화학환경에서 생성된 산화물과 달리 모양이 불규칙 인 모양의 산화물이 생성

되었다. 

⑤ 임계응력확 계수(ΔKth) 평가

임계응력확 계수는 이 값 이하에서는 피로균열성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의미

하는데 온도와 용존산소 함량에 따른 임계응력확 계수를 평가하여 그림 21에 나타

내었다. 임계응력확 계수는 피로균열성장률이 10-7 mm/cycle에서의 값으로 정의하

다. 온도가 증가하거나 용존산소 함량이 증가하면 임계응력확 계수는 증가하

는데 임계응력확 계수는 용존산소 함량보다는 온도에 더 민감한 것을 알 수 있다. 

임계응력확 계수 값은 316℃, 0.1 ppm에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었는데 이러한

조건은 피로균열성장률이 가장 낮게 나타나는 조건과 일치한다. 

라. 요약

모사원 환경하에서 피로균열성장 시험을 하기 한 장치를 구축하 는데 기계

하 장치, 가열장치, 가압장치, 원 환경제어장치, 균열측정장치 등으로 구성하

다. 원 가동환경을 모사하기 하여 autoclave를 장착하여 압력은 원 가동압력인

2250 psi까지 가압하기 한 가압펌 와 원 가동온도인 316℃까지 가열 할 수 있

도록 구성하 다. 원 환경과 유사한 환경을 조성하기 하여 산소와 수소함량 조

을 한 센서 pH와 도도를 측정하기 한 센서를 부착하 다. 

공기 에서 상온보다는 고온에서 피로균열성장률이 증가하 다. 상온에서는 탄소

와 질소함량이 낮은 경우가, 316℃의 경우는 탄소함량이 낮고 질소함량이 높은 경

우가 비교 피로균열성장률이 낮았다. 각 온도에서 ASME에서 제시되고 있는 곡선

보다는 높은 △K에서는 피로균열성장률이 약간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모사원 환경하에서 용존산소 함량이 0.005 ppm의 경우 온도가 상온에서 316℃

로 증가함에도 피로균열성장률은 큰 변화가 없었다. 용존산소 함량이 0.1 ppm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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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온도가 상온에서 316℃로 증가하면 피로균열성장률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

다. 상온에서는 용존산소 함량이 변화해도 피로균열성장률은 변화가 없었다. 316℃

에서는 용존산소 함량이 0.005 ppm에서 0.1 ppm으로 증가하면 피로균열성장률은 감

소하 다. 고온에서는 용존산소 함량이 증가할수록 산화물의 크기와 두께가 증가하

다. 압력이 500 psi과 1000 psi에서는 피로균열성장률은 비슷하 지만 2250 psi에

서는 피로균열성장률이 감소하 다. 보론과 리툼을 투입하여 pH를 조 한 모사원

환경에서의 피로균열성장률은 보론과 리튬을 투입하지 않고 용존산소 함량만 조

한 순수에 비해 낮은 피로균열성장률을 나타냈다. 온도가 증가하거나 용존산소

함량이 증가하면 임계응력확 계수는 증가하 는데 임계응력확 계수는 용존산소

함량보다는 온도에 더 민감한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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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 용존수소(DH) 용존산소(DO) Conductivity pH 온도

2250psi 27-30cc/kg 0.005-0.1ppm 0.05㎲/cm >7.5 25℃, 316℃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Type 347 stainless steel (wt%).

C N Nb Cr Ni

SS-HN1 0.019 0.110 0.24 17.63 10.01

SS-HN2 0.049 0.110 0.63 17.60 9.95

SS-LN1 0.020 0.030 0.26 17.81 10.04

SS-LN2 0.049 0.033 0.63 17.62 9.97

SS-CS 0.043 - 0.52 17.08 9.11

ASME Std.

Spec.
0.08max -

Cx10 min

1.0Max
17.0-20.0 9.0-13.0

Table 2. Simulated PWR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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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Fatigue test system  at the simulated PWR environment. 



- 110 -

0.0 2.0x10
5

4.0x10
5

6.0x10
5

8.0x10
5

6

8

10

12

14

16

 

 
a

,C
ra

c
k 

L
e

n
g

th
 (

m
m

)

Cycles

 25
o
C (Optic)

 25
o
C (DCPD)

 

 

Fig. 6. Crack length with cycles at RT for type 347 stainless steel.

         

Fig. 7. Specimen geometry for fatigue crack growth rat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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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Fatigue crack growth rate with increasing temperature for various series of Type 

347 stainless steels with different carbon and nitrogen content; (a) SS-HN1, (b) 

SS-LN1, (c) SS-HN2, (d) SS-LN2, (e)SS-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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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Fatigue crack growth rate as a function of carbon and nitrogen content at RT 

and 316℃ for Type 347 stainless steel ; (a) RT and (b)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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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Effect of temperature on fatigue crack growth rate in simulated PWR 

environment : (a) DO <0.005 ppm, (b) DO = 0.1 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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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Effect of DO content on fatigue crack growth rate in simulated PWR 

environment : (a) RT and (b)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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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12. Fracture surfaces after fatigue crack growth rate test in the simulated PWR 

environment of DO<0.005 ppm: (a) 25℃, (b) 316℃.

(a) (b)

Fig. 13. Fracture surfaces after fatigue crack growth rate test in the simulated PWR 

environment of DO=0.1 ppm: (a) 25℃, (b)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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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Composition profile of fracture surface measured by AES : (a) DO < 

0.005ppm, (b) DO = 0.1ppm.



- 117 -

20 40 60 80100
10

-7

10
-6

10
-5

10
-4

10
-3

10
-2

 

 

 DO < 0.005ppm
 DO = 0.1ppm

 d
a

/d
N

, 
m

m
/c

y
c
le

D K, MPaÖm

 

 

Pressure : 2250psi

Temp : 25
o
C

10

(a)

 

20 40 60 80100
10

-7

10
-6

10
-5

10
-4

10
-3

10
-2

 

 

10

 DO < 0.005ppm
 DO = 0.1ppm

 d
a

/d
N

, 
m

m
/c

yc
le

D K, MPaÖm

 

 

Pressure : 2250psi

Temp : 316
o
C

(b)

Fig. 15. Fatigue crack growth rate in simulated PWR environment for SS-HN1 stainless 

steel: (a) DO <0.005ppm, (b) DO = 0.1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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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16. Fracture surfaces after fatigue crack growth rate test in the simulated PWR 

environment of DO < 0.005ppm for SS-HN1 stainless steel : (a) 25℃, (b) 316℃.

(a) (b)

Fig. 17. Fracture surfaces after fatigue crack growth rate test in the simulated PWR 

environment of DO = 0.1ppm for SS-HN1 stainless steel : (a) 25℃, (b)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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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8. Effect of pressure on fatigue crack growth rate in the simulated PWR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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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9. Fatigue crack growth rate in the simulated PWR environment added B (1000 

ppm) and  Li (2ppm) : (a) 25℃, (b)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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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20. Fracture surfaces after fatigue crack growth rate test in the simulated PWR 

environment added B (1000 ppm) and  Li (2 ppm) : (a) 25℃, (b)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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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 ΔKth as a function of DO contents and temperature in the simulated PWR 

environement.



- 122 -

제4 용 부 잔류응력의 측정/해석 기법 개선 괴특

성 향 평가  

4.1  원자로 압력용기 이종재료 용 부의 피로균열 특성

   

가. SA508/A182, SA508/A152 이종재료 용 물 특성 시편제작

원자로 압력용기의 건 성에는 SA508 합 강 모재 특성 뿐 아니라, 합 강과

합된 Ni-합 계 통 노즐의 이종재료 용 부 특성이 매우 요하다. 최근 A600 

을 A690 으로 교체를 하면서 A182 신 A152 를 용가재로 사용하여 용 을 수행

하고 있다. A690 은 A600 과 비슷한 기계 물성 열 물성을 가지고 있다. A690 

은 Ni 이 58% Cr 이 27-31% 정도이며, A600 은 Ni 이 72 % Cr 이 14-17% 정도로

A690 이 상 으로 많은 Cr 을 가지고 있으므로 내 부식성이 우수할 것으로 상

되나 용 성은 불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1]. 

A600 혹은 A690 재료는 주로 PWSCC 균열특성에 한 연구가 집 으로 진행

되어왔다. 피로균열의 생성 혹은 균열의 괴 항 특성 등에 한 연구는 상 으

로 미미한 실정이었으나, 최근 PWSCC 균열의 LBB 문제 때문에 이에 한 시험자

료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상온 운 온도 320 
o
C에서 A182 

A152 용 속에 한 피로 특성을 평가하 다. 본 실험에서 측정되는 피로특성

차이는 A152 의 미세조직 고온균열의 생성과 같이 A182 용가재와 다른 용 특

성에 의해 지배를 받을 것으로 상하여 본 연구를 수행하 다. 

압력용기의 통 용 부를 모사하기 해 그림 1과 같은 형태로 A600, A690 두

종류의 용 물을 제작하 다[2]. A600 시편의 경우 ENiCrFe-3 A182 를 사용하여

buttering 한 후, 후열처리를 하고, 그 후 filling 작업을 수행하 다. Filling 의 총 비

이드 수는 24 개 이며, 용 은 4mm 를 사용하 고 압은 21-24V, 류는

120-130 A, 용 속도는 130-150 mm/min 으로 SMAW 용 하 다, 최 pass 간 온도

는 160 
o
C 를 넘지 않도록 하 다. 

Alloy 690 시편은 ENiCrFe-7 A152 용가재를 사용하여 거의 비슷한 조건으로

buttering filling 하 다. 용 류는 125-135 A 로 약간 높여서 용 하 다. 

Buttering 후 A182 의 경우와 같이 620-630 oC 정도에서 40 시간 후열처리 하 다. 

가열 냉각속도는 약 90 
o
C/h 로 하 으며 용 물 추출온도는 270 

o
C 로 하 다. 

용 후 용 물의 형상은 그림 2와 같으며, 용 속 모재의 단면 형상은 그림

3 과 같다. 이종재료 용 부에서의 미시 특성 분포를 측하기 해 미세경도를

측정하 다. 그림 4에서 보듯이 용 속의 경우 A152 가 A182 에 비해 약 30-40 

HV 정도 높은 것으로 측정 되었다. 용융선에서 약 2 mm 정도는 기 층으로

SA508 재료와의 dilution 에 의한 dilution 층으로 보여진다. A182 의 경우 약 7 mm 



- 123 -

정도 까지 낮은 경도 값을 보이며, 이 후 증가하는 것으로 보이는 데, 이는 buttering 

부분이 후열처리 과정을 통해 재료의 물성이 변한 것으로 보이며, 이 후는 후열처

리 되지 않은 물성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A152 의 경우 이러한 경향을 보이지

는 않고 있으나 그것이 물성에 의한 것인지 혹은 buttering 역이내에서 측정이 된

것인지는 알기 어렵다. 

모재의 경우, 용융선에 가까운 경우 결정립 조 화 HAZ 역이 후열처리를 통해

템퍼링되었다 해도 여 히 높은 경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 역 밖은 후열처리에

의해 과 템퍼링 된 역으로 보여진다. 와 같은 미세경도 분포로부터 다음과 같

이 피로시험편을 채취하여 피로 시험을 수행하 다.

1) dilution 역 : 확실히 용 속에 비해 낮은 강도가 상되며, 따라서 용

속과는 다른 특성을 보일 것이다. ( fusion line에서 약 2 mm 이내), A182 의

경우 용융선을 기 으로 큰 경도의 변화를 보이고 있으나 A152 의 경우 큰 차

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역은 fusion line 을 기 으로 ± 2mm 이내이다. 

2) 용융 속(filling) : Fusion line에서 약 20 mm 정도

3) 모재 : fusion line에서 약 20 mm 정도

4) 용 속의 경우 buttering 부분의 특성이 용 속과 다를 것으로 보인다. 따라

서 용융선에서 4~5mm 역과 Fusion line에서 20mm 정도에서의 물성과 비교

하 다.  

한 시험 변수로서 시험 온도를 상온 320 
o
C에서 수행하여 피로균열의 성장

양상을 비교하고자 하 다. 피로시험은 그림 5와 같이 5mm 두께의 소형 CT 시편을

채취하여 사용하 으며 고온시험은 고주 가열기를 사용하여 공기 에서 320 
o
C 

로 가열하여 피로 시험을 수행하 다. 

나. 상온 고온 (320
o
C) 에서의 피로 균열 성장 속도

그림 6은 모재로 사용된 SA508 강의 피로균열 성장 속도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에서 보듯이 상온보다 고온에서 피로균열의 성장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상온의 경우 균열 성장이 안정된 반면 고온의 경우 성장속도가 불안정하

게 측정되었다. 이와 같은 이유는 균열 성장에 향을 주는 석출물 혹은 미세조직

상의 불균일성이 상온에 보다 균열 성장에 크게 향을 주기 때문으로 단된다.

상온에서의 A182 와 A152 용 속에서의 피로균열 성장 속도는 그림 7에서 보

듯이 A152 가 A182 에 비해 약간 빠른 것으로 측정되었으나 그 차이는 매우 었

다. A182 의 경우 후열처리 된 dilution buttering 부분보다 filling 된 부분에서의

성장속도가 작은 반면, A152 의 경우 filling 부분의 성장 속도가 후열처리 된

dilution buttering 부분보다 크게 측정되었다. 이와 같이 A152 filling 부분의 빠른

피로균열 속도는 미세조직 그리고 용 속의 석출물 등에 기인한 것으로 상된

다. 상온에서의 SA508 모재의 성장 속도보다 용 속의 균열 성장 속도가 큰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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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측정되었다. 

320 
o
C 에서의 A182 와 A152 용 속에서의 피로균열 성장 속도는 그림 8에서

보듯이 거의 비슷한 것으로 측정되었다. 용 속에서의 균열 성장 속도는 상온에

서와 달리 SA508 모재의 성장속도와 거의 비슷한 것으로 측정되었다. 용 속의

성장 속도는 상온 320 oC 에서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320 
o
C 에서의 피로시험의 경우 피로시험 기에 균열의 성장 방향이 하 에 수

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성장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와 같

은 경향은 고온에서 그리고 작은 하 조건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 다. 즉

이와 같은 조건에서는 석출물 혹은 미세조직 상의 불균일한 조건 즉 입계에 의해

균열의 방향이 바 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다. 균열의 성장 특성 미세조직

용 속부 filling 부분에 한 미세조직을 찰하 다. 용 조직은 용융 후 냉각

조건에 의해 긴 형태의 주조조직을 보이고 있다. 피로시험에서 주 하 방향과 긴

형태의 입계방향을 항상 일치하기는 어려우므로 그림 9 에서 보듯이 하 에 의해

입내로 균열이 성장을 하면서 차 성장이 쉬운 입자의 방향으로 성장 방향이 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10은 고온에서의 시험한 시편의 균열 성장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입계의 방향에 따라 균열 성장 방향이 하게 바 거

나 는 몇 개의 균열로 분지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용 속에서의 피로균열 성장

은 균질한 모재와는 달리 주조조직의 방향성에 의해 균열의 성장 양상이 복잡하다. 

고온인 경우 이러한 양상이 더욱 크게 나타나며 성장속도의 측정 한 불안정하게

측정되고 있다.

라. 요약

상온에서의 A182 와 A152 용 속에서의 피로균열 성장 속도는 A152 가 A182 

에 비해 약간 빠른 것으로 측정되었으나 그 차이는 매우 었다. A182 의 경우 후

열처리 된 dilution buttering 부분보다 filling 된 부분에서의 성장속도가 작은 반

면, A152 의 경우 filling 부분의 성장 속도가 후열처리 된 dilution buttering 부분

보다 크게 측정되었다. 상온에서의 SA508 모재의 성장 속도보다 용 속의 균열

성장 속도가 큰 것으로 측정되었다. 320 
o
C 에서의 A182 와 A152 용 속에서의

피로균열 성장 속도는 거의 비슷한 것으로 측정되었다. 

마. 참고문헌

[1] NUREG/CR-6721 ANL-01/07, Effect of AlloyChemistry, Cold Work, and Water 



- 125 -

Chemistry on Corrosion Fatigue and Stress Corrosion Cracking of Nickel Alloys 

and Welds

[2] Technical Basis for Prempive Weld Overlays for Alloy 82/182 Butt Welds in PWRs 

(MRP-169) 1012843 EPRI Topical Report, October 2005

[3] ASTM E647-08, Standard Test Method for Measurement of Fatigue Crack Growth 

Rates

Table 1. Nominal chemical composition of various nickel allo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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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Drawing for welded specimen.

          

Fig. 2. Welded mock-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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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ross section of prepared speci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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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Micro-hardness distributions of A600 and A690 we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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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Small CT specimen (5mm thickness).

15 20 25 30

1E-5

1E-4

 

 

d
a

/d
N

, 
m

m
/c

y
c
le

delta k, MPa
1/2

 SA508 room Tem.
SA508 room Tem.

SA508 at 320 
o
C

Fig. 6. Fatigue crack growth rate of SA508 steel. 



- 129 -

      10 15 20 25 30 35

1E-5

1E-4

 

 A182 dilution

 A182 buttering

 A182 filling

 A152 dilution

 A152 buttering

 A152 filling

d
a

/d
N

, 
m

m
/c

y
cl

e

delta k, MPam
1/2

1st-group

SA508

room temperature

 

Fig. 7. Fatigue crack growth rates of the A152 and the A182 weld metal at 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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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OM picture for A152 filling specimen (room temperature).

                     

Fig. 10. OM picture for A152 filling specimen (320
o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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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이종재료 용 부 배 내벽 잔류응력 제어 기술

 

가. 서론

원 의 배 맞 기 용 의 부분은 SA508 합 강과 스테인리스강의 이종재

료 용 으로서 A182 용가재를 사용하여 용 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종재

료 용 부는 용 후열처리를 수행하지 않으므로 잔류응력이 존재한다. 피로균열

성장 거동의 경우 잔류응력의 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압축잔류응

력이 존재하는 역에서는 균열 성장 발생의 항성이 커지게 된다. 본 연구에

서는 이종 재료 용 부에서의 균열의 발생 기 성장을 방지 혹은 감화하기

한 새로운 방법으로서 이종재료 용 부의 내벽에 존재하는 인장응력을 감소시키

거나 혹은 압축잔류응력을 발생시키는 방법에 해 고찰하 다. 새롭게 제안된 기

술은 홈가공 방법을 용하여 그림 1과 같은 기존의 MSIP(Mechanical Stress 

Improvement Process)를 향상시킨 기술로서 그림 2와 같이 구성되어 있다[1].

        

나. 기술의 배경

이종 재료로 이루어진 배 의 이종용 부 의 인장잔류응력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에 한 것이다. 서로 다른 재료로 이루어진 배 을 용 하는 경우 니 계열

속의 용 을 사용하여 용 한다. 이 같은 방법으로 용 된 용 부에 일차 냉각

계통수에 의한 부식 균열 발생이 보고되고 있다. 이 같은 부식 균열은 냉각수의 부

식 성분과 배 내벽의 잔류인장응력에 의해 형성 성장되므로 부식 균열의 형성

성장을 방지하기 해서는 용 부 내벽 부분의 잔류인장응력을 감소 는 제거

시키거나 잔류압축응력을 발생시키는 열 기계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그림 1은 종래 기술 (MSIP) 에 따른 용 배 의 잔류 인장 응력 제어 방법이다. 

서로 다른 속 부재로 서로 맞 어 있는 용 부 내벽에는 인장 잔류 응력이 형성

되어 있다. 이 인장잔류응력을 감소 는 제거하기 해 화살표 방향으로 압력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내벽의 압력을 지지하기 한 지지링을 채용한 후 외벽에

압력을 가한다. 이 경우 넓은 부 에 걸쳐 소성 변형 역이 형성되며, 압력의 크기

가 큰 경우에는 배 의 기계 손상을 야기 시킬 수 있다.  

그림 2는 본 연구에서 개발한 새로운 공정으로서 용 부 상에 홈을 가공한 후 압

력을 가함으로써, 가압력을 감소시키고 별도의 지지링 없이 잔류인장응력을 제어하

고자 하는 부분에 소성 변형을 집 시켜서 국부 으로 용 배 의 잔류인장응력을

제어할 수 있다. 그림 2와 같이 용 된 용 부의 일부를 제거하여 홈을 형성하는

단계, 홈이 형성된 배 에 압력을 가하는 단계 압력을 제거하고, 용 방법을 이

용하여 상기 홈에 충진재를 충진시키는 단계로 분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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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한요소 해석

그림 3은 본 방법을 용한 해석결과를 나타낸다. 합 강인 SA508 계열의 소재

로 이루어진 배 과 Type 304 스테인리스강 소재의 용 부에 의 차를 용하

다. 배 은 각각 32㎜의 두께, 250㎜의 길이, 380㎜의 외경을 갖는다. A182 용

을 이용한 맞 기 피복 아크 용 방법으로 용 되며 120A/22V, 2㎜/sec 속도로 용

된 것으로 모델링하 다. 용 후, 가공된 홈은 배 두께의 1/2의 깊이, 즉 16㎜

의 깊이를 가지며 최 20㎜의 폭을 갖는다고 설정하 다. 한 외벽에서 합부에

서 심으로 칭되는 45mm 폭 지 에 120 MPa (12 kg/mm2)의 압력을 가한 것으

로 모델링하 다. 그리고, 홈은 기 용 방법과 동일하게, A182 용 을 이용하

여 맞 기 피복 아크 용 방법으로 용 된 것으로 모델링하 다. 

와 같은 가정으로 모델링된 배 에 하여 용 열 유동 해석과 잔류응력 분포

계산을 한 구조 해석을 각각 수행하 다. 기 용 에 의한 배 내벽의 잔류응

력 상태는 그림 3(a)와 같다. 그림 3 (a)에 의하면 합 강 측으로 5㎜ 지 에

384MPa축 방향 잔류응력, 스테인리스 강 측으로 5㎜ 지 에 31MPa 의 축방향 잔류

인장응력이 분포한다.  한 합 강 측으로 5㎜ 지 에 44MPa 원주방향 잔류응

력, 스테인리스 강 측으로 5㎜ 지 에 277MPa의 원주방향 잔류응력이 분포한다. 이

는 용 후 용 부에서 인장응력이 크게 형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인장응력에 의해

부식 균열 발생이 가능성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형성된 잔류인장응력을 감소 는 제거 등의 방법으로 제어하기 해

그림 2와 같은 단계를 용하는 것으로 가정하 다.   

에서 제안된 새로운 방법에 의한 잔류응력 제어 공정을 거친 내벽에서의 최종

잔류응력 상태는 그림 3(b) 와 같이 계산되었다. 합 강 측으로 5㎜ 지 에

-77MPa 축방향 잔류응력, 스테인리스 강 측으로 5㎜ 지 에 -89MPa 의 축방향 잔

류응력이 분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합 강 측으로 5㎜ 지 에 -119MPa 

의 원주방향 잔류응력, 스테이리스 강 측으로 5㎜ 지 에 24MPa의 원주방향 잔류응

력이 분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새로운 공정에 의해 인장응력이 감소하

고 압축응력이 형성된 것을 알 수 있으며 가압 과정에서 압력이 U자 형태의 홈에

집 되어 배 에 국부 인 소성 변형이 발생한다. 

그림 2와 같은 방법에서 각 단계 별로 배 내벽에 발생하는 응력의 변화를 산

해석한 결과 그림 4와 같이 각 단계 별 잔류응력의 변화를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보듯이 제안된 방법에 의해 최종 배 의 내벽에 충분한 압축응력이 형성되거나 매

우 높은 인장응력이 크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라. 요약

이종 재료로 이루어진 배 의 이종용 부 의 인장잔류응력을 제어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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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에 한 내용으로서 용 부에서의 일차 냉각 계통수에 의한 부식 균열 발생을

감화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 다.  용 부 상에 홈을 가공한 후 압력을 가함

으로써, 가압력을 감소시키고 별도의지지 링 없이 잔류인장응력을 얻고자 하는 부

분에 소성 변형을 집 시켜서 국부 으로 용 배 의 잔류응력을 제어할 수 있다.

마. 참고문헌

[1] Mechanical Stress Improvement process, Westinghouse  Electric Company,     

NS-ES-0081(75699), 2008

Fig. 1. Schematic drawing of step (a) and (b) for Mechanical Stress Improvement 

Process (MS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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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uggested new method process for mitigating tensile residual stresses induced on 

the inside wall of dissimilar metal butt welded pi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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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initial state after welding

                            

b) final state of new method process

Fig. 3. Calculated initial and final residual stress distribution obtained from modeling of  

new method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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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성자 회 을 이용한 이종용 부의 잔류응력 정량 측정기법

개선

여러 잔류응력 측정 방법 에서 X선과 성자 회 방법은 표 인 비 괴

응력 분포 측정법이다. 일반 으로 실험실에서 수행 가능한 X선 측정법은

재료내부로 침투되는 투과력이 낮아 주로 100㎛ 이내의 표면에 분포하는

잔류응력의 측정이 가능하고 표면의 상태에 따라 측정값이 매우 달라지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비해 성자 회 법은 성자의 낮은 산란 단면 때문에 철강의 경우, 

표면으로부터 수 센티미터 깊이까지 응력 분포를 측정할 수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내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에 설치된 성자회 분석 장치를

이용하여 특수가게 개발된 성자 회 측정법을 바탕으로 원 구조물의 이종용

압력경계부의 균열, 피로, 괴에 결정 인 향을 미치는 잔류응력 측정법을

정량화하고 반복 재 성과 신뢰성을 갖출 수 있도록 표 차화하기 한 연구를

수행하 다.

가. 두꺼운 구조물 측정을 한 투과력 증 법 개발

성자 회 법을 이용한 ferrite 강과 austenite 강의 최 투과력을 향상시키고자

장을 선택하여 최 깊이에 한 투과력 증 향을 연구하 다. 이러한 연구는

단색기의 종류와 면간거리 그리고 회 각도 (take-off angle)에 따라 결정되며 표 1과

같은 상 계를 가지게 된다. 이때 각 장은 Bragg edge에서 total cross-section이

최소값을 보이며 이를 이용하면 빔의 세기 감소능이 최소화된 상태의 장에서

투과능이 매우 향상 시킬 수 있다. (그림 1, 2 참조). 이러한회 장을 선택하여

투과 깊이 증 여부 실험을 한 결과 실제로 측정된 형은 그림 3과 같고 이때

투과 빔의 총 길이에 따른 변형(strain)의 오차를 계산하면 각 재료에 따라 투과

가능 깊이가 그림 4, 5와 같이 측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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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relationship between wavelengths and diffraction condition (phase, plane 

and angle) for the bcc ferritic steel and fcc austenitic steel

Fe Plane d (Å)
λ  (Å) 

(2θS =90o)

2θM (deg)

Si(311) Si(220) Si(111)

bcc (211) 1.17 1.65 60.5 50.9 30.5

fcc (311) 1.09 1.54 56 47.2 28.4

bcc (110) 2.02 2.86 122 96.3 54.3

fcc (111) 2.08 2.94 100 100 56

Fig. 1. Theoretical and experimental neutron cross-section in bcc ferritic steel (upper 

marks: Bragg edge and wavelength, down: diffraction angle, plane, red circle: 

measurement lo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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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oretical and experimental neutron cross-section in fcc austenitic steel (upper 

marks: Bragg edge and wavelength, down: diffraction angle, plane, red circle: 

measurement lo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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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Diffraction peak shape in a maximum penetration depth with high resolution and 

diffraction intensity (a) bcc ferritic steel (b) fcc austenitic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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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Lattice strain error as a function of the total penetration depth in a bcc steel. 

Fig. 5. Lattice strain error as a function of the total penetration depth in a fcc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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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과로부터 RSI에 용할 수 있는 회 조건 각 조건에 따라 ferrite 

austenite강의 경우 최 투과 깊이를 별할수 있는 요한 상 계가 획득되었어

아래 표2와 같이 정리 되었으며 이 계를 활용하면 두꺼운 철강 구조물, 특별히

페라이트계 오스테나이트계 강 이종 합부의 잔류응력을 측정할 수 있어 원

구조물의 잔류응력 측정 평가에 유용한 기 연구 결과로 사료된다.

Table 2. Avaliable total penetration length in bcc ferritic steel and fcc austenitic steel 

using RSI (Note: Dref is penetration depth under reflection condition, Dtr: is 

penetration depth under penetration condition, Lm: is maximum penetration 

depth with lattice error of 100 με, FoM: capability index of beam intensity 

and re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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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종 합부의 잔류응력 측정연구결과

원자로의 극심한 환경 조건은 원 구조물에 응력부식균열 (PWSCC), 인장 잔류

응력, 작스런 균열, 피로 괴 상 등을 발생시킬 수 있다. 국내 원 구조물의

제조공정 기술향상을 하여 이러한 상의 원인과 해결기술 개발이 실하다. 

원자력 발 설비 선진국들은 원 구조물에 한 체계 인 연구와 고도의 기술력을

보유하여 이를 표 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EPRI, TWI, AWS, JWS) 원자력

선진국으로서 우리도 기 개발된 원자력주요기기 최신 핵심 공정기술에 한

과학 근거 실측된 자료제시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자법을

이용한 원 노즐(nozzle)부 이종재료의 맞 기 합(butt weld)부에 한 잔류응력

측정을 수행하고 원 압력용기 이종 용 (dissimilar weld)부 오버 이(overlay) 노즐

정비기술 개발을 한 잔류응력 분포 측정 연구를 수행하 다(그림6).

Fig. 6. Two kinds of dissimilar welds (joints between SA508 and SS 316L using the 

welding consumable of Alloy 82 Ni ~80% and Alloy 52 Ni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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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Experimental set up for dissimilar welds at RSI diffractomter. Note used 

diffraction peak condition for fcc austenite (111), 2θ=69.9° (E=247.9,v=0.24), 

bcc (110), 2θ=71.7° (E=225.5,v=0.28), Ni alloy (111), 2θ=71.83° (E=224.6, 

v=0.30).

이러한 기 연구 결과물은 추후 다양한 원 구조물의 건 성 수명 측을

한 유해한 인장 잔류응력 측정 크랙(crack) 시작, 등의 변형거동 연구를

해 활용될 요한 결과물이다. 먼 그림 6과 같이 비된 alloy 82(600B)와 alloy 

52M(690B)로 각각 합된 ferrite와 austenite두 재 주 의 잔류응력을

성자잔류응력 장치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그림 7 참조). 구체 인 측정 치는

그림 8에서와 같이 페라이트 강과 오스테나이트 강이 서로 이종 합되어 있는

Weld 600B와 Weld 690B의 단면에서 오스테나이트 강 쪽의 용 합부 끝단에서

부터 10, 20, 30, 40, 45, 50, 60, 75, 85, 95 mm 지 을 각각 측정하 다 (그림 8). 

시험편이 용 에 의해 굽힘 변평이 다소 발생되었으나 측정은 측정 기 선에서

직각방향으로 실시하 음을 밝 둔다. 특별히 40~60 mm 지 은 Ni 합 이

60%이상 다량 함유된 용 재료로 합되어 있는 부분으로 측정 가 잘 회

반응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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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Dissimilar welds for residual stress measurements (a) top view of the two 

dissimilar welds (Weld 600B, Weld 690B), (b) Specific measurement locations 

(10~95 mm apart from the edge of the stainless steel weld part).

용 부의 경우 화학성분의 향을 없애기 해서 마크로 응력(macro stress)을

제거하고 화학성분 변화만 남아있는 기 시험편 (stress-free sample)을 제작하여 각

치별로 격자면 간격(d-spacing)을 측정한 후, 잔류응력 값을 계산하 다. 특별히

이종 합부의 경우 페라이트계 강과 오스테나이트 강과 합 성분의 희석

섞임이 측정 의 치에 큰 향을 끼칠 것으로 사료되면 합용 재인 Ni 합 의

성분도 상당량 변화가 있을 것으로 단되어 기 시험편의 세심한 제작과 측정이

필수 이다.

이러한 원치 않는 화학성분의 뒤섞임 상이 성자 측정시 시간의 증가 측정

형의 넓어져 (broadening 상) 분석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을 밝 둔다. 이종

합부로 부터의 측정 형의 치를 분석하고 정립된 계산을 따라 잔류응력을

결정하면 그림 9와 같이 Weld 690B의 경우, 이종 용 부 ferrite 경계부에서

상당한 인장응력이 발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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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Residual stress distribution as a function of weld centerline (a) Weld 600B, (b) 

Weld 690B dissimilar welds (σLD: stress along the welding direction, σTD: 

stress along the transverse direction, σND: stress along the normal direction fo 

the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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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종 용 부의 잔류응력에 한 평가는 노즐부의 유해 응력 개선을 한

신 공법에 한 연구로 발 되어 그림 10과 같이 오버 이 (overlay) 공법이 용된

복잡한 다상, 다층 용 부의 잔류응력 측정 해석 연구로 압력경계부의 역학해석

계산에 활용될 수 있다. 본 RSI 잔류응력 측정 장치로 그림 11과 같이 이

오버 이 이종 용 부의 이 안과 밖의 잔류응력 변화를 실측하 으며 그

결과를 미국 ORNL의 NRSF2로 측정한 결과와 비교하여 그림 12에 나타내었다. 이

결과로부터 오버 이 공정은 이 내부에 압축 잔류응력을 발생시켜 부식응력의

험성을 개선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된다.

Fig. 10. Diagram of the complex dissimilar welds with the additional overlay process.

Fig. 11. Residual stress set up for dissimilar overlay welding pi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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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Residual stress distribution through the thickness of the dissimilar overlay weld 

pipes using neutron diffraction. It is the hoop direction stress component. Note 

the rectangular indicates the results of RSI, HANARO at KAERI, open circle 

is the results of the NRSF2, HFIR at Oak Ridge National Laboratory (US). 

RSI results are consistent to the results of NRSF2 and both results show the 

significant compression from  about 10 mm depth.3. Calculated initial and final 

residual stress distribution obtained from modeling of  new method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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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목표달성도 련분야에의 기여도

제 1 연차별 세부연구목표 달성도

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
가 치

(%)

연구목표

달성도

(%)

비고

Linde80 인성

용 재 개량

RPV소재 성자

조사용 시편 제작

•Linde80용 재를 이용한 ST-PCVN 시

험편 10개 압력용기 개량소재 3종의

Cv,ST-PCVN,1/2-PCVN,ST등 총 124

개의 시험편 제작

•계장캡슐(08M-01K)을 이용한 하나로 CT

공 고선량 성자 조사시험 비

25 100

압력기기 개량소재

내환경 실증시험용

모델합 제조

특성자료 생산

•압력용기 개량소재 SA508Gr.4N 조성범

내의 기 모델합 3종 제작

•인장, 충격, 마스터커 등 비조사재

baseline특성자료 확보

25 100

Shallow crack제작

cleavage

괴인성 시험평가

•IAEA reference2종의 RPV 강에 해

cleavage 괴인성 마스터커 시험과

constraint 효과 정량평가가 가능한

Shallow crack(a/W=0.1,a/W=0.3)시편

의 제작기술, 비피로균열 조건 확립

•균열선단 cleavage 괴 거동의 산해석

을 통해 균열깊이에 따른 constraint변화

에 의한 T0 특성평가:(표 deepcrack

비 ΔTo는 약 -35
o
C유발)

25 100

TP316N 강의 LBB

특성 평가

TP347강의 열피로

균열특성 시험자료

생산

•TP316SS강에 고용강화 원소(질소,탄소)

함량을 달리한 4종 소재의 원자로 가동

온도(316℃)에서의 강도 J-R 괴 항

특성시험 결과평가

• 림 용 개량 TP347소재의 열피로 균

열특성 시험자료 생산:등온 변동온도

피로균열진 속도 측정(167℃~345℃)

25 100

총 계 100 100

1차년도 (2007년)연구목표 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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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
가 치

(%)

연구목표

달성도

(%)

비고

SA508-Gr.4

개량압력용기강의

성자 조사시편

제작

연구용원자로

성자조사

•SA508-Gr.4N 압력용기 개량소재 모델합

3종의 Cv,ST-PCVN,1/2-PCVN,ST

등 총 124개의 시험편을 장입한 계장캡

슐 08M-01K하나로 조사시험 완료

•30MW CT시험공에서 6.5일간의 조사시

험 수행.조사온도는 치에 따라서 25

5～317℃, 조사량(E>1.0MeV)은 3.9~8.3

x10
19
n/cm

2
으로 분포

20 100

괴인성

표 특성의 시편

geometryeffect

측정변수 향

정량화

•LLD-FFD를 동시에 측정 가능한 RPV강

/SS2종 재료의 a/W=0.45,0.55,0.65CT

시편제작 시험장치 구축

•LLD-CMOD를 동시에 측정 가능한 RPV

강 재료의 Knife edged a/W=0.5,0.1

PCVN 시편제작 시험방법 구축

•Scaling model과 국부 근법에 의한

cleavage 괴인성 평가 산코드 개발

균열깊이에 따른 괴인성 향 보정

20 100

림배 용 TP316N

개량 SS강의

피로/ 괴 항 특성

검증시험

•Type347,Type316N 모델 합 의 상온,

고온 J-R 괴 항 특성평가 열피로

균열특성 평가 :167℃~345℃ 구간,열-기

계 복합 하 조건 하에서 피로균열진

속도 측정.

•상온과 원자로가동온도(316℃)에서 Type

316N 스테인 스강에 한 J-R 괴 항

특성 data 4개의 표 시편 data생산

20 100

열피로 시험장치

개선 환경피로

시험장치 제작

•로드셀,가압펌 ,센서,고온․고압방호

장치 등 주요장비의 구성,원 가동환경

데이터 수집 장비 내 구 성 검

•기계 하 을 가하기 한 유압시험기,

고온 가열장치,가압 loop등에 한 시

험 차서 작성

20 100

이종 용 부

A600/ 합 강,

A690/ 합 강

용 모사시편 제작

피로균열

항특성 시험

•압력용기의 통 모사를 한 Alloy

A600/A690mock-up제작 이종용

부의 피로시험용 소형 CT시편 제작

•상온과 320
o
C에서 SA508 Gr.3 모재,

A182,A152용 속 피로균열 성장률

시험.시편 표면의 미세균열 찰

•압력경계 계통부품의 이종용 부 균열에

한 Overlay용 시 균열의 거동 계산

(압축 잔류응력의 효과 정량 측)

20 100

총 계 100 100

2차년도 (2008년)연구목표 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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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
가 치

(%)

연구목표

달성도

(%)

비고

고선량 성자

조사시편의

괴특성 시험

•고리1호기의 80년 운 에 해당하는 7.5x

1019n/cm2 조사량에서 마스터커 괴

특성이 기존의 RG1.99취화경향을 벗어

나지 않음을 실험 으로 확인.

•개량 원자로용기강의 경우,높은 조사량

(Cv:6.4x10
19
,PCVN:5.0x10

19
n/cm

2
)에서

도 상용소재와 유사한 조사취화 경향을

나타냄 (Ni함량 증가에 따른 취화효과

없음).조사 천이온도가 매우 낮아 우

수하여,조사후에도 상용소재 조사 특

성보다 우수함

20 100

장기가동 원

감시시험편

재장입기술

•장기가동원 의 추가 감시용기 제작을

한 괴인성시험편 최 규격 제작

시방서,제작 차서 개발완료

•국내 상용원 장에 시험편 재장입 기

술 용(K-1&2)

10 100

다축/동 하

괴거동 효과 분석

실험평가

•다축/동 괴거동 측정을 한 소형

십자형 굽힘시편과 온 괴시험을 한

시험 지그 설계 제작

•소형 3차원 표면균열 시편 (PCEN)제작

피로균열 제작방법 수립,균열형상의

제어방법 해석 검증시험

20 100

실구조물 용 부

모사시편 제작

특성시험

•이종용 부 균열 LBB 항성 시험을

한 모사시편 제작 도면 작성 이종용

부 시편 3종 제작

•배 의 이종재료 용 부 내벽 잔류응력

제어기술 개발

•복합하 작용하에서의 In-Site잔류응력

측정 방법과 장치개발

20 100

상용원 배 재료의

환경피로 시험자료

생산

•환경피로균열 시험 시스템 HW SW

구축.고온고압수 환경 autoclave시험장

치의 calibration완료

•상온,316
o
C에서 공기 고압수환경

CT시편의 피로균열성장 시험착수

15 100

Risk-informed

재료열화 용기법

분석

•원 의 확률론 안 성 평가에 재료열

화의 정량 고려 연구자료 수집 분석

•Multi-island 유 자 알고리즘을 이용한

국부 내부손상 괴 측 모델의 라

메터 최 화 기법 개발

15 100

총 계 100 100

3차년도 (2009년)연구목표 달성도



- 152 -

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
가 치

(%)

연구목표

달성도

(%)

비고

원자로용기강

고선량 조사취화

시험결과의

미세기구

정량모델 분석

•Linde80용 재 고선량 조사재 PCVN

면 찰 미세조직 정량화

•개재물 석출물의 크기 분포를

학 미경과 SEM을 통하여 찰하고,

EBSD 분석을 통해 오스테나이트 결정립

계와의 계 정량화

•Mn-Si-Al,Mn-Si계열의 산화물이 조사

후 공히 임계 개재물 (평균크기 2.2㎛)

20 100

압력용기강 3차원

균열의 constraint

effect정량모델

해석 검증시험

•표 화되고 단순한 형태의 소형 십자형

굽힘시편 시험지그의 설계 제작

• 산해석을 통해 PCVN 시편과 십자형

굽힘시편 균열선단에서의 응력 비교

•3차원 균열 해석 시험편 제작시 최

arm 길이 slot의 향 평가

20 100

Localapproach

재료내부손상

constitutive

모델분석

개선/개발,

용 차 코드화

•내부손상 모델의 산해석 모듈 로그

램 개발

•측면홈 향을 고려한 괴인성 변환도

표 개발,ASTM E1921보정식과 비교

•비균질 데이터군의 확률분포 분석 비

교,최 우도 fitting알고리즘 작성

20 100

가압기 림

재료의 환경피로

시험자료 생산

•Type347SS의 환경피로 균열성장 시험

-온도변화 :상온,316℃

-용존산소 변화 :5ppb,0.1ppm

-압력변화 :500psi,1000psi,2000psi

-Frequency변화 :1Hz,10Hz

20 100

성자이용 용 부

잔류응력의 정량

측정 해석 기법

개선

•이종 속 맞 기 용 부 시험편 2종 제

작 (A600/A690)

•Stress-free기 시험편 제작기술

•이종 속용 재의 모재,HAZ,용 속,

용 계면의 미세조직 찰

•하나로 이용 성자회 잔류응력 측정

시험 표 차 draft작성

20 100

총 계 100 100

4차년도 (2010년)연구목표 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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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
가 치

(%)

연구목표

달성도

(%)

비고

국내 원

원자로용기강의

장기가동 고선량

조사취화 측 DB

평가 코드 개발

•43회의 상용원 감시시험 결과 11회

의 연구로 캡슐시험 결과 자료집 작성

•해외 조사취화 측모델 (RG1.99rev.2,

NUREG-1874,JEAC4201-2007)분석

국내 조사취화 자료를 이용한 신뢰도 분

석수행 측‧평가 차 산코드 개발

20 100

실구조물 3차원

자연결함의

괴거동 측모델

해석코드 개발

•3차원 자연결함의 괴거동 측을 한

십자형 시험편 제작 괴인성평가 수

행,해석 모델 코드 개발

•소성구속력 차이에 따른 괴거동변화

측을 한 손상역학 괴역학 기반

의 수치해석 기법 개발

•비균질재료의 소성변형비(R-CAL) 기

온도평가(RT-CAL)해석코드 개발 (웹

기반 GUI모듈)

20 100

원 기기의

재료열화를 고려한

확률론 안 성

평가의 모델

해석코드 개발

•확률론 안 성 평가를 한 험도

용정보를 활용한 수동기기 건 성 평가

기술 자료 수집/분석

•국내 감시시험자료 CF값 모델에 한

통계분포 해석 RTNDT 향평가 분석

•RTPTS개정평가용 로그램 작성 분석

확률론 괴역학(PFM)해석 s/w 모듈

개발

20 100

가압기 림

재료의 환경피로

특성시험 분석

•고온고압수 화학환경 변수에 따른 가압

기 림 재료의 환경피로 특성시험

환경인자 향 평가

• 단면의 고온산화물 특성분석을 통한

균열닫힘 향 분석

•임계응력확 계수(ΔKth)의 환경 의존성

평가

20 100

성자이용 용 부

잔류응력의 정량

측정 해석 기법

개선 표 차

개발

•단색기의 종류와 면간거리 그리고 회

각도 (take-off angle) 최 화를 통해

ferrite강과 austenite강의 성자 회 최

투과력 증 법 개발

•이종 용 부 내부 잔류응력의 비 괴

측정을 한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를

이용한 정량 성자 회 측정 장치

표 차서 개발

20 100

총 계 100 100

5차년도 (2011년)연구목표 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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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련 분야에의 기여도

본 연구의 과제계획서 상에 기술된 정성 연구목표의 달성은 물론이고,연구논문

지 재산권,산업체 기술지원 실 과 국제 기술 홍보 등에서 양과 질 공히 우

수한 성과를 이룩하 다.동시에 과제수행에서 축 된 기술을 활용하여 실제 원

산업계서 요구하는 기술지원 업무를 효과 으로 제공하여 으로써,국내 원 산업

의 안 성 향상에 기여하 다.

번 단계의 연구기간동안 국내외 논문게재 40건(SCI25건) 국제학회 논문

발표 25건,특허 로그램 등록 등 양질의 연구 성과물을 다수 산출하 다.개발

된 기술들은 고리1호기 계속운 을 한 원자로용기 안 성평가,한국표 원 의

LBB안 여유도 증진방안 등 국내원 의 안 성 향상을 한 기술로 KINS/한수원

/KOPEC/두산 에 제공함으로써,정부지원 연구과제로서의 국가 사명을 매우 충

실히 담당하 다.

한 IAEA 주 의 개발도상국 지역간 기술지원 워크샵 로그램에 2차례

청강의 (2008우크라이나,2009 라질)를 통해 우리나라의 원 기술력을 홍보하고,

국제사회에 기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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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본 과제는 성자 조사된 원자로재료 방사성 시편을 이용하여 원자로용기의 조

사취화 안 성 향상 시험 해석기술을 개발하는 국내 유일의 정부지원 과제이다.

따라서 필연 으로 국내의 가동원 원자로용기 안 성평가에 연구개발 결과 기

술들이 직 활용되고 있다.기술개발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해 국내 뿐 아니라

IAEA 미국,일본,유럽의 문가 그룹과의 공동연구를 지속 으로 추진하여왔으

며,그 결과들은 국제공동으로 원자로용기 안 운 기술지침서 작성에 활용되고

있다.

Linde80용 재의 고선량 조사취화 시험자료는 2017년경 상되는 고리1호기의

50년 이상 장기운 추진계획 수립을 해,원자로용기 조사취화 안 성의 비평

가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이와 함께 자연균열 모사 괴특성 시험 해석기술과

련 산코드 들은 원자로용기 원 주요기기의 안 여유도 평가 신뢰도를 검

증할 수 있는 기술자료로 사용되어,원 안 운 에 한 기술력을 높이게 될 것

이다.이러한 연구개발 노력과 기술향상을 통해 후쿠시마 사고 이후 일반 국민들의

심이 증한 원자로용기 안 성 보장분야에서,정확하고 확신있는 기술답변을 통

해 원자력에 한 막연한 불안감을 낮추고 국민들의 공감 를 형성하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가압기 림 용 스테인 스강의 재질개선 연구결과는 신울진 원 사업부터

표 원 의 LBB마진 개선방안의 하나로 용될 정이다.원 배 이종재료 용

부의 모사시편 제작과 균열진 특성자료,잔류응력의 측정 해석기술 등은 련

분야의 국내 연구개발에 공통으로 활용될 수 있다.

원 의 1차계통 고온고압수 환경에서 림 재료의 피로균열 성장속도 시험자

료들은 재 안이 되고 있는 신규 원 설계 뿐 아니라,향후 일반화될 것으로

상되는 장기가동 원 의 환경피로 안 성 평가 기술기 을 작성하는 데에 필수 인

기술자료이다. 한 원 1차계통수 고온/고압/수화학의 환경에서 피로시험 시스템

은 국내 산학연의 미진한 실험 인 라를 보완하여,국내 고유의 시험데이터 생산에

지속 으로 활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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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 IntegrityofReactorPressureVesselsinNuclearPowerPlants:Assessmentof

Irradiation EmbrittlementEffectsin ReactorPressure VesselSteels,IAEA

NuclearEnergySeriesNo.NP-T-3.11(2009)

• NEET,NuclearEnergyEnablingTechnologiesWorkshopReport,DOE(2010)

• MasterCurveApproachtoMonitorFractureToughnessofReactorPressure

VesselsinNuclearPowerPlants(IAEA-TECDOC-1631)(2009)

• Pressurized ThermalShock in NuclearPowerPlants:Good Practicesfor

Assessment,DeterministicEvaluation fortheIntegrity ofReactorPressure

Vessel(IAEA-TECDOC-1627)(2010)

• AlternateFractureToughnessRequirementsforProtectionAgainstPressurized

ThermalShock Events,NuclearRegulatory Commission,FederalRegister,

Vol.72,No.191,October3,2007

• Recommended Screening Limits for Pressurized Thermal Shock (PTS),

NUREG-1874,USNRC(2007)

• TechnicalBasis for Revision Ofthe Pressurized ThermalShock (PTS)

Screening Limit in the PTS Rule (10 CFR 50.61): Summary Report,

NUREG-1806,USNRC(2006)

• Probabilistic Fracture Mechanics -Models,Parameters,and Uncertainty

TreatmentUsedinFAVORVersion04.1,NUREG-1807,USNRC(2006)

• Sensitivity StudiesoftheProbabilisticFractureMechanicsModelUsed in

FAVOR,NUREG-1808,USNRC(2006)

• 原子爐 構造材の 監視試驗方法,JEAC 4201-2007,일본 기 회 원자력규격 원

회 (2007)

• GuidelinesForEvaluatingFatigueAnalysesIncorporatingTheLifeReduction

OfMetalComponentsDue To The EffectsOfThe Light-WaterReactor

EnvironmentForNew Reactors,RegulatoryGuide1.207,USNRC(2007)

• EffectofLWRCoolantEnvironmentsontheFatigueLifeofReactorMaterials,

NUREG/CR-6909,USNRC(2007)

• StandardReview Plan:3.6.3Leak-Before-BreakEvaluationProcedures,Rev.1,

NUREG-0800,USNRC(2007)

• AnApproachForDeterminingTheTechnicalAdequacyOfProbabilisticRisk

AssessmentResults For Risk-Informed Activities,Regulatory Guide 1.200

Rev.2,USNRC(2009)

• LightWaterReactorSustainabilityResearchandDevelopmentProgram Plan,

FiscalYear2009-2013,DOE-NE(2009)

• NuclearEnergyResearchand DevelopmentRoadmap,ReporttoCongress,

DOE-NE(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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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명 장치구성 장비설명

환경피로

균열성장

시험시스템

Instron,

Autoclave,

PWRloop

•특징:

원 1차계통 고온고압수 환경에서

피로시험(균열성장속도)을 한 환경제어장치,

(350oC,2500psi,산소,수소,pH 조 )

•활용분야:

원 계통 고온고압수 환경에서

피로특성(균열성장속도)시험 데이터 생산

고온진공

환경제어

괴역학

시험기

MTS,

진공챔버,

Furnace

•특징:

고온(1000oC까지)불활성 분 기에서 재료

괴시험이 가능한 시스템.외부 COD

gage의 사용이 가능.

•활용분야:

1T-CT시편 소형 시험편의 고온 J-R

괴 항 시험 등

계장화

동 괴인성

시험기

SATEC

Charpy,

Loadcell,

Velocity

•특징:

PrecrackedCharpy시편 등 충격시험동안

동 괴인성을 측정하기 해 동 하 -변

선도를 고속으로 평가할 수 있는 측정

해석 시스템

•활용분야:

Cv동 괴인성 측정.

Charpy시험결과의 정 해석

제7장 연구시설․장비 황

본 과제를 통해 신규로 도입한 기자재는 없으며,기존 장비를 개조하여 과제수

행에 필요한 시험장치를 구축하여 사용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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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 인 어

(각 5개 이상)

한
조사손상,다 스 일 모델,양 자소멸측정,투과 자 미경,
산모사,원자탐침

어
radiationdamage,multiscalemodeling,positronannihilation
spectroscopy,transmissionelectronmicroscope,computer
simulation,atom pro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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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원 재료 조사손상 측 분석기술 개발

Ⅱ. 연구개발의 목 필요성

원자력 부품 재료는 장기간 방사선에 노출되어 손상이 가속화 된다. 일반 인 재료열

화 상과 달리 방사선 조사에 의한 재료열화는 보편 인 장치로 찰‧평가하기가 제한

이다. 열화된 원자력 재료의 성능 평가 열화 처에 고난도의 기술이 요구된다. 재

가동 원 재료의 성자 조사손상와 련된 주요 상은 원자로 압력용기강의 조사취

화, 노내구조물 부품재료의 조사유기응력부식 조사팽윤, 압력 재료의 조사취화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원자로압력용기의 조사취화는 원 의 수명을 결정하는 매우 요한 요

소로서 지속 인 감시 진단이 수행되고 있다. 한 원 의 장기 운 시 내부 구조물 재

료의 열화 속도가 가속화 되어 정상 운 에 지장을 래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한

처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재 범세계 으로 차세 원자력 시스템(고온가스

로, 고속로, 핵융합로 등) 연구개발이 재 진행 에 있다. 미래형 원자로는 가동 경수

로에 비하여 환경 인 변수가 매우 가혹하다. 높은 온도 고방사선 조사 환경에 한

항성이 요구되는데, 이에 응하는 재료 기술이 필수 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특히

미래형 신재료를 연구개발하기 해서는 다양한 방사선 조사 조건에 한 재료의 거동특

성이 필수 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방사선에 의한 재료열화 상을 연구하는데 실험 인

방법과 더불어 산모사 기법을 이용한 측 기술의 개발은 가동원 의 장기운

미래 원자력시스템의 실 에 있어 선행되어야 할 주요한 연구 주제로서 가치가 있다. 

Ⅲ. 연구개발의 내용 범

방사선 환경에 노출된 재료의 조사효과를 규명하기 하여 이온가속기를 이용한 조사

실험이 수행되었다. 상재료는 내부구조물을 구성하는 스테인 스강과 미래형 시스템

후보재료의 기반이 되는 Fe-Cr 모델합 이다. 방사선에 의한 조사결함을 분석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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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기구를 이해하는데 을 두었다. 분석기술로 1단계 연구에서 구축한 FE-TEM을

활용 하 으며, 한 시편 제작을 하여 FIB (Focused Ion Beam) 이온 러 (Ion 

Miller)를 이용한 가공기술을 구축하 다. 한 기계 인 물성 변화를 측정하기 하여

마이크로 경도 측정도 수행하 다.

국제 으로 활발히 진행 인 원 구조재료의 조사손상 산모사 분야를 1단계에 도

입한 이후 지속 인 연구를 통하여 다 스 일 모델링 기술을 발 시켰다. 이 분야는 국

제 인 력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그 변이 차 확 되고 있다. 원자

력 재료분야에서 필수 인 요소임에도 본 연구 분야의 축 된 기술이 미비하기에 문

인력의 양성과 연구 장비의 확보 우선 으로 필요한 기술의 확보에 을 두었다. 

두 연구 내용에 바탕을 둔 5년간 추진한 연구개발 내용 범 는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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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연구개발내용 범

‘07

⋅페라이트 모델합 조사열화 측 multiscale모델 수립

-가동원 조사환경하 페라이트 합 기손상 정량화

-페라이트 합 의 온도에 따른 거동 산모사

⋅조사결함 분석평가 신기술 도입 평가기술 향상

- 성자 조사 압력용기강 시편 분류

-조사결함 분석기술 (TEM,PAS,DOB)이용,비조사

압력용기강 특성평가

⋅페라이트 계열 2원계

모델합 (Fe-Cu,

Fe-Cr)

⋅ 자 미경 상

조사재 (조사량 <1

dpa)

‘08

⋅방사선조사 Fe-합 미세구조 거동 측 산모사

-반응속도이론 용 극미세 조사결함 형성 모델링 /

조사결함 성장에 미치는 미세조직 인자의 향 평가

-분자동력학 이용 페라이트강 경화량 평가

⋅조사결함 분석기술 개선 정 분석기법 확립

- 성자 조사 TEM 시편 취 용 연구시설 구축

-방사선 조사 (이온, 성자 등)압력용기강 조사결함

특성분석 (PA,DOB,BN)

⋅스테인 스강 모사

다원계 모델합

(Fe-Ni,Fe-Cr)

⋅조사결함 분석 상

시편 -조사량

조사율 변수

‘09

⋅방사선 조사 Fe-base합 의 기계 물성변화 측

코드 개발

-페라이트 합 조사취화 기구규명 조사경화

측모델 개발 (multiscale모델 통합)

⋅조사결함분석 신기술 이용 조사손상 기구 규명

-조사재 취 용 TEM 시편 가공/제작실 완성

성자 조사 시편 생산

-분석기술 이용 압력용기강 성자 조사 시편

조사결함 분포 정량화

⋅조사경화 취화

코드개발 상재료:

페라이트 합

⋅조사결함분석 상

시편 -온도에 의한

결함 회복 상 찰

‘10

⋅고방사선 조사재료의 물성변화 측 산코드 개발

-가동원 압력용기강의 조사열화량 (항복강도

취화량) 측모델 구축

-고방사선 조사재료의 기계 특성 평가 시험법

산모사

⋅조사결함과 재료열화 상 상 계 정립

-미세조직 변화에 따른 조사결함 입계편석 측정

-FE-TEM 이용 입계 조사유기 편석 상 분석

⋅가동원 RPV

감시자료 비교분석

⋅이온조사 온간압연

SS304강의 TEM분석

‘11

⋅원 재료 조사열화 측 통합코드 구축

-경수로 압력용기강 조사열화 측 다 스 일 산

코드 구축

-미래형 원 재료 미소시편 변형 산모사

⋅조사열화 정량평가 분석기술 정립

-조사재 물성과 양 자 계측결과 상 계 수립

-FE-TEM 이용,변형에 의한 결함거동 분석시험

⋅한국형 압력용기강

조사취화 모델

⋅조사결함 거동 찰

종류·크기별 경화

기여도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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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개발결과 

1. 원자력재료 조사효과 측 다 스 일 코드 개발

성자 조사에 의한 원자력 구조재료의 기계 특성 변화는 실험 인 방법으로 규명

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산모사 기법을 이용하여 재료열화를 측하는 안 인

방법이 시도되고 있다. 1단계 연구에서 조사결함의 생성과 성장을 모사하는데 반응속도

이론 기반 산코드를 개발하 고, 기계 성질 측을 한 기반 산모델 개발, 그

리고 원자로 압력 용기강의 조사경화를 측하기 한 로그램 개발을 수행하 다. 2 

단계에서는 이러한 개별 코드를 결합하여 한국형 가동원 의 조사열화(항복강도 연성

취성 천이온도) 정도를 측하는데 을 두었다.

한 개발된 산모사 기법을 응용하여 미래형 원 재료의 기반이 되는 Fe-Cr 모델

합 의 조사특성을 평가‧ 측하는데 활용하 다. 이온 조사 후 경도 증가의 원인이 되는

Cr 원자의 클러스터 형성을 몬테카를로 기법으로 측하는 코드를 개발하 고, 이를 뒷

받침하는 실험을 통하여 코드의 유효성을 입증하 다. 경도 측정값을 기반으로 유한요소

법을 활용하여 재료의 항복강도 변화를 측하는 산기법도 개발하 다. 이론 인 모델

을 기반으로 산코드 개발에 그치지 않고 개발코드의 신뢰성 향상을 하여 검증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 다. 이 연구에서 생산된 결과는 IAEA 국제공동연구를 통하여 발표되

었으며 2012년 기술보고서에 수록될 정이다.

 2. 조사결함 분석 신기술 정립 열화 평가

방사선 조사에 의한 재료결함은 원자단 에서부터 시작하여 거시 인 형태의 조직으

로 발 하게 되는데 기단계의 결함은 평가· 측하는데 상당한 기술이 필요하다. 조사손

상 연구의 국제 인 경향은 첨단 분석 장비의 구축이 연구의 수 을 결정한다. 본 연구

에서 조사결함의 분석을 효율 으로 수행하기 하여 주요한 다양한 장치를 구비하 다. 

1단계에 계 방사형 자 미경과 양 자 소멸 자의 운동량 측정 장치가 그것이다. 

실험 상의 속 재료를 이온 조사 후 재료 내부의 결함을 해석하는 두 장치를 이용

하 다. 이온조사 특성상 결함이 재료 내부에 국소 으로 분포되어 있기에 이를 찰하

기 해서는 시편 비 과정에서 세심한 기술이 필요하다. 집속 이온빔 장치를 이용하여

마이크로 크기의 미세한 시편을 제조하는 기술을 확립하 고, 이를 구축한 계 방사형

자 미경을 사용하여 그 특성을 찰할 수 있었다. 방사선 조사에 의하여 생성된 공

공 결함의 특성 농도를 조사하기 하여, 디지털 양 자 소멸수명 측정 장치와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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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도 러 로드닝 장치를 구축하여, 조사재 결함 분석 이외 외부로부터 요청된 다양

한 재료 (실리콘, 신합 재료, 폴리머 등) 분석에 재 활용되고 있다. 

원자 단 의 결함 성분을 분석할 수 있는 장치가 재 국내에 설치되어 있다. 원자

탐침 (AP, Atom Probe)이라는 장치로 본 연구 2단계에서 처음으로 사용했다. 미래형 재

료의 근간이 되는 Fe-Cr 모델함 의 조사특성을 평가하는데 산모사 방법으로 그 미세

구조를 측하 고, 그 결과를 검증하는데 AP를 사용하 다. 이온 조사 모델합 의 손상

부분을 정 하게 가공하여 AP로 원자 단 의 성분 분포를 분석하 다. AP 분석을 통하

여 이온 조사후 경화를 유발하는 인자는 Cr 원자의 클러스터라는 것을 확인하 으며, 몬

테카를로 산모사 방법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원자력기술개발사업으로 구축한 장

치 분석 신기술은 조사손상 연구 이외에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으며, 이를 기반

으로 원자력 재료 안 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V.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1. 원자력재료 조사효과 측 다 스 일 코드 개발

재료의 조사효과를 이론 으로 측하는데 다양한 산모사 방법을 이용하 다. 원자

단 의 결함 거동은 분자동력학, 미세조직의 형성 거동은 몬테카를로 반응속도 이

론의 모델링, 기계 성질 변화 측은 동력학 기법을 이용하여 개별 코드를 구축하

다. 이를 통합하여 재 구축된 다 스 일 산코드를 이용하여 성자 조사 압력용

기강의 조사특성(항복강도 연성취성 천이온도 변화량)을 측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구축된 산모사 기술은 고선량 내부구조물의 조사특성을 측하는데 활용이 가

능하다. 장기가동 원 에서 재료와 련 주요 이슈는 재 내부 구조물 재료에 을

맞추고 있다. 한 미래형 원자력 시스템에 사용될 구조재료는 가동 경수로 운 조

건에 비하여 환경이 가혹하다. 500
o
C 이상의 운 온도 이외 고에 지 성자에 노출되기

에 (> ~50 dpa) 이를 실험 인 방법으로 검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를 측 평가

하는데 있어 기 구축된 다 스 일 산코드가 활용될 수 있다.

재 본 연구 수행 기간 EU FP7 로그램 가운데 하나인 PERFORM60의 사용자

그룹으로 KAERI가 가입하 다. 원자력재료의 조사효과 측 산모사 로그램으로서

EU 회원국 소속의 연구기 에서 추진 에 있는데, 사용자 그룹은 PERFORM60에서 생

산된 산코드를 사용할 수 있는 가로 검증할 수 있는 실험 데이터를 제공하기로 되어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수립한 한국형 압력용기강 조사열화 측 산코드를 소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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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60 결과물과 비교할 정이다. 산 재료 분야의 문가 수가 부족한 상황에

서 이러한 로그램에 가입하여 선진 기술을 입수하는데 을 두고 있다.

2. 조사결함 분석 신기술 정립 열화 평가

나노 사이즈 이하의 조사결함을 분석하는 기술을 습득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

요하다. 조사재의 미세구조 특성을 규명하는 연구는 재료의 이온조사 시험, 집속이온빔

이온 러를 이용한 시편제작, 그리고 TEM 찰 이미지 분석 등의 일련의 업무를

포함한다. 압력용기강의 조사결함을 찰하는데 주로 분석기술을 활용했는데, 여기서 습

득한 기술은 이온조사 속재료에 활용이 가능하다. 2단계 연구에서 습득한 원자탐침 분

석기술은 시편 비과정이 TEM 작업과 유사하여 그 기술을 바로 활용할 수 있었다. 

한 고방사선 환경에 노출된 미래형 원 구조재료의 거동을 조사하는데 본 연구에서 습

득한 기술을 이용할 수 있다. 

조사결함 가운데 공공 결함 측정에 민감한 양 자 소멸 분 법은 속재의 조사결함

분석 이외 반도체 폴리머 등의 재료 특성 분석에 많이 응용되고 있다. 원 격납용기

내 력 이블 주재료인 폴리머에 한 조사특성 규명, 반도체 재료인 실리콘 특수

개발 합 의 공공결함 특성을 평가하는데 구축된 양 자소멸장치가 활용되고 있다. 본

장치를 사용하는데 방사선 소스를 취 해야 하기에 방사선 안 시설이 구축된 KAERI에

서 독 으로 기술 지원을 하고 있다. 구축 장치의 활용도와 성능을 높이기 하기 장

치 구축에 조를 받은 일본 동북 학교와 지속 인 교류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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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 Project Title

Development of prediction and analysis technology for radiation damage in 

nuclear materials

II. Objectives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Damage to nuclear materials is accelerated due to the long term irradiation in 

nuclear power plants. Unlike the general degradation and failure of materials, 

state-of-the-art technology and equipment are required to evaluate the integrity of 

nuclear materials. Major degradation phenomena related to radiation damage include 

embrittlement of reactor pressure vessel (RPV) steels, irradiation-assisted stress 

corrosion cracking and swelling of reactor internals, and irradiation embrittlement of 

pressure tube. Especially the degree of reactor pressure vessel embrittlement is an 

important factor which affects the determination of the lifetime of nuclear power 

plant. Therefore, the RPV surveillance programs are underway for all nuclear power 

reactors, which is enforced by regulations. In addition, accelerated rate of 

degradation of reactor internals would cause the interruption of normal operation of 

power plants. Accordingly, it is required to develop the proactive technology against 

materials degradation.  

The research of next-generation nuclear systems are underway worldwide, 

including high-temperature gas-cooled reactor, fast breeder reactor, nuclear fusion 

system, etc. The operating conditions of those systems are much more severe 

rather than those for the currently operating light water reactors (LWR), it is 

required to develop a novel technology for assessing the integrity of nuclear 

materials in such severe conditions as high temperature and high dose. The precise 

prediction of the materials behavior under intense irradiation is important in the 

fields of materials development and future nuclear industry. In investigating the 

behavior of nuclear materials, the analytical approach based on experiment is applied 

as well as the computational methods based on the scientific theory. It is worth 

while to take two methods in extending the lifetime of operating LWRs and realizing 

the next-generation nuclear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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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Research items Scope

‘07

∙ Multiscale modeling for predicting irradiation 

embrittlement of ferritic model alloys

  -Primary damage simulation of ferritic steels under 

currently operating reactor conditions

  -Dislocation dynamics simulation of ferritic steels as  

a function of temperature

∙ Introduction of novel techniques for defect analysis 

and improvement of evaluation technique

  -classification of neutron-irradiated RPV steels 

  -Characteristic evaluation of non-irradiated steels 

using defect analysis techniques (TEM, PAS)

⋅Binary model 

alloys (Fe-Cu, 

Fe-Cr)

⋅Irradiated samples 

for electronic 

microscopy (less 

than ~1dpa)

‘08

∙ Computer simulation of microstructural evolution of 

Fe-based alloys

  -Modeling for irradiation-induced microstructure 

based on the reaction rate theory

  -Evaluation of radiation hardening using molecular 

dynamics methods

∙ Improvement of analysis technology for 

radiation-induced defects

  -Setup of experimental laboratory for handling the 

neutron-irradiated samples

  -Evaluation of radiation defects of RPV steels using 

PAS

⋅Binary model 

alloys for 

simulating SS  

(Fe-Ni, Fe-Cr)

⋅Irradiated samples 

doe analysis as a 

function of dose 

and dose rate

III.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In simulating the effects of radiation on nuclear materials, we performed the 

ion-irradiation test on the samples as an alternative to the neutron irradiation. The 

materials of interest include stainless steels and Fe-Cr model alloys. Emphasis is 

placed on the understanding of the damage mechanism. In the 1st step of this 

research, we developed a method for manufacturing the TEM samples. In the stage 

of sample preparation,  new techniques are included such as focused-ion beam 

(FIB) and ion-miller. Besides, we performed the nano-indentation test for obtaining 

the changes in mechanical properties.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computer simulation technique in the 1st stage, we 

have improved the methods, called the multiscale modeling, which is actively 

underway in many countries. Because of the shortage of experts and appropriate 

technology, we depend on the international cooperated research to learn the 

advanced information. Based on this fact, we have focused on the following research 

items for the second 2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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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 Code development for predicting mechanical property 

changes in irradiated Fe-based alloys

  -Development of computer code for predicting 

radiation hardening of ferritic steels (Integration of 

multiscale codes)

∙ Understanding of radiation damage mechanism using 

novel techniques for defect analysis

  -Processing of neutron-irradiated samples

  -Quantification of defect distribution of 

neutron-irradiated RPV steels using analytical 

techniques

⋅Target materials 

for analysis : 

ferritic steels

⋅Observation of 

defect annealing 

according to 

temperature

‘10

∙ Development of computer simulation code for 

predicting property changes in high-dose materials

  -Predictive model for changes in irradiation 

embrittlement of operating RPV steels

  -Computer simulation of estimating the mechanical 

properties of high-dose materials

∙ Correlation between radiation-induced defects and 

corresponding degradation mechanism

  -Measurement of radiation-induced segregation 

(RIS)  depending on microstructural evolution

  -Characterization of RIS using FE-TEM

⋅RPV steels 

surveillance data

⋅TEM analysis of 

ion-irradiated 

SS300 series

‘11

∙ Integrated simulation codes for predicting irradiation 

degradation of nuclear materials

  -Multiscale computer codes for predicting the 

embrittlement of LWR RPV steels

  -Simulation of deformation of small-size samples of 

next generation nuclear materials

∙ Quantitative analysis of irradiation degradation and 

improvement of analytical techniques

  -Correlation between PAS data and materials 

properties 

  -Analysis of defect behaviors under deformation 

using FE-TEM

⋅Irradiation 

embrittlement 

model for Korean 

RPV steels

⋅Observation of 

defects and their 

contribution to 

radiation harde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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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Results of the Project 

1. Multiscale code development for predicting radiation effects on 

materials

Evaluation of property changes in irradiated materials through experimentation is 

limited, especially for neutron irradiation. Computer simulations are developed as an 

alternative way to analyze the behavior of irradiation-induced defects and to 

evaluate the degradation of irradiated materials. In the first stage, we developed 

several simulation codes which include the computation code based on the reaction 

rate theory, dislocation dynamics code, and semi-empirical model for estimating 

irradiation-induced hardening of  RPV steels. Emphasis is placed on the integration 

of the individual codes developed previously in the second stage. 

We evaluate and predict the characteristics of Fe-Cr model alloys after ion 

irradiation using the simulation techniques. Monte Carlo methods are applied in the 

identification of the hardening factor, which is the form of Cr atom clusters. This 

calculation result was verified by the experiment. We also develop the techniques 

for the prediction of the tensile properties of irradiated alloys by combining the 

finite element numerical methods and nano-indentation tests. Much efforts have 

been made to prove the calculation results by comparing the experimental data. 

Findings from the Fe-Cr model alloy study will be published in the IAEA technical 

documentation in 2012.

2. Development of novel technique for analyzing radiation defects 

Radiation-induced defects start from atomic disorder and develop into the 

full-fledged type microstructure. High degree of precision and technique is 

necessary for the investigation of defects in the atomic scale. In the first stage, the 

following analytical equipments were acquired in order to perform the research 

effectively, which include field-emission electron microscope and positron 

annihilation Doppler broadening measurement. Since most of the experimental 

samples are alloys which are irradiated by high-energy ions, radiation-induced 

defects are locally distributed inside the material. Special cautions are needed to 

investigate their microstructure in the process of sample preparation. We succeeded 

in manufacturing the micro-sized samples by using the focused-ion beam (FIB) and 

ion miller equipments. Microstructures of these specimens were investigated by the 

FE-TEM. In addition, positron annihilation measurement systems, including dig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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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itron annihilation lifetime spectroscopy (PALS) and coincidence Doppler 

broadening spectroscopy (CDBS), are prepared in order to look into the 

open-volume type defects due to irradiation. It is possible to detect the types of 

defect and to measure its density. The PALS system is applied in many scientific 

areas these days, which include electronic materials, polymers and steels.

State-of-the-art equipment, which is able to analyze the individual atoms, is 

under operation in Korea. In the second stage of the program, we used the atom 

probe (AP) and analyzed the Fe-Cr model alloys irradiated by ions. After 

ion-irradiation of Fe-Cr alloys, the hardness of the alloys increases with irradiation 

dose. From the computer simulation based on the Monte Carlo method, the 

formation of Cr atom clusters was expected, which was also verified by the AP 

analysis. Analytical equipments and novel techniques, which were established from 

the national nuclear research programs, are applied in many fields as well as the 

characterization of radiation defects on nuclear materials. They are believed to make 

contribution to the enhancement of nuclear reactor safety.   

V. Application Plans of the R&D Results

1. Multiscale code development for predicting radiation effects on 

materials

Various computational methods are used in theoretically predicting the radiation 

effects on materials. Individual codes were developed to describe the materials 

behaviors depending on the scales, which include the molecular dynamics for atomic 

level, Monte Carlo methods for microstructure, and the dislocation dynamics for 

mechanical properties. The combination of these methods enables us to predict the 

amount of radiation embrittlement of RPV steels. The simulation techniques, which 

were obtained from this research, are applicable to the assessment of materials 

integrity for LWR internals in high-dose irradiation conditions. The operating 

conditions for next generation nuclear systems are much more severe as compared 

to those for LWRs. It is impossible to evaluate the materials behavior in such 

conditions as high temperature (> 500oC) and high neutron dose (>~50 dpa) in an 

experimental way. In this case, the simulation techniques are useful to evaluate the 

materials behavior.

During the second stage of the program, KAERI participated in the EU FP7 

program, called PERFORM60, as a member of the user group. Only institutes wh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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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long to EU can become regular members for PERFORM60. KAERI, as a member 

of user group, is supposed to provide the experimental data which can be employed 

for the verification of the simulation codes. In return, KAERI　has the authority to 

use the simulation codes developed in the PERFORM60 programs. In such situations 

such as shortage of experts and skills, KAERI　 will continue to participate in the 

cooperative program as well as carry out the simulation work.

2. Development of novel technique for analyzing radiation defects 

Lots of time and efforts are required to acquire the skills for the analysis of 

nano-size defects created by irradiation. The research linked to the analysis of 

radiation defects includes irradiation test, specimen preparation using FIB machine, 

electronic microscopy and its image analysis. Since the sample preparation process 

in the TEM work is similar to that in the atom probe analysis, we could save time 

and cost effectively in the second stage of research program. We have focused on 

the evaluation of RPV steels as a target materials, which can be applicable to that 

of other metal alloys. The techniques from this project can be applied to investigate 

the behavior of future reactor materials which are assumed to work under complex 

environments such as high radiation and temperature. 

Positron annihilation spectroscopy (PAS) is very efficient to quantitatively 

measure and detect the open-volume inside the materials. Besides the analysis of 

irradiated materials, for example, the RPV steels irradiated by ions, this system is 

applied in various areas which include the characterization of polymers (electric 

cables) after gamma irradiation, and microstructural features of newly developed 

alloys and silicon wafer. Since this equipment needs to handle the radioactive source 

of Na22, KAERI exclusively support PAS service to the domestic research and 

academic institutes. In order to operate the PAS system in a good condition, KAERI　

keeps the relationship with Tohoku Univ.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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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제 1 연구개발의 목 필요성

국내 원자력발 소는 재 기 생산량의 34% 이상을 공 하고 있으며, 건설 인 신

형 원 까지 고려하게 될 경우, 2030년에는 체 력 공 량의 60% 이상을 담당할

정이다. 우리나라의 원 기술은 연구용 원자로 상용 원자력발 소를 수출할 수 있는

수 의 원 설계 기기 제작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원 수출국의 상에 걸맞은 원

자력 련 시설 리기술도 확보되어 있다. 그러나 가동 원 의 안정 인 장기운 을

한 구조재료의 손상 평가 측, 더 나아가 차세 원자력시스템 (고속로, 고온가스로, 

소형 원자로 핵융합로)의 재료 손상 평가에 한 기술력은 아직까지 미진한 상황이

다. 방사선을 포함하는 원 환경에서 재료의 건 성을 평가‧ 측하고, 한 재료 설계

에 필요한 재료 물성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련된 기본 인 라 구축이 매우 시 한 실정

이다. 본 연구개발과제는 방사선 조사에 의한 원 재료의 열화 상을 평가‧ 측 하는데

이론 인 방법과 실험 인 방법으로 근한다. 나노 크기의 조사결함을 효과 으로 분석

할 수 있는 장비 기술을 개발하고, 그 조사결함의 형성에 따른 재료의 물성변화를

측 평가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그 목 을 두고 있다. 

원 구조재료의 조사손상 측 분석과 련된 주요 핵심 기술이 해외에 주로 의

존해 왔다. 과거에는 축 된 독자 기술이 부족하여 해외에서 생산된 기술 자료를 받

아들이는 수 이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독자 인 기술을 확보하기 하여 본 연

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시에 본 연구를 시작하지 않았다면 원자력 부품들의 장기 인

건 성을 보증할 근거가 부족하게 되며, 발생 가능한 재료 열화 문제를 시에 처할

능력이 부족할 수 있다. 이를 극복하기 해서 원 재료의 방사선 조사 환경에서 손상

측 측정, 분석 기술의 개발과 인 라 구축에 을 두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확보

된 결과들은 용 경, 수로 원 기기들의 수명 측과 손상 처에 이용 가능하며, 다양

한 미래형 원자력시스템 재료설계, 검증 건 성 측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한 조

사효과에 한 비 괴 평가기술과 조사결함에 한 나노분석기술이 확보될 경우, NT 

산업과 연계되어 경제 효과도 있을 수 있다. 

원자력 산업의 신뢰를 하시키는 요한 원인들은 원 부품재료의 노후와 고장

손 등과 한 련이 있다. 특히 방사선 조사에 의한 재료손상은 사회 으로 효

과가 클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야에서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국가 인 연구가 필요하

다. 특히 방사선을 직 취 하는데 수반되는 안 성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이론 인

방법을 도입하여 경제 이고 효율 인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과제를 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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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구축된 기술과 시설 들은 원자력 분야의 안 신뢰 수 의 향상시키고 학 산업

체, 련 연구기 등의 연구를 활성화시키며, 원자력의 효과 이용을 확 하는데 요

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 된다.

제 2 연구개발의 범

본 연구과제 총 연구기간 수행한 연구개발 내용은 크게 두 개로 요약할 수 있다. 

원 재료의 조사특성을 측하는 산모사 기술과 극미세 조사결함의 분석기술이 그것이

다. 그리고 이 두 기술을 결합하여 미래형 재료(Fe-Cr 모델합 )의 특성을 평가한 연구

내용을 본 보고서에 포함하 다. 이는 지난 3년간 IAEA CRP 력연구로 수행한 결과로

서 2012년 기술보고서에 포함될 것이다.

- 원자력재료 조사효과 측 다 스 일 산코드 개발

  ~ 가동원 압력용기강 조사열화 다 스 일 측모델

  ~ 고방사선 조사재 기계 특성평가 시험법 미소시편 변형 산모사

  ~ 구조재료 기결함 산 모델링 조사유기 응력부식기구 모델 고찰

- 조사결함 분석 신기술 정립 열화 평가

  ~ FE-TEM 이용, 조사유기 편석 결함거동 분석

  ~ 온도변화에 따른 조사결함 소멸 측정 물성변화 평가 (PAS) 

  ~ 원자 탐침 기술 활용, 조사재 미세구조 분석

- 산모사 기법 분석기술 활용, Fe-Cr 모델합 조사특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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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황

제 1 국내 기술개발 황

1. 원자력재료 조사효과 측 다 스 일 코드 개발

이론 인 방법을 이용한 조사효과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2004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원

자력재료의 조사효과 측 다 스 일 코드개발이 주요 목표이다. 조사손상 모델링 가

장 기본이 되는 분자동력학 (MD) 산모사의 경우, 방사선 입자와 상재료 구성 원자

간의 충돌 상을 모사하는데 재 다원계 합 을 표 할 수 있는 원자 포텐셜이 국내 기

(KIST POSTECH)에서 개발 에 있다. 개발 포텐셜은 철강 재료에 범용 으로 활

용할 수 있고, 조사결함의 확산계수 각종 활성화 에 지 계산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원자력 분야에 직 용을 해서는 해당 재료의 포텐셜을 MD 코드에 삽입하여 기손

상에 한 산모사가 필요하며, 이에 한 연구가 원자력연구원에서 진행되었다. 분자동

력학보다도 더욱 정 하게 재료의 기본 물성을 계산할 수 있는 제일원리 계산 방법의 경

우, 국내 학 연구기 에서 다양한 재료에 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일부 원자력

련 학 등에서는 제일원리 계산을 이용하여 핵연료 원 구조 재료 분야의 기 자

료를 생산하는데 용하고 있다. 

조사결함에 의한 원 재료의 물성 변화를 측하기 해서는 다 스 일 모델링이 필

요한데, 이에 한 연구는 국내에서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주로 수행하고 있다. 원자 단

조사결함 생성 미세구조 형성을 모사하는 기법과 생성 미세구조에 의한 재료물성 변

화를 측할 수 있는 거시 재료거동 모사 기법을 개발하 다. 시간 공간 스 일에

해당되는 개별 산모사 기술은 구축이 된 상태로서, 이를 결합하여 하나의 다 스 일

모델의 구축은 재 진행 에 있다. 지난 5년 연구 기간 개발된 개별 모델을 종합하

여 한국형 원 압력용기강의 조사열화(항복강도 연성취성 이온도 변화)를 측할

구 있는 다 스 일 모델이 구축되었다.

2. 조사결함 분석 신기술 정립 열화 평가

일반 인 재료의 미세구조는 투과 자 미경을 통하여 찰이 용이한 편이나 원 구

조재료 표 인 압력용기강의 경우, 자성을 띤 ferrite 재료로 고배율로 조사결함을

찰하기 어렵다. 일반 인 시편 제작 기술로는 시편 크기에 따른 자성 효과를 없앨 수

가 없으며, 한 이온 조사와 같은 좁은 범 에서 생기는 조사손상에 해서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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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편 제조기술이 재 미비한 상황이다. HVEM의 경우, 일반 인 조사 결함 찰 용도로

사용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 하지만 HVEM의 자 조사 기능을 이용하여 조사

결함을 실시간으로 생성하고 찰하는 데에는, 한정된 시간으로 인하여 개인 사용자에

한 시간 배분이 부족한 편이다. 한국기 과학연구원에 설치된 HVEM을 이용하여 조사

결함의 거동을 실시간 찰하는데 성공하 다. 특히 고에 지 자가 조사되는 환경에서

결함 의 이동을 찰할 수 있었다. 2009년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조사시편 찰

용으로 계방사형 자 미경 (FE-TEM)이 설치되었다. 기존의 TEM에 비하여 고분해

능이 가능하기에 십 수 나노 크기의 결함을 찰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원자력연구원에서 양 자소멸 측정 장치를 운 한 지 약 10년이 되었다. 재료내 공공

결함을 측정하는데 우수한 장치로서 방사선 소스를 취 해야 하기에 연구원에서 방사선

리구역에서 운 되고 있다. 기에 설치한 장치가 많이 개선된 상태로 양 자 소멸수

명 이외 소멸 감마선 에 지를 측정할 수 있는 동시측정 도 러 장치가 재 설치되어

있다. 이 장치는 조사결함 측정에 그치지 않고 국내 타 기술 분야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 

반도체 재료인 실리콘, 선 이블 재료인 폴리머 그리고 신합 재료 등의 공공

분석에 활용되고 있다. 한남 학교 물리학과에서도 양 자 소멸장치가 이용되고 있으

며, 주로 의료용 재료에 한 분석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제 2 국외 기술개발 황

1. 원자력재료 조사효과 측 다 스 일 코드 개발

조사효과 측 산모사 연구는 재 EU 소속 연구기 을 심으로 국제 공동연구

로그램 PERFORM60 (Prediction of Effects of Radiation for Reactor Pressure 

Vessel and In-core Materials using Multiscale Modeling – 60 years foreseen plant 

lifetime)이 활발히 진행 이다. 이 로그램은 2009년 랑스 력회사 EdF를 주 으

로 시작된 연구 로그램으로서, 재 EU 소속 12개국 20여개 이상의 산·학·연 기 이

참여하고 있으며 원자력재료 조사효과 산모사와 련된 국제 공동연구 로그램 가운

데 규모가 가장 크다. 원자력 재료의 손상기구를 이해하고 이를 산모사 기법으로 모델

링하여 재료 열화를 정량 으로 측하는 것이 이 로그램의 목 가운데 하나이다. 이

기법을 가동원 에 용하여 60년 이상의 발 소 수명 연장 시 부품 시스템의 건 성

평가에 응용하는 것을 최종 목 으로 한다. PERFORM60의 연구 주제는 원자로 압력용

기 원자로 내부구조물 조사효과를 포함 한다. 성자 조사에 의한 원자로 구조재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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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성질 부식 특성의 변화를 측하기 한 모델을 수립하는데, 기본 인 재료의

자구조 계산에서부터 분자동력학, 몬테카를로, 반응속도 이론, 동력학, crystal 

plasticity, 유한요소법에 이르는 모든 수치해석 기법을 포 하고 있으며, 각 코드 간

의 유기 결합에 을 두고 있다. 

원자력재료의 조사효과 산모사 분석 연구 로그램으로서 2008년 IAEA CRP 

SMoRE (accelerator Simulation and theoretical Modeling Of Radiation Effects)가 조

직되었다. KAERI는 2009년 ‘Computational and Experimental Approach to Radiation 

Effects on Fe-Cr Model Alloys’ 의 연구 주제를 갖고 정식으로 가입하 다. 이 로그

램의 목 은 고온․고방사선 환경에 노출된 미래형 원 재료의 조사효과를 효과 으로

측하기 하여 가속기를 이용한 최소한의 실험과 물리 이론에 바탕을 둔 산코드를

개발하는 것이다. IAEA 회원국 15개국 ( 국, 인도 등 포함) 18개 기 이 참여하고 있

으며, 2012년 3월 종료할 정이다. 

2. 조사결함 분석 신기술 정립 열화 평가

 

원 선진국의 국립연구소는 원자력 재료 연구를 하여 방사성물질 차폐시

설을 구축하여 안정 이며 조직 으로 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미국 국립연구소

ORNL는 조사재의 투과 자 미경 분석기술을 개발하 으며, 방사성시료의 제작방법

자성체 시료의 분석 방법에 해서 상당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투과 자 미경을 이

용한 조사결함 도 측정과 루 등의 크기별 분석기술법 등은 국 옥스포드 학

이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기반기술을 개발하 다. 하지만, 분석에 소요

되는 시간이 매우 길고, 압력용기강의 자성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우며, 시편 별로 조사

결함의 분포에 변화량이 크기 때문에 재까지도 조사결함에 한 완벽한 분석은 어려운

상태이다. 한 조사량에 따른 조사결함 도 측정은 시편별로 측정 편차가 크기 때문에

분석 오차를 이는 것이 필요하며, 다른 분석법을 통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다. 양 자

소멸의 이용한 미세구조 연구는 세계 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반도체

폴리머 등과 같은 산업체에서도 양 자 계측장치를 이용하고 있다. 

원자로 압력용기의 조사취화 연구는 30여 년 부터 미국 NRC를 심으로 다양한 연

구 교육기 이 참여하여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문가 모임 가운데 1980년 반

IGRDM (International Group on Radiation Damage Mechanisms)이 조직되어 압력용기

강 조사취화 연구를 수행하여 오고 있다. 재는 세계 련 연구기 (EU, 일본, 미국, 

한국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압력용기의 수명을 측하는 조사취화 모델 조사재 정

분석 기법 (SANS, PAS, TEM 등)개발 등 다양한 주제로 압력용기간의 조사거동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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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고 있다. 특히 정 분석 장치의 하나인 원자 탐침(Atom Probe, AP)를 이용한 연구

가 국제 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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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결과

제 1 원자력재료 조사효과 측코드 개발

1.가동원 압력용기강 조사열화 측 모델 개발 분석

재 국내에서 쓰이고 있는 가동원 의 압력용기강 재료는 합 강(low alloysteel)

으로,원 가동에 의한 성자 조사로 인하여 재료 내부에 조사결함이 발생하게 된다.

생성된 조사 결함은 재료의 괴인성을 떨어뜨려 원 의 구조 안정성을 낮추게 되며,

이는 원 가동 능력의 감소와 더불어 비상상황인 가압열충격시 압력용기강의 괴를 불

러 올 수 있기 때문에 험하다 [1-6]. 성자 조사에 따른 기계 강도의 변화는 감시시

험을 통하여 정량 으로 평가하며,이는 원자로의 안정된 가동을 한 기본 인 자료로

사용된다.실험 인 방법과 경험식에 기반을 두는 규제 분야와 달리,조사결함 발생기구

열화 기구에 해서는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밝 져 있지 않으며,계속 인 연구가 진

행 에 있다.재료에 성자를 조사한 후 분석하는 실험 인 방법의 경우,이에 수반하

는 실험 비용이 매우 크고,재료의 방사화로 인한 안 문제가 있으며,조사결함의 특성

상 원자 수 의 결함에 한 정량 인 분석 방법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연구 수행이 어렵

다.따라서 산 모사를 이용하여 조사에 따른 조사결함의 거동을 분석하고 재료의 성능

하를 평가하는 안 인 방법이 계속 으로 시도 용되고 있다.

본 연구 분야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나 어 압력용기강 재료의 조사열화 측모델을

구축하고 분석하 다.첫째로,압력용기강 재료에서 발생하는 조사결함의 시간에 따른 분

포 변화 성장 거동을 확인하기 하기 하여 이에 련된 KMC코드를 용하고,이후

부족한 부분을 개발하여 그 결과를 기술하 다.둘째로,실제 가동원 의 감시시험에서

얻어진 압력용기강 재료의 기계 특성에 하여 이론 통계 분석을 통하여 조사

에 따른 기계 성질의 변화 양상을 분석하 다.셋째로,다 스 일 산모사를 통하여

압력용기강 재료의 조사에 따른 항복강도 변화를 계산하고,경험식을 통하여 재료의 TTS

변화량 측을 시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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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조사결함 성장 모사용 산코드 응용 개발

조사결함의 생성을 모사하기 해서는 원자 스 일의 시간과 공간에 한 산모사가

필요로 하며,특히 cascade 산모사에 해서는 원자 퍼텐셜을 이용한 Molecular

Dynamics(MD)기법을 응용하는 것이 효과 이다.MD를 통하여 자,이온,그리고

성자 등의 조사에 따른 vacancy(V) self-interstitialatom(SIA)의 생성과 소멸 거동을

연속 으로 찰할 수 있으며,반복 인 산모사를 통하여 그 조사결함의 분포를 얻을

수 있다.하지만,실제 재료의 경우,조사결함은 짧은 시간에 걸쳐서 완료되는 것이 아니

라,장시간에 걸쳐 연속 으로 발생하게 되며,이를 해서는 실제 실험 수 의 긴 시간

을 모사할 수 있는 특화된 산모사 방법이 필요하게 된다.KineticMonteCarlo(KMC)

산모사는 이와 같은 경우를 하여 개발된 methodology로써,계 내의 모든 결함의 거

동에 한 속도(rate)를 계산하고,발생할 수 있는 사건의 모든 목록을 만든 후,random

하게 사건을 선택하여 수행함으로써,계에서의 시간의 진행과 결함의 거동을 동시에 추

하는 기법이다.이 방법을 통하여 MD로서는 달성하기 어려운 장시간,즉 수 에서 수십

년에 걸친 조사결함의 거동을 모사할 수 있다. 재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2007년

2008년 과제를 통하여 BIGMAC코드를 이용하여 Fe-baselow alloysteel에 한 조사결

함의 성장 거동을 확인하 으며,2009년 연구를 통하여 기존에 사용된 코드에 비하여 다

양한 조건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KMC코드를 개발하여 용하 다.

(1) 기손상 조건에 따른 압력용기강의 결함거동 정량화

Fe-baselow alloysteel의 경우,조사에 의하여 주로 발생하는 조사결함은 기지상인

ferrite에서의 SIA cluster의 발생으로 알려져 있다.본 연구에서는 기지상인 ferrite를

pureFe로 가정하 을 때,온도 조사 조건에 따른 조사결함의 성장에 하여 분석하

여 보았으며,특히 미세구조 내의 결함 분포 변화에 미치는 주요 인자에 해서 분석하

다.본 연구에서 사용한 modelparameter는 Caturla[7]가 2000년에 발표한 연구논문을

기반으로 작성된 것을 사용하 다.원자로에서 발생하는 성자 cascade반응을 산모사

하기 하여 20keVcascade를 0.001dpa/s의 doserate로 1s동안 조사하 으며,이때

온도에 따른 결함 축 거동의 변화를 확인하 다.

그림 3.1.1-1은 온도에 따른 조사결함의 축 거동을 거시 으로 보여주는 그림이다.

298K에서, 산모사 공간에 주로 으로 나타나는 조사결함이 V Vcluster이다.이는

V의 확산 분해의 활성화 에 지가 커서,온도가 낮아질수록 확산속도 분해속도가

격히 낮아지기 때문에 산모사 공간 내에 축 이 쉽게 일어나기 때문이다. 산모사

공간의 온도가 563K로 높아지는 경우,V Vcluster도 쉽게 확산하여 계면을 빠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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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되고,결함의 축 이 격히 감소하여 체 인 결함농도가 격히 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이때 잔존하는 조사결함은 주로 immobile한 SIAcluster로 확인되었다.

그림 3.1.1-2는 온도에 따른 조사결함의 축 거동을 V와 SIA로 나 어 정량 으로 비

교한 그림이다.V의 경우,온도가 낮을 때는 V의 확산속도가 낮아 mono-sizeV(V1)의 축

이 쉽게 일어나고,온도가 높을 때는 확산속도가 높아 표면을 통하여 V가 제거되기 때

문에 V의 농도는 격히 감소함을 알 수 있다.V의 확산으로 인하여 상호 반응하여 V

cluster가 형성되게 되므로,가장 높은 농도를 보이는 V cluster의 크기는 온도의 증가에

따라 조 씩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하지만,온도가 563K까지 올라갈 경우에는 높은

확산속도와 분해속도로 산모사 공간에 남아 있는 V Vcluster가 거의 존재하지 않

게 된다.SIA의 경우,V와는 다른 온도에 따른 축 거동을 보인다.298K에서 산 모사

실험 결과와 563K의 결과를 비교해 볼 때,온도가 높아질수록 그 SIA cluster의 개수가

어들게 되며,이는 Vcluster의 경우와 유사하다.하지만,SIA cluster의 경우,563K의

온도에서도 잔존하는 농도가 Vcluster에 비하여 훨씬 큰 것을 알 수 있다.이와 같은 차

이를 나타내는 것은,SIA cluster의 확산 분해가 Vcluster에 비하여 어렵기 때문이다.

즉 높은 열 안정성 때문에,조사결함은 짧은 시간 내에 사라지지 않고,계속 존재할 수

있으며,심지어 원자로 수명말기인 30년 이상까지도 계속 존재할 수 있게 된다.이 게

잔존하는 SIA cluster의 조사결함이 ferrite상의 matrixdamage로 작용하는 것이다.특히

563K의 경우 실제 원자로의 가동 온도와 유사하기 때문에,SIA cluster가 이 온도 범

에서 합 강의 기계 수명 하에 기여하는 것으로 상된다.

실제 원 환경에서 압력용기 재료의 조사속도(doserate)는 일반 인 실험환경에 비하

여 매우 느리며,수명 말기까지 받는 총 dose도 낮은 편이다.따라서 연구로를 이용한 실

험이나 이온 조사 실험의 경우,조사속도와 조사량이 실제 원 압력용기 재료의 경우와

다르며,이와 같은 차이는 산모사 기법을 이용하여 확인하는 것이 효과 이다.조사속

도가 조사결함의 축 에 미치는 향을 확인하기 하여,조사량을 0.001dpa로 고정하고

조사속도를 변화시킬 때,조사결함의 축 상을 확인하 다.표 3.1.1-1에 산모사 조

건을 나타내었다.

TotalDose:0.001dpa(약 8000개의 cascade의 도입)

DoseRate(dpa/s) 10
-3

10
-4

10
-5

10
-6

SimulationTime(s) 1 10 100 100

표 3.1.1-1.결함 축 에 미치는 조사속도의 변화의 산모사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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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98K에서 조사 결함의 축

(b)563K에서 조사 결함의 축

그림 3.1.1-1.온도에 따른 결함 축 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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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2.온도에 따른 조사결함의 축 거동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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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3은 563K에서 확인한 조사속도에 따른 크기 분포를 나타낸 그림이다.조사

속도의 변화에 따라 결함의 축 거동이 매우 달라짐을 알 수 있다.V의 경우,조사속도

가 10
-5
dpa/s이하로 느려질 경우,V와 Vcluster모두 산모사 공간에 존재하지 못하

고 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이는 성자 조사속도가 상용 원 과 같이 매우 느릴 경

우,오랜 조사시간 동안에 Vcluster는 분해되어 monoV로 된 후 높은 확산속도로 freely

migratingdefect로 작용하여 Cu-enrichedcluster 는 Mn-Niprecipitate를 형성할 수 있

음을 의미한다.SIA의 경우 mobile한 I,I2,I3는 짧은 시간 내에 사라지지만,SIA cluster

의 경우 분해에 필요한 활성화에 지가 매우 커서 분해가 거의 일어나지 않으므로 조사

속도가 매우 낮은 경우에도 계속 으로 산모사 공간에 유지됨을 알 수 있다.SIA

cluster의 크기 농도는 V의 확산과 반응에 의하여 약간 감소하 지만, 체 인 분포

는 조사속도에 큰 차이 없이 유지되었다.이상의 결과로 보았을 때,실제 원 환경에서는

매우 낮은 조사속도와 높은 조사온도로 인하여 SIAcluster가 주로 재료에 존재할 것으로

측할 수 있다.

298K에서 조사속도를 변화시킨 경우에는 563K에서의 조사결함 축 경향과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그림 3.1.1-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낮은 온도에서는 결함의 확산이 제한

되어 결함 축 이 쉽게 일어나게 된다.따라서 563K에서 같이 조사속도의 감소에 따른

V의 제거는 일어나지 않는다.다만 doserate의 감소함에 따라 늘어난 산모사 시간에

의하여 mobileV의 확산이 늘어나 Vcluster의 성장이 일어나고,계면으로 빠져나가는 일

부 V의 존재하게 된다.워낙 빠른 확산속도를 지닌 I,I2,I3의 경우에는 거의 조사속도에

거의 향을 받지 않고 사라지게 되며,반 로 낮은 분해 속도를 지닌 SIA cluster도 조

사시간 증가에 거의 향을 받지 않았다.다만 조사속도가 느려질수록 I2,I3등의

농도가 감소하 는데,이는 SIA의 확산 는 SIAcluster의 분해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V가 확산하여 SIA와 반응하기 때문에 SIA크기 농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보인다.크기

가 5이상인 SIAcluster의 축 거동은 조사속도에 큰 향을 받지 않았다.

의 결과를 종합 으로 고려해볼 때,조사속도의 향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

다.첫째,고조사 조건(이온 조사)의 경우 V와 SIA 결함 축 이 쉽게 발생할 수 있으나,

조사 조건인 가동원 에서는 SIA의 축 만이 주로 일어난다.이는 조사온도에 따른 결

함의 확산속도의 변화로 인한 것이다.둘째,압력용기강의 경우, 성자 조사에 따른

cascade발생으로 matrixdamage인 SIA의 축 이 발생하게 되며,cascade로부터 도입된

V 등의 확산에 따라 substitutionalatom의 이동이 진되어,Cu-enrichedcluster 는

Mn,Nicluster등의 발생이 유리해진다.셋째,고온,고조사 조건인 연구로에서 실시한

조사시험의 결과를 실제 원 압력용기 재료에서의 조사손상 거동과 비교 분석할 경우,

확산 조건 변화에 따른 향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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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3.563K에서 조사속도에 따른 결함 축 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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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확률론 조사결함 성장모델(KMC)수립 결함성장 유발인자 평가

KMC가 합 강에서 결함 축 거동을 분석하는데,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SIA

loop 는 SIA cluster의 축 거동이다. 성자 조사에 의하여 발생하는 이 결함들은 조

사가 진행됨에 크기가 증가하고 matrixdamage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MD

산모사 모사 결과,SIA cluster는 큰 크기에서도 매우 높은 이동도를 보이며 특히 1D

motion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하 다.하지만 1D motion을 보이는 결함의 경우,

빠른 이동 속도와 낮은 반응면 에 의하여 SIA cluster로 축 이 발생하기 어렵다.따라

서 SIA와 결합하여 SIA species의 이동도를 낮춰주는 generictrap이라는 새로운 species

를 도입하여야 실제 실험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generictrap에 의한 SIA

cluster의 이동도 감소 기구에 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아직까지 정확한 기구에

해서는 연구가 진행 이다.실제 KMC에서 generictrap의 구 방법 가장 단순한

것은 SIA cluster의 이동도를 cut-off크기 이상일 때 0으로 가정하는 방법이다.좀 더 복

잡한 방법으로 generictrap을 산모사 공간에 직 도입하여 SIA cluster와의 반응

분해를 고려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SIA와 결합하여 응력과 이동도를 이는 generictrap의 향을 여러

변수를 변화시키며 그 거동을 추 하고,이를 통하여 확률론 조사결함 성장모델에 미치

는 여러 가지 인자의 향을 평가하 다. 산 모사 조건으로 Oak RidgeNational

Laboratory(ORNL)의 high-fluxisotopereactor(HFIR)의 운 조건을 이용하 다.dose

rate와 최 산 모사 시간 조사 온도는 1×10
-6
dpa,2.3×10

5
s,343K로 각각 고정하

다.KMC에서 결함 축 거동을 확인할 때 요한 입력변수인 cascadefile은 MOLDY

MD 코드로부터 얻은 20 keV cascade 자료를 활용하 다. 산모사 공간 크기는

53×59×61nm
3
이었으며,periodicboundarycondition을 이용하 다.1D방향으로만 이동

하는 크기 3이상의 SIAcluster의 경우 주변 입자간의 반응 없이 1µm 이상 이동하 을

경우,결정립계에서 제거되었을 것으로 가정하고 산모사 공간에서 제거하 다.이는 계

산에 필요한 시간을 폭 감소시킬 수 있다.

(가)Effectofcut-offsize

Matrixdamage의 주요 인자로 알려진 SIA cluster는 크기에 따라 다양한 이동도를 가

지며,이동 에 다양한 조사결함과 반응하여 축 이 일어나게 된다.고 인 mean

fieldratetheory의 경우,계산의 편의를 하여 다양한 SIA cluster 에서 크기가 1인

mono-SIA만 확산하는 것으로 가정하 다.실제 재료에서 SIA cluster는 크기별로 다양한

이동도를 가지며,이를 모두 계산하여 그 값을 고려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따라서 일

정 크기 이상의 SIA cluster의 이동도를 0으로 놓는 cut-off모델링이 가장 손쉽게 SIA



- 16 -

cluster의 이동도를 조 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여기서 cut-offsize란 SIA cluster의 결

함 크기가 이 값 이상일 경우 이동도가 0이 되는 한계 크기를 말한다.cut-offsize를 변

수로 고려하여 그 값을 변화시키며 산 모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로 얻은 SIAcluster크

기 분포를 그림 3.1.1-5에 나타내었다.이때,cut-offsize는 2에서 8까지 증가시켰으며,

산모사 종료 후 축 된 SIA cluster의 크기와 도를 계산하 다.한 가지 주의할 것은,

산모사 공간의 크기가 작아,계산 가능한 가장 낮은 도 값이 5.0×10
21
number/nm

3
라

는 것이다.이는 한 시간 내에 산모사 결과를 얻기 하여 산모사 공간의 크기를

제한하 기 때문이다.

 

0 1 2 3 4
1E21

1E22

1E23

1E24

1E25

1E26

 

 

D
e
n
s
ity

 (
n
u
m

b
e
r/

m
3
)

Diameter (nm)

 SIA 1
 SIA 1-2

 SIA 1-3

 SIA 1-4

 SIA 1-5

 SIA 1-7

그림 3.1.1-5.SIAcluster의 cut-off크기에 따른 SIAcluster크기에 따른

개수 분포

mono-SIA만 확산하는 경우와 di-SIA까지 확산하는 경우를 확인한 결과,di-SIA를 고

려했을 때,확산에 의한 크기 증가 개수 도 증가가 발생하 다.두 결함 모두 주어진

산모사 온도에서 3D로 이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따라서 한 결함만 이동할 경우에

비하여 두 종류가 확산하는 경우,확산속도가 높아져서 확산 거리가 증가하고 이를 통하

여 결함 사이의 반응이 일어나기 쉽기 때문에,축 된 결함의 평균 크기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하지만,tri-SIA의 확산을 고려한 경우,SIA cluster의 개수 도와 크기 모두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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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 산모사 온도 343K에서 tri-SIA는 1Dmotion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

며 1Dmotion으로 이동하는 결함의 경우,방향성의 제한에 따라서 주 의 다른 결함과의

반응 가능성이 속히 어들게 된다.따라서 tri-SIA는 주변 결함과의 반응이 없이 주로

확산에 의하여 산모사 공간의 계면에 도달하여 제거되게 되며,이로 인하여 di-SIA까지

고려한 결과보다 결함의 수와 크기가 어들게 되는 것이다.cut-offsize가 증가할수록

SIA의 크기 개수 도는 뚜렷이 감소하 으며,특히 cut-offsize가 8이상일 경우, 산

모사 공간 내에 SIAcluster의 축 은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이와 같은 결과는 cut-off크

기가 축 거동에 지 한 향을 주며,이를 보완하기 해서는 generictrap을 통한

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나)Effectofbindingenergyofagenerictrap

SIA cluster의 거동을 MD로 분석한 바에 의하면 SIA cluster의 크기가 증가할 경우에

도 확산속도가 격히 감소하지는 않았다.따라서 축 거동을 설명하기 하여 cut-off

size를 도입하는 것은 실제 재료에서의 상과 다소 거리가 먼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좀 더 보완하기 하여 도입될 수 있는 것이 바로 generictrap이다.generictrap은

SIA cluster의 축 거동을 모사하기 한 가상의 species로 실제로는 C 는 N 등이 그

역할을 할 것으로 상된다.하지만 C 는 N 만 고려하여 MD 는 Abinitio방법으로

계산한 결과 반드시 trapeffect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고 알려져 있다.따라서 정확한

generictrap에 한 정의는 아직 추가 인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일반 으로 generic

trap과 SIA cluster간의 결합 강도는 열활성화 과정인 dissociationrate로 표 될 수 있

다.이때 분해에 필요한 활성화에 지는 SIA cluster와 trap간의 결합에 지에 추가 인

도약에 필요한 에 지를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prefactor는 온도에 별로 민감하지

않은 부분으로 가정할 때,일반 으로 아래 식과 같이 표 된다.

  ×exp
 

    

generictrap의 결합에 지를 변화시켰을 때,SIAcluster의 축 의 변화를 그림 3.1.1-6

에 나타내었다.그림 3.1.1-6에서 가로축은 조사량이고,세로축은 50개 이상의 SIA로 구성

된 cluster의 농도를 나타낸다.이 크기는 TEM 등의 찰이 가능한 략 2nm 크기를

의미한다.다른 변수의 향을 최소화하기 하여 결합에 지(Qbinding)이외의 다른 변수는

모두 상수로 가정하 다.generictrap의 농도는 100atomicpartspermillion(appm)으로

고정하 다.

결합에 지가 0.7eV일 때,조사량 0.0003dpa에서 최 로 visibleSIA cluster가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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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고,조사량이 증가하여도 농도는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결합에 지가 0.7eV에서 1.2

eV로 증가하는 동안에,visibleSIA cluster가 나타나는 조사량은 계속 증가하 다.이 결

과는 trap과 SIAcluster간의 dissociationrate즉 분해에 따른 mobileSIA의 공 으로 설

명할 수 있다.결합에 지가 클 경우,SIA 분해 속도는 느려지게 되며, 산모사 공

간에서 mobileSIA의 공 속도는 어들게 된다.따라서 mobileSIA의 이동에 따른 SIA

cluster의 성장 속도는 떨어지게 되며,같은 크기에 도달하는데 더 많은 시간과 조사량이

필요하게 된다.결합에 지가 1.2eV이상일 경우에는 제한된 조사시간 안에서 농도가 증

가하는 것으로 보이나,그 이하의 결합에 지를 가진 경우에서는 조사량이 증가하여도

SIA cluster의 도는 감소하 다.이것은 SIA cluster의 1D motion때문으로 생각된다.

큰 크기를 가지는 SIA cluster가 generictrap와 서로 떨어지게 될 경우,그 cluster는 1D

motion에 의하여 빠르게 이동하게 되고,별다른 반응 없이 계면에 의하여 제거 될 수 있

다.이때,제거되는 SIA cluster내의 interstitialatom의 숫자가 축 속도에 비하여 크기

때문에 계의 totalvisibledensityoftrappedSIA cluster는 감소하게 된다.이와 같은 상

황을 해결하기 해서는,모든 generictrap이 SIA cluster크기와 상 없이 일정한 결합

에 지와 prefactor를 가지기 보다는,SIA cluster의 크기에 따라 prefactor가 어들

어 분해 속도가 어들어야 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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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6.조사량에 따른 visibleSIA cluster의 개수 도 변화.분해 속도는 모든

크기의 SIAcluster에서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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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Sizedependencyintheprefactorofgenerictrap

trappedSIA cluster의 크기에 따라서 trap과의 결합력 즉,분해속도가 변화한다고 가

정할 경우 결합에 지의 값은 크기에 변화가 없고 prefactor만이 크기에 따른 변수로 가

정 할 수 있다.

 ×
 

  
  
   

이와 같이 prefactor를 정의하 을 경우,n이 증가함에 따라서 분해속도가 감소하므로,

크기에 따른 분해속도의 변화의 향을 찰할 수 있다.앞의 결과에서 나타난 그림

3.1.1-6의 경우는 n=0인 경우로써,SIA cluster의 크기에 따라 prefactor가 변화하지 않는

경우이다.n을 1과 2로 변화시켰을 때 결합에 지에 따른 분포 변화를 그림 3.1.1-7,

3.1.1-8에 각각 나타내었다.먼 n=1인 경우를 보게 되면,visibleSIA cluster가 나타나는

조사량이 그림 3.1.1-6에 비하여 더 커졌음을 알 수 있다. 한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서

결함의 개수 도가 감소하는 상이 완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하지만,결함의 축

거동은 아직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exponentn=2인 경우,그림 3.1.1-8에서 볼

수 있듯이,조사량에 따른 SIA cluster의 축 상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

다.특히 SIAcluster의 결합에 지가 0.8eV일 때,실험에서 구한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지 까지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결함의 축 상이 뚜렷이 나타나기

해서는 prefactor가 크기에 따라서 감소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하여,KMC에 generictrap도입을 통하여 SIA cluster축 거동을

좀 더 유효하게 모사할 수 있었고,각 변수에 한 향을 독립 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generictrap의 모델링을 실제 계에 용하기 해서는 아직은 추가 인 개선이

필요하며,generictrap의 SIA와 결합기구에 한 MD 는 Abinitio계산 등이 필요하

고,trap과 SIAcluster의 축 속도에 한 검증도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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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7.조사량에 따른 visibleSIA cluster의 개수 도 변화.분해 속도

는 SIAcluster크기에 반비례(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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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M (Eldrup et al., 2002)

그림 3.1.1-8.조사량에 따른 visibleSIA cluster의 개수 도 변화.분해 속도

는 SIAcluster크기의 제곱에 반비례(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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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미세결함 분포 측용 KMC 산코드 개발

앞에서 확인한 조사결함 성장에 한 다양한 결과는 미국에서 개발한 BIGMAC코드

를 이용하여 얻은 결과이다. 재 원자력 선진국에서는 조사결함의 성장 모델을 하여

고유의 KMC코드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하지만 KAERI에서는 아직까지 고유의 코

드를 보유하지 못하고 기존의 코드를 이용하여 연구를 진행하 다.조사결함 성장에 한

연구가 진행될수록 기존의 코드로는 근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하 고,새로운 모델

을 도입한 KMC코드가 필요하게 되었다.이를 해서 새로운 KMC코드의 개발에

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 다.새로 개발된 코드는 조사결함분포 계산용 ObjectKinetic

MonteCarlo(OKMC)코드로써,이름은 NOKMCS이다.지 까지 사용하 던 BIGMAC의

기본 구조를 바탕으로 다양한 기능을 추가한 버 이다.최근 유럽에서 사용하고 있는

LAKIMOCA*8]와 일본에서 사용하고 있는 KINEMON [9]등과 유사한 기능을 가지도록

구 하 다.새로 개발된 코드의 특징에 하여 표 3.1.1-2에 요약하 다.

먼 새로 개발된 코드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하여 BIGMAC코드와의 비교를 실시

하여 그 특성을 먼 확인하 다.가장 쉽게 KMC의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은

cascadeannealingtest이다. 성자 조사로 발생한 cascade의 정보를 MD로부터 구하여

KMC의 기 결함 분포로 주었을 때,시간에 따른 결함분포를 변화를 확인하는 산모사

이다.사용된 modelparameter는 각 결함의 이동도 반응속도에 한 정보를 담고 있

으며,Soneda,Domain,Caturla등의 modelparameter를 종합하여 작성하 고,BIGMAC

과 NOKMCS두 코드 모두에 동일하게 사용하 다. 산모사 구동을 한 조건으로 온

도는 343K,셀 크기는 197×199×211nm
3
이었으며,계산 속도를 높이기 하여 계면에서

결함이 사라지는 non periodic boundary condition을 사용하 다.최 에 입사되는

cascade file내의 V와 SIA의 숫자는 각각 46개 다.통계 처리를 하여 random

number를 바꿔가며 산모사를 100회 실시한 후 그 평균과 표 편차를 구하여 이용하

다.

특징 기존 BIGMAC/LLNL 신규 NOKMCS/KAERI

클러스터

크기제한
있음(메모리 제한) 없음

선택가능한

계면조건
2(finite,periodic) 3(finite,infinite,periodic)

동시에 사용

cascade수
1

제한 없음(cascadedata

base사용가능)

표 3.1.1-2.BIGMAC과 NOKMCS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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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9는 기존에 사용하 던 BIGMAC코드와 새로 개발한 NOKMC코드와의 비

교 결과를 나타낸 그림이다.그림에서 V와 I는 각각 vacancy와 self-interstitialatom의 개

수를 나타낸다.Vc Ic는 클러스터를 형성한 V와 I의 총 개수를 나타낸다.random

number를 이용한 MonteCarlo 산모사의 특징상 넓은 범 의 표 편차가 존재하는 것

을 알 수 있다.하지만,BIGMAC을 통하여 계산한 결과와 새로 개발된 NOKMCS코드와

각 개수의 변화가 거의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두 결과 모두,modelparameter상의

SIA의 빠른 이동도로 인하여 짧은 시간 안에 I의 cluster형성 계면에서의 제거가 발

생하 다. 한 I제거가 완료된 후에 V의 확산에 따른 Vcluster의 형성이 발생하며,역

시 계면을 통하여 mono-sizeV가 제거됨을 알 수 있다.

이를 좀 더 정확히 비교하기 하여 표 편차 값을 제거한 평균값만으로 annealing결

과를 나타내어 그림 3.1.1-10에 비교하 다.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10
-5
~10

-2
s구간과 10

4

s이상의 시간 를 제외하고 각 species의 농도가 거의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결과

에 조 씩 차이를 보이는 구간은 하나의 주된 사건이 끝나고 새로운 사건이 시작되는 구

간으로,KMC고유의 시간 계산법에 의하여 많은 변동이 있을 수 있는 구간이다.이 구

간에서조차 평균 인 값은 두 산모사 코드 결과가 거의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이 결과

를 통하여,새로 개발된 NOKMCS코드가 기존의 BIGMAC코드를 체하여 사용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내부에서 사용된 코드간의 비교 뿐 아니라,다른 연구 그룹에서 개발된 KMC코드와

의 비교를 하여 최근 NatureMaterials에 연구 결과를 발표한 Fu그룹의 isochronal

annealing을 재 해 보았다 [10].Isochronalannealing은 재료의 조사 손상에 따른 기

도도의 변화를 일정한 속도로 온도를 높여가며 측정한 실험이다.Fu등은 Takaki[11]

등이 4~15K의 온도에서 3MeV로 자를 조사한 pureFe의 기 도도 변화를 Ab

initio와 KMC를 이용한 multiscalemodeling을 통하여 성공 으로 재 하 다.

Fu등은 modelparameter 에서 V SIA의 formation에 지,binding에 지,

migration에 지를 Abinito코드 하나인 SIESTA를 사용하여 계산하 다.계산의 편

의를 하여 크기가 1부터 4인 V와 크기가 1부터 3인 SIA만을 mobilespecies로 고려하

여 modelparameter를 구성하 다.Runningparameter는 자조사를 극 온에서 2×10
-6

dpa만큼 수행한 것으로 모사하 으며,77K~800K까지 ΔT/T=0.03으로 증가시키며

산모사를 수행하 다.이때 각 온도에서 유지시간 Δt=300s로 고정하 다. 자조사

로 발생하는 조사결함은 Frenkeldefect로 가정하 으며,각 Frenkeldefect는 4×a0(0.287

nm)거리를 유지하며 V와 I가 떨어져 있다고 가정하 다.cellsize는 574×574×574nm
3

으로 2000
3
unitcell크기이다.이와 같이 매우 큰 크기의 산모사 cell을 구성할 수 있

는 이 바로 KMC 산모사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Fu가 사용한 KMC코드는 JERK

라는 이름의 코드로써,본 연구에서 개발한 NOKMCS코드와는 지엽 인 알고리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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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KMC코드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a)BIGMAC의 결과

(b)NOKMCS의 결과

그림 3.1.1-9.BIGMAC코드와 새로 개발된 KMC코드와의 annealing비교 실험 결과

BIGMAC 

1O"a 10-6 10-2 100 10
2 

10‘ 10’ 10’ 
Time 

NOKMCS 

10-8 10.6 10 ‘ 10-2 100 102 10‘ 106 108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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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10.BIGMAC코드와 새 KMC코드의 annealing결과의 평균값 비교

그림 3.1.1-1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같은 산모사 환경의 경우에서 두 코드는 매우

유사한 결함 농도의 변화를 나타내었다.JERK 코드의 경우,I2와 I3의 개수를 분리하여

표기한 반면,NOKMCS에서는 cluster를 형성한 개수를 모두 종합해서 나타내었기에 조

더 간략한 형태로 보이게 된다.우선, 온에서 조사에 의하여 형성된 V와 SIA 결함은

100K까지 freeze된 상태로 존재하게 된다.이후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확산속도가 빠

른 SIA의 이동이 우선 으로 발생하게 된다.이때, 자조사로 발행한 Frenkeldefect,즉

V와 SIA간의 상호 반응이 우선 으로 일어나며,이를 correlatedrecombination이라 한다.

이를 통하여 약 110K부터 V와 I의 농도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correlated

recombination없이 확산한 SIA는 주 의 다른 SIA 들과 결합하여 di-SIA(I2),tri-SIA(I3)

등을 형성하게 된다.하지만,I,I2,I3모두 확산속도가 높은 species이므로 225K즈음에

확산을 통한 결함간 반응에 의하여 사라지고 오직 크기 4이상인 immobileSIA cluster만

이 남게 된다.온도가 더 높아지면 V와 V2등이 확산을 하게 되며,기존에 존재하 던

SIA cluster와 반응하거나 Vcluster를 형성하게 된다.계속 온도가 증가할수록 mobile한

V의 농도는 감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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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11.JERK코드와 NOKMCS코드와의 isochronalannealing비교

이 반응을 뚜렷하게 확인하기 하여 결함의 농도 변화를 온도에 따라 미분한 결과를

그림 3.1.1-12에 나타내었다.JERK와 NOKMCS모두,매우 유사한 peak분포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온도가 높아질수록 peak의 치가 조 씩 차이를 보이는데,이는 JERK

와 NOKMCS간의 확산에 한 알고리즘이 조 다르기 때문으로 보인다.두 코드의 결

과를 비교해 볼 때, 값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체 인 경향은 매우 유사하 으며,

isochronalannealing방법을 NOKMCS에서도 성공 으로 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이는 다양한 modelparameter를 변화시키며,짧은 계산 시간 안에 확산 여러 반응에

한 주요한 특징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다는 에서 무척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개발된 NOKMCS는 BIGMAC에 비하여 추가된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이를 확인하기

하여 cascadespectrum effect에 한 비교 분석을 수행하 다.모델 실험과 달리 실제

성자속에 노출되는 압력용기 재료 는 ITER1stwall의 경우,고유의 neutronenergy

spectrum을 가지고 있으며,단 한 종류의 cascadeenergy로 조사손상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때, 산모사상의 편의를 하여 단순히 에 지 spectrum의 평균 에 지로만 KMC계

산을 수행할 경우 축 거동에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이를 보완하기 해서는 다양한 에

지 스펙트럼을 포 하는 cascade 일 삽입을 고려한 결함 축 거동을 확인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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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이를 해서 에 지 스펙트럼을 세 가지,즉 20keVcascade로만 구성되는 경

우,20keV cascade+10keV cascade로 구성되는 경우,20keV cascade+10keV

cascade+Frenkeldefects로 구성되는 경우로 나 어 비교하 다.

그림 3.1.1-12.JERK코드와 NOKMCS코드와의 온도에 따른 결함 개수의 변화량

다른 모든 실험조건,즉 온도,시간,조사속도,조사시간까지 같은 조건에서 에 지 스

펙트럼을 고려한 축 거동을 비교하여 그림 3.1.1-13에 나타내었다.X축은 SIA cluster의

평균 지름을 나타내며,Y축은 시간에 따른 조사량의 변화를 나타낸다.색상으로 봤을 때,

밝게 나타내는 부분이 가장 높은 도를 보이는 크기라고 할 수 있다.결과에서 알 수 있

듯이,고려되는 cascade의 숫자가 증가할수록,같은 조사량일 때 SIAcluster의 크기가 더

욱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이는 cascade스펙트럼의 추가에 따라 조사결함의 공 이 더

욱 증가되기 때문으로 보인다.만일 고에 지 cascade도입이 가능할 경우,immobile하

며,크기가 큰 결함이 cluster가 cascade 심에 형성될 수 있어 더욱 축 이 유리해 질

수 있다.다양한 spectrum을 고려할 경우,단일 cascade 산모사에 비하여 결함의 생성

과 축 이 쉽게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정확한 축 거동 모사를 해서는 다양한

cascade에 지를 가지는 database에서 골라서 KMC에 입력하는 방법이 더욱 정교한 결

과를 얻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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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

(b)

그림 3.1.1-13.도입된 cascade수에 따른 SIA cluster의 시간에 따른 크기 변화:(a)1

cascade,(b)2cascade,(c)2cascade+Frenkelde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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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된 NOKMCS는 simulationcellsizeeffect를 분석하는 데에도 사용될 수 있다.

SIAcluster와 같이 1Dmotion을 보이는 결함의 경우,simulationcellsize가 무척 요해

진다. 를 들어 periodicboundarycondition으로 산모사를 수행할 경우,확산 에 다

른 결함과의 반응이 없이 계속 이동만 하는 상이 발생할 수 있어,가능한 시간 내에

산모사를 수행하지 못할 수 있다.이때 한 크기의 simulationcell을 선택하고,특정

거리 이상 이동시 제거하는 루틴을 용할 경우,계산의 시간을 매우 단축시킬 수 있다.

simulationcell크기의 경우,특히 세제곱에 비례하여 계산 시간이 증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속도를 높이기 한 구 은 NOKMCS의 유용성을 높일 수 있다.

NOKMCS의 다른 활용의 로써,meanfieldratetheory[12]의 주요 자료를 제공

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ratetheory의 경우,낮은 조사속도로 장시간 조사하여,고

조사에 도달하는 신형원자로 환경 등에서 특히 유리할 수 있는데,각 ratetheory의 term

은 sinkstrength를 통하여 표 될 수 있다.이때,결함별로 sinkstrength를 계산하는데,

NOKMCS를 응용하여 그 결과를 얻을 수 있다.각 결함의 공간 특수성을 NOKMCS를

통하여 구성하고,확산속도 반응속도를 온도를 변화시키면서 구하여,이를 ratetheory

에 제공함으로써,더 유용한 조사결함 분포의 계산을 수행할 수 있다 [13].

앞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한국원자력연구원 고유의 NOKMCS를 이용하여 타 연구용

KMC코드와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조사결함 축 에 미치는 다양한 향을 분

석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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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감시시험 자료의 기계 성질 변화 분석

(1)조사에 의한 연성취성천이와 항복강도변화에 한 이론 고찰

성자 조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압력용기 재료의 조사취화(Irradiationembrittlement)은

원자력발 소의 수명을 결정짓는 요 요소 에 하나이다.이러한 취성문제를 평가하기

해서 각 원자력발 소에서는 감시시험 시편을 비하여 일정한 조사시간 이후에 시편을 꺼

내서 압력용기의 안 성을 평가하는데 이용한다.일반 으로 합 강은 성자의 조사량이

약 1×10
17
n/cm

2
(E≥ 1.0MeV)이상부터 재료의 성능이 약화된다고 알려졌으며 성자 조

사에 의해서 재료의 강도(strength)와 경도(hardness)가 증가하지만 연성(ductility)과 인성

(toughness)은 감소하는 취화 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4].원자력발 소에서

사용하는 압력용기강의 안 성을 평가하기 해서 충격시험(CharpyV-notchimpacttest),

인장시험(Tensiontest), 괴인성 시험(Fracturetoughnesstest)등을 수행하며 재료의 조사

취화는 충격시험을 수행하여 재료의 물성에서 천이온도(Transitiontemperature)와 최 흡수

에 지(Uppershelfenergy)의 변화로 평가한다.

성자 조사가 어떻게 연성-취성 천이온도(ductile-brittle transition temperature :

DBTT)에 향을 끼치는지 이해하기 해서,조사취화의 분석방법에는 괴역학의 개념이

도입되어있다.

Hall과 Petch는 항복응력(yieldstress,)과 입계크기(grainsize,)사이에 다음과 같

은 계식을 제안하 다 [15,16].

  


여기서 는 마찰응력(frictionstress)이며 는 상수이다.그리고 Cottrell은 불안정한 균열

의 성장은 다음과 같은 조건일 때에 나타난다고 주장하 다 [17].

 





여기서 는 인장시편의 단에서 임계사건이 미소균열(microcrack) 인 경우에 해당

하는 괴응력(fracturestress)이다.즉,취성 괴(brittlefracture)가 발생한 경우에 단응

력을 의미한다.그리고 는 응력상태에 의존하는 기하학 인 변수,는 단계수(shear

modulus),는 단에 한 유효표면에 지(effectivesurfaceenergy)이다.의 증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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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자 조사에 의해서 이루어 졌다고 가정하면,연성-취성 천이온도(DBTT) 는 무연성

온도(nil-ductilitytemperature:NDT)는   인 조건에서 구할 수 있으므로 의 두

식을 결합하면 다음과 같은 조건식이 얻어진다.

  
  

인장시편에서 DBTT는 항복응력 ,미소벽계 괴응력(microcleavagefracturestress)

,그리고 에서 언 한 괴변수들에 한 이들의 의존성에 의해서 측정된다 [18].인

장시편에 한 과 의 온도 의존성을 개략 으로 그림 3.1.1-14a에 나타내었다.는

BCC(bodycenteredcubic)재료인 경우에 강하게 온도에 의존하고 는 온도에 약하게

의존하는 것을 나타내었으며  ′은 연성 괴(ductilefracture)가 나타난 온도에서 진응력

(truestress)을 나타낸다.는   을 만족하는 가장 높은 온도이다.온도가 보다

높은 역에서 괴는 항복응력에 추가 으로 가공경화(strainhardening,∆)만큼의 응

력이 주어졌을 경우에 발생하게 된다.즉,

  ∆   


  

여기서 는 벽개 괴변형률(cleavage fracture strain)이고 는 가공경화율(strain

hardeningrate)이다.는 괴가 연성모드로 시작하는 온도이므로 벽개 괴가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높은 온도가 된다.

과 의 변화는 DBTT의 변화를 야기하며 과 의 변화는 ,,,,,,

그리고 의 변화에 의해서 야기된다.만약에 성자의 조사가 를 증가시키고 다른

괴변수들에 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는 증가할 것이고 는 변화하지 않을

것이다.이것은 결국에 DBTT()의 증가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그림 3.1.1-14b).Wullaert

에 의해서 DBTT와 ,,그리고  사이의 계식은 유도되어졌으며 이 계식은

조성(탄소,니 ),미세구조(결정립 크기,결정립계 탄화물),그리고 변형속도의 변화에 따

는 페라이트강의 DBTT에 변화를 정확히 측하 다 [19]. 성자 조사에 기인한 DBTT의

변화를 측하는 계식은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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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3.1.1-14.항복응력(yieldstress:),벽개 괴응력(cleavagefracturestress:),

그리고 연성 괴응력(ductilefracturestress: ′)에 한 온도의 향 마찰

응력(frictionalstress:)의 증가에 따른 NDT의 증가

여기서(u)는 비조사된 조건이고(i)는 조사된 조건이다.그리고(*)는 노치(notch)가 있는

시편을 뜻하며 는 소성응력집 계수(plasticstressconcentrationfactor)이며 이것의

최 값은 연강(mildsteel)의 CharpyV notch시편의 경우 2.18이 된다.노치가 없는 시

편의 경우,즉 인장시험의 경우,
  이 되며   이 된다.따라서 식은 인장

(tension),굽힘(slow bend),그리고 충격(impact:instrumentedCharpy)시험에서 측정된

DBTT의 변화를 측하기 해서 사용된다.

Wechsler등이 인장시험에서 성자조사에 기인한 DBTT의 변화를 측정하는데 식을

사용한 를 들어 보겠다 [20].그들은 성자 조사 시편과 조사 후(flue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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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장시편에서 인장성질들 에서 와 를 측정하여 다음 그림 3.1.1-15에

나타내었다.그림에서 얻은 각 변수의 값들은 다음과 같다. =56K(-217℃), =

78K(-193℃), =150,000psi, =165,000psi,  =124,000psi, 

=165,000psi,  ∆=1210psi/℃,그리고 =1이다.이들 값들을 수식에

입하면 조사 후  값을 구할 수 있다.즉,

   ×

   ×   
   

계산으로 얻은  =-195.5℃는 측정하여 얻은  =-193℃에 매우 근 한

값임을 알 수 있으며 식이 매우 유용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DBTT에 한 성자

조사효과의 경우에     
는 꼭  에서만 구할 필요가 없으며 실온에서 구

한 값을 사용해도 된다.왜냐하면   값이 성자 조사에 의해서 거의 향을 받

지 않기 때문이다.따라서 조사 시편에 해서 각 온도에서 항복응력과 괴응력을 측

정한 다음에 조사 후 시편에 해서 하나의 온도에서 항복응력의 변화를 측정하면 DBTT

의 변화를 측할 수 있게 된다.

그림 3.1.1-15.인장시험 방법으로 측정된 조사 과 조사 후 시편의 항복응력(yield

stress,)과 괴응력(fracturestress,)의 온도에 따른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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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tID 감시시험 Materials Product

고리1 5차(완료) SA508Grade2Class1 Forgings

고리2 5차(완료) SA533TypeBClass1 Plate

고리3 5차(완료) SA533TypeBClass1 Plate

고리4 5차(완료) SA533TypeBClass1 Plate

1 5차(완료) SA533TypeBClass1 Plate

2 5차(완료) SA533TypeBClass1 Plate

3 1차 SA508Grade3Class1 Forgings

4 1차 SA508Grade3Class1 Forgings

울진1 4차(완료) SA508Grade3Class1 Forgings

울진2 4차(완료) SA508Grade3Class1 Forgings

울진3 1차 SA508Grade3Class1 Forgings

울진4 1차 SA508Grade3Class1 forgings

(2)한국형 경수로 압력용기강의 조사취화 분석

경수로 감시시험 보고서에는 각 호기별 재료에 한 내용과 조사 취화에 한 분석이

있어 그 요성이 매우 크다.하지만,호기별로 각 자료가 분산되어 있어서 [21].성자 조

사에 따른 압력용기 재료들의 TTS변화 경향을 악하기 어렵다.즉,호기별로 재료가 다

르고,압력용기 제품의 형태가 단조재 는 압연재로 구분되며,basemetal과 weldmetal

재료의 방향성까지 포함된 복잡한 분류 체계를 가지고 있다.이를 좀더 단순하게 구분

하기 하여 제품 형태에 따라서 모재(base,plate/forgings)와 용 재(weld),이 게 두

가지로만 구분하고,재료의 종류에 따라 세 가지,즉 SA508Grade2Class1(SA508G2),

SA533TypeBClass1(SA533),SA508Grade3Class1(SA508G3)로 분리하여 성자 조

사에 따른 TTS변화 경향을 확인해 보았다.이 때 사용된 각 호기별 재료 정보는 표

3.1.1-3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3.1.1-3.가압경수로형 원자력발 소의 감시시험 정보

그림 3.1.1-16은 성자 조사량에 따른 모재(base)와 용 재(weld)부 의 재료별 TTS를

조사량에 따라서 나타낸 그림이다.그림 3.1.1-16(a)에서 base재료는 plate/forgings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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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하지 않고 모두 포함하 으며,시편 방향에 따른 구분도 따로 표기하지 않았다.빨간색

마름모로 표 된 SA508G1재료의 경우 고리 1호기에서만 사용된 재료로 그 자료의 수가

다.조사량에 따른 TTS변화가 많이 일어난 자료들은 주로 T-L방향 시편의 결과로써,

다른 SA533재료나 SA508G3재료의 평균 인 경향에 비하여 높은 TTS를 나타냄을 알

수 있다.반 로 TTS가 낮게 나타난 자료는 주로 L-T방향 시편의 경우로써 평균 보다

낮은 TTS를 보이고 있다.심지어 조사 기에는 오히려 TTS의 증가가 일어나기도 하

다.이는 비조사시편과 조사시편간의 편차에 따른 경향으로 생각된다.노란색 사각형으로

표 된 SA533의 경우,다른 재료에 비하여 축 된 감시시험 결과가 많다. 성자 조사량

이 증가할수록 TTS는 기에 격히 상승 후 완만히 증가하는 일반 인 조사 거동을 보

다.녹색 삼각형으로 표 된 SA508G3의 경우, 조사 역에 많은 자료가 집되어 넓

은 편차를 보인다.이는 가동한지 얼마 되지 않아 감시시험결과가 1차 밖에 없는 3,

4와 울진3,4호기의 결과가 주로 반 이 되었기 때문이다.고조사 역의 자료는 울진 1,

2호기의 감시시험 결과에 의해서 결정되었으며, 성자 조사에 따른 TTS증가 경향은

SA533과 유사하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이는 SA533과 SA508G3의 경우 조성의 차이

가 그리 크지 않고 다만 압연재로 사용하느냐,단조재로 사용하느냐의 차이에 의한 것으

로 생각된다.

성자 조사에 따라 일정한 경향을 보이는 Base와 달리 그림 3.1.1-16(b)에 표시한

weld의 경우,base에 비하여 성자 조사량과 TTS간의 상 계가 뚜렷이 나타나지 않는

다.고리 1호기 밖에 자료가 없는 SA508G2의 경우,매우 높은 TTS변화량을 나타내고

있어 다른 스 일로 표 하 다.즉 우측의 스 일에 따라서 값을 읽어야 한다.다른

weld재료들에 비하여 두 배 이상의 높은 TTS를 나타냈음을 알 수 있다.조사 창기에

도 매우 높은 TTS를 보 으며,조사가 진행될수록 진 으로 TTS의 증가가 발생하 다.

녹색으로 표 된 SA508G3의 경우도 SA508G2와 유사하게 조사 기에 빠른 TTS증가가

발생하 고,이후에 완만하게 TTS가 증가하는 것처럼 보인다.하지만 증가량은

SA508G2에 비하여 매우 낮았다.노란색으로 표시된 SA533의 경우,조사량에 따른 TTS

변화의 경향이 매우 넓게 분포되어 있어서 정확한 경향을 악할 수 없었다.유사한 재료

를 사용하 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복잡한 결과가 나온 것은,weld의 경우,조성의 차이,

제조방법의 차이,시편의 차이,조사량의 차이 등이 복합 으로 작용하여 TTS변화량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앞에서 언 한 바와 같이,SA533과 SA508G3의 경우,최 TTS변화량이 모재와 용

재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이는 원 압력용기 제작에 개량된 재료를 사용함으로

써,원자로압력용기 내 용 부의 조사취화 안정성이 과거에 비하여 많이 향상되었기 때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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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16.조사량에 따른 TTS(30ft-lbs):(a)basemetaland(b)weldme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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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감시시험 결과에는 TTS결과뿐 아니라 시험 온도를 변화시킨 인장시험의 항복강

도(YS)결과도 같이 보고된다.즉,같은 조사량에서 TTS결과와 YS변화 결과를 모두 가

지고 있다.따라서 앞 에서 언 한 TTS와 ΔYS간의 empirical 계식을 얻을 수 있다.

먼 조사량에 따라 ΔYS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아보았다.먼 ,조사 시편의 YS를

기 으로 조사량에 따라 증가한 YS변화량을 weld와 base(plate/forgings)로 크게 구분하

여 나타내었다.실제 감시시험 자료의 YS결과는 캡슐의 제한된 시편 개수로 인하여 상

온 는 상온 이하에서 시험한 시편,~100°C근방의 시험한 시편,~300°C근방의 고온에

서 시험한 시편 등,한 조사량에 하여 온도 별로 다른 값을 가진다.따라서 한 조사 조

건에서의 표 ΔYS를 구하기 해서는 각 조건에서의 YS값을 통일하여야 한다.본 연

구에서는 각 온도에서 얻어진 YS에 선형 측식을 도입하여 25°C에서의 YS를 측한 값

인 ΔYSrt와 시험 온도와 상 없이 모든 YS값을 평균하여 사용한 ΔYSaver등 두 개의 값을

모두 이용하여 경향을 확인하 다.

그림 3.1.1-17에 고리, ,울진 원자력발 소에서 얻은 모든 감시시험 결과를 종합하

여 조사량에 따른 ΔYS를 표시하 다. 란색 삼각형으로 나타낸 값이 25°C에서의 ΔYSrt

이고,빨간색 사각형으로 나타낸 것이 ΔYSaver이다.Plate/forgings의 경우,일부 시편의

경우,조사시험 후에 오히려 YS의 감소가 나타난 경우도 있었지만,조사량 증가에 따라

YS의 증가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냄을 알 수 있다. 조 으로 weld의 경우,조사량에 따

른 YS증가량의 경향이 ΔYSrt와 ΔYSaver모두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이는

앞 장에서 확인한 조사량과 TTS와의 결과와 연 되는 것이다.즉,weld에서의 조사량에

따른 편차가 매우 커서 TTS뿐 아니라 ΔYS에서도 특정한 경향을 찾기가 어려움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3.1.1-18에 ΔYS와 TTS(41J)간의 상 계를 나타내었다.그림에서 음수로 나타나

는 자료도 있었는데,이는 성자 조사에도 불구하고 ΔYS 는 TTS가 감소하는 경우이

다.Plate/forgings의 결과에서,ΔYSrt을 사용하여 ΔYS를 나타낼 경우,TTS와의 기울기는

0.49이었으며 결정계수 R2는 0.81이었다.이때 사용한 결정계수는 원 을 통과하는 경우로

가정하여 계산한 값이다 [22].ΔYSaver을 사용하여 ΔYS를 나타낼 경우,기울기 C=0.48,

결정계수 R2=0.86으로 평균치를 사용하 을 때 산포도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하지

만 두 값 모두 유사한 기울기를 나타내었다.Weld결과의 경우,고리1호기의 결과에 의

하여 계수가 결정됨을 알 수 있다.기울기는,ΔYSfore와 ΔYSaver를 사용한 경우가 각각

0.58,0.68로 큰 차이를 나타냄을 알 수 있다.두 조건 모두 결정계수의 차이는 크지 않았

는데,이는 고리1호기의 분포에 의하여 값이 수렴하 기 때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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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17.조사량에 따른 yieldstrength변화량(고리1호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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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late/forg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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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18.ΔYS변화에 따른 TTS변화 경향(고리1호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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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감시시험 결과와 미국의 자료를 동시에 비교하기 하여,그림 3.1.1-19에 미국의

발 소에서 측정한 감시시험 결과와 국내 결과를 비율에 맞게 겹쳐서 나타내었다 [23].

그림 3.1.1-19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plate/forging의 경우 미국 결과와 국내 감시시험 결

과가 서로 잘 부합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일부 자료만이 불확도 밖에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Weld의 경우,미국 결과에 비하여 조사에 의한 ΔYS와 TTS의 증가가 매우 작음

을 알 수 있다.고리1호기 결과만이 높은 ΔYS,TTS증가를 보 지만,미국 결과 분포 내

에 존재하여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이는 재료의 개량에 의하여 weld의 조사취화

항성이 향상되었음을 의미한다. 재의 국내 감시 자료만으로는 weld의 정확한 경향을

알기 어려우나,계속 으로 감시시험 결과가 축 될 경우,좀 더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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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late/forgings

(b)Weld

그림 3.1.1-19.미국 감시시험 결과와 비교한 ΔYS변화에 따른 TTS변화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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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반응속도론을 이용한 조사경화 측 로그램 개발

성자 조사에 의한 압력용기 재료의 조사취화 경화는 실험 으로 잘 알려진 상

의 하나이다.그러한 상은 괴실험에서 괴인성 감소 인장실험에서 항복강도의

증가 등으로 나타난다.이러한 원인을 추 해보면 조사재 내부에 형성된 미세한 조사결함

의 발생이 그 원인이다.압력용기강의 조사열화를 산 모사하기 해서는 시간과 공간

으로 매우 넓은 범 의 산모사를 필요하며,이를 달성하기 해서는 각 시간과 공간에

특성화된 산모사 기법을 사용하고,각각의 모델들을 결합하여 운용하여야 한다.이를

multiscalemodeling이라 하며,그림 3.1.1-20에 조사손상 multiscale모델의 구성 체계를

간략하게 나타내었다 [24].

그림 3.1.1-20.조사손상 multiscale모델 구성 체계(분자동력학:MolecularDynamics,

몬테카를로법:KineticMonteCarlo, 동력학:DislocationDynamics)

(1)반응속도이론 기반의 결함 클러스터 모델

압력용기강의 조사경화의 경우,특히 30년 이상의 시간 계산이 필요하게 되는데,이를

일반 인 원자 단 산모사로 달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이를 극복하기 해서 일반

으로 반응속도 이론에 기반을 둔 결함 클러스터 성장모델(clusterdynamicsmodel)을

이용하여 성자조사 압력용기강의 기계 성질의 변화를 측하게 된다.본 연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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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함의 형성에 의한 원자로 압력용기강의 항복강도 증가(조사경화)를 이론 으로

측하는 수학 모델에 하여 기술하 다.압력용기강의 조사취화를 측하기 하여 여

러 모델이 사용되는데,가장 표 인 것이 조사경화를 일으키는 주요한 원인으로 결함

클러스터(pointdefectcluster,PDC) 구리 석출물을 고려하는 것이다.아직까지 결함

클러스터와 구리 석출물의 성장 기구에 해서는 여러 연구가 있지만,본 보고서에서 기

술하는 단순화된 이론 모델은 실제 기계 성질 변화를 묘사하는데 여러 가지 제한이

있을 수 있다.즉,각종 결함 는 원소들의 kinetic 라메타를 정의하기 용이하지 않고,

재료의 미세한 차이 (열처리 기법,기 존재하는 미세구조의 특성 등)등을 세 하게 취

하기 불가능하다.하지만,이론 모델을 개발함으로써, 체 인 경향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고,주요 요소 변화에 의한 성질변화를 측하는데 사용가능하다.

결함 클러스터 모델은 기본 으로 결함 운동 방정식으로부터 시작한다.가장 쉽게

고려할 수 있는 것은 크기가 1인 Vacancy와 Self-interstitialatom(I) 결함 간의 생성,소

멸,재결합,성장 반응 등을 time-dependent미분방정식으로 표 하는 것이다 [25].미분

방정식의 주 변수는 결함 농도로서 이 상미분 방정식을 수치 해석법으로 분하여 해

를 얻을 수 있다.일반 으로 결함 그 클러스터를 수치해석으로 결정하는데,두 형

태의 결함 농도는 다음 식 (1)과 (2)와 같이 표 할 수 있다.

å--=
j

ijiiviivi
i CSDCCRP

dt

dC
(1)

å--=
j

vjvvviivv
v CSDCCRP

dt

dC
(2)

여기서 Ci interstitial농도,Cv vacancy 농도,Pi interstitial생성률,Riv interstitial과

vacancy간의 재결합률 상수(recombinationratecoefficient),Diinterstitial확산계수,Sji결

함 j의 interstitial흡수율로 정의된다.이 모델에서 고려하고 있는 결함 형태 j는 ,입

계면 방사선 조사에 의하여 생성된 Pointdefectcluster(PDC)등이다.이

입계면은 단지 결함의 흡수에만 계가 있고,PDC는 결함의 소스인 동시에 흡수하

여 소멸 시키는 역할을 한다.

식 (1) (2)포함된 결함 sink,j의 세기는 조사환경에 따라 변화한다.조사 이 부

터 재료에 포함된 sink는 ,입계면이 표 인 이다.방사선 조사가 진행되면서 생

성된 결함 클러스터 void등은 결함의 sink로서 그 크기가 계속 변화하게 된다.

아래 식 (3) (4)는 결함 sink세기를 수식으로 나타낸 것으로,식 (3)는 sink,식

(4)는 vacancy클러스터의 결함 sink세기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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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
dis

v,i
dis

v,i zS r= (3)

vclvcl
vcl

v,i Nr4S p= (4)

여기서,rdis 도,zi
dis
interstitial의 biasfactor,rvclvacancy클러스터 크기,Nvcl

vacancy클러스터의 수 도이다.

PDC형성의 기본 메커니즘은 displacement반응에서 생성된 작은 크기의 결함 클

러스터와 결함의 확산운동에 의한 PDC 생성 성장 모델이다.PDC 성장은 성자

조사에 의한 작은 크기의 PDC생성으로부터 기인된다.PDC는 방사선 조사환경 하에서

그 크기 도가 증가하게 된다.MD에서 계산된 기손상 정보는 결함 클러스터 모

델식의 주요한 입력인자이다.PDC생성의 주요한 인자로 cascadeefficiency,h와 결

함 클러스터 분율,fcl를 들 수 있다.PDC성장 모델은 앞서 설명한 결함 운동방정식과

같이 다수의 미분방정식으로 표 할 수 있다.interstitial클러스터 거동을 식으로 표 하

기 하여 다음과 같은 기본 가정을 도입하 다.displacement반응에서 최 4-interstitial

크기의 클러스터가 생성된다고 가정하 을 때,이를 미분방정식의 형태로 표 하면 식

(5)~(9)과 같다.여기서 displacement반응의 interstitial크기는 조정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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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Cm은 m-sizeinterstitial클러스터 농도,bi,v
m은 mobile 결함이 m-sizeinterstitial

클러스터에 흡수되는 확률로서 식(10)과 같이 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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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v,i2
L

m
v,im

v,i DC
a

d
=b (10)

한 Ei
u
는 u-sizeinterstitial클러스터에서 singleinterstitial이 방출되는 확률이다. 의

미분방정식을 모두 고려하면,interstitial 결함 클러스터의 농도를 시간에 따라계산할

수 있다.Vacancy클러스터의 성장 모델도 PDC모델과 동일하게 용할 수 있으며,다

만 그 라메터가 변하게 된다.

기에 개발된 반응속도론을 용한 코드는 Fortran으로 개발되어 ‘Predictor for

DefectClusterEvolution'으로 명명하여 로그램 등록하 고,이후에 V클러스터 계산을

개량하고,코드의 유지 보수가 용이하도록 Python을 기반으로 다시 작성하 다. 한 계

산의 고속화를 하여 고속 처리가 필요한 모듈은 Fortran으로 재작성하여 사용하 으며,

미분방정식을 효율 으로 계산하기 한 solver로 Lawrence-Livermore연구소에서 개발

한 LSODE를 사용하 다.

본 계산에 사용된 압력용기강 재료의 물성인자 kinetic 라메타는 표 3.1.1-4에 정

리해 놓았다.

Paramete r V alue

Vacan cy migration energy (E v
m

) 1.25 eV

Vacacny formation en ergy  (Ev
f
) 1.55 eV

Vacan cy pre -expone ntia l fac tor  (Do
v
) 0.5 cm

2
/s

Effective gra in diameter (d g) 0.001  cm 

Intersti tia l m igra tion energy (E
i
m) 0.25 eV

Intersti tia l p re-exponen tia l factor (D o
i
) 0.05 cm

2
/s

Dis locatio n den sity (rdis) 1x10
11

 /cm
2

Dis locatio n interstitial bias (z i
di s

) 1.25

Dis locatio n vac ancy b ias  (zv
di s

) 1

Lattice con stan t of Fe  (aL) 2.87x1 0
-8

 cm

Cascade efficiency  (h) 0.1

Vacan cy clu ste ring  f ract ion  (fvc l) 0.3

Inste rstitial cluste rin g frac tion  ( fi cl
2
:f i cl

3
:f icl

4
) 0.15 : 0.1 : 0.05

Intersti tia l c lus ter b ind ing en ergy  (E 2
B

:E3
B

:E4
B

) 0.5 : 0.75 : 1.25  eV

Initial nu mber of vacanc ies pe r cluste r (nv) 5

Surface free  energy (g) 2.947 -(4.5x1 0
-4

) x T [
o
C ]  J /m

2

Cop per m igra tion  energy (EC u
m

) 2.7 eV

Cop per p re-expo nen tial  factor (D o
C u

) 300  cm
2
/s

표 3.1.1-4.압력용기강 재료의 주요 kinetic 라미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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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21는 시간에 따른 공공 격자간 원자 결함의 농도 변화를 보여 다.운

동성이 매우 활발한(즉,low migrationenergy)격자간 원자는 주변의 미세구조에 빠르게

흡수되어 소멸되기에 공공 결함의 농도보다 그 값이 상 으로 매우 다.조사후 약

1×10
-6
s만에 평형상태에 이르는데,공공 결함은 100s이상 소요된다.

그림 3.1.1-21. 결함(공공 격자간 원자)농도 변화

결함 클러스터는 결함과 그 클러스터와의 반응에 의해서 크기가 성장하게 된다.

특히 원자로 압력용기강 환경(300
o
C)에서는 공공의 운동성이 낮기 때문에 이들 간의 반응

에 의해서 보이드 는 버블로 성장하는 것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반면에 격자간 원

자는 클러스터로 형성,성장하여 조사 취화의 원인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그림

3.1.1-22는 이 에서 기술한 반응속도론을 통하여 계산한 결과이다.시간 경과 후 모든

클러스터들이 포화된 것처럼 보이지만,실제는 매우 느린 속도로 농도가 증가하 다.

그림 3.1.1-22.격자간 원자 클러스터 농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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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사경화 측 그 용

속의 강도는 재료내 존재하는 의 이동을 방해하는 장애물에 의해서 증가한다.

조사에 의하여 생성된 미세구조는 슬립면 에 분포하여 의 이동을 방해하여 결국

항복강도의 증가를 래한다.이를 설명한 가장 간단한 모델이 Orowan모델이다.이 모

델과 본 계산에서 산출된 PDC CRP의 농도,크기를 이용하여 재료의 경화정도를

측한다.Orowan이론을 조사 미세구조에 용할 경우 극미세구조는 의 이동에 장애

요소로 작용하지 못하므로 계산 항복강도 값이 과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그러나 이 모

델의 응용은 조사경화량을 정량 으로 측할 수 있는 편리한 도구로서 이용될 수 있다.

방사선 조사에 의하여 생성,발 된 미세구조는 shearstress를 Δτ 만큼 변화시킨다.

l

b

c

m
t =D (13)

여기서 μ은 모재의 shearmodulus,b는 Burgersvector,1/χ은 장애물 강도를 나타내는

조 인자,l은 장애물 간의 평균거리이다.장애물 간의 평균거리 l는 장애물,즉 미세구

조의 크기와 농도에 의해서 결정된다.이 라메터들은 에서 기술한 PDC모델 계산에

서 얻어진다.일반 으로 재료에 힘을 가하는 경우,먼 가 장애물을 만나 구부러짐

상이 발생하고 더 큰 힘이 가해지면 결국에는 가 장애물을 쓸고 지나간다.여기서

장애물의 특성에 따라서 강한 것과 약한 것이 결정되는데,이를 정량화한 라메터가 식

(13)의 c이다.장애물의 세기를 결정하는데 상당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데,PDC의 1/χ는

0.2로 지정했다.shearstress를 단축(uniaxial)항복강도로 환하는데,Taylor상수 3을 사

용했다.그리고 PDC에 의한 항복강도 변화량은 superposition원리를 용하여 최종 계

산하 다.

에 기술한 PDC모델과 Orowan모델을 결합하여 2호기 압력용기강의 항복강

도를 시로 계산하 다.계산에 필요한 압력용기강 재료에 생성된 결함의 주요 kinetic

라미타는 표 3.1.1-4에 정리한 것을 사용하 다.PDC모델에서 출력된 결함 클러스터

의 크기와 농도를 식(13)에 입하여 최종 으로 항복강도의 변화를 정량 으로 측할

수 있다.이 결과를 그림 3.1.1-23에 실측 결과와 표시해 놓았다.실측 항복강도 변화량과

계산값을 비교해 볼 때,계산값이 기 조사조건에서 다소 과 평가하고 있지만,고조사

량 조건에서는 실험값이 계산값보다 커진다.본 에서 기술한 조사경화량(항복강도 변

화) 측 모델은 앞 에서 기술한 한국 압력용기강 감시시험 자료의 경험 실험식을

이용하여 TTS변화량으로 환산이 가능하며,이 값을 실제 측정된 TTS와 비교해 보았다.

그림 3.1.1-24에 계산 결과를 나타냈으며,특히 창기에 계산값과 실측값이 상당히 근

한 결과를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다.아직까지 고려해야할 많은 변수들이 있으나,앞서



- 47 -

기술한 반응속도 이론을 이용한 PDC모델은 압력용기강의 조사열화 거동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것이며,차후에 다른 재료에도 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상된다.

그림 3.1.1-23. 2호기 압력용기강 항복강도 변화량 측

그림 3.1.1-24. 2호기 압력용기강 TTS변화량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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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사선 조사재 기계 특성평가 시험법 미소시편 변형 산모사

성자 조사에 의한 속 재료의 손상과 기계 성질의 변화를 실험 으로 모사하는

방법으로 고에 지의 이온 조사가 이용된다.수 MeV의 에 지를 갖는 이온은 속 재

료에 략 수 마이크론의 깊이만큼 투과하면서 재료에 조사 결함을 생성한다.생성된 조

사 결함이 기계 성질에 미치는 향을 평가하기 해서는 수 마이크론 내의 역에서

국부 으로 물성 평가를 해야 한다.이를 해 나노압입시험이나 나노압축시험과 같은 마

이크로 역학 시험법을 용한다.

이 연구에서는 조사재의 압입 압축시험 시 조사재 내에 발생하는 변형 상,즉

의 생성/ 와 조사 결함과의 상호작용 등을 고찰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조사재의

경도가 큰 이유로 압입자에 의해 생성/활성화된 가 내부의 조사 결함에 의해 쉽게

되지 못하기 때문으로 생각되는데,이를 검증하기 해 분자 동력학을 이용하여 조사

결함을 포함한 시료의 나노압입 나노압축 산모사를 수행하 다.이를 통해 조사재와

비조사재의 압입 시험의 근본 인 차이 을 고찰하려고 한다.

한 원자력재료의 주요 소재인 페라이트 철강의 변형 기구를 이해하기 해 동역

학 산모사방법을 개발하 다.이를 통해 페라이트 철강 내의 외부 하 에 따른 의

거동을 모사할 수 있다.

가. 나노압입과 나노압축시험 분자동역학 산모사

(1)나노압입 시험 분자동역학 산모사

(가)순철에서의 압입자에 의한 의 생성 모사

그림 3.1.2-1은 순철의 압입시험 모사 방법을 개략 으로 보여 다. 압입재의 크기는

략 48x48x37 nm
3
이고 X, Y축으로 주기경계조건을 부여하 다. Z=0의 치에 해당하

는 면의 원자의 이동을 제한하여 fixed surface를 표 하 으며 압입자에 의해 리는 면

은 자유표면으로 하 다. 반경이 5~40nm인 구형의 압입자를 고려하 다. 압입자를 구성

하는 원자의 개별 이동을 억제하고 압입자 체를 압입 방향으로 이동시켜 강체 압입자

를 표 하 다. 압입재는 압입시험 에 300K의 열 평형상태에 도달하게 하 다. 압입

은 강체의 구형 압입자를 일정 속도로 이동하여 수행하 고 압입에 의해 압입재 내부에

생성되는 를 찰 하 다. 압입재 표면의 방 는 (110) 과 (100) 두 가지를 고려하

여, 결정 방 에 의한 의 생성과 구조 형성의 차이 에 해 고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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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1순철의 압입시험 모사 개략도

 

그림 3.1.2-2(a)는 (110) 나노인덴테이션에 의해 순철 내부에 형성된 구조이고, 

그림 3.1.2-2(b)는 (100) 나노인덴테이션에 의해 형성된 구조를 보여 다. 두 결정

방 모두 루 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110) 결정 방 의 경우 루 가 두 개의 방 기

둥에 잘 정렬되어 형성됨에 반해 (100) 결정 방 의 경우 압입자 아래에 복잡한 구

조가 형성된다. 압입의 결정방향에 의해 우선 으로 생성되는 가 다르고 이후 형성

되는 구조도 크게 다름을 알 수 있었다. 

그림 3.1.2-2 (a)(110)나노인덴테이션에 의한 구조,(b)(100)나노인

덴테이션에 의한 구조

그림 3.1.2-3은 압입자를 제거하고 압입 방향에서 바라본 구조의 모양이다. 결정

방 와 비교하여 보면 루 가 형성된 방향은 모두 <111> 방향임을 알 수 있다. 루 의

버거스 벡터는 모두 a/2<111> 이다. (110) 나노인덴테이션의 경우 두 <111> 방향으

로 잘 정렬된 루 가 형성되었고 루 의 교차지 에는 결합이 형성되었다. 

(100) 나노인덴테이션의 경우 네 개의 <111> 방향으로 루 가 형성되지만 (110) 나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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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덴테이션과의 차이 은 압입자 아래 부분에 기의 구조가 형성되고 이 구조

로부터 루 가 생성되어 나오는 것이다. 이는 (100) 방향의 칭성이 커서 동시에

형성되는 의 수가 많고 - 상호작용이 더 활발하기 때문이다. 

그림 3.1.2-3 (a) (110), (b) (100) 나노인덴테이션의 구조와 버거스

벡터의 계

(110) 나노인덴테이션 시 의 생성과 과정을 그림 3.1.2-4에 나타내었다. 이

경우는 압입자의 반경이 10 nm이고 압입 속도가 10m/s이다. 그림 3.1.2-4(a)에 하나의

<111> 루 가 형성되어 버거스 벡터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후 압입

깊이가 더 깊어지면 다시 루 가 형성되는데, 이번에는 두 개의 루 가 압입 면에서

부터 생성되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3.1.2-4(b)). 이 루 들은 각각의 버거스

벡터 방향으로 되어 나가고 이후 루 의 생성과 가 계속 진행됨을 볼 수 있다

(그림 3.1.2-4(c), (d)).



그림 3. l.2-4 10 nm 반경의 구형 압입자에 의한 (1 10) 나노인덴테이 

션 시 전위의 생성과 전파 과정 

그림 3. l. 2-5는 압입자 하단에서의 전위의 생성 과정을 보다 명확히 보여준다. 압입 

접촉면을 따라 원래의 격자 위치에서 벗어난 원자들이 형성되고 이 원자들은 압입이 진 

행됨에 따라 [11-1]과 [111] 방향으로 전위를 형성하여 나간다. 격자 위치에서 벗어난 

원자들은 [11-1]과 [111] 두 기둥의 외각면으로 구형의 전위 루프를 형성하여 압입재 

내부로 전파된다. 전파되는 과정에서 두 루프가 접촉되는 곳은 [001] 전위 결합이 형성 

된다. 이 전위결합은 이동도가 <111> 버거스 벡터의 전위보다 낮으므로 전위 루프 이동 

에 pmmng점으로 작용한다. 루프가 <111> 기둥으로 전파되어 나가면서 부호가 반대인 

전위 쌍정을 형성하게 되고 이 쌍정이 상쇄되어 마침내 두 개의 <111> 루프를 형성하 

게 된다. 형성되는 전위의 크기는 접촉면의 크기에 따라 결정됨을 그림에서 알 수 있다. 

즉 압입이 진행됨에 따라 점차 큰 루프가 생성됨을 알 수 있다. 

그림 3. l. 2-6은 압입자의 반경이 10 nm이고 압입 속도가 10m/s 경우의 (1 00) 나노 

인덴테이션을 보여준다. 초기에 압입자 아래에 <100> 전위루프가 형성되었음을 볼 수 

있다. 결정방향과 압입자의 기하학적 모양에 따라 <100> 전위루프가 형성된 것으로 보 

인다. 이 <100> 전위 루프의 이동도는 <111> 전위 루프에 비해 낮다. 따라서 이후의 

압입에 의해 생성되는 전위와 상호작용을 하게 되어 그림 (c)와 (d)에서처럼 압입자 하 

단에 복잡한 초기 전위 구조를 형성하게 된다. 이후 이 전위 구조로부터 전위의 증식， 상 

쇄， 교차이동과 같은 복잡한 전위 반응이 발생하고 그 결과 <111> 방향으로 전위 루프 

가 형성되어 압입재 내부로 전파됨을 볼 수 있다 (그림 3. l.2-6(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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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l.2-5 (1 10) 나노인덴테이션에 의한 <111> 전위 루프의 생성과 전파 

그림 3. l.2-6 10 nm 반경의 구형 압입자에 의한 (1 00) 나노인덴테이션 

시 전위의 생성과 전파 

<100> 전위루프의 형성 기구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설이 제시되었지만 이론의 여지 

가 많다 [1 -13]. 그림 3. l. 2-7에 (1 00) 나노인덴테이션에서 생성된 <100> 전위루프 

의 거동을 나타내었다. 그림 3. l. 2-7의 (a)-( C)는 압입 방향에서 바라본 전위의 구조이 

고 그림 3. l. 2-7의 (d)-( f)는 같은 구조를 압입 방향의 수직 방향에서 바라본 것이다. 

그림 3. l. 2-7(a)에서와 같이 압입자와의 접촉면에서 생성된 <100> 전위 루프는 버거스 

벡터의 방향， 즉 압입 방향으로 이동한다. 이동하면서 <100> 전위 루프의 각 면은 

{l10} 면에 나란하게 정렬됨을 볼 수 있다. 이후 압입이 진행되면서 넓어진 접촉면에서 

또 다른 루프가 형성되게 되고 이 두 루프 사이의 상호작용과 전위-전위의 반응으로 복 

잡한 초기 전위 구조를 이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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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l.2-7 <100> 전위 루프의 생성과 이동 모습 , (a)-( c):압입 방향에서 바라 

본 전위의 모습， (d)-( f): 옆면에서 바라본 전위의 모습 

그림 3. l. 2-8은 <100> 전위 루프의 구조를 보여준다. 초기에 접촉면을 따라 구형으 

로 형성된 루프는 이동하면서 에너지적으로 낮은 {1l0} 면위에 존재하게 되어 사각형 

모양을 보이게 된다. 또한 {l10} 면에서 루프의 전위 단편은 두 개의 전위로 분리됨을 

그림 3. l. 2-8(b)에서 확인할 수 있다. 

{110} 
planes Di ssoci ati on on {11 O} pla ne 

b=a 

그림 3. l.2-8 <100> 전위 루프의 형상 및 {l10} 면에서의 전위 분리 

야
 ω 



<100> 전위루프의 낮은 이동도와 압입자의 높은 속도로 인해 <100> 전위루프는 이 

후에 생성되는 전위와 반응하여 전위구조를 형성함으로， <100> 전위 루프만의 거동을 

살피기 힘들다. 따라서 <100> 전위 루프의 거동을 면밀히 살피기 위해 그림 3. l. 2-9와 

같은 하중-갚이 이력을 고안하였다. 그림 3. l. 2-9의 하중-갚이 독선은 전위가 생성되면 

하중이 감소함을 보여준다. 첫 번째 하중 감소는 <111> 루프가 생성된 직후 발생한다. 

생성된 <111> 루프는 압입재 내부로 빠르게 이동하여 나가고 압입자 아래는 다시 전위 

가 없는 상태가 되어 하중이 증가하게 된다. 이후 압입 갚이 0.55 nm 정도에서 <100> 

루프가 형성되어 하중이 감소함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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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l.2-9 하중 압입 깊이 독선 

이후 다른 전위가 생성되기 전， 즉 압입 깊이가 0.7 nm 근방이 되었을 때 압입자의 

이동을 정지시키고， 압입자에 의해 가해진 압입재의 응력에 의한 <100> 루프의 거동을 

관찰하였다. 그림 3. l. 2-10(a)는 생성된 <111> 루프와 <100> 루프를 보여준다. 그림 

3. l. 2-10(b)는 {110} 면 상에 정렬된 루프선이 두 개의 부분 전위로 분리된 것을 보여 

준다. 이중 하나의 부분 전위가 <100> 루프 상을 이동하게 되고 그 결과 <100> 루프 

는 <111> 루프로 변환되게 된다. 변환된 루프는 압입재 내부로 빠른 속도로 이동한다 

(그림 3. l.2-10(e)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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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l.2-10 <100> 루프의 <111> 루프로의 변환 과정 

면밀히 살피기 위해 <100> 전위루프가 생성된 직후에 압입자를 고정시키고 전위루프 

를 관찰 하였다. 그림 3. l. 2-11에 나타낸 바와 같이 <100> 루프 선 주위에 {110} 슬 

립면 상에서 <100> 버거스 벡터는 두 개의 <111> 버거스 벡터 성분의 부분전위로 

분리된다. 

a[001]→랜 I T]+렌 T T] 011 (11.0) 

해01]→판피+샘 11] Oll. (l ï 이 

이렇게 분리된 부분전위 중 a/2 [1-1-1] 부분 전위가 <100> 루프위를 이동하여 

<100> 루프선은 a/2 [-11-1] 버거스 벡터로 변환되게 된다. 즉 <100> 버거스 벡터가 

<111> 버거스 벡터로 변환되게 된다. 변환된 <111> 루프의 이동도는 <100> 루프에 

비해 매우 높아 빠른 속도로 압입재 내부로 전파해 나간다. 

이 결과는 <100> 루프와 <111> 루프가 루프 선상에 특정 전위단편이 형성되고， 

이 전위단편이 기존 루프와 반응하여 버거스 벡터를 변환시킴으로서 서로 변환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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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11 부분 의 형성과 이동에 따른 <100> 루 의 변환 과정

(나)구리 단결정의 압입자에 의한 의 생성 모사

구형의 압입자와 직육면체의 구리 단결정을 모사하 다.구리 단결정의 크기는 49.4

49.5 44.3nm
3
이고 략 8x10

6
개의 원자를 포함한다.직육면체의 X,Y,Z 축은 각각

   방향으로 하 다.X,Y 방향으로는 주기 경계조건을 가하여 두께 44.3

nm의 무한히 큰 평 으로 가정하 다.Z방향은 압입 방향으로 Z=0의 치에 해당하는

면의 경우 원자의 이동을 제한하여 fixedsurface를 표 하 고,Z=44.3nm에 해당하는

면은 압입자에 의해 리는 면으로 자유표면으로 하 다.압입재는 압입시험 에 300K

의 열 평형상태에 도달하게 하 다.압입자는 직경이 5~40nm인 구형으로 가정하 다.

압입자의 경우 구성 원자의 개별 이동을 억제하고 압입자 체를 압입 방향으로 이동시

키는 방법을 통해 강체 압입자를 표 하 다.압입은 강체의 구형 압입자를 일정 속도로

이동하여 수행하 다.압입에 의해 압입재 내부에 생성/ 되는 는 선에 해당

하는 원자만을 따로 보이게 하여 찰하 다.

그림 3.1.2-12는 직경 10nm의 구형 압입자로 구리 단결정을 압입하 을 때 압입 깊이

에 따른 하 곡선을 나타낸다.압입 깊이가 증가함에 따라 체 인 하 이 증가하지만

하 이 격히 하락하는 부분이 찰된다.이러한 하 하락은 구리 결정 내부의 구

조의 격한 변화와 련이 있다.즉 비교 안정한 구조가 하 의 증가에 의해 불

안정해져서 안정한 구조를 잃게 되는 순간과 한 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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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12직경 10nm 구형 압입자로 압입 시 산 모사된 하 -압입 깊이 곡선

그림 3.1.2-13의 (a)~(d)에 나타낸 구조는 각각 그림 3.1.2-12의 하 -압입 깊이 곡

선의 'a'~'d'에서 형성된 구조이다. 구조는 압입자 하부에 표면으로부터 재료

내부로 형성된 복잡한 구조와 재료 내부로 하는 리즘 루 (prismatic

loopdislocation)로 이루어져 있다.표면으로부터 재료 내부로 형성된 구조는 압입

자에 의해 재료 표면에서 형성된 로 {111}면에서 형성된 가 반응하여 여러 부동

를 포함한다.이러한 부동 에 의해 압입하 은 증가하게 되고 임계 하 이상에서

구조가 깨어져서 리즘 루 로 분해된다.

그림 3.1.2-13.그림 3.1.2-12의 하 곡선의 a~d지 에서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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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 구조는 압입자의 크기에 따라 그 형태가 다른데 그림 3.1.2-14에 나타낸 것처

럼 압입자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 표면 구조의 크기가 커지고 더 복잡한 구조를 갖는

다.비록 구조의 개별 인 성분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여러 종류의 부동 가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이러한 부동 는 압입자와 재료표면의 면에서 형성된

가 다른 슬립면의 와 반응하여 형성된 것이다.

그림 3.1.2-14(a)2.5nm,(b)5nm,(c)10nm,(d)20nm 반경의 구형 압입자에 의해

형성된 구조

(2)나노압축 시험 분자동역학 산모사

평평한 압입자를 이용하여 원기둥 형태의 구리 단결정의 일축압축시험을 모사하 다

(그림 3.1.2-16(a)).원기둥의 길이방향 축을 (111)방 로 하 고,원기둥의 직경은 5.8,10,

15.7,25,30nm로 하 다.원기둥의 길이 지름의 비를 2.5로 하 다.단 직경 30nm

의 경우 계산량을 이기 해 길이 지름의 비를 2로 하 다.모사온도는 300K이며,

평평한 압입자를 일정한 속도로 이동시켜 원기둥을 압축하 다.압입자의 속도는 원기둥

의 변형속도가 108/sec가 되게 하 다.

그림 3.1.2-15는 나노압축을 통해 얻은 응력-변형률 곡선을 보여 다. 기 탄성변형 이

후에 항복이 발생하면 응력은 격히 감소하게 된다. 기 탄성변형 시의 Young's

modulus는 문헌 [14]에 보고된 바와 같이 190.3GPa와 비슷함을 알 수 있다 (검은 실선).

항복 이후의 격한 응력의 감소는 기 결함이 없는 상태의 결정의 분자동역학 산모

사 시 자주 찰된다 [15,16].탄성 변형시 응력-변형률 곡선에 미세한 진동이 있는데 이

는 원자의 진동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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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경 10nm 이하의 원기둥의 경우 기 항복 이후에 다시 탄성 변형과 항복이 반복되

는 것을 알 수 있다.이는 기 항복 시 발생한 가 원기둥의 표면을 통해 모두 없어

지기 때문이다.이 경우 원기둥은 다시 결함이 없는 결정이 되어 탄성 변형과 항복이 반

복되게 된다.직경 15.7nm 이상의 원기둥의 경우 이러한 반복되는 탄성변형과 항복이 나

타나지 않는데 그 이유는 기 항복 시 발생한 가 표면으로 완 히 상쇄되지 않고

남아 있기 때문이다.이후 변형은 남아 있는 의 증식과 이동으로 보존된다.

기 항복이 일어나는 응력에 크기 효과가 나타나는데,즉 원기둥의 직경이 작아질수록

항복응력 값이 증가한다.이는 가 생성되는 지 인 원기둥의 표면의 면 이 원기둥의

크기에 따라 작아지기 때문으로 단된다.그림 3.1.2-16(b)-(f)에 각 크기의 원기둥의

기 항복 후 원기둥 시편의 모양을 나타내었다.(111)방향으로 변형이 되기 때문에 그 외

세 개의 {111}면에서 슬립이 발생하는 다 슬립이 발생하고 변형된 시료의 형상은 다

슬립의 향으로 볼록하게 변하게 된다. 기 의 생성 치는 원기둥의 둘 방향의

표면이나 원기둥 상단의 표면이다.

그림 3.1.2-17에 15.7,25,30nm 직경의 원기둥의 변형 후 내부 의 구조를 나타내

었다. 기 항복 시 표면 등에서 발생한 는 서로 교차하면서 합 등을 형성하

고,표면에서 완 히 상쇄되지 않고 결정 내부에 남아 있게 된다.

그림 3.1.2-15나노압축 시험의 응력-변형률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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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16(a)나노압축시험 모사 개략도,직경 (b)

5.8nm,(c)10nm,(d)15.7nm,(e)25nm,(f)30nm의

기 항복 후 변형된 모습

그림 3.1.2-17직경 (a)15.7nm,(b)25nm,(c)30nm의

기 항복 후 구조

(a ) 

(d) 

(al 

(b) 

(e) 

야
 

( 

(c)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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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방사선 조사재의 나노압입/나노압축시험 산모사

(1)조사결함 포함 구리 단결정의 나노압입 산모사

온 (<182℃)에서 조사된 구리 단결정의 TEM 찰을 통해 검은 형태의 조사 결함

이 형성되고, 부분 StackingFaultTetrahedra로 알려져 있다.조사 결함의 평균 직경은

략 2.5nm, 도는 1.7x10
23
/m

3
이다.이 연구에서는 직경 0.5~1.5nm의 보이드 (void)

결함을 구리 단결정 산모사 공간내에 무작 로 분포시켰다.보이드의 수 도 (number

density)는 략 9.3x10
23
/m

3
~2.7x10

24
/m

3
로 하 고,그림 3.1.2-18에 구형의 보이드가 무

작 로 분포된 모사공간을 나타내었다.

(a) (b)

(c) (d)

그림 3.1.2-18구형의 보이드가 무작 로 분포된 모사 공간.보이드의 직경은 0.5~1.5

nm이고,보이드의 수(Nvoid)는 각각 (a)Nvoid=0,(b)Nvoid=100,(c)Nvoid=200,

(d)Nvoid=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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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19는 조사결함을 포함한 경우와 조사결함이 없는 경우의 압입 깊이-하 곡

선을 비교한 것이다.직경 20nm의 압입자로 압입한 경우와 40nm의 압입자로 압입한

경우 모두 조사결함이 있는 경우 하 이 더 높다.

그림 3.1.2-19직경 20nm와 40nm의 구형 압입자로 보이드를 포함하지 않는 모사 공간

(Nvoid=0)과 300개의 보이드를 포함한 모사 공간 (Nvoid=300)의 압입 시 산 모

사된 하 -압입 깊이 곡선

그림 3.1.2-20은 조사 결함의 도에 따른 압입 깊이-하 곡선을 비교한 것이다.이 연

구에서 용한 조사결함의 도에 의한 하 차이는 거의 없다.이는 하 차이를 보일만

큼 유효한 도 차이가 아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그림 3.1.2-20직경 20nm의 구형 압입자로 보이드를 0개에서 300개 까지 포함한 모사 공

간의 압입 시 산 모사된 하 -압입 깊이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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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21은 조사 결함이 분포된 조사재 표면을 압입자로 압입할 때 발생한 표면

구조와 재료 내부로 되는 리즘 루 를 보여 다.조사결함 일부는 내부

로 되는 리즘 루 와 교차하는 것을 찰할 수 있었고,표면 구조의 형성

에도 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이러한 직 인 교차 뿐만 아니라 보이드와

선 사이의 응력장의 첩에 의한 간 인 효과도 있다.이러한 이유로 조사결함이 존

재할 때 압입 하 이 더 커지게 된다.

그림 3.1.2-21직경 10nm의 구형 압입자로 압입 산 모사 시 형성되는 구조

조사결함과 와의 교차와 그 결과를 알기 해 교차가 발생하는 조사결함을 확 하

여 그 과정을 찰하 다.그 결과 두 가지 상을 발견하 는데,첫 번째는 보이드의 일

부가 교차한 선에 흡수되어 보이드의 크기가 작아지는 상이다.두 번째는 선이

보이드를 단하여 지나가지만 보이드의 크기에는 변화가 없는 상이다.

그림 3.1.2-22에 보이드에 속한 공공을 교차한 가 흡수하여 결과 으로 보이드의

크기가 어드는 과정을 나타내었다.그림 3.1.2-22의 붉은색 원 내의 보이드는 압입자 하

부에 치하는 조사결함으로 선과 교차하기 구형 형태를 보인다 (그림

3.1.2-22(a)).그림 3.1.2-22(b)는 압입자에 의해 생성된 선과 교차하여 보이드 내의 일

부 공공이 선에 흡수되는 과정을 보여 다. 선이 압입자의 하 에 의해 이동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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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과 보이드의 반응에 의해 크기가 어든 보이드가 남게 된다 (그림 3.1.2-22(c)).

(a) (b) (c)

그림 3.1.2-22.직경 40nm의 구형 압입자에 의한 압입 산모사에서 찰된 에 의한

보이드의 상쇄

그림 3.1.2-23은 보이드를 단하여 지나가는 선을 보여 다.이 보이드는 재료 내

부에 존재하는 것으로 표면 구조에서 생되어 재료 내부로 되는 리즘 루

와 교차한다.그림 3.1.2-23(a)와 (b)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리즘 루 의 일부 선

과 보이드가 교차하여 보이드는 선에 의해 단된다. 단후의 보이드의 모양을 그림

3.1.2-23(c)에 나타내었다.교차한 의 이동 방향으로 단된 두 반구가 약간 이동하

지만 크기의 변화는 없다.그림 3.1.2-23(d)는 다른 리즘 루 에 의해 같은 보

이드가 단되는 것을 보여 다.

(a) (b)

(c) (d)

그림 3.1.2-23직경 10nm의 구형 압입자에 의한 압입 산모사에서 찰된 에 의한

보이드의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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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결과 압입자에 의해 생성된 표면 구조와 이로부터 생된 리즘 루

는 보이드 조사결함과 교차/반응하여 선이 보이드 결함의 일부를 흡수하여 보이드의

크기를 이기도 하고 단순 단하여 보이드를 지나가기도 함을 알게 되었다.이러한 직

인 선과 조사결함과의 교차와 응력장의 간섭에 의한 간 인 효과에 의해 조사

재의 나노인덴테이션시 하 이 증가하게 된다.

(2)조사결함 포함 구리 단결정의 나노압축시험 산모사

직경 1.45~4.35nm의 보이드 (void)결함을 구리 단결정 산모사 공간내에 무작

로 분포시켰다.그림 3.1.2-24(a)와 (b)는 각각 직경 15.6nm와 25nm의 원기둥내에 분

산된 2~3x10
24
/m

3
수 도의 보이드를 포함한 시료의 압축시험 결과이다. 기 항복은

보이드 결함이 없는 시료보다 작은 응력에서 발생한다.이는 의 생성 치가 표면

뿐만 아니라 보이드 결함 주 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기 항복 이후의 강도는 보이드 결함을 포함한 시료의 경우 더 높은데,이는 생성된

가 보이드와 충돌하여 이동에 제약을 받기 때문이다.즉 조사재의 압축시험 시 강

도는 비조사재에 비해 더 크다.

그림 3.1.2-24조사결함 포함 구리 단결정의 압축시험 응력-변형률 곡선 (a)D=15.6nm,

(b)D=25nm

직경 25nm의 원기둥의 경우 기 항복 시 생성된 와 보이드 결함이 교차하며

상호작용하는 미세구조를 그림 3.1.2-25에 나타내었다.그림에서와 같이 보이드는

의 이동을 방해하여 유동응력을 상승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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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25(a),(c)변형 보이드 함유

원기둥,(b),(d) 기 항복 후 구조

그림 3.1.2-26은 직경 30nm의 항복 이 의 미세구조와 항복 이후의 와 보이드 결

함의 상호작용을 보여 다.

그림 3.1.2-26(a)변형 보이드 함유 원기둥,(b)변형 후

구조,(c) 와 보이드의 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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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페라이트강의 동역학 산모사

페라이트 강(체심 입방체)의 경우 온에서는 <111>{110} 슬립계가 우세하고 고온

에서는 <111>{110} 이외에도 <111>{112}, <111>{123} 등의 슬립계가 찰되는

것으로 보고된다. 그러나 {112},{123} 면으로의 슬립은 {110}면의 반복 교차 슬립에

의해 표 될 수 있어 이 연구에서는 <111>{110} 슬립계를 가정하 다. 체심 입방체의

단 의 경우 코어가 <111> 버거스 벡터 방향을 공유하는 3개의 {110} 평면

에 확장되어 존재한다. 이러한 3차원 코어 구조가 항복 응력과 구조의 특이 상을

유발한다. 3차원 코어 구조를 갖는 단 는 높은 Peierls 응력으로 선 체가 한

꺼번에 이동하지 못하고 선상에 선과 수직인 킹크 이 외부 응력이나 열 활성

화에 의해 생성되어 이 킹크 이 단 선 방향으로 이동함으로써 단 선이 다

음 Peierls 계곡으로 이동하게 된다. 생성된 킹크 은 칼날 성분으로 3차원 코어구

조가 아니어서 Peierls 응력이 낮다. 이와 같은 체심 입방체에서의 단 의 이동 기

구를 Kink-pair 기구라고 한다.

Kink-pair 기구가 제시하는 요한 사실은 킹크의 이동에 필요한 에 지는 형성 에

지에 비해 미비하기 때문에 킹크가 형성되면 단 가 이동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단 의 속도는 킹크의 형성 속도에 의해 결정된다. 킹크는 열 활성화에 의해 형

성된다는 가정에 의해 BCC 구조에서의 단 의 속도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 할

수 있다 [17]. 

  







                                   (1)

여기서 ΔH는 Kink 형성을 한 활성 에 지, L은 단 의 길이, lc는 Kink 생성

을 한 임계 길이, νD는 Debye frequency를 나타낸다. 그러므로 L/lc는 Kink 형성 사이

트의 수를 나타내고, νDb/lc는 Kink 형성시도 빈도를 나타낸다. 

단 선에 가해지는 분해 단응력 τ는 Kink 형성을 도와주므로 활성 에 지 ΔH

는 분해 단응력 τ의 함수가 되고, 특히 τ가 증가함에 따라 ΔH는 감소하는 함수이어야

한다. 여러 가지 형태의 함수가 가능하지만 여기서는 활성 에 지 함수를 다음의 식으로

가정하 다 [18].

  



 

 






                                  (2)

여기서 ΔHc는 분해 단응력이 0일 때의 활성 에 지, τ0는 이동의 최 단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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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즉 τ=τ0일 때 킹크 형성을 한 에 지는 0이 된다.

식 (2)의 계수, ΔHc, τ0, p, q는 실험 결과로부터 피 을 통해 구할 수 있다. 피 할

실험 결과는 온도에 따른 임계분해 단응력 데이터이다. 실험 데이터와 식 (2)는 다음의

식으로 연 된다. 우선 소성 변형 시 정상 상태에서의 재료의 단 변형률은 도

ρm와 의 평균 속도 v의 식으로 다음과 같이 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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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평균 속도 v는 식 (1)로부터 의 평균 길이 L을 이용하여 나타내었다. 식

(3)으로부터 Kink 형성을 한 활성 에 지는 다음과 같이 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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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으로 천이 속의 경우 C는 상수이고 략 23~27 사이의 값을 갖는다. 순철의 경

우 25정도로 알려져 있다. 식 (2)와 식 (4)를 결합하면 다음과 같이 분해 단응력 τ와

온도의 함수를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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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도에 따른 임계분해 단응력 실험 결과에 식 (5)를 피 하여 식 (2)의 네 개의 계

수, ΔHc, τ0, p, q를 구할 수 있다. 그림 3.1.2-27의 순 철의 온도-임계분해 단응력 실

험 결과에 식 (5)를 피 한 결과를 그림 3.1.2-27에 실선으로 나타내었다. 피 결과 각

인자는 ΔHc=0.84eV, τ0=418.8MPa, p=0.456, q=1.268이다. 순철 뿐만 아니라

Fe-Ti-Mn 단결정의 온도-임계분해 단응력 실험 결과[19]에 식 (4)를 피 한 결과도

함께 나타내었다. Fe-Ti-Mn의 경우 고온에서도 일정한 강도를 갖는다. 임계항복응력의

실험 결과에서 이 강도를 뺀 값으로 피 을 한 결과 ΔHc=1.04eV, τ0=383.3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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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6581, q=1.5이다. 킹크 형성 에 지는 Fe-Ti-Mn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단 의 속도는 이 계수를 용한 식 (2)와 식 (1)에 의해 결정된다. 칼날

속도의 경우 단 의 속도에 비해 매우 크지만 정량 인 값을 얻기 해 분자 동역

학 방법을 사용하 다. 그림 3.1.2-28에 10, 200, 400, 600K 온도에서의 응력에 따른

단 와 칼날 의 속도 결과를 나타내었다. 온도가 증가할수록 단 와 칼날

속도의 차이가 차 어듦을 알 수 있다. 즉 고온에서는 칼날 와 단 의

속도가 비슷해져 고온에서의 체심 입방체의 구조는 면심 입방체와 비슷할 것으로

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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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27 온도에 따른 임계 단응력 데이터

0.0 0.5 1.0 1.5 2.0 2.5
0

200

400

600

800

1000

1200

1400

1600

1800

2000

Cross-kink 
mechanism

Kink-pair

Edge dislocation

Screw dislocation

 

D
is

lo
c

a
ti

o
n

 v
e

lo
c

it
y

 (
m

/s
)

Shear stress (GPa)

 10 K
 200 K
 400 K
 600 K

At t=500MPa

그림 3.1.2-28 칼날 와 단 의 속도



- 70 -

  길이 6mm의 [1-11] 버거스 벡터의 랭크 리드 원에 [001] 방향으로 하 을 가하

다. [001] 방향으로의 하 은 )011(]111[ , ]111[ )110(  두 슬립면과 방향에 같은 분해 단

응력을 보인다. 따라서 교차 슬립이 발생하기 쉬운 상태가 된다. 랭크 리드원의 증식을

모사한 결과 단 는 이동 교차 슬립에 의해 선 상에 Pinning 이 생기고

이동 후에는 뒤에 루 를 남기는 것을 찰 할 수 있었다. 그림 3.1.2-29는 단

랭크 리드 원의 증식을 보여 다. 그림에서와 같이 모사 공간에 석출상과 같이 의

이동을 방해하는 요소가 없어도 선 스스로 pinning 을 형성하여 의 이동에 지

체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3.1.2-29에 이러한 pinning 이 생성되는 방법을 개략

으로 나타내었다. 개략도에서와 같이 선의 한 부분이 이 교차 슬립하면 선상

에 조그를 형성하고 조그가 존재하는 면에는 분해 단응력이 거의 없어 조그의 이동은

어렵게 된다. 따라서 이 조그가 이동하는 선의 pinning 이 된다. 이러한 상은 체

심입방체 재료에서의 단 의 Self pinning이라고 불리고 실험 으로도 찰된다.

그림 3.1.2-29 Self pinning of a screw dislocation line

단 선 상의 한 부분이 교차 슬립하여 조그 을 만들고 이 조그 을 pole로 하

여 나머지 부분이 증식하여 원래의 슬립면에서 만나 상쇄되면 루 를 형성할 수 있

다. 그림 3.1.2-30은 이와 같은 루 의 형성 과정을 보여 다. 철강에서 변형 후의

구조를 TEM등을 이용하여 찰하면 이동한 단 의 뒤쪽에 다수의 루

가 형성되고, 단 선에 여러 pinning 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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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30 Debris loop formation of a screw dislocation line

   

50K에서 300K까지 50K 간격으로 변형률속도 10
-4

/sec로 인장 시험을 모사하여 응

력-변형률 곡선으로부터 각 온도에서의 항복응력을 구하 다. 구한 항복응력의 값에

Schmid 인자를 곱해 활성화된 슬립면에서의 임계분해 단응력값을 구하 고, 그림

3.1.2-31에 도시하 다. 그림 3.1.2-31에서와 같이 임계분해 단응력값은 인장 방향에

상 없이 일정하 고, 온도가 감소함에 따라 증가하 다. 온도에 따른 임계분해 단응력

값의 변화가 실험값의 경향과 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그림 3.1.2-31 Temperature dependence of critical resolved shear stress 

of a pure iron and simulated results at strain rate 10
-4

/sec

그림 3.1.2-32에 200K에서 [001] 방향으로 변형률 속도 2/sec로 변형하 을 때의

구조를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버거스 벡터에 나란한 방향의 직선의

가 우세한 것을 볼 수 있다. TEM 시편과 비슷한 구조를 얻기 해 한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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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을 얇게 잘라 구조를 나타내었다. 잘린 슬립면 상에 존재하는 단 와 그 면

을 가로 지르는 를 볼 수 있다. 이 구조는 실험 으로 찰된 결과 (그림

3.1.2-33)와 잘 일치함을 볼 수 있다.  

Long-straight screw disl.

그림 3.1.2-32Dislocationstructureaftertensilestressedalong[001]at200K

그림 3.1.2-33 TEM micrograph of dislocation structure in Nb deformed at 

50K

고온에서는 단 와 칼날 의 속도 차가 작아지게 된다. 이 경우 변형 후의

구조는 면심 입방체의 변형 후 미세구조와 유사하게 된다. 그림 3.1.2-34는 단

의 속도와 칼날 의 속도를 비슷하게 했을 때 변형 후의 구조를 보여 다. 알

루미늄 등의 면심 입방체의 변형 후 Tangled 된 구조와 비슷한 결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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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ngled dislocations

그림 3.1.2-34 Dislocation structure after tensile stressed along [001] at high 

temperature

 강의 기계 성질에 미치는 용질원자의 향을 산모사를 통해 측하기 한

기반 산모사 기법을 개발하 고 그 방법을 사용하여 용질원소의 종류와 농도에 따른

항복응력의 온도 의존성을 계산하 다. 체심입방정에서 단 는 킹크의 형성과 이동

에 의해 움직이게 된다. 용질원자는 킹크의 형성에 도움을 주고 킹크의 이동을 방해하는

역할을 한다. 이 두 역할이 온도에 따라 항복응력에 서로 다른 향을 미치게 되는데 킹

크의 형성에 의해 항복 강도가 정해지는 낮은 온도에서는 킹크의 형성이 쉬워져 항복강

도가 감소하는 고용연화 상이 발생하는 반면 킹크의 이동에 의해 강도가 정해지는 고

온에서는 킹크의 이동이 방해가 되어 항복강도가 상승하는 고용강화 상이 발생하게 된

다. 이 연구에서는 속도에 한 Petukhov 모델 [21]과 Trinkle 모델 [22]을 이용하

다. Trinkle 모델의 경우 Ab-initio와 연계하여 용질원자와 와의 상호작용 에 지

와 Peierls misfit을 계산할 경우 새로운 합 의 항복강도를 정량 으로 측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Petukhov 모델을 이용하여 일축인장 테스트를 모사하 다. 두 종류의 용질원자, 

f/f0=0.2, 0.25에 하여 농도에 따른 항복응력의 변화를 그림 3.1.2-35에 나타내었다. 

f/f0=0.2의 경우 298K 온도에서는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항복강도가 증가하는 고용강화

상이 나타난다. 반면 160K의 온도에서는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항복강도가 오히려 감

소하는 고용연화 상이 나타난다. 용질원자와 와의 상호작용이 커지면(f/f0=0.25) 

298K에서는 항복강도의 증가가 더 커진다. 즉 고용강화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다. 그러

나 160K에서는 고용연화 상이 더 증가하지 않는다. 

160K에서 f/f0=0.2에 해당하는 용질원자를 각각 0.001%, 0.05% 함유한 경우의 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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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구조를 그림 3.1.2-36(a)에 나타내었다. 농도가 증가하면 단 와 용질원자와

의 상호작용 빈도가 증가하게 되고 결과 으로 단 의 속도가 증가한다. 따라서 높

은 농도에서 단 가 더 많이 이동한 형태의 구조를 보이게 된다. 그림

3.1.2-36(b)는 298K에서의 변형 후 구조를 나타낸다. 이 온도 역에서는 킹크의

이동속도가 용질원소의 농도가 증가하에 따라 감소하여 킹크의 이동이 제한된 구조

를 보임을 알 수 있다.

그림 3.1.2-35 Composition dependences of yield stresses simulated 

by using the Petukhov model

Trinkle 모델을 이용한 일축인장 테스트 결과를 그림 3.1.2-37에 나타내었다. 이 모

델에서는 용질원자와 와의 상호작용 에 지 (Eint)와 Peierls misfit (τ’)이 필요하고, 

Ab-initio를 통해 계산할 수 있다. 여기서는 각각 -0.05 eV, -0.84와 -0.15 eV, 

-0.84의 값을 갖는 가상의 용질원자의 향을 살펴보았다. 식 (20)의 τa
0
 는 3.6E-4μ 

로 가정하 다.  그림 3.1.2-37에서와 같이 Eint=-0.05 eV, τ’=-0.84의 용질원자의 경

우 298K에서는 고용강화 상을 보이고, 160K에서는 용질원자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약간의 고용연화 이후 고용강화가 발생하는 상을 보여 다. 

용질원자의 상호작용 에 지를 -0.15 eV로 할 경우 특이한 상을 보이는데 첫째

160K에서 고용연화에서 고용강화로의 천이가 더 낮은 용질원자 농도에서 발생한다. 이

로부터 고용강화-연화 천이 농도는 용질원자와 와의 상호작용에 지의 값이 커

질수록 작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98K에서 기 강화 이후 연화 상이 발생하는 것

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한 원인은 아직 불명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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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3.1.2-36 Dislocationstructureofspecimencontainingasolutewithf/f0=0.2

afterdeformationat(a)160K,(b)298K

그림 3.1.2-37 Composition dependences of yield stress simulated by using the 

Trinkl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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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수행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탄소원자의 함량이 의 이동에 미치는 향 정량화: 탄소원자와 단 사이에

강한상호작용 발생, 상호작용은 킹크의 형성을 진하고 이동을 방해함, 킹크의 형성

은 단 의 이동 속도와 한 련이 있으므로 킹크 형성에 미치는 탄소원자의

향을 고려하여 단 의 이동속도를 수식화, 킹크의 이동에 미치는 탄소원자의

향을 고려하여 칼날 의 이동속도를 수식화

② 용질 원자 효과 모사 방법 고안: 용질 원자의 종류에 따라 의 이동에 미치는

향이 다름, 용질 원자가 의 이동속도에 미치는 효과는 용질원자- 간의 상호

작용 에 지와 Peierls misfit에 의해 결정됨, 의 속도를 상호작용 에 지와

Peierls misfit의 항으로 수식화하여 용질원자의 효과를 모사함

③ 용질원자가 항복응력에 미치는 향 고찰: BCC 결정구조의 재료의 경우 온에서 용

질원자를 첨가하면 항복응력이 감소하는 고용연화 상이 발생, 반면 고온에서는 용질

원자를 첨가하면 고용강화 상이 발생, 고용연화 고용강화로 천이되는 용질원자의

함량은 변형 온도에 따라 다른데, 온도가 높아질수록 천이되는 임계 용질원자의 함량

이 작아짐, 용질원자의 종류에 따라 천이 임계 용질원자의 함량이 다름, 용질원자-

간의 상호작용 에 지와 Peierls misfit 항을 통한 이동속도의 수식화를 통해 온

도 용질원자 농도에 따른 고용연화, 고용강화 상을 동역학 시뮬 이션을 이

용하여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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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조재료 기결함 산 모델링 조사유기 응력부식기구 모델 고찰

원자로 압력용기강은 성자 조사에 의하여 구조재료의 성질이 변화한다.이러한 구조

재료의 거동 수명을 정확히 측하는 하려면 연구용 원자로 는 가동 원자로에서 조

사실험을 필요로 한다. 를 들어,경수로 내부 구조물 는 원자로 압력용기의 성능을

평가하는데 원자력 선진국에서 조사시험이 수행되어 왔으며,핵연료 의 재료개발 건

성 평가에 조사시험이 자주 이용되고 있다.그러나 연구용 원자로와 조사재 시험시설

이용은 비용 증가,환경안 련 규제 강화,실험용 원자로의 폐기에 따라 제한 이다.

최근 재료의 방사선 조사손상 같은 복잡한 물리 상을 모사할 수 있는 산기술이 개발

되었다. 련 재료과학 역학 분야의 이론 토 에 실험이 결합하여,재료의 조사효과

를 모사할 수 있는 도구의 개발이 활발하다.이러한 도구의 개발은 실험결과를 완 히

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상을 유발하는 손상기구를 이해함으로써 실험결과를 보충하

여 확 해석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

방사선 조사에 의한 재료의 미세구조 성질변화는 단일 모델 기구로서 설명이

불가능하다.다 스 일 상으로,시간과 공간 으로 범 한 역에 걸쳐서 과정이 진

행된다.고에 지 입자와 격자 원자 간의 연쇄 충돌반응은 원자 단 인 Angstrom

(10
-10
m)와 pico-second(10

-12
sec)단 에서 반응이 진행되어,열 평형상태에 존재하는

결함 도보다 매우 큰 결함 클러스터 도를 형성한다.여기서 발생된 두 가지 형태

의 결함(공공 격자간 원자)은 조사손상의 원인을 제공한다. 기손상이 범 한 시

간과 역에 걸쳐 결합 는 확산함으로써 재료의 미세구조를 변화시키며,나아가서 물리

,화학 ,기계 성질을 변화시킨다.미세구조의 변화에 의한 재료의 특성변화 로서

크리 ,팽윤,조사경화 취화 상 등이 있다.이러한 성질변화는 궁극 으로 원자로 구

조물의 건 성을 악화시켜,결국에는 원자력발 소의 수명에 향을 다.본 보고서에서

는 먼 원자로 압력용기강 내부 구조물을 상으로 기손상 계산을 소개한다.이를

바탕으로 앞 에서 소개한 원자로 압력용기강의 조사열화 모델을 평가할 수 있다.그리

고,원자로 내부구조물 재료인 스테인 스강의 기결함을 평가하고 이로 인한 조사경화

편석 상이 최종 으로 응력부식 균열성장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범 한 자료

검토를 수행한다.

가.분자동력학 코드 이용 기손상 정량화

(1)원자로 압력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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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자 는 고에 지 이온이 속 원자와 처음 충돌하는 경우 에 지 달에 의해서

PKA(PrimaryKnock-onAtom)이 생성된다.이 PKA는 주변 원자들과 탄성충돌반응이 연

쇄 으로 발생된다.PKA에 의한 충돌 연쇄반응(Cascade)은 10nm 정도의 역에서 0.1

ps의 단 로 진행되며,cascade가 종료될 시 에서 원자 분포를 보면 심부분에는 공공

결함이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그 주변에는 격자간 원자들이 산재해 있다.반응 발생후 약

10ps까지 산재해 있던 결함(pointdefects)의 재배치와 결합을 통하여 원자 재배치가

일어난다.이 단계를 기손상이라 일컫는데 분자동력학(MolecularDynamics,MD)기법

으로 반응을 모사할 수 있다.PKA의 운동에 지는 원자의 연쇄충돌에 의해서 타 원자들

에게 순식간에 환되어, 결함을 생성하게 된다.MD는 이러한 원자단 의 거동을 모

사하는데 가장 범 하게 쓰이는 기술이다.

MD를 이용한 cascade모사에 있어서 요한 결과는 기손상 분포이다.cascade반응

직후 생성된 결함 그 클러스터의 도 공간 분포가 그것이다.본 연구에서는

원자로 압력용기 내벽 부근의 성자에 조사된 Fe-원자의 PKA 스펙트럼을 기반으로,분

자동력학 산모사를 수행한 결과를 설명하겠다.그림 3.1.3-1는 조사손상 계산의 기자

료로 사용되는 2호기 원자로압력용기 부근의 성자속이다.SPECTER코드계산으로

압력용기강 재료 구성 원자가 받는 조사량 (displacementperatom,dpa),He H 가스

생성량,그리고 PKA의 에 지 분포를 입수한다.이 PKA에 지 분포에서 유도한 평균

에 지 값은 다음 단계,분자동력학 계산의 입력 자료로 이용된다.그림 3.1.3-2는 성자

에 의하여 생성된 Fe PKA의 에 지 스펙트럼이며,계산된 평균 PKA 에 지 값은 5.3

keV이다.

분자동력학 계산을 한 기본 인 손상인자를 SPCETER계산으로 결정한 후,cascade

모사를 MD 코드의 하나인 MOLDY를 사용하여 기손상을 계산하 다.분자동력학 계

산 결과를 살펴보면, 결함의 생성 소멸 과정을 시간 변화에 따라 찰이 가능하다.

그림 3.1.3-3는 MOLDY계산에서 결함 거동을 보여주는데,PKA입사 약 0.3ps경과후

결함의 개수가 최고 에 이르며 그 이후 공공 격자간 원자의 재결합으로 그 개수가

격히 감소한다.모사 시간을 12ps이상 진행한 경우,그 결함 개수는 크게 변화하지

않게 되는데 이 상태를 기손상이라 명명한다.이러한 손상을 실험 으로 증명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생성된 부분의 결함이 재결합

(Recombination)에 의하여 소멸 되는데,우리가 사용하는 dpa값은 이러한 상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따라서 이러한 우리가 사용하는 조사량 라메터 dpa는 실제 결

함 수보다 과 평가하고 있다.



- 79 -

그림 3.1.3-1 2호기 원자로압력용기 내벽에서의 성자 스펙트럼

그림 3.1.3-2.PKA에 지 분포 (SPECTER계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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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 0.01 ps t = 0.13 ps t = 0.3 ps 

t = 1.0 ps t = 4.0 ps t = 11.8 ps 

그림 3.1.3-3.Cascade반응 개 과정 (PKA에 지=5.3keV,T=290oC,

boxsize=40x40x40/검은색-interstitial,흰색-vacancy)

반응 개시 10여 ps후, 부분의 결함이 소멸되어 고립된 결함 는 그들의 클러

스터가 형성된다. 기손상 상태에서 요한 두 가지 정보를 입수하여,다음 단계의 입력

자료로 사용하게 되는데 그것이 cascade분률과 결함 분포함수이다.기존의 조사손상을

정의하는데 dpa단 를 사용하는데,이는 충돌반응에서 달되는 에 지가 결함생성에

모두 소모되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최 손상량을 나타낸다.MD 모사에서 볼 수 있

듯이 부분의 결함은 생성과 동시에 재결합에 의해서 소멸되고 극히 일부의 결함만

이 남게 된다.이 비율을 나타내는 값을 cascadeefficiency라 한다.주로 PKA 에 지와

주변 온도에 향을 받게 되는데 일반 으로 PKA 에 지에 반비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그리고, 결함 분포함수는 결함 크기와 상 도로 정의되는데,이 함수는 시간

경과에 따라 미세구조 형성의 핵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하나의 고립된 손상으로 존

재하는 경우와 이러한 손상들이 뭉쳐져서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경우가 있다. 자의 경

우 확산운동에 의해서 변 를 옮겨 다니면서 여러 반응에 계한다.이러한 손상을

freelymigrating 함이란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여러 개의 손상이 클러스터를 형성

하는 경우 FMD와는 달리 이동이 용이하지는 않아서,다른 미세구조 성장의 핵 역할을

한다.즉,석출물,void, 는 생성의 기원을 제공함으로써 조사손상을 유발한다.분

자동력학을 이용하여 기손상을 정량화함에 있어 손상의 분포를 분석하는 것이 가장

요한 과정 의 하나이다.분자동력학 계산 후 결과로부터 공공과 격자간 원자의 치를

확인하여 클러스터의 크기를 구분하게 된다.격자간 원자를 구분하는 기 은 본래 격자의

치에서 0.3ao(격자상수)를 벗어난 경우 격자간 원자 결함으로 간주한다.그림 3.1.3-4는

MOLDY계산 결과를 정량화한 결함 분포함수를 보여 다.두 종류의 손상 간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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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볼 수 있다.50% 정도의 공고은 클러스터를 형성하지 않고 고립된 FMD로 형태로

존재하고,격자간 원자들은 70% 정도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다.

그림 3.1.3-4 결함 분포함수 (그림 3.1.3-3의 MD계산결과 분석)

(2)원자로 내부구조물

성자조사에 의한 속재료의 열화 상은 원자로 주변기기의 수명에 향을 미친

다.원자로 압력용기를 포함한 내부구조물들은 성자조사에 의하여 재료의 성질이 변화

하는데,그 근본 원인은 운동에 지를 지닌 성자와 재료를 구성하는 원자들 간의 반응

에 의해서 기인한다.충돌 반응에 의한 에 지 달은 재료 구성원자의 변 를 이동시키

는데 이는 궁극 으로 새로운 미세조직을 형성한다. 한 성자 흡수반응은 재료의 성분

을 변화시킨다.이러한 성자 반응에 의한 재료의 성질변화는 원자력 특수 환경에서 발

생되는 상으로 근본 원인을 규명하고 그 생효과를 측하는 것은 원자력재료의 특성

을 이해하는데 매우 요하다.최근 원 의 60년 이상 장기운 을 추진함에 있어 원자로

압력용기와 더불어 내부구조물의 건 성을 측․평가하는데 많은 심을 기울이고 있

다.원자로압력용기는 설계 단계부터 감시시험 계획을 수립하여 조사취화를 리하고 있

으나,내부구조물은 이러한 계획 인 리 없이 운용되고 있다.원자로 내부구조물 부품

은 핵연료에 근 하고 있어 압력용기에 비하여 성자 조사량이 수천배 이상 높고 형상

이 복잡하기 때문에 손상확률이 훨씬 높다.다양한 종류의 내부구조물 재료 가운데 스테

인 스강의 성자 조사 특성을 평가하는 이론 인 연구를 수행하 다.내부구조물 가운

데 핵연료 다발을 지지하는 배 (Baffle)주변의 성자속을 이용하여 구조재료 스테인

스강의 기 손상량을 계산해 보았다.고리 2호기 배 이트 부근에서의 성자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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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5.(a)고리 2호기 성자속 (Baffle 원자로압력용기 내벽 부근)

(b)원자로 단면도 (원자로 내부 부품별 치)

데이터를 사용하 는데 (그림 3.1.3-5(a)),재료개발부 감시시험 에서 생산한 것이다.

성자속의 크기를 비교하기 하여 압력용기강 내벽에서 성자속을 포함했는데,그림에

서 보는 바와 같이 에 지별로 수천배의 차이를 보여 다.원자로 단면도(그림 3.1.3-5

(b))를 통하여 배 과 압력용기의 치를 알 수 있다.두 구조물 사이에 스테인 스강

(SS316)으로 구성된 배럴(barrel)과 물이 존재하는데,이로 인한 성자속의 감소를 확인할

수 있다. 성자에 의한 기본 조사손상량을 계산하는데 앞서 사용한 SPECTER 산코드

를 이용하 다.

내부구조물 배 압력용기강에 조사된 성자속 차이에 의한 손상량은 42(baffle)vs.

0.02(RPV)dpa값으로 한 차이를 보여 다. 한 성자와 속원자의 (n,a)흡수반

응에 의하여 생성된 헬륨 가스량은 27vs.0.015appm 으로 기 조사손상은 baffle이 매

우 높다.PKA과 격자 원자간의 충돌 반응을 결정짓는 가장 요한 인자는 PKA 에 지

값으로 분포를 갖게 되는데 이를 평균한 에 지 (수 keV)값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PKA에 지 값은 분자동력학 코드 계산의 입력인자로서 결함 거동을 평가하는데 주요

한 인자이다.

핵변환 생성 헬륨가스는 500
o
C이상의 조건에서 스테인 스강의 취화 상을 유도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헬륨을 다량 포함한 SS강은 인장 실험시 단연신율의 감소로

표시되며 입계 괴 단면을 보여 다.열역학 으로 헬륨가스는 속 내에서 불용성을

띄고 있으며,온도 상승시 입계면으로 이동하여 버블을 형성하는 경향을 보인다.가동 원

은 330
o
C이하에서 운 되기 때문에 보이드 스웰링 상이 정상운 시 발생되지 않지

만,원자로 내부구조물 용 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SPECTER코드에서 계산된 헬륨

생성량은 고속 성자와 이 속의 (n,a)반응에 의한 것이다.스테인 스강은 열 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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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Ni원자의 2-step반응으로 헬륨가스가 생성된다.이를 반응식으로 표 하면 다음과

같다.

58
Ni+n→

59
Ni+g

59
Ni+n→

56
Fe+a

반응에서 생성된 헬륨의 양은 아래 식으로 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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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NHe생성된 He원자수,NNi-58스테인 스강에 포함된 기
58
Ni원자수,fTtotal

성자속,t조사시간 (sec);sa,sT,sg 스펙트럼 평균 성자 반응 단면
59
Ni(n,a),

59
Ni

총 흡수반응,
58
Ni(n,g)반응.헬륨가스 생성량 계산에 필요한 여러 성자 반응 단면 은

ENDF/B-VIlibrary를 참조했으면,그림 3.1.3-6에 정리해 놓았다.

그림 3.1.3-6.Ni 성자 반응 단면
59
Ni(n,a),

59
Ni총 흡수반응,

58
Ni(n,g)

그림 3.1.3-5에 주어진 성자 조사에 의한 스테인 스강의 헬륨가스 생성량을 계산하

다. 이 속 원자의 (n,a)반응에 의한 생성량은 조사 기에 부분을 차지하지만,원

자로 가동후 수년이 지나면 Ni2-step반응에 의한 헬륨 생성량이 부분을 차지한다 (그

림 3.1.3-7).Ni을 주로 포함한 스테인 스강 는 Ni-base합 의 경우 원자로 내부구조

물 재료로 사용되는 경우 이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그러나 재 가동 원 의 경우 운

운도가 취화 스웰링 상을 야기하기(>450
o
C)에 훨씬 못 미치기에 심각하지는 않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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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7.헬륨가스 생성량 (Ni2-step반응 vs.direct(n,a)반응)

나.조사유기 응력부식 균열성장 (IASCC)모델 고찰

재료의 IASCC 손상은 방사선과 직 으로 연 이 있다.IASCC가동 원 에서 발

생되고 있는 안으로서,구조 재료 가운데 스테인 스강으로 만들어진 부품에서 주로 발

생된다.특히 비등경수로 (BWR)에서는 십 수년 부터 발생되고 있기에 이에 한 비

가 필요하다.BWR 부품 재료에서 IASCC는 성자 조사량이 ~5x10
20
n/cm

2
(En >1

MeV)에서 발견되는데,이를 dpa로 환산하면 약 0.8dpa정도이다. 성자가 원자로 내부

구조물에 조사되는 경우 발생되는 상은 재료에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경화 (Radiation

Hardening,HR) 조사편석 (Radiation-inducedSegregation,RIS)그리고 냉각수의 방

사화 (Radiolysis)가 그것이다.

성자 조사량 증가에 따라 BWR PWR내부구조물에서 발생하는 IASCC손상의 빈

도가 증가한다.특히 BWR의 경우 그 상이 두드러지는데,그림 3.1.3-8에 보는 바와 같

이 성자 조사량 증가에 따라 BWR부품 (제어 sheath)의 입계응력부식 (IGSCC)빈도

가 증가한다.그림에서 보듯이 threshold 성자 조사량을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물

론 성자속 이외 응력 수화학 조건의 변수도 고려해야 한다.여기서 IASCC정도를

나타내는 변수로 사용된 단면의 IGSCC분율을 %IGSCC로 표시했다.그림 3.1.3-9는 상

업용 스테인 스강 304 316의 %IGSCC를 보여 다.SCC실험실 데이터를 정리한 것

으로 온도는 288
o
C그리고 냉각수 용존 산소농도는 0.2~32ppm 정도이다. 성자 조사량

증가에 따는 %IGSCC증가는 앞서 언 한 RH RIS와 상 계가 있을 것이다.다음

에서 두 가지의 재료열화 상에 한 문헌 검토 결과를 정리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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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utron fluence (10
21

 n/cm
2
, En > 1 MeV) 

그림 3.1.3-8. 성자속 증가에 따른 BWR제어 sheath의 IASCC발생율

그림 3.1.3-9. 성자속 증가에 SS의 %IGSCC변화

( 상재료:상업용 SS304&316/온도:~290
o
C/실험법:SSRT*)

*Slow StrainRateTest

(1)조사경화 (RH)

성자 조사 스테인 스강에서 발생하는 표 인 손상모드로 channeling이

있다. 슬립면 에 있는 성자 조사결함이 이동에 의하여 제거된 후에 두 따

르는 가 그 면에 집 되는 상으로서 흔히 발견된다. 성자 조사에 의하여 생성된

결함이 이러한 변형의 경로를 제공할 뿐 아니라,항복강도를 증가시키는 직 인 원인이



- 86 -

기도 하다.조사후 찰되는 미세구조는 주로 루 로서 이들의 생성은 재료를 경화,

취화시킨다. 성자 조사에 의한 스테인 스강 304의 항복강도 변화를 그림 3.1.3-10에 나

타냈다.

그림 3.1.3-10 성자속 증가에 따른 SS304항복강도 변화량

성자 조사재 는 인공 으로 압연한 재료를 갖고 SCC 실험을 한 결과를 보면

항복강도 변화와 SCC균열성장 속도의 계를 짐작할 수 있다.(그림 3.1.3-11)임계치 약

400~500MPa이상에서 균열 성장속도가 격히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이 결과에서

정량 인 결과를 끌어내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그 상 계를 유추하기에 충분하다.

 

그림 3.1.3-11 항복강도 변화에 따른 균열성장속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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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사유기편석 (RIS)

성자 조사에 의한 스테인 스강의 입계 크롬량 결핍은 IASCC의 한 가지 요인

으로 간주되고 있다.조사에 의하여 생성된 결함의 이동에 따른 각 성분 원자의 확산으

로 편석 상이 발생된다.입계면을 심으로 Cr,Mo,Mn의 양은 감소되고,Ni,Si,P의

양은 증가한다.여러 종류의 원소가 여하기에 Cr한 원소에 의한 것이라 명하기 어

렵다.

그림 3.1.3-12 성자속 변화에 따른 입계면 Cr성분 변화

그림 3.1.3-12는 성자 조사량 변화에 따른 스테인 스강 300계열의 입계면 Cr양

변화를 보여 다.모든 결과는 자 미경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한 것이다. 성자속이

증가하면서 Cr의 양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Cr의 양이 조사에 의해서 약1~2% 감

소하면서 IG균열성장이 나타나는 결과도 있다.조사에 의하지 않고 열처리에 의한 인

으로 편석 상을 생성한 스테인 스강에서도 IG 균열이 증가한다.이러한 결과를 그

림 3.1.3-13에 나타냈다.그러나 이상의 결과를 갖고 RIS가 IASCC의 결정 인 원인이라고

명할 수는 없을 것이다. 성자 조사에 의한 RH와 RIS가 복합 으로 작용하여 스테인

스강의 IASCC를 유발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이상의 문헌 검토를 통하여

SCC특히 IASCC를 모델링하는 연구가 후에 계속될 것이다. 재 EU FP7PERFORM60

에서도 IASCC를 이론 으로 근하는 연구가 한창 진행 이다.이러한 추이를 추 하

면서 개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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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13 입계 Cr농도 변화와 %IGSCC상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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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첨단 분석장치 이용 조사결함 분석 신기술 개발

1. 성자효과 모사 이온조사재 활용 조사결함 TEM 분석 신기술 개발

과제의 요 목표인 가동 원 구조재료의 조사열화 측용 통합 산코드 개발의

에서 볼때 실험 분석 자료는 산 코드 개발 과정의 필요한 상호 보완 연구 결과로

활용된다. 체 연구 계획에서 이온 조사재 분석은 재료에 미치는 성자 조사 효과를 모

사 평가하는데 있어서 성자 조사재의 방사화문제를 해결하는 분석 방법이다.본 연

구에서는 이온 조사재의 TEM 시편 제작 신기술 개발과 다양한 원자력재료에 한 분석

기술의 용 평가를 통하여 조사결함과 재료열화 상의 상 계를 규명하고 분석기

술을 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 다.

가.이온조사재 FE-TEM 찰용 시험시편 제작기술 개발

(1)이온조사재 특성 기존제작 방법

이온 조사 방법을 이용한 조사재 분석방법은 성자 조사 효과를 안 하고 효율 으로

규명할 수 있는 방법 하나지만 고에 지 이온의 조사를 받은 시편은 조사결함들이 시

편 표면에서 수 마이크로미터 깊이 이내에 존재하게 되고 깊이에 따라 결함분포가 달라

지게 된다.이온조사에 의한 얇은 깊이에서의 결함 형성과 깊이에 따른 결함 분포의 비균

일성은 조사결함 분석기법 하나인 TEM 분석에 있어서 요하게 고려해야할 이다.

이온조사 손상층은 이온조사면의 표면 μm 깊이에서 국부 으로 형성되며 이러한 이온

손상층을 정확히 결정하기 하여 TRIM code계산[1]을 통하여 이론 해석을 실시하

다.TRIM 계산시 탈출문턱에 지(Ed)는 40eV,이온에 지는 8MeV,입사각도는 0도로 계

산하 다.TRIM code계산으로 산출된 깊이별 손상 정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최 손상

층의 깊이는 1.7μm로 계산되었다(그림 3.2.1-1).

이러한 이온조사재의 투과 자 미경 분석을 해서는 특별한 시편제작 방법이 요구되어

진다.특히 특정깊이에서의 시편 제작은 Backside-thinning방법이 사용되어 왔다.그 과

정에서 가장 요한 것은 특정깊이까지 표면 연마를 정확하게 수행하는 것이다.기존의

Backsidethinning방법은 해연마방법(electro-chemicalthinning)으로,연마 해액에

녹지않는 특정막을 만들어 해연마 후 특정막과 표면사이의 단차를 측정하여 연마된 깊

이를 측정하는 것이다.최근에는 나노경도 압입흔 이나 집속이온빔 장치를 이용한 특정

깊이의 홀을 제작한 후에 해연마후 그 크기를 측정함으로 연마 깊이를 확인하고 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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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1.이온조사에 의한 손상층을 측한 TRIM code계산 결과

(2)FIB활용 투과 자 미경 분석시험편 제작

반도체 산업에서 이용되는 집속이온빔장치(FocusedIonBeam System,이후 FIB로 표기)

기기를 이용하여 깊이 방향으로의 시료를 만들어 찰할 수 있다.FIB은 고에 지로 집속

된 Ga+를 이용하여 시료를 가공하여 원하는 부 ,원하는 두께의 시편을 제작할 수 있는

기기이다.FIB를 이용하여 조사재를 제작하는 기술은 최근 개발되어 오고 있다.FIB기기

의 구성은 갈륨 이온 소스(Ga ion source),백 소스(Ptsource),이온 미경(Ion

microscopy)와 자 미경(Electronmicroscopy)그리고 시료를 움직이거나 할 때 사용

되는 옴니 루 (Ohmniprobe)등으로 구성되어져 있다.집속이온빔장치(FIB)을 이용하

여 이온조사재의 깊이방향의 단면 찰용 TEM 시편을 제작하고자 하 다.TRIM

simulation으로 얻어진 이온조사 손상층의 측 결과와 일치하는 집속이온빔 가공을 이용

한 TEM 시편제작 할 수 있었다.그러나 그림 3.2.1-2와 같이 집속이온빔가공은 30~5keV

의 에 지를 가지는 Gaion을 이용하여 가공함으로써 표면에 결함을 발생시키게 된다.

Gaion에 의한 손상은 표면결함 뿐만 아니라 표면의 비정질층 새로운 상을 형성시키

기도 한다.그림 3.2.1-3은 FIB가공후 찰되는 표면결함이외의 다른 상을 보여주고

있다.그림 3.2.1-3(a)는 TEM 시편 표면의 특정한 contrast들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Ga

이온 가공 발생하는 는 표면 굴곡에 의해서 형성된 것으로 단된다.그림

3.2.1-3(b)는 ptlayer 에 형성된 새로운 상의 존재를 보여주고 있다.Pt층은 FIB를 이

용한 TEM 시편 제작 가공시 시편 표면을 보호하기 하여 증착시킨 것이다.FIB가공시

pt층은 Ga이온들의 충돌을 막아줘 시편을 보호하게 된다.분석결과 pt층 의 형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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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들은 Fe와 Ga들이 포함된 비정질 상과 BCC 상임을 HRTEM 분석(그림 3.2.1-3(c))을

통하여 알 수 있었다.다양한 이차 인 손상들이 Ga이온 링에서 발생한다는 알려져 왔

다[3,4].

그림 3.2.1-2.FIB가공후 발생하는 표면결함

그림 3.2.1-3.FIB가공후 찰되는 표면굴곡과 상형성

FIB가공시의 Gaion손상을 제거하기 하여 에 지 이온 링 기법을 용하 다.

200V~300V의 에 지를 가지는 Ar이온 링을 통하여 자체 인 표면결함 형성없이 표면

에 존재하는 Gaion손상을 제거하여 손상을 최소화한 시편을 제작하고자 하 다. 한

원자로 구조 재료는 철계 합 으로 1/2<111>or<100>의 버거스벡터를 가지는 조사결함

들을 형성하게 된다.따라서 조사결함 특성을 변하는 버거스벡터 분석을 해서 특정

결정방 를 가지는 시편제작이 필요하 다.따라서 집속이온빔 가공과 에 지 이온

링 기법 그리고 EBSD (ElectronBackScatteredDiffraction)기법을 활용하여 조사 결함

분석용 TEM 시편 제작 기술을 확보하고자 하 다(그림 3.2.1-4).

다음은 EBSD,FIB그리고 에 지 Ar이온 링 장치(Gentlemill)을 이용한 조사결함



- 92 -

분석용 TEM 시편 제작 과정이다.

a.원하는 부 선정 (그림 3.2.1-4(a))

실제 시편에서 자 미경에서 원하는 부 선택한다.이때 EBSD 분석기기를 이용하

여 시편 결정 방 를 측정하여 TEM 찰시 빔 방향 [100]을 가질 수 있는 역를 선

택한다.

b.FIB가공 (ptcoating,roughmilling,Grid,Finemilling)(그림 3.2.1-4(b))

찰하고자 하는 역을 표시하고 실제 찰하고자하는 역이 Ga이온 가공 에

향을 받지 않기 하여 백 코 (Ptcoating)을 통하여 보호한다.원하는 역 즉 백

으로 코 된 역의 양쪽 부분을 30keV의 Ga+이온을 이용하여 두께 1000~500nm

로 만든다.

c.TEM lamella제작 (그림 3.2.1-4(c))

TEM 찰용 그리드(Grid)에 부착하기 하여 시편의 모서리 부분을 Ga이온으로

U-Cut하고 옴니 루 (Ohmniprobe)를 이용하여 움직여 백 용 (Ptwelding)을

통하여 그리드에 부착한다.TEM으로 찰할 수 있는 150nm 이하 두께를 가지는

TEM lamella를 5keV의 Ga+이온으로 연마하여 제작한다.

d. 에 지 Ar이온 링

2차 으로 Ga이온으로 발생된 손상층을 제거하기 하여 Ar이온 링장치를 이용하

여 600V~200V에서 5~10
o
에서 각각 10,20분간 연마하 으며 원하는 두께 표면 상

태가 만들때 까지 이온 링을 반복한다(그림 3.2.1-4(d)).투과 자 미경 찰을 통하

여 Ga이온에 의한 손상층이 충분히 제거되었음을 확인하고 제거되지 않았으면 추가

이온 링을 수행한다.

그림 3.2.1-4.집속이온빔장치와 에 지 이온 링을 이용한 TEM 시편 제작 과정

Ga이온 손상층 제거에 활용한 에 지 Ar이온 링을 통해서 표면에 이온손상층의

발생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고 단되어 Ar이온 링의 에 지에 따른 표면 미세조직

변화를 고찰해보았다.이온 링처리를 하지 않은 해연마로 만들어진 TEM 시편과 각

600V,<10
o
그리고 300V,<10

o
의 조건으로 이온 링을 한 시편을 TEM으로 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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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그림 3.2.1-5(a-c)는 각 조건에서의 TEM 이미지로 으로 해연마후의 시편 표면은 매

우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600V의 에 지로 이온 링한 시편은 표

면에 매우 미세한 결함들을 찰할 수 있었다.그러나 그림 3.2.1-5(c)에서 알수 있듯이

300V이온 연마한 시편은 앞서 찰된 표면 결함들을 찰할 수 없었다.그림 3.2.1-5(d)

는 이온충돌에 의한 깊이에 따른 결함 형성정도를 SRIM을 통하여 계산한 결과를 보여

다.Ga이온의 경우 30kV에서는 20nm 이상,5kV에서는 7nm 이상의 깊이까지 향을 미

침을 알 수 있있다.Ar이온의 경우 600V,300V는 표면 1~2nm 깊이에서 형성됨을 알 수

있으며 가속 압을 낮출수록 향을 받는 깊이가 어져 300V에서는 표면결함 형성이 상

당히 억제됨을 알 수 있었다.

그림 3.2.1-5. 해연마시편(a),600V,10o이온 링 시편(b),300V,10o이온

링 시편 (c),Ga Arion충돌에 의한 damageprofile(d)

한 그림 3.2.1-6(a-c)는 600V,15o에서 이온 링한 시편으로 투과 자 미경 이미지들이

며 미세한 표면 결함이 존재함을 찰할 수 있었다.이 시편을 다시 300V,5o로 이온

링 하 을때 600V의 이온 링시 존재하 던 미세한 표면 결함들이 사라짐을 그림

3.2.1-6(d-f)에서 찰할 수 있었다.반복 인 이온 링을 통하여 비교 깨끗한 표면 상태

를 다시 만들 수 있어 300V이하의 에 지 이온 링이 합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 된 TEM 시편 제작방법을 통하여 Fe계열 합 의 이온조사재의 TEM 시편을 제작하

여 투과 자 미경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그림 3.2.1-7(a)와 3.2.1-7(b)는 제작된 TEM 시

편의 배율 이미지이며 TRIM 계산과 비교 일치하는 조사유기결함 분포를 보여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FIB가공후 나타나는 검은 콘트라스트 즉 미세한 표면 결함들 한

찰되고 있지 않아 에 지 이온 링이 성공 으로 이루어 졌음을 알 수 있었다.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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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의 경우 어떤 방향성을 가지는 직선 형태의 콘트라스트를 보이고 있다. 의 모습

을 보이고 있지만 는 체 으로 직선이라기 보다는 다분히 곡선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들은 이온 조사 유기 결함이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 2μm이

하에서 찰되고 있어 쉽게 구분할 수 있었다.이러한 조사 유기 결함의 분석을 해서는

다양한 회 조건에서의 상을 얻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상자화 특성을 가지는 Fe합

찰에 있어서 자 미경 자빔의 정확한 정렬을 수행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지만

FIB으로 제작된 시편의 경우 상 으로 매우 작은 부피를 가지고 있어서 문제 을 효과

으로 극복할 수 있었다.따라서 다양한 회 조건에서 상을 얻을 수 있었으며 그림

3.2.1-7(c)와 같이 다양한 g벡터의 회 조건 찰을 통한 버거스 벡터 분석을 통하여 조

사 유기 결함들이 <100>버거스 벡터를 가지는 결함들의 집합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B를 이용한 이온조사재의 TEM 시편 제작기법을 성공 으로 개발되었다는데 의미를 둘

수 있었다.

그림 3.2.1-6(a)-(c)600V/15o으로 이온 링 후의 TEM images(d)-(f)600V,15o→ 300V/5o에서

이온 링후의 TEM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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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7(a-b) 배율 FIB시편 TEM image,(c-f)조사결함의 버거스벡터 분석을 한 회 조건

에 따른 암시야상 TEM image그리고 (g-h)고배율 암시야상 TEM image

(3)진동연마기 활용 투과 자 미경 분석시험편 제작

앞의 깊이 방향의 투과 자 미경 분석시편을 제작하기 해서 FIB장치를 사용하 다.

그러나 이 방법은 높은 정확성을 가지고 있지만 반 로 많은 비용 시간이 요구되는

단 을 가지고 있다.제작방법의 다변화를 해서 특정 깊이에서의 TEM 시편을 얻기

해서는 정 표면연마용 진동연마기인 Buhler사의 Vibromet2를 이용하여 조사면을 1μm

정도 연마후 backsidethinning방법으로 TEM 시편을 제작하는 방법을 고안하 다.앞

서 언 한 해액을 이용한 연마방법와 비교할 때 진동연마기를 활용한 방법은 해연마

방법을 기계 연마 방법으로 체한 것이다.일반 으로 기계 연마방법은 연마표면에

손상층을 남길 수 있다.그러나 진동연마기를 이용한 연마 방법은 표면손상에 민감한

EBSD분석시에 활용되는 등 연마표면의 손상을 최소화하는 장 을 가지고 있다.

진동연마기를 활용한 방법으로 시편을 제작할 때는 특히 조사면의 연마 깊이가 매우

요하다.이를 해서 연마 경도기를 이용하여 각선 길이로 약 수십μm의 압입자국을

만들고 표면 연마 단계에서 길이 변화를 측정하여 그 깊이를 결정하 다.압입의 깊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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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선의 1/7로 각선 20μm 크기인 압입자의 경우 압입자의 깊이는 약 3μm으로 계산

된다. 각선 길이가 약 14μm 으로 측정되면 약 1μm 정도 깊이까지 표면연마가 수행되

었다고 상할수 있다.연마 간 학 미경 찰을 통하여 연마 깊이를 쉽게 측정할 수

있으며 동일조건(진동,무게)에서는 일정한 연마속도를 가짐을 알 수 있었다.일반 으로

연마시간은 시편에 따라 약 30분~1시간 정도 소요되었다.연마시간은 인가되는 진동량과

인가되는 추의 질량에 비례하므로 각 시편특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었다.연마 후 Back

sidethinning방법과 마찬가지로 해연마 방법으로 TEM 시편을 제작하게 된다.그림

3.2.1-8은 진동연마기를 활용한 TEM 시편 제작 방법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3.2.1-8진동연마기를 활용한 TEM 시편 제작 과정

진동연마기를 이용한 투과 자 미경 분석시편 제작을 평가하기 해서 계방사형

JEOL2100F의 STEM 기능을 이용하여 이온조사된 스테인리스강의 결정계면의 화학 조

성을 측정하여 FIB를 이용하여 제작된 시편 결과와 비교하 다.그림 3.2.1-9는 각 방법으

로 제작된 이온조사 스테인리스강의 결정립계면의 화학 조성 분석결과를 비교한 것이

다.결정립계면의 Cr결핍양이 상당히 일치함을 확인하여 특히 조사유기편석 상 분석시

유용하게 활용되리라 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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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2.1-9FIB 진동연마방법으로 제작된 이온조사

스테인리스강의 결정립계면에서의 화학 조성 분석 비교

(4)in-situstrain투과 자 미경 분석시험편 제작

투과 자 미경 분석기법은 재료 미세조직 분석이외에도 실시간으로 변형을 주어 재료내

부의 변화를 찰할 수 있다.그 표 인 분석방법 하나가 실시간 인장시험편 분석이

다.실시간 인장시험 홀더를 이용하여 속도 측정,미세석출물에 의한 변형 항성 그

리고 변형에 의한 미세조직의 실시간 변화 찰 등을 수행할 수 있는 효과 인 도구이다.

특히 조사결함에 의한 조사경화 상을 실시간으로 찰할 수 있으리라 단되어 in-situ

strain투과 자 미경 분석시험편을 제작하고자 하 다.

특정 역의 시편 제작을 한 FIB 활용 방법과 에 지이온 링 기법을 결함하여

in-situstrain투과 자 미경시험편을 제작하 다.그림 3.2.1-10은 in-situstrain분석시

험편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그림 3.2.1-10의 TEM cartridge는 in-situstrainholder에 직

장착되며 TEM grid는 TEM cartride 에 그림 3.2.1-10과 같이 에폭시로 합되게 된

다.FIB활용을 통해서 이온조사재로부터 직 얻어지는 TEM lamella는 TEM grid모서

리부분에 그림 3.2.1-10과 같이 양쪽이 pt용 되게 된다. 해연마로 TEM grid의 모서

리 부분을 얇게 만들게 된다.단계는 앞의 방법과 유사하다.이온조사재에서 특정부 선

택,lamellae제작,반달형태 벌크 grid내의 홀 가공, lamellaept용 등은 모두 FIB로

수행하 다.TEM grid 에 TEM lamella를 용 한후 에 지 이온 링을 통하여 FIB

가공 형성된 손상층을 제거한 후 TEM cartridge 에 grid를 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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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10in-situstrain분석용 시험편 형태

시편제작과정에 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a.TEM cartridge와 TEM grid 합시 일반 으로 사용되는 에폭시를 사용해도 되지

만 그 양은 매우 작아야 한다.

b.TEM lamella가 부착될 벌크 grid의 모서리 부근은 매우 얇게 제작되어야 한다.

c.TEM grid재질은 Cu와 같이 재증착되기 쉬운 재질보다는 Ti과 같이 선택해야 한

다.

d.TEM lamella계단식으로 제작 즉 pt용 된 부분의 시편 두께가 간보다 어느정

도 두꺼워야 한다.일정한 두께로 제작할 시 인장시험시 pt와 시편사이에서 crack발

생할 가능성이 높다.

e.될 수 있으면 에 지 이온 링 시간을 여 이온 링시의 재층착을 최소화해야

한다.

나.이온조사 압력용기용 강의 조사결함 분석 평가

(1)원자로 압력용기용 강의 나노석출물 분석 평가

앞서 확립된 TEM 시편 제작 기술은 이온조사재 뿐 만 아니라 비조사재에도 용할 수

있다.특히 에 지 이온 링을 통한 TEM 시편의 두께 감소를 통하여 다양한 TEM 분

석을 수행할 수 있다.원 에 사용된 SA508Gr3강 울진 4호기 시편을 이용하여 앞의

TEM 제작 방법을 이용하여 제작하여 석출물 분석을 수행하 다.정량 분석에 앞서 크기

별 탄화물의 정확한 분석을 하여 회 도형 분석 EDS분석을 통한 화학 분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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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 다. 찰 결과 석출물은 래스 경계에서는 주로 긴 막 모양과 둥근 모양의 조 한

석출물로,래스 내부에서는 미세한 바늘 모양과 미세한 둥근모양의 석출물들로 재료 내부

에 분포함을 확인하 고 기존 연구자료들과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래스 결정립 경계

와 입내에 존재하는 석출물에 한 회 분석 결과와 화학 조성분석 결과를 그림

3.2.1-11에 나타내었다.분석 결과 조 한 석출물은 Fe3C(a)로,미세한 석출물은 둥근형태

는 M6C(b)와 침상형태는 Mo2C(c)로 각각 확인되었다. 략 으로 형태별로 탄화물이 구

별되었지만 그림 3.2.1-11(d)에서 알수 있듯이 둥근형태의 탄화물의 경우 크기가 미세해질

수록 EDS분석 결과 Mo함량이 확인되었고 한 100nm 크기까지 Fe3C와 M6C탄화물

이 공히 존재함을 알 수 있었으며 그이하의 크기에서는 M6C로 표될 수 있었다.투과

자 미경 분석을 통하여 Mo2C와 페라이트와의 결정학 계 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3.2.1-11투과 미경 분석 결과 :(a)Fe3C,(b)M6C and(c)Mo2C,탄화물들의

(d)STEM-EDS분석결과

울진 4호기 압력용기용 강의 투과 자 미경 찰 결과 래스 경계에서는 주로 긴 막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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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과 둥근 모양의 조 한 석출물로,래스 내부에서는 미세한 바늘 모양과 미세한 둥근모

양의 석출물들이 재료 내부에 분포하 다.특히 미세한 침상형태의 석출물은 (010)의

Mo2C로,Mo2C의 주 의 페라이트는 (10)의 방 를 가지고 있어서 Mo2C는 페라이트와

의 특정한 결정방 계를 가지고 석출하면서 침상형태로 성장됨을 확인하 다.FIB와

에 지 이온 러로 제작된 TEM 시편은 철계 합 의 자화특성에 의한 수차를 최소화

할 수 있어 고분해능 원자 이미지를 쉽게 얻을 수 있게 하 다.Mo2C로 생각되는 미세

한 침상 형태의 석출물의 고분해능 이미지 분석을 실시하 으며 길이방향에 따른 이미지

변화를 얻을 수 있었다.이러한 사실은 Mo2C로 생각되는 미세한 침상형태의 석출물에

다른 상의 존재를 보여주고 있으며 분석 결과 왼쪽 끝부분의 경우 Mo2C가 아닌

Ksi-Carbide로 명되었다.그림 3.2.1-12는 침상형태의 탄화물의 고분해능 이미지 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Ksi-Carbide는 Mocementite로 불리우는 탄화물로 단사정계의 결

정구조를 가지고 있다.Mo2C와 Ksi-Carbide는 모두 Molybdenum 을 함유하고 있어서

EDS를 이용한 화학 분석을 통해서 구분하기 어렵고 앞서의 고분해능 이미지 즉 원자

이미지의 푸리에 변환(FFT)을 활용한 결정구조 분석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따라서 미세

한 침상 형태의 석출물의 경우 Mo2C와 Ksi-Carbide의 복합 석출물임을 TEM 분석 결과

알 수 있었다.

그림 3.2.1-12.압력용기용강에서 찰되는 나노크기의 침상형 석출물의 TEM 분석결과

(2)압력용기용 강의 미세조직 변화에 따른 이온조사 결함 형성 비교

SA508Gr3steel강의 미세조직 변화 도 차이에 따른 조사결함 형성 변화를 분석

하 다.재료 내부의 존재하는 미세조직들은 조사 결함 형성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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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져 있다.미세조직 변화는 합 원소 변화 그리고 열가공 공정의 변화를 통하여 조 할

수 있다.본 연구에서는 템버링 온도를 조 하여 재료 내부의 축 되어 있는 도를

변화시켜 이에 따른 조사 결함 형성을 평가하고자 하 다.이온조사는 8MeV의 Fe이온

을 이용하 으며 조사 온도는 300~400℃이다.그림 3.2.1-13은 내부 도를 변화시키

기 하여 수행한 열처리 조건을 보여주고 있다.1173K(900℃)에서 오스테나이트화 열처

리후에 템퍼링 온도 923K(650℃)에서 0분(이하 A시편),10분(이하 B시편)그리고 14시간

(이하 C시편)동안 유지한 후 냉시켰다.각 시편들을 8MeVFe이온을 1dpa의 조사량

으로 조사하 다.

그림 3.2.1-13실험시편의 열처리 단계 명명

내부 미세조직 변화는 유지시간이 길어질 수록 재료 내부의 패킷사이즈 결정립크기가

증가함을 그림 3.2.1-14에서 알 수 있었다.그림 3.2.1-14의 아래 그림들을 살펴보면 열처

리 시간이 증가할수록 도가 차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B시편의 경우 약 1E15

/cm2,C시편의 경우 약 4E15/cm2으로 계산되었다.A시편의 경우 투과 자 미경으

로 도를 측정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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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14열처리 시간에 따른 미세조직 변화와 이에 따른 조사결함 형성

(A시편 :왼 /아래,B시편: 간 /아래,C시편:오른 /아래)

이온조사에 의해서 생성되는 조사결함의 크기 분포를 비교/분석하 다.A시편의 경우

높은 도에 의하여 내부에 조사결함들이 찰되지 않았다.높은 도로 인하여

결함들이 존재하더라도 찰되지 않을 수도 있다.B시편의 경우 주변에 10nm 이상

의 루 들이 존재함을 찰 할 수 있었으며 C시편의 경우 루 들이 명확히

찰됨을 알 수 있었다.이미지 분석을 통하여 B시편의 경우 Fe이온 조사에 의한 루

들이 약 23.6nm의 평균 크기를 가지고 약 7E20/m3분율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

다.C시편의 경우는 28.5nm 크기,4.8E21/m3로 분석되어 열처리에 따른 낮은 도

를 가지는 C시편에서 루 가 더 크게 성장하고 많이 생성됨을 알 수 있었다.

그림 3.2.1-15는 B와 C시편에서 찰된 루 의 버거스 벡터를 분석하기 하여 다양

한 회 조건에서의 투과 자 미경 이미지들이다.각 시편에서 찰되는 루 들을

살펴보면 한쪽으로 연신된 타원형태로 보여지고 긴쪽의 방향이 각각 <100>방향과 일치

함을 알 수 있다.특히 회 조건 <011>에서는 서로 90〫를 이루며 정렬해 있는 루

들을 찰할 수 있었다.그러나 <020>회 조건에서는 회 방향의 90〫 으로만 정렬된

루 만이 찰되었다.그림 3.2.1-15의 표는 의 버거스벡터와 회 벡터와의 내

을 나타내고 있으며 내 값이 0일 경우 루 는 그 회 조건에서 보이지 않게 된다.

분석결과 BCC 결정구조를 가지는 탄소강인 압력용기용 강의 경우 조사온도가 300℃

이상의 경우 <100> 루 가 형성되며 도가 증가할수록 즉 이온 충돌에 의한

interstitial vacancy들이 로 흡수되어 체 인 조사결함의 성장을 억제하여 크기

와 분율을 감소시킨다고 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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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15B( )와 C(아래)시편의 버거스 벡터 분석 결과 g∙b결과(0-->보이지 않

음,1이상 -->보임)정리한 표

다.이온조사 스테인리스강의 조사유기편석 분석

(1)스테인리스강의 조사유기편석 상

발 로의 수명말기에 노심재료에서 응력부식균열 상이 보고되기도 한다.BWR형 원자로

에서는 빈도가 높지만 PWR에서는 거의 무시되고 있었다.발 로의 수명연장에서 조사유

기응력부식(IASCC)에 하여 발생가능성을 확인하고 그에 한 책수립이 필요하다.

IASCC의 원인의 하나로 입계에서의 조사유기편석(RadiationInducedSegregation,RIS)

상이 있다.이것은 1970년 에 실험에 의하여 연구가 시작되었다.편석의 하나로 thermal

sensitization이 있으나 RIS와는 구분된다.RIS는 입계로부터 수 nanometer거리에서 발생

하지만,thermalsensitization은 수십 nanometer거리에 걸쳐서 발생하는 크롬의 탄화물

석출에 기인한다.스테인리스강의 RIS에서는 Ni은 입계로 모이고,Cr은 입계에서 어들

게 된다.다른 원소에서도 일어나는데 P,S Si과 같은 것은 입계에 모여들고,Mo

Ti같은 것은 어든다[5,6].발 로에서 발생하는 RIS를 악하기 해서는 시료에 성

자를 조사시켜야 정확하나,조사시간,시료의 방사화,시편제작 비용 등의 한계로 보통 양

성자나 다른 이온을 조사시켜서 많은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SCC에 RIS가 어느 정도 향을 미치는지?RIS의 생성기구가 어떠한지?온도,조사시간

조사율은 어느 정도 향을 미치는지 아직 명확하지 않다.본 연구에서는 이 모든 것

을 2년간에 걸쳐 완성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므로 기본 인 분석기술의 확보에 목표를

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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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계에서의 RIS는 주로 STEM(Scanning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과

EDS(EnergyDispersiveSpectrometer)를 이용하여 분석한다.STEM에서 자빔을 매우

작게(1nm 이하)할 수 있고,성분분석은 발생한 X-ray를 이용하여 가능하다.한국원자

력연구원에는 2010년 7월 이후부터 FE-TEM JEM-2100F(200keV)가 설치가 완료되어 가

동됨으로써 STEM 분석이 가능하게 되었다.TEM에서 EDS분석은 기존의 JEM-2000FX

에서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술 인 면에서 부족함이 없으나,STEM을 이용하는 분석

에서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분석기술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그리고 설치한 FE-TEM의

활용도를 향상시키기 해서 STEM 분석을 활성화 시키고자 한다.

RIS 발생기구로는 Inverse Kirkendall효과와 Defect-solute binding 효과가 있으며,

InverseKirkendall효과를 지지하는 연구결과가 더 많다.

InverseKirkendall효과는 용질원자가 결함 농도의 차이에 의하여 편석 상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한다.원자의 이동은 vacancy의 이동과는 반 방향으로 생긴다.빠르게 jump

하는 원자는 결함 sink에서 농도가 작고,천천히 jump하는 원자는 농도가 크다.

Defect-solutebinding효과는 원자와 vacancy복합체의 이동으로 편석을 일으킨다는 이

론이다.Selfinterstitial과 용질원자의 크기 차이로 인하여 편석이 일어난다고 한다.특히

스텐 스강에서 P,Si,Nb등이 그러하다고 한다.

(2)조사유기편석 상 분석 (FE-TEM)

자가 물질과 충돌하면 원자가 보유하고 있던 내부 자가 excited되면서 외각 shell로

이동하고,다시 외각의 자가 내부로 돌아오면서 X-ray를 방출한다.이 X-ray는 atom에

따라 고유의 에 지 값을 갖고 있으며,방출하는 X-ray의 intensity즉 photon의 숫자로

부터 atom의 양을 측정할 수 있다.분석 상의 물질이 3종류의 원소 A,B C로 구성

되어 있다고 할 때,A와 B의 농도비는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CA

CB
=kAB

IA
IB

동일하게 B와 C의 농도비는

CB

CC

=kBC
IB
IC

3원소의 농도합은

CA+CB+CC=1

kAB,kBC와 같은 Cliff-Lorimer상수는 이 의 많은 연구를 통하여 결정된 값을 이용할 수

있다.따라서 각 원소에 해당하는 X-ray의 강도비를 알아내면 각 원소의 농도를 측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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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그러나 정확히 측정하는 것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첫째,X-ray검출기와

TEM column의 구조로부터 기인한다.둘째,시료가 X-선을 자체 으로 흡수하는 것과 시

료가 형 반응을 할 경우이다.셋째 자가 시료를 투과하는 과정에서 두께 효과에 의하

여 비탄성 으로 투과함으로써 발생하는 beam broadening문제.넷째,분석하려는 치

가 분석시간동안 이동하는 drift 상이다.

Beam broadening문제는 RIS가 일어나는 입계폭이 10nm이하인 역에서 발생한다.이

게 좁은 역에서 측정하기 해서는 probesize가 이에 맞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STEM/EDS에 의한 입계 분석은 X-ray가 발생한 시험재료의 부피에 향을 받는다.그림

3.2.1-18에서 보듯이 입계성분에 하여 주변 matrix의 향을 받기 때문에 실제 편석 상

을 과소평가하게 된다.입사 자빔의 직경과 자의 에 지에 따라 excitedvolume이

달라진다. 자빔 에 지가 크거나,probesize가 작으면 excited volume이 작아진다.

excitedvolume이 작을수록 STEM/EDS분석은 정확하게 될 것이다.Beam broadening

효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00,200,300V순으로 분석하 을 때 편석 상이 100V

에서 가장 고,300V에서 가장 크다.

다음 그림3.2.1-16에서와 같이 실험에 의한 측정 농도를 Cp
exp
,실제농도를 C(x)라할 때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Cexp
p =

⌠
⌡ C(x)Ip(x)dx

⌠
⌡ Ip(x)dx

실제 농도가 Gaussian분포를 하고 있다고 보면 Martensiticstainlesssteel에서 Cr의 농

도를 12.5%라고 하면 C(x)=12.5-C0exp(- x2

σ 2)이다.만일 linear한 분포를 하고

있다고 하면 C(x)=±ax+b,-
12.5-b
a

≤x≤
12.5-b
a

,단 여기에서 b는 원 에서

의 Cr농도이다.

입계를 구성하는 두개의 grain의 misorientation이 RIS에 향을 것이라는 추정은 있

으나,아직 이에 하여 연구자료가 많지 않다.같은 조사량에서도 RIS가 찰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한 요인으로 보고 연구하여는 경향이 있으나 아직 밝 져 있지 않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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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16Beam broadening효과

RIS 분석을 하여 316LN 스테인리스강 (Fe-10.2Ni-16.3Cr-2.01Mo-1.75Mn-0.39Si-

0.11N-0.029P)을 1050℃에서 30분 용체화처리를 하고,기계 해 연마처리를 하여 직

경 3㎜,두께 0.25㎜의 시료를 제작하 다.200℃에서 360keVHe+이온을 2.0at%(약

1.5dpa)조사시켰다.이 때 최 손상층의 깊이는 약 700-800㎚이다.이온조사시킨 시편

은 diskbendmethod로 350℃에서 변형을 시켰다.조사시키지 않은 표면에 WC 1㎜

ball을 사용하여 압입시킴으로써 변형을 주어 조사시킨 표면에서 약 10%의 변형이 생기

도록 하 다.이온을 조사시킨 표면을 해연마로 약 700㎚ 제거하 다. 해액은 10%

perchloric-aceticacid로 실온에서 100-150mA의 조건에서 수행하 다.반 편 표면의

천공까지 해연마는 7:1황산-메틸알코올 용액으로 실온에서 25-30mA로 수행하 다.

입계의 TEM image를 찰하면서 입계폭이 최소가 되도록 tilting을 하 다.단 tilting각

도가 크지 않은 입계를 선택하 다.TEM mode에서 빔정렬을 끝내고 STEM 모드에서

과 condenserstigmatism을 조정한 후 입계의 image를 포착하여 EDS분석을 수행하

다.Pointmode에서 각 분석 치에서 datacollectiontime을 어느 정도로 하여야 drift의

향을 최소로 하면서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지를 악하 다.Probe크기는 0.5nm로

하 다.

찰한 입계는 그림 3.2.1-17와 같다.JEM-2100F에서 시료의 image를 확보할 수 있는 방

법은 CCD 카메라로 확보하고 Gatan DigitaMicrograph를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

digitalimage,Film을 사용하여 확보할 수 있는 image,STEM detector를 통하여 얻는

image로 SimpleMeasurewindow를 사용하여 장하는 digitalimage(BMP 일로

장).EDX분석용 컴퓨터로부터 INCA 로그램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digitalimage가

있다.그림 3.2.1-17은 GATAN SC1000OriusCCD카메라에서 binning을 하지 않은 상태

에서 4008x2672pixels(11Megapixel)이나 2004x1336pixels로 2x2binning으로 확보

한 image이다.회 패턴을 통하여 highanglegrainboundary임을 확인하 다.본 시료

는 10% 정도 변형을 상태이므로 twin과 같은 많은 smallanglegrainboundary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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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만,천공된 주변의 두께가 얇은 곳에 highanglegrainboundary가 많지 않아 찾기

가 쉽지 않다.

Grain

boundary

그림 3.2.1-17스테인리스강 316LN의 RIS분석 입계

일반 TEM image와 STEM image는 raydiagram이 다르다.STEM에서는 최 한 시편의

치에서 beam을 수렴하여 image를 얻게 된다. 이를 하여 첨을 조 하여

Ronchigram(shadow image)을 얻고,Ronchigram이 원이 되도록 condenserstigmatism을

조 한다.보다 정 한 조정은 STEM image에서 under-focus와 over-focus시키면서

blurring방향이 수직으로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condenserstigmatism을 얻는다.정확히

이 맞지 않으면 설정한 beam size가 크게 되므로 아주 작은 역에서의 성분 분석이

어렵게 된다.그림 3.2.1-18은 그림 3.2.1-17에서의 입계와 동일한 입계의 brightimage이

다.배율에 따라 TEM image와 STEM image와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그림

3.2.1-18(b)는 배율이 1,000,000인데 입계의 contrast가 좋지 않아 정확한 입계 치를 결정

하기가 쉽지 않다. 한 고배율로 갈수록 image의 drift가 있음을 알 수 있다.

(a) (b)

그림 3.2.1-18스텐 스 316LN강에서의 입계 STEM BFimage.

(a)x300,000,(b)x1,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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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A에서 pointmode로 입계로부터 20nm 떨어진 치까지 4nm 간격으로 분석한 결

과 그림 3.2.1-19와 같다.Fe,Cr,Ni만을 고려하여 분석한 결과이다.RIS가 존재하는지 정

확히 악이 힘들며 있다고 볼 경우 drift 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3.2.1-194nm 간격으로 ±20nm까지 입계 화학조성

분석

RIS분석시 다음과 같은 경우들을 고려해야 한다.첫째,스테인리스강에서 RIS가 경우에

따라 입계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그러나 그 원인은 밝 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여

러 치에서 분석 data를 확보하는 수밖에 없다. 한 스테인리스강에서 RIS는 입계에서

5nm 이내에 발생하므로,분석 치 간격이 4nm 인 것은 상 으로 크며,5nm 까지

는 어도 1 nm의 간격은 유지되어야 한다.셋째로 drift가 성능검사 당시에 0.34

nm/min으로 각 point에서 검출시간을 길게 할 경우,drift의 향이 크게 된다. 그 다

고 livetime을 이면 noise가 크게 되어 측정 data가 정확하지 않게 되므로 당한 값

을 찾아야 할 것이다.그림 3.2.1-19의 경우는 livetime을 50 로 설정한 것이다.그림

3.2.1-20는 시편의 drift정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20분 유지후 image가 약 20nm 이동하

음을 보여주고 있다.넷째,probesize와 배율의 계를 잘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화면

1개 pixel의 크기가 probesize보다 크면,probesize를 작게 하는 의미가 없어진다.

의 경우 512x512pixels로 1개 poxel의 크기는 1.5nm이고 probesize는 0.5nm로 분석

한 결과이다. 을 정확히 유지하기 하여 Ronchigram을 정확히 설정하여야 한다.다

섯째,beam broadening에 의한 향이다.시편의 두께가 얇은 곳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

다.입계의 misorientation에 의한 향을 평가하기 해서는 Kikuchipattern을 얻어야

하는 데,이때는 TEM mode에서 두꺼운 부분에서 회 pattern을 얻은 후,얇은 부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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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옮겨서 STEM 분석을 수행하여야 한다.Drift를 배제하기 하여 입계 치와 입계에

서 10nm 떨어진 치에서 point분석을 한 결과,표 3.2.1-1과 같이 약간의 차이가 있음

을 알 수 있었다.

그림 3.2.1-20Imagedrift

Fe Cr Ni

입계 73.21 17.67 9.12

입계에서 10nm 72.91 19.23 7.86

표 3.2.1-1입계와 입계에서 10nm 떨어진 치의 분석 결과(단 wt%)

스텐 스강 316LN의 입계에서 RIS를 분석하는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 다.STEM 이미

지의 contrast를 향상시키기 한 기술과,정확한 EDX분석에 필요한 기술이 무엇인지를

악하 다.신규로 설치한 JEM-2100F가 보유하고 있는 기능을 충분히 활용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STEM 분석기술을 확보하고자 하 다.

(3)미세조직 변화에 따른 조사유기 편석 상 비교

스테인리스강의 미세조직 변화에 따른 조사유기편석 상을 비교하 다. 상재료는

316SS스테인리스강이다.냉간압연을 통하여 재료내부 변화를 유도하여 조사유기편석

상을 비교하 다.이온조사조건은 400℃에서 8MeVFe이온을 이용하여 최 10dpa까지

조사하 다.이온조사 특성상 약 1~2μm 역에 손상층이 불균일하게 분포할 것이다.조

사유기편석 상을 찰하기 하여 앞서 개발한 FIB와 에 지이온 링방법을 이용하여

깊이방향의 단면시편을 제작하 다.

제작된 TEM 시편의 표면에서 2.25μm 이상 떨어진 역은 이론 으로 Fe이온들의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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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향을 받지 않고 단지 조사시의 온도 향을 동일하게 받게 된다.그림 3.2.1-21

은 2.25μm 이상 깊이에서 찰된 결정립계면을 보여주고 있다.계면에서의 조성 분석을

수행할 때 특히 요시 되는 은 계면의 놓여져 있는 형태이다.계면이 자빔 방향에

평행하게 놓여 있지 않다면 정확한 계면에서의 조성을 측정할 수 없다.계면의 놓여 있는

형태는 고배율 이미지로 단할 수 있으며 만약 계면이 평행하게 놓여 있지 않다면 계면

을 나타내는 contrast가 넓게 보이게 되고 2차 인 시편 기울임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그림 3.2.1-21깊이 2.25μm이상에서 찰된 결정립계면 이미지 (왼)와

EDS결과 (오른)

그림 3.2.1-21에서 알 수 있듯이 계면 형상이 분명한 직선 형태로 보여 계면이 자빔에

평행하게 놓여 있음을 확인하 다.그림 3.2.1-23에서 표시된 계면의 3부분에서의 화학

조성을 측정한 결과를 살펴보면 Cr(23.59wt%±1.13),Ni(9.21wt%±0.22),P(0.69wt%,

±0.27)그리고 Mo(5.06wt%,±1.62)로 측정되었다.Si의 경우 0.10wt%,±0.02로 분석되었

다.측정결과를 살펴보면 비조사 역에서 스테인리스강의 평균 조성 이상의 Cr,Mo,P등

이 입계편석이 찰되었다.이러한 분석 결과는 이온조사에 의한 화학 조성 변화와는

반 의 경향으로 조사 열처리나 스테인리스강 제조 공정 열처리등에 의해서 결정립

계의 특정원소들이 계면으로 편석됨을 보여주고 있다.특히 Cr과 Mo는 BCC안정화 원

소이므로 기지가 FCC인 스테인리스강에서 기지 내보다는 계면으로의 편석을 선호한다고

생각할수 있다.

다음은 냉간가공 스테인리스강에서의 조사 역에서의 미세조직 변화를 찰한 내용이

다.표면에서부터 깊이 약 1μm 역의 결정립계면을 분석하 고 그림 3.2.1-22는 계면에

서의 화학 조성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형 인 스테인리스강의 조사유기편석에 의한

화학 조성 변화와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조성측정에 있어서 5nm 간격으로 측정하

으며 계면에서 5nm 떨어진 역에서는 화학 조성 변화는 Cr,Ni등이 기지와 거의 비

슷함을 알 수 있었다.즉 화학 조성 변화를 보이는 역이 매우 좁으며 5nm 이하의 거

의 수 nm 역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비조사 역과 마찬가지로 계면의 3부분에서의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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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조성 결과를 살펴보면 Cr(11.45.wt%±0.01),Ni(21.24wt%±1.29),P(0.71wt%,±0.10)

그리고 Mo(1.51wt%,±0.68)로 측정되었다.Si의 경우 0.45wt%,±0.01로 분석되었다.계

면에서의 Cr결핍,Ni과 Si의 편석이 주요한 변화라고 평가되었다.P의 경우는 비조사

역과 비슷하 으며 Mo는 비조사 역보다 낮은 값으로 측정되었다.따라서 P는 조사에

의한 화학 조성 변화는 거의 없다고 단할 수 있지만 Mo는 조사에 의해서 계면 편석

이 억제되고 있음을 보여 다.그림 3.2.1-23에서 수십 nm 크기의 linecontrast를 가지는

루 들을 찰할 수 있었다. 루 를 심으로 화학 조성 분포를 분석하 으며

그림 3.2.1-23에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3.2.1-22결정립 계면의 STEM 이미지들( ),EDS분석결과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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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23이온조사 스테인리스강에서 찰되는 루 이미지들(왼)

루 주 의 조성 분포를 나타내는 EDS분석 결과(오른)

결정계면과 마찬가지로 루 에서도 Cr의 결핍과 Ni의 편석을 보여주고 있다.Si의

경우는 큰 차이가 없었으며 Mo의 경우는 결핍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Si편석 여부는

좀 더 많은 결과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고 단되어 결론을 유보한다.dislocationloop의

경우는 조사시 발생되는 미세조직이지만 형성 후에도 Ni,Cr의 화학 분포의 변화가

찰되어 스테인리스강의 존재할 수 있는 모든 계면에서의 두 원소의 조성 변화를 존재

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그림 3.2.1-22~23과 같이 계면에서의 조성 변화가 분석되었지만

분석시 몇몇 결과에서는 비조사 역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보여주기도 하 다.이를 시편

의 drift에 의하여 정확한 계면에서의 화학 조성을 얻지 못한 결과로 생각할 수 도 있

지만 실제로 그러한 상을 가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진다.본 연구에서

도 그림 3.2.1-24의 경우 조사 역이지만 Cr결핍과 Ni의 편석이 보이지 않는 측정 결과

를 보여주고 있어 조사에 의한 계면에서의 화학 조성 변화의 불균일성을 고려해야 함

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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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24결정립계면 STEM 이미지 (왼)과 결정계면을 가로지르는 화학 조성

분포를 보여주는 EDS결과(오른)

다음은 냉간압연 스테인리스강에서의 조사 역에서의 미세조직 변화를 찰한 내용이다.

그림 3.2.1-25는 결정립계면의 STEM 이미지와 계면에서의 화학 조성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비압연 시편과 마찬가지로 형 인 조사에 의한 화학 조성 변화와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조성측정에 있어서 5nm 간격으로 측정하 으며 5nm 간격으로 측정하 을 경

우에 계면에서 5nm 떨어진 역에서는 화학 조성 변화는 Cr,Ni등이 기지와 거의 비

슷함을 알 수 있었다.즉 화학 조성 변화를 보이는 역이 매우 좁음을 알 수 있으며

수 nm 크기 역 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계면에서의 측정된 화학 조성 결과를 정리하

면 Cr(13.41.wt%±0.72),Ni(14.67wt%±0.28),P(0.97wt%,±1.63),Mo(2.41wt%,±0.95)그리

고 Si(0.79wt%,±0.8)로 분석되었다.표 3.2.1-2는 비압연재와 냉간압연재의 두경우의 계

면 조성 분포를 비교하여 나타내었다.비압연재와 가장 큰 특징은 계면에서의 Cr결핍량,

Ni,Si그리고 Mo의 편석량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다.



- 114 -

Cr Ni Si P Mo Fe

조사

역

비압연재 11.45 21.24 0.45 0.70 1.50 bal.

압연재 13.41 14.67 0.79 0.97 2.41 bal.

비조사 역 23.59 9.21 0.10 0.69 5.06 bal.

평균조성 16.93 10.44 0.53 0.0026 2.07 bal.

그림 3.2.1-25결정립계면의 STEM 이미지들( ) EDS로 분석된 계

면 부근의 화학 조성 분포 (아래)

표 3.2.1-2비압연/압연 스테인리스강의 계면 조성 분석 결과 정리 (wt%)

Cr의 경우 압연재의 경우 결핍량이 상 으로 고 마찬가지로 Ni의 경우는 편석량이

상 으로 었다.Si의 경우는 압연재가 조 높게 평가되었으며 P는 거의 비슷하 다.

비조사 역의 Mo편석의 경우 조사시 Mo편석량이 감소하 으며 압연재의 경우 감소

량이 더 었다.기계 가공후의 스테인리스강은 내부에 기계 정,stakcingfaults그

리고 상 으로 높은 분율을 가지는 결함등이 존재하게 될 것이다.재료 내부

의 이러한 결함들 조사에 의해서 발생되는 기 클러스터들 즉 interstials,vacacies들의

소멸처로 작동하게 된다.RIS의 경우 이러한 소멸처등에서 발생하게 되지만 높은 부피

분율에 의해서 체 인 결핍량과 편석량은 상 으로 낮을 수 밖에 없을 것이고 본 연

구 결과가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다.

재료내부의 루 계면의 화학 조성 변화뿐만 아니라 결정립 내부에서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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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유기 미세조직변화를 찰할 수 있었다.비압연 스테인리스강에서는 그림 3.2.1-26과

같이 높은 분율의 루 들과 독특한 fringe가 찰되기도 하 다.

그림 3.2.1-26비압연스테인리스강의 이온조사후 미세조직 변화:

dislocationloop(왼),fringes(오른)

그림 3.2.1-26의 이미지를 FFT처리를 하게 되면 이 회 과 같은 회 이 찰되었다.

일반 으로 이 회 은 국부 인 새로운 상 석출에 의하여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다.실

제로 성자 조사에 의해서 soluteclusters(NiSi),γ (̀Ni3Si)phase와 같은 상들이 찰

된다는 보고[7,8]가 있어서 이러한 에서 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냉간가공된 스테

인리스강의 결정립내부의 미세조직을 그림 3.2.1-27에 나타내었다.냉간 가공 의 이온조

사 스테인리스강과 비교해 볼 때 상 으로 은 분율의 루 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냉간 가공후의 스테인리스강에서도 TEM 찰시 fringe가 찰되었다.차이

은 냉간가공의 경우 이러한 fringe들이 불균일하게 존재한다는 이다. 한 fringe들의

EDS분석한 결과 Cr(14.96wt%)와 Ni(13.32wt%)로 주변 기지와 Cr의 결핍과 Ni의 편석

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이러한 fringe등도 조사에 의한 조성 변화와 연

되고 있다고 단할 수 있으며 이러한 띠 형태로 존재하는 fringe들에 한 면 한 분

석이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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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27기계 가공후 스테인리스강의 이온조사후 미세조직 :띠

형태의 fringes(왼),보이드(오른)

라.이온조사 Fe-Crbinary합 의 조사결함 분석 평가

(1)Fe-Crbinary합 의 조사효과

페라이트/마르텐사이트 강(이하 FM강)은 차세 핵융합로 고속 증식로의 구조물의

후보 재료로 고려되어지고 있는 방사화 페라이틱 마르텐사이틱 강(FM강)으로 우수한

기계 성질, 성자 조사에 의한 미세조직 안정성 그리고 우수한 스웰링 항성이라는

장 으로 매우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재료이다.그러나 원자력 발 소에 용하기

해서는 온에서의 조사 경화,조사 유기 천이온도 증가 그리고 헬륨과 수소에 의한 괴

특성 변화와 고온에서의 크리 강도의 감소,헬륨에 의한 팽윤 그리고 입계 취화를 발생

시키는 기구에 한 연구가 심 에 있다.본 연구에서는 미래형 원 구조재의 후보재

료의 F/M steel의 기본조성을 가지는 Fe-Crbinary합 을 제작하여 이온조사에 의한 기

계 특성 변화를 nanoindentation기법을 이용하여 측정하 다.일반 으로 이온조사재

는 성자에 의한 조사에 비해 조사 손상층이 표면 부근에 존재하며 깊이에 따라 손상량

의 크기가 변화하게 된다.따라서 깊이에 따른 조사 손상량의 변화가 존재하여 이를 평가

하기 하여 nanoindenter의 CSM(ContinuousStiffnessMeasurement)방법을 활용하

다.일반 으로 Nanoindentation기법은 박막시편의 기계 성질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일반 경도 측정과 마찬가지이다.CSM 방법을 용하게 되면 압입시 힘의 변화를 주어

압입 깊이에 따라 기계 성질을 측정하게 된다.CSM 방법을 이용하여 Fe-Cr모델합

의 이온 조사 손상층의 깊이 따른 조사 경화량을 측정하 다.그림 X28(a)는 CSM 방법으

로 측정된 비조사재와 조사재의 깊이에 따른 경도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이온조사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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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CSM 방법으로 측정된 깊이에 따라 특정깊이까지는 나노경도가 증가하다가 차 비

조사재의 경도값에 수렴함을 알 수 있다.

그림 3.2.1-28Nanoindentation으로 CSM 방법으로 측정된 비조사

재와 조사재의 깊이에 따른 경도 변화(a)와 Fe-Cr합 의

상온이온조사에 따른 경도값 변화

앞의 특정 깊이는 이온조사재의 조사손상층 깊이와 계가 있으며 약 최 조사손상층의

1/5이며 이는 압입시의 deformationvolume에 기인하다고 단된다.얻어진 경도값 변화

를 통하여 비조사재의 측정결과 값과 비교하여 조사 경화 정도를 평가하 다.그림

3.2.1-28(b)는 Fe-Cr합 에서의 상온 이온 조사재에 한 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나

노경도 측정 결과 Cr함량이 증가할수록 조사 경화 정도가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고온 이온 조사 실험은 한국지질자원연구소의 이온가속기를 이용하여 8MeV의 Fe이온을

300℃ 그리고 400℃에서 각각 1dpa(5.6*10
14
/cm

2
)으로 시편 표면에 조사하여 이루어졌다.

그림 3.2.1-29은 Fe-Cr이원계 합 에서 조사온도에 따른 Fe-Cr합 의 조사 경화 정도를

보여주고 있다.이온 조사는 조사량 1dpa이며 8MeV Fe이온을 이용하 다.나노경도

측정 결과 조사온도가 높아질수록 체 으로 조사경화량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5~12wt% Cr함량 내에서 상온 조사에서의 조사 경화량의 차이가 차 온도

가 증가할수록 감소함을 보여주고 있다.반면 15wt%Cr함량을 가지는 Fe-15Cr의 경우

400℃에서도 다른 합 과 비교해볼때 경화량이 큼을 알 수 있었다.9wt% Cr함량을 가

지는 Fe-9Cr의 경우에는 400℃조사에서 Fe-5Cr과 같거나 다소 작은 경화량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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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29조사온도에 따른 Fe-Cr합 의 조사경화량 (1dpa조사량) 

(2)이온조사 Fe-Crbinary합 의 투과 자 미경 분석

조사에 의한 재료의 경화 상이 성자 조사에 의해서 형성되는 루 (dislocation

loop),기공(void)그리고 석출물(precipitate)들이 이동 를 pinning하거나 decoration

하여 변형 의 이동을 억제하여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다.특히 루 들은 온에

서 조사경화에 큰 향을 다고 알려져 있으며 Fe계열의 합 에서 주로 1/2<111>과

<100>의 버거스 벡터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9,10].Fe-Cr이원계 합 에서도 조사

경화 정도에 향을 주는 인자 에 하나로 루 의 종류 변화를 고려할 수 있다.

Cr함량에 따른 상온조사 경화를 규명하기 해서 상온이온조사재의 경도측정 자료 5

wt%Cr과 15wt%Cr합 의 최 조사량에서의 조사재 내부에 존재하는 조사결함인

루 의 성질를 분석하 다.분석방법은 투과 자 미경을 이용하여 다양한 회 조건에서

의 루 의 contrast를 찰,비교하여 버거스벡터를 결정하 다.이를 하여 특정방

(Z=001)를 가지는 분석 시편을 제작하 다.분석시편제작은 앞의 FIB와 에 지이온

링 방법을 이용하 다.그림 3.2.1-30는 5wt% Cr과 15wt% Cr합 에서의 회 조건에

따른 루 의 contrast변화를 보여주는 투과 자 미경 사진이다.특히 15wt% Cr

합 의 경우 g=200조건에서 15wt% Cr합 은 coffeebeancontrast를 가지는 루

들이 다량 존재하 다.회 조건에 버거스 벡터에 따른 가능한 g∙b값이 0인 경우

루 는 contrast를 보이지 않으며 1인 경우 보이게 된다.15wt% Cr합 의 경우 g

200에서 보이는 coffeebeancontrast는 다른 회 조건에서도 contrast를 가져 버거스벡

터 [100]인 루 로 결정되었다.이러한 결과를 토 로 15wt% Cr합 에서 찰되는

coffeebeancontrast는 b=[100]의 루 이며 반면 5wt% Cr에서는 부분 b=1/2[111]

의 루 로 단되었다.



- 119 -

그림 3.2.1-31는 400℃ 이온 조사된 Fe-5Cr(a-c)과 Fe-15Cr(d-f)합 의 투과 자 미경 이

미지들이다.그림 3.2.1-31(a)와 3.2.1-31(d)는 각합 의 조사결함들이 보여주는 배율 이

미지들 이며 그림 3.2.1-31(b)-(c)그리고 그림 3.2.1-31(e)-(f)들은 각 합 의 회 조건에 따

른 루 의 contrast변화를 보여주는 투과 자 미경 사진이다.상온 조사와 다르게

두합 모두에서 g=200조건에서 coffeebeancontrast를 가지는 루 들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Fe-5Cr합 의 경우 앞서 상온조사 결과와 다르게 <100> 루 의

형성을 찰할 수 있어서 조사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100> 루 형성이 가속됨을 알

수 있었다.표 3.2.1-3은 상온이온조사 400℃ 이온조사에서 찰된 조사결함의 분석결

과를 보여주고 있다.

Terentyev등은 최근 Moleculardynamic 산모사를 통하여 이동 와 나노크기의

루 간의 상호작용을 모사하여 이동에 미치는 힘을 계산하 다[11].실험 으로

증명은 되지 않았지만 크기가 큰 루 가 이동을 억제하는 힘이 크며 한 같

은 크기인 경우 [100] 루 가 보다 이동을 억제하는 힘이 클 가능성을 보여주

었다.본 연구의 투과 자 미경 분석 결과에 비추어보면 Cr함량이 증가에 따라

루 의 크기 증가와 [100] 루 의 형성이 조사경화에 향을 주는 것으로 단된다.

고온 이온 조사의 경우 앞서의 상온 이온조사 분석 결과와 비교할 때 조사에 의해 생성

되는 루 의 크기가 커지고 분율이 작아짐을 알 수 있었다.5wt%Cr의 경우

15wt%Cr의 경우와 비교할 때 크기는 작고 분율은 상 으로 큼을 알 수 있었다. 한

상온 이온 조사와 비교할 때 <100> 루 가 찰되는 등 상온 이온 조사 경화에 미치

는 요인과 다를 수 있다고 단되었다.즉 조사 온도 증가로 인하여 조사 결함인 루

의 크기와 종류에 미치는 Cr함량 효과가 낮아져서 비교 균일한 조사 경화 상이

이루어진다고 단할 수 있었다.그러나 앞서의 나노경도 측정결과를 보면 15wt%Cr합

은 온도가 증가해도 여 히 큰 조사 경화 상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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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30Fe-5Cr와 15Cr합 의 TEM 분석

결과

그림 3.2.1-31400℃이온조사된 Fe-5Cr(a-c)과 Fe-15Cr(d-f)

합 의 TEM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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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3조사결함 정량 분석 결과

최근 Fe-Cr의 potential에 의하면 8.4wt%Cr를 기 으로 조성 이하에서는 서로 섞이려는

경향이 그 이상에서는 α‘(Cr)을 만들려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어서 300℃~400℃

역에서의 고Cr합 의 α‘(Cr)형성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12,13]. 한 최근 성자조

사된 Fe-15Cr단결정의 경우 조사경화가 큼에도 불구하고 TEM 분석상 조사결함이 찰

되지 않았다[14].TEM에서 분석 가능한 최소 크기는 약 2nm로 TEM 분석한계를 벗어나

는 경화인자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α‘(Cr)은 지 까지 SANS분석으로 그 존재를 확

인되고 있으나 TEM 등을 활용한 직 인 확인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13].3D atom

probeionmicroscopy분석등이 α‘(Cr)의 존재를 보다 명확하게 규명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추후 련 기술 개발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고온 조사조

건에서는 Fe-Cr이원계 합 에서 Cr조성에 따른 루 형성이 크게 다르지 않으며

단지 고Cr조성일 경우 α‘(Cr)의 존재나 루 의 Cr편석으로 인하여 재료의 경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상할 수 있다.다만 상온이온조사재의 경우도 α‘(Cr)의 석출 가능성

을 확인할 필요가 있지만 온도가 낮기 때문에 고온이온조사와 비교해볼때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단된다.따라서 앞서의 루 종류 즉 1/2<111>,<100>버거스 벡터를 가지

는 루 의 이동에 미치는 향을 in-situstrainTEM 분석을 통하여 확인하면

명확하게 평가할 수 있으리라 단된다.

(3)실시간 인장시험을 통한 이온조사 Fe-Crbinary합 의 조사결함 분석

앞서 Fe-Crbinary합 의 상온이온조사에 의해서 특히 Fe-15Cr합 에서 1/2<111>과

<100>의 버거스벡터를 가지는 조사결함들이 존재함을 찰하 다.조사결함들이 이

동에 있어서 어떠한 거동을 보이는지를 살펴보기 해서 투과 자 미경을 활용한 실시

간 인장시험을 수행하 다.실시간 인장시험에 련된 시편제작방법은 앞에서 기술하

다.

이온조사 조건은 8MeV와 4MeV의 에 지를 가지는 Fe이온을 이용하여 상온에서 조

사하 다.그림 3.2.1-32(a)는 TRIM 로그램을 이용하여 깊이에 따른 손상량을 계산한

결과이며 투과 자 미경 찰을 통하여 넓은 범 의 손상층을 가짐을 그림 3.2.1-32(b)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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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확인하 다.

그림 3.2.1-328MeV와 4Mev 연속 이온조사에 따른 손상층

SRIM 계산 결과 (a) TEM image

그림 3.2.1-33는 Fe-15Cr합 의 실시간 인장시험에서 얻어진 연속사진들을 보여주고 있

다.그림 3.2.1-33의 연속사진들에서 보여지는 blackdot들은 이온조사에 의해서 형성된

결함들이며 시편 인장에 따른 이동이 찰되었다.인장에 의한 의 움직임이 조사

결함들에 의해서 억제함을 그림 3.2.1-33에서 찰할 수 있었다.특히 찰조건에서 보이

지 않던 조사결함들이 이동 와 만난 후 상을 가짐을 찰되었다(화살표).일반 으로

자 미경 찰조건 (결정방 ,회 조건)등에 의해서 와 조사결함들의 visibility가

결정된다. 찰조건 g-1-10에서는 특정 버거스벡터들 ( 를 들어,b=[001],1/2<1-11>등)

은 보이지않거나 매우 약한 상을 가지게 된다.따라서 인장시 조사결함과 와의 상호

작용에 의해서 이온조사 Fe-Cr합 의 조사결함의 버거스벡터가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었다. 와 조사결함과의 상호작용을 그림 3.2.1-33에 도식화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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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33이온조사 Fe-15Cr합 실시간 인장에 의한 이동

조사결함과의 상호작용을 보여주는 snapimages

그림 3.2.1-34은 <100>버거스벡터를 가지는 조사결함들의 실시간 인장동안 변화하는 모

습을 찰한 것이다.앞서 언 했듯이 <100>조사결함들은 특정회 조건(g<200>)에서

회 방향의 수직방향으로 상이 없는 coffeebean상을 갖는다.그림 3.2.1-34의 (a)와 (c)는

의 상호작용 의 <100>조사결함들을 보여주고 있다.그림 3.2.1-34(a)의 결함크기는

10nm 이하이며 상 으로 그림 3.2.1-34(c)의 결함크기는 10nm 이다.인장시험이 진행됨

에 따라 조사결함 주변으로 이동이 활성화되었고 <100>조사결함의 형태변화가 찰

되었다.그림 3.2.1-34의 (b)와 (c)는 조사결함과 와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짐을 보여주

고 있다.그림 3.2.1-34내의 확 된 사진을 보았을 때 <100>조사결함에서 1/2<111>버거

스벡터를 가지는 조사결함으로 변화함을 확인하 다.인장시험 홀더가 y축 회 조작이

불가능하여 버거스벡터를 실험 으로 분석할 수 는 없었고 결함이미지로 단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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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34<100>조사결함의 실시간 인장시험 변화를

나타내는 TEM images;(a-b)10nm 이하 조사결

함,(c-d)10nm 이상 조사결함.

그림 3.2.1-35Fe-5Cr합 의 실시간 인장시험시 찰된 조사결함의 1Dmotion.

k. 
u?‘ 폐 < 111>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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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35는 Fe-5Cr합 의 실시간 인장시험 찰된 연속사진들이다.Fe-15Cr합

과 다르게 인장시험 조사결함들의 이동이 매우 활발함을 찰하 다.이동거리는 매우

짧았지만 그림 3.2.1-35(a)의 연속사진들에서 알 수 있듯이 주 에 존재하는 조사결

함들이 고착되어있지 않고 1Dmotion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이러

한 찰결과를 토 로 Fe-5Cr합 내에 존재하는 조사결함의 경우 이동에 한 항

력이 크지 않다고 단되었다.그림 3.2.1-35의 (b)와 (c)에서도 인장시험 한번의 1D

motion만이 찰된 경우도 찰되었다.일반 으로 조사결함의 1D motion의 방향은

<111>방향으로 알려져 있으며 본 찰결과에서 정확한 측정은 할수없었지만 <111>방

향으로 단되었다.

마.요약

성자 조사재의 방사화문제를 해결하고 성자 조사효과를 모사할 수 있는 이온 조사재

분석을 보다 극 으로 활용하기 해서 TEM 시편 제작 신기술 개발과 다양한 원자력

재료의 열화 상에 한 분석기술의 용 평가를 통한 조사결함과 재료열화 상의 상

계 규명 분석기술 정립을 목표로 하 다.

TEM 분석 신기술로 FIB와 에 지 이온 링 기법을 활용한 단면 찰용 시편 제작 기

술,진동연마기를 활용한 특정깊이의 TEM 시편 제작기술 그리고 조사결함 거동분석을

한 실시간 인장시험분석용 TEM 시편제작기술들을 용하여 이온조사재의 TEM시편을

제작하고 련 TEM분석을 성공 으로 수행하 다.

개발된 기술을 토 로 압력용기용강,내부구조물 재료인 스테인리스강 그리고 미래형 원

자력 재료인 F/M 강의 기본합 인 Fe-Crbinary합 을 상으로 조사결함 분석,조사유

기편석 상 분석 그리고 변형시 조사결함의 거동에 한 연구를 진행하여 다음의 결과들

을 확보하 다.

-BCC구조의 철계 합 의 다양한 조건 (조성,조사온도, 도)하의 조사결함 거동

-FCC구조 스테인리스강의 도 증가에 따른 조사유기 편석 상 약화

-실시간 인장시험을 통한 변형시 조사결함 거동의 직 찰을 통한 <100>조사결함

의 1/2<111>조사결함으로의 변화 Fe-Cr합 내 변형시 조사결함과 와의 상호

작용 상

분석시험을 통해 얻어진 연구결과들은 재료열화 상의 과학 이해도를 높이고 산모사

측모델의 기본정보로 극 으로 활용되리라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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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온도변화에 따른 조사결함 소멸 측정 물성변화 평가

가.온도변화에 의한 조사결함 소멸 정량 측정

경수로의 구조재료로써 리 쓰이고 있는 재료로 주로 스테인리스강이 보편 이다.구

조재료물은 주로 노심주변에 있게 되어,높은 온도(≥300)의 환경에 있게 된다.이때 기계

가공에 의해 생긴 재료의 결함들이 있을 것이며, 한 조사나 온도의 향을 받아 재

료내에서 변화가 생길 것이며,온도는 그 요한 피드백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되어진

다.

본 연구에서는 스테인리스강의 기계 가공에 의한 미세조직 변화를 양 자분석법으로

찰하고 온도변화를 통한 재료 내부의 미세조직 변화를 살펴보고자하는 것이 그 목 이

다.

양 자 소멸 수명 장치는 디지털오실로스코 를 이용한 fast-fastcoincidencesystem이

며, 기 감마선 1.27MeV와 소멸감마선 0.511keV의 시간차에 의해 측정되어진다.

실험내용

열처리된 316스테인리스강을 0%,20%,40%,80% 로 냉간 압연하여 10mm X10mm

X1mm 크기의 샘 로 비하 다.각각의 샘 에 해 양 자 소멸 측정법을 이용하여,

열처리 먼 각각에 하여 ,,,의 값을 측정하 다.결과는 표 3.2.2-1에 나

타나있으며,그림 3.2.2-1은 ,,,값에 한 그래 이다.

   

0% (5T) 236.0 196.6 476.8 5.1

20% (4T) 248.7 230.9 370.1 11

40% (3T) 261.7 178.4 386.0 12.7

80% (1T) 266.0 170.0 364.9 16.4

표 3.2.2-1SS316의 열처리 ,,,의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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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1열처리 가공 하지 않은 SS316과 20%,

40%,80%냉간압연한 SS316의 ,,,

냉간압연으로 인해 체 으로 openvolume의 크기()는 작아지고,양()은 압연율에

따라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값은 완만하게 증가한 것을 확인 하 다.

냉간 압연한 시편 20%,40%,80% 시편에 300℃의 열처리 한 시편을 비하고, 다른

20%,40%,80% 냉간압연된 스테인리스 316강에 700℃ 열처리 후 양 자 소멸 측정법을

사용하여,앞에서 먼 실험한 열처리 시편의 양 자 소멸 측정법을 사용하여 얻은

값과 비교하 다.열처리는 분당 5℃씩 가열하 으며,6시간동안 단계 으로 각 300℃

와 700℃의 온도로 6시간 유지후 24시간 동안 퍼니스쿨링하 다.

아래 그림 3.2.2-2는 각각 80%,60%,20% 스테인리스스틸의 온도변화에 따라 변화하는

소멸수명의 스펙트럼들이다.각 스펙트럼의 기울기를 통해 를 산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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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280,60,80% 냉간압연 SS316의 온도에

따른 PositronAnnihilationSpec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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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 40% 80%

25℃ 236.0 248.7 261.7 266.0

300℃ 236.0 239.6 259.2 266.3

700℃ 236.0 237.0 239.9 254.2

소스는 체 으로 다른 양 자 소스보다 에 지 역이 넓은 를 사용하 으

며,소스는 개 선원이므로,니 포일로 감싸 흐르는 것을 방지하 다.그 에 샘

을 샌드 치형식으로 양쪽에서 포개어 실험되었다.수명분석에는 PALSfit 로

그램을 사용하 으며,2개의 Gaussian을 사용하 다.이때 소스성분()과 백그

라운드 성분(Ni)은 소스컬 션 과정에서 제거되었다.

분석결과 그림 3.2.2-3과 같이 상온에서부터 300℃까지는 완만하게 값이 작아

지다 300℃와 700℃에서 격하게 값이 감소하는것을 볼수 있으며,결국 기계

가공을 하지 않은 상태의 인 236ps쪽으로 수렴하는 양상을 보인다.

표 3.2.2-2는 상온에서와 300℃,700℃에서의 값이다.

표 3.2.2-220%,40%,80%에 각 상온,300℃,700℃가열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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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3.20%,40%,80%에 각 300℃,700℃가열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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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양 자 분 측정 결과와 조사재 물성변화 상 계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 스 강 Stainlesssteel(SS)316은 고온강도,연성,인성.내식

성 등이 우수하여 고온에서 사용되는 구조물이나 경수로 액체 속로와 같은 원자력

발 소의 구조재료로서 리 사용되고 있다. 한 내식성이 우수하여 많은 공업 구조물의

소재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이러한 재료의 defect에 한 연구는 산업 응용에 매우

요하다. 부분의 기계 손상은 재료의 미세조직의 변화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재료에

한 결함을 측정하는 것은 매우 요하다.결함의 종류에는 vacancy,interstitial,

dislocation등이 있다.결함은 자 ,기계 ,물리 ,화학 인 물리 특성을 변화시키

는 주된 요인이다.

본 연구는 경도와의 상 계에 을 두어 PositronAnnihilationSpectra에서 나온

결과로 나온 라미터와 경도측정의 결과를 비교함으로서 이루어졌다.

실험내용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재료는 노심구조 재료로 사용 인 스테인리스강이며 아래 표

3.2.2-3에서 그 조성을 보여주고 있다.

Cr Ni Si P Mo Mn C S Fe

wt% 16.93 10.44 0.53 0.0026 2.07 1.03 0.57 0.001 bal.

표 3.2.2-3스테인리스강의 화학 조성

시편의 비는 스테인리스 스틸 316의 결정체에 재결정이 일어나는 온도보다 상당히

낮은 온도에서 소성변형을 주는 가공 Cold-rolling을 함으로 이루어졌다.각각 다른 변형

의 정도로 5개의 시편을 비 했다 :0,20,40,60,80% 5개의 샘 을 비했다.그후 롤

링된 SS316의 후방산란을 최소화시키기 해 해연마(electronicpolishing)를 통해 시편

의 표면연마가 이루어졌다.

실험은 양 자 소멸 측정방법과 경도측정을 통해 이루어졌다.양 자 소멸 측정 데이터

를 PALSfit 로그램을 사용하여 백그라운드와 소스성분을 제거하 다.측정된 양 자 소

멸 수명을 통해 Kd(trappingrate)를 구할수 있었으며,Kd(trappingrate)를 이용해 농

도(dislocation)를 구할 수 있었다. 한,같은 샘 SS316을 사용하여 경도측정(Hardness

test)를 수행하 다.경도 측정은 경도측정 마이크로 비커스 경도를 사용하여 15sec당

0.5kg의 하 으로 측정하 다 한 샘 당 2포인트씩 측정하여 평균값을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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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3.2.2-4 스테인리스 스틸 316의 cold-working 0,20,40,60,80%

PositronAnnihilationSpectra

그림 3.2.2-4는 스테인리스 스틸의 수명 스펙트라이며,(longer)부분을 리니어 피 을

통하여 그림 (b)와 같이 기울기를 통해 구할 수 있다.이는 PALSfit 로그램을 통해 분

석되었고,그 결과는 아래 표 3.2.2-4와 같다.

   

0% 0.1353 86.0822 0.2451 13.9178

20% 0.0565 95.9852 0.3635 4.0148

40% 0.1751 98.5907 0.5598 1.4093

60% 0.1742 98.7130 0.5709 1.2870

80% 0.1753 98.6187 0.5718 1.3813

표 3.2.2-4스테인리스의 0,20,40,60,80%일때의 수명성분과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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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2-4의 결과를 아래 식을 이용 를 구하 고 경도측정결과와 비교해보았다.

     


 


 





 




표 3.2.2-5는 Cold-working에 따른 trappingrate()와 hardnessnumber의 변화이다.

Deformation(%)
PALS Hardness

 HV0.5
0
20
40
60
80

0.4608
0.1461
0.0553
0.0513
0.0546

158.85
284.70
339.93
373.29
398.16

표 3.2.2-5Cold-working에 따른 와 hardnessnumber의 변화

표를 살펴보면 경도가 증가함에 따라 가 감소하는 반비례 형상을 보여 를 역수를 취

해 둘을 비교해 보았다.그림 3.2.2-5는 변형에 따른 경도값(a)와 


(b)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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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5Cold-working에 따른 경도값과 trappingrate()

두 그림을 보면 40%까지는 증가하다 40% 이후부터는 saturation되는 형상을 보이며,비

슷한 곡선을 그리는 것을 볼수 있다.보다 비교하기 편하도록 이들 서로 계를 도식화해

보았다.그 결과는 그림 3.2.2-6에서 볼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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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6


vsHardnessnumbers

두 라미터를 비교하여 선형 인 계임을 알 수 있었다.linearfitting을 통하여 서로

  의 계(a와 b는 각각 11.2와 165.1)이며,서로 비례하는 것을 확인하

다. 한,양 자 소멸측정 결과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하여,를 이용하여,Dislocation

density를 구해보았고,그 결과는 표 3.2.2-6과 같다.

   ( 
 PureFe)

표 3.2.2-6Cold-working에 따른 TEM과 PALS에서의 각각의 Dislocationdensity

양 자 소멸측정법과 경도측정이라는 다른 두 가지 method를 결합함으로서 디펙트의

측정과 경도사이의 상 계를 규명하 고, 한 디펙트에 따른 경도의 변화를 측할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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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316스테인 스 강의 수소 이온조사에 한 조사결함 평가

316스테인 스 강에 수소이온을 주입하여 형성된 조사결함을 평가하기 해서 양 자

소멸수명(positronannihilationlifetime:PAL)측정법을 사용하 다.이온조사 시편을

PAL방법으로 분석하기 해서는 시편의 표면에서 충분한 깊이에 결함층을 형성시켜야

하기 때문에 H 이온을 3MeV로 가속하여 실온에서 주입시켰다.다만 H 이온의 flux가

낮아서 높은 dpa값을 갖는 시편을 제작할 수 없었다.

수소이온 주입할 316스테인 스 강의 기 두께는 기계가공으로 500um 이었으며 양

쪽 면을 기계 연마한 다음 한쪽 면을 해 연마하여 이온 주입 시편을 비하 다.그

림 3.2.2-7과 그림 3.2.2-8는 316스테인 스 강에 수소이온을 3MeV로 주입하 을 때

SRIM 결과로부터 수소이온의 분포와 dpa값의 분포를 계산하여 깊이에 따라서 나타내었

다.수소이온을 1.85×10
16
ions/cm

2
와 1.85×10

17
ions/cm

2
로 주입한 경우 최 수소이온의

농도는 각각 약 0.1at%와 약 1at% 정도 되었다.그리고 결함이 최 로 많은 곳은 시편

의 표면으로부터 약 36um 이다.따라서 이온주입하지 않은 면이 양 자 소스에 착하

도록 한 다음에 소멸수명을 측정하 다.

이온주입하지 않은 시편에 해서 시편의 두께를 50um 씩 제거하면서 PAL을 측정하

으며 그 결과를 그림 3.2.2-9에 나타내었다.기지와 련된 PAL의 평균시간은

 ±이고 결함과 련된 PAL의 평균시간은  ±이다.여기

서 의 142.6ps값은 pureFe에서 edge 에 있는 mono-vacancy의 PAL인 140ps와

유사한다[1,2].그리고 의 230.8ps값은 pureCr에서 di-vacancy의 PAL인 225ps와 유사

하다
[3]
.그러므로 이온조사 에 존재하는 부분의 결함들은 Cr에 의해서 형성된 것으로

단된다.

400um 두께의 316스테인 스 강에 수소이온 주입한 경우 조사량에 따라서 PAL의

평균시간은 증가하는 것을 그림 3.2.2-10에 나타내었다. 기지와 련된 PAL의 평균시간

은     ×  [ps]로 증가하고 결함과 련된 PAL의 평균시간은

  × [ps]로 증가한다.0.1dpa인 경우 의 255ps값은 pureCr에서

tri-vacancy의 PAL인 250ps와 유사하다[3].그러므로 수소 이온조사에 의해서 형성된

부분의 결함들은 Cr에 의해서 형성된 것으로 단된다.그림 3.2.2-11에는 316스테인 스

강의 구성원소 부분을 차지하는 pureCr,Fe,그리고 Ni에 한 PAL을 결함의 종류

와 연결시켜 나타내었다[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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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7DPAandHconcentrationprofilescalculated

from theSRIM resultsforirradiatingH ions(1.85×1016

ions/cm2)in 316stainlesssteelat3MeV and room

temperature.

그림 3.2.2-8 DPA and H concentration profiles

calculatedfrom theSRIM resultsforirradiatingH

ions(1.85×10
17
ions/cm

2
)in316stainlesssteelat3

MeVandroom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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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9 Positron annihilation lifetimes are measured as the specimen

thicknessdecreasedfrom 450um to250um by50um.

그림 3.2.2-10 Positron annihilation lifetimesaremeasured asthedosewas

increasedupto0.1d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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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11Correlation between positron lifetimeand thetypeofthe

defectsinCr(a),Fe(b),andNi(c)[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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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양 자 소멸 수명 측정 장치 timeresolution최 화

양 자 소멸 장치는 그림 3.2.2-12과 같이 재료 내의 vacancy나 dislocation과 같은 격자

결함에서의 자 도 변화에 한 양 자의 민감한 반응을 이용하여 자 도 변화에

한 양 자 수명의 변화를 이용하여 재료를 탐구한다.양 자 소멸 장치는 미세구조 결

함의 종류와 상 인 양까지도 분석해 낼 수 있는 기술이다.따라서 신뢰할만한 장치의

구축을 해 최 화된 timeresolution을 구하는 것이 요하다.양 자 소멸 수명 측정

장치의 timeresolution은 미분형 검출기(CFDD)의 상 (upper),하 (lower)level변화,

powersupply로부터 공 되는 압(high voltage),scintillator의 크기와 shape type,

sourceconfiguration 등에 의해 변화한다.최 화된 timeresolution 을 구하기 해

CFDD의 level변화에 따른 분해능 변화를 측정하 다.CFDD는 양 자 소멸 측정 장치

에 있어서 시작신호와 종료신호에 해당하는 신호만을 받아들이도록 에 지 window을 설

정하고 constant-shapepulse를 출력한다.이러한 CFDD의 upperlevel과 lowerlevel설

정은 통한 window 크기는 분해능에 큰 향을 주기 때문에 매우 요하다.에 지 level

의 window 크기를 크게 하면 계수율은 좋아지는 반면 분해능이 낮아지고 window를 작

게 하면 분해능은 좋아지지만 계수율이 낮아져 측정시간이 길어지는 단 이 있다.상

으로 분해능은 upperlevel보다 lowerlevel의 설정 값에 큰 향을 받는다.Scintillator

를 교체하고 highvoltage를 하게 고정하여 CFDD에서 upperlevel과 lower

그림 3.2.2-12양 자 소멸 측정 장치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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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의 최 값을 실험별로 하게 조 하 다.이러한 방법으로 양 자소멸 수명측정

장치의 시간분해능을 250ps의 분해능로부터 180ps의 향상된 resolution을 얻어서 실험에

사용하 다.

재료내에 격자결함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양 자는 그림 3.2.2-13(a)와 같이 하나의 수

명 성분으로 나타난다.하지만 일반 으로 속 내에는 가공공정이나 조사 등에 의해

vacancy나 vacancycluster dislocation등의 다양한 결함들이 존재한다.이러한 결함들

은 그림 3.2.2-13(b)와 같이 여러 성분의 포획 상태를 만들게 되며 이는 양 자의 평균

수명을 증가시키고 bulk성분 값 외에 각각의 defect에 한 수명 성분을 야기한다.이러

한 성분들을 분석함으로서 재료내의 결함의 종류 상 인 양을 악할 수 있었다.

최 화된 양 자 소멸 수명 측정 장치의 타당성 정확도를 평가하기 하여 이

속의 양 자 수명을 측정하 다.실험을 통해 알려진 여러가지 재료의 양 자 수명은 그

림 3.2.2-1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주기별로 경향을 가지고 있으며 각각의 수명은 표 3.2.2-7

에 나타내었다.이 원자로 RPVsteel에 주로 사용되는 3-dorbital 이 속에 하여

양 자의 수명을 측정하 다.각 샘 들은 녹는 의 2/3온도에서 6시간 열처리 후 양

자의 수명을 측정하 다.측정된 양 자 수명들은 참고문헌의 값들과 거의 일치하 다.

측정된 속들에 하여 표 3.2.2-8에 electronconfiguration과 특성은 표 3.2.2-9에 나타

내었다.

(a)

(b)

그림 3.2.2-13다양한 양 자 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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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14원자번호에 따른 각 샘 의 양 자 수명

2periods 3period 4period 5period 6period Lanthanoids
(Nogroup)

(1) (2) (1) (2) (1) (2) (1) (2) (1) (2) (1) (2)

1Group 3-Li 296 11-Na 341 19-K 399 37-Rb 416 55-Cs 418

57-Cs

58-Ce

59-Pr

60-Nd

62-Sm

63-Eu

64-Gd

65-Tb

66-Dy

67-Ho

68-Er

69-Tm

70-Yb

241

235

229

234

236

268

238

238

231

233

232

236

257

2Group 4-Be 213 12-Mg 230

3Group 13-Al 166 71-Lu 237

4Group 14-Si 228 22-Ti 148 40-Zr 165

5Group 23-V 125 41-Nb 122 73-Ta 113

6Group 42-Mo 121 74-W 120

7Group

8Group 26-Fe 107

9Group 27-Co 119

10Group 28-Ni 110 78-P 117

11Group 29-Cu 122 47-Ag 138 79-Au 118

12Group 30-Zn 160 48-Cd 187 80-Hg 180

13Group 31-Ga 194 49-In 201

14Group 32-Ge 234 50-Sn 201 82-Pb 214

15Group 51-Sb 269 83-Bi 248

표 3.2.2-7열처리된 샘 들의 상온에서의 평균 양 자 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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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PeriodGroup

Electron

Configuration

ofoutershell

Numberof

Valence

electrons

Purity

(%)

Annealing

Temperature

(℃)

Al 3 13  3 99.999 500

Si 3 14  4 99.999 1000

Ti 4 4  4 99.995 1200

V 4 5  5 99.9 1200

Cr 4 6  6 99.95 1200

Fe 4 8  8 99.95 1000

Co 4 9  9 99.999 1000

Ni 4 10  10 99.99 1000

Cu 4 11  11 99.997 800

Zn 4 12  12 99.995 315

Mo 5 6  6 99.99 1200

W 6 6  20 99.95 1200

표 3.2.2-8양 자 수명 도 러 퍼짐 Database구축을 해 측정된 시료

표 3.2.2-9electronconfiguration과 특성

Group

Period
4 5 6 7 8 9 10 11 12 13 14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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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양 자 소멸 도 러 퍼짐 장치의 최 화

양 자 소멸 수명 측정 장치가 재료 내의 자 도 변화를 측정하는 반면 도 러 퍼

짐 측정 장치는 자 운동량을 측정한다.운동량 보존으로 인해 소멸 방사선의 에 지는

소멸 과정에서 소멸 치에서의 운동량에 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양 자는 자와 만

나 소멸되는데 이때의 양 자는 재료 속을 투과하면서 에 지를 부분 잃기 때문에

달되어지는 에 지는 자의 운동량이 부분을 차지한다.이러한 재료내의 자 운동량

정보를 통해서 재료에 한 elementalanalysis 격자결함 분석이 가능하다.재료내에

결함이 존재하게 되면 앙부분의 에 지소멸선이 좁고 높으면서 가 르게 나타난다.이

는 양 자가 결함 근처에서 소멸하면서 상 으로 핵자에서 먼 원자가 자(valence

electron)의 참여 비율이 내부 자 (coreelectron)에 비해 증가하는데서 기인한다. 한 각

각의 재료들은 그 자 configuration에 따라 다른 도 러 에 지 선을 가지고 있고 이는

elementalanalysis의 근거가 된다.

일반 으로 측정되는 값은 valenceelectron의 향을 많이 받는 도 러 퍼짐 곡선에서

의 앙 역의 면 비율인 Sparameter와 coreelectron의 향을 받는 앙에서 떨어진

역의 면 비율인 W parameter값이 사용된다.Sparameter는 소멸선의 체 면 ()

에서 앙부분의 면 ()비율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본 실험에서는 511±0.95keV의 구간으로 Sparameter구간이 결정되었다.재료 내에

격자결함이 존재하면 valenceelectron의 소멸비율 증가로 인해 Sparameter는 증가하게

된다.W parameter는 소멸선의 체 면 ()에서 어느 정도 떨어진 부근의 면 ()

비율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본 실험에서는 511keV 앙으로부터 4.6~7.7keV 떨어진 구간의 값으로 사용하 다.

이러한 에 지 구간은 정해진 구간은 없지만 한번 설정하고 난 뒤 비교 값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실험 체에서 이 값을 사용하 다.W parameter역시 체비율에서 정의되기 때

문에 결함이 존재하게 되면 값의 향을 받고 Sparameter와는 달리 감소하는 값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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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15도 러 퍼짐 측정

타난다.그러나 상 으로 결함의 향을 게 받기 때문에 elementalanalysis의 한 방

법으로 사용이 된다. 그림 3.2.2-15에 Fe와 Ti의 샘 을 측정한 데이터와 S W

parameter로 사용되는 구간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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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양 자 소멸 도 러 퍼짐 장치 이 속 측정

여러가지 재료와의 비교 향후 측정 재료에 한 기 Database구축을 하여 3주

기 이 속을 바탕으로 여러 재료에 한 양 자 도 러 퍼짐 측정이 이루어졌다.도

러 측정에서 주된 심 역은 격자결함의 존재여부와 련된 앙부분과 원소성분 분석

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진 고운동량 부근 즉 앙

(a) (b)

그림 3.2.2-16 이 속의 도 러 퍼짐 측정

으로부터 떨어진 부분에 해 측정한 결과를 그림 3.2.2-16에 나타내었다.그림 3.2.2-16을

살펴보면 규칙성을 찾을 수 없는 앙부근에서의 정규화된 계측비율(normalized total

counts)과는 앙으로부터 먼 부근의 정규화된 계측비율 달리 W parameter에서는 원자

번호의 증가에 따라 정규화된 계측비율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따라서 고운동량부근에서

는 electronconfiguration에 따라 특정 인 모습을 나타냄을 확인하 고 도 러 퍼짐 장

치의 유효성을 확인하 다.이를 정량 으로 평가하기 하여 S W parameter를 측정

하 다.격자결함의 존재여부에 한 비교를 하여 열처리 에 시료와 열처리를 하여

격자결함을 제거한 후의 시료를 측정하여 열처리 후의 결과를 비교하 다.그림

3.2.2-17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모든 속에서 열처리 후 Sparameter는 증가하고 W

parameter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양 자 수명 시간과 도 러 퍼짐에서의 Svalue

와 W value를 비교하 다.

원소별 특이성 분석을 한 방법의 하나로써 Ti를 기 으로 하여 측정된 소멸 counts

를 정규분포화한 Ratio-curve를 이용하여 원소별 특이성을 분석하 다.Ratio-curve분석

은 특히 고운동량 역에서 도 러 퍼짐 스펙트럼의 차이를 쉽게 나타낼 수 있다.그림

3.2.2-18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원자번호가 큰 샘 들이 고운동량 역에서 증가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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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17열처리 후의 S W parameter측정

열처리 후의 값을 비교해 보면,열처리 후 운동량 역의 상 인 감소로 고운동

량 역이 증가하 음을 확인할 수 있다.ratio-curve에서 열처리 후 샘 모두

  ×
  역이후로 Tisample에 하여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이에

근거하여 Ratio-curve에서 나타난 곡선의 shape를 통해 원소 분석을 해 사용될 수 있는

도 러 퍼짐 에 지 스펙트럼에서 넓은 퍼짐에 해당하는 고운동량(high-momentum) 역

[   ×
]이 있음을 확인하 다.

3-d오비탈을 가진 이 속에 하여 속 결함 후에 한 고운동량 역에 한

특성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양 자 소멸 기술의 원소 구별 가능성을 확인하 다.고운동량

역의 곡선모양에서 양 자 친화성(positronaffinity)과 원자번호 (atomicnumber)와의

실험 계가 회귀 분석을 통해 제시되었다.이러한 회귀 분석을 통해서 도 러 퍼짐

스펙트럼에 한 새로운 변수가 제시되었다.이러한 결과는 주기율표 상에서 근 해 있는

원소들도 고운동량 역의 분석을 통해 구분될 수 있음이 나타났고 이러한 결과는 향후

조사재 측정 등에서 재료내 결함 원소 분석을 한 기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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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18.Ti샘 을 기 으로 한 측정 속들의 Ratio-cu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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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성자 조사 원자로 압력용기강의 양 자 소멸장치 측정

고속 성자의 방사선 조사는 RPV철강의 기계 이고 물리 인 부분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변화를 유발한다.그러므로,원자로에서 구성하고 있는 물질의 방사선에 의한 손상

을 측하는 것은 요하다.방사선에 의해 생성되는 결함은 후에 기계 인 결함으로 이

어진다.그 하나는 방사선 조사 취성이며,이는 연성을 잃는 것을 래할 수 있고,부러

질 확률을 한층 더 증가시킨다.기본 으로,결함은 고에 지의 입자의 이동 cascade의

결과로서 interstital과 vacancy형태로 생성된다.cascade에서 남은 이 결함은 결정 격

자를 통하여 이동하고,다른 결함,용질 원자, ,침 물들과 같은 여러 가지 미세

구조와 상호 작용한다.방사선 조사 결과 미세 구조의 형성은 물질을 노후시키는 주요한

원인이다.

PAS는 공공,공공 덩어리와 를 포함하여 open-volume-type에 한 연구에 있어서

의 민감한 방법이다.이 기술은 고에 지의 입자에 조사되는 여러 가지 물질의 결 을

발견하기 해 리 사용되고 있다.측정된 샘 의 양 자 소멸수명은 open-volume결함

의 크기와 연결되고,각 결함의 상 인 강도(Intensity)는 defectconcentration과 계가

있다.게다가,PAS는 open-volume결함의 크기와 그것들의 도에 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PAS실험에서 사용된 샘 은 원자력 발 소에서 사용된 압력 용기강 (RPV)이

다.철강의 화학 구성은 다음과 같다:0.21w/oC,1.24w/oMn,0.007w/oP,0.002

w/oS,0.24w/oSi,0.92w/oNi,0.21w/oCr,0.49w/oMo,0.005w/oV,0.03w/o

Cu,0.022w/oAl.이 합 의 선택은 실제 사용되는 재료라는 의미에 동기를 부여하게

되었다.방사선 조사는 연구형 원자로(하나로, 한민국)에서 high-flux250℃ 환경에서

핵분열 성자로 조사되었다.고속 성자의 fluence(  )는 0.02dpa에 해당하

는 ×근처이다.

2개의 샘 (조사 -조사후 RPV steel)의 PAS 측정은 fast-fastcoincidence timing

spectrometer를 사용하여 실온에서 수행되었다.1MBq정도의
22
Na- 소스를 사용했고,

각 실험마다 총 3백만 사건을 기록했다.양 자 수명은 22Na-에서 나온 기 탄생 선

과 511keV에 지를 가진 소멸 선 하나의 시간차를 측해 측정한다.여기서 나온 

선은 scintillator-photomultiplier측정장치를 통해 자 신호로 변환된다.그후 별장

치(CFDD)에 의해 처리된다. output 신호는 stopwatch로써 time-to-amplitude

converter(TAC)를 스타트 스탑시킨다.양 자 수명의 측정은 두 개의 선 사이의 시간차

에 비례하는 생성된 진폭을 통해 이루어진다.이 시스템의 시간분해능 즉,FWHM은 260

ps이다.양 자 수명 데이터는 PATFIT-88 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 으며,이를 통해

소스성분과 백그라운드는 제거되었다.모든 스펙트럼은 과 에 의해 보여지는 2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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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rradiated Irradiated

lifetime(ps) 125.4±0.5 117.3±3.2

Intensity (%) 92.2±0.3 70.2±4.8

lifetime(ps) 396.8±6.1 204.6±8.8

Intensity (%) 7.8±0.3 29.8±4.8

meanlifetime(ps) 146.3±1.4 143.1±11.8

표 3.2.2-10압력 용기강의 양 자 수명과 상 인 비율

수명성분으로 분해 다.

샘 에서 얻은 PA data는 표 3.2.2-10에 나타나있다.meanpositronlifetime()의 큰

차이는 2개의 샘 사이에서 발견되지 않았다.(비조사)=146.3ps,(조사)=143.1

ps,은 아래식을 이용하 다.

  

여기서,각각 과 는 결함의 상 인 농도를 나타낸다. 성분은 bulk와 여러 카바

이드에서 양 자의 소멸을 나타내고, 성분은 공공과 보이드를 포함한 open-type결함

에 의한 양 자 포획과 계가 있다.두 개의 샘 의 성분의 비교해 볼 때,큰 void가

방사선 조사 부터 많진 않지만,재료 내에 큰 크기의 void들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방사선 조사 후에 철강의 수명 는 감소했고,비율 는 증가했다.조사된 철강의 수명

는 Fe의 하나 혹은 두 개의 vacancy에서 양 자의 수명에 가깝다.PAS결과에서 우리

는 방사선조사는 RPV철강에서 많은 작은 크기의 vacancy을 형성하는 것에 반해 큰 크

기의 공공 집단(vacancycluster)은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PAS분석 자료

는 RPV강은 방사선 조사 에 큰 vacancy들을 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다.긴 수

명성분 (397ps)는 void가 비록 비교 은 양이긴 하나,방사선 조사 시편에서 존

재한다 것을 나타낸다.수명성분 (125ps)에서 보여 지는 것처럼 의 일정량은 물질

에 존재한다.Fe의 양 자 수명은 트래핑 치에 따라 다르다.Fe의 경우, 의 수명

계산은 약 115ps이고, 라인의 공공 수명은 140∼150ps이다.흥미있게도,250℃

에서 조사 후에 큰 크기의 void들은 열처리 과정에서 없어지고,vacancy의 양은 증가된

것으로 보인다.이것은 수명성분 가 397에서 205ps로 감소하고 비율은 7.8에서 30%로

증가하는 것을 바탕으로 결정 다.우린 정성 인 분석은 가능했으나,정량 인 측정은

PAS측정에서 어려웠다.이 결 을 극복하기 해,우리는 이론 인 계산을 Multiscale

modelingmethod를 사용하 다.양 자가 open-volume타입의 결함에 포획되었을때,양

자의 수명은 그것들의 집 과 동일성에 따라 달라진다.양 자 포획율과 결함 도는

선형 인 계가 있다.방사선 조사로 인한 공공 타입의 결함이 생성되기 때문에,양 자



- 149 -

trappingrate()는 vacancyconcentration(Cv)에 의해 표 될 수 있다.

  ․

여기서 비례상수 는 포획 계수이다.양 자 포획율 는 two-state모델의 용에 의해

PAS데이터에서 얻을수 있다.식은 아래와 같이 이루어져있다.

  

 

 
여기서 과 는 결함의 종류에 따른 양 자 수명이다.각각 은 bulk와 카바이드 침

물에서 포획되는 것을 의미하고,는 vacancy의 크기를 의미한다.포획 계수의 결정은

다른 기술을 필요로 하며,결함의 집 PAS방법으로부터 독립해 있는 결함 집 을 제

공한다.계수를 가두는 것은 특정의 종류의 trap이 결정되면,trap집 은 바로 계산될 수

있다.vacancy에서 포획 계수 를 단하기 해,vacancycluster는 clusterdynamics

model에 의해 계산되었다.MD 계산에 앞서,우리는 SPECTER 코드 계산으로부터

displacementdamage에 한 정보를 생성했다.이는 치환율과 PKAs의 에 지 분포와

PKA 평균 에 지를 포함한다.그림 3.2.2-19는 하나로의 성자 스펙트럼이며,계산에 사

용되었다.철에 한 치환율과 평균 PKA 에 지 계산 결과는 clusterdynamicsmodel

과 MD 시뮬 이션에서 각각 input처럼 사용되었다.MD 계산에서,cascade능률과 같은

변수와 결함 클러스터를 이루는 편을 추출시킨다.이는 clusterdynamics계산에 필

요하다.계산은 vacancy concentration의 시간 의존성을 얻기 해 수행되었고,그림

3.2.2-20에 나타나 있다.interstitialconcentration은 즉시(약 100
-7

) 정상상태에 도달

한다.100 정도에 가면 일정한 상태로 남는다. eq.에서 RPV 철강내의 계산된

vacancyconcentration은 2.05×10
-7
/atom 이었다.사용된 값과 수는 표 3.2.2-10에 나타

나 있고,5.27×10
15
s
-1
의 공공에 한 포획 상수 를 계산하 다.약 200K의 온도에

서 vacancy에 한 pureFe의 포획상수 ±×
 라고 추정되었다.이 값은

자 방사선 조사로 철 샘 에서 항력 측정으로부터 얻어진 것으로 좋은 반응이 있었다.

합 안의 결함에 여러 가지 타입의 sink가 존재한다고 하는 에서 합 의 공공 집

을 포함한 같은 조건(포획율,온도와 투여 벨)에서의 순 속에서 보다 낮을지도 모른

다라고 생각된다.이런 에서 합 에 한 의 높은 가치는 기 될 것이다.우리의

PAS측정은 결함의 형성에 연결된 523K에 RPV 철강으로 vacancyconcentration의

증가를 밝 냈다.그런 상은 작은 vacancycluster의 생성에 기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게다가,조사과정 에부터 존재했던 것과 고온의 방사선 조사 동안 사라졌다는 것을 알았

다.PAS방법과 multiscalemodeling은 RPV강내의 공공에 한 포획계수를 결정하기

해 용했다.그것은 주어진 시편 내에서 여러 방사선 조사를 통한 공공 집 을 계산하는

데 유용하다.moleculardynamics와 clusterdynamics계산을 포함한 컴퓨터 multiscale

modeling에 의해 공공 집 은 얻어졌다.RPVFevacancy의 계산된 포획 계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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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19하나로에서 정규화된 성자 럭스의 에 지

의존도   ×
   

그림 3.2.2-20250oC에서의 interstitual과 vacancyconcetration

의 Time의존도, 도는 5x1010cm-2,유

효 grainsize0.001cm이다
        

10
15
s
-1
이고 이 값은 Fe에 한 것과 비슷하다.실험 결과를 컴퓨터 모델링에 연결하여

포획계수를 결정하는 새로운 방법은 방사능 손상 연구에 유일한 길을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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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자조사 Fe-Cr합 의 PA특성분석

양 자 소멸 측정법으로 Fe-Cr모델 합 의 미세구조 인 변화의 방사능에 의해 유발

되는 결함의 역할을 조사했다.우린 일본에서 타카사키(Takasaki)에 있는 JAEA 가속기를

이용하여 Cr의 비율이 각각 다른 Fe-Cr모델 합 에 2MeV 자를 조사하여 각 시편에

한 PA측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높은 온도에서의 페라이트/마텐자이트(F/M)steel의 팽창 항은 핵융합 발 용 원자

로를 한 구조재로로 그 사용에 한 심이 증가했다.특히,높은 함유량의 Cr로 만들

어진 F/M 철강은 융합 반응기 시스템의 first-wall과 증식-덮개 물질의 후보재이다.Fe에

Cr을 추가하는 것은 방사능에 의해 유발되는 팽창을 하게 인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80℃에서 460℃까지의 범 의 온도에 30dpa까지 조사되는 Fe-Cr합 에서 볼 때,

은 양 (~1%)의 Cr을 추가하면 합 의 팽창은 상당히 억제되나,팽창에 한 이 감소

(억제)는 5% Cr에서 포화되고,Cr을 그 이상(>5%)추가하게 되면 다시 팽창이 증가하게

된다.그런 행동에 한 내용은 아직 완벽하게 보고되진 않았다.어 든 Fe-Cr합 에서

낮은 팽창은 interstitial과 다른 이동성에 다른 성향이 특징인 dislocationloop의 존재에

의해 설명되었다.본 실험에서는 Fe-Cr모델 합 의 미세구조가 변화 하는 동안 결함

의 역할을 질 으로 조사하는 것을 다뤘다.Fe-Cu합 에 성자 조사를 할때,조사된 공

공은 공공-구리 복합체를 형성하여 안정된다.이는 CDB측정에 의해 밝 졌다.이 공공-구

리 복합체가 충분하게 발달한 구리 침 물에 결정핵생성 사이트를 제공하는 것은 있음직

하다.방사선 조사 아래 Fe-Cr합 의 낮은 팽창률이 공공과 Cr원자 사이에서 어떠한

상호작용과 계가 있는지 입증하는 것은 요하다.이를 해,우리는 고에 지의 자

에 의해 다른 Cr비율로 Fe-Cr합 을 조사하 다.pointdefect의 생산을 확인하고,

vacancy 근처에서 결과로서 생기는 원자의 형상을 조사하기 해 양 자 소멸 기술

(PALS&CDB)을 측정에 이용하 다.

5,9,15퍼센트의 Cr을 포함한 Fe-Cr합 은 해질의 Fe와 Crstock를 사용한 진공 유

도 용융에 의해 비 다.합 은 재결정 온도까지 당 5도씨의 비율로 재결정 온도까지

올려,3~5시간동안 열처리하 다.그 후,습식 냉각하 다.샘 은 50℃이하의 온도에서

JAEA 가속기를 이용 2MeV 자빔 조사를 하 다.총 자 조사량은 ×이다.

(∼×  dpa)낮은 에 지의 recoilatom의 생성 때문에 2Mev-electrons가 속으로

이동하는 cascade를 이끌것 같진 않았다. 자조사에 의해 생성된 pointdefect의 부분

은 고립되는 Frenkel-pair형태로 존재할 수 있다.이 가정에 의거해,vacancy의 계산된

concentration은 Fe-9Cr합 이 ×/cm
3
이었다.5가지 샘 (비조사 Fe,조사 Fe,

Fe-5Cr,Fe-9Cr,Fe-15Cr)의 PA측정은 상온에서 수행되었으며,우린 1MBq정도의 22Na-

 소스를 사용했고,각 실험마다 12시간 동안 총 2백만 사건을 기록했다.시스템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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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해능은 180ps이었다.양 자 수명 데이터는 PATFIT-88 로그램을 사용했으며,소스

성분과 백그라운드는 제거되었다.CDB스펙트럼은 두 개의 고 순도 Ge- 측기를 사용하

여 ratio-curve를 그렸다.이는 우리가 공공과 void와 같은 open-volume결함의 부근으로

부터 요소의 정보를 조사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CDB시스템의 총 에 지 분해능은

0.9keV이었다.

5개의 샘 에 한 양 자 수명 스펙트럼은 그림 3.2.2-21에 나타나 있다.

그림 3.2.2-21Fe(unirrad.),Fe(As-irrad.),Fe-5Cr,Fe-9Cr,

Fe-15Cr에 한 양 자 수명 스펙트럼

조사되지 않은 Fe( 선)와 조사된 Fe사이에 조 다른 을 볼 수 있었다.조사된 Fe

의 평균 양 자 수명은 약 120ps 고,조사되지 않은 Fe의 수명성분은 106ps이었다.

잘 열처리 된 순철의 경우의 수명성분과 잘 부합하는 값이다.이것은 open-volume결함

이 조사된 샘 내에 존재한다는 명백한 증거이다.각 샘 에 한 양 자 수명 데이터

결과는 표 3.2.2-11에 나타나 있다.

자세한 분석을 해,조사된 샘 에 한 스펙트럼은 2가지 성분()으로 나 었다.

성분은 격자에서 자유로운 한부분에 모이지 않은 양 자 소멸에 의해 결정된다.다른

말로 표 하면,디펙트와 같은 한부분에 모여 소멸하지 않고 bulk상에서 소멸한다는 것

이다.비교 긴 수명성분 는 방사선 조사 때문에 형성된 vacancy에서 양 자가 소멸하

는 것을 나타낸다.실험결과 vacancy에서의 수명은 Fe는 170ps,Cr은 180ps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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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2-11Fe(unirrad.),Fe(As-irrad.),Fe-5Cr,Fe-9Cr,Fe-15Cr에 한 수명성분

표 3.2.2-11에 나타난 성분은 분명히 vacancy의 일정량이 조사된 샘 에서 분포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성분의 차이는 최 의 Cr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그림 3.2.2.-22는 조사된 샘 이 잘 열처리된 Fe의 운동량분포에 일반화(normalized)된

CDBratiocurve스펙트럼을 나타낸다.낮은 운동량 지역(>× ,C는 빛의 속도,

는 자의 정지질량)의 증가는 양 자가 방사선 조사에 의해 유발된 vacancy와 같은

openvolume에 포획 다는 것을 입증한다.모든 샘 에 한 넓은 최고 (broadpeak)은

낮은 운동량 지역에서 분명히 볼 수 있었다. 한,조사된 Fe과 Fe-Cr합 사이에서 CDB

스펙트럼의 높은 운동량 지역에서도 큰 차이는 있지 않다는 것을 찰하 다.이 결과는

양 자 소멸 수명 스펙트럼과 일치한다.게다가,vacancy근처의 순수한 Fe의 원자의 형

상이 Fe-Cr합 의 그것들과 유사하리라 상된다.그 말은,vacancy는 인근 Cr원자로

집단을 형성하지 않지만,고립된 형태로 존재한다는 것이다.조사된 시편의 평균 양 자

수명은 조사되지 않은 시편과 비교해 봤을때 약 14%정도 증가했다.도 러 넓어짐 측정

에서 비롯된 비율곡선(rariocurve)은 조사된 순철과 Fe-Cr합 사이에서 한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이는 vacancy-cr복합체의 어떠한 형성도 없었다는 것을 암시한다.이

결과는 Fe-Cr합 에서 소량의 조사에 의해 유발되는 팽창을 뒷받침한다.이번 실험으로

PA 측정을 통해 우리가 Fe-Cr합 의 미세구조의 변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다는 것

을 증명 다. 자 조사 샘 의 CDB스펙트럼의 측정 데이타는 vacancy가 Cr원자와 함

께 Cluster를 형성하지 않는 고립된 형태로 존재한다는 것을 나타냈다.Cr원자에서

Clustering되는 것 이외에 Cr-vacancy복합체의 변화는 찰되지 않았다.이 결과는 방

사선 조사하 F/M 철강의 팽창 항은 Cr원자와 vacancy사이에서 상호작용의 결여와

계가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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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22PureFe(unirrad.),Fe-5Cr,Fe-9Cr,Fe-15Cr의 Ratio

cu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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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차원 원자 탐침기술 이용한 조사재 미세구조 분석

가.3D-APT(3DimensionalAtom ProbeTomography)

(1).원리

3차원 원자탐침(3D atom probe)은 1967년에 E.W.Müler,J.A.Panitz,그리고 S.B.

McLane에 의해서 개발되어 재료과학분야에서 사용하는 미경(microscope)이다
[1]
.이 원

자탐침은 미경으로 원자 분해능을 달성한 첫 번째 방법인 FIM (fieldionmicroscopy)

의 방법과 매우 유사하다.

원자탐침은 확 효과가 있는 일반 인 학 는 자 미경과 유사하지 않다.이 원

자탐침 기술은 시편표면으로부터 이온들을 때어내는 특성을 갖는 괴 인 방법을 사용

한다.이 게 시편표면에서 분리된 이온들은 TOF-MS(timeofflightmassspectroscopy)

를 통해서 mass-to-chargeratio(질량/ 하 비)로부터 어떤 이온인지 알 수 있게 된다.

그림 3.2.3-1과 3.2.3-2에서 보듯이 시편 표면의 원자 층이 한 층씩 순차 으로 떨어져

나온 이온들은 TOF-MS를 거치면서 치민감형 검출기에 충돌하게 된다.컴퓨터는 충돌

한 이온의 좌표,이온의 비행시간 등 여러 가지 변수들을 기록하고 각 이온의 질량/ 하

비율을 계산하여 원소의 종류를 단한다.그리고 충돌한 치로부터 2차원 원소분포도를

알 수 있으며 된 2차원 데이터로부터 3차원 원소분포도를 얻게 된다.

검출된 이온의 mass-to-chargeratio(m/n)는 다음 계식으로부터 계산된다.




   and   


(3.2.3-1)




  

 


(3.2.3-2)

여기서 m은 이온의 질량,v는 속도,ne는 이온의 하량,  는 시편에 인가

된 압,d는 시편의 tip과 검출기 사이의 거리,그리고 t는 이온의 비행시간이다. 인가

된 압에서 Vdc는 시편에 걸린 정 압,Vp는 펄스의 최 압,그리고 α와β는 정 압과

펄스 압의 효율과 련된 매개변수이다.

m/n은 동일한 원소인 경우에도 다양한 하를 갖거나 분자상태로 시편표면에서 증발

할 수 있으므로 질량분석기로 분석할 때에는 이 모든 경우를 고려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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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3-1.Schematicdiagram ofanenergy-compensatedatom probethatfeaturesa

163
o
Poschenreiderlenstoimprovethemassresolution

[2]
.

Fig.3.2.3-2.Laser-assisted Wide Angle Tomographic Atom Probe (LA-WATAP,

CAMECA).Conceptualillustrationshowinganalysissystem flow ofAPT
[3]
.



- 157 -

특히 Si3N4의 경우
28
Si
+
와

28
N2
+
그리고 철강의 경우

54,56
Fe
2+
와

55
Mn

2+
같이 m/n값이

동일하거나 근소하게 겹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높은 분해능의 질량분석기로 측정하는

것은 원자탐침 기술에서 가장 요한 요소 하나가 된다.

원자탐침 분석에서 다른 요한 변수는 시편의 각 원소별 증발 정도에 편차가 나타

나는 경우이다.Fig.3.2.3-3에 나타났듯이 서로 다른 원소의 계증발강도는 온도가 내려

감에 따라서 그 차이가 어들게 됨으로써 특정원소의 우선 증발을 억제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극 온에서 계증발에 필요한 고 압이 시편에 걸리면 속의 이상강도에 가까

운 계응력이 발생하게 되어 시편의 괴가 일어날 수 있다.따라서 일반 으로 각 원소

를 증발시키지 않으면서 충분히 높은 정 압(Vdc)에 약 20% 정도 큰 펄스 압(Vp)을 사용

하여 분석한다.펄스 압을 사용함으로써 정 압에 의한 시편의 괴를 방지하면서 시편

표면에 있는 원소의 증발을 야기할 수 있게 된다.이때에 Vp/Vdc를 pulsefraction이라고

하며 이 값은 요한 분석요소 하나이다.

원자탐침은 기에 속시편을 상으로 분석하 으나 이 펄스의 도움으로 반도

체 연체까지 분석하는데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계펄스에 비해서 이 펄스의

장 으로는 1) 계응력으로 인한 시편의 괴가능성을 인다.2)반도체· 연체 등

도성 물질의 분석이 가능하다.3)높은 질량 분해능을 얻을 수 있으며 배경노이즈를 크

게 감소시킨다.특히 장 장보다는 UV 역의 단 장에서 더 높은 분해능을 얻을 수 있

다.그러나 이 펄스의 단 으로는 이 사용으로 인한 표면원자의 진동은 공간분해

능의 하를 가져온다.

(2)분석 방법

일반 으로 원자탐침의 분석 역은 X,Y측으로 100nm 이하,Z축(깊이 방향)으로 수

백 nm 이며,공간 분해능은 수평방향으로 0.3nm이고 수직방향으로 0.2nm 이다. 략

으로 10
7
개 이상의 원자를 획득하여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한다.

-시편의 구조정보를 시각 (3Dmap)으로 나타낼 수 있다.

-각 원소별 mapping이 가능하다.

-10ppm 정도의 정확도로 국소 역의 조성정보를 제공한다.

-isosurfaceanalysis(같은 조성을 가지는 치를 연속 으로 연결하여 하나의

면으로 보여주는 방법)

-clusteridentification(수 나노 크기의 용질원자 응집체 분석 방법)

-isocurvemapping(분석 역에서 농도 변화를 등고선과 같은 색상의 변화로

보여주는 방법)

-squareselection( 심 역만을 선택 추출하여 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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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들면 이와 같은 정보로부터 나노구조 석출물의 조성분석,스피노달 분해 등으로 형

성된 나노조직의 형상과 조성분석,다결정 재료의 입계와 다층박막에서 계면에서 원소의

입계편석 등을 분석할 수 있다.이러한 원자탐침의 분석결과에 신뢰성을 높여주기 해서

TEM,XRD,FIB,SIMS등 분석을 추가 으로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Fig.3.2.3-3.Effectofvoltageandlaserpulseonthedifferentmaterialsdepending

onelectricfieldandtemperature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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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자 조사된 시편에 한 3D-APT분석

성자 조사된 RPV(reactorpressurevessel)강의 미세구조는 nm 크기에서 부분

요한 변화가 나타난다.따라서 APT의 높은 분해능 때문에 APT는 성자 조사된 재료의

거동을 이해하는데 요한 분석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

RPV 강에서 성자 조사에 의한 미세구조 변화는 APT실험을 통해서 Cu가 함유된

RPV 강에서 성자 조사로 약 2nm 크기의 Cu-enriched석출물이 결정립 내에 그리고

를 따라서 형성된 것을 처음으로 찰하 다
[4-7]
.Fig.3.2.3-4은 30개의 Cu-enriched

석출물의 심으로부터 평균거리에 한 조성분포를 나타낸 그림이며 석출물의 크기는

약 2nm 인 것을 알 수 있다.그리고 Fig.3.2.3-5는 성자 조사가 약 3.4×10
23
nm

-2
(E>1

MeV)된 용 부에서 를 따라 편석(segregation)된 P와 Cu-enriched석출물을 2가지

방향에서 나타내고 있다.이 게 에 편석된 것과 Cu-enriched석출물은 움직이려는

를 고정시키므로 이동 에 해서 하나의 장벽으로 작용할 것이다.따라서 기계

물성에도 향을 끼치게 된다
[8]
.

low Cu 는 Cu-freeRPV강에서 Mn-,Ni-,Si-enriched석출물이 높은 빈도로 찰되

었다
[4,9]
.특히 0.05at% 이하의 Cu 는 1.2at% 이하의 Ni이 포함된 소재에서는 성자

가 조사된 후에도 미세한 크기의 석출물이 찰되지 않았다. 하지만 0.05at% 이상의

Cu 는 1.2at% 이상의 Ni이 포함된 소재에서는 미세한 석출물이 찰되었다. Fig.

3.2.3-6에는 288℃에서 0.8×10
23
nm

-2
(E>1MeV)조사된 용 부에 APT의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이 용 부에서 Charpy T41J shift가 169K으로 크게 발생하 으며

USE(upper-shelfenergy)는 118J에서 약 78J로 감소하 다.이 소재는 Cu-,Mn-,Ni-,Si-,

그리고 P-enriched석출물이 높은 빈도(~3×10
24
m
-3
)로 존재하 으며 그 평균크기는 약

3.3±0.6nm 되었다
[9]
.

성자 조사된 RPV 강의 기계 성질은 350℃~450℃에서 약 168hr동안 후열처리를

통해서 회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10]
.기지조직의 Cu함량은 응력이완 열처리(SR),

성자 조사(I),조사 후 열처리(IA), 성자 재조사(IAR),재조사 후 열처리 (IARA)에 따

라서 변하는 것을 Fig.3.2.3-7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성자 조사,1.8×10
23
n·m

-2
(E>1

MeV),후에 기지조직의 Cu함량은 Cu-enriched석출물의 형성 때문에 감소하 다.IA에

서,168hat454℃, 기지조직의 Cu함량은 약간 감소하 으며 추가 인 Cu-enriched석

출물이 찰되지 않았다. 이것은 열처리에 의해서 Cu-enriched 석출물이 분해

(dissolution)보다는 성장으로 크기가 약간 증가한 것을 의미한다.IAR,6.3×10
23
n·m

-2
(E

>1MeV),조건에서는 추가 으로 미소한 석출물이 형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존 석출

물의 크기가 증가하 다.IARA,168h454℃,조건에서는 기지조직에 미세한 석출물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으며 성장된 석출물은 에 우선 으로 치하는 것을 발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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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3-4.Averagedradialconcentrationprofilefrom thecenterofmassesof30

copper-enrichedprecipitates
[4]
.

Fig.3.2.3-5.CuandP3D-atom mapand2D-concentrationmapalongthearrowed

dislocation.Twoorthogonalviewsofanatom mapinaneutronirradiated,3.4×10
23

n·m
-2
(E>1MeV),weld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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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3-6.Atom mapsfrom aKS-01weldthatwasneutronirradiatedtoafluence

of0.8×10
23
n·m

-2
(E > 1MeV)atatemperatureof288℃.An averageradiusof

gyrationofCu-,Mn-,Ni-,Si-andP-enrichedprecipitatesis3.3±0.6nm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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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3-7.Atom mapsofsubmergedarcweld(73W)revealedtheformationof

Cu-,Ni-,Mn-,Si-enrichedprecipitatesduringirradiationtoafluenceof1.8×10
23
n·m

-2

(E>1MeV),I,dissolutionandgrowthoftheseprecipitatesduringathermalanneal

for168hat454℃,IA,theformationofsomeadditionalprecipitatesafterre-irradiation

toanadditionalfluenceof6.3×10
23
n·m

-2
(E>1MeV),IAR,andtheirdissolution

after another thermal anneal for 168h at 454℃,IARA.The arrows indicate

dislocations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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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온조사된 Fe-9Cr모델합 의 APT분석결과

(1)He이온조사

재 사용 인 원 구조재료의 성자 조사 효과를 모사하고자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서 Fe-9Cr모델합 에 He이온을 실온에서 500keV로 10dpa(displacementperatom)까

지 주입하 다.He이온의 침투 깊이는 SRIM 코드로 계산한 결과 약 1um 정도로 매우

얕은 것을 알 수 있다.따라서 기계 연마에 의해서 형성된 표면잔류응력을 제거한 후에

이온조사를 실시하여야만 한다.본 연구에서는 해연마를 이용하여 제거하 으며 해

용액의 조성은 70% HClO4+30% CH3COOH으로 하고 실온에서 7Volt 압을 인가할

때 해용액은 막 자석으로 휘 어 주었다.

Fig.3.2.3-8와 Fig.3.2.3-9는 Fe-9Cr모델 합 에 해서 SRIM 코드로 계산한 결과로부

터 dpa와 He농도를 fluence값이 각각 4.13×10
16
ions/cm

2
,4.13×10

17
ions/cm

2
되는 조건

에서 구했다.dpa값은 phonon과 vacancy에 의해 형성된 에 지 값을 다음 계식을 이

용하여 계산하 다
[11]
.



 
 



  (3.2.3-3)

여기서 Ed(=40eV)는 격자 내에서 자기 자신의 자리를 벗어나기 해서 필요한 에 지

그리고 (dE/dx)는 핵반응에 의해서 기지에 하나의 이온 당 달되는 선형 에 지이며

SRIM에서 이 값은 phonon과 vacancy의 결합에 지 분포를 합한 값과 같게 된다.

fluence는 이온주입한 He이온의 수이고 density는 이온주입되는 기지의 도를 의미한

다.He이온의 농도 값은 SRIM 결과의 range데이터로부터 fluence와 density값을 용

하여 구했다.

(2)APT실험

APT실험을 수행하기 해서는 바늘모양으로 시편을 가공하여야만 한다.이온 조사된

시편에 해서 FIB(focusedionbeam)를 이용하여 제작하 다.그 과정은 첫째 FIB가공

에 시편의 보호막 역할을 하도록 하기 해서 가공할 역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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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3-8.DPA and He concentration obtained from the SRIM results for

irradiatingHeions(4.13×1016ions/cm2)at500keV androom temperatureinFe-9Cr

modelalloy.

Fig.3.2.3-9.DPA and He concentration obtained from the SRIM results for

irradiatingHeions(4.13×10
17
ions/cm

2
)at500keV androom temperatureinFe-9Cr

modelall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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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를 코 한다.둘째 30keV의 Ga이온을 이용하여 Pt코 한 양 을 트 치 식각한 다

음에 탐침에 붙인 후 테두리를 제거하고 들어올린다.셋째 상 시편(2um x10um x

5.5um)을 해연마로 비된 W tip에 부착한 후 당한 크기(2um x2um x5.5um)로 잘

라낸다.넷째 원뿔모양으로 가공된 시편에서 원하는 역이 원뿔의 끝단에 치할 때까지

환형 가공법(annularionmilling)으로 식각한다.마지막으로 FIB가공으로 손상된 역을

제거하기 해서 5keV에서 최종 마무리한다.이러한 과정을 Fig.3.2.3-10에 나타내었다.

둘째 단계에서 트 치 식각을 한 이미지에서 화살표로 표시한 역은 He이온조사에 의

해서 생성된 결함 역 에서 최 dpa값에 해당하는 곳을 나타내고 있다.일반 으로

APT분석을 해서는 끝단의 곡률반경이 50nm 이하가 되도록 만들어야만 한다. 부분

의 속시편은 미소 해연마(micro-electropolishing)방법으로 제작할 수 있다
[12]
.

본 연구에서 10dpa로 He이온이 조사된 APT시편은 FIB방법으로 제작하 으며 시

편의 끝단이 표면으로부터 각각 500nm,800nm,1000nm에 치하도록 제작하 으나

1000nm 시편은 실험 에 괴가 되어 분석할 수 없었다.가공에 사용된 FIB는 FEI사의

Helios NanoLab 600 모델을 사용하 으며 분석에 사용된 APT는 CAMECA사의

LaWaTAP(laser-assistedwideangletomographicatom prob)모델을 사용하 다.이때

사용된 이 의 장은 343nm,유지시간은 약 500femtosec,인가한 정 압은 2.0~16

kV,시편의 온도는 60K,그리고 진공도는 10
-10
Torr조건에서 APT실험을 수행하 다.

APT의 raw data는 바이 리 일로 되어있으므로 분석을 하기 해서는 텍스트 일

로 변환된 것이 필요하며 APT장비에서 변환이 가능하다.직경 15nm에 깊이 300nm의

데이터의 용량은 약 80MB이며 데이터의 각 행은 하나의 원소에 한 치정보,원소의

질량,실험장치 정보 등이 들어있는데 체 행의 수는 략 10
6
이다.데이터 분석을 효

율 으로 하기 해서 직경 15nm x높이 15nm 되는 역을 상· ·하부에서 각각 선택

하 으며 Fig.3.2.3-11에 나타내었다.APT결과에서 원소의 분포도를 분석하기 해서

kNN(k
th
nearestneighbour)와 iso-concentration을 찾는 포트란 로그램을 만들었다.

APT3차원 데이터의 표 은 opensource자바뷰어 로그램인 Jmol을 사용하 다
[13]
.

Fig.3.2.3-12는 시편의 끝단이 500nm에 치하는 경우의 3D-APT실험한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여기서 Fe와 Cr의 데이터는 각각 체의 3%와 20%만 표 한 것이다.Table

3.2.3-1은 Fig.3.2.3-12에서 top 역(20x20x20nm
3
)과 bottom 역의 화학조성을 나

타내었다.두 역에서 Fe와 Cr원소만으로 표 하면 각각 Fe91.2Cr8.8과 Fe91.7Cr8.3으로 되

고 Cr의 함량은 상 으로 dpa값이 큰 곳에서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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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3-10.FIBfabricationprocedureforthe3D-APTspecimen.

Fig.3.2.3-11.Theanalysispartofthe3D-APTdataselectedfrom top,middle,and

bottom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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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3-12.APTresultsofthecylinder-1whosetipisabout500nm from the

surfaceoftheFe-9Crspecimen.

Table3.2.3-1.Atomicconcentrationofselectedregionobtainedfrom topandbottom

inFig.3.2.3-12.

20x20x20nm
3

top bottom

Elements 농도 [%] 개수 농도 [%] 개수

Fe 91.127 63067 91.546 72643

Cr 8.797 6088 8.340 6618

Mn 0.027 19 0.073 58

C 0.006 4 0.014 11

O 0.030 21 0.026 21

Si 0.013 9 0.000 0

Total 100 69,208 100 79,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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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3-13은 시편의 끝단이 800nm에 치하는 경우의 3D-APT실험한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여기서 Fe와 Cr의 데이터는 각각 체의 3%와 20%만 표 한 것이다.Table

3.2.3-2는 Fig.3-3-13에서 top 역(20x20x20nm
3
),middle 역,그리고 bottom 역

의 화학조성을 나타내었다.세 역에서 Fe와 Cr원소만으로 표 하면 각각 Fe93.2Cr6.8,

Fe92.4Cr7.6,그리고 Fe92.5Cr7.5으로 되고 Cr의 함량은 상 으로 dpa값이 가장 큰 곳에서

가장 많이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Fig.3.2.3-14은 시편의 끝단이 800nm에 치한 시편의 top,middle,그리고 bottom

역(20x20x20nm
3
)에서 Fe와 Cr에 한 iso-curve를 나타내었다.3 역에서 모두 Fe

와 Cr의 원소는 따로따로 응집(agglomeration)된 것 알 수 있다.따라서 He이온조사에

의해서 기지조직의 Fe와 Cr원소는 각각 동종원소끼리 뭉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3)APT분석 -Nearestneighbouratomicdistribution

원소들의 뭉치는 상을 확인하고자 최인 원자분포(nearest neighbour atomic

distribution)를 계산하 다.이를 해서 포트란 코드를 작성하고 계산결과를 Fig.

3.2.3-15와 Fig.3.2.3-16에 나타내었다.Fig.3.2.3-15는 시편의 끝단이 500nm에 치한 시

편의 top,middle,그리고 bottom 역(ø15nm x15nm)에서 Cr을 심 원소로 하 을

때 최인 Cr원소가 치하는 분포도를 각 역에서 계산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상

으로 dpa값이 큰 bottom 역에서 새로운 피크가 나타났다.이것은 조사손상이 많

이 된 곳에서 Cr원소는 Cr원소에 더 가깝게 치하게 되며 결국에 Cr-Crcluster를 형

성하게 될 것으로 단된다.Fig.3.2.3-16은 Cr-Cr,Cr-Fe,Fe-Cr,Fe-Fe 의 최인 원소

분포도를 각각 나타내고 있다.He이온조사에 의한 dpa값이 증가할수록 Cr-Cr과 Fe-Cr

의 분포도에서는 피크의 치가 더 가까운 쪽으로 변한 반면에 Cr-Fe와 Fe-Fe 의 분

포도에서는 피크의 치가 변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따라서 He이온조사에 의해서

Fe원소보다는 Cr원소가 더 쉽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dpa값이 증가

할수록 Cr원소가 더 많이 움직이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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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3-13.APTresultsofthecylinder-2whosetipislocatedabout800nm from

thesurfaceoftheFe-9Crspecimen.

Table3.2.3-2.Atomicconcentrationofselected regionobtained from top,middle,

andbottom inFig.3.2.3-13.

20x20x20nm
3

top middle bottom

Elements 농도[%] 개수 농도[%] 개수 농도[%] 개수

Fe 93.161 70887 92.402 71739 92.450 68440

Cr 6.819 5189 7.584 5888 7.532 5576

Mn 0.009 7 0.012 9 0.007 5

C 0.000 0 0.003 2 0.004 3

O 0.009 7 0.000 0 0.007 5

Si 0.001 1 0.000 0 0.000 0

Total 100 76,091 100 77,638 100 74,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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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3-14.APTresultsforiso-curvesofFeandCratomsattop,middle,and

bottom regioninthecylinder-2whosetipislocatedabout800nm from thesurface

oftheFe-9Cr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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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3-15.Firstneighbournearestatom distributionoftheCr-Crpairatomsat

thetop,middle,andbottom region(ø15nm x15nm)inthecylinde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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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3-16.Firstneighbournearestatom distributionoftheCr-Cr,Cr-Fe,Fe-Cr,

Fe-Fepairatomsatthetop,middle,andbottom region(ø15nm x15nm)inthe

cylinde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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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3-17은 시편의 끝단이 800nm에 치한 시편의 top,middle,그리고 bottom

역(ø15nm x15nm)에서 Cr을 심 원소로 하 을 때 최인 Cr원소가 치하는 분포

도를 각 역에서 계산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상 으로 dpa값이 큰 top과 middle

역에서 새로운 피크가 나타난 반면에 dpa값이 작은 bottom 역에서는 새로운 피크

가 나타나지 않았다.이것은 cylinder-1의 시편에서와 마찬가지로 조사손상이 많이 된 곳

에서 Cr원소는 Cr원소에 더 가깝게 치하게 되며 결국에 Cr-Crcluster를 형성하게 될

것으로 단된다.Fig.3.2.3-18은 Cr-Cr,Cr-Fe,Fe-Cr,Fe-Fe 의 최인 원소 분포도를

각각 나타내고 있다.He이온조사에 의한 dpa값이 증가할수록 Cr-Cr과 Fe-Cr 의 분

포도에서는 피크의 치가 큰 쪽으로 변한 반면에 Cr-Fe와 Fe-Fe 의 분포도에서는 피

크의 치가 변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따라서 He이온조사에 의해서 Fe원소보다는

Cr원소가 더 쉽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Fe-9Cr모델합 에서

He이온조사로 형성되는 조사결함들은 Cr원소의 이동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말할 수 있

다.

(4)APT분석 -Iso-concentrationdistribution

Fe-9Cr모델합 에 한 He이온조사의 효과는 최인 원소의 분포도의 분석으로 알

수 있듯이 Cr-Cr 이 다른 에 비해서 잘 형성되는 것을 알 수 있다.이러한 결과를 3

차원으로 나타내기 해서 동일농도(iso-concentration)분포도를 계산하 다.이를 해서

포트란 코드를 작성할 때 한 원소를 심으로 반경 2nm 이내에 있는 모든 원소를 상

으로 9at%이상 되는 원소들만 표시하도록 하 다.3차원 공간에 원소의 치를 표 하

는 방법으로 opensource자바뷰어 로그램인 Jmol을 사용하 다.Fig.3.2.3-19와 Fig.

3.2.3-20에 각각 cylinder-1과 cylinder-2에서 top,middle,그리고 bottom 역 (ø15nm x

15nm)에 한 iso-concentration분포를 나타내고 있다.dpa값이 증가할수록 빈 공간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즉 He이온조사에 의해서 Cr원소의 이동이 증가하여 cluster

의 크기가 증가한 것으로 단된다.그리고 dpa값이 증가할수록 cluster의 개수가 증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즉 He이온조사에 의해서 Cr-Cr 의 개수가 증가한 것으로 단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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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3-17.Firstneighbournearestatom distributionoftheCr-Crpairatomsat

thetop,middle,andbottom region(ø15nm x15nm)inthecylinde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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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3-18.Firstneighbournearestatom distributionoftheCr-Cr,Cr-Fe,Fe-Cr,

Fe-Fepairatomsatthetop,middle,andbottom region(ø15nm x15nm)inthe

cylinde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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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3-19.Iso-concentrationdistributionabove9at% Cratthetop,middle,and

bottom region (ø15nm x15nm)in thecylinder-1.Thecolorofred and blue

indicatesFeandCratoms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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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3-20.Iso-concentrationdistributionabove9at% Cratthetop,middle,and

bottom region (ø15nm x15nm)in thecylinder-2.Thecolorofred and blue

indicatesFeandCratoms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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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자조사 TEM 시편 제작 실험실 구축 제작기술 개발

가. 성자조사 TEM 시편 제작 실험실 구축

기존의 방사선 시료 분류 장치로 사용하고 있었던 장비는 open-typeL-block으로써,그림

3.4.1-1에 나타나 있다.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좌우로 개방된 상태에서 조사된 시편을 작

업 에 올려놓은 후 육안 찰 마킹을 할 수 있도록 제작된 형태이다.방사선 차폐된

상태에서 시편을 찰할 수 있도록 200×200×100mm 납유리를 설치하고 주 를 납으로

된 블록으로 감싸서 작업자의 얼굴 부 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폭을 최소화하도록 설계

되었다.

그림 3.4.1-1.시편 분류용 소형 L-block

이와 같은 opentype의 L-block을 이용하여 다량의 방사성 시료를 취 할 경우,여러 가

지 문제 이 발생할 수 있다.제일 먼 고려해야할 상황은 작업자의 실수로 시편이

L-block을 이탈하여 분실될 경우이다.즉,매우 작은 방사성 시편을 납장갑 등을 착용한

채로 핀셋으로 작업을 하게 될 경우,조작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시편을 놓치게 되는 상황

이다.방사성 시편의 이탈이 발생하게 되면,실험실의 바닥 등에 부차 인 오염이 발생할

수 있고, 체 실험실의 오염으로 확산될 수 있으며 방사성 시편의 분실이 발생할 경우,

실험실 체의 안 에 큰 문제가 될 수 있기에 반드시 피해야 할 상황이라 할 수 있다.

기존의 L-block의 경우,소형 시편의 분류 작업에는 효과 이나 일부 무거운 시편을 이용

할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즉,시편 받침 의 고정 상태가 견고하지 못하여

납시편통과 같이 무거운 재료를 올려놓았을 경우,받침 가 하 을 견디지 못하고 휘어질

수 있다. 한 재의 L-block의 차폐는 작업자의 얼굴 부분과 심장 부 등의 차폐를 우

선으로 설계된 제품으로,실제 작업 에 발생할 수 있는 손,팔,등의 국부 인 피폭 뿐

아니라,어깨 복부에까지도 부분 인 피폭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이는 작업

자의 안 이 더욱 요시 되는 요즘 실험실의 경향에 비추어 개량이 요구되는 분야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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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기존의 L-block의 단 을 고려하여 설계한 새로운 형태의 L-block은 첫째,작

업자의 안 을 높이고,둘째,시편 분류 작업을 더욱 용이하게 하며,셋째,오염 시편

의 분실을 최소화하는 것을 기본 요구사항으로 결정하 다.

한 기본 요구사항과 더불어,실제 작업의 용이성 공간 활용성을 높이도록 추가 인

설계 요소를 도입한 결과 새로 제작된 L-block은 아래의 5가지 특징을 가지도록 설계

제작되었다.

a.시편의 이탈,분실 방지의 최소화,

b.시편으로 인한 오염을 최소화 오염 발생 시 제염을 용이,

c.작업자의 피폭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차폐 면 을 확 ,

d.작업의 편의성과 피폭의 최소화를 하여 납유리의 경사변화를 가능,

e.작업 의 다양한 공간 활용을 해서 이동식 차폐 기능을 부여,

f.작업 의 추가 인 방사성 시편 작업을 고려.

그림 3.4.1-2.신형 L-block설계도(왼) 신형 L-block의 실사 사진(오른)

그림 3.4.1-2는 이와 같은 개념을 바탕으로 설계한 L-block의 체 설계도 실제사진이

다.설계도면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기존의 최소화된 L-block형태에서 벗어나,wall타

입의 차폐 을 보유한 작업 로 변경하여 제작하 다. 납 벽은 모두 5cm의 납으

로 채워 넣어서 차폐 성능을 극 화하 고,벽면은 20cm 높이를 가지도록 설계하여 방사

성 시편의 이탈 분실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 다.특히 외장 부분은 stainlesssteel을

이용하여 마감처리 하여,잦은 실험에 따른 작업 의 오염이 발생 시 제염이 용이하도록

구성하 다. 한 충분한 차폐 성능을 확보하도록 기존의 L-block에 비하여 납유리 주

의 납블록의 크기를 증가시켜 작업자의 피폭을 최소화하 다. 한 납유리 차폐 은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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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좌우로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일 에 설치하 다.이를 통하여 작업 해서

다양한 작업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으며, 체 작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납 차폐 의 경우,상단에 경사도를 조 할 수 있는 핸들을 달아서 작업에 납 차폐 의

경사도를 바꿔서 보다 효율 인 차폐와 분류 작업이 이 지도록 하 다. 한 체 량

이 1ton이상임을 고려하여 작업 의 설치 배치의 변경이 용이하도록 작업 바닥에

고강도 바퀴를 부착하 다.L-block은 방사성 시편의 육안 찰 마킹 작업 뿐 아니라

넓어진 작업 공간을 활용하여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즉, 음 세척기를 설치

하여 시편을 세척하기도 하고,드라이어를 이용한 건조 작업 등을 수행할 수도 있으며,

소형시편 단기를 설치하여 방사선 시편의 미세구조 찰용 단 작업 등에도 사용할

수 있다. 한 집하여 구성된 방사성 시편의 조립 해체와 같은 일반 작업용으로도

히 사용할 수 있다.

재 Semi-hotlab내 시편 비실에는 신형 방사성 시편 분류 장치인 L-block,방사선 차

폐용 이동식 납유리가 설치된 후드 그리고 로 박스가 설치되어 있다. 방사선 차폐

납유리가 설치된 후드는 이동이 가능한 납유리의 사용으로 방사선의 노출에서 비교 안

한 상태에서 시편 가공 의 상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으며 후드 아래 부분의 화학용

액의 순환 펌 거름 장치에 의한 여과를 통하여 조사재 가공에 의한 오염을 최소화

하면서 가공에 사용되는 화학용액의 재활용을 수행할 수 있다.마지막으로 로 박스

는 각종 조사재 방사선 노출 물질의 간이 보 조사재 가공에 의한 오염도가 큰

물질의 가공에 용할 수 있게 설치되어 있다. 그림 3.4.1-3은 시편 비실의 략 인

모식도이다.

그림 3.4.1-3.Semi-hotlab실험실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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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mi-hotlab내에서 수행될 조사재 가공 작업은 조사재 분석을 목표로 하고 있다.조사

캡슐내의 조사시편들은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한 수 에서 해체되어 철계 합

의 경우 표면부에 산화막이 생성되어 있다.주로 수행하게 될 자 미경(SEM TEM)

분석 PAT측정 실험을 해서는 시편 단 연마 작업을 통한 시편 가공 산화

막 제거가 필수 으로 요구되어진다.

Semi-hotlab내에서 수행될 조사재 가공 작업 순서는 다음과 같다.먼 분석 실험별로

사용하게 될 시편 분류는 L-block에서 수행된다.분류된 조사재 시편들은 로 박스내

에 납을 이용한 차폐 공간 내에 임시 으로 보 된다.조사재 시편의 단 작업은

L-Block에 있는 속 단기에 의해서 실시된다.일반 으로 시편 단 작업은 많은 액의

윤활액과 소모품이 소요되지만 속 단기의 경우 단시간은 상 으로 길지만 다이아

몬드 휠과 은 양의 윤활액으로 환경 으로 많은 이 을 가지고 있다. 단 후 산화막

제거 표면 거칠기 제거를 해 연마를 실시한다.미세 연마는 속연마기(Struers사)

를 이용하여 수동연마 자동연마를 하게 된다.정 가공용 연마 홀더에 조사재 시편을

착제등을 이용하여 부착시키고 후드내에 설치된 속 연마기 에서 표면거칠기,산화

막 잔류응력의 제거를 해서 다양한 크기의 다이아몬드 연마재를 이용하여 미세 연

마하게 된다. 속시편 미세 연마시 사용되는 기존의 착제 형태의 연마천 신 자석형

태로 탈부착이 용이한 연마천을 이용하여 작업자의 편의성 도모하여 작업시의 피폭을 최

소화하 다.정 가공용 연마홀더의 제작을 통하여 일반 으로 손으로 직 연마하게 되

어있으나 연마장치에 합하게 홀더를 제작하여 자동연마도 가능하게 되었다.그림

3.4.1-4는후드내에 설치된 속연마기,정 가공용 연마 홀더 그리고 연마작업에 사용되

는 소모품들을 보여주고 있다. 속연마기에서 미세 가공/연마된 시편은 PAT측정

주사 자 미경 분석에 이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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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4 시편 비실의 기계 연마장치(왼쪽 부터 속연마기,제어 넬,mutidoser,

autoforce,정 가공용 연마홀더,연마후의 시편)

투과 자 미경 분석용 시편은 직경 3mm,두께 100μm의 치수를 가지고 있으며 앞의 방

법으로 산화막 거칠기를 제거한 후 투과 자 미경 시편용 해연마기를 이용하여 제

작하게 된다.그림 3.4.1-5는 후드내에 설치된 투과 자 미경 시편 제작용 해연마기를

보여주고 있다. 해연마를 해서는 1L의 해액이 필요하며 해액제거를 해서 99%

에틸알코올이 사용된다. 해 연마후 3mm 투과 자 미경 시료 앙부 에 연마 홀이

발생하게 되고 이를 투과 자 미경으로 찰하게 된다.연마과정에서 사용된 화학액체

들은 후드내에 보 하게 되고 기타 조사재 소모품들은 로 박스의 차폐용 납블록내

에 보 되어져 방사선 차폐가 이루어지게 된다.

설치된 조사재 시편 연마용 장치들은 작업자의 방사선 피폭을 최소화하고 작업을 수월하

게 할 수 있어서 조사재 분석 실험의 효율 수행을 가능하게 하리라 단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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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5.TEM 시편제작에 사용될 Jetpolisher

나. 성자조사 TEM 시편 제작기술 개발

(1) 기도

성자 조사된 몇몇 시편의 방사능 수 은 다른 방조치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정도

로 충분히 높다.가장 간단한 해법은 방사성 시편의 체 질량을 이는 것이다.이러한

감소를 달성하기 한 하나의 방법은 Zinkle과 Sindelar에 의해서 언 되어진 로 cross

section 기술로 박편(foil)을 비하는 것이다.그림 3.4.1-6에는 기도 방법에 의한

TEM 시편제작 차에 해서 나타내었다.

a.편리한 조작의 한계 내에서 단(cutting)과 연삭(grinding)작업으로 시편의 크기를

가능한 한 충분히 작게 만든다.

b.시편은 세척되고 기름기 제거된 다음에 기도 장치에 장착된다.

c.시편 표면에 형성된 산화층(oxidelayers)은 도 (plating)하기 에 극성을 바꾸어서

수 동안 시편을 양극으로 만듦으로써 제거된다.

d.도 차(도 용액,온도, 압, 류 등등)는 연구되고 있는 속에 의존한다.

e.도 층의 좋은 착을 보장하기 해서 교반되는 도 용액 (agitated plating

solution)과 깨끗한 표면이 요구된다.

f.약 2mm 두께의 도 된 층은 TEM 시편에 용될 수 있다.

g.다이아몬드 톱(diamondsaw)으로 도 된 시편을 단한다.

h.직경 3mm 디스크는 단되거나 는 사각의 얇은 조각에서 천공된다.

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 정상 인 thinning 차를 이용하는 것이 비된다.만약에 도

된 재료가 조사된 재료와는 다른 속도로 연마된다면 다른 방조치가 뒤따라야만 한다.

특히 보호래커(protectivelacquer)를 사용하여 심 역을 제외한 부분에 래커를 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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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하고 짧은 시간동안 해연마한 후에 래커를 제거한 다음에 구멍이 나타날 때까지

연마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이 기술의 뚜렷한 이 은,도 된 단면시편에서 조사시

편의 폭이 약 0.5mm 이하인 경우,방사성 물질의 양이 정상 인 3mm 디스크와 비교

하여 5배 이상까지 감소된다는 것이다.물론 모든 단계는 차폐된 시설에서 실시되어져야

만 한다.그림 3.4.1-6의 오른쪽 이미지는 Ni 기도 을 한 후 단면시편 제작 방법으로

만든 TEM 시편의 학 미경 이미지이다.이것은 조사시편의 두께가 약 0.1mm 이고

보호래커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연마를 수행하여 얻은 이미지이다.

그림 3.4.1-6. 기도 방법에 의한 TEM 시편제작 차에 한 개략도

기도 후 단면시편 제작 방법으로 만든 TEM 시편의 학 미경

이미지

(2)직경 1mm 디스크 TEM 시편

성자 조사된 TEM 시편의 방사능 수 을 이는 방법은 방사성 시편의 체 질량을

이는 것이다.시편 체의 질량을 이기 한 방법 하나는 시편의 직경을 이는 것

이다.본 연구에서는 직경 1mm 디스크로 TEM 시편을 만들었다.그러나 직경 1mm

TEM 시편은 일반 으로 사용되는 직경 3mm TEM 시편홀더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시편의 제작 장착에 어려움이 있게 된다.이러한 문제 은 각각 그림 3.4.1-7에 제시한

장치를 이용하여 해결할 수 있다.이러한 장치를 사용하면 직경 1mm TEM 시편을 직경

3mm TEM 시편처럼 다룰 수 있다.그리고 직경 1mm 디스크로 비한 TEM 시편과 도

방법으로 비한 시편에 해서 동일한 두께라고 가정하 을 때, 해연마하기 에 각

각의 방사능 수 을 시편의 부피 에서 비교해 보면 직경 1mm로 비한 TEM 시편

은 시편의 폭이 약 0.26mm인 시편을 도 방법으로 만든 경우와 동일한 방사능 수 을

갖게 된다.따라서 직경 1mm로 만든 TEM 시편은 방사능의 노출량을 효과 으로 일

수 있다.원자로의 구조재료는 많은 경우에 자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직경 3mm TEM 시

편을 투과 자 미경(TEM)으로 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TEM의 물 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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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즈를 사용하므로 자성이 강한 시편의 경우에는 자성 띄는 TEM 시편이 물

즈의 자기장에 향을 주어서 구면수차(sphericalaberration)조정이 어렵게 만들기 때문

에 시료를 고배율에서 찰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따라서 시편에 의한 자기장의 향을

감소시키는 것이 요구된다.자기장의 향은 시편의 부피에 비례하므로 시편의 직경을

1/3로 이면 그 부피는 1/9로 어들기 때문에,자기장의 향을 1/9로 감소시킬 수 있

다. 한,시편에 포함된 방사능의 양도 시편의 부피에 비례하므로 시편의 직경을 1/3로

이면 그 부피는 1/9로 어들기 때문에,방사능의 험을 1/9로 감소시킬 수 있다.

그림 3.4.1-7(a)는 직경 1mm 디스크 TEM 시편을 해연마(Jet-polishing)하기 한 장치의

개략 인 그림을 나타내었고 그림 3.4.1-7(b)와 (c)는 시편지지부와 시편덮개부에 한

SEM 이미지 이다.시편지지부와 시편덮개부의 두께는 각각 0.5mm이며 직경 3.0mm

해연마 홀더에 고정시키기 한 결합부분의 폭과 깊이는 각각 2.0mm와 0.3mm 이다.그

리고 시편고정부의 깊이는 0.1mm이고 시편고정부의 폭은 천공되는 시편의 폭을 감안하

여 1.2mm로 하 다.그리고 시편이 빠지지 않으면서 최 한 해연마 될 수 있는 부분

을 넓게 하기 해서 앙에 있는 구멍의 직경을 0.8mm로 만들었다.

그림 3.4.1-7(d)는 직경 1mm 디스크 TEM 시편을 찰하기 한 장치의 개략 인 그림을

나타내었고 그림 3.4.1-7(e)와 (f)는 시편지지부와 시편덮개부에 한 SEM 이미지 이다.

시편지지부의 두께는 0.2mm이고 시편덮개부의 두께는 0.1mm이다.그리고 시편고정부

의 깊이는 0.1mm이고 덮개결합부의 깊이는 0.05mm 이다.시편고정부의 폭은 천공되

는 시편의 폭을 감안하여 1.2mm로 하 다.그리고 시편이 빠지지 않으면서 최 한

찰할 수 있는 부분을 넓게 하기 해서 앙에 있는 구멍의 직경을 0.8mm로 만들었다.

그림 3.4.1-7.직경 1mm 디스크 TEM 시편을 해연마하기 한 장치의 (a)개략도,(b)지

지 ,(c)덮개의 SEM 이미지 TEM 분석울 한 장치의 (a)개략도,(b)지

지 ,(c)덮개의 SEM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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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목표달성 련분야에의 기여도

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
가 치

(%)

연구목표

달성도

(%)

련분야 기여 내용

원자력

재료

조사효과

측

다 스 일

코드 개발

-조사결함 생성·성장모사

kinetic몬테카를로 산코드

개발

-페라이트 합 미세조직과

간의 상호작용 산모사

기법 개발 ( 동력학

산모사)

- 성자 조사 압력용기강

경화량 측 로그램 개발

(반응속도 이론 모델)

-경수로 압력용기강 조사열화

측모델 구축 (항복강도

DBTT 측)

→ 가동 경수로 압력용기강

성자 조사열화 측

다 스 일 산코드 구축

-방사선 조사재 기계

특성평가 시험법 산모델

개발 (나노경도측정 시험모사)

- 성자조사 내부구조물 재료

기손상 정량화

(스테인 스강)

-이온조사 미래형 원 재료

(Fe-Cr모델합 )기계 특성

측 수치해석법 개발

-원 재료 미소시편 변형

산모사 (마이크로 필라

압축시험)

- 성자 조사 내부구조물 재료

물성 특성과 IASCC연 성

검토 (조사경화·편석)

50 100

-원자력재료 조사효과

측 다 스 일

산체계 구축

(몬테카를로/반응속도이

론 기반/ 동력학

산코드 독자개발)

-가동원 ( 2호기)

압력용기강 성자

조사경화 측모델

-국내 가동 경수로

조사열화 측 모델구축

(항복강도 증가와 DBTT

변화)

-미래형 원 후보재료

(Fe-Cr모델합 )

조사특성 평가 신기술

개발 (FEM 수치해석법

이용 경도 측정치에서

항복강도 유도)

- 성자조사 내부구조물

재료 (스테인 스강)

기손상 정량화

-IAEACRP보고서 작성

(Fe-Cr합 조사특성

산모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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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연구

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

가 치

(%)

연구목표

달성도

(%)

련분야 기여 내용

조사결함

분석

신기술

정립

열화 평가

-이온 조사재 미세구조 찰용

TEM 시편제작 기술 개발 (집

이온빔 장치,이온 러)

-HVEM 이용한 조사결함 거동

실시간 찰 이미지

분석기술 개발

- 성자조사 TEM 시편 제작

실험실 구축 제작기술 개발

-양 자 소멸감마선 측정장치

(동시측정 도 러 장치)구축

조사결함 분석기술 개발

-조사재 찰용 계방사형

투과 자 미경 (FE-TEM)

실험실 구축

-원자탐침 (Atom Probe)

분석기술 구축 (원자단

조사결함 분석 가능)

50 100

-기구축 양 자 소멸수명

측정 장치,비원자력

분야 활용 증가 (폴리머

소재:LG화학, 구

카돌릭 ,한남 /

반도체:삼성 자 /개발

신합 :포항 철강 학원,

연세 )

-국내 출연연구소

구축장비 공동사용 진

(나노팹센터,기 과학

지원연구원,지질과학

연구원)

-IAEACRP보고서 작성

(이온조사 Fe-Cr

모델합 분석자료)

본 과제 수행 기간 (2007-2012)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아래 3건의 국제 공동연구에

참여하게 되었다.

1.IAEA CRPSMoRE(AcceleratorSimulationandTheoreticalModelingofRadiation

Effects,기간:2009.4-2012.3):정식 멤버 참여

2.EU FP7PERFORM60(Prediction ofEffectsofRadiation forReactorPressure

VesselandIn-coreMaterialsusingMultiscaleModeling– 60yearsforeseenplant

lifetime,기간:2010.8-2013.2):사용자 그룹 참여

3.I-NERIProgram (마이크로 역학기반 원자력재료 특성평가 신기술개발,기간:

2011.11-2014.10):양자간 공동연구 과제

산모사 분야의 기술력은 아직 선진국 수 에 비하여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극 으

로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다.본 과제의 연구 성과를 국제 공동연구 결과로 활용하여,

국내 기술력을 향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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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1.원자력재료 조사효과 측 다 스 일 코드 개발

-원자력재료의 조사효과 산모사 기법은 제한 인 실험환경에서 생산된 데이터를

확장하여 용할 수 있는 과학 근거를 제공함.기 과학 지식에 바탕을 둔 산모사 기

법의 개발은 재료과학,물리학,수학 산과학 등의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진시키는

데 역할을 함. 한 실험에 소요되는 경비와 시간을 획기 으로 약할 수 있음.

-방사선 조사재료의 열화 측 다 스 일 산모사 기술은 가동원 의 재료 건 성

을 측·평가하는데 기반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장기운 을 실시하고 있는 국내

원자력 발 소에서 평가 자료로 그 활용도가 매우 큼. 재 국내 가동 경수로의 성자

조사취화 측 기술이 확보됨 상태임.

-기존에 확보한 가동 원 재료( ,압력용기강)의 조사열화 평가· 측기술은 고선량

내부구조물 재료(스테인 스강)의 열화 측에 활용이 가능함.나아가 미래형 원자력 시

스템 재료의 극한 환경 (고온,고방사선)조사특성평가에 기 구축한 산모사 기술을 바

로 응용할 수 있음.

-국내 연구 개발결과의 하나인 조사손상 산모사 기술을 기반으로 해외 력연구에

참여할 정임.2012년에 종료되는 IAEA CRPSMoRE 로그램 이외에 2013년에 새로이

계획하고 있는 ‘방사선 종류에 따른 기손상 정량화를 한 반응 단면 자료구축 (가

칭)’ 로그램에 참여할 정임.

2.조사결함 분석 신기술 정립 열화 평가

-구조재료의 이온조사 시험 특성평가 기술은 재원 시간 등의 문제로 쉽게 근

하기 어려운 성자 조사시험을 신하여 원자력 소재의 조사 특성을 비교·평가할 수 있

는 요긴한 연구 방법임.본 연구에서 철강계 합 (ferrite,austenite,ferritic-martensitic),

세라믹,폴리머 등의 다양한 재료에 한 조사시험과 분석실험을 다년간 수행하여 왔음.

원자력 환경 조사시험 기술은 상당한 수 에 있기에 미래형 시스템용 개발 신소재들에

한 조사특성을 평가하는데 용 가능함.

-본 연구개발의 성과로서 다양한 극미세 조사결함 분석기술을 수립하 음.이온조사

에 의하여 생성된 시편의 단 을 (수 mm 두께의 손상층)극복하기 하여 정 시편 가

공 제작 기술을 개발하 음. 한 성자 조사가 가능한 정 미소시편을 제작하여 기

계 성능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여 미국 국립연구소(LANL)와 I-NERI공

동 연구과제를 도출하 음.

-조사결함 분석 장치로 구축한 양 자 소멸 감마선 측정기의 활용도가 증가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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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방사선 조사에 의한 공공결함 정량분석이 가능한 장치로서 개발 신합 ,세라믹,폴리

머 재료의 공공 체 (openvolume)을 평가하기 하여 국내 산학연 기 에 분석 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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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1.OECDNEAWPMM 조직

-방사선 조사에 의한 원자력 재료(구조재료 핵연료)의 거동을 측하는데 ‘다 스

일 모델’연구방법론을 권장하는 OECDNEA산하의 문가 그룹

-2008년 1월 OECD NEA 산하 WPMM (WorkingPartyonMultiscaleModelingof

fuelsandstructuralmaterialsfornuclearsystems)단체가 조직됨.

-WPMM 산하에 5개의 문가 그룹이 구성되어 각 분야별 기술을 정리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동의함.5개의 문가 그룹은 다음과 같음.M3:MultiscaleModeling

Methods, VBM: Validation and Benchmarks of Methods, M2F: Multiscale

ModelingofFuels,SMM:StructuralMaterialsModeling)

2.EUFP7공동연구 로그램 PERFORM60

-가동원 의 60년 장기운 을 목표로 원자력 재료의 열화 문제를 다 스 일 모델링

으로 근하려는 연구 로그램으로 2009년부터 수행되고 있음.

-EU소속의 20여 산학연 기 이 참가하고 있으며, 랑스 국 력회사 EdF가 총

하고 있음.연간 평균 연구비는 약 13.5M Euro.

-PERFORM60 로그램은 3개의 Sub-Project(SP)로 구성되어 있음.SP1은 압력용기강

조사열화를 주요 이슈로 취 하고 있음.SP2는 내부구조물 재료 스테인 스강의 조

사손상을 문제로 다루고 있으며,다 스 일 모델 개발을 수행하고 있음.SP3는 사

용자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는데,SP1과 SP2에서 생산한 결과에 한 평가

benchmarking을 담당하고 있음.

-한국 KAERI는 PERFORM60 로그램의 사용자 그룹으로 2010년부터 참가하고 있

음.KAERI이외 ORNL(미),EPRI(미),TEPCO & CRIEPI(일)등의 기 이 사용자

그룹으로 참가하고 있음.

3.IAEACRPSMoRE

-2008년 IAEA CRP(Co-ordinatedResearchProject)SMoRE(AcceleratorSimulation

andTheoreticalModelingofRadiationEffects)가 구성됨.원자력재료의 조사효과

연구에 가속기 실험과 함께 이론연구를 결합하여 그 활용성을 확 하려는 것이 주

목 임.

-KAERI는 ‘Fe-Cr모델 합 의 조사 효과에 한 실험 산모사 연구’주제로

2009년 정식 가입하 고,지난 2년간 CRP회의에 참가하여 연구결과를 발표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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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교류하 음.SMoRE CRP에 LLNL,UC.Berkeley(미),CEA( ),Univ.of

Kyoto(일)를 포함하여 총 18개 기 이 참가하고 있음.

-2011년 12월 3차 SMoRECRP회의를 끝으로 공동연구 로그램이 종결됨.각 회원

들이 생산한 결과를 종합하여 2012년 3월 IAEA 기술보고서를 발간할 정임.향후

SMoRE 로그램의 성공을 계승하여 유사한 연구를 추진하기로 동의를 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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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연구시설ㆍ장비 황

원자력기술개발사업 기간 (2007~2012) 도입·개발한 연구시설 장비 황은 다음과

같다.기술한 두 장치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재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

장비명 제작사 과제정보 장비설명

양 자

소멸감마선

계측기

Ge계측기

(미,EG&G)

신호분석기

(일,Labo)

원자력

기술개발

사업

특징:감마선 에 지를 측정하는 장치로서 본

장치에서는 양 자 소멸시 생성되는 감마선

(0.511MeV)측정 (FWHM:1.1keV)

활용분야:원자 단 조사결함 가운데 공공형태

결함 공공 주변의 성분분석 가능

계방사형

투과

자 미경

미경

(일,JEOL)

원자력

기반확충

사업

특징:Fieldemissiongun을 이용하며,생성된

자빔은 우수한 밝기와 매우 작은 크기의

을 지님.미소 역의 결정구조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각종 결함의 크기,형태,

치를 찰 할 수 있음.

활용분야:재료의 고배율 이미지,결정구조

상분석.조사결함 화학조성 분석.고해상도

이미지로 원자 단 이미지 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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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과 고
2011-

0001890

해 당 단 계

연 간

2010.3.1~

2012.2.29

단 계 
2/2단계

연 사 업
사 업 원 개 사업

사업 원

연 과
과 원  재료열  능동  상 처  개

과 미 열 상 진단 신  개

연 책 용

해당단계

참 여

연 원

 :  13

내 : 7

: 6

해당단계

연 비

 : 1,500,000 천원

업 :  천원

 계 : 1,500,000 천원

연 간

참 여

연 원

 :  36

내  :17

 :19

연 비

 : 3,670,000 천원

업 :  천원

 계 : 3,670,000  천원

연   한 원 연 원

(원 재료연 )
참여 업

공동연 상  : 상 연  :

탁 연 연  : 연 책  : 

보고 148

1. 연 개  내용  

⦁  재료특 평가   미 열  진단  립

⦁ 진단 에 한 미 열  탐지 개

⦁미  피 균열  개

⦁미  식 상 진단  개

⦁  향탐 에 한 재료계  특 평가

2. 연 결과  용

⦁  공 에 한  동 탄 계  , 미 열 상 진단  한 비

 ,  미  식 상  진단하  한  검사  개 .

⦁고 능 에 한 미 열  특  평가,  열 탐지 평가, Barkhausen 

Noise 에 한 재료 미 열  특 평가 행.

⦁ 재 탐지가 어 운 피 균열 (닫  균열)  탐지하  한 비  개 , 

가진 에  공 주  천  상과 규  공  새 운 비  라  

시하고 30 μm 균열(닫  균열)도 탐지 가능함  .

⦁차동  어( / / 라 트 어 합)  탐  개 하여 lift-off 

거리 30 mm에  100 μm  해능 특  달 .  보 재 비해체식  검사  

상용 할 .

⦁ 재료 합  계  건  평가  해 SH  또는 lamb  향  개 , 

Be/Cu/SS 산 합  건  검사   핵연료 계 특  평가에 시  용.

⦁ 해능  우 한  간 계(<5 nm),  신  득  주   등 각  S/W

 개 ,  시  하고 주   결과  피 열 도  상  계  

립.

색 어

(각 5개 상)

한
재료 미 열  상진단, 비  특 평가, 공 , 

비 , , 

어

Diagnostics of micro-materials degradation, Nondestructive materials 

characterization, Resonant ultrasonic spectroscopy, Nonlinear ultrasonic, 

Pulsed eddy current, Laser ultrason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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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목: 미 열 상진단 신  개

Ⅱ. 연 개  목   필

 1.  

- 원  재료는 가동 가 가함에 라 열 상  생하   가

동 시에는   하는 결함  할 가능  나 

 비 진단 는 사 상/피 / 식열  등과 같  열 나 

미 결함  하게 평가하  어 움.

- 원  재료  열 상  능동  처하  해  미 열 상  진

단하  한 신  개  필 함.

 2. 경 ․산업  

- 원  재  미 열 상  평가하는  원  건  보에 

한 재난 과 뿐만 니라 가동시간  연 , 연  등에 한 생산

 향상과 보 지 시  에  비용 감 등  과  얻   

.

- 경 향  지 보 경  생각할  가동원  /고  운

 원  는 신규원  비용   하는 

과  생시킴.

 3. 사 ․  

- 원  시 지 감  민  원 에 한 막연한 감 해 .

- 비  미 결함  열 상 진단  재료  상 없  in-situ  

진단  가능하므  원   뿐만 니라 량, 건 , ,  등과 

같   복합  진단에도 용할  .

Ⅲ. 연 개  내용  

 

   1.  재료특  평가   미 열  진단  립

      -  탄 계   도  용한 미 열  평가

      -  공 에 한 비 탄  특  

      -  열 평가  한 향  개

      - 향  용한 재료 미 열  특 평가 

    2. 진단 에 한 미 열  탐지  개

      - 고 능   BN 에 한 재료 미 열  특  용  평가

      - BN 에 한 재료  미 열  특  평가    

- 비선형조화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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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 간  (SQUID)  용한 미 열  상진단 

   3. 미  피 균열  개

      - 비  공  에 한 미 균열 탐지

 도플러 진동계에 한  비  계  결함 상  

   4. 미 식 상진단  개

      -  용한 보 재 비해체식 감  평가 개

      -  시  개

- 보 재 비해체식 감  평가  한  탐    실험

- 향 에 한 상 

   5.   미 열   개

      - 간  변   개  

      - 피  열 상 검사  한  검사 개

   6.  향탐 에 한 재료계  특 평가

      - 계 검사용 EMAT 시  개

      - 상 핵연료 시편 

      - EMAT 용한 공결함 신  평가

      - 상 열 EMAT     용

   

Ⅳ. 연 개 결과

   1)  재료특 평가   미 열  진단  립

      -  탄 계   도  용한 미 열  평가

        . 원 재료  열처리 변 에  탄 계    도   공

에 해 하여 결 립 크  탄 계  간에 Hall-Patch 

Equation  립함  함.

      -  공 에 한 비  탄  특  

         ․ 가진 진폭에  공 주  천  상  하여  재료  비  

탄  특 과 연 지었  Q값, 공 주  천  상  피  열 도

   함,

      -  열 평가  한 향  개

    ․  해  프 그램에 한 향   포 해  

 계 건 결 하 .

 ․ SH  (Shear Horizontal wave) 진용 향  하여 

 신  집  신  해  행하  매우   (  0.25 

mm Al )   께  가능함  함.

      - 향  용한 재료 미 열  특 평가 

  ․  SH  향 탐  용하여 핵 합 1차벽 열 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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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Cu/SS)  시 산 합 건  검사에 용 가능함  함.

    2. 진단 에 한 미 열  탐지  개

      - 고 능   BN 에 한 재료 미 열 특  용  평가

 ․ 강 체 또는 상 체  결함  상 하  하여 NiZn 웨  

에 열  InSb  array   고 능  하고 

 /니  도  재에 공 결함에 해 결함 탐지능  실험하

  0.25 mm  EDM notch 도  가능하 .

      - BN 에 한 재료  미 열  특  평가   

 ․ Fe-Cu 시편  냉간가공 도  열처리에  Barkhausen Noise 라

미  변  하여 미 직  변 에  Barkhausen Noise 

 립함.

- 비선형조화 해석(NonLinearHarmonicAnalysis)

     ․ 피  사 클에  시편  하여 B-H loop 특 ,  

(harmonics) , Barkhausen Noise  하여 피  사 클과  상

계  하 .

       - 도 간  (SQUID)  용한 미 열  상진단 

     ․ 재료열 에 한 미 한  변  SQUID  사용하여 하

 변  1%  미 한 변 도  가능함  함.

   3. 미  피 균열  개

      - 비  공  에 한 미 균열 탐지

  ․ 1T-1/2T CT 시편에 해 피 균열  생 시키  비  탄  특  

하  가진 진폭에 한 공 주  천 상과 규  진폭  변

가 미 균열 (닫  균열)에 해 민감함  하여 미 균열 

진단에 용 가능함  함.

      -  진동계에 한  비  계  결함 상  

 ․  가진 변    도  강   가진하여 higher 

harmonic (HH)  ultrasonic sub-harmonic (USB)  하 고 

 도플러 진동계  사용하여  비  특  2차원 mapping 함

 균열  상 가 가능함  함.

   4. 미  식 상 진단  개

      -  용한 보 재 비해체식 감  평가 개

    ․ 감  하  해 강   간 특  해 하여 

 피복재, 연재에   특  하 .

      -  시  개

․  용한  탐  계/ 하고 폭  하

  상 하  한 S/W  H/W  하 .

- 보 재 비해체식 감  평가  한  탐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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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 차동  탐  ( / / 라 트 어 합)  계, 

하여  에 해 30 mm lift-off 거리에  께  해능 

0.1 mm 하   통하여 보 재 비해체식 감  진단  가

능함  하 .

- 향 에 한 상   

 ․ 다 한 태   용한 향 탐  계 하  

과  간에 변   검 하  재 용  한 Lamb

 생 향 탐  하여 A0 또는 A1 드 도  

가진, 신할   하 .

   5.   미 열   개

      - 간  변   개  

    .  클  용한 간 계   신 처리 SW  개 하고, 능

실험  통해 해능  검 함.   학계  고 해능 CCD 

라  사용하여   해능 향상 (변   해능 4.5 nm  얻어, 

목  5 nm 하  달 함)

   . 실  시험 과 에 용하여 변 과  클 간 늬  연

 하 .

      - 피 열 상검사  한  검사 개

.Nd:YAG   사용하여  생  하고 

시편  피  열 도에   시간 역 신  에  

주  특  한 결과   피 균열 검사에 용 

가능함  함.

   6. 향 탐 에 한 재료계  특 평가

      - 계 검사용 EMAT 시  개

.  계  건  평가  한 SH(Shear Horizontal)  향 

탐  하 .

      - 상 핵연료 시편 

.  향 탐  능  검 하  하여 상 핵연료  

하는 시험편에 해 시  용하  주  에 해 공결함  

진단할   함.

      - 상 열 EMAT     용

. EMAT에 상 열  용하  해  가지 다   태  

EMAT  시  하고 능  한 결과 경마  태 EMAT가 가  

우 한 능  나타내었   탕  4 채  상 열 EMAT  

시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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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 개 결과  용계

   본 연  결과는 가동원  후  진단평가에 용 가능할 것  특  식

상, 사취 에 한 미 균열 나 재료열  상  진단하는  용  것  특

 가동원  검사에    하나  합  비 검사  규

지  개  한 원천  공하고 SMART, 체   핵 합  등 미래

 원  개 에 필 한 가동 검사  지 에도 원천  공  것 다.

미 열  또는 균열  재하는 재료  비  향특  재함  공

    용하여 각  원  재료    연 에 

용  것 다. 특  시험 시에 한 균열 생 시  결 할   것

 각  원  비  미 결함 진단, 용  내용  비  식별  등

에도 용    것 다. 

본 연 결과 개   고   감  상  보 재 비해체 

식  검사에 용 가능하  Barkhausen noise  재료열 , 사 상, 

 등과 같  나 결함들에 하여 생하는 상  비 고  평가할  

는 다.   원  용  사취  비  평가하는  가

능    용  다. 

재 개  EMAT(electromagnetic acoustic transducer)  용하여 고  

산   탄 강 재료에 한 감  에 사용가능할 것  단 , 향

후 원    검사  개 에 해 SH  용하는 에 

용  것 다. 또한 차  원  검사에 해 새 운 검사 건  고 

므 ,  들  듐냉각 고 원 (SFR)  경우 듐과   에 

 사용하지 못하는 여건 므  EMAT  용  필  경  고 어  

SFR  체 탄 강과 비 체 합 강에 하여 EMAT  용할 

다. 

본 연 에  개 한  검사   신 처리  극 단 폭  갖는 

 사용하  에  결함 나 미 열  에 강  갖고 는 

 근 나  등    검사가 검사가 어 운  

 용 , 원  헤드 CRDM 나 Bottom Head Instrument Nozzle 용

 검사 등에  피닝  용한 보 과 병행하여 사용가능할 것 다. 

 



- viii -

  SUMMARY

 

Ⅰ. Title

 Development of advanced diagnostic techniques for micro-materials deg

radation and damage

Ⅱ. The Objective and Importance of Project

1. Technological aspects

     - Materials degradation occurs in the structural materials in a nuclear 

power plant and might grows up to defects results in components 

ruptures. However, those early degradation or micro-cracks can not be 

detected by conventional nondestructive evaluation technology. 

Therefore advanced nondestructive technology for diagnosis of 

micro-degradation for proactive materials management.

  

2. Economical and Industrial aspects

   - Advanced nondestructive evaluation technology for diagnosis of 

micro-scale degradation and damage can be effective to a life 

extension, productivity, and optimization of maintenance and repair for 

the nuclear power plants.

 

3. Social and cultural aspects

   - Reduce the ambiguous anxiety by decreasing unscheduled shut down

      - Possible to apply in-situ safety diagnosis of the bridges, buildings, 

dam, tunnel as well as nuclear power plants with nondestructive way.

Ⅲ. The Scope and Contents of Project

 

   1. Establishment of ultrasonic materials characterization technology and 

diagnosis for micro-scale degradation and damage

   2. Development of electro-magnetic nondestructive method for diagnosis of 

micro-scale degradation

   3. Technology development for detection of micro-fatigue cracks

   4. Diagnosis of micro-scale corrosion damage

   5. Development of laser ultrasonic method for diagnosis of micro-scal 

degradation

   6. Nondestructive characterization of interfaces using an EMAT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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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Results of Research

   1. Establishment of ultrasonic materials characterization technology and  

diagnosis for micro-scale degradation and damage

      - Analysi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ltrasonic velocity, elastic 

constants and micro-scale degradation by a resonant ultrasound 

spectroscopy

      - Nonlinear elastic effect by a resonant ultrasound spectroscopy

      - Development of EMAT for evaluation of pipe degradation

      - Evaluation of micro-scale degradation by an EMAT technology

   2. Development of electro-magnetic nondestructive method for diagnosis of 

micro-scale degradation

      - Feasibility of evaluation of micro-scale degradation by a high 

performance magnetic sensor and BN analysis

      - Evaluation of materials degradation by an BN signal analysis

      - Non-linear harmonic analysis

      - SQUID for diagnosis of materials degradation 

   3. Technology development for detection of micro-fatigue cracks

      - Detection/diagnosis of earlier fatigue crack by a nonlinear ultrasound 

resonance spectroscopy technique

      - Visualization of crack by mapping of localized nonlinear parameter 

with a laser doppler vibrometer

   4. Diagnosis of micro-scale corrosion damage

      - Determination of thickness reduction in pipe using a pulse eddy 

current technique

      - Development of pulse eddy current system

      - Development of pulse eddy current transducer for determination of 

thickness reduction without insulation removal

      - Damage evaluation of a pipe by an EMAT technique 

   5. Development of laser ultrasonic technique for a diagnosis of fatigue 

damage

      - Development of laser interferometer for a measurement of 

micro-scale deformation

      - Development of laser ultrasonic method for an evaluation of fatigue 

damage  

   6. Nondestructive characterization of materials interfaces by an EMAT 

method

      - Establishment of an EMAT system for characterization of interfa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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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valuation of artificial defect by an EMAT

      - Fabrication of phase array EMAT and application

Ⅴ. Application Plans of Research Results

 

    

It is verified that the nonlinear acoustic characteristics in a materials is related 

to a micro-scale degradation or presence of earlier cracks by an experimental 

tool, nonlinear resonant ultrasound spectroscopy. This finding can be used for 

accurate determination of initiation of cracks during the fracture toughness 

test, diagnosis of micro-scale defects in nuclear components, nondestructive 

identification of materials in a container.

The PEC (Pulsed Eddy Current) technology developed in this study will be 

applied to a measurement of thickness reduction in high temperature pipe 

without insulation removal, because it can have a sufficient resolution with 

high lift-off condition. Barkhausen noise technique is a nondestructive 

technique sensitive to the materials degradation, radiation damage, residual 

stress, etc. This is one of the most promising nondestructive tool for radiation 

imbrittlement of the reactor pressure vessel.

The EMAT(Electromagnetic Acoustic Transducer) can be applied to a 

measurement of thickness reduction in the carbon steel pipe. The SH (Shear 

Horizontal) EMAT will be developed to solve the major obstacles in the 

inspection of dissimilar metal joint/weld. 

Since the laser system developed in this study uses high-frequency 

pulse-width, it can be useful for detection of small defect or micro-scale 

degradation. This laser ultrasonic technique can be powerful to inspect 

dissimilar metal weld, such as CRDM nozzle area, bottom mounted instrument 

nozzle welds, which has an accessibility problem or high attenuation of 

ultrasonic wave propa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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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1  연 개  필

   원  비  재료는 가동 가 래 에 라 열 상  어나 , 러

한 열 상  1~100 μm 크  미 결함에 하여 어나  에  비

  평가하  어 다. 라  원  재료  열 상  평가하여 능동

 처할   해 미시  열 상  비  진단  평가할  

는 신  개 다  원    건  진시킬  , 사 에 

만 택  체할  다.

지 지 원  재  건  평가에 는 미 생한 결함  검 하는  

었   생할  는 가  상태,  재질  변질  감시할  

는 에 한 연 는 하다고 할  다. 한편 원  재료  식 나 피

상 등   비   결 하는 매우 주 한 나 재 는  

사 에 탐지하  곤란하다. 컨  피 균열  경우 Fig. 1.1.1.1에 보   같  

하는 비 검사 는 피 균열 크 가 피  60~70%에 도달해  탐

지가 가능할 도  식균열  경우에도 Fig. 1.1.1.2 에 보   같  균

 생 어 한지 상당 간 경과한 후에나 탐지가 가능한 실 다. 실

 미 탐지  도  큰 결함보다는 재료가 열 어 취 해진 경우가  험할 

도 ,  재료  건  에 단하  해 는 러한 재료  미

열  검 개  시 한 실 다. 

미 열 상  크   탐지/진단하  한 비 특 평가  Fig. 

1.1.1.3에 보   같  공 , 미 , 비  향 , 상 열 

, 향  등과 같  리  근거가 다  다 한 들  가능하다.

공  래   과는  다  원리에  고 다

한 태  산란체에 한 공  상  링하고 실험결과  연 지어 질

 탄 계   하는 다. 공 에 는 탄 계  에도 

공  드, 공 주  동, 공  peak  broadening 과 같  보  얻   

는  들   재료  미시  특  변  연 어 므  들 간  

연  원  재료에 해  하  용 , 열처리, 사취  등과 같  

미시  변  특  탄 계  어 할  다. 또한 미  균열  생 

에 라  공  peak  천  또는 splitting  생하므   용하여 

미 열 상  진단할 도 다.

또한 재료   평가하  해    탄  용하는 도 나 

미 열 상에 한 민감도가 낮  편  에 해 탄  비  특  

재질  열 에  미  변 에 민감한 것  고 다. 비  향

과  생 커니  크게 재료  비  탄 거동에 한 것과 계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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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  다. 특  재료  피   열  계  재료  비  탄 거동

 재료에 충격 하 나 복 하  가해  생 는 (dislocation)  도

 열  등에 라 생  (precipitates) 등에 하게 계 다[1]. 러

한 재료  비  탄  도  매질에  가 하  단  사 주

에 해 는 에 해당하는 (super-harmonic)가 생하는 비  

향 과  용하여 평가가 가능하다. 비    신  본주  

과 2차 고   크  비  하고,  비  상  비

 라미 (β´)  한다. 그리고 열  생 후   β´  하여 비 함

 재료  열  도  평가할  다.  같  비    매질  

미 직 변 에 매우 민감하게 하  에 비  나 재료  

피 나 열  진단하는  합한 것  연 어 다[2-3]. 

런 에  미 , 럽, 본 등    진 에 는 비   

연  하고,  연 , 용 연   하드웨어  개 에 많   하고 

다. 라  내에 도 에 할  는 비   용  개  

매우 필 하다.  해 는 비   해 , 열   결함 평가 

라미  등에 한 심도 는 연 가 루어  하 , 실용  용  한 신

처리  개   계 시  도 필 다.

 에도 재료  미 열 상과 같  미시  변 는 재료   특  변

 하는  그 변 량  매우 다. 러한 재료   특  변  

하  해  도 간  (SQUID), 고 능  같   사용하

여  한계  낮춰갈  다. 또한 재료   특  연  변 할 

 생하는 Barkhuasen Noise  하여 미 한 재료  변  탐지할  

  용한 원격   한 비  계   상체에 

향  주지 ,  상체   상태에 한  고, 빛   단

 용하므  - 십 nm   해능  가질  어  열  검사 

등과 같    에 용한 신 다. 또한, 역  생  가

능하여 역별 주  감쇄특  용하   에  하  어 운 복

한   열 , 미 결함 등  할  다는   가지고 

다. 특   비  평가 는 탐지가 가능했  재료  경 열

(ageing) 나 피  상 (fatigue), 사 상 (radiation damage) 등   

 탐지 할  다는 것  지  연 가 고 다. 

특  원   열 실  지하  하여 주  1  도  

보 재  러싸고 다. 그러나  보 재  해체하고  감  하는 것

 많  시간과 비용  하는 다. 라  보 재  해체하지 고  

감  평가할  다  필 한 시간과    므  본 연 에 는 

 용하여 보 재 비해체 식에 한  개  진하

고 다. 또한  가동 가 가함에 라 주  진동  누 어 피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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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상  단에 게 다. 그러나 재 는 비   

 비  하거나 평가하  들다. 피 상  평가할  는 비

  도 간  (SQUID)에 한 탐지 과 강 체  

운동  용하는 Barkhausen noise 가 망한  개 고 다.

경  산업  에  비  미 결함 열  평가  가  한 용 는 

후  원  연  등 리 , 는 도 계  것  

단 다. 재 용량 1,000 MWe  원   1  연   

2,500 억원  경  득에 해당하  만  20  연  루어   원

 1 당  5 원  경  고가 가능함. 는  2  신규 원  건 비용

에 해당하므  경  과는 막 하다고 할  다.

또한 재 원  재료  열  비  평가하는  없  에, 고

가  시험에 하거나 또는 간 후에  체하고 다. 라  

비  열  평가하는  개 다    비  평가

하여 에 체 또는 보 할   에 막 한 경  득  얻    

뿐만 니라,   원 뿐만 니라 든 산업 비에 용할  다.

본 연 에  행   계  용한 미 열  진단  원  재료

진단 에도 철강, 미  재료 에 용  , spin-off  비  

 께 , 항공  검사 등 복합재료 검사 에 용할  는  평

가 고 다. 또한 극 단  열 검사  진 에 도 근에  그 연

가 시  신 , 진  심  독  원  재료    진

보시키는 계 가  것 다. 

사 ․  에 도 우리나라  원   후 어 가고 어 에 

한 우 가 지고  라    보  하여 에  

가능  또는  평가할 필 가 ,  해 재질  변질 상태에 한 평

가가 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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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1.1.1EvolutionoffatiguecrackandNDEdetectability

Fig.1.1.1.2EvolutionofSCCcrackandNDEdetec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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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1.1.3RelationshipbetweenNDEdetectablelimitandmicro-scaledegradation

orda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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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연 개  목   내용

   본 연  목  열 에 한 재료  미시  변질 도  탄  비

 특 과   함  재료  미 열 상  탄  용하여 평

가할  는  개 하고  한다.

 해  본 연 에 는 행  연  내용  하  다 과 같다. 

1. 재료특 평가  미 열 특  진단  립

   -  탄 계   도  용한 미 열  평가

    ․ 시편   진동  한 허용하  한 tripod 시편 stage 하여 

 탄 계   도  개 하 .

    ․ Inconel 600  Zr-2.5Nb 재료   동 탄 계  하  RMS 

error ≈ 0.07%  탄 계  산하  ±0.07 GPa 목  0.1 GPa 

 달 함.

   - 탄 계   도 에 한 미 열  상 계 

    . 원 재료  열처리변 에  탄 계    도  공

에 해 하여 결 립 크  탄 계 간에 Hall-Patch Equation  

립함  함.

   - 공 에 한 비 탄  특  

    ․ 가진진폭에  공 주  천 상  하여  재료  비 탄  

특 과 연 지었  미 열  상과 공 주  천  상  함

 상 재료  비  특  함. 

   -  열 평가  한 향  개

    ․  해  프 그램에 한 향   포 해   

계 건 결 하 .

    ․ SH  (Shear Horizontal wave) 진용 향  하여  

신  집  신  해  행하  매우   (  0.25 mm Al 

)   께  가능함  함.

   - 향  용한 재료 미 열  특 평가

     ․ 핵 합 1차벽 열 시편(Be/Cu/SS)  시 산 합  질  검 하  

해 본  용하여 합여  매질 없  할  는  

용 가능함  함.

2. 진단  미 열 탐지 개

   - 고 능   BN (Barkhausen Noise) 에 한 재료 미 열 특  

용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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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 체 또는 상 체  결함  상 하  하여 NiZn 웨  에 

열  InSb  array   고 능  용하여  

에 니  도  에 결함  가공하여 결함 탐지능  실험하   

0.25 mm  EDM notch 도  가능하 .

    - BN 에 한 재료  미 열 특  평가

     ․ Fe-Cu 시편  냉간가공 도  열처리에  Barkhausen Noise 라

 변  하여 미 직  변 에  Barkhausen Noise  

립함.

   - 비   해

    ․ 피  사 클에  시편  하여 B-H loop 특 , (harmonics) 

, Barkhausen Noise  하여 피  사 클과  상 계  하 .

   - 도 간  (SQUID)  용한 미 열  상진단 

    ․ 재료열 에 한 미 한  변  SQUID  사용하여 하  

변  1%  미 한 변 도  가능함  .

3. 미  피 균열 진단  개

   - 비 공 에 한 미 균열 탐지 

    ․ 1T-1/2T CT 시편에 해 피 균열  생 시키  비  탄  특  

하  가진 진폭에 한 공 주  천  상과 규  진폭  변 가 

미 균열 (닫  균열)에 해 민감함  하여 미 균열 진단에 

용 가능함  함.(균열  탐지능 = 30 um )

   - 이 진동계에 의한 국부 비선형 음 계수에 의한 결함 상화 

    ․  가진 에 지에  비 특 , higher harmonics  ultrasonic 

sub-harmonics  실험  하   진동계에 한  비

 특  mapping 하여 결함 상  함.

 

4. 미 식 상 진단  개

    -  (PEC)  용한 보온재 비해체식 배 감육 평가기술 개발

     ․  용한  탐  계/ 하고 폭  하

  상 하  한 S/W  H/W  하 .

     . 고   가  신  집 시  

    - 보온재 비해체식 배 감육 평가를 한 펄스와 류 탐 자 제작 실험

     ․ 개  어 차동   탐  사용하여  강 

시편에 한 감  께  시험  통하여 30 mm lift-off 거리에  ~100 

μm  해능  달 하여 재료  식특  평가에 용 가능함  함.

   - 향 에 한 상 

    ․ 다 한 태   용한 향  탐  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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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간에 변   검 하고 피  미  매  통하여 

 신  개 하

    . 재 용  한 Lamb  생 향 탐  하여 A0 또는 A1 

드 도  가진, 신할   하 .

 

5.   미 열   개

   - 간  변   개

    . 미  변  하  한  지   간  시  개

    .  클  용한 간 계   신 처리 SW  개 하고, 능실험

 통해 해능  검 함. (변   해능 4.5 nm  하여 목  

해능 5 nm 하  달 함)

    . 시험 경에  변 과  클 간 늬  연  하고 

시편 용 실험.

   - 피  열 상 검사  한  검사  개

     . 피  열 상 검사용 극 단 역  검사시  

     . 이 음 의 주 수 감쇠 특성을 이용한 피로열화 손상 검출 실험

. 이 음 의 비선형 특성을 이용한 피로열화 손상 검출 실험

6. 향 탐 에 한 재료계  특 평가

    - 상핵연료  시편  

    -  시편 검사용 EMAT 시  개

    - EMAT  용한 공결함 신  평가

    - 상 열 EMAT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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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국내외 기술개발 황

 1   연 개  동향  

   원  가동  가에 라 계 당시에는 하지 못했  다 한 결함 상

 견 고 , 고 , 고 , 고 사능 경 하에 재료 열 가 진행 고 다. 

에 처하  해 미  본 등 원  진 에 는 원  과  다

한 신 비 평가  개  에  특  미  NERI (Nuclear Energy 

Research Initiative) Workshop에 도 가동 경 하에  재료  상  진단하  

한 신 비 평가  개   강   다.

미 결함에 한 재료  열 상  재  시험에 하고  

에, 진 에 는 재료  열 상  비  평가하여 원  평가  

연 에 용하  하여 다 한 연 가 진행 고 다. 특  원   보  

해 원   열 진단  미 결함 검  한 원천  개 에 착 하고 

다.

또한 진 에 는 원   보  해 결함 생 에  원  는 

열 상  규 하고 하  한 보다 진보  개  원  재료 사  열 리 

(PMDM; Proactive Materials Degradation Management) 개  도 하고 다. 

럽에 는 프 그램  하여 열 상  비  평가에 하여 연 하고 

, 여 에는 Barkhausen Noise, 비 진동, 미  , 도 

간  (SQUID), 거  항   산란 등   사용하여 감시시

편  용한 원  용  사취  평가한  다.

 공 산란 상  1970  말  미 , 프랑 , 러시  등에  연 고 

 특  1990   재료열  비  간편하게 평가하 는 연

가 하게 진행 었다. 미  NRC에 도 원  사취  상  비  

평가하 한     용한 개  필  시한  

다. 

탄  비  특 에 해 는 Bland, Sachdev, Engelbrecht, Infeld & 

Rowlands, Rudenko & Soluyan 등  리학 에  래  다루어  

, Adler, Zhang, Watanabe, Wu, Keck 등  러한 비  과  량  

나타내는 라미  B/A  과 용에 해 연 하 다. Zhang  B/A계  

하여  용진단에 용했고, Watanabe, Wu, Keck등  B/A계  에 

해 새 운 시도  하 , Sutin  탄  비  특  재료  비  

평가에 용가능함  견하 다. 그러나, B/A는 하 가 매우 복 하고 다

워  용  사용하  어 웠 ,  또  질  질상  하나

 B/A  하는  심  가 다.  해결하  해  비  탄 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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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비   다루었  그 량  라미  β  하  비

 생 경  크게 lattice  비균질 과 dislocation에 한 것  규

하  실험  검  시도하 다. 러한 연  결과는 계재료  열 에 

한 용  계 가 었 ,  에  진단할  없었  재료  

 상태,  열 , 변질, 미 균열  생 등  고감도  진단할  는 

진단 신  주목 게 었다. 

EMAT 에 한   견 나 에 해 는 실한 것  지지 

다. 그러나 EMAT 연 는  역사  가지고 다. 1935  래  많  사람들  

다 한 에  연  행하 , 실  비  에 해 는 1959  

시 하여 1960  말 지  연 들에 해 많  진  루어 다. 들에 

해 재 우리가 는  같  EMAT 단  다. 1970 도 EMAT는 

비  결함 탐지  개 할 실한 목  연 었다. EMAT 계  비

는 Thompson[4]에 해  가   사  리 에 해 진 었고, 후 

Ogi에 해  었다[5]. Thompson   과  결함  포함한 

해  식과   틀  공하 다. EMAT에 한 실  계  

는 Maxfield  Fortunko[6], Alers  Burns[7] 등에 해 루어 는  여

에  bulk-wave EMAT  PPM(Periodic Permanent Magnet) EMAT가 나타났다.  

후 십 간 많  나라  많  연 들에 해 심도 는 연 가 진행 었지마

는 EMAT는  용한  지 못하고,  탐  하지 

못하고 는 편 다. 게  가  큰 는 EMAT 신 신 가 어   

에 해 신뢰할 만한 결함 탐지가 지 못하  다.  고  상

태  에 한 과 상당  빠 게 움직 는 에 한 에 어 는 

심  고 는 실 다. 근에는 EMAT 에 한 가 루어지고 

  EMAT  용한  검사  지  (ASTM E 1816-07)  근에 

간함  EMAT 에 한 용어  , 차  용에 해 상  어 

다. 

 원격   본, 나다, 미  등지에  도  연 고 

, 원   용  한    본 도시 사가 가   는 

실 다.

본 도시 에 는 Inspection Technology for Nuclear Power Plant Components

라는 원   향상과 업  향상  한 신  개  과  

  도  검사 (Laser-UT)  개 하 , 원  에  

1 mm 하   미  crack(stress corrosion cracking, etc.) 검  실 하

고, 2004 도 BWR 용  마 고 2005 도에는 PWR에  용  실  다. 

주  용도는 BMI  CRDM 용  등  가동  검사 다. 도시 사에 는 

2000-2004 도 지 다 , 미쓰비시 공업, 미쓰비시  등 3개 사  공동

 <원   flexible maintenance system> 개  과  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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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  개 하 다. 본 다 (사)에 도 후 원  

 검사  한 신    결함 계 ,  그래피  

용한 SCC(Stress Corrosion Cracking) flaw 검   개  다.

또한 나다  립연  IMI(Industrial Materials Institute)는 1991  

재 지    원격 계   개 해 고 는 , <고  상태   

특   한   >, <복합재  비  검사>등  연 가 

행 었고,  계  비 사   spin-off하여, Timken사  같

 <고  tubing  께  건   한 -  계  >  개

하 , <  질  사용한 고감도   계 (model 

TWM-1500)>  개 하여 "the prize for the best  application at PR2001"  

상했다.

미  Oak Ridge 립연  Engineering Science and Technology 연 에

도 1990  후   도   연 해 고  Lasson 

technologies(사)  같  개   도 병행하고 다. 주  연  는 

seamless tubing  비  께  , 원격 용  결함 검사 등 다. 

(ORNL/TM-2000/346, http://www.ornl.gov/)

미  INL(Idaho National Laboratory)에 도 DOE  지원   극 단  

 개 과    용한  상태검사  감시  개  

다. (http://www.inl.gov/)

  /  연 는 Northwestern 등 학  심   생 

충격/  특  개 하  한 역 Rayleigh  생 등  연 가 행 

,  감도   한 Sagnac 간 계   two-wave mixing 등  신

 연 고 다.

 2  내 연 개  동향  

   내에 는 한 원 연 원에  지난 20여 간 원  비 검사  산

하여   후  가동 검사에 용한    비 검사 과 

한 원  동  검사 , 생  열   검사  등 다

한 연 개  행한  다. 

재료  과 비 특 에 한 연 는 한 원 연 원, 한 과학연 원, 

RIST 등  연 과 산 , ,  등 학에  다 한 리  특 , 

 재료   특 ,  특 ,  등  재료 특  에 용하 는 

   용 연 가 행   다. 그러나 내에  원 재료  열   

미 결함  비  하게 진단할  는 에 한 합 고 체계

 연 는 직 지 행   없다.

향탐  (EMAT: Electromagnetic Acoustic Transducer)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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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원에  연 가 시 었 , 후 계  나 비 개  심  

진행 고 는 실 다. 본 에 한  용  해 연 원과 한 원

연 원에  원  에 용하  해 연  행한  다.[8,9]  EMAT

 직도 에  사용하지 못하고 는 실 , 매질  사용하  곤란

한 고  검사체나  특  우 한 고  산 (Magnetite)   에 

어 는 사용 가능   것  단 다.

  내에 는 한 원 연 원, 한 연 원, RIST 등에  

행 고, 산 학 , 한 학 , 학  등  학계에 도  연  

행 다. 한 원 연 원에 는   연  학 에  

   보 하고 고, 재료  연  에  원  비  검사

 보 하고 다. 한 연 원에  Sagnac 간 계  용한   

에 한 연  시도하고 , RIST는   계   

통한 철  grain 크  에 한  연  행하 고  용  한 

가 연 가 진행 다. 그 에 산  시하여 균 학 , 과학원, 남  

등 학에 도 다 한   원격 계 /검사 에 한  연  

행하고 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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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기술 분야에서 선진국과의 기술수 을 다음 표에 요약하 다.

핵심기

술
국제 기술수 확보된 기술수

음 재

료특성평

가기술

- 음 공명분 기술을 이용하여

재료 물성측정,결함 탐지,부품

제조공정 등에 활용.

-다양한 비선형탄성 라메터에

한 기 연구 수행 이며 이

lattice의 비균질성, 등 극미세

열화, 손을 진단하기 한 기술

개발 임

- 음 공명분 기술을 이용한 재

료의 정 탄성계수 측정 기 연구

수행.

-비선형 탄성 특성에 한 물리

기 연구 수

기 연구 수 으로 선진국 비 약 30% 정도의 수

자기

재료열화

특성 진단

기술

-Barkhausen Noise,비선형조화진

동,미소자기분석, 도양자간섭

장치 등의 기술을 용하여 원자

로조사취화 평가를 수행.

-펄스 와 류 장치가 개발되어 결

함탐지 가능성을 연구 임.

-다양한 용 목 에 맞춘 맞춤형

자기음향 센서를 설계,제작하

여 고속 철,석유화학 배 ,우주

항공부품 등의 건 성 평가에 사

용 임.

-BarkhusenNoise를 용하여 재

료의 미시 변화 특성 평가 연구

수행 경험이 있음.

-미소자기계측 센서를 핵융합구조

물 감시,인공 성 등에 개발 용

되고 있으나 재료의 미세열화손상평

가에 해서는 기 연구 수 임.

-펄스 와 류 기술 모델링 센서

제작 경험이 있으나 실제 용된

은 없음.

-기본 인 자기음향 센서 설계

제작 경험이 있으며 원 배 비

괴검사에 용 가능성을 보인 바 있

음.

연구개발 보단계로 선진국 비 약 50% 수

이

간섭

음

기술

- 이 를 이용한 다양한 계측 기

술이 개발되어 용 이며 이

간섭계 변형율 측정기술이 일부

용 임

- 이 를 이용한 음 발생

수신에 해 기 연구 뿐만 아니

라 항공기 건 성 평가 등에 용

되고 있음.

-국내에도 간섭계 이 장치

에 한 요소기술을 확보하고 있어,

이들 기술을 융합/ 용할 수 있는

경험만 확보되면 등한 수 으로

발 가능.

-기존의 국내의 이 음 기

술은 두께측정,결함검출,입경 측정

분야에서 수행되어,아직 기미세

열화 정량화 분야의 기술은 미진함.

요소기술은 확보,일부 응용기술도 보유한 상태로 선진국 비 약 70%

의 기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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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상태  취

   재료  미 열  상  진단하  해  다 한 /비   개

고 나 어   용하 라도 단  고 재 지 벽하게 만

할만한 결과  시하지 못하고 다. 특  원  재료  사취 , 식 상 

(pitting, 식균열 등) 등과 같  상  에 진단하  해  많  연

가 행 어 나 직 지 실한  개 어 지 못한 상태 다.

 미 열  하여 생하는 재료  미시  리  특  변  

감지함  열  상  진단할  는  에는 새 운 리  원리에 

  공  특 , 탄  비  특  등과 같  미 한 향 특

 변  하는 ,  미  변  하는 ,  변  

탐지하는 , 그리고   사용하여  사, 산란, 

  하는  가능하다.

재 진 에  심도 는 연 가 루어지고 나 실용  용  에

 직 해결해  할 들  많  다. 는 한 신 처리 과 트랜

듀   주변   체계  통합 지 못한 다. 내  

 계  핵심 나 용  에   진   보

하고 는 하나 는 진  상(100%)  볼  하 (50% 

) 라고 단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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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결과

 1   재료특  평가   미 열  특  진단

 립

1. 정 탄성계수 속도측정을 이용한 미세열화 평가

가.시편제작

원자로 재료의 미세구조 변화에 따른 탄성계수의 변화를 측정하기 해서

4호기 원자로 재료를 다음과 같이 서로 다른 열처리를 통하여 5종류의 시편을 제

작하 다.SA508Gr.3의 열처리 특성은 Table3.1.1.1와 같다.시편을 각각 H1~

H5로 표시하 으며 여기서 측정된 결정립 크기와 탄화물 석출물의 계를 Table

3.1.1.2에 보 다.결정립 크기는 ASTM 규정에 따라 결정하 으며 탄화물의 크기

와 분포는 SEM과 상분석기를 이용하여 정량화하 다.

각 시편을 열처리 조건별로 RUS탄성계수 측정용 시편을 제작하 다.시편의 크기

는 각각 3.0mm X3.5mm X4.0mm 이다.

Table3.1.1.1Heattreatmentproceduresforeachspecimen

Table3.1.1.2Grainsizeandcarbideprecipatesizewithdifferentheat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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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실험 결과　

Fig.3.1.1.1에서 Fig.3.1.1.6까지 결정립 크기에 따른 탄성계수 음 속도

의 변화를 보 다.결정립 크기에 따른 탄성계수는 결정립 크기의 -1/2제곱에 비

례하는 Hall-Patch공식에 잘 들어 맞음을 알 수 있다.Fig.3.1.1.7-~Fig.3.1.1.9에

보인 종 속도,횡 속도 Poisson'sratio는 결정립의 크기와 비례 계가 있

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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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음 공명분 기법에 의한 비선형탄성 특성 분석

일반 인 공학 인 결함은 종래에 음 검사법에서는 선형 음 특성을 이용

하여 재료와 결함 간에 음향임피던스 차이에 의한 반사,회 ,굴 등을 이용하여

비 괴검사에 이용하고 있다.지 까지 원 구조재의 건 성 평가에서는 이미 발

생한 결함,즉 재 가능한 비 괴검사법으로 탐지된 결함을 검출하는데 치 되었

으며 손이 발생하기 단계에 재료의 미세열화나 손상을 탐지하고 진단하는 기

술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즉 종래의 기술인 선형 음 특성을 이용한 결함 탐지 기술은 그 탐지 한계가

mm 는 0.1mm 정도로써 보다 작은 결함이나 미세열화 상을 진단하기 어렵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해 재료의 미시 상,즉 μm 의 닫힌 균열이나 계면,

미세열화를 측정하기 한 기술이 필요하며 이에 한 안으로 최근에 재료의 비

선형특성을 이용하는 방법이 리 연구되고 있다.

재료의 미세열화 상에 의해 입사 입사된 음 의 형이 변화하거나 그러짐이

발생할 경우 이를 비선형응답 특성이라고 하며 1)입사 주 수의 정수배 주 수

를 갖는 고조 (harmonicwave)나 분수 주 수를 갖는 분조 (sub-harmonic

wave)를 측정하는 방법과 2)입사에 지 변화에 따른 공명주 수의 천이 상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다. 재 이러한 비선형 음 특성은 닫힌 균열,피로 균열

는 미세열화 상에 민감한 변수이기 때문에 비 괴 으로 재료의 손상을 진단하기

한 수단으로 리 연구되고 있다 [10-15].

재료 내에서 비선형 음 특성이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재료 고유 특성에 의한 원

인과 외 원인이 있으며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i) 원자간 포텐샬에 기인한 격자간 거리함수의 비 칭성

ii) ,석출 등에 의한 내부응력 발생 misfit

iii) 입계:imperfectinterfaces

iv) 미세균열 (닫힌 균열):거친 계면

v) 게재물

여기서 우리가 일반 으로 말하는 균열 (열린 균열:opencrack)이나 기공 (void)

은 일반 으로 비선형 특성과는 무 하며 종래의 방법인 선형 특성을 이용한 음

검사법으로 탐지 가능하다.

이러한 재료의 미세열화,균열을 음 비선형 특성과 연 짓기 해 음 공명

주 수의 천이 상을 탐지하기 한 비선형 음 공명 분 기술(NRUS,

NonlinearResonantUltrasoundSpectroscopy)을 확립하 다.먼 음 비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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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을 시험하기 한 기본 실험 설비를 구축하 으며 재료의 열화 손상을 탐

지,진단하기 한 타당성 실험을 수행하 다.사용된 시편으로는 1)비선형특성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알려져서 표 시험편으로 사용되는 Pyrexglass,2)비선형특성

이 상 으로 잘 나타나는 콘크리트 시편,그리고 3)실제 피로시험에 의해 손상된

인장시험편을 사용하 다.실험 결과 음 공명분 기술을 이용한 음 비선형

성 측정이 재료 손상에 해 매우 민하며 비선형 라미터로써 가진 음압의 변화

에 따른 음 공명주 수의 천이 뿐만 아니라 정규화된 공명신호 진폭도 유효할

것이라고 단할 수 있었다.아울러 음 공명분 기술을 이용하여 비교 큰 결

함이나 조 균열은 선형 음 특성,즉 공명주 수의 그러짐 는 splitting을

통하여 진단할 수 있고,닫힌 균열 (closedcrack)과 같은 미세균열은 비선형 특성,

즉 공명주 수의 천이를 통하여 진단이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가.손상진단을 한 비선형 음 이론

본 연구에서는 음 의 비선형 특성을 기술하기 해 변 함수에 따른 주 수

특성을 다룬다.NRUS방법에서는 음 가진 진폭 는 가진 에 지를 증가시킴

에 따라 공명주 수의 천이가 발생하는데 가진 탐 자로 사용되는 압 탐 자

PZT-5에 사인 를 가진할 경우 원통형 시편을 통과하면서 생성되는 가속도 진폭

 은,

 


×   (3.1.2.1)

이며 여기서  는 chargeamplifier의 변환계수이고  은 chargeamplifier의

출력 압이다.

공명주 수에 따른 변 진폭은,

 



(3.1.2.2)

이며 여기서  은 시편의 길이, 는 선형 인 공명주 수이다.

한편 Q값은 재료의 고유한 특성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3.1.2.3)

여기서  은 어떤 공명 모드에서 진폭이 최 인 주 수이며  와  는 각각 공

명 모드 최 진폭의 1/2 치에서의 주 수를 의미한다.Q 값을 측정함으로써 시

편의 고유한 비선형에 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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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실험 방법

비선형 음 공명분 실험을 한 기본 인 실험 장치 구성은 Fig.3.1.2.1과 같

으며 주 수 vs가속도 진폭을 다양한 가진 압에 해 측정하 다.주 수를 변

화하면서 음 를 가진하고 수신된 음 공명 신호를 수집/분석하기 해

Labview 소 트웨어를 사용하여 신호수집 로그램을 작성하 고 GPIBbus를 사

용하여 컴퓨터와 연결하 다.범용 주 수발생기 (function generator)로 주 수

sweep을 한 뒤 highvoltageamplifier를 통하여 최 ±200V까지 가진탐 자

에 기신호를 가하 다.가속도계에서 수신된 신호는 chargeamplifier를 거쳐

A/Dconverter를 통해 컴퓨터에서 직 측정하여 가속도 진폭의 변화를 주 수에

해 plot하여 공명 신호를 수집하 으며 동시에 오실로스코 로 신호 상태를 감

시하 다. 체 인 실험 장치 그림을 Fig.3.1.2.2에 보 다.

Fig. 3.1.2.1 Experimental configuration for

nonlinearresonantultrasoundspectrosco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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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1.2.2Experimentalsetup

다.인장시험편에 한 비선형 음 공명 특성

Fig.3.1.2.3에 인장시험편에 한 타당성 실험결과를 도시하 는데 건 시험편

에서부터 90% 피로열화시킨 인장시험편에 한 비실험에서 건 한 시편과 70%

피로열화시킨 시편에서 약 30Hz의 공명주 수 천이 상을 발견하 으며 80%,

70%, 50% 피로열화시킬 경우 공명주 수가 감소한 반면에 90% 30% 열화시

킨 경우에는 공명주 수가 증가하 다.본 실험에서 공명주 수에 한 재료열화

민감도가 증명되었는데 단지 시편의 열화 상태를 정량 으로 평가하기 한 일 된

데이터를 얻을 수는 없었다.

라.QValue측정

Fig.3.1.2.4에 LogQ 값을 가진 압의 함수로 표 하 다.Q 값은 가진 압에

해서는 변화하지 않았다.손상 정도에 한 Q 값은 건 한 상태에 비해 감소함을

알 수 있다(Fig.3.1.2.5).



- 22 -

(a)Intactspecimen (b)Specimen,30%

(c)Specimen,50% (d)Specimen,70%

(e)Specimen,80% (f)Specimen,90%

Fig.3.1.2.3Frequencyvsaccelerationamplitudeforseveraltensilespeci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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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1.2.4DrivingVoltagevsLogQ. Fig.3.1.2.5FatiguelifevsQfactor.

3.배 의 열화평가를 한 자기음향센서 개발

가. 자기음향센서(EMAT,Electro-MagneticAcosuticTransducer)설계 제작

자기음향 센서 설계는 우선 배 이나 에서 정 두께측정을 해서는 두께

방향 SH 진동 모드의 음 를 발생시켜야 한다.비자성체 재료를 검사할 경우 로

츠 힘을 이용하여 Fig.3.1.3.1와 같이 사각코일 EMAT를 설계하 고,자성체 시

편에 하여는 자기변형 힘을 이용한 실험 결과가 우수하여 원형코일 EMAT센서

를 Fig.3.1.3.2에 보인 바와 같이 설계하 다.두 형태 모든 EMAT는 정자기 방향을

수직방향으로 코일은 표면 방향으로 배열하여 ToneBurst신호를 인가하 다.

S N

J

B

F

S N

J

B

F

300 mT300 mT

Fig.3.1.3.1DesignofEMAT

usingarectangularcoil

Fig.3.1.3.2Design ofEMAT using circular

c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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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기음향센서(EMAT)설계 모델링

자기음형센서 (EMAT)는 Maxwell방정식에 기 한 센서이므로 유한요소법

(FEM)을 사용한 계 자계 해석 시뮬 이션 소 트웨어인 Maxwell2D/3D를 활용

하면 화형의 GUI/toolbar를 제공하므로 사용이 용이하다.자동 인 mesh생성뿐

아니라 사용자 정의에 따른 meshrefinement의 사용으로 효율 인 요소 분할을 할

수 있다. 한 adaptivesolve방식을 사용하여 보다 정확한 해와 효율 인 요소분

할이 가능하다.선형/비선형 유 체 자성체 특성을 갖는 물질의 해석이 가능하

다. 한 물질 특성 값이 80여개가 내장되어 있으며,사용자가 자유로이 추가할 수

있다.해석 분야에 따른 경계조건의 다양성으로 보다 정확한 해를 구할 수 있으며,

압, 류, 구 자석,외부에서 인가된 자장 등 여러 가지 source들로 부터의 해석

이 가능하다.본 연구에서는 원형 코일에 의한 두께측정용 EMAT에 해 해석해

보았으며 그 결과는 Fig.3.1.3.3에 나타내었다.

Fig.3.1.3.3 MagneticFieldDistributionofEMAT

다. 자기음향센서(EMAT)의 제작

EMAT코일의 제작에 가장 좋은 방법은 printed-circuit의 기술을 이용하는 것이

다.가장 최근에 진보된 기술은 약 1 이하의 정확성으로 임의의 패턴으로 평

코일을 제작할 수 있다.인쇄코일의 장 은 다양한 코일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부분의 EMAT의 자석 재료는 neodymium-iron-boron(Nd-Fe-B)을 열처리한 구

자석이다.이 물질의 최고 잔류자속 도(remanentflux density)Br는 략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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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esla)이고,energy[BH]max는 약 47MOe이다.보통 80℃이하의 온도에서 사용

가능하므로 고온에서 사용하려면 물이나 공기 냉각장치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사각형 (Rectangular)coil과 Nd-Fe-B자석을 사용하여 EMAT를 제

작한 것과 원형 코일과 원형 구자석을 사용하여 제작한 것을 Fig.3.1.3.4에 나타

내었다.

Fig.3.1.3.4FabricatedEMATinthisstudy

라.EMAT성능 개선

EMAT센서는 에 지 변환효율이 원천 으로 열등하기 때문에 계속 인 연구가

필요한 상태이다.본 연구에서는 센서 부품인 코일과 자석을 다양하게 조합함으로

보다 나은 EMAT센서를 얻고자 하 다.뿐만 아니라 신호측정에 한 최 조건

을 얻기 해 임피던스 미세 매칭을 시도하 고 [16],Pre-Amplifier을 활용하여 신

호 감도 개선에 연구를 하 다.

마.EMAT시제품 성능시험

제작된 EMAT는 비자성체 시편을 측정하기 하여 Lorentz힘을 이용한 탐 자로

서 SH 를 생성하 고,측정장치 시편을 아래 Fig.3.1.3.5에서 보여주고 있다.

사용된 측정 장비 HighPowerPulser/Receiver는 미국 Ritec사의 RPR-4000장

비로서 기존에 주로 사용했던 GatedAmplifiedPulser-Receiver인 RAM-10000성능

이 최 출력 1.5kW에 비해 훨씬 큰 8kW의 성능을 가지고 있어 임피던스 매칭

없이도 신호를 잘 측정할 수 있었다.

제작된 EMAT탐 자 측정 결과를 살펴보면,두께 4.87mm인 알루미늄 시편의 경

우 면 신호 간격이 3.08μs이므로 음 음속은   =4.87X2/3.08=3.16

mm/㎲이다.이것으로부터 발생 신호는 종 가 아닌 SH 횡 임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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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1.3.6에서는 1000회 Averaging한 두께 측정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면

신호 패턴이 거의 왜곡됨이 없이 반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 결과로부터 정확

한 시간차로부터 두께를 정 하게 측정 가능 해 다.

Fig.3.1.3.5Experimentalsetup for

EMAT
Fig.3.1.3.6Abackreflectionsignalfrom

anAlthinplate

4. 자기음향법을 이용한 재료 미세열화 특성평가

국제 핵융합실험로(ITER)Blanket제조를 한 가공 합 기술을 개발하고

Mock-up을 제조하여 제조 건 성을 평가하기 해서 제작된 Mock-up에 한 열화

가속 실험에 의한 확산 합 건 성을 EMAT 시험을 통하여 확인하 다.(Fig.

3.1.4.1)

두께 10.4mm인 Be을 포함한 Al,Cu,Stainlesssteel시편을 비하여 (Fig.3.1.4.2

참조),제작된 EMAT탐 자 성능을 살펴보았다.우선 베릴륨 시편의 경우 면 신

호 간격이 2.3μs이므로 음 음속은    =10.4×2/2.3=9.04mm/㎲이다.

이것으로부터 발생 신호는 종 가 아닌 SH 횡 임을 확인할 수 있다.Fig.3.1.4.3은

1000회 평균한 두께 측정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이 결과로부터 정확한 시간차로

부터 두께를 정 하게 측정 가능 해 다.

실제 80X80Be/CuMock-up시편에 한 비교 분석을 해 음 C-Scan을 수행

하 으며 그 결과는 Fig.3.1.4.4에 나타내었으며,우량 합 부 (A)와 불량 합된

부 (B)로 나 어져 있음을 확인하 다.일반수침 음 는 시편을 물에 넣어 실험

을 수행해야 하므로 제작 단계에서는 시험이 가능하나 일단 설치되고 난 후는 검사

를 수행하기 어려운 기술이므로 설치 후 검사나 가동 검사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

타당성을 조사하기 해 매질이 필요하지 않는 EMAT기술을 용하 다.

우선 사각 EMAT를 사용하여 음 시험을 수행하 으며 A 치는 건 한 합부

로서 EMAT로 시험하 을 경우,계면에서의 반사 신호가 Fig.3.1.4.5에 나타난

로 거의 나타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이 신호에 해 FFT주 수 분석 결과도

같이 나타나 보 다. 이런 상은 0.01V변화를 지닌 SH 가 이종 속간의 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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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투과력이 우수하여 일반 음 와 달리 반사 신호가 발생하지 않음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주 수 분석에서 나타난 350kHz와 430kHz피크는 EMAT센서

자체에서 발생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B 치에서의 EMAT신호는 A 치에서의 신호와는 확연히 다르게 0.04V 큰

진폭 반사 신호가 다수 발생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Fig.3.1.4.6에서 이들 신

호에 한 주 수 분석에서는 불량 합계면에서의 공명신호가 Harmonic형태로

나타나고 있다.특히 가진 주 수가 2.7MHz이므로 가장 큰 공명주 수가 2.61

MHz에서 발생되었으며 이를 후로 Sub-Harmonics와 Super-Harmonics가 모두 나

타남을 알 수 있다.이로부터 합계면의 불량 여부에 따라 구분이 가능한 형태로

SH 가 발생됨을 알 수 있으며,이것은 향후 가동 검사에도 용될 수 있는 검사

기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단된다.

한 사각 EMAT와는 별도로 원형 EMAT센서를 사용하여 Be/Cu/SSMock-up에

용 시험을 수행하 으며 Be 속의 독성 때문에 Fig.3.1.4.7과 같이 비닐로

한 상태로 검사를 수행하 다.Fig.3.1.4.8에 보인 바와 같이 합 불량 치에서의

EMAT신호는 건 치에서의 신호와는 확연히 다르게 0.02V범 를 가진 큰 진

폭 반사 신호가 다수 발생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이들 신호에 한 주 수

분석에서는 불량 합계면에서의 공명신호가 Harmonic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나 사

각 EMAT신호 보다는 게 나타나고 있다.특히 Fig.3.1.4.9에 보인 바와 같이 가

진 주 수가 2.0MHz이므로 가장 큰 공명주 수가 1.76MHz에서 발생되었으며

2.2MHz에서도 공진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이들 간격 주 수로부터 시편 두께를 측

정할 수 있다.

즉 time=1/frequency=2.27㎲ 이고

시편 두께 =timeX 음 속도 /2=10.26mm 이다.

한 이를 후로 Sub-Harmonics와 Super-Harmonics가 모두 약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이로부터 합계면의 불량 여부에 따라 구분이 가능한 형태로 SH 가 발

생됨을 알 수 있으며,이것은 향후 음 C-scan이미지와 마찬가지로 나타낼 수

있다고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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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1.4.1Atestspecimenof

Be/Cu/SSMock-up#1

(delaminationsatBe/Cuinterface)

Fig.3.1.4.2 MetalSpecimensforEMATtest

Fig.3.1.4.3 Backreflectionsignalfrom a

Beplate
Fig.3.1.4.4 UltrasonicC-scan image

forBe/CuMock-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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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1.4.5EMAT signalpattern from

an intact interface (top: waveform,

bottom:frequencyspectrum)

Fig.3.1.4.6EMAT signalpattern from an

delaminated interface (top: waveform,

bottom:frequencyspectrum)

Fig.3.1.4.7 EMAT and Be/Cu/SS Mock-up

withaplasticp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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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4.9 EMAT signal pattern

from andelaminated interface(top:

waveform, bottom: frequency

spect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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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자기진단법에 의한 미세열화탐지 기술개발

1.고성능자기센서 BN 분석에 의한 재료 미세열화특성 용성 평가

강자성체 는 상자성체 의 결함을 상화하기 하여 NiZn웨이퍼 에 배

열된 InSb홀센서 array로 제작된 고성능 자기센서를 이용하여 인코넬 에 니

이 도 된 에 결함을 가공하여 결함 탐지능력을 시험하 다[16].고성능 자기센서

는 웨이퍼 상에서 배열된 홀센서(LIHaS)를 이용하여,보다 높은 공간분해능( 를

들면,0.52mm)의 자기 상을,센서 간 리 트오 의 차이가 없이,보다 빠른 속도

로 취득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실험장치는 Fig.3.2.1.1과 같이 구성 하 으며,정 자동이송장치에 LIHaS(홀소자

64개,0.52mm 간격) CIC-MFL요크(극간최소거리 9mm,권수 1112회,1kHz,

0.25A)를 설치하고,X방향 는 Y방향으로 스캔하 다.이때,스캔방향(X방향)의

수직방향(Y방향)으로 LIHaS의 센서가 배열된다.LIHaS로부터 출력되는 64채 의 홀

압은 각각 독립 인 증폭회로 RMS회로를 거쳐,AD 변환기를 통하여 컴퓨터

에 장되고,연산 표시된다.

고성능 자기센서를 실험하기 하여 Fig.3.2.1.2과 같이 111.3☓137.0☓1.0mm의

Inconel600 재를 이용하 다.시험편의 상부에는 100☓50☓0.3mm의 역에 니

코 하 다.니 코 부,경계면,인코넬부에 Table2.1.1에 나타낸 바와 같은 깊

이를 가지는 길이 10mm,폭 0.127mm의 인공 결함을 방 가공하 다.Table

3.2.1.1에 각 숫자에 응하는 결함의 깊이를 표시 하 다.Fig.3.2.1.2의 수평방향과

수직방향을 각각 X방향과 Y방향이라고 하자.결함의 길이방향은 코 부(①,②,③,

④)와 인코넬부(⑨,⑩,⑪,⑫)에서는 X방향,경계면(⑤,⑥,⑦,⑧)에서는 Y방향이

다.

Fig.3.2.1.4는 시험편 니 코 부 표면의 리 트오 1.0mm에서 X방향으로 스캔

하 을 때(Fig.2.1.4(a))와 Y방향으로 스캔하 을 때(Fig.2.1.4(b))의 각각의 ∂V/∂x

상을 나타낸다.니 코 부는 인코넬부에 비하여 0.3mm의 두께를 더 가진다.따라

서 인코넬부의 리 트오 는 1.3mm가 된다.X방향 스캔(Fig.2.1.4(a))에서는 코 부

(①,②,③,④) 경계부(⑤,⑥,⑦,⑧)의 모든 결함이 탐상 가능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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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1. Experimental set-up of magnetic camera

Table 3.2.1.1 Depths of cracks [unit : mm]

No. Ni-Coat No. Boundary No.Inconel600

1 1.0 5 1.0 9 1.0

2 0.76 6 0.81 10 0.76

3 0.51 7 0.56 11 0.51

4 0.25 8 0.30 12 0.25

Fig.3.2.1.2NickelcoatedInconel600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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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1.3 (a) X-directionalscanning of magnetic images,and (b)

Y-directionalscanningimage

2. BN 분석에 의한 재료의 미세열화특성 평가

BN(BarkhausenNoise)을 이용한 비 괴 재료열화 평가시스템은 Fig.3.2.2.1

과 같이 구성 하 다. 성자 조사에 의한 재료열화를 모사하기 하여 Fe-1wt%Cu

합 강을 제조 하 으며,이들의 자기 성질을 측정하기 해 시편의 형태 치수

의 크기는 Fig.3.2.2.2에 보인바와 같이,표 형태인 창틀 모양 (Fig.3.2.2.2(a)),

링 모양 (Fig.3.2.2.2.(b)) 샤르피 시편 (Fig.3.2.2.2(c))등으로 제작 하 다.시편

의 종류와 열처리 조건은 Table3.2.2.1에 나타내었다.

Fig.3.2.2.3은 비열처리한 Fe-1wt%Cu합 강의 coldrollingreduction비에 따라 BN

신호에 한 rms(root-mean-squares)voltage값의 의존성을 보여 다[17]. 이 그래

의 특징은 시편모양에 상 없이 rollingreduction의 비가 약 10%까지는 BN 신

호의 rms 압 값이 증가를 보이다가 그 이상의 rollingreduction을 하 을 경우

rms 압 값이 감소를 보 다.반면에 창틀 모양의 시편의 경우 샤르피 시편에 비

해 rms 압 값의 감소비율이 완만했다.

Fig.3.2.2.4은 열처리한 Fe-1wt%Cu합 강의 coldrollingreduction10%를 한 시편

으로 열처리시간에 따른 BN 신호의 rms 압 변화를 보여 다.이 시편의 열처리

온도는 약 773K에서 열처리하 다.이 그래 의 특징은 열처리시간이 증가할수록

차르피모양의 시편에서는 다소 BN의 rms 압 값이 증가를 보인 반면,링 모양의

시편의 경우는 감소를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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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2.1Theschematicdiagram ofnondestructivethermallyaged

evaluationsystem using BarkhausenNoise

Sample ID Shape Coil Rolling reduction (%)

A1 Charpy (V-notched) 0

A2 Charpy (V-notched) 5

A3 Charpy (V-notched) 10

A4 Charpy (V-notched) 20

A5 Charpy (V-notched) 40

Af1 Picture frame N1=220, N2=180 0

Af2 Picture frame N1=220, N2=180 5

Af3 Picture frame N1=220, N2=180 10

Af4 Picture frame N1=220, N2=180 20

Af5 Picture frame N1=220, N2=180 40

Table3.2.2.1Specimenpreparationandtheirchemicalcompositions(Cold-rolledlow

carbon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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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name
Shape Coil

Rolling reduction 

(%)

Aging time at 

773 K (min)

B1 Charpy (notched) 0 0

B2 Charpy (notched) 0 50

B3 Charpy (notched) 0 500

B4 Charpy (notched) 0 5000

Bb1 Bar (not notched) 0 0

Br1 Ring N1=60, N2=90 0 0

Br2 Ring N1=60, N2=90 0 50

Br3 Ring N1=60, N2=90 0 500

Br4 Ring N1=60, N2=90 0 5000

C1 Charpy (V-notched) 10 0

C2 Charpy (V-notched) 10 50

C3 Charpy (V-notched) 10 500

C4 Charpy (V-notched) 10 5000

Cr1 Ring N1=60, N2=90 10 0

Cr2 Ring N1=60, N2=90 10 50

Cr3 Ring N1=60, N2=90 10 500

Cr4 Ring N1=60, N2=90 10 5000

ThermallyagedFe1.0wt%Cualloy

*
Fe-Cualloyswereannealedat1123Kfor5hours,followedbywaterquenching.Then,Fe-Cusampleswere
coldrolledandisothermallyagedat773K for0-5000min.**ThelongaxisofCharpyandbarsamples
correspondstorollingdirection.

***
N1andN2representthenumberofturnsintheexcitingandpick-upcoils,

respectively.

C Si Mn Fe

wt. % 0.16 0.20 0.44 bal.

Chemicalcompositionsoflow carbon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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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f (b)Br/Cr

(c)A/B/C (d)Bb

Fig.3.2.2.2Standard samplesforthemeasurementofmagneticpropertiesofpicture

frameshape(a),ringshape(b),Charpyshape(c)andbarsha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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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4 Ageing time dependence of rms votage in thermally aged charpy-shaped 

Fe-1wt%Cu alloy (a) and thermally aged ringe-shaped Fe-1wt%Cu alloy (b) after 

cold-rolling

3.비선형 조화 해석(NonLinearHarmonicAnalysis)

비선형조화 는자기이력곡선의비선형성으로부터유도되는신호이다.재료의비선

형성으로 인하여 자기이력과 시간에 의존하는 강한 자기유도(selfinduction)는 반 효

과를야기한다.따라서유도된기 력(e.m.f)는기본진동에부가되는높은차수의조화

때문에 력공 에 향을 미친다.즉 인가된 진동수와 함께 진동하는 신호부분인 자기

이력 곡선의 칭성은 오로지 기수의 칭만 허용한다.(3,5,7,9,왜냐하면 높은 차수를

가진 조화진동의 signal/noise비는 감지되지 않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높은 차수의 진

폭과 상으로부터 자기왜곡인자 (magneticdistortionfactor)가 유도된다.한 자화주기

(자기장 세기의 시간 신호)동안의 조화 의 시간신호는 자기이력 곡선상의 보자력을 결

정하는 기본부분에 의하여 감소하는데,왜곡인자(Distortionfactor)는 비선형성의 측정

이며,재료의미세구조를 단하는척도가된다.따라서이기술은재료의열화에따라미

세조직이변화함으로서 체자기이력곡선이변하기때문에이를이용하여재료의성질

을평가하는것이다[18].비선형조화 는재료내의불순물이나응력상태 는자기이방

성에따라 향을받는다.진동하는정 를가진자기장이재료에인가되면,이자기장

은 달함수로 작용하는 재료에 향을 받아 변화한다.따라서 탐지코일은 원래의 신호

와다른조화 의 상을가진신호를탐지한다.비선형조화신호는유도된자기장의주

수를분석(FFTSpectralAnalysis)함으로써얻어진다[19].이를교정하기 해이들

라메터는재료의성질과가장잘일치하는상 계를얻기 하여다차원축차해석법을

사용하여 피 한다.비선형 조화 는 결함의 종류에 따라 민감하게 작용하는 조화 성

분이다르다. 를들어강자성체내의불순물증가는 체 으로1차조화 가3차조화

보다큰폭으로감소하며,자화방향으로응력이증가하면3차조화 의증가폭이1차

조화 의증가폭보다 단히크게나타난다.Fig.3.2.3.1은DC형의독일철강에 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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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데이터이다.

Fig. 3.2.3.1 The relation between 3rd harmonics 

and yield strength in the DC type steel

조화 신호는 강 상하의 공심 코일에 유도된 신호를 측정하 다.1차 공심 코일은 교

류자기장을 생성시키며 이는 강 을 투과하여 2차 코일에 유도 압을 발생시킨다.2차

압은 Fourier변환을 통하여 조화 로 분리된다.조화 를 측정한 후에 항복강도와 인

장강도를 구하기 하여 괴시험을 수행하 다.그림에서 보듯이 3차 조화 의 진폭은

인장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차 으로 감소함을 알 수 있다.비슷한 결과가 1차 조화

와 5차 조화 에 하여도 얻어졌으며 이는 이론 모델과도 잘 일치하고 있다. 재 이

기술은각국의실험실에서연구되는수 이며,아직상용화된기술은아니다.그러나고

속컴퓨터에의한신호처리기술의발달에의하여활발히연구되고있다[20].

본연구에서는피로시험편을제작하여자기이력곡선을측정하고1차조화 와이로부터

구한 보자력 값을 비교하 다.자기이력곡선과 비선형 조화 측정장치의 구성은 Fig.

3.2.3.2에나타나있다.

Fig. 3.2.3.2 The experimental 

setup of hysteresis  and 

nonlinear harmonic 

measu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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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피로(Fatigue) 시편 제작

  실험에 사용된 재료는 원자로 압력용기 재료인 SA508-3 강을 사용하 다. 피로

사이클에 따른 자기 성질변화를 측정하기 하여 피로시편을 제작하여 각 주기별

로 피로실험을 하 다. 피로시험은 인장-인장 모드로 실험 하 으며 시편의 제작

조건은 아래와 같다.

- Fatigue 시편제작 : SA508-3 YG-4 

- 제작조건 : Frequency = 10 Hz 24-367 MPa tension-tension 모드로 실험

             cycle  = 0, 10, 100, 1000, 10000, 50000, 100000, 200000, 300000,  

                       350000, 400000 의 11개 시편

             

 나. 자기이력곡선 (B-H loop) 측정

    강자성 재료의 자기이력곡선은 동일한 시험편의 경우 시험편의 상태에 따라 그

리 달라지지 않으나 응력 등의 차이에 의하여 보자력의 차이가 나타날 수도 있다. 

보자력은 자성체 입자의 크기, 자구의 pinning, 결함 내부응력 등과 계되는

데, 내부응력은 자기탄성 상호작용에 의하여 보자력을 변화 시킨다. 보자력은 일반

으로 자력계를 사용하거나 폐회로를 만들어서 측정하는 데 이러한 방법으로 측정

한 것은 비 괴 평가에 사용하기 힘들다. 본 연구에서는 비선형 조화 로부터 보자

력을 구하는 방법을 사용 하 다 [17]. 보자력은 피로사이클(Fatigue cycle)에 따

라서 B-H loop 를 측정한 결과 피로 사이클이 증가함에 따라 보자력과 포화자기유

도가 증가하 다. (Fig. 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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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3 Hysteresis loop of fatigue sample with 

different fatigue 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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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비선형조화 측정

   자기장의 변화에 따른 1차 조화 의 피크(peak) 사이의 거리는 보자력의 2배가

되므로 조화 를 측정함으로 비 괴 으로 보자력을 알 수 있다. 조화 측정은

0.005 Hz 의 삼각 를 인가하여 130 Hz 의 섭동 자기장을 인가하여 측정 하 다. 

Fig. 3.2.3.4 는 B-H 자기이력곡선과 가역 투자율의 profile을 나타내고 있다.

Fig. 3.2.3.4 Hysteresis loop and reversible permeability (left) 

increasing permeability, (right) B-H hysteresis loop and absolute 

profile of reversible permeability.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어떤 값의 직류 자기장에서 교류 자기장을 인가하면 주 자화

곡선은 부 자화곡선을 따라 변하게 된다. 이때 자속 도와 인가자기장의 미소변화

비 (ΔB/ΔH)가 증분 투자율 (incremental permeability)이고 ΔH⟶0 일 때의 투자

율이 가역투자율 (reversible permeability) 이다. 주 자기이력곡선을 다라 연속

인 자구변화로부터 미시 인 자화를 측하기 하여 한 자기장에서 자화과정을 반

복하게 하는 것이 좋다. 따라서 인가자기장 h 가 서서히 변화하는 자기장 H0 와 진

폭이 h0 이고 각 주 수가 ω 인 교류자기장 sin  의 첩이면, 교류 섭동자기장

은 주자기이력곡선을 따라 부자기이력 곡선을 유도한다. 주자기이력곡선이 부자기

이력곡선상의 자기과정과 같다는 것을 증명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비직선 자화 H0를

심으로 섭동자기장에 의하여 반복될 것이고, 상론 으로 자기장 h 의 멱 수로

표 될 수 있다.

   sin 

   




여기서 m 은 유도된 자화이고, χ1 은 선형자화율이며, χ2, χ3 는 비선형 과차 자화

율이다. 싶ㄴ에서 유도된 자화는 탐지코일에 압   로 나타나면, 식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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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에 비례하는 자속의 도함수로 주어진다. 간단한 계산에 의하여    는 다음

식과 같이 표 할 수 있다.

∝


  





 cos

 
 sin   

 

여기서 A 는 탐지코일의 치수와 채우기 인자 (filling factor) 등의 기하학 인자에

의하여 결정되는 상수이다. 실험 으로 lock-in amplifier 의 참고신호의 각 주 수

를 ω, 2ω 로 두고 측정하면 식의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의 유도 압을 각각 구

할 수 있다. Fig. 3.2.3.5 은 이러한 방법으로 구한 1차 조화 이다. 피로 사이클에

따른 비선형 조화 와 보자력과의 계는 Fig. 3.2.3.6에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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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 양자간섭 장치(SQUID)를 이용한 미세열화 손상진단 기술

도 양자간섭 장치(SQUID:SuperconductingQuantum InterferenceDevice)

는 재 알려진 기기 자기장을 가장 정 하게 측정할 수 있는 장비이다.SQUID

의 한 가지 종류인 DC SQUID는 도체 loop를 가로지로는 두 Jepsonweak

links를 가지고 있다. 형 으로 SQUID electronicsDCbias는 도체 임계 류

에 가까운 장치로서 loop에 하여 ACmodulationbiasfield에 용할 수 있고,일

정한 modulation진동수에서 voltageoutput을 유지하기 해 DCbiasfield로 feed

back할 수 있다.DCfeedbackfield는 loop를 통한 magneticflux에 직 으로

비례한다.SQUID sensor는 도체를 작동하기 하여 온 환경을 요구한다

[21].

비 괴 탐색에 SQUID를 용하기 한 가장 요한 이유는 숨겨진 균열이나 항공

기의 알루미늄 구조에서의 부식과 같은 특별한 형태의 결함들에 하여 탐지의 신

뢰성을 높이는 것이다.그러나 SQUID 비 괴 탐색은 민감성이나,공간분해능,정확

성 잡음의 비율 등에서 기존의 비 괴 탐색을 능가한다 [22].그러나 다른 비

괴 기술들과 상업 으로 경쟁하기 하여는 음 나 X-선 등에 의하여 주어지는

시각 인 정보에 비하여 정량 인 상을 제공하여야 한다.Fig.3.2.4.1은 SQUID

장치의 개략도를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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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4.1 The schematic

diagram ofSQUIDsystem

SQUID를 배 로 스캔 하면서 배 의 열화 상태 는 피로 상을 비 괴 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다.본 연구에서는 SQUID 를 이용한 비 괴

평가기술 개발로 Fig.3.2.4.2와 같은 피로시험편을 제작한 후 피로 사이클과 SQUID

로 측정되는 자기장과의 상 계를 구하 다 [23,24].실험에 사용된 시험편은

5호기 압력용기 재료를 평면 인장시험편 모양으로 가공하여 제작 하 으며 시

험편의 모양과 크기는 그림과 같다.

시험편은 동 인장시험기 (Instron8872)을 사용하여 하 제어 모드로 시험 하 으

며,최 하 300kg,최소하 20kg의 tension-tension모드로 하 다.시험 사이

클은 10Hz의 주 시험으로 0,10,100,1000,10000,50000,100000,200000,

300000,350000,400000사이클 씩 시험편을 제작 하 다.

Fig.3.2.4.2 The geometry ofthe fatigue specimen for

SQUIDexperiment

Fig.3.2.4.3은 SQUID시험편의 배치와 scan방향을 나타낸 것이다.SQUID는 x,y,

x의 3차원 센서를 포함하고 있으며 각 방향에 하여 자기장의 분포를 측정한다.

Fig.3.2.4.4는 SQUID 측정 사진과 센서의 기하학 배치를 보여 다.자지장의 X

성분 과 Y성분 인 Hx와 Hy는 scan방향에 따라 거의 차이가 없으므로 자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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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Z성분인 Hz를 피로 사이클에 따른 SQUID 라메터를 잡아 H 로 표시 하

다.

Fig.3.2.4.5는 피로 사이클에 따라 y축 방향으로 scan하면서 측정한 자기장의 변

화이다.15mm 근처에서 격한 자기장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이

지 은 피로손상이 집 되는 치로 사이클 수에 따라서 변화가 있다.이는 시험편

의 탈자가 완 히 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Fig.3.2.4.3ThespecimenorientationforSQUIDmeasurement

Fig. 3.2.4.4 Magnetization as a function of

distancealongtheedgeofaspecimenlikethat

shown in Fig.3.2.3.3 afterfatiguefrom 0 to

400,000cyclesto350MPa



- 45 -

Fig,3.2.4.5Variationofmeasuredmagneticfieldalongthey-axis

withnumberoffatigue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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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미세피로균열 측정기술 개발

1.비선형 음 공명 분 기술에 의한 미세균열 탐지

가.서론

구조물의 건 성이나 수명 측을 하는데 미세균열의 존재는 매우 요한 인자이

다.그러나 재 비 괴평가기술이 탐지한계로 인하여 부분의 탐지 가능한 균열

은 이미 그 수명의 50%가 지난 후에 발견된다.따라서 이러한 재 기술로 탐지 가

능한 균열보다 작은 미세균열을 탐지할 수 있는 비 괴평가기술이 개발된다면 재료

의 신뢰성이나 수명진단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최근 암석, 는 공학 재료의

균열이나 손상을 비선형 음향효과를 용하여 진단하는 방법이 개발되고 있다.특

히 재료의 음향 비선형성이 재료의 손상,피로 균열 등에 해 아주 민감한 라미

터로 인정되고 있다 [10-14].

실험 으로 찰되는 비선형 효과는 재료의 내재 특성과 외부 특성에 기인하는

데 비선형 효과를 유발하는 재료 인자로:1)경년열화나 피로에 의한 disbonds,

delamination 는 한개 는 다수의 닫힌 균열;2)불완 한 grain들의 ;3)

원자간 포텐셜의 비 칭성을 유발하는 격자구조의 교란;4)내부응력에 의한 ,

석출,부정합;5)hardmatrix에 포함된 softmatrix개재물 등이다.일반 으로 열

린 균열은 비선형 효과를 나타내지 않는다.

재료의 열화나 손상에 의해 가장 먼 나타나는 미세균열은 시편의 음 공명 스

펙트럼에 향을 주기는 하나 그 크기가 매우 작아서 기본 스펙트럼 속에 묻 버리

기 때문에 표 화된 선형 음 공명분 법으로는 구분하기 어렵다.그러나 미세손

상 는 미세균열로 인하여 응력-변 계의 비선형성이 발생하며 이러한 비선형

성은 시편에 가해지는 동 변 를 변화시킬 경우,즉 음 공명분 가진 진폭을

변화시킴으로써 비선형 계를 도출해 낼 수 있다.미세손상 정도가 클수록 비선

형성이 커지므로 이러한 상을 미세균열 진단에 활용할 수 있다 [15].반면에 미세

손상이나 미세균열이 없는 건 한 재료에 해서는 이러한 비선형성이 나타나지 않

고 오직 선형 인 계가 나타난다.비선형 음 공명분 법을 인체 를 진단하는

데 용한 바 있다[25,26].  본 연구에서는 재료에 존재하는 미세균열을 조기에 진

단하기 한 기술로 비선형 음 공명분 법을 사용하 으며, 비선형 특성인자로

가진 압 는 동 변 에 따른 응력과의 계에서 공명주 수 이동 상과 정규

화된 공명 진폭의 감소 상을 제시하고, 이것이 미세균열의 존재를 의미한다고

단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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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비선형성의 원인 기구

   일반 으로 음향 비선형성의 원인은 다음과 같다. 

-Oneorseveralclosedcrackswhicharevolumetricallydistributedto

ageorfatigueorsingledisbandsordelaminations

-Imperfectgrain-to-graincontacts

-Disordernessinthestructureofcrystallatticeswhichleads

non-quadraticinter-atomicpotential

-Dislocations,precipitatesmisfitinternalstressesandatomicscale

nonlinearityarises

-Softmatrixinclusionsinthehardmatrixofthemedium

그밖에 열린 균열이나 void 는 선형 으로 나타날 경우도 있고 비선형성을 띄우는

경우도 있다. 한편 음 공명주 수 천이 상과 비선형성의 계는 탄성계수의

비선형성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표 된다. 

는 이를 정리하면

여기서 탄성계수와 공명주 수와의 계는:

 

따라서

 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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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라고 가정하면

비선형 항은

이다.

   다. 비선형 인자 추출

   이러한 이론 배경에 따라 비선형 음 공명분 법에서 추출할 수 있는 비선

형 인자를 다음과 같이 추출할 수 있다.

l 가진 압을 증가시킴에 따라 공명주 수가 낮아지는 방향으로 천이되며 이러한

상이 찰되는 경우 비선형성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l 공명주 수의 천이 상과 공명신호의 폭은 재료의 Moduli E 와 Q-value 와 연

된다. 

l 가진 압을 정규화하여 공명신호를 표 하면 가진 압이 증가함에 따라 그 신

호 패턴은 진폭은 낮아진다. 

l 만약 가진 압이 변화하는데도 졍규화 공명 패턴의 변화가 없다면 그 재료는

비선형성이 없는 즉 탄성 으로 선형특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결함

이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부분의 다결정 재료는 미세구조 으로 비균질성이 존재하므로 그 크기가

작거나 크거나 간에 비선형성은 존재한다. 다만 이를 측정하는 기술에 의해 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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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거나 는 측정되는 비선형 인자가 무 작아서 측정하기 어려울 따름이다. 

 

  라. 실험 방법

한국 표 형 원자로 압력용기 재료로 사용되는 SA 508Gr.3재료를 사용하여

1/2T-1TCT(CompactTension)표 시험편 (63.5×61×12.72mm)을 가공하 다.

이 시험편을 만능 기계시험 장비인 Instron에서 피로 시험을 통하여 균열을 생성,

성장시켰다.

각각 피로 cycle,N=1,000,2,000,5,000,10,000,20,000,40,000,60,000,80,000,

100,000,120,000단계마다 균열 길이에 따른 음 공명분 에 의한 비선형 특성을

측정하 고,이에 따른 라미터는 Table.3.3.1.1와 같다.각각 피로 cycle단계마다

음 비선형 응답특성을 디지털화된 음 공명시스템을 사용하여 각각 mode의

단계별로 가진 압을 2Vpp,4Vpp,5Vpp,10Vpp,20Vpp,50Vpp로 증가시

켜 공명 진폭을 측정하 다.

시험편의 공명모드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로그램인 RPMODEL을 사용하여 (1,1)

mode,(1,2)mode,(1,3)mode의 공명주 수를 찾았고,이에 따른 공명스펙트럼을

수집,분석하 다. 균열이 생성된 CT시편은 외부 진동과 온도변화 는 미세한

공기 흐름의 향을 피하기 해 이 챔버 안에서 실험하 고,치실로 매달아 시

편이 자유로운 진동을 할 수 있게 하 다.CT시편 양쪽에 PZT센서를 부착하여

한쪽은 functiongenerator와 amplifier를 통해 가진하 고,다른 한쪽은 amplifier와

연결하여 computercontroller를 통해 data를 수신하다(Fig.3.3.1.1참조).

PZT 센서로 실험한 결과를 객 화하기 해 피로 진행 120,000cycle후,laser

vibrometer를 사용하여 (1,1)mode에서 가진 압의 변화에 따른 주 수 이동 상

과 정규화된 공면 패턴 한 확인하 다. 속재료의 탄성계수 음속은 온도에

따라 변화하므로 측정된 음 공명신호를 온도에 해 보정하 다.모든 측정 데

이터는 사용된 시험편의 음속 탄성계수의 온도의존성을 감안하여 모든 측정 데

이터를 25℃로 보정하 고,신호 수집 동안에 온도 변화는 ±0.1℃로 유지시켰다

(Fig.3.3.1.2).각 피로 cycle단계 마다 가진 압을 변화시키면서 공명 패턴을 수집

하여 가진 압 는 동 변 에 한 공명주 수의 이동 정규화된 공명 진폭

으로 표 하 다.

Table.3.3.3.1Fatiguetestparameters

Set point Max Min △K Frequency

450 kg
750 kg

(25 MPa√m)

150 kg

(5 MPa√m)
20 MPa√m 10 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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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3.1.1SchematicdrawingofNRUSsetup.

Fig.3.3.1.2Experimentalsetup.

 

Fig.3.3.1.3(a),(b)를 비교해보면,두 그래 가 가진 압이 2Vpp,4Vpp...50

Vpp,100Vpp로 증가함에 따라 공명주 수 이동과 정규화된 공명 진폭이 감소하

는 상을 보인다.PZT센서로 수신한 그래 의 정규화된 공면 진폭 감소가 laser

vibrometer로 수신한 것과 조 차이가 있으나,가진 압 증가에 따라 공명 진폭

감소가 비선형 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같은 유형으로 본다.

Fig.3.3.1.3(a)Normalizedresonancepattern

byapiezelectrictransducer.

 
Fig.3.3.1.3(b)Normalizedresonancepattern

byalaservibro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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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3.1.4는 (1,3)mode에서 크랙의 길이에 따른 음 공명 신호와 이를 정규화

한 신호를 보여주고 있다.CT시편에 균열 크기를 증가시켜 크랙의 생성 길이에 따

라 가진 압을 2Vpp~160Vpp로 변화 시키면서 측정하 다.크랙의 길이가

 (Fig.3.3.1.4(a′))일 때 가진 압이 증가함에 따라 공명주 수 이동이 거의

일어나지 않지만,크랙의 길이가 일 때 가진 압이 차 증가함에 따라 공명

주 수의 이동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하 다.이처럼 (1,3)mode에서는 크랙의 길이

가 략 일 때 크랙 탐지가 가능하며 이는 (1,2)mode와 같다.하지만 크랙의

생성 길이가 ,로 차 증가 할수록 (1,2)mode보다 공명 주 수의 이

동이나 정규화된 공명 진폭의 감소 상이 훨씬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하 다

(Fig.3.3.1.5).(1,3)mode에서도 크랙의 생성 길이가 차 증가 할수록 주 수 이동

상과 더불어 정규화된 공명 진폭의 감소 상을 찰 할 수 있지만,이후 균열 길

이가 증가 할수록 주 수 이동과 정규화한 공명 진폭의 감소 상은 거의 변화하지

않거나,선형 으로 변화하지 않고 있다.이것은 비선형 특성이 기 미세균열에

해 민감하며 이후 균열이 상당한 크기로 성장하는데 해서는 비교 덜 민감하다

는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 용한 비선형 음 공명분 법은 기 미세결함

는 결함 발생 기를 진단하는데 효과 이라고 볼 수 있다.

   

(a)N=1,000cycle≈  (a′)N=1,000cycle≈

   

(b)N=2,000cycle≈ (b′)N=2,000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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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5,000cycle≈  (c′)N=5,000cycle≈

   

(d)N=10,000cycle≈ (d′)N=10,000cycle≈

   

(e)N=20,000cycle≈ (e′)N=20,000cycle≈

   

(f)N=40,000cycle≈ (f′)N=40,000cycle≈



- 53 -

   

(g)N=60,000cycle≈ (g′)N=60,000cycle≈

   

(h)N=80,000cycle≈ (h′)N=80,000cycle≈

   

(i)N=100,000cycle≈ (i′)N=100,000cycle≈

   

(j)N=120,000cycle≈ (j′)N=120,000cycle≈

Fig.3.3.1.4ResonanceandNormalizedresonancepatternofcrackedCTspecimen[1,3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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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3.1.5 Resonance frequency shiftvs.dynamic

strainforeachfatiguesteps(1,3mode).

피로진행을 최종 120,000cycle진행 후,CT시편을 괴하여 면을 학 미경과

(Fig.3.3.1.6)육안으로 찰 한 결과 피로 진행 cycle에 따라 아래 선을 확인 할 수

있었다.그 결과 20,000cycle일 때 ,40,000cycle일 때 ,80,000

cycle일 때 인 것을 확인하 다.Fig.3.3.1.7은 120,000cycle진행 후 시편에

서 육안으로 보이는 크랙의 길이가 인 것을 측정한 것이다.이를 바탕으로

Fig.3.3.1.8은 피로 cyclenumber에 한 크랙의 길이를 그래 로 나타낸 것이다.

Fig.3.3.1.6Estimationoffatiguecracklengthat

eachstageoffatiguecycle.

  
Fig.3.3.1.7Measuredascracklength=

 afterN=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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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3.1.8 Crack length vs.Number of

Fatiguecycle.

 

마.결론

균열이 존재하지 않는 CT시편의 경우에는 비선형 라미터가 나타나지 않고

선형 특성만이 나타나지만,미세균열이 존재하는 CT시편의 경우 음 공명 패턴

으로부터 가진 압을 변화함에 따라 추출된 비선형 라미터인 공명주 수 이동

상 정규화된 공명 진폭의 감소 상을 통하여 기 미세균열 검출이 가능함을

PZT센서와 laservibrometer를 사용하여 확인하 다.

이처럼 공명 주 수 이동 상과 정규화된 공명 진폭의 감소 상은 1,1mode일 경

우,균열 길이가 부터 탐지되었고,1,2mode와 1,3mode는 균열의 길이가

략 부터 탐지된 것을 확인하 다.그러나,이러한 비선형 라미터는 균열 길

이 증가함에 따라 상응하는 변화를 나타나지 않음을 확인하 고,이 결과로 비선형

라미터는 기 미세균열 단계를 진단하는데 더 효과 인 방법이라고 단하 다.

2. 이 진동계에 의한 국부 비선형 음 계수에 의한 결함 상화

탄성 의 비선형성은 그 가진 에 지가 매우 높을 경우에 발생하는데 이를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즉 가진 에 지가 비교 낮을 경우,즉 strain이   정도일 때

에는 고조 (HigherHarmonics) 상과 WM (WaveMixing)이 발생한다.여기서

가진 압이 어떤 문턱값을 과하게 되면 공명의 불안정성이 나타나서 USB

(UltrasonicSub-harmonics).라는 상이 발생한다.문턱값 크기는 주 수에 좌우되

는데 주 수가 sub-harmonicresonance가 발생하는 주 수와 일치할 경우 Fig.

3.3.2.1에 보이는 바와 같이 주 수 혼합 (frequencymixing)이 가능한 최소 압과

주 수 조건을 알아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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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3.2.1Variousphenomenaoccurredwhenhigheracousticexcitationvoltage.

시편의 국부 인 음 비형성을 측정하기 해 이 진동계 (Polytec사 제품

모델,QFV-534)를 사용하 다.스캐 를 사용하여 이 진동계가 시편 표면을

이동하면서 국부 비선형 음 특성을 측정하도록 하 으며 실험실용 function

generator와 증폭기를 사용하여 가진 압을 제공하 다.가진 압을 증가시켜 가

면서 공명주 수에서의 신호패턴을 오실로스코 로 확인하 다.실험장치 개략도와

실제 사진을 Fig.3.3.2.2 Fig.3.3.2.3에 보 다.

Fig.3.3.2.2 Photo of a laser

vibrometer and scanner for

nonlinearimageofcracks

Fig. 3.3.2.3 Photo of a nonlinear

excitationofultrasound.

시편의 먼 주 수를 sweep하면서 시편의 공명주 수를 측정하니 본 시편의 경

우 37.08kHz에서 비교 신호가 양호한 공명이 나타났다.이 조건으로 가진 압

을 40V에서 120V까지 변화시키면서 나타나는 공명주 수 패턴을 주 수 역과

시간 역에서 측정하 다.Fig.3.3.2.4(a)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 가진 압이 20V,

즉 strain으로 환산하여 
  정도일 경우에는 기본 공명주 수 이외에 2배수 고조

신호와 약한 3배수 고조 신호가 나타난다.가진 압을 증가시켜 60V로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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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경우 (c)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본공명주 수의 1/2 값의 공명신호 즉

sub-harmonic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한다.이후 가진 압을 70V이상으로 올릴 경

우에는 Fig.3.3.2.4(e)~(h)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우 높은 진폭의 sub-harmonic신

호가 나타나며 시간 역 신호 형도 그러지기 시작한다.국부 비선형 음 인

자로 sub-harmonic를 사용하면 균열에 한 매우 높아서 미세 균열 측정은 물론

그 형상까지 얻을 수 있다.

Fig.3.3.2.5에 아크릴 에 존재하는 날카로운 균열을 스 치하 다.이러한 균열에

해 이 진동계를 스캔하면서 기본주 수 다양한 고조 주 수에서의 신호

인자를 추출하여 mapping하 다.Fig.3.3.2.6에 보인 바와 같이 기본주 수 20

kHz로 가진하고 이 진동계에서 수신된 신호가운데 20kHz성분만을 plot하면

균열의 상을 볼 수 있다.Fig.3.3.2.6(b)에서는 2배수 고조 인 40kHz성분에

한 plot이고 Fig.3.3.2.6(c)에서는 3배수 고조 인 60kHz에 한 plot이다.일반

으로 고조 신호는 홀수 배수의 고조 가 짝수 배수의 고조 보다 균열에 더 민

감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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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3.2.4Observationofultrasonicsub-harmonicandresonanceins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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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2.5 Image of

crackinginAcrylicpl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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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3.2.6ImagesofcrackinanAcrylicplatefrom varioushiigherharmonicssig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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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미세 부식손상 진단기술 개발

1.펄스와 류를 이용한 보온재 비해체식 배 감육 평가기술 개발

가.서론

와 류 비 괴시험 분야에서 최근 연구 개발 동향은 통 인 정상 사인

(steady-state,sinusoidalcurrent)보다는 펄스 류를 이용한다.이는 정상 인 경우

류 도가 낮아 시험체의 표면근처의 정보만 얻을 수 있는 반면 펄스 를 사용할

경우 류 도를 높일 수 있어 시험체의 내부정보까지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펄

스와 류는 1950년 이래로 속의 비 괴 시험에 이용되어 왔으며,검사하의

시험체에 와 류를 유도하여 fieldcoil을 통과하는 일련의 류 펄스를 이용한다.

유도된 와 류는 투과율, 도율,벽두께,표면결함과 로 시험체(lift-off)사

이의 거리 등의 시험체 특성에 의해 향을 받는다.결과로 생긴 와 류는 탐 자

코일에서 압펄스를 유도하는 펄스자기장을 발생시킨다.탐 자 코일에서 유도된

압은 시험체의 표면결함과 벽두께와 련한 정보를 포함한다.벽두께와 결함 정

보는 time-sampling기술을 이용하여 유도된 압펄스로부터 추출된다.그 에서

략 0.1μsec의 문턱펄스는 유도된 압펄스를 작은 증분으로 샘 링하는데 이용된

다.문턱펄스의 치 즉,samplingpoint(SP) 치는 유도된 압펄스의 체 시간

기간에 하여 조정할 수 있다.단지 외부 표면 결함 정보는 압펄스의 기 치

에서 나타나는 반면에,외부 내부의 표면 결함과 벽두께 정보는 압펄스의 끝

부분에 나타난다.

특히,펄스 류장의 순간 인 특성은 정상상태 와 류에 용할 수 없었던 신호

처리 방법을 이용한다.더 많은 정보가 단일펄스신호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샘

링 기술은 시험된 변수와 계가 있는 부분의 정보를 포함하는 펄스의 특별한 포

인트를 선택하여 이용될 수 있다.열 으로 더 안정성이 있고 분해능이 높은 은

일반 인 와 류시스템에 비하여 펄스와 류시스템의 유리한 특성이다.동시에 펄

스와 류시스템의 기본 인 분석은 펄스형태에 향을 미치는 변수들과 펄스 류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펄스와 류 의 이러한 특성들을 이용하여 항공기

합부나 보온재로 둘러싸인 배 내부의 결함을 탐지하는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다.

펄스와 류 시스템은 펄스증폭기,신호를 탐지하고 탐 자의 홀센서를 구동하기

한 자회로 탐 자와 데이터 수집 장치로 구성된다.펄스와 류 시스템은 상용

으로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세계 각국의 연구 에서는 각자 목 에 따라 독자 으

로 시스템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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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펄스와 류를 이용한 보온재 비해체식 배 감육 평가

고온의 유체가 흐르는 배 에서는 유체의 열손실을 방지하기 하여 Fig.3.4.1.1

에서 표시된 것처럼 시험체는 배 을 연체로 둘러쌓고 있으며 그리고 이를 보호

하기 하여 피복재가 연체의 표면을 감싸고 있다. 연체는 일반 으로 카본 실

리카 계통을 사용하여 피복재는 스테인 스강 등 비자성 계통의 얇은 재를 사용

하고 있다. 산모사 결과는 와 류 신호가 각 경계에서 어떻게 변화 하는지를 보

여 다.

Fig.3.4.1.1Topview ofapipewithcladding

andinsulationandexternallylocatedprobe.

피복재로 주로 사용되는 재료는 알루미늄 합 , 스테인 스강 그리고

galvanized-steel등이다. 연재와 세 종류의 피복재를 통과하는 펄스와 류의 거동

을 산모사 하 다.Fig.3.4.1.2은 피복재가 없을 경우와 다른 종류의 피복재를 통

과하는 동일한 배 의 펄스와 류 신호를 산 모사한 결과를 보여 다.여기서 W

는 폭을 의미하며, 호 안의 첫 번째 숫자는 피복재의 바깥쪽 표면으로부터 연

체의 배 쪽 표면까지의 거리이며 두 번째 숫자는 피복재의 표면으로부터 배 의

안쪽 면(내면)까지의 거리이다.따라서 두 번째 숫자에서 첫 번째 숫자를 빼면 배

의 두께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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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4.1.2 Change of signal B(t) due to claddings. 

/No: no cladding layer; 

/Zn: with galvinanized-steel cladding; 

/Al: with aluminum-alloy cladding; 

/Stl : with stainless-steel cladding

그림의 신호는 다음을 표시한다.

l 인가 류가 증가할 때와 류가 끊어지고 난후,같은 피복재에서 신호는 배 의

두께와 계없이 거의 일정하다.이것은 이 단계에서 와 류는 피복재에 집 되

어 있고 신호는 주로 피복재의 성질을 반 한다.

l 그러나 인가 류가 끊어지고 난 후 시간이 경과하면,동일한 배 의 두께를 가

진 시험체의 신호는 피복재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거의 동일하다.긴 시간동안

와 류는 배 의 벽 속으로 투과해 들어가고 배 벽에서의 와 류 도는 피복

재 내부에서의 와 류 도보다 크고 결과 으로 자기장의 외부 신호를 지배한

다.결과 으로 같은 두께를 가진 배 의 신호는 피복재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같아진다.

l 얇은 두께의 배 에서 와 류는 두꺼운 두께의 배 에서 보다 빨리 감소한다.

따라서,오랜 시간에서, 5mm 두께의 벽을 가진 배 에서 출력신호에 한 피

복재의 향은 10mm 두께의 벽을 가진 배 에서 보다 크다.

l 도도가 높은 알루미늄 합 으로 된 피복재를 통과하는 펄스와 류 신호는

도도가 낮은 galvanized-steel피복재를 통과하는 것보다 크다.실용 인 용도에

서 자기장의 탐지능력을 고려하면 낮은 자기장을 측정하는 것은 힘들므로

galvanized-steel의 피복재를 통과하는 두께변화를 측정하는 것은 더욱 도

인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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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펄스와 류 시스템 개발

가.펄스와 류의 작동 원리

펄스와 류의 기본 원리는 시험하고자하는 속의 표면에 치한 솔 노이드에

서 펄스 류가 인가되면 인가 류와 방향이 반 인 와 류가 속 표면에 유도되는

데 이 와 류는 시험체의 결함이나 균열 등에 따라 변화한다.따라서 재료의 성질

에 따라 변화하는 와 류를 측정함으로서 시험체의 정보를 알 수 있다.시험체에

흐르는 와 류에 의하여 유도되는 자기장을 측정 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는 코일센서를 사용하는 것이데,코일을 통하는 총 자속(N(dφ/dt))에 비

례하는 류가 유도되므로 이 류를 측정하는 것이다.두 번째는 홀센서나 GMR

센서 같은 자기센서를 사용하여 자기장의 세기를 측정하는 것이다.홀센서는 자속

도의 수직성분에 반응하며,센서면 이나 자속의 시간변화율과는 무 하다.

펄스와 류시스템에서 요한 원리 특징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Fieldcoil에 흐르는 류의 펄스는 코일 주 의 공간에 자기장을 생성한다.

이 자기장의 강도는 시간에 따라서 변화한다.

2) 류의 시스템은 코일의 자기장범 내에 도체에 유도되어진다. 류는 시

험체 내로 확산하며 기하학 경계,결함 도율이 다른 재료의 층과 같은

불연속에 의해 반사될 수 있다.

3)반사된 류는 시험체 가까이에 치된 탐지코일의 단자에 압의 펄스로써

검출된다.

4) 압 펄스는 시험 시편에 한 한 정보를 얻어내기 하여 회로의 다양

한 타입에 의해 처리되며 유용한 형상으로 나타낸다.

펄스와 류시험의 가장 요하고 유리한 두 가지는 다음과 같다.첫째,펄스 구

동 류는 고유의 역 신호를 생성한다.원칙 으로 이것은 와 류법에 의한 시

험체로부터 측정될 수 있는 것보다 더욱 많은 선택 인 정보를 포함한다.둘째,펄

스의 low dutycycle은 시험체 주 에 상 으로 높은 피크의 자기장을 생성한

다.높은 자기장 탐 자는 일반 인 와 류 장치에 이용된 탐 자로 얻어질 수 없

는 고분해능을 갖도록 설계될 수 있다는 이다.

교류 류가 통하는 코일을 도성 물체, 속에 근시키면 Fig.3.4.2.1과 같이 물

체 내부로 와 류가 유도된다.이 게 유도된 와 류에 의해 발생되는 자장은 원래

코일에 의해 발생한 자장에 해 반 방향을 가지며 코일 임피던스는 이 게 유도

된 와 류에 의해 한 향을 받는다.여기서 일반 인 와 류에서는 사인 를

사용하는 데 반해 펄스와 류에서는 유한한 짧은 시간동안 발생되는 펄스 는 사

각 를 사용하며 시편에 유도된 와 류가 재료의 변수 즉 결함이나 재료의 비균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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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의해 그러지게 되면 그 변화를 측정하여 결함이나 재료의 상태를 련짓는

다.

와 류탐상법에서 요한 인자의 하나로 검사체의 투자율과 기 도도 해당 주

수에 의해 다음 식과 같이 와 류의 침투 깊이가 결정된다.

 





여기서  는 표 침투깊이, 는 주 수 (Hz), 는 자기투자율 (H/m), 는 기

도도 (S/m)이다. 식에서 와 류 침투 깊이와 주 수는 역수 계이므로 Fig.

3.4.2.3에 보인 바와 같이 주 수가 낮으면 침투깊이가 커진다.강자성체는 투자율이

수백에서 수만까지 매우 높으므로 류가 시험체의 표면에 주로 분포하고 류가

투과할 수 있는 깊이에 제한이 있다.

펄스와 류법은 짧은 시간에 사각 를 가진하여 역 주 수 특성을 가지는데

이러한 역 특성으로 인하여 다양한 침투깊이에 한 정보를 동시에 얻을 수 있

다.따라서 통 인 와 류탐상법에서 주 수를 변경시키면서 주 수별 다른 신호

를 취득하는 것에 비해 신호수집 시간을 약할 수 있다. 한 와 류장을 측정하

기 해 다양한 형태의 센서,즉 코일,hall센서,GMR센서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나.펄스와 류의 기본이론

Fig.3.4.2.2에 보인 바와 같이 AC자기장  에 의해 와 류  가 검사체에 유

도되며 이 와 류에 의해 2차 자기장  가 발생한다.따라서 자기장을 측정하는

hall센서에서는 두 자기장의 합   을 감지하게 된다.여기서 사각펄스

와 련되는 계식은 다음과 같다.

사각펄스:      ≥ 

퓨리에변환:  
∞

∞

exp

사각펄스에 한 퓨리에 스펙트럼: 

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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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4,2,1Principleofeddycurrentcreation

Fig.3.4.2.2Measurementofeddycurrentfieldusinghallse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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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4.2.3 Therelation between driving frequency and penetration

depth

다.펄스와 류 해석

탐 자에 의한 펄스와 류 다음 Fig.3.4.2.4와 같은 R-L직류 등가회로에 의하

여 묘사된다.계단함수 가 코일의 입력으로 주어질 때 코일과 항을 통하여 흐르

는 류는 다음과 같이 Kirchhoff의 법칙에 의하여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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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4.2.4 EquivalentRL transient

circuitmodelofdrivingcoil

  


이식의 해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여기서 L/R은 시정수로서 기의 류가 즈의 법칙에 따른 역 류의 항 때문

에 정상 류로 되는데 까지 걸리는 시간이다.

탐 자 에 시험편이 없을 때,즉 탐 자가 공기 에 놓여 있을 때,자기장은 단

순히 구동 류에 비례한다.그러나 탐 자가 속 시험편 에 놓여 있을 때 시험

편에 유도된 와 류 가 자기장의 증가를 방해하기 때문에 류가 일정한 값에 도달

하기까지 에는 시간이 걸린다.따라서 와 류는 두 개의 코일이 서로 결합하고 있

는 상호유도 상과 비슷하게 된다.이 상호 인덕턴스는 이차회로의 부하 때문에

코일의 임피던스로 작용하게 된다.즉 시험편에서의 와 류는 일차 구동코일로 되

돌아와서 펄스 류가 증가하는 것을 방해하게 되며 와 류는 부하 항 요소로 작용

하여 시험편에서의 에 지손실을 나타내게 된다.따라서 코일이 시험편에 가까이

갈 때 임피던스는 증가하게 된다.Fig.3.4.2.5는 구동코일에서의 과도해석 결과를

측정값과 비교한 것이다.코일의 임피던스는 코일 압을 일정한 구동 류로 나

것으로서 유도 리액턴스라고 불린다.코일의 자기장 속에 장된 에 지는 코일의

인덕턴스에 직 비례하므로,와 류에 의한 반 되는 자기장은 자속손실을 감소시

키며,이것은 인덕턴스를 감소시키며 결과 으로 장된 에 지를 감소시킨다.자기

장은 시험편에 따라 달라지며 코일의 임피던스도 달라진다.따라서 어떠한 재료의

성질이나 기하학 변화는 와 류의 분포에 향을 미치며 한 련되는 자기장은

코일의 임피던스를 변화 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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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2.5 Transient response of the exciting coil

measuredandfitted.

Fig.3.4.2.5에서 처럼 코일에 인가 류가 흐를 때 인가 류가 가해지는 시간동안

류는 최 값에 도달한다.인가 류가 갑자기 끊어질 때 류의 거동은 로그스

일로 감소하게 된다.인가 류가 끊어진 후 오랜 시간이 경과하면 감소신호의 로

그 값은 시간에 따라 거의 선형으로 감소한다.따라서 보온재 에 피복재(cladding)

으로 덮 있는 시험편에서

l 인가 류가 끊어진 직후,와 류는 피복재에 제한되어 있으며,배 의 감육 여부

와 계없이 감쇠 신호는 거의 차이가 없다.

l 인가 류가 끊어진 후 시간이 경과하면 와 류는 배 의 벽으로 침투해 들어가

며 신호는 배 의 두께에 따라 변하게 된다.

l 동일한 잔여 두께를 가진 두 시험체에서 신호의 감쇠 거동은 감육이 일어난

치와 계 없이 거의 일정하다.

l 배 의 두께가 얇을수록 신호감소는 빠르다.

3.보온재 비해체식 배 감육 평가를 한 펄스와 류 탐 자 제작 실험 결과

가.스테인 스강 배 재에 한 감육평가 연구

스테인 스강은 비자성체 이므로 자기이력이 없다.따라서 자기이력이 있는 자

성체와는 류인가 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난다.비자성체는 자기이력이 없으므로

단일 펄스를 여러 번 반복하여 인가하여도 단계의 측정이 바로 뒤의 측정값에

향을 미치지 않는다.따라서 탐 자 제작에서도 고려해야할 사항이 비교 단순하

다.펄스와 류의 특성은 탐 자 제작에 있으며,탐지하고자하는 상체에 따라 알

맞은 탐 자를 제작 하여야 한다.탐 자 제작에는 많은 경험과 시행착오가 요구되

며 수많은 실험을 거쳐야 한다. 탐 자가 시험편 에 놓여있을 때 홀 센서는 구



- 69 -

동코일에 의한 자기장과 시험편에서 유도된 와 류에 의하여 생성된 자기장과의 차

이를 감지한다.

Fig.3.4.3.1Theblockdiagram ofthePECsystem.

Fig.3.4.3.1은 배 의 감육을 평가하기 한 펄스와 류 장치의 구성을 나타낸 것이

다.함수발생기에서 사각형의 펄스를 생성한 후 펄스증폭기를 사용하여 증폭한 후

탐 자에 인가하 다.시험편에서 유도된 신호는 증폭기를 사용하여 증폭한 후 컴

퓨터로 처리하 다.

탐지된 펄스의 최고 에 도달하기까지의 기울기는 시험편의 얇은 부분(두께가 작을

때)에서는 가 르며,시험편의 두께가 증가할수록 어든다.코일에 가해진 계단모

양의 압은 시험편에 탐지코일의 류방향과 반 인 격한와 류(transienteddy

current)를 야기한다.결과 으로 우리는 구동코일에 흐르는 류에 의한 자기장과

시험편에서 유도된 류에 의한 자기장과의 차이를 감지하며,이 마지막 신호는

도도와 와 류 두 가지 효과에 의존한다.시험편의 두꺼운 부분에서 인가된 자기장

은 계단형태의 압특성(펄스 압에서 처음에 격히 증가하는 가 른 부분은 높은

주 수를 포함한다)때문에 시험편의 두꺼운 부분을 투과할 수 없다.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기장은 시험편에 더욱 깊숙이 침투하며 와 류는 최 로 증가한다.나 에

는 와 류는 시험하고자 하는 재료의 기 항에 의하여 0으로 어든다.따라서

측정된 신호는 재료의 와 류에 의한 자기장의 변화이다.

1)차동형 탐 자

센서에서의 구동 류에 의한 향을 제거하기 하여 보통 차동형 탐 자를 사

용한다. 차동형 탐 자는 구동 류에 의한 자기장의 향을 배제하기 하여 두

센서에서 공통되는 것을 빼는 방식이다.차동형 탐 자의 유리한 은 측정하기

에 기 신호를 장할 필요가 없다는 이다.배 감육을 측정하기 하여 차동

형 탐 자를 제작하 으며,Fig.3.4.3.2과 같이 차분배열로 구성된 두 개의 홀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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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루어져 있다.

Fig. 3.4.3.2 Design of differential probe.

탐 자가 시험편 에 치하고 있을 때 가해진 펄스 류는 반 방향의 유도자속을

야기한다. 기 항에 의하여 유도 류는 시간에 따라 지수 으로 감소한다.Fig.

3.4.3.3에 각각의 홀센서에 의한 응답과 차동신호(Vdiff=H2-H1)를 보여 다.탐 자

가 공기 에 있을 때 센서 H1,H2로부터의 응답은 거의 같다.따라서 차동신호는

0이다.탐 자가 시험편 에 있을 때H1이 H2보다 시험편에 가까이 있기 때문

에 유도된 와 류는 H2보다 H1크며,따라서 최 값에 도달하는 데 있어서 H1

에서의 응답은 H2에서의 응답보다 느리다.만일 시험편의 두께가 증가하면 큰

도단면 은 높은 와 류를 야기하므로 H1에서의 응답은 더욱 느리게 정상상태로

도달한다.따라서 시험편의 두께가 증가하면 H1에서의 증가시간 한 증가한다.

Fig. 3.4.3.3 Response from the individual Hall-sensors, 

H1 and H2, and differential signal (Vdiff) from the probe 

when it was mounted on the 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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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온재의 두께에 따른 스테인 스 시험편에서 배 감육 평가결과

차동형 탐 자를 사용하여 보온재의 두께에 따라서 배 감육을 모사해 보았다.

탐지된 신호의 피크 값과 같은 시간 역의 변수가 시험편의 두께변화를 모사하는데

사용되었다.lift-off는 시험체와 펄스와 류 탐 자 사이의 거리를 말한다.와 류

의 특성상 lift-off가 증가할수록 신호는 격히 감소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이를 극

복하기 해서는 더욱 큰 류를 인가하여야 한다.

PEC를 이용하여 배 의 감육을 평가하기 하여 Fig.3.4.3.4와 같은 시험편을 제

작 하 으며 실험방법은 Fig.3.4.3.5에 표시한 것처럼 보온재를 모사한 아크릴 연

체를 시험편 에 놓고 스캔함으로서 시험편의 두께변화를 측정하 다.보온재의

두께가 각각 5,8,10,18mm에서 이 코아형 차동형 탐 자를 사용하여 시험편의

두께 변화에 따른 펄스와 류 신호변화 모양은 Fig.3.4.3.6에 표시하 다. 연체의

두께에 따라서 탐지된 신호의 피크 값과 같은 시간 역 형태변화를 시험편의 두께

변화로 해석한 결과는 Fig.3.4.3.7에 나타나 있다.

Fig.3.4.3.4 Thestainlesssteelsamplewhich isused forexperimental

purpose.Samplehavingthethicknessvariationfrom 1mm to5mm stepby

stepconfiguration(1mm each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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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4.3.5Theexperimentalconfigurationtotestthethicknessvariation

ofsample

Fig.3.4.3.6.Detectedpulseasafunctionofvariationinthethicknessof

thestainlesssteelatdifferentinsulationthick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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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4.3.7Thepulseamplitudeasafunction

ofsamplethicknessatdifferentthicknessof

insulations.

3)스테인 스강 배 에서의 펄스와 류 (PEC)를 이용한 감육평가 기술개발

일반 으로 배 을 덮고 있는 보온재의 두께는 1인치 이상이며 따라서 보온재

를 해체하지 않고 배 의 감육을 측정하기 해서는 lift-off가 1인치 이상이 되어

야 한다.이러한 조건을 만족하기 해서는 자기장의 침투가 용이하도록 탐 자 직

경을 크게 만들어서 탐 자 감도를 증가시켜야 한다.Fig.3.4.3.8은 스테인 스 배

을 모사한 시험편을 제작하여 자체 제작한 왼편의 실험 장치를 사용하여 시험한 결

과이다.시험편은 배 감육 형상을 (직경 112mm,두께 6mm)모의하여 보온재 두

께 30mm 조건에서 실험한 결과를 보 다 (Fig.3.4.3.8우측 상단 그림).

Fig.3.4.3.8Pulsed eddycurrentequipment(left)and testresult.Theupper

figure representthe wallthinned configuration ofpipe measured by the

mock-uppipeatthelift-off30mm.Themountlikesignalisattributedtothe

jointnutfortheconnectionoftwoseparatedpi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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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강자성 배 에서의 감육평가

실제 장에서 부분의 배 은 강자성체인 탄소강으로 제작된다.탄소강은 자

기이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같은 결함을 반복해서 측정할 경우 이 측정에 의한 잔

류자화가 그다음 측정에 향을 주게 되므로 이를 감안하여 펄스 류를 인가하여야

한다.그런데 기존 모노폴러(monopolar)펄스 자기장을 사용할 경우,강자성 배 에

서는 잔류자화로 인하여 연속 측정 시 재 성있는 데이터의 획득이 불가능하다.

한 강자성체는 투자율이 매우 크므로 스테인 스강의 경우와 같은 정도의 주 수를

사용할 경우 자기장이 배 의 표면 주 에만 집 되기 때문에 두께 변화를 탐지할

수 없다.따라서 배 두께 정도의 투과 깊이를 얻기 해서는 극 주 를 사용하

여야한다.이를 하여 바이폴러 형으로 된 사각 펄스 를 인가함으로서 처음 양(+)

의 방향 류에 의하여 자화된 배 이 일정 시간 후 음(-)의 방향 류에 의하여 자

기 소거되도록 하 다. 한 균일한 자기장을 인가하기 하여 자화 요크의 양 다

리에 4개의 코일을 칭 으로 감아 잔류자화에 의한 자기이력을 제거하고 양방향

에 칭자기장이 인가되도록 하 다.본 연구에서는 0.2~2sec정도의 극 주 를

가진 펄스 자기장을 인가하여 배 재료와 같은 시험체에 자속을 유도하고 시험체

에서의 유도된 자속의 변화를 센서로 검출함으로서 자성체로 이루어진 배 의 두께

변화를 정량 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하 다.

1)바이폴러형 펄스 자속에 따른 피검체의 두께 변화를 측정하는 펄스자기장을 이

용한 탐상장치는,시편과 비 하는 자화 요크를 구성하고 자화 요크의 외부에 코

일을 감아 교류자기장을 형성하 다.시험편은 Fig.3.4.3.4과 같은 모양의 탄소강으

로 제작한 시험편을 사용 하 으며,시험편의 크기는 폭이 160mm,길이 300mm,

각 계단의 길이는 60mm 로 제작 하 다.두께와 각 계단의 높이는 Fig.3.4.3.4과

동일하게 제작하 다.

Fig.3.4.4.1는 인가 자기장의 모양을 보여 다.펄스와 류는 높은 류 도에 의하

여 코일의 발열 문제를 고려하여야 한다.이를 하여 10주기 동안 인가하고 코일

이 냉각될 동안 가동을 지하 다.펄스의 주기는 약 0.2에서 2 정도로 조정 하

으며 이는 펄스의 침투깊이 시험편의 투자율 기 도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

하여야 한다. 의 실험은 0.7 동안 류를 인가한 후 0.7 동안 휴식한 후 다시

음의 방향으로 0.7 동안 인가하고 다음 0.7 동안 휴식하는 것을 반복하 다.

PEC는 류의 시간변화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류의 상승 시간(risingtime)과

하강 시간(fallingtime)이 매우 요하다,본 실험에서는 이 시간을 2usec로 하

다. 류가 최 에서 격히 0으로 감소할 때 Fig.3.4.4.2과 같은 PEC유도 신호

가 발생하며 이 신호를 해석하면 시험편의 두께 변화 즉 감육에 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이 그림은 lift-off즉 연체의 두께가 10mm 일 경우에 시험편의 두께

변화에 따라 유도된 PEC신호이다.시험편의 두께에 따른 PEC신호를 해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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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감소계수(decay-coefficient)를 정의하 다.여기서 진폭은 자기유도의 수 값

log(B)와 시간의 수값을 취하 다.Fig.3.4.4.3은 이 결과를 보여 다.감소계수

는 가장 두꺼운 부분의 감소를 1로 두고 두께변화에 따라 신호를 규격화 한 것이

다.Fig.3.4.4.3의 반부(진폭이 느리게 감소하는 부분)는 PEC의 고주 부분의 감

소이며 이는 주로 시험편의 표면에서 일어난다,와 류의 특성상 고주 는 침투깊

이에 의하여 시험편의 표면에서 격히 감소하며 시험편의 깊은 부분 (감육이 일어

나는 부분)에서는 주 성분이 지배한다.인가 류가 끊어진 후 탄소강에서 PEC

신호의 감쇠 거동은 같은 두께에서는 거의 일정하다.실제 시험에 있어서 PEC거동

은 피복재에 의하여 많은 향을 받는다.배 의 보온재가 높은 기 도도를 가지

는 피복재에 의하여 둘러싸여 있을 경우 낮은 도도의 피복재에 의하여 둘러싸여

있을 때보다 PEC신호가 크다.높은 도도의 피복재는 출력신호에 향을 미친다.

긴 시간에서 수(log)신호의 감소율은 lift-off의 변화나 측정 등의 요동에 덜 민감

하게 변화하므로 배 의 두께 측정에 하며 배 의 감육 정도는 감소계수나 미

리 얻어진 배 의 두께로부터 얻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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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기음향법에 의한 배 손상 정 측정

가.LambEMAT를 재에 용

발생되는 는 Lamb 로서 두께와 주 수에 따라 음속이 변하는 분산성이

있으므로,Fig.3.4.5.1의 분산곡선을 고려하여 주 수와 모드를 선택하므로 정한

검사조건을 선정할 수 있다.본 연구에서 사용한 재는 SUS304재료이고,두께는

0.5,1.0,2.0mm,폭은 25mm,길이는 1980mm 이다.사용 주 수(f)와 코일 간격

(D)은 다음 식에 의해 결정된다. 를 들면 코일 간격이 1.35mm 이면 두께 1.0

mm 일 때 주 수 0.8MHz가 합하다.

 






발생을 한 EMAT구조 시제품은 Fig.3.4.5.2과 같으며,이를 이용한

EMAT실험은 송신은 EMAT로 하 으나 수신은 감도 증 를 해 압 탐 자를

사용하여 측정하 다.이때 사용한 센서 치와 샘 에 한 정보는 Fig.3.4.5.3과

같다.수집된 A0모드 형 신호를 Fig.3.4.5.4에 나타내었다.

Fig.3.4.5.1Dispersioncurvesforplate(left:phasevelocity,right:roupvelocity)



- 78 -

Fig.3.4.5.2DesignofEMATforLambwavegenerationandactualEMAT

Fig.3.4.5.3Schematicdrawingoflocationofsensorand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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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이 음 미세열화 측정기술 개발

1. 이 간섭 변형률 측정기술 개발

가.미소변형 측정용 소형 디지털 이 간섭 시스템 개발

비 식 비 괴 측정방법인 이 간섭을 이용하여 물체의 미소 변 와 변형

률을 측정할 수 있는 이동식 소형 디지털 이 간섭계 장치를 개발하 다.개발

된 장치의 구성은 Fig.3.5.1.1과 같으며,실제 인장 시편의 변형률을 측정하기 한

실험에서는 면내 변형률 만을 측정하기 하여 카메라 앞의 빔 분할기 (cubeBeam

Splitter)를 제외한 구성을 사용하 다(Fig.3.512).

이 원은 단일 종모드를 가진 Frequency-doubled Nd:YAG 이 (532nm,

50mW)를 사용하 고,PZT를 사용하여 상이동을 통한 정량 분석이 가능하도록

구성하 다.연속발진 이 간섭 학계는 더욱 소형으로 구성할 수 있지만 장

용 테스트를 해본 결과 외부 진동의 향을 많이 받아서,본 연구에서는 진동의

향을 이기 하여 최종 으로 Fig.3.5.1.2와 같이 진동을 흡수할 수 있는 학

정반을 사용하여 삼각 에서도 진동의 향을 덜 받게 구성하 다.

반면에 장 용성을 높이기 하여 이동이 편리한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하여

체 시스템을 운 할 수 있게 장치를 개발하 고 외부 장치들은 통신방식에 기 하

여 원격으로 제어하 다.이를 하여 USB통신 방식에 기 한 카메라를 사용하여

상 신호를 획득함으로써 상처리보드가 필요 없는 장치를 개발하 고, 한 기

존 PZT제어장치가 지원하는 직렬통신 방식을 115,200baud율로 고속제어 함으로

써 외부진동의 향을 일 수 있게 구성하 다.본 연구에서 사용한 USB통신 방식

카메라의 사양은 Table3.5.1.1과 같다.



- 81 -

Fig.3.5.1.1Configurationofadevelopeddigitallaser

interferometer

Fig.3.5.1.2Photoofadevelopeddigitallaserinterfero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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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pickupdevice 1/4"CCD

CCDtype Inter-line

Pixelsize 5.6μm x5.6μm

S/N ratio 48dB

Electronicshuttermode 1/30~1/10,000sec,softwarecontrol

Gain softwarecontrol

ImageInterface USB2.0,digitaloutput

Totalresolution 692x504pixel

Maxresolution 640x480pixel

Operatingtemperature -10℃~50℃

Powerconsumption <5.0W,2.0W approx.

Power +5V,0.3A,USBport

Weight <230g

Dimension 50x56x59.3mm

Table3.5.1.1SpecificationsofausedUSBcamera

면의 변형률 측정을 한 면내(in-plane)간섭계의 원리는 Fig.3.5.1.3과 같다

[33-34].서로 간섭성이 있는 두개의 이 빔이 입사각  로 물체에 입사되고,반사

된 이 빔은 즈 L을 거친 후 상 센서 면 I로 입사하게 된다.물체 면이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두 빔의 상차가 생기게 되고,그 상차에 해당하는

간섭무늬를 형성하게 된다.I의 상 센서로는 보통 고분해능/ 노이즈 CCD 카메

라를 사용하고, 즈 L은 물체면 D를 상센서 면 I에 이미징하는 역할을 한다.

한 CCD 카메라에서 획득한 간섭무늬 상은 컴퓨터에서 실시간 처리를 하여

correlation간섭무늬를 실시간으로 얻을 수 있다.

측정은 물체가 변형하기 이 에 형성된 I면에서의 간섭무늬를 기 으로 하여,변형

된 후의 간섭무늬를 빼서 처리하면 실시간으로 물체의 변형 상태를 나타내는 이

간섭무늬를 얻을 수 있다 [27-30]. 한 이러한 면내 변형 측정을 한 간섭계

구성은 이동(rigidbodymotion)에 해서는 간섭 감도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이

간섭계 에서는 외부의 향을 잘 받지 않는 구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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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5.1.3In-planedisplacementarrangementofLaser

interferometer

표면 변 에 한 정보는 두 빔의 상 차이의 변화에서 얻게 된다.변 가 있는

경우,두 빔의 상차는 다음 식으로 나타난다.

∆ 


sin  (1)

 : 방향의 displacement

 :laserbeam의 상(phase)

 :laserbeam의 장

 :입사각(측정 면의 수직과 이 빔이 이루는 각)

물체에 변형이 있으면 간섭무늬가 형성되는데,이 간섭무늬의 간격은 ∆  

에서 다음 식과 같이 구할 수 있다.

∆ ∆


sin   


(2)

∆ ∆


sin   



  :orthogonalthreeaxes

 


:normalstrain(longitudinalstrain)

 


:ro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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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Fig.3.5.1.3과 같은 in-plane간섭계에서는  방향의 변형률이 있거나( ),

 를 축으로 하는 회 ( )이 있으면 간섭무늬가 형성되어 나타나게 된다 .인장

시험기 등에서 물체의 회 이 없다면 물체의 변형률을 나타내는   항만 남게 되

고 이 간섭무늬의 간격을 분석함으로써 물체의 변형률을 측정할 수 있다 [31,32].

나.인장시험 환경에서의 변형률 분포 측정 실험

디지털 이 간섭계의 측정분해능은 수-수십 nm인 반면에 인장 시험 장에서는

여러 종류의 기계 장비들이 함께 운 되므로,구성된 간섭계 방식이 강체 운동에

둔감한 특성을 가짐에도 불구하고,외부 진동이 유입될 경우 정확한 상맵 측정은

실 으로 어려움을 장 실험을 통해 확인하 다.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실시간

찰이 가능한 기 간섭 상과 재 간섭 상의 차분 상을 측하여 측정시편

상에서의 스트 인 분포를 실시간으로 찰하 다. 기 단계로 본 연구에서는 Fig.

3.5.1.4와 같은 이 간섭계를 구성하여 인장 실험과정에서의 스트 인 분포를 측

정하 다.

Fig.3.5.1.5는 실험에 사용한 수로 압력 시편을 제작한 방식을 보여주며,Fig.

3.5.1.6은 실험 후 단시편 사진이다.Fig.3.5.1.7은 인장실험에 사용된 스트 인-스

트 스 커 이며,각 a,b,c,d,e,f,g,h,i,j 치에서 일시 정지시켜 간섭무늬

상을 장한 결과는 Fig.3.5.1.8과 같다.실험과정에서 변형이 커지면서 스펙클 이

동이 커지면 간섭성이 없어지므로 본 실험에서는 일정 단계마다 수동으로 멈추면서

실험을 수행하 다.

Fig.3.5.1.8에 간섭무늬 상에서 볼 수 있듯이 탄성 역(a,b,c,d,e)에서의 스트

인 분포는 시편 체에 일정하게 분포되지만,소성 역(f,g)에 들어가면서 앙부

보다 시편 양쪽에 상 으로 많은 분포가 이루어지면서, 차(h,i,j)로 우측부에

스트 인 분포가 몰리면서 이 부분에서 결국은 우측부 끝에서 단이 됨을 찰할

수 있다.



- 85 -

Fig.3.5.1.4 Photo ofconfigured interferometer to

measurestraindistributionofatensilespecimen

Fig.3.5.1.5Dimensionofatensilespecimen



- 86 -

Fig.3.5.1.6Photoofafracturedtensile

specimenaftertensiletesting

Fig.3.5.1.7Strain-stresscurveofatensile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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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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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5.1.8Differencefringeimagesofstressdistributionsandtheir3Ddispl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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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피로열화손상검사를 한 이 음 검사기술개발

가.피로 열화 손상 검사용 이 음 검사 시스템 구성

본 연구에서는 역 주 수 특성을 가진 이 음 를 이용하여 재료의 피

로열화 손상을 검출하기 한 비 괴 검사 장치를 구성하고 검출 실험을 수행하

다. 이 음 검사 시스템은 펄스 이 빔을 원거리에서 시편에 조사하여

음 를 원격으로 발생시키고,측정용 연속발진 이 빔을 시편 표면상에 조사하

여 음 에 의한 시편 표면의 미세이동을 원거리에서 원격으로 검출하여 비 괴검

사를 수행한다.측정용 이 빔을 이용한 시편표면상의 음 신호 검출은 시편

표면의 미세이동으로 나타나는 음 신호를 이 빔의 간섭으로 측정하는 이

간섭계가 수행한다.피로열화 손상 검출 실험을 하여 본 연구에서 구성한

이 음 검사 시스템의 구성도는 Fig.3.5.2.1과 같고,실험실 상에 구성한 검사

장치는 Fig.3.5.2.2와 같다.

Fig.3.5.2.1Configurationofaconfiguredlaserultrasonicinspectionsystem

formeasuringfatiguedamage

음 발생을 하여 본 시스템에는 펄스형 Nd:YAG 이 를 사용하 다.펄스

이 빔은 Q-switching방식으로 펄스빔이 생성되며,펄스 빔의 시간 폭 길이는 약

15ns이고, 장은 외선 역인 1064nm로 일반 으로 산업에서 리 사용되는

이 장치이다.펄스 이 빔이 시편 표면상에 조사되면 순간 인 열에 지 유

입에 의하여 음 가 발생되며,발생된 음 는 시편의 내부와 표면으로 해

간다.이때 시편 표면에서 나타나는 것은 음 의 에 의한 시편표면상의 표면

변 이다.그러므로, 장이 안정되어 있는 연속 발진 이 빔을 음 가 지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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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편의 표면상에 조사하면 이 빔의 간섭신호 형태로 음 신호를 검출해 낼

수 있다.본 시스템에서는 간섭 효율이 우수한 공 페 리-페롯 이 간섭계

(CFPI;ConfocalFabry-PerotlaserInterferometer)를 이용하여 음 신호를 검출

하 다.본 실험에서는 음 발생을 하여 약 20mJ의 펄스 이 빔을 조사하

으며,펄스 빔은 시편 표면상에 직경 약 4mm 크기의 원형 형태로 조사되었다.

Fig.3.5.2.2Photoofaconfiguredlaserultrasonicinspection

system formeasuringfatiguedamage.

나. 이 음 의 주 수 감쇠 특성을 이용한 피로열화 손상 검출 실험

본 연구에서는 재료의 피로열화 손상 검출 실험을 하여 Fig.3.5.2.3과 같은 사양

의 카본스틸 시편에 인장과 압축을 반복 으로 인가하여 피로열화 손상시편을 제작

하 다.시편의 체 크기는 130mm x16mm이고 열화 부 의 길이는 약 8mm

이며 시편의 두께는 4mm 이다.피로열화 시편은 단 싸이클 N을 기 으로 70%

인 Nx0.07싸이클과 90%인 Nx0.09피로 싸이클을 인가하여 시편을 제작하 으며,

제작된 시편은 Fig.3.5.2.4과 같다.Fig.3.5.2.4에서 (A)는 건 시편이며,(B)는

70% 피로 손상된 시편이며 (C)는 90% 피로 손상된 시편이다.Fig.3.5.2.4에 보이는

시편에서 피로손상은 주로 가장 약한 부 인 선 원형 안에서 발생될 것이다.

피로열화에 의한 손상은 재료 내부에 기포나 grainboundary,dislocation등에 의

해 수 μm 단 이하로 발생되므로 시편의 표면상에서 육안 찰로는 변화가 찰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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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5.2.3Specificationofafatiguedamagespecimen

Fig. 3.5.2.4 Photo of fatigue damaged

specimen

Fig.3.5.2.1에 보이는 바와 같이 본 실험에서는 펄스 이 빔을 피로열화 손상

시편의 앙부에 조사하 다.펄스 이 빔의 조사 면에서 발생된 음 는 반

면으로 송되고,반 면에서 재반사된 신호는 다시 조사면으로 송된 후에 다시

재반송되어 반 면으로 송된다.이와 같이 음 신호는 조사면과 반 면을 반

복하여 왕복진행을 하며, 이 간섭계는 측정시편의 반 면 표면상에서 발생되는

표면변 를 측정하여 음 신호를 획득한다.측정 상체의 표면변 에 응하여

이 간섭계로 획득되는 신호는 Fig.3.5.2.5과 같은 신호이며,Fig.3.5.2.6은 고

주 통과 필터의 통과 주 수를 2MHz로 설정하여 획득한 음 신호의 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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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5.2.5 Acquired laser ultrasonic signalfrom the

transmittedsignal

두께가 4mm인 형 카본 스틸 시편에서 획득된 음 신호는 Fig.3.5.2.6과 같은

신호이며,(0) 역의 신호는 기 이 빔에 의해 발생되는 잡음이 섞인 신호이며,

(1) 역의 신호가 이 빔에 의해 도달되는 첫 번째 음 신호이며,(2) 역의

신호는 두께 방향으로 왕복 진행한 후에 두 번째 도달하는 음 신호이다. 역

(3)의 신호는 세 번째 도달 신호이며 (4) 역의 신호는 네 번째 도달신호이다. 음

신호의 도착 시간으로 보면,L1신호가 첫 번째로 도달하는 종 신호이며,L2신

호는 두 번째로 도달하는 종 신호이다.L3신호와 L4신호는 세 번째와 네 번째 도달

신호이며,네 번째 이후에는 뚜렷한 종 신호가 찰되지 않았다.이는 발생된 이

음 의 장거리 진행으로 신호가 감쇠하여 종 신호의 강도가 타 신호와 구분

되지 않은 것으로 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 음 의 고주 성분 감쇠 정보를 추출하여 재료의 피로 손

상 정보를 추출하고자 한다.이를 하여,본 연구에서는 Fig.3.5.2.6과 같이 시간

역에서 획득한 음 신호에서, 기 잡음 성분인 (0) 역의 신호를 제거한 후에

(1)에서 (6) 역에 한 체 주 수 성분 감쇠 특성과 각 역별 감쇠특성을 분석

하여 피로손상 정보를 추출하 다.

건 시편과 70% 피로열화 손상시편 90%피로열화 손상시편에서 획득한 음

신호는 Fig.3.5.2.7,Fig.3.5.2.8,Fig.3.5.2.9과 같다.여기서 기 잡음 역인 (0) 역

은 제거하 다.

Fig.3.5.2.7에 보이는 바와 같이 시편 표면에 수직방향으로 왕복하는 이 종

신호는 시간 역에서 약 1.36μs마다 반복하여 획득되므로,각각의 시편에서 획득한

음 신호를 종 신호의 도달 시간을 기 으로 (1),(2),(3),(4),(5),(6) 역으로

각각 분할하 다.

피로손상에 따른 상 인 주 수 감쇠특성을 찰하기 하여 본 연구에서는 약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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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동안 획득한 체 이 음 체 신호에 한 정규화된 주 수 스펙트럼

을 구하 다. 음 신호의 시간 역 강도 분포는 매 발생 시 마다 변화가 심하므

로,본 연구에서는 1.36μs마다 반복하여 획득되는 종 신호의 강도를 동일한 값으

로 일치시키는 732kHz주 수에서 동일한 값으로 정규화된 주 수 스펙트럼을 구

하여 음 신호의 상 인 감쇠 정도를 찰하 다.

Fig.3.5.2.6Acquiredlaserultrasonicsignalfrom aintact

specimen

Fig.3.5.2.7Extractedlongitudinalsignalfrom theintact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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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5.2.8 Extracted longitudinal signal from the fatigue

damagedspecimenof70%.

Fig. 3.5.2.9 Extracted longitudinal signal from the fatigue 

damaged specimen of 90%.

Fig.3.5.2.10의 A신호는 이 음 의 거리에 따라 건 시편에서 획득한

이 음 신호의 정규화된 주 수 계수의 감쇠율이며,B신호와 C신호는 70%와

90% 피로열화 손상된 시편에서 각각 획득한 이 음 신호의 주 수 계수의

감쇄율이다.

Fig.3.5.2.10의 반복실험 찰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주 수 계수의 감쇠 변화율은

측정 시 마다 변화가 크게 있었다.본 연구에서는 평균 인 경향을 보기 하여 추

세선을 추가하여 감쇠율 변화를 찰하 다.Fig.3.5.2.10에 보이는 바와 같이 건

한 시편에서 음 신호의 거리에 따른 12.6MHz주 수 계수의 감쇠 그래

는 A의 실선이다.그리고 70% 피로 시편에서의 감쇄율 그래 는 B신호이고,90%

의 피로시편에서의 감쇄율 그래 는 C신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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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 에서 볼 수 있듯이,건 시편과 70%의 피로 시편은 거의 유사한 특성을 나타

낸다.90%의 피로 시편에서는 주 수 계수의 감쇠 신호가 찰되기는 하나 감쇄율

변화 값이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그러므로 특정 주 수 계수의 감쇠 정보를 이

용하여 시편 열화도를 측정하는 기법은 70% 정도의 열화도 에서부터 체 인 열

화도의 흐름은 찰될 수 있으나 일 된 형태의 열화도 정보를 추출하기에는 어려

움이 있었다.비록,이론 으로 미세 열화에 의한 음 신호의 감쇠는 발생하지

만,그 신호가 무 미약하므로 일반 인 실험환경에서 이를 측정하기는 어려울 것

으로 단된다.특히, 음 신호의 감쇠 특성은 재료의 표면조건과 시편의 체

구조 특성에도 크게 의존하므로 피로 손상도를 측정하기 해서는 매우 정 한

시편제작과 정 한 시험 조건하에서만 신호가 검출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재료 내부의 미세 피로손상에 한 정보를 더욱 정 하게

검출할 수 있게 하는 음 의 비선형 특성 정보를 이용하여 피로손상 검출 실험을

수행하 다.

Fig.3.5.2.10Decreasingrateoffrequencycoefficientsaccording

topropagationdistance.

다. 이 음 의 비선형 특성을 이용한 피로열화 손상 검출 실험

재료 내부의 미세 결함들에 의해 발생되는 음 의 비선형 특성은 주로 주 수

역에서 특정 계수 성분들을 추출하여 획득한다.재료 내부의 미세한 결함들에 의해

서 발생되는 비선형 음 성분은 주로 다음과 같은 3가지 형태가 존재한다.첫째

는 송신하는 원 음 주 수의 배수 주 수인 고주 주 수 성분이고,두 번째

는 송신하는 음 의 두 주 수 성분이 합해지거나 감해지는 혼합된 주 수 성분

의 발생이며,세 번째는 음 의 강도에 따라 공진 주 수가 이동하는 형태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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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형 신호이다.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이 음 는 특정 주 수 성분을 선택하

여 발생시킬 수가 없으므로 상기 첫 번째와 두 번째 비선형 신호가 포함된 넓은

역의 주 수 성분 에서 평균 비선형 값을 추출하여 시편의 피로열화도를 검출하

는 실험을 수행하 다.

구체 으로,첫 번째 비선형 요소인 고조 신호의 발생은 재료 내부의 미세 결함

에 의하여 탄성 가 왜곡됨으로써 발생하는 가장 일반 인 비선형 신호이다.이는

다음 식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재료의 스트 스 σ와 스트 인 ε 계가 비선형

계이기 때문에 발생한다.

σ=Eε(1+βε+...)

여기서 E는 Young'smodulus이고 β는 2차 비선형탄성 계수이다.

두 번째 비선형 성분인 혼합된 주 수 형태의 음 신호는 복수의 주 수에 반응

하는 미세 결함의 동특성에 의하여 발생하는 성분이다.

이 음 신호는 한 번의 펄스 이 빔의 조사에 역의 주 수 성분이 혼

합된 이 음 신호가 발생된다.그러므로 포커싱된 펄스 이 빔의 조사에

의해 발생되는 이 음 신호는 주 수를 선택하여 음 를 발생시킬 수가

없다.빗과 같이 일정한 간격으로 on/off가 반복된 격자를 사용하여 특정 주 수

성분을 가진 이 음 를 발생시킬 수는 있으나 이는 측정 상체의 표면 검사

에만 활용할 수 있고 내부 결함 검사에는 활용할 수가 없다. 한 이 경우에도 선

택할 수 있는 주 수 폭도 넓지가 않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음 신호의 강도에 따라 비례하여 발생하는 역의

비선형 성분을 모두 합해진 형태로 찰하여 피로열화 검출을 시도하 다.즉,재료

내부를 찰하기 한 이 음 신호는 특정 주 수 신호만을 선택하여 발생

시킬 수가 없으므로 역의 주 수 역에 산재해 있는 비선형 성분들을 모두 추

출하여 피로열화 정보를 추출하 다.

피로열화 검출 실험을 하여 본 연구에서는 아래 Fig.3.5.2.11과 같이 형의 피로

손상 시편을 비하 다.본 시편은 원자력발 소에서 사용되고 있는 재질 에 하

나인 SUS316재질에 정 한 피로손상 시편의 제작이 가능한 형태의 시편을

비하 다.

Fig.3.5.2.11Specificationofafatiguedamaged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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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시편의 크기는 체 길이가 100mm이며 외 직경

은 15mm이다.그리고 열화부 에서의 직경은 약 6mm이다.

실험실의 상온 환경에서 피로손상 시험편은 제작되었으며,스트 인 범 의 ±1%를

시험편에 하여 인장과 압축이 반복 으로 가해지는 삼각 형태로 시편에 피로를

가하 다.시편에 가해진 피로는 삼각 형태로 한 주기는 20 이며 스트 인 범

는 0.2%/sec이었다.몇 번의 시험결과 시편이 완 히 단되기 까지는 약 500cycle

이 소요되었다.이 단 사이클을 기 으로 피로 부하를 250사이클에서 멈추어서

50%의 필로열화 시편이 비되었으며,300사이클에서 멈추어서 60%의 필로열화 시

편이 비되었다.같은 방법으로 삼각형의 피로부하가 400사이클에서 멈추어서

80%의 피로열화 시편이 비되었으며 450사이클에서 멈추어서 90%의 피로열화 시

편이 비되었다.

미세결함 검출 실험을 하여 비된 피로열화 시편은 Fig.3.5.2.12과 같으며 왼쪽

부터 손상이 없는 건 시편,50% 피로열화 시편,60% 피로열화 시편,70% 피로열

화 시편,80% 피로열화 시편이며 가장 우측의 시편이 90% 피로열화 시편이다.

Fig.3.5.2.12Photooffatiguedamagedspecimen

실험을 하여 본 연구에서는 Q-스 칭 Nd:YAG 펄스 이 빔을 측정 상체의

표면에 조사하여 이 음 를 발생시켰고,조사 치에 응하는 시편의 맞은

편 치에서 음 신호는 수신되었다.수신된 이 음 신호는 시편 내부를

왕복하면서 반복하여 도달된다.사용된 펄스 이 빔 신호의 장은 532nm의 녹

색 가시 이며,펄스폭은 약 15ns이다.펄스 이 빔은 집속 즈로 집속하여 시

편 표면에 조사되었으며 표면에 조사된 크기는 직경이 약 3mm 정도이다.열탄성

역에서 이 음 를 발생시키기 하여 펄스 이 빔은 가능한 한 은 에

지를 사용하 으며 주로 1mJ이하의 에 지를 사용하 다.펄스 이 빔의 에 지

는 이 빔의 Q-스 칭 지연시간을 사용하여 제어하 으며 지연 범 는 주로 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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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에서 495ms사이 다.

펄스 이 빔의 조사면에서 발생된 이 음 신호는 반 면으로 송되고,

반 면에서 재반사된 신호는 다시 조사 면으로 송된 후에 다시 재반송되는 왕복

의 반복신호가 수신된다.

피로 시편의 내부에는 기포나 grainboundary,dislocation등의 수 μm 단 이하

의 손상이 발생되어 있을 것이므로 이는 음 신호의 진폭이나 주 수 계수의 감

쇠에 미약한 향을 미친다.그러나 음 신호의 감쇠는 시편의 재질과 표면 조

건 형태 등에도 크게 향을 받으므로 직 인 정보인 음 의 진폭이나 주

수 감쇠 정보만으로는 피로 열화도를 측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본 연구에서는

이 음 의 비선형 정보를 찰하기 하여 4단계의 강도별 음 를 수신하

다.4단계의 강도별로 건 시편에서 획득한 시간 역에서의 이 음 신호

는 Fig.3.5.2.13과 같다.

Fig.3.5.2.13Laserultrasonicsignalacquiredfrom theintact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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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음 의 강도는 Q-스 치 지연시간을 조정하여 펄스 이 빔의 강도를 제

어하여 조 하 다.Fig.3.5.2.13과 같이 수신된 음 신호를 보면,펄스 이 빔

의 조사에 의하여 첫 번째 종 신호 L1은 약 20.4μs에서 수신되었으며 두 번째 종

신호 L2는 22.9μs근처에서 수신되었다.세 번째 종 신호 L3은 25.3μs근처에

서 수신되었으나,이후부터는 신호 잡음비가 떨어져서 신호로 사용할 수가 없었

다.본 연구에서는 탄성 역 내에서 음 를 발생시키기 하여 최소 에 지의

펄스 이 빔을 측정 상체에 조사하 다.그러므로 L3이후에 수신된 음 신

호는 노이즈 신호와 크기가 유사하여 데이터로서 활용 가치가 없었다.L3신호

한 낮은 강도의 신호에서는 진폭이 무 낮아서 데이터로 활용할 수가 없었다.그

리고 L1신호는 시편 내부에 진입한 펄스 이 빔의 열충격에 의해 강제로 생성되

는 이 충격 이므로 L2신호 보다는 상 으로 재료 내부 특성 정보를 게

갖고 있을 것으로 단되어 이를 사용하지 않고,한번 더 왕복한 신호인 L2의 비선

형 특성정보를 사용하여 시편의 피로 손상도를 측정하는 실험을 수행하 다.

신호 세기에 따라 50% 피로손상 시편에 하여 측정한 시간 역의 이 음

신호는 Fig.3.5.2.14와 같고,강도별 신호에서 첫 번째 이 음 신호인 L1에

하여 구한 주 수 스펙트럼은 Fig.3.5.2.15과 같고,두 번째 신호인 L2에 하여 구

한 주 수 스펙트럼 신호는 Fig.3.5.2.16와 같다.세 번째 신호인 L3신호는 무 낮

은 진폭으로 인해 상 으로 잡음의 향을 무 클 것으로 단되어 데이터로서

사용하지 않았다.

70% 피로손상 시편과 90% 피로손상 시편에서 획득한 시간 역에서의 강도별 음

신호와 이에 한 주 수 스펙트럼은 각각 Fig.3.5.2.17,Fig.3.5.2.18 Fig.

3.5.2.19에 보 다.



- 99 -

Fig.3.5.2.14Laserultrasonicsignalacquiredfrom thefatiguespecimenof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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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5.2.15Frequencyspectrum ofthefirstlaserultrasoundL1acquiredfrom

the50% fatigue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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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5.2.17Laserultrasonicsignalacquiredfrom thefatiguespecimenof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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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5.2.18Laserultrasonicsignalacquiredfrom thefatiguespecimenof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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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5.2.19Frequencyspectrum ofthefirstlaserultrasoundL2acquired

from the90% fatigue specimen.

본 연구에서는 강도별 이 음 신호 에서 재료의 내부정보를 많이 포함하면

서도 신호의 강도가 노이즈 보다 강한 두 번째 수신 신호 L2를 사용하여 비선형 정

보를 추출하 으므로 이로부터 피로손상의 열화도 평가를 시도 하 다.

Fig.3.5.2.20은 이 음 L2의 주 수 스펙트럼 신호에서 최 진폭 주 수 부근

에서부터 신호가 강한 역인 9.8MHz에서부터 23.4MHz사이의 평균 주 수 계수

값을 강도별로 추출한 그래 이다.여기서 A는 건 시편에 하여 추출한 그래

이며 실선의 그래 는 2차 다항식으로 구한 추세선이다.

건 시편에서의 추세선 식은 y=-0.191x2+2.179x-0.9333이며 여기서 2차항 계수인

-0.191이 재료 내부의 비선형 성분을 포함하고 있다.그래 B는 50% 피로손상 시

편에서 구한 그래 이며 C는 60% 피로손상 시편에서 구한 추세선이다.그래 D,

E,F는 70% 피로손상 시편,80% 피로손상 시편 90% 피로손상 시편에서 각각 구

한 추세선이다.각각의 추세선에서 구한 다항식의 2차항 계수는 -0.191,-0.139,

-0.027,0.044,0.099 0.204이다.

이를 피로손상 비율별 계수 값으로 나타낸 그래 가 Fig.3.5.2.21이다.Fig.3.5.2.21

에 보이는 바와 같이 각 피로손상 시편별로 강도에 따른 이 음 주 수계수

의 변화를 찰하여 구한 비선형 특성 정보는 피로손상 정도를 효과 으로 제공함

을 알 수 있다. 이 음 의 비선형 정보는 강도별로 변화하는 평균 주 수 계

수값의 2차 다항식의 추세선에서 구하 다.

본 그래 에서 볼 수 있듯이,건 시편과 50%의 피로 시편은 비록 은 차이이긴

하지만 구분이 가능하며 60%의 피로손상을 넘어서면서 분명히 찰이 됨을 알 수

있다.그러므로 역 주 수 스펙트럼을 제공하는 이 음 의 강도별 비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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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추출하여 피로손상 시편의 손상도를 검출하는 방법은 효과 인 검출 방법임

을 실험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실험결과 약 50%의 피로손상 정보도 측정이 가능함

을 실험으로 확인을 하 다.

Fig.3.5.2.20Graphoftheaveragedfrequencycoefficientsaccordingto

intensities

Fig.3.5.2.21Measuredfatigueratebyusingnon-linearcoefficient

valueofthelaserultras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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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자기음향 탐 자에 의한 재료계면 특성평가

1.계면검사용 EMAT시스템 개발

가. 형시편 검사용 EMAT센서개발

배 이나 에서 정 두께측정을 해서는 두께방향 SH(ShearHorizontal)진

동 모드의 음 를 발생시켜야 하는데 비자성체 재료를 검사할 경우에는 로 츠

힘을 이용하여 원형코일 EMAT센서를 Fig.3.6.2.1에 보인 바와 같이 설계하 다.

본 EMAT는 정자기 방향을 수직방향으로 코일은 표면 방향으로 배열하여 Tone

Burst신호를 인가하 다.

EMAT제작에 사용한 코일은 원형코일로서 자동 권선기로 제작되었으며,코일

충진율이 높아 와 류 형성이 우수하다고 생각된다. 부분의 EMAT의 자석 재료

는 neodymium-iron-boron(Nd-Fe-B)을 열처리한 magnets이다.이 물질의 최고 잔류

자속 도(remanentfluxdensity)Br는 략 0.4T(Tesla)이고,energy[BH]max는 약

47MOe이다.보통 80℃이하의 온도에서 사용가능하므로 고온에서 사용하려면 물

이나 공기 냉각장치가 필요하다.본 연구에서는 원형 (Circular)coil과 원형

Nd-Fe-B을 사용하여 EMAT를 제작하 다.

EMAT센서는 에 지 변환효율이 원천 으로 열등하기 때문에 단일 코일을 사용한

Pulse-Echo방법보다는 2개 코일에 의한 Transmit-Receive방법을 사용하여 감도를

증가시켰다.이때 사용한 송신코일은 직경 12mm 이고 수신코일은 직경 8mm,권선

수는 20이다.뿐만 아니라 신호측정에 한 최 조건을 얻기 해 임피던스 매칭

을 시도하 고,Pre-Amplifier와 Filter을 활용하여 신호 감도 개선 효과를 얻었다.

Fig. 3.6.1.1 Photograph of the

transmit-receiveEMATse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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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EMAT시험장치 구성 2차원 이미징 시스템 구축

제작된 EMAT로 비자성체인 모의핵연료 시편을 측정하기 하여 Lorentz힘을 이

용한 탐 자로서 SH 를 생성하 고,측정장치 시편을 Fig.3.6.2.2에서 보여주고

있다.

Fig.3.6.1.2ExperimentalSetupforEMATMeasurement

사용된 측정 장비 HighPowerPulser/Receiver는 미국 Ritec사의 RPR-4000장

비로서 기존에 주로 사용했던 GatedAmplifiedPulser-Receiver인 RAM-10000성능

이 최 출력 1.5kW에 비해 훨씬 큰 8kW의 성능을 가지고 있으며,Transmitter

와 Receiver매칭 박스에 의한 매칭을 확인한 결과,임피던스 매칭 없이도 신호를

잘 측정할 수 있었다. 제작된 EMAT탐 자를 사용하여 한 측정 조건을 조사

한 결과는 5MHz,3cycles인 경우 2mm 두께 에서의 인공결함을 어느 정도 탐

지 가능하 다.

형 핵연료 시편은 핵연료 연소와 련하여 가장 심각한 분 기(높은 온도와 방사

선량)에 노출되기 때문에 엄격하게 검사를 수행해야한다.수 이 아닌 공기 에서

단순 인공결함 시편과 모의 핵연료 시편을 검사하기 해서,Scanner를 추가로 제

작하 으며,EMAT검사 시스템 (Ritec,RPR-4000)을 이용하여 인공결함에 한 검

사결과를 취득하 다.사용된 EMAT펄스 리시버는 Ritec사의 ModelRPR-4000장

치,AD변환기로는 NI사의 PCI-5114(샘 링 속도 250MHz), 음 신호 수집

이미징 S/W는 Labview S/W를 사용하여 로그래 하 고,Scanning장치는 2축

제어 가능한 모타 제어 치정보 수집장치인 NIPCI-7334보드를 사용하 다.

Fig.3.6.2.3에 인공결함 시편과 모의 핵연료 시편을 검사하고 있는 XY2축 스캐

실험 장치를 보 다.본 연구에서는 EMAT센서에 한 2차 이미지를 수집하지 못

하 으며,그 원인은 모터 잡음에 의해 결함신호에 한 별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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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이 문제는 해결해야 할 것으로 단되며 본 연구에서는 모터 잡음이 없는 상

태에서 시편에 한 신호를 수집 평가하 다.

Fig.3.6.1.3PhotoofXYscannerforEMATexperiment

2. 상핵연료 모의시편 제작

가) 상 핵연료 표 시험편 요건 도출 (인공결함 크기 치 결정)

하나로 원자로의 핵연료는 형 핵연료를 사용하고 있으나 앞으로 신규 연구로

에서는 형 핵연료를 사용할 정으로 이에 한 제조 공정을 개발하고 있다.

한 수출용 요르단 원자로에 사용할 형 핵연료는 Fig.3.6.1.1과 같이 핵연료 심재

두께 0.51mm ~1mm,폭 약 70mm,길이 700mm ~1200mm의 재 21개를

조립하여 1개의 집합체를 만든다. 핵연료 재와 재 사이는 약 1mm 간격이

떨어져 있는데,이 사이를 채 이라 하며,이 사이로 냉각수가 통과한다.핵연료는

조사 에 우라늄의 핵분열에 의해 핵분열 생성물에 의한 팽윤 등이 발생하며,규

정치 이상으로 팽윤하면 채 이 막히며,핵연료의 온도가 올라가게 된다.특히 제

조 시 핵연료 심재와 피복재 사이에 합이 안 된 delamination결함이 발생하면,

delamination부 는 다른 역보다 핵연료 심재의 열의 발산을 하하게 되므로,

팽윤이 다른 곳보다 더 심하게 일어나 핵연료의 손이 일어나게 되므로, 형핵

연료 제조 시 음 검사를 통하여 합부 결함을 검출하여야 한다.

상핵연료는 심재 두께 0.51mm,피복재 두께 0.38mm로 외국에서 사용하고 있

는 상핵연료 사양과 비슷하다. 상 핵연료 표 시험편의 요건을 도출하기 하

여 외국의 보고서 RERTR학술회의 논문 등을 참고하여, 상핵연료 제조 시

음 검사에 사용되고 있는 표 시험편의 인공결함 크기를 조사하여 보았다.[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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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핵연료에 한 검사기술 연구는 미국 ORNL[2]에서 수침 음 검사를

용하여 합부 결함을 검사하 으며,사용한 주 수는 5MHz이고,빔 크기는

2.54mm이며 송수신 방법으로 측정하 다.표 시험편은 7개의 평 공으로 구성되

었으며,각 편 공은 0.25mm 깊이까지 드릴 가공되었고 epoxy나 wax로 채워져

있다.직경이 1.6mm인 2개 hole은 plate각 면에 치하며 핵연료 부 를 지나도

록 드릴 가공되었고,2개 홀은 plate살 부 를 지나도록 치하 으며,3개 홀은

plate의 endcladding부 에 3가지 직경(3.17mm,2.36mm,1.6mm)으로 가공되어

있다.

Fig.3.6.2.1Conceptofplate-typefuelassemblyforJRTR

나) 상 핵연료 모의 시편 설계

자료에 의하면 지름 1.6mm 깊이 0.25mm의 결함을 검출하면 되겠지만,보다

작은 결함 검출이 가능한지 결함 탐지능을 조사하기 하여,Fig.3.6.1.2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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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께 2mm의 Al 재에 지름 0.5mm,지름 1.0mm,깊이 0.1mm의 인공 결함을

방 가공(ElectrodischargeMachining)방법으로 가공하 다.

Fig.3.6.2.2DrawingofEDM hole(thicknessofAlplate=2

mm,holediameter=1.0mm,holedepth=0.1mm)

다) 상 핵연료 모의 시편 제작

미국 ANL보고서를 참조하여 텅스텐 분말을 사용하여 압연방법으로 상핵연

료 모의시험편을 제조하 다. 상핵연료는 U3Si분말과 Al분말을 섞어 압분체를

만든 후 Al 에 넣고,Al 재로 양쪽에 덧 후 용 한 후 열간 압연을 한 후,

냉간 압연하여 두께 1.5mm로 만든 후 비 괴검사 방법으로 품질 검사하여 핵연

료 재를 제조한다.반면에 모의핵연료는 텅스텐 분말과 Al분말을 tubularmill

에서 1시간 혼합한 후 압분 형에 넣어 스를 사용하여 가압하여 성형제를 제

조하 다.이 때 성형 압력은 약 5ton/cm
2
이고,성형체의 도는 이론 도의 약

92% 정도 다.이 성형체를 Al6061 재에 넣고 커버를 워 아크용 방법으로

상, ,하면을 용 하 다.

압연은 이 시편을 500℃ 열로에 넣고 50분을 가열한 후 꺼내서 열간 압연기에

넣고 압하율 25%로 압연하 다.그 다음 pass부터는 500℃에서 10분 가열한 후

열간압연 하 으며,7번을 압연하여 두께 약 1.6mm로 압연하여 Fig.3.6.1.3와 같

은 모의 시험편을 제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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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6.2.3Simulatedplate-typefuelafterhotrolling(mini-plate)

3.EMAT이용한 인공결함 신호 평가

인공결함 시편을 살펴보면,두께 2.04mm인 알루미늄 시편의 경우 면 신호 간격

이 1.3μs이므로 음 음속은   =2.04X2/1.3=3.1mm/㎲이다.이것으로

부터 발생 신호는 종 가 아닌 SH 횡 임을 확인할 수 있다.Fig.3.6.3.1에는 Al

plate 에서 EMAT 치를 보여주고 있으며 Fig.3.6.3.2에서는 결함 이 없는 부

와 결함이 있는 부 들 에서 반사된 신호 형을 100회 Averaging한 측정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면 신호 패턴이 거의 왜곡됨이 없이 반사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이 결과로부터 결함이 있는 부 에서는 면신호 진폭이 감소하고,신호의 규칙

성이 약해짐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이런 상을 고려하면 결함 유무를 정 가능함

을 보여주고 있다.[34]

Fig.3.6.3.1EMAT Position

ofAlp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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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6.3.2EMATWaveformsfrom anAlplate

수집된 형을 푸리에 변환을 하여 주 수 역에서 분석해 보면 시편 두께에 해당

하는 반복 공진주 수를 찰할 수 있고,이들 간격 주 수인 0.74MHz는 1.3μs

에 해당된다(Fig.3.6.3.3.).건 부 에서는 반복 주 수가 크게 나타나는 반면,결

함 부 에서의 신호는 공진 주 수 진폭이 감소하고,반복 주기 주 수도 달라진다.

반복 주기 신호 사이에 나타나는 간 신호는 인공결함인 FBH에 의해 기인한 것으

로 단된다.[35]

Fig.3.6.3.3EMATSignalSpectrum from anAlp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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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배열 EMAT   및 

본 연구에서는 지 까지 연구해왔던 EMAT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실험을 통해

서 EMAT의 장 인 다양한 코일과 자석을 설계하여 최 의 성능을 이끌 수 있는

상배열용 코어를 설계 제작하 다.EMAT의 성능은 자력선과 자기력의 계

에서 세기와 방향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코일은 크게 두 가지 형태의 Spiral과

Race-Track형식을 기본으로 설계되었고 자석은 코일의 형상에 맞게 원통형과 직

육면체 형태로 자석을 설계 는 구입하 다.완성된 코일과 자석을 가지고

SingleChannelEMAT,MultiChannelEMAT,Race-TrackCoilEMAT로 3가지

형태의 EMAT센서를 제작 실험하 다.

가.SingleChannelEMAT

Fig.3.6.4.1에서 보인 바와 같이 제작된 EMAT센서의 구조는 길이 50mm,

지름이 37mm인 원통형 센서이다.센서의 구성으로는 핵심인 코일과 자석,센서의

형상을 만들기 한 알루미늄 원통,신호 수집을 한 BNC 포트가 추가되었다.

그리고 자석과 코일로 구성된 코어 부분을 고정하기 한 투명 진이 원통에 충

진하 다.투명 진은 센서의 앞부분을 콘 모양으로 만들기 해 틀을 이용하여

성형을 하며 코일의 앞부분에는 내화 보호 필름을 붙여서 센서를 고온으로부터

보호되도록 제작하 다.

Fig.3.6.4.1SketchandPhotographofSingleChannelEMAT

나.MultiChannelEMAT

다 채 EMAT의 구조는 기본 으로 단일채 EMAT와 같지만 Fig.3.6.4.2

에 보인 바와 같이 채 의 수가 4개로 늘어났고 자석의 세기와 구조가 변경되어

졌다.이것은 상배열원리를 이용하여 음 집속이 되도록 고안되어졌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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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센서의 포트는 다채 을 지원하게 설계되어졌다. 반 으로 센서의 크기는

단일코일센서보다 크게 되어 있고 코일의 연장선이 자석을 통과하도록 자석은

공으로 되어있다.

Fig.3.6.4.2SketchandPhotographofMultiChannelEMAT

다.Race-TrackCoilEMAT

Spiral코일과는 다르게 SH 생성을 해 Race-Track형태의 코일을 사용하

고 자석은 코일형태에 맞추어 직육면체형 자석으로 EMAT를 제작하게 되었다.

두 자석은 코일의 심에 칭이 되도록 N극과 S극으로 놓았고 자석아래 쪽에

놓인 코일의 로 츠 포스의 방향이 동일하게 생성되도록 하 다.Fig.3.6.4.3을 보

면 자석과 코일의 치는 SH 가 잘 생성 되도록 고려하여 EMAT코어를 구성하

고 있다.

Fig.3.6.4.3PhotographofRace-TrackCoiltypeEMAT

라.EMAT성능실험

EMAT성능실험을 해서 3종류의 센서를 제작하 다(Fig.3.6.4.4참조).Fig.

3.6.4.4(a)는 단일 채 ,(b)는 다 채 ,(c)는 RaceTrack형 코일로 제작된 EMAT

센서이다.EMAT시스템은 고출력 toneburst 발생장치 (RITEC사 RPR-4000)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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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수집용 컴퓨터,신호 분석용 오실로코 , 3축 스캐 로 구성하 다.센서

성능시험을 한 표 시편은 재질 두께 50mm 의 Al 재를 사용하 으며 tone

burst 출력 8kW 조건에서 음 를 발생시켰다

(a)single-channel (b)Muli-channel (c)Race-track-type

Fig.3.6.4.4FabricatedEMATSensors(a)singlechannel,(b)multi-channel,

(c)race-tracktype.

(1)SingleChannelEMAT

Al 재에 해 singlechannelEMAT를 용한 결과를 Fig.3.6.4.5에 보 다.

EMAT자석의 강도는 3350가우스,주 수 1.5MHz,인가 압은 530V이다.그

림을 통해서 미세하게 음 의 반사된 신호를 확인 할 수 있다.

Fig. 3.6.4.5 Experimental Results of Single

ChannelEMAT

(2)MultiChannelEMAT

Multi-channelEMAT에 한 실험결과를 Fig.3.6.4.6에 보 다.자석 강도는

3000가우스,주 수 1.5MHz에서 인가 압은 342V이다.기본 인 조건에서 실험한

결과 MultipleSpiral코일의 신호들은 AL재료에서 유도된 음 의 반사 신호를

확인 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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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4.6 Experimental Result of Multi

ChannelEMAT

(3)Race-TrackCoiltypeEMAT

앞서 코일 실험과 동일한 Al 재에 해 EMAT성능을 시험하 다.자석 강

도는 2700가우스,입력 주 수는 1.5MHz,인가 압은 342V이다.Fig.3.6.4.7과

같이 0.3 간격으로 주기 인 반사 신호가 측정되었으며 race-trackcoilEMAT가

앞서 제작된 EMAT보다 SH 신호 감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ig.3.6.4.7ExperimentalResultofRace-Track

CoilEMAT

마. 상배열 EMAT설계 제작

앞서 세 가지 코일 형태에 한 EMAT성능 시험에서 race-track코일이 SH

신호 생성에서 유리하 으므로 이를 기반으로 신호집속용 상배열 센서를 개발

하고 성능에 한 실험을 하 다.

신호 집속을 한 상배열 EMAT작동원리는 Fig.3.6.4.8과 같이 N개 코일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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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된 센서 심에서부터 은 F이고, 음 빔의 조향각도는 a라고 할 때 센

서의 심부터 까지의 거리  는 식(1)과 같고,각 요소들의 까지의 거리,

은 식(2)와 같다.

Fig.3.6.4.8 The Principle of

PhasedArray

  

    

코일의 지연시간,T는 거리, 와 임의 코일에서 까지 거리, 과의 차

이를 음속,C로 나 값이다.식 (3)을 살펴보면 T가 음수가 나올 수도 있으므로

기 시간지연값, 를 하게 선택해야 한다.

 
 

  
  

  

식 (3)을 통해서 빔의 임의의 거리와 조향각에 하여 각 요소들의 지연시간

을 구할 수 있으며 각 요소에 한 지연시간만큼 지연시키면서 펄스를 발생시키

면 각 요소로부터 유도된 음 가 되어 이들은 임의의 방향과 거리에

이 형성된다.[36]

요소 간격과 집속 깊이를 변수로 Timedelay(μs)분포 결과를 계산하 다.센서

심에서 깊이 50mm 집속을 목표로 각 요소들의 간격을 10mm부터 10mm 간격

으로 60mm 까지 변화시킬 때 시간지연 결과를 Table3.6.4.1에 정리하 다.

제작된 상배열 EMAT센서를 Fig.3.6.4.9에 보 다.4채 race-track형 코일로

구성하 으며 앞으로 신호 집속에 한 성능 시험을 수행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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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μs)

거리(mm)
1 2 3 4

10 18.76 19.68 19.68 18.76

20 15.47 18.76 18.76 15.47

30 10.94 17.32 17.32 10.94

40 5.70 15.47 15.47 5.70

50 0.06 13.32 13.32 0.06

60 -5.81 10.94 10.94 -5.81

Table3.6.4.1각 Element의 거리 차이의 Timedelay(μs)값

Fig.3.6.4.9PhasedArrayEMATSensor

바. 상배열 EMAT의 가능성 한계

EMAT는 압 형 탐 자에 비하여 자기 에 지를 역학 진동에 지로 바꾸

어 주는 변환효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압 형 탐 자와 비슷한 수 의 효율을 얻기

는 어렵다.고출력 음 장비와 임피던스 매칭,디지털 기술의 발 으로 EMAT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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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약 인 낮은 변환효율 문제를 상당히 극복되고 있지만 이종 속 용 부와 같

이 음 검사 신뢰도가 낮은 부 에 해 음 빔을 집속함으로써 성능을 개선

할 수 있다.한편 종래의 압 음 방식의 상배열 음 방식의 약 인 입력

압의 한계 배열요소간의 crosstalk등을 개선하기 해서 EMAT센서를 상

배열 음 검사에 용해 보고자 시도하 다.

압 소자를 사용한 상배열 음 탐 자와 같이 32개 혹은 그 이상의 채 을 지

원하기 해서는 다채 고출력 장비가 요구되는데 EMAT의 원리인 로 츠힘은

자력과 자기력 크기에 비례하기 때문에 EAMT탐 자를 소형화하는데 한계가 있

다.그러나 EMAT는 압 소자 방식에 비해 고온 검사가 가능하며 매질을 사

용하지 않는 비 식이라는 장 이 있다.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코일 채 의

EMAT탐 자를 시범 설계/제작하여 성능을 시험하 다.보다 정 한 상배열 신

호 집속을 해서는 다채 고출력 음 H/W가 요구되며 배열요소 제어를 한

S/W 개발도 필요하다고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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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목표달성도 련분야에의 기여도

제 1 년도별 목표 달성도

1.1차년도 연구목표

세부연구목

표
주요 연구개발 실

1) 가 치

(%)
2)

연구목
표

달성도
3)

(%)

비고
4)

음 재료

특성평가기

반 확립

- 음 공명분 법에 의한 정 동 탄성계수 측정

•측정정 도 목표치 0.1GPa를 달성)

-국부미세열화손상과 탄성 의 비선형 특성모델링

• 역 toneburst탄성 고조 측정에 의한

비선형탄성계수 측정장치 구축

•탐 자-시편간 불완 비선형성 최 화

-배 의 열화평가를 한 자기음향센서 개발

• 자기음향센서의 자기장 분포해석/설계

•SH 발진용 자기음향센서 설계/제작,성능검증

40 100

RFP

연구계

획서

내용

100%

달성

자기진단

법의 미세

열 화 탐 지

용성 평

가

-고성능 자기센서 BN 분석에 의한 재료

미세열화특성 용성 평가

•홀센서 array를 통한 결함 신호 형상을 상화,

자기카메라 기술 확립

•폭 0.2mm,깊이 0.2mm 정도의 분해능 달성)

-펄스와 류법의 열화탐지 용성 평가

•펄스증폭기 센서 제작,부식손상 탐지 평가용 모

의 시편 제작

-BarkhausenNoise분석에 의한 재료의 미세열화특성

평가

•Fe-Cu시편의 냉간가공,열처리변수에 따른 BN

라메터의 변화 측정

40 100

이 간섭

변형율 측

정 기술 개

발

- 이 간섭 변형율 측정 기술 개발

•비 정 변형율 측정을 한 이 간섭계 장

치 개발,In-situ변형율 측정용 간섭무늬 해석 S/W

개발,

•측정분해능=8nm 달성

20 100

총계
5)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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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차년도 연구목표

세부연구

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

1)
가 치

(%)
2)

연구목
표

달성도
3

)

(%)

비고
4)

음 미

세 열 화 특

성 진단기

술 확립

-미세열화손상에 의한 비선형탄성 특성 분석

• 음 공명분 기법에 의한 비선형탄성 특성

분석

•가진 진폭에 따른 공명주 수 천이 상 확인,

재료의 비선형탄성 특성과 연 지음.

-열화시편에서의 음 신호특성 실험

•피로시편에 한 Q-factor측정,열화에 해

Q-factor감소 확인

- 자기음향 법을 이용한 재료 미세열화특성 평가

•핵융합 1차벽 열화시편(Be/Cu/SS)확산 합에 한

성능시험, 매질 없이 용 가능함을 확인

40 100

RFP

연구

계획

서

내용

100%

달성

자 기 열

화 진 단 평

가 시 스 템

구축

-펄스와 류 법을 이용한 재료열화 평가시스템 구축

•기존의 방법으로 탐지가 어려운 보온재로 덮인

원 배 의 감육을 측정할 수 있는 펄스와 류 장치

개발,홀센서 탐 자 개발,결함 상화

•15mm lift-off에서 1mm 분해능 달성

-재료열화평가용 도 양자간섭 장치 개발

• 도양자간섭장치 구축

40 100

이 간섭

변형율 측정

기술 검증

- 이 간섭 변형율 측정기술 검증

• 이 스페클 간섭장치 측정 분해능 <5nm 달성

• 섬유 간섭 학계 구성/성능시험,인장시편에

용실험

20 100

총계5) 100 100



- 121 -

3.3차년도 연구목표

세부연구목

표
주요 연구개발 실

1)
가 치

(%)
2)

연구목
표

달성도
3)

(%)

비고
4)

미세피로손

상균열 측

정기술개발

-비선형 탄성 분 기술에의한 피로손상측정기술개발

•가진 압 변수에 의한 비선형 음 공명분 기술

개발 측정장치 구축

•CT시편에서 기 피로균열 (닫힌 균열)탐지가능

확인

- 정 탄성계수 속도측정기술개발

•원자로재료 열처리변수에 따른 정 탄성계수

음 속도 측정,

•결정립크기에 한 Hall-Patch 계 확인

- 도 양자간섭 장치를 이용한 미세균열 측정기술

개발

•재료열화에 의한 미소한 자기장의 변화 SQUID

측정,변형률 1% 측정

40 100

RFP

연구계

획서

내용

100%

달성미세부식손

상진단기술

개발

-펄스와 류법을 이용한 배 감육 평가기술 개발

•개선된 차동형 펄스와 류 탐 자를 사용하여 15

mm lift-off거리에서 두께측정분해능 0.1mm 구

•보온재 비해체식 배 부식손상진단에 용 가능

-비선형 미소자기 신호처리 기술 개발

•비선형 조화 해석기술 개발 재료열화평가

용

•B-H loop특성,조화 (harmonics)측정,

BarkhausenNoise측정,열화도와의 상 계 분석

- 자기음향법에 의한 배 손상 정 측정

•임피던스매칭,코일-자석 최 설계, 자기음향

탐 자 성능개선

•Lamb 발생용 EMAT제작 손상배 시험편

제작)

40 100

이 음

에 의한

미세열화 검

출

- 이 음 에 의한 미세열화 검출

•미세열화 검출을 한 역 이 음 장치

구성, 역폭:1-30MHz이상

-열화검출을 한 주 수분석 기술개발

• 음 신호수신 주 수분석 SW 개발

20 100

총계5)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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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차년도 연구목표

세부연구목

표
주요 연구개발 실

1)
가 치

(%)
2)

연구목
표

달성도
3

)

(%)

비고
4)

⦁미세균열

진단기술

개발

-비선형 음 공명에 의한 미세균열 진단기술 개발

⦁가진 압에 따른 음 공명신호 패턴 분석에 따

른 비선형 라메터 제안

⦁미세균열 탐지능 ~30um 확인

-미소 자기신호분석에 의한 피로균열 평가기술 개발

⦁바크하우젠 노이즈 분석 비선형조화 에 의한

피로균열 평가

- 이 음 손상특성평가기술개발

⦁ 이 음 시스템 구축 성능시험

40 100

RFP

연구

계획

서

내용

100%

달성

⦁미세부식

손상

진단기술

개발

-펄스와 류 센서를 이용한 미세부식손상 진단기술

개발

⦁이 코어 차동형 홀센서에 의한 펄스와 류시스템

구축

⦁배 표면으로부터 lift-off거리 30mm에서 0.1

mm 정 도로 두께감육 평가

40 100

⦁재료

계면특성

평가

- 자기음향 탐 자에 의한 재료 계면특성평가

⦁이종 합부 특성평가 ( 음 특성,계면특성)
20 100

총계
5)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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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차년도 연구목표

세부연구목

표
주요 연구개발 실

1)
가 치

(%)
2)

연구목
표

달성도
3)

(%)

비고
4)

⦁미세열화

손상진단

기술

정립

-비선형탄성 분 기술에 의한 재료열화평가기술 정립

⦁탄성 분 스펙트럼의 비선형 효과를 이용한

재료특성 평가

- 정 탄성계수 속도측정을 이용한 미세열화

평가기술 개발

⦁탄성계수 음 속도 정 측정실험,탄성계수

정 도<10
-3
GPa,속도정 도<10

-2
m/sec구

- 이 음 미세열화 측정기술 확립

⦁ 이 음 를 이용하여 50% 열화손상 검출 확인

-펄스와 류 신호처리 기술을 이용한 미세부식손상

평가기술 개발

⦁펄스와 류 신호처리 감육측정에의 용

70 100

RFP

연구계

획서

내용

100%

달성

⦁재료의

계면특성

평가기술

개발

-비선형자기신호분석에 의한 재료 계면특성 평가

⦁계면의 비선형 자기 신호특성 (자기이력

곡선에서의 고조 특성)평가

-개선된 자기음향 탐 자를 이용한 재료 계면특성

평가

⦁경마장 타입 자기음향센서 제작 계면의

음 신호 특성평가

⦁ 자기음향 방법을 모의 상 핵연료 계면 특성

평가에 용

30 100

총계5)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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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련 분야에의 기여도

음 공명분 법은 재료의 정 탄성계수 측정은 물론 미세 구조 변화에 해

서도 단히 민감한 방법으로써 최근에 응용 분야가 확 되고 있는 기술이다.본

과제에서 개발한 고온/진공/정 하 제어 음 공명분 시스템을 용하여 온도,

압력 등의 환경 변수 하에서 실험이 가능토록 하 다.이로써 과거에는 측정하기가

어렵거나 거의 불가능하 던 고온 탄성계수,이방성 재료의 고온 탄성계수 측정이

가능해졌다. 한 공명 peak의 형태를 온도에 따라 측정할 수 있으므로 공명주 수

의 온도의존성 Q factor(mechanicaldampingfactor) 는 internalfriction의

온도의존성을 측정할 수 있게 되었다.이러한 측정 변수들은 특히 재료의 미시

변화,재료 내에 존재하는 결함, ,가공도 성자 조사 취화 등의 미시

변화를 탐지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원자로를 비롯한 원자력 구조물의 안 성을

확보하기 해서는 운 년수가 증가해 감에 따른 원자력 구조물의 열화 상을 정

확히 감시해야 하는 데 특히 성자 조사에 의한 취화 상을 손쉽게 알아내는 방

법의 개발이 시 하다고 보겠다.이러한 에서 본 음 공명분 법을 용한

미시 인 재료 물성 평가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원자력 구조물의 안 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원자력발 소 설비 부품에서 주로 일어나는 부식에 의한 감육,피로손상 등은 설비

나 부품의 수명을 결정하는 매우 요한 요소이나 존하는 비 괴검사기술로는 이

를 사 에 탐지하기 곤란하다.특히 원자력발 소의 배 은 열손실을 방지하기

하여 배 주 를 1인치 정도의 보온재로 둘러싸고 있는바 보온재를 해체하고 배

의 감육을 측정하는 것은 많은 시간과 비용을 요구하는 일이다.따라서 본 연구에

서 개발 인 펄스와 류를 이용한 보온재 비해체식 기술이 완성되면 수많은 원

배 을 검사하기 해 보온재를 해체하고 조립하는데 드는 시간과 노력을 일 수

있다.

정 두께 측정을 한 EMAT기술개발은 본 과제에서 언 한 핵융합 1차벽 재료

의 확산 합에 한 건 성 확인을 하는데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재 연구로

수출에 연계하여 형 핵연료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여기에도 합부에 한 건

성을 확인해야 되며, 재 외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침법이 아닌 비 EMAT

기술을 확립하므로 신뢰도 향상과 기술 차별성을 확보함으로 국가 경쟁력에 기여

할 것으로 단된다. 한 석유화학 랜트에 있어서 고온상태에서 일반 압 음

에 의한 두께측정 모니터링에 한 문제 이 있었으나 본 기술을 활용하여 고온

에서의 두께 모니터링을 수행한바 있어 석유화학 산업분야에서의 안 성에 기여할

수 있었다.

국내의 원자력 발 소의 노후화에 따라,원자로 압력용기나 노내 구조물 등의 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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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노후 원 에 한 효과 인 수명 리 방보수 내실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 검사 기술은 비 식으로 설비 부품의 결함,피로열화 등을 계측하는 기술로

서,수십 cm 이상의 작업거리를 확보할 수 있으며,수십에서 수백 m 이상 섬유

송이 가능함으로 고온 방사능 오염으로 근이 어려운 원 에 필요한 원격성

을 갖추고 있다. 한 이 는 작은 부 에 집 이 가능하다는 장 으로 인해 측

정 검사 공간분해능이 높고,발생 검지되는 음 가 역 특성을 가지므

로 주 수 분석으로 검사 상체의 열화 결함 깊이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장

이 있다.이러한 장 으로 기존의 방법으로 검사가 어려웠었던 원자로 설비 부품에

한 검사는 원 의 불시 정지 감소,운 성능 향상,가동률 제고 등에 기여할 것으

로 기 된다.

특히 기술 측면에서 이 결함검사 기술은 섬유 송에 의한 원격 검사가 가

능하고,수 에서의 용이 가능한 기술로 운 검사에 용할 수 있는 기술이

다. 한 깊이 1mm 이하의 microcrack(SCC등)의 검사가 가능하므로 실용화 장

치 개발과정을 통하여 직 으로는 원자로 BMI노즐 용 부나 CRDM 검사 등에

유용한 것으로 기 된다.

수 에서 이 음 기술은 기존에 검증된 비 괴 검사기술을 보완하는 신

기술 분야하고 할 수 있다. 재 PWR원자로 헤드 CRDM J-groove검사는 PT방

법으로 수행하고 있으나,PT로 알 수 있는 것은 표면결함 뿐이므로 표면

(sub-surface)의 결함을 알기 해서는 음 기술의 용이 요구되고 있다.이러한

경우처럼 이 음 방법은 재 기술로는 용이 어려운 분야를 해결할 수 있

는 좋은 안 기술로서 앞으로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따라서

본 연구 결과 개발된 원 부품 결함 열화 진단을 한 이 음 검사 장

치와 용을 한 실증 기술들은 추후,이러한 원자력발 소 검사 장치 개발을

한 실용화 연구로 연계될 때,기술 바탕이 될 것이며,아울러 다른 분야의 발 소

검사 기술에도 활용될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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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계획

미세열화손상 진단 신기술은 원 재료 노후화에 능동 으로 처하는데 용될

경우 가동 원 의 수명연장에 기여함으로써 막 한 경제 효과가 기 되며 특히

원 재료 설비의 손상 냉각수 설이 발생하는 경우 가동 정지 보수 등

으로 발생하는 막 한 경제 인 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

한 원 부품재료의 열화손상을 정확히 진단,평가함으로써 기에 교체 는 보

수함으로써 경제 이득이 크며 원 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설비에 용 가능하므로

유지 보수비용을 감하고 안 사고를 방지하는데 역할을 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는 가동원 의 노후화 진단평가에 활용 가능할 것이며 특히 부식손상,

조사취화에 의한 미세균열이나 재료열화 상을 진단하는데 이용될 것이며 특히 가

동원 검사에서 안 문제의 하나인 이종 속 합부의 비 괴검사 련 규제지침

개발을 한 원천기술을 제공하고 SMART,액체 속로 핵융합로 등 미래형 원

개발에 필요한 가동 검사 기술 지침에도 원천기술로 제공될 것이다.

펄스와 류기술은 고온 배 의 감육 상을 보온재 비해체 방식으로 검사할 수 있

는 획기 인 비 괴검사기술로 상용화될 경우 원 유지보수 비용이 획기 으로

감될 뿐만 아니라 비안 등 배 에도 검사가 가능할 경우 원 안 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며 특히 재 가동 검사에 사용되는 비 괴검사기술의 한계를 넘어 미

세한 균열을 진단 평가하거나 보온재로 덮여서 보온재를 일일이 해체하지 않고는

검사가 사실상 곤란하 던 배 의 감육 상을 보온재 비해체 방식으로 검사할 수

있는 비 괴검사기술로 기술 우수성이 입증되었다.

제 1 음 공명분 비선형 탄성 기술

본 연구에서 개발된 고온/진공/정 하 제어 음 공명분 시스템은 고온에

서 재료의 탄성 특성은 물론 미시 인 변화를 비교 쉽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므로 앞으로 각종 원자력 재료의 물성 측정 연구에 활용될 것이다.특히 성자 조

사취화,피로 괴 등과 같은 원 안 성과 직결되는 상을 연구하는 데 사용됨

은 물론 재료의 고차 상변태 는 자기 , 기 상변태 특성 연구, 도체의

도 변태 특성 연구 등에도 사용된다. 한 공명 상을 이용한 각종 소형 정

부품의 비 괴 품질 검사.용기 내용물의 비 괴 식별 기술 등에도 응용될 수 있

을 것이다.

재료의 미세열화 손상을 탐지/진단하기 해 물리 으로 그 가능성이 입증된 탄

성 의 비선형성을 측정하 으며 실험정 도를 향상시키기 해 탐 자와 시편 간

에 매질 상태가 비선형계수에 미치는 향을 고찰함으로써 비선형계수 측정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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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신뢰도가 매우 향상되리라 단된다.따라서 이를 통하여 보다 미세한 균열이나

미세구조 인 열화 상도 규명이 가능할 것이며 배 ,터빈 로터 압력용기 등 원

자력 시설 반의 안 성 확보는 물론 조선,기계항공,토목/건축 등 국가산업 분야

의 시설/제품의 건 성 검사에 기반기술로 활용될 것이다.

재 개발된 EMAT(electromagneticacoustictransducer)센서를 활용하여 고온 산

화물이 형성된 탄소강 재료에 한 감육 측정에 사용가능할 것으로 단되며,향후

원 의 안문제인 이종 속부 검사기술 개발에 해 한 가지 안으로 SH 를

활용하는 기술이 두되고 있으므로 이를 한 EMAT성능을 지속 으로 개선하기

한 노력이 필요하고,특히 펄스형 강자기장을 형성하여 자성체 비자성체에

한 로 츠 힘에 의한 음 발생 효율을 증 할 계획이다. 한 차세 원자로 검

사에 해 새로운 검사 요건이 두되고 있으므로, 를 들면 소듐냉각 고속원자로

(SFR)의 경우 소듐과 물의 반응 때문에 물을 사용하지 못하는 여건이므로 EMAT

기술 용이 필수 인 환경이 되고 있어서 SFR부품인 자성체 탄소강과 비자성

체 합 강에 하여 EMAT기술을 용할 정이다.

제 2 자기 비 괴기술

자기 방법을 이용한 비 괴 기술은 재의 음 나 와 류 등으로 측정할 수

없는 나노크기의 결함을 비 괴 으로 측정할 수 있다는 에서 세계 각국에서 많

은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이 가운데 펄스와 류기술은 고온 배 의 감육 상을 보온재 비해체 방식으로 검

사할 수 있는 획기 인 비 괴검사기술로 상용화될 경우 원 유지보수 비용이 획

기 으로 감될 뿐만 아니라 비안 등 배 에도 검사가 가능할 경우 원 안

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다.

Barkhausennoise방법은 재료열화,조사손상,잔류응력 등과 같은 나노결함들에 의

하여 발생하는 상을 비 고 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술이다.이 기술은 원자로

압력용기 조사취화를 비 괴 으로 평가하는데 가능성이 높은 기술로 활용될 정

이다.

고정 자기센서를 이용한 재료열화 평가 기술 가운데 특히 본 연구에서 개발한 홀

센서 array를 이용한 결함 상화 기술은 비자성 재료의 결함을 상화하여 보다

진보된 결함의 비 괴 상을 제공하는데 활용될 것이며 도 양자간섭 소자

(SQUID)를 활용한 비 괴검사 기술은 발 소의 배 , 형설비 열화 평가등에

용될 것이다.실제로 일본 동북 력은 SQUID기술을 실용화하여 최첨단 이동형

SQUID 간 핵심기술 개발에 성공한 바 있다.본 연구에서는 이의 기 단계로서

인공 피로시험편을 이용하여 SQUID 기술의 용성을 평가하 으며 원 배

압력용기의 열화 평가에 용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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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이 간섭계 이 음 기술개발

기존 이 음 장치가 음 가진용 이 펄스로 펄스폭이 ns수 인

이 를 사용하는 것에 비해,본 연구에서는 ps이하의 극 단 펄스폭을 갖는

이 를 사용함으로써 아주 작은 장을 갖는 이 음 를 사용하는 특성을 갖

는다.따라서 작은 결함이나 미세열화 측정에 강 을 갖고 있는 기술로,앞으로

용범 가 계속 커질 것으로 기 된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이 검사 장치 신호처리 기술은 신호의 세기 되돌아

오는 시간 등 일반 인 결함 측정에 사용하는 신호 뿐 아니라, 역 신호의 주

수 분석을 이용한 피로열화 검사를 상으로 하여 개발된 것으로,기존의 음

장치가 결함 측정을 상으로 하는 것에 비해 넓은 응용성을 가진다. 한 당해 연

도부터 개발을 시작한 음 신호에 의한 재료의 피로열화 검사 기술은 최근 들어

서 개발되고 있는 신기술로,원자력발 소와 같이 재료의 열화가 요한 설비 부품

에 해서는 그 활용도가 특히 높은 기술로 일본,미국 등지에서 개발 인 기술이

다.원자력 분야에서의 응용의 경우,원자로 헤드 CRDM 노즐부에서 J-groove는 부

분이지만 노이즈 등의 문제로 음 검사가 검사가 어렵고, 재에는 PT만 수행하

고 있다.이 부분은 형상이 복잡하고 노이즈 등의 문제로 인해,비 식이며 검사

상체 형상의 향을 게 받는 이 음 방법이 유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

다.일본 Toshiba에서는 원 용을 한 섬유 송 이 음 장치를 개발

하여 2004년 BWR 원 기기 검사에 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일본

Toshiba사에서는 BWR 원자로 Bottom HeadInstrumentNozzle용 부 검사에도

이 음 를 용할 정으로 있으며, 이 peening장치를 이용한 보수 기

술과 병행하여 사용될 정이다.

이 간섭계 장치 이 음 에 의한 미세 결함 피로열화 진단 기술은

원자력 분야 뿐 아니라 비 원자력 분야에서도 많은 활용성을 가지고 있으며,특히

복합재를 사용한 항공기 날개의 결함검사,고온 재료의 두께 측정 등 기존 비 괴

검사 기술이나 측정기술로 어려운 검사 측정 응용 분야를 가지고 있다.본 연구

에서 개발된 장치 검사 기술은 앞으로 이러한 비 원 분야에서의 활용도 기

할 수 있다.

미소 변 면 을 정 하게 고속으로 측정할 수 있는 디지털 자스펙클 간섭계

(DSPI)기술은 속히 발 한 자기술과 목되어 산업에서의 응용범 가 속히

넓어지고 있는 추세이다.이 기술은 기존에 리 용했던 진동 측정과 스트 인

측정분야를 넘어서 자동차 부품검사와 반도체 부품검사, 자부품 검사,항공기 부

품검사,원자력발 소 원자로 내부 안 성 검사 등 그 응용 범 가 크게 넓어지고

있다.

한,완 비 식 비 괴 검사기술인 이 음 검사 기술은 많은 장 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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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큰 장치 부품에 용하기에는 발생되는 음 강도가 약한 면이 있다.이를

극복하기 하여 최근에는 시스템 성능향상과 센서의 감도향상에 많은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으며,더욱 정 한 비 괴 검사를 하여 고주 음 발생에 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재 이 음 응용기술은 소형 정 검사 분야와 항공

기 부품검사 등에 리 사용되고 있으며,원자력 발 소 응용기술과 제지 품질검사,

철강 품질검사,철로 결함검사 등의 응용기술은 재 개발단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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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수집 해외과학 기술 정보

해당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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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장 연구시설 장비 황

연구기자재

연구시설명
규 격 수 량 용 도

구입(설치)

연도
활용계획

EMAT System

EMAT 

Ultrasonic

s

1
기 향 

 실험
2003

기 도  기술 

실험

MS Guided Wave 

Inspection System
SwRI 1

기변  

도  

검사

2003
기변  도  

발생 및 수신

Guided Ultrasonic 

비
1

도 검

사
2002

압  도  신  

발진/수신

 수침 탱크 및 

3  스캔  

시스

1

 

B-scan 및 

C-scan 

2005
B-, C-scan  

탐상 및 재료 특  평가

 스/리시버 Mactec 1
배  

께측
1999  신  발진

Ram 10000 Ritec 1
Tone Burst 

신 발생
1998 Lamb  발생 치

ECT/RFECT 시스 TC-5700 1
ECT 

신 수신
2001 실험

Ultrasonic 

Immersion Tank & 

Manipulator

1  
수 실

험
1995 수  실험

고 /진공 Resonant 

Ultrasound 

Spectroscopy

1 
공

실험
2001  재료물  측

Barkhausen noise 

발생기 및 신 처리 

치

고  SQUID 치

20kW

10-12T

1

1

재료열 비

평가

"

1999

1998

력 측 , 사 상 

측

재료열  평가

연 발진 DPSSL 레 532nm,

50mW
1

레 간 계 

원
2005

변  측  간 계  

원 로 사 할 .

Pulse Nd:YAG 레
3W/10Hz 1

 여기

 스 레

 원

2001

열 검  한 레

 발생 원 로 사

단  레 100mW 1

 측

 레  

원

1998

레 에 한 변

 측 원 로 사

내진 학 블 5x10x1' 1 밀 학실험 1996
체 학 실험  한 

학 반 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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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훈,김 석,정용무,정 규,차형기.

5(?). 이 음 를 이용한 비 식 탄성 측정 장치,결정일:2011/12/26,



- 147 -

출원일:출원번호:10-2010-0000446,출원자:박승규,백성훈,정용무,정 규,

차형기,차병헌.

u 국내특허 출원

1.디지털 자 스펙클 간섭을 이용한 상측정 방법 상측정시스템,출원일:

2008/1/9,출원번호:10-2008-0002621,특허권자:박승규,백성훈,정 규,

김 석,차형기,정용무.(등록일:2010/02/17,특허번호:10-0944082)

2.간섭 학식 2차원 변형율 측정 장치,출원일:2008/1/8,출원번호:

10-2008-2894,특허권자:백성훈,박승규,정용무 (등록일:2009/11/11,특허번호:

10-0927542)

3. 이 음 를 이용한 비 식 탄성 측정 장치,출원일:2010/01/05,

출원번호:10-2010-0000446,출원자:박승규,백성훈,정용무,정 규,차형기,

차병헌

4.펄스유도자석을 이용한 배 감육 탐상장치 탐상방법,출원일:2010/1/26,

출원번호:2010-6915,출원인:박덕근,김흥회,정용무.

5. 음 공명의 비선형특성을 이용한 미세균열 탐지장치 그 방법,출원일:

2010/12/02,출원번호:10-2010-0121965,출원인:정용무,정 규,박승규,

박덕근,백성훈.

u 국제특허 출원

1.이 코아를 이용한 도체두께 탐상장치,출원일:2011/08/12,출원번호:

PCT/KR2011/005962,출원인:한국원자력연구원,지정국가: 세계(KR제외)

u 국내 소 트웨어 등록:

1.표면변형 간섭 상의 3차원 형상복원 로그램,등록일:2007-12-27,등록번호:

2007-01-189-005856,박승규,백성훈,김 석,정 규,정용무,차형기.

2.통신제어 기반 디지털 스페클 간섭계 운 소 트웨어,등록일:2007-11-20,

등록번호:2007-01-189-009129,박승규,백성훈,정 규,김 석,차형기,정용무.

3. 이 음 공진모드 상생성 로그램,등록일:2008/11/5,등록번호:

2008-01-129-005687,박승규,백성훈,정 규,정용무,차형기.

4.스캔 역별 이 음 공명패턴 디스 이 로그램,등록일:2008/11/5,

등록번호:2008-01-129-005688,박승규,백성훈,정 규,정용무,차형기.

5.인장시험편의 in-situ변형형상 측정 로그램,등록일:2009/12/15,등록번호:

2009-01-129-007349,박승규,백성훈,정용무,정 규,김 석.

6. 이 빔 품질제어 ltabffpdltus 로그램,등록일:2010/12/14,등록번호:

2010-01-11-121008045,박승규,백성훈,정 규,정용무,차병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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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 도 러 효과를 이용한 진동측정 로그램,등록일:2010/12/14,

등록번호:2010-01-129-008044,박승규,백성훈,정 규,김기득,김경정,정용무.

8.재귀반사 음 신호의 구역별 정보 추출/분석/비교 로그램,등록일:

2011/12/12,등록번호:2011-01-129-009141,박승규,백성훈,박락규,정 규,

정용무,차병헌.

9. 음 상 로 일링 로그램,등록일:2011/12/12,등록번호:

2011-01-129-009146,박승규,백성훈,박락규,정 규,정용무,차병헌.

E.  기술  실

● 2009/08/31~2010/12/31,자기변형 유도 음 검사기술,(주)세이 텍.

F.  수상 실

● 2007/7/18,김 석,우수논문상 수상 (한국압력기기공학회)

● 2007/10/25,박덕근,우수논문상 수상 (한국원자력학회)

● 2007/10/25,김 석,학술상 수상 (한국원자력학회)

● 2008/8/27,정용무,우수논문상 수상 (한국압력기기공학회)

● 2009/1/2,김 석,논문상 상 수상 (한국원자력연구원)

● 2009/1/2박승규,지 재산권상 상 수상 (한국원자력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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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상 어 핵심 술 개 ”)  보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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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연  : 한 원 연 원

주 연 책  :   

연 원 : 한  

  식

허 도 행

 경 

  

 용 

 흥 

 강 수

 흥 

탁연 : 한양 학
탁연 책 :   진



  보고  약

과 고
2011-

0001889
해 당 단 계
연 간

2010. 3. 1 ~
2012. 2. 29

단 계 2/2

연 사 업
사 업 원 술개 사업

사업 원 안

연 과
과 원  재료열  능동  상 처 술 개

과 생  상 어 핵심 술 개

연 책

해당단계
참 여

연 원수

 :  14.7
내 : 10.2

:  4.5

해당단계
연 비

:1,897,000천원
업:         천원

 계 :1,897,000천원

연 간
참 여

연 원수

 :  36.7
내 : 25.2

: 11.5
연 비

: 4,897,000천원
업:          천원

 계: 4,897,000천원

연    

 
한 원 연 원 원 재료개 참여 업 :

공동연 상 : 상  연 :

탁 연 연 : 한양 학  연 책 : 진

약 보고  수: 172

1. 연 개  내용  

• 상  경 사   진단 술 개
• 상변  결함 계 진단 술(D-Probe) 개
• 상 향  평가  어  도
• 결함 과 크 별 안  해   평가
• 신 상    처 술 개

2. 연 개  결과  용 안 

• 상과 틈새 포/  동시진단 신 술   개 하고 능검  료 

하 (틈새   도 ±1mm 달 ), 가동  검사신  용한 deposit 

포/ 께   술  보하 ( 께  도 ±0.15mm 달 )

• 신  ECT 탐  코   계  한 시 (D-Probe) 2  하고 

상변  량 용 신  보  개  료하 ( 상  도 ±0.04mm 

달 ), 신고리  락사고 생 에 용하여 재사용 허가 득  지원함 

 원  용   능  우수  검 하

• 미  GINNA 가동원 에 D-Probe  시 용하고 우수한 능결과가 학 에 

공식   내 고 술  신  능    았

• 울진 4  열  량 상 생 안에 D-Probe 진단결과  공하여 결  

술  근거 료  원  규 에 극 용 고 , 또한  체용  KEDO 

보  생  용하  한 건  평가에 D-Probe  용하여  

건  함  내원  안해결에 직  여하고 

• 상단 틈새 식에 한 열  denting  원천 지할 수 는 dent-free 재료 

신 술  개 하고 틈새 식 경 사 건에  능 과  검 하

• 지지   향 균열 사 술  개 하여 검 능  향상시킬 수 는 

신 평가  도 하고  평가지  개  안하

• 물질 연  충돌실험에 한 열  swelling 상  재 에 공하  fatigue 

ratcheting에 한 신 상  안하

색 어

(각 5개 상)

한 열 , 상 어, 진단, 상변 , 신 상

어 steam generator tube, control of degradation, diagnosis, 
anomaly, new types of degra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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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제 목

증기발생기 손상제어 핵심기술개발

Ⅱ.연구개발의 목 필요성

원 증기발생기는 재료-지지구조물-환경-유체 등 복합요인에 의해 다양한 유

형의 손상이 나타나며 세계 으로 10여건의 열 단사고가 발생하 고,손상

으로 증기발생기를 교체하여 운 하고 있는 상황이다.이러한 기술 장애를 극복하

기 한 능동 처방안으로 손상 유형별 원인규명/ 측과 이를 통한 손상제어핵심

기술의 개발과 용이 필요하다.

증기발생기 손상제어 핵심기술의 확보는 가동원 의 보수/규제기 최 화,검사

/보수 주기 증가,불시정지 최소화 등으로 가동 안 성 향상 경제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한 신기술 개발로 얻어지는 설계/제작상의 개선요소들은 고유원

천기술로 건설 정 수출용 원 에 반 ,증기발생기 가동신뢰도 향상과 원 산업

계의 국제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

열 손상/ 설에 의한 불시정지와 손상 으로 인한 증기발생기의 조기 교

체는 일본 후쿠시마 원 사고 이후 우려되고 있는 원 의 안 성에 한 부정 여

론을 유발시켜 안정 력공 정책에 차질을 빚게 할 수 있다.따라서 이미 발생된

손상에 한 수동 인 처방안의 한계를 넘어,손상 발생 에 미리 처하는 능동

건 성확보 노력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통하여 사회문화 수용성 증 효과가 기

된다.

Ⅲ.연구개발의 내용 범

1.손상구조/환경모사 최 진단기술 개발

2.형상변화/결함 계 정 진단 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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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구조/환경 손상 향인자 평가,제어인자 도출

4.결함 유형/크기별 안 성 평가

5.신 손상유형 측/ 처 기술개발

Ⅳ.연구개발결과

1.손상구조/환경모사 최 진단기술 개발

가. 상단 확 부 슬러지 침 모사기술

확 부에 원주균열을 제작하고 슬러지를 부착한 상단 확 부 원주균열 손상

구조를 완벽하게 모사하 다.가동원 실제 원주균열 결함 과 비교하 을 때 완벽

하게 손상구조를 모사하 음을 검증하 다.

나.확 형상/틈새분포,크기 동시 측정기술 개발

반경방향으로의 확 량이 거의 동일한 수압식 확 의 경우,D-Probe를 용하여

열 형상변화와 상단 치를 표정함으로서 ±1mm 이내의 오차로 상부

확 천이부에 존재하는 틈새의 깊이를 측정할 수 있었다.폭발 확 의 경우는

D-Probe를 사용하여 틈새의 간극 변화에 따른 와 류 신호 크기의 변화 분포를 분석

함으로서 상부 확 천이부에 존재하는 틈새의 3차원 분포와 깊이를 정 하게 측

정할 수 있었다.

다.확 부 틈새/덴트 모사기술

상단 원주균열의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손상 제어기술 개발 결함평가 신

뢰도 향상에 활용하기 해 한국형 표 원 의 다양한 확 부 틈새 덴트 모사기술

을 개발하 다.제작된 확 부 모사시편의 bobbin형상검사 신호와 가동 원 의 형상

검사 신호를 비교하여,가동원 의 실제 손상구조가 완벽하게 모사되었음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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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Deposit분포 두께 측정기술

구조물 치 직 부에 다양한 형태로 분포하는 deposit의 경화기술 부착기

술을 개발하 다.개발된 기술은 가동원 에서의 실제 와 류신호와 비교하여 검증하

다. 한 ECT검사신호를 이용하여 열 표면에 부착되는 deposit의 분포 두

께를 측정하는 기술을 개발하 다.이때의 측정 정 도는 ±0.15mm 다.이는 증기발

생기 내부에 축 된 슬러지와 deposit의 총량을 계량화하기 한 핵심기술로 사용될

수 있다.

마.근 부 depositbridging모사 탐지기술

Bobbin을 사용할 경우 열 의 근 상에 따른 신호특성과 근 부 틈새에 부

착되는 deposit의 신호특성은 서로 상쇄되어 나타남을 입증하 다.따라서 근 부의

건 성을 온 하게 감시하기 해서는 MRPC를 사용해야 한다.3개 열 이 근 한

상태에서 deposit이 부착된 상을 완벽하게 재 하 으며,근 부 열 틈새의

depositbridging신호를 특정 하는 방안을 제시하 다.

바.결함 유사신호 모사 탐지기술 개발

원 증기발생기 열 에서 발생되는 각종 결함에 한 정확한 평가를 하여

bulge,균열 체 결함에 한 모사시편을 제작하 다.모사시편에 한 신호분석

을 통하여 결함 유사신호를 구분하고,균열 체 결함을 단하는 기법을 개발하

다. 한 신호평가에 향을 미치는 sludge가 존재하는 특정 치에서 와 류 주 수

mixing기법으로 결함을 별하는 기술을 개발하 다.결함발생 열 에 한 검사

이력 조사는 결함발생의 원인규명,상태 확인에 있어서 매우 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었다.

사.Deposit정량화 핵심기술 개발

Bobbin을 이용하여 상단에 축 되는 슬러지의 높이를 측정하기 해 사용

하고 있는 와 류 검사주 수 값이 원 별로 상이함을 확인하 다. 에서 확 천

이부의 치가 서로 다른 시편을 제작하여 확 치가 슬러지의 높이를 측정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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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향을 평가하 다. 상단으로부터 확 치가 높아질 때 슬러지의 높이

는 과소평가되었다.동일 주 수에서도 span값에 따라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을 제

시하 다.

2.형상변화/결함 계 정 진단 기술개발

가.신형 탐 자(D-Probe)최 화 신호보정/필터링 기법 개발

탐 자 코일 검사주 수, 열 내면과의 간극 심지지체 간격,회 진

동 등 성능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설계 구조 인자들을 검토,분석하여 최 화 요건

들을 반 한 D-Probe시제품 2종을 제작하 다.D-Probe로부터 검사 상 열 에

서 수집한 형상변화 와 류 신호는 표 시험편을 사용한 보정과 이를 통해 얻은 3차

다항식을 용하여 반경 값으로 변환되며,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 실제 형상변화

의 크기를 정량화할 수 있는 차를 개발하 다. 한 탐 자의 심이 열 심에

치하지 않은 조건에서 측정된 신호의 경우,형상변화의 유형과 크기 련 정보가 왜

곡될 수 있으므로 원주방향으로 수집된 신호의 심을 일치시켜(centering)실제로 존

재하는 형상변화의 유형과 크기에 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신호 필터링

처리 기법을 개발 완료하 다.

나.신형 탐 자 성능평가,신호평가 로그램 개발

D-Probe를 사용한 열 형상변화 측정은 이 검사 방법과 동일한 성능

정량 측정 정 도를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신고리 1호기 제작 추락

사고 증기발생기의 구조건 성 평가에 용되어 증기발생기의 재사용 인허가 취득에

필용한 결정 인 기술 근거 자료를 제공함으로서 긴 안의 해결에 실질 으로

활용되는 성과를 달성하 다.본 연구에서 개발한 로그램을 이용하면 화면 각도

조명과 표면 조도 설정 등 일반 인 3차원 로그램들이 가지고 있는 고 기능들을

활용하여 ECT검사 데이터를 직 으로 분석할 수 있다.이와 같이 평면 분석과

입체 분석을 병행함으로써 측정데이터의 미세한 형상 변화도 찰할 수 있었으며

신 이고 종합 인 비 괴 검사 자료 분석방법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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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신호평가 통합 로그램 제작

미국 Zetec사에서 개발 인 PC Windows 기반의 상용 신호평가 로그램

EddynetSuite에 신형 탐 자 용 신호평가 로그램을 통합 탑재하기 하여 로

그램 구 차 요구서를 작성 제공하고 베타버 을 제작하 다.통합 로그램을 통

하여 얻을 수 있는 내용은 아래와 같이 요약된다.① 결함 검출과 동시에 결함발생

치에 한 슬러지,덴트,bulge등의 상태진단 정량 평가,② 형상변화 치,크

기,분포에 한 정량 평가 3차원 시각화,③ 슬러지 높이,두께,분포에 한 정

량 평가 3차원 시각화,④ 상단의 확 치,상태에 한 정량 평가 3

차원 시각화,⑤ 증기발생기 구조물 설치상태 열 근 도에 한 정량 평가

라.신형 탐 자 가동원 시범 용성능 데이터 분석

국내 3개 표 형 원 1개 WH형 원 을 상으로 증기발생기 당 20개 이상

열 에 해 D-Probe를 시범 용하여 얻은 신호 데이터를 미국 Zetec사와 공동

개발한 신호 평가용 소 트웨어(베타버 )을 사용하여 용성을 분석한 결과,기존 기

술로는 불가능한 손상 유발인자 들에 한 우수한 진단 성능과 장 용 활용성을 검

증하 다.

마.신형 탐 자 원 용 기술요건 확립

울진 4호기 손상 증기발생기의 긴 교체용으로 장기 보 인 KEDO증기발생

기를 활용하기 한 구조 건 성 평가에 D-Probe 신호 평가용 소 트웨어를

용하여 사용 인허가 획득에 필요한 건 성 입증 기술근거 자료를 제공함으로서 국내

원 안 안의 진단 해결에 실질 으로 기여하 다. 한 미국 GINNA/WEC가

동원 에서 해외 최 로 기술을 인증하여 D-Probe를 시범 용하고 우수한 성능결과

를 발표함으로서 국내는 물론 국제 으로도 기술력을 인정받고 원 용에 필요한 기

술요건을 확립하 다.최근 울진 4호기에서 발생한 증기발생기 열 의 량 손상과

련하여 손상원인 해석에 D-Probe진단 결과가 원인규명의 결정 인 기술 근거로

활용되는 성과를 추가로 달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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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구조/환경 손상 향인자 평가,제어인자 도출

가.원주균열-덴트/확 /환경조건 상 계 해석

OPR-1000증기발생기 열 의 내외면 원주균열 발생/성장과 덴트/확 /환경조

건의 상 계 해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원주균열 발생에 한 제어인자를 도출하

으며,이의 해석결과가 실제 활용되는 성과를 이루었다.① 폭발/수압 확 시 편심

확 ,돌출 등의 특이 형상변화 최소화를 한 확 상태/ 치의 정 제어 열

확 공정 최 화 필요.② 해석결과의 공개를 통하여 안 규제 기 자료 제공

OPR-1000증기발생기의 방보수 기 자료로 활용

나. 재료 부식-틈새환경 향인자 제어인자 평가

확 틈새에 농축되어 재료 열 재료의 부식을 가속시키는 주요 인자

인 sulfate,chloride,phosphate의 향을 정량 으로 평가하 다.특히 chloride와

sulfate는 그 존재 비율에 따라 부식을 유발하는 형태가 다르게 나타났다.SO4
2-
/Cl

-

몰 비율이 1보다 작은 시험조건에서는 모두 핏 이 발생하 으며,SO4
2-
/Cl

-
몰 비율

이 1보다 큰 조건에서는 일반부식이 발생하 다. 재료는 Alloy600 열 과의

갈바닉 에 의하여 부식속도가 3～5배 증가하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다. 재료부식 향인자 최 제어기술 확립

재료부식 제어기술 확립을 하여 Alloy690과 SA508Cl.3재료를 상으로

pH 변화에 따른 기화학 부식속도 비교 측정시험을 수행하 다.Alloy690을

cladding처리한 재료의 부식속도는 기존 재료에 비하여 pH2에서 1/145,pH

7에서 1/18,pH 12에서 1/16로 감소하는 것으로 측정되었다.따라서 상단에

Alloy690을 cladding함으로써 재료의 부식에 의한 denting을 원천 방지할 수 있

음을 제안하 다.

라.증기발생기 모델별 재료/설계 비 마모특성

OPR-1000증기발생기의 마모손상 완화를 해서는 반진동구조물의 구조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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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개선해야 한다는 기본 사항 외에 아래와 같은 손상인자의 제어 개선효과가

이루어져야 함이 강조된다.① 반진동구조물 BW/VS 재의 두께 공차 최소화를 통

한 두께 균일성 확보.② 열 과 구조재간의 평균 간격 최 화를 한 마모거동 평

가 검증

마.OPR-1000증기발생기의 AVS개량과 열수력 특성 해석

OPR-1000증기발생기의 AVS개선효과를 검증하기 한 열수력 특성 시험을 수

행하 다.FIV실증시험 장치를 이용하여 기존 AVS의 열수력 주요 진동특성을 살

펴본 결과,X방향,Y방향에서 각각 열 과 AVS간의 slidingwear와 impactwear

의 진행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개량형 AVS의 개선효과 검증시험 수행을

하여 FIV실증시험장치의 설계변경 설치를 완료하 으며 기존 AVS열수력 특

성 시험과 동일한 조건에서 진동특성과 마모에 미치는 향을 평가하 다.

바.FDP 용후 마모/sludge분포/deposit거동 분석

표 원 증기발생기 열 의 마모손상을 완화시킬 목 으로 울진 5,6호기에는

유량분배 (FDP)이 2개씩 설치되었으며,이의 설치로 앙공동 역에서는 마모발생

이 매우 게 나타나고 있다.이는 FDP가 앙공동 역 상부의 높은 유동에 지를

감소시키는데 기인한 것으로 해석되며,따라서 FDP설치가 마모손상의 완화효과에

매우 유효한 것으로 평가된다.FDP설치에 따른 유체흐름의 변화로 상단의 슬

러지 축 일부 역에서의 deposit발생 등이 상되었으나,4주기 가동까지 2인

치 이상의 높이를 갖는 슬러지 축 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일부 특정 역에서의

deposit증가 상이 나타나나 FDP의 설치에 기인한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4.결함 유형/크기별 안 성 평가

가.직 부 결함 유형/크기별 구조 안 성 평가

열 직 부 내외면에 다양한 자연결함 제작하고 이를 이용한 수압시험으로부

터 이들의 구조 안 성 평가를 수행하 다.내외면 축방향 균열의 깊이에 따른 설

발생 여부와 설압력에 한 결과를 얻었으며,특히 외면 원주균열에 있어서 균열 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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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최 79.8%인 결함에서도 6,200psig까지 설이 발생하지 않음으로서 구조

안 성의 유지가 확인되는 요한 결과를 얻었다.

나.구조물/형상변화/균열 복합손상 mock-up제조기술 개발

국내 표 원 증기발생기의 손상 안인 상단 확 부의 외면 원주균열을

상으로 구조물/형상변화/결함 등 복합 손상 구조를 갖는 mock-up의 제조 기술을

개발하 다.Mock-up시편들은 검사방법별 결함평가 정 도 분석 향인자 해석

등 비 괴 검사 신뢰성 향상 결함 크기 유형별 설 안 성 평가시험에 사용되

었다.

다.손상 민감부 잔류응력 해석기법 개발

확 시편에서 변화량이 가장 큰 상부 확 천이지역에서 축방향 응력 σy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원주방향 응력인 σz도 다른 부 보다 상 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로부터 열 확 시 변형이 큰 역에서 응력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

었다.

라.마모손상 열 통 응 구조안 성 평가

열 근 거리에 따른 와 류 신호의 상 계를 도출하기 하여 실제 한국

형 표 원 증기발생기 곡 부 직 부 열 근 모사 구조를 제작하 다.와

류 검사의 주 수 신호를 이용,BW lockbar 치 마모손상으로 막음 조치된 주

변 열 에서 열 근 에 따른 신호변화를 감시하여 마모손상 열 의 단유무

를 별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마.복합손상 mock-up이용 결함평가 정 도 분석 향인자 해석

원 증기발생기 열 외면에서 와 류 신호를 유발하는 잔류물질,

deposit,IGA결함 등을 내재한 mock-up시편을 제작하 다. 장 가동 검사에서

INR 는 NHM으로 평가한 신호들에 한 결함 여부를 정하기 해 제작된

mock-up시편과 ASMEstandard의 결함신호를 비교하여 분석한 결과,가동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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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INR 는 NHM으로 평가한 신호는 모두 체 성 결함으로 나타났다.

바.손상민감부 잔류응력 실측 신뢰도 평가

제조사가 서로 다른 3종류의 열 시편을 사용하여 형상변화의 크기를

D-Probe로 측정한 후 각각의 시편을 axialsplitmethod로 원주방향 잔류응력의 크기

를 실측하 다.과도한 직 화 교정에 의해 큰 인장잔류응력이 유발됨을 검증하 다.

사. 지지 치 외면 축방향 균열 제조 탐지기술 개발

국내 표 형 원 지지 치에서 발생하고 있는 외면 축방향 균열을 모사 제

작하여 탐지기술 개발에 활용하 다.제작된 균열의 와 류 신호를 비교 분석하여 실

제 가동원 지지 치에서 발생된 축방향 균열이 거의 동일하게 모사 제작되었

음을 확인하 다.와 류 검사 신호의 간 주 수 채 신호와 믹싱 로세스 채 신

호를 동시에 평가함으로서 균열의 검출능을 획기 으로 향상 시킬 수 있는 신호 평가

기법을 도출하 으며,이 결과를 반 하여 기존의 원 장에서 사용 인 신호평가

지침서의 개정을 제안하 다.

아. 열 제조시 ECT신호 노이즈 유발요인 분석 결함 검출능에 미치는

향 평가

상용 열 에 추가 인 압축응력을 가하는 직 화 공정시험을 통하여 열 에

도입되는 소성변형 는 형상변화가 열 의 ECT신호특성에 미치는 향을 분석

하 다.육안 외형 찰로부터 소성변형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정도의 미세한 소성

변형이 도입되는 경우에도 ECTbobbin신호의 진폭이 증가하여 신호의 noiselevel이

높아지게 됨을 확인하 다.따라서 큰 소성변형으로 형상변화가 동반되는 경우 노이

즈의 향이 매우 커지게 되고 이에 따라 열 품질기 에서 요한 요소인 신호

잡음비(S/Nratio)가 하될 뿐만 아니라 기 결함의 발생 존재에 한 검출능

이 히 하된다는 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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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신 손상유형 측/ 처 기술개발

가. 열 swelling모사기술 개발 발생기구 규명

최외곽 열 의 반경증가 상(swelling)원인 규명을 해 이물질 충돌 모사시

험 장치를 설계 제작하 다.이물질 연속 충돌 실험에 의하여 열 swelling 상을

재 하는데 성공하 으며,fatigueratcheting에 의한 발생 기구를 제안하 다.

나.과도 형상변화 부 균열모사 제조 탐지기술 개발

과도 형상변화부( 상부 과확 돌출확 )의 내면에 원주균열 제작 기술을

개발하 다.과도 형상변화부 균열 모사 제조기술 개발에서 제작한 상부 돌출

확 시편의 내면 부식균열에 해 pluspoint,Ghent X-probe를 사용하여 균열결

함 검출능에 한 비교평가를 수행하 다.분석결과 형상변화 치에 존재하는 내면

결함에 하여 S/N ratio로 비교한 탐 자별 검출능은 X-probe> pluspoint≈

Ghent로 X-probe가 가장 뛰어난 것으로 평가되었다.한편,X-probe의 경우 내면

외면 결함에 한 구분이 어려운 단 을 보 다.

다.Depositbridging지역 결함제조 탐지기술 개발

Depositbridging지역에 외면 축균열이 발생한 형상을 모사하고 이를 탐지하는

최 기법을 개발하 다.단일 주 수를 사용할 경우,deposit의 향으로 신호 상이

달라지고 있으며,경우에 따라서는 신호 상이 40°보다 작게 되어 외면결함이 내면결

함으로 오 될 가능성도 있음을 알 수 있었다.550-150kHz신호 mixing평가기법을

사용한 경우는 신호 상의 변화가 으며 일 되게 외면결함으로 평가될 수 있었다.

따라서 depositbridging지역의 균열탐지를 하여 550-150kHz주 수 mixing에 의

한 평가기법이 가장 바람직함을 제시하 다

라.고속검사 탐 자 검출능 비교 종합평가

증기발생기 열 에서 발생하는 외면 축방향 원주균열,내면 축방향 균열,

입계부식 자연결함을 제조한 다음 bobbin,MRPC,X-probe를 이용하여 탐 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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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 검출성능을 비교 평가하 다.고속검사 탐 자인 X-probe는 S/N ratio기 으

로 균열결함에 하여 MRPC와 동등 이상의 검출능을 보 으며,입계부식에 하

여는 약 3배의 우수한 검출성능을 나타내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Ⅴ.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1.개발기술의 상용화

증기발생기 진단용 신형 와 류 탐 자(D-Probe)기술은 국제 경쟁력을 갖춘

국내 고유기술로서 국내외 원 시범 용 확 를 통한 상용화 해외 수출을

극 추진함.

2.가동 신뢰도 향상 수출경쟁력 제고

교체용 신형 원자로 용량 증기발생기의 설계개선과 제작기술 고도화 등 가

동 신뢰도 향상 수출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핵심기술로 활용함.

3.제작 가동원 건 성 평가와 손상 안 해결 지원

제작 가동원 증기발생기의 건 성 평가와 손상원인 규명에 활용,원인에

응한 리/규제 기술 처방안을 산업체에 시에 제공하여 극 반 토록

함.

4.장기 가동원 안 성 향상

국내 장기가동 원 증기발생기의 상단 원주균열 덴트 감시기 ,deposit

집 부 균열 민감도 기 설정,검사신뢰도 향상 등 사 처를 한 안 성 향

상 핵심기술로 활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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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Ⅰ.Projecttitle

Developmentofcoretechnologyforcontrolofsteam generatordegradation

Ⅱ.Objectivesandimportanceoftheproject

Steam generatortubeshaveexperiencedvarioustypesofdegradationdueto

complexfactorsofmaterials-supportstructures-environments-fluidsandthetube

ruptureaccidentshavebeenreportedover10operatingplants.Thereforemostof

thesteam generatorshavebeenreplacedearlybeforeadesignedlife.Thecore

technologiesforcontroloftheseproblemsshouldbedevelopedandimplemented,

sowecanpro-activelypredictandmanagethedegradations.

Thesecoretechnologiescancontributeatuberepairstrategy/anregulation

guidelineoptimization,anextensionofinspection/repairterm,anminimizationof

unscheduledoutage.Theimprovementfactorsobtainedfrom thetechnologiescan

beapplicabletomanufacturingahigherqualitysteam generators,whichinturn

resulted in an enhancement of operational reliability and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Theunscheduledoutagesandearlyreplacementsofsteam generatorsdueto

tubedegradationandleakagehaveannegativeeffectonpublicreliabilityforplant

safetyespeciallyaftertheFukushimanuclearaccidentandmaythreatenastable

supplystrategyofelectricpower.Therefore,beforeanaccidentoccurs,proactive

effortsforareliabilityestablishmentareessentialtoapromotionofsocialand

publicacceptance.

Ⅲ.Scopeandcontentsoftheproject

1. Technology development for optimal diagnosis and simula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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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gradationstructures/environments

2.Technologydevelopmentforprecisediagnosisofanomaliesanddefects

3.Evaluationofstructural/environmentalfactorsaffectingandcontrolling

degradation

4.Safetyevaluationdependingondefecttypeandsize

5.Technologydevelopmentforpredictionandcountermeasureofnew types

ofaging

Ⅳ.Resultsoftheproject

1.Technologydevelopmentforoptimaldiagnosisandsimulationof

degradationstructures/environments

(1)Simulationtechnologyforsludgedepositiononthetopofthe

tubesheet

Degradation structures simulating a circumferentialcrack in the tube

expansionregionpiledupwithsludgewerecompletelysimulated.Thecrack

signalsfromthesimulatedstructureswereingoodagreementwiththosefromthe

realcircumferentialcracksintheoperatingsteam generators.

(2)Simultaneousmeasurementtechnologyforexpansionshape/crevice

distributionanditsdimension

Thecrevicedepthofahydraulicexpansionregionwasmeasuredwithanaccuracy

ofbelow ±1mm bysuperimpositionofTTSlineonthesignaloftubeshapechange

obtainedbyD-Probe.Inthecaseofanexplosiveexpansionregion,thecrevicedepth

anditsdistributioncouldsimultaneouslybeevaluatedbymeasuringthesignalsfromthe

gapbetweenthetubeholesurfaceandtheinspectedtube.

(3)Simulationtechnologyforcrevice/dentinatubeexpansionarea

Simulationtechnologiesforcrevicesanddentsinatubeexpansionareawere

developed,whichwouldbeutilizedtosearchacircumferentialcrackingmechanism

andtoenhanceareliabilityofdegradationevaluation.Itwasconfirmedthatthe

manufactureddegradationstructureswereperfectlysimulatedbycomparing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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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pesignalsfrom themanufacturedstructureswiththosefrom thein-service

steam generators.

(4)Measurementtechnologyfordepositdistributionanditsthickness

Depositmixing,hardening and applying method was established.The

developedtechnologywasvalidatedbycomparisonwiththerealsignalsobtained

from theoperatingplants.Measurementtechniquefordepositdistributionandits

thicknessonthetubesurfacewasalsodevelopedusingECT bobbinsignals.It

showedanaccuracyof±0.15mm.Thetotalamountofsludgeanddepositloaded

inasteam generatorcanreasonablybeestimatedbythismethod.

(5)Simulationanddetectiontechnologyfordepositbridging

Itwasvalidatedthatthebowingsignaloffsetthedepositsignalduringthe

examinationusing bythebobbinprobe.Therefore,itwasrecommendedthat

MRPC beused formonitoring theintegrity ofthebowing region in steam

generators.Theconditionofcloselycontactedthreetubewithdepositbetweenthe

tubeswascompletelysimulatedinthelaboratory.From thesimulationtest,the

signalofdepositbridgingcanbediscriminatedfrom thenormaldeposit.

(6)Simulationanddetectionforfalsepositivesignals

Mock-upspecimensofbulge,crackandvolumetricdefectsweremanufactured

todevelopsometechnologiesforpreciseevaluationonvariouskindsoftube

defect.Theuniquetechnologydevelopedbyanalyzingthesignalcharacteristics

from thespecimenscansuccessfullydiscriminateactualdefectsignalsfrom false

positivesignals,andcracksfrom volumetricdefects.Forcrackandvolumetric

defectsatlocationsurroundedbysupporting structureandsludge,thesignal

mixingprocesswasalsodevelopedinordertoevaluatepreciselytheirexistence

andtype.Ahistoricalreview onECT-ISIfordefectedtubesisveryimportantto

understanddefinitelythecauseandstatusofdefects.

(7)Coretechnologyforquantificationofdeposit

Thetestfrequencyofbobbincoilformeasurementofsludgeheightonthe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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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tubesheethavebeenusedvariouslybydifferentplants.Theeffectofthe

locationofexpansiontransitionintherelationwiththetopofthetubesheetonthe

estimationofthesludgeheightwasevaluatedusingthethreedifferentmock-up

specimens.Theheightofsludgewasunderestimatedwithincreasingthelocation

oftubeexpansiontransitionatthetopofthetubesheet.Thespanvaluealso

affectedthesludgeheightestimationevenatthesamefrequency.

2.Technologydevelopmentforprecisediagnosisofanomaliesanddefects

(1)OptimizationofD-Probeandcalibration/filteringprocessdevelopment

TwotypesofprototypeD-probeweremanufactured,whichwereoptimizedin

viewpointofdesignandstructuralfactorsaffectingitsperformancesuchasprobe

coil,testfrequency,annulargapfrom tubeIDsurface,distancebetweencentering

supportlegsand rotation-induced vibration.Theshapechangesignalswere

calibratedusingastandardspecimenandconvertedtoaradiusdimensionoftube

byapplyingathree-dimensionalpolynomial.Thefinalprocedurewasdevelopedto

quantifythedimensionofashapechangeusingaseriesoftheseprocesses.A

signalfiltering processwasalsodeveloped tosynchronizetheorigin ofthe

collectedsignalwithanother,sothatanerrorduetoadeviationbetweentheprobe

centerandtheinspectedtubecentercouldbeminimized.

(2)Performancetestandevaluationprogram productionforD-Probe

ItwasvalidatedthattheshapechangecouldbemeasuredusingD-Probewith

thesameaccuracyandperformanceofalaserinspectionmethod.D-Probewas

alsoutilizedtoevaluatetheintegrityofasteam generatorexperiencedadrop

accidentduringmanufacturingandcontributedtoacquiretheauthorizationfor

reinstallation.The personalcomputerbased program was developed forthe

analysisoftheadvancedD-ProbeECT signals.Thefunctionofthisanalysis

includestheconversionofECTdatafrom ZArchivetoASCIItextfileformatand

the2-dimensionaland3-dimensionalquantitativeevaluationandvisualizationof

thegeometricanomalyinaSG tubesuchasitstype,location,magnitudeand

distribution.TheseprogramsarePCbasedsothattheoperationiseasyandha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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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rocessECTdata.Thevisualizationoftherealtubeshapeandthemethodsof

differentialdataanalysisforcrackingpredictionobtainedbyapplyingtheneweddy

currentprobeareexpectedtomakeaninnovativecontributioninbothpre-and

in-serviceinspectionofSGtubeinnuclearpowerplants.

(3)Productionofintegratedsignalevaluationprogram

The beta version ofthe evaluation software was developed underthe

cooperationwithZetecanditwouldbecontainedasanindependentmoduleinthe

EddynetSuitebasedonthePC Windowsoperationsystem.Itwillprovidea

quantitativeextentanda3-dimensionalvisualizationfortubeshape,sludge,and

crevicedistribution.

(4)DataanalysisontrialapplicationperformanceofD-probetooperating

plants

D-probe signals obtained from three domestic OPR-1000 plants one

WH-typeplantwereanalyzedusingthesignalanalysissoftwareco-developed

with Zeteccompany.Itwasvalidated thatthesoftwareshowed asuperior

diagnosisperformanceandon-siteapplicability,whichcannotbeachievedby

existingtechnologies.

(5) Establishment of technical requirements of D-probe for plant

application

D-probeandsignalanalysissoftwarewereusedtoevaluatethestructural

integrityofKEDOsteam generatorsforurgentreplacementofUlchinunit4.So,

technicalbasedataforacquiringalicencefrom regulatoryagencywasprovided

toKHNP.D-probewasalsosuccessfullyappliedtoGINNA/WECinUSandits

superior performance was acknowledged allover the world.Consequently

technologyrequirementsneededforplantapplicationwerefullyestablished.In

addition,precisediagnosisresultsusing D-probeprovidedacrucialtechnical

baseto interpreta rootcauseofnumerousOD axialcracking in eggcrate

intersectionsinUlchinunit4.



- xvii -

3.Evaluationofstructural/environmentalfactorsaffectingandcontrolling

degradation

(1)AnalysisontherelationshipbetweenthecircumferentialcrackofSG

tubeanddentformation/tubeexpansion/environmentaleffect

SomefactorscontrollingtheoccurrenceofcircumferentialcrackofSG tube

forOPR-1000 were produced by analysi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ircumferentialcrackofSGtubeanddentformation/tubeexpansion/environmental

effect.Tomakeprecisecontrolfortheshapeandpositionoftubeexpansion

transition,itisnecessarytominimizetheformationofgeometricanomaliessuch

asan eccentricexpansion andaprotrusion in theprocessofexplosiveand

hydraulictubeexpansion.Theseresultsarepracticallyusedforsafetyregulation

andplantoperation.

(2)Evaluationoffactorsaffectingandcontrollingcorrosionoftubesheet

materialandcreviceenvironment

The effects ofsulfate,chloride and phosphate on the corrosion ofthe

tubesheetandtubematerialwerequantitativelyevaluatedinvarioussimulated

creviceenvironments.Thecorrosionrateandtypewascontrolledbythemoleratio

ofsulfatetochloride. PittingcorrosionwasdevelopedinAlloy600atamolar

ratioofSO4
2-
/Cl

-
<1,whereasAlloy600wasgenerallycorrodedatamolarratioof

SO4
2-
/Cl

-
>1.Thecorrosionrateofthetubesheetmaterialincreasedbyafactorof

3∼5byaGalvaniccontactwiththetubematerialAlloy600.

(3)Establishmentofoptimum technologyforfactorsaffectingcorrosion

oftubesheetmaterial

ElectrochemicalcorrosionratesofAlloy690andSA508Cl.3weremeasuredin

apHrangeof2∼12.ThecorrosionrateofAlloy690claddedtubesheetmaterial

reducedby1/145,1/18and1/16atapH of2,7and12respectively,comparing

withthatoftheoriginaltubesheetmaterial.Therefore,theAlloy690claddingon

thetopofthesecondarysurfaceofthetubesheetwassuggestedtopreventthe

corrosionofthetubesheetmaterialandtubeden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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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ComparisonofwearcharacteristicforthedifferentAVSdesignsof

domesticpowerplants

Itisemphasizedthatthefollowingfactorsinfluencingontheweardamage

mustbecontrolledandimprovedtoreduceSGwearofOPR-1000.i)Controlof

thicknessuniformitybytheminimizationofthicknesstoleranceofBW/VSplates,

ii) OptimizationoftheaveragegapbetweenSGtubeandBW/VSplatesofAVS

(5)ThermalhydraulicanalysisonthemodificationofSG-AVSof

OPR-1000

ThermalhydraulictestusingKAERIFIV testfacilitywascarriedoutto

investigatetheeffectofthemodifiedAVSonweardegradation.Itwasanalyzed

from primarytestusingthepresentAVSofOPR-1000thattheslidingwearand

theimpactwearbetweenSGtubeandAVSinthedirectionofXandYcouldbe

possible,respectively.DesignchangesofFIVtestfacilitywerecompletedandthe

effectofvibrationcharacteristicsonwearofSGtubewasevaluated.

(6)Evaluationonthebehaviorofwear,sludgedistribution,anddeposit

afterFDPinstallation

2setsofFDP(Flow DistributionPlate)wereinstalledinUlchin5,6unitto

reduce tube wear degradation of OPR-1000 steam generator.After FDP

installation,weardegradationatcentralcavityareawassignificantlyreduced.This

resultwasduetomainlyreductionofhighvibrationenergyatthetopofcentral

cavityandthereforeFDP installationwasevaluatedasaneffectivemeasure.

AlthoughsludgeaccumulationatTTSanddepositformationatsomeregiondueto

achangeofflow patternundertheconditionofFDPinstallationwereexpected,

sludgewithabove2inchesinheightdidnotaccumulatefor4cyclesoperation.

4.Safetyevaluationdependingondefecttypeandsize

(1)EvaluationonthestructuralsafetyforstraighttubeofSGhaving

differenttype/sizeofcracks



- xix -

Somenaturalcrackswithdifferenttypesandsizesweremanufacturedonthe

innerandoutersurfaceofstraightSGtube,thentheevaluationontheirstructural

safetywasperformedbyinternalpressuretest.From thistest,theoccurrenceof

leakage varying with crack depth was determined and the leak pressure

corresponding to the crack opening was also measured.Particularly,fora

circumferentialcrackonoutersurfacehavingcrackdepthofmax.79.8%,the

leakagedidnotoccuruntilpressureof6,200psigandweconfirmedthatits

structuralsafetywasassured.

(2)Manufacturingtechnologyforcomplicateddegradationmock-up

containingstructure/shapechange/defect

Amock-upwasmanufactured,simulatingcircumferentialcracksintheouter

surfaceoftheexpansiontransitionregioninstalledinthetubesheet.Thecracked

specimenswereusedtoevaluatetheaccuracyofdefectsizingandmeasurethe

leakrate.

(3)Analysistechnologyforresidualstressofdegradationsusceptible

region

Basedonthefiniteelementmethod,residualstressdistributionwasanalyzed

usingtheshapemeasurementdatafrom thetubeexpansionregion.Highresidual

hoopandaxialstressexistintheupperexpansiontransitionwheretheplastic

deformationhasoccurredrelativelylarge.

(4)Structuralsafetyevaluationonaruptureeventofworntube

Theweartubesjustabovethelockbarsshouldcontinuouslybemonitored,

sincetheweardegradationisstillinprogressalthoughtheywereplugged.Itwas

suggested thatthe rupture eventofthe tube can be monitored by the

approximationsignalsaroundthepluggedtubeatlow testfrequencyofbobbin

probe.

(5)Accuracyanalysisofdefectevaluationusingthemock-up

A mock-upcontainingforeignobjectswithdifferentmaterials,deposi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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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granularattackwasmanufactured.AllthesignalsevaluatedasINRsduring

thein-serviceinspectionshowedatypicalcharacteristicofvolumetricdefect,

comparingtheirsignalswiththesignalsfrom themock-upspecimensandASME

defectstandardspecimens.

(6)Residualstressmeasurementandreliabilityevaluation

Thetubessuppliedby3differentmanufacturerwereinspectedtomeasurethe

extentofshapechangeby D-Probeandthen thehoopresidualstresswas

measuredbyatubesplitmethod.Thesplittingmethodusingthearchivetubes

showedthatanover-straighteningprocessresultedinalargeresidualstressina

tube.

(7)Simulation anddetection forOD axialcracksin eggcratesupport

region

OD axialcracksoccurringineggcrateintersectionsindomesticOPR-1000

steam generatorsweremanufacturedtodevelopadvanceddetectiontechnologyfor

suchcracks.Itwasvalidatedthatthesignalsofmanufacturedcracksshowedjust

similarcharacteristicstotherealcracksinplants.Itwasfoundthatsimultaneous

evaluationofmid-rangechannelsignalsandmixingprocesschannelsignalswould

bedrasticallyenhancedDetectivityofthesecracks.Basedonthisresult,itwas

suggestedthattheexistingsignalanalysismanualforin-serviceinspectionbe

revised.

(8)AnalysisonECTsignalnoiseintroducedduringtubemanufactureand

evaluationofitseffectontheDetectivityofdefects

Theeffectoftheplasticdeformationorshapechangeofsteamgeneratortube

introduced by an excess compressive stress on tube surface in the roll

straighteningprocessonECT signalwasinvestigatedthroughrollstraightening

testsapplyingadditionalcompressivestressonthecommercialsteam generatorof

Alloy600HTMA.ItwasshownthatECTnoiselevelincreasedbyincrementof

ECT bobbinsignalamplitude(orvoltage)eveninthecaseofslightlydeformed

tube.ItcanbeconcludedthatahighlevelofECTsignalnoiseaccompaniedb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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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pechangefrom largeplasticdeformationresultsinasignificantdecreaseof

DetectivityofdefectaswellasadecreaseofECTS/Nratio.

5.Technologydevelopmentforpredictionandcountermeasureofnew types

ofaging

(1)Simulationtechnologyforswellinganditsmechanism

Theswellingphenomenonoftubeinaperipherallocationwassuccessfully

simulatedinthelaboratoryanditwassuggestedthattheswellingwasresulted

from aratchetingprocessbyarepetitiveimpactingoftheforeignobjects.

(2)Simulationanddetectiontechnologyfordefectsinanextraordinarily

expandedtube

Amanufacturingtechniqueofacircumferentialcrackinsideanextraordinarily

expandedtube(anover-expansionandprotrusion)wasestablishedandthesignal

characteristicsofthecracksintheextraordinarilyexpandedregionwereanalyzed

usingvariousECTprobes.TheX-probewassuperiortothepluspointandGhent

probeindetectionofthesetypesofdefects.

(3)Technologyformanufacturinganddetectingdefectsintheregionof

depositbridging

Anoptimum technologyformanufacturinganddetectingODaxialcracksin

theregionofdepositbridgingwasdeveloped.Atasinglefrequency,signalphase

anglewasaffectedbydeposit.Inaworstcase,therefore,anOD defectcan

possiblybemiscalledtobeanID defect.Becauseasignalmixingmethodof

50-150kHzlittleaffectedsignalphaseangle,itwassuggestedtobeabetter

evaluationtechniquefordetectingdefectsintheregionofdepositbridging.

(4)Comparativeevaluationonthedetectioncapabilityofhighspeedprobe

Thedetectioncapabilityofbobbin,MRPC,andX-probewascomprehensively

evaluatedusingthenaturaldefectspecimenssuchasODaxialandcircumferential

cracks,ID axialcracksandintergranularattack.HighspeedX-probeshowe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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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ectivityofMRPC orsuperiorforcracksand3timeshigherDetectivityof

MRPCforintergranularattack.

Ⅴ.Proposalsofapplication

1.CommercializationofDevelopedTechnology

TheD-ProbeanditsanalysissoftwareareKAERI'suniquetechnology,and

havebeenqualifiedworldwidely.Thus,thecommercializationfordomestic

and internationalmarketisin progressthrough theexpansion oftrial

applicationstothedomesticandinternationalnuclearindustries.

2.ImprovementofOperationalReliabilityandInternationalCompetitiveness

The developed techniques willbe practically used for improving the

operationalreliabilityandinternationalcompetitiveness,playingaroleofthe

roottechnology for the advancementofsteam generator design and

manufacturingtechnologylevel.

3.IntegrityAssessmentandTechnicalSupporttoSolvetheTechnicalIssuesof

Steam GeneratorsinManufactureandOperation

Thedevelopedtechniqueswillbeappliedtotheintegrityassessmentandroot

causeanalysisofsteam generatordamagedinmanufactureandoperation,

andsupply thetechnology ofmanagementandregulation timely tothe

industries,aswellastheexecutablecountermeasurescopingwiththespecific

rootcause.

4.SafetyImprovementofSteam GeneratorsinLong-Term OperatedPlants

Thedeveloped techniqueswillbeused forthemain toolsofproactive

management,suchastheestablishmentofcriteriaforthecircumferential

cracksand dentsin thetop oftubesheet,estimation oftubecracking

susceptibility in area ofheavy deposit,and improvementofinspection

re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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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제 1 연구개발의 목

ㆍ재료-지지구조물-환경-유체 복합요인 응 고품질 손상제어기술 확보

ㆍ제어효과 검증, 용성 평가를 통한 증기발생기 개량 고유 원천기술 확보

제 2 연구개발의 필요성

1.기술 측면

원자력발 소의 증기발생기는 1차 계통 냉각재 면 의 약 80%를 차지하는

열 과 지지구조물 등으로 구성된 주요기기로서 원래는 큰 문제없이 원 의 설계수

명까지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상되었다.그러나 실제로는 수년 이내의 가동 기부

터 재료-지지구조물-환경-유체 등의 복합 요인에 의해 다양한 유형의 손상을 경험

하 고,손상원인 규명 측을 한 노력 없이 발생된 결함에 한 수동 인 보수

처방안이 계속 용되면서 단사고, 설 등에 의한 가동률의 손실을 경험하여 왔

음은 물론 보수 수 증가에 따른 열효율의 감소로 인해 많은 가동원 이 증기발생기

를 교체하고 있는 상황에 있다.국내의 경우 1건의 열 단사고를 경험한바 있으

며,3개 원 은 증기발생기를 교체하 고 최근 울진 3,4호기 2개 원 이 열 량

손상으로 긴 교체 정이다.따라서 재까지 경험한 이러한 기술 장애를 극복하

기 해서는 재료-지지구조물-환경-유체 등의 복합 손상요인에 한 종합 인 원인

규명 측과 손상제어 핵심기술을 개발, 용하는 능동 처방안이 필요하다.

2.경제 측면

증기발생기 손상제어 기술력의 확보는 그 자체로서 련기술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어 외화 지출의 감효과를 가져 올 뿐만 아니라,손상 취약부의 치와 유형 등

을 사 에 측하고 이에 한 종합 처 방안을 제공함으로서 가동원 의 보수/규

제 기 최 화,손상율 감소에 의한 검사/보수주기 증가,불시정지의 최소화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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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의 가동안 성을 향상시켜 경제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한 기술개발로

부터 피드백 되는 설계/제작상의 개선요소들은 고유 원천 기술로서 향후 국내 건설

정 원 과 수출용 원 에 용되어 증기발생기의 신뢰도를 향상시킴으로서 원 산업

계의 국제경쟁력 향상이 기 된다.

3.사회 측면

가동년수의 증가에 따라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증기발생기의 손상은 원 의 안

성,가동률을 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특히 가동 열 설에 의한 불시정

지와 최근의 울진 4호기 증기발생기 열 량 손상발생 사건과 같이 보수 수의

증가 이로 인한 신규 증기발생기로의 조기 교체 등은 일본 후쿠시마 원 사고이

후 우려되고 있는 원자력발 의 안 신뢰도에 한 부정 여론을 유발시키고 국가의

안정 력공 정책에 차질을 빚게 할 수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손상이 발생된

후 이에 한 조치를 취하는 기존의 수동 인 처방안의 한계를 넘어서,손상이 발생

되기 에 손상 발생의 복합 요인에 한 향평가 원인분석 등을 수행하여 향

후 추가로 는 신규로 발생할 수 있는 결함의 유형과 치 등을 측,검증함으로써

사 에 미리 처하고자 하는 능동 건 성 확보 노력은 원 의 안 성 제고와 효율

인 수명 리에 필수 인 요소임이 강조된다.따라서 재료-지지구조물-환경-유체

등의 복합 손상요인에 응한 증기발생기 손상제어 핵심기술을 개발, 용하는 연

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겠으며,이를 통하여 원 안 성에 한 국민의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 3 연구개발의 내용 범

제 1 에 기술한 연구개발의 필요성에 입각하여 수행된 본 과제의 연구개발 내용

범 는 다음과 같다.

1.손상 구조/환경 모사 최 진단기술 개발

가. 상단 확 부 슬러지 침 모사기술

나.확 형상/틈새분포,크기 동시 측정기술

다.확 부 틈새/덴트 모사기술

라.Deposit분포,두께 측정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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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근 부 depositbridging모사 탐지기술

바.결함 유사신호 모사 별기술 개발

사.Deposit정량화 핵심기술 개발

2.형상변화/결함 계 정 진단 기술개발

가.형상/결함 3-D해석용 신형 ECT탐 자 최 화 형상변화 정량화용 신호보

정 필터링 기법 개발

나.신형 탐 자 성능평가,신호평가 로그램 개발

다.신호평가 통합 로그램 제작

라.신형 탐 자 가동원 시범 용성능 데이터 분석

마.신형 탐 자 원 용 기술요건 확립

3.손상 향인자 평가,제어인자 도출

가.원주균열-덴트/확 /환경조건 상 계 해석

나. 재료 부식-틈새환경 향인자 제어인자 평가

다. 재료부식 향인자 최 제어기술 확립

라.증기발생기 모델별 재료/설계 비 마모특성

마.OPR-1000증기발생기의 AVS개량과 열수력 특성 해석

바.FDP 용후 마모/sludge분포/deposit거동 분석

4.결함 유형/크기별 안 성 해석 평가

가.직 부 결함 유형/크기별 구조 안 성 평가

나.구조물/형상변화/균열 복합손상 mock-up제조기술 개발

다.손상 민감부 잔류응력 해석기법 개발

라.마모손상 열 통 응 구조안 성 평가

마.복합손상 mock-up이용 결함평가 정 도 분석 향인자 해석

바.손상민감부 잔류응력 실측 신뢰도 평가

사. 지지 치 외면 축방향 균열 제조 탐지기술 개발

아. 열 제조시 ECT신호 노이즈 유발요인 분석 결함 검출능에 미치는 향

평가

5.신 손상유형 측/ 처 기술개발

가. 열 swelling 상 모사기술 개발 발생기구 규명

나.과도 형상변화부 균열모사 제조 탐지기술 개발

다.Depositbridging지역 결함제조 탐지기술 개발

라.고속검사 탐 자 검출능 비교 종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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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국내외 기술개발 황

제 1 국내 기술개발 황

1.증기발생기 리 로그램(SGMP) 장 용

증기발생기 리 로그램을 미국 EPRI로부터 도입하여,한수원 앙연구원 주

으로 원 장에 용 이며,국내 원 고유 특성을 반 한 지속 인 보완 개

선 연구를 수행 이다.

2.가동 ․ 검사기술개발

한수원 앙연구원은 증기발생기 열 와 류검사용 bobbin탐 자 국산화를

한 기술개발을 완료하여 사업화를 진행 이며 와 류 검사장비 평가용 소 트

웨어의 국산화 개발 과제를 수행 이다.

성균 학교에서는 증기발생기 bobbin탐 자 신호 평가시 인 오류의 개입 가

능성을 배제하고 일률 이며 신속한 신호평가가 가능하도록 와 류 신호 자동평가용

로그램을 개발하는 연구를 수행 이다.

3.증기발생기 2차측 리기술 개발

증기발생기 2차측에서 부식성 결함과 유로 막힘을 유발하는 요인인 슬러지

deposit을 제거하기 한 상부 는 장 화학세정이 여러 원 에서 수행되고 있

으며,한수원에서는 2차측 슬러지 deposit의 양과 유로 막힘의 정도를 정확하게 진

단하기 한 기술 개발을 수행 에 있다.

4.표 형 원 증기발생기 2차측 균열 량 발생 원인규명 연구

최근 울진 3,4호기의 다발상부 지지 치에서 축방향 외면균열이 량으

로 발생하여 이에 한 원인규명 연구가 한수원 앙연구원을 심으로 진행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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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국외 기술개발 황

미국은 NEI03-08(재료 손상 리 요건문서)를 EPRI가 개발 인 증기발생기

리 로그램(SGMP)에 용하여 “원 별로 고유 재료 리 체계를 수립, 방차원의

계획 인 검사활동을 수행하고,손상 취약부에 해서는 억제 방안 용 는 부품 교

체 등의 조치를 취하는 차”를 포함시켜 미국내 발 소 증기발생기 운 리에 용

하고 있다.

미국 가동원 에서는 부식 항성이 우수한 합 600TT 열 을 용한 증기

발생기(WHModelF&D5)의 확 부,freespan, 내부 과확 지역,그리고

하단 용 부 등에서 2005년도부터 균열손상이 계속 발생,이에 한 감시 리 손상

처방안을 강구 이다.이 균열손상은 환경 향인자에 의한 형 인 부식손상과

달리 구조 요인에 의해 가속화되어 발생하 다는 에서 NRC는 합 600TT재료

의 손상발생 억제 안 성 확보를 해 구조 취약부에 한 검사강화와 검사방법

의 개선을 요구하 다.(InformationNotice2008-07).

최근에 발생한 미국 CE형 증기발생기 상부 열 반진동 지지구조물(batwing)

의 피로 단사고, 열 지지 의 부식손실,과도확 부 에서의 결함발생 랑

스 3개 원 에서의 U-tube피로손상에 의한 설 등은 모두 장기 가동에 따른 재질-

구조설계-환경 복합요인에 의해 발생된 신규 손상 유형에 해당한다. 재 이에 한

원인 규명, 처 방안 도출 안 해석 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 이다(EPRI

ResearchPortfolio2010;Steam GeneratorManagement).

2009년도에는 미국 Vogtle원 1호기에서 Alloy600TT 열 곡 부 apex

치에 발생한 축방향 내면응력부식균열(PWSCC)로 인해 가동 미량 설이 발생하

다.이 균열은 미국 내 Alloy600TT가 용된 원 증기발생기 열 의 곡 부

치에서 발생한 최 의 부식성 결함이며 이 치에서 발생한 결함은 인출에 의한 괴

확인검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긴 안으로 두되었다.따라서 미국 NRC는 곡

부 결함의 검출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검사기술을 개발하여 용할 것을 권고하 으

며(USNRCInformationNotice2010-21) 련 기술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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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연구결과의 치 수

연구결과가 국내·외 기술개발 황에서 차지하는 치 수 은 다음과 같다.

핵심기술 선진국 기술 연구결과

손상
구조/환경
모사
최

진단기술

-모델 보일러 등의 형시설을 사
용한 손상모사 시험기술과 사용
후 교체된 증기발생기를 활용한
모사기술 확보
-결함 검출용 와 류/ 음 검사
원천기술 보유,지속 으로 신뢰
성 향상을 한 최신 기술 개발

-결함/형상변화/구조물 등을 포
함한 손상모사 집합체 제작기술
확보
-국내원 에서 발생된 다양한 유
형의 손상에 한 근원 발생
원인 규명 기술 확보,이를 활
용한 최 진단 기술 개발

ㆍ손상 구조/환경 모사기술 :선진국 비 약 60% 수
ㆍ손상 구조/환경 최 진단기술 :약 70% 수

형상변화/
결함 계
정 진단
기술개발

-보빈코일 형상검사 silastic
mold를 이용한 laser형상검사 등
고 인 원천기술 보유
-최근 과도형상부 u-bend곡
부에서 균열 안 발생으로 형
상변화 측정기술 심 증

-3차원 형상변화/결함 동시 정
측정용 신형 탐 자 개발 고
유 원천기술 보유 (국내외 특
허)
-국내 원 용/기술 수출을
한 최 화/평가SW제작/성능검
증 등의 기술 개발

ㆍ형상변화/결함 계 정 진단 기술개발 :선진국 비 약 80%
수

구조/환경
손상 향
인자 평가,
제어인자
도출

-기존 상용 원 기기 고유 모델의
문제 악 이의 해결을 한
손상 제어 기술을 상당부분 보유
-손상유형에 따른 보수,교체 등의
기술뿐만 아니라,설계/구조변경
에 의한 원인 개선 기술력 확보
에 주력

-다양한 모델의 국내원 특성상
집약 기술개발에 어려움이 있
으나 설계,구조,제작측면에서
의 개선요소 도출
-연구/산업계의 력으로 ․장
기 요소기술의 개발/ 용이
기 됨

ㆍ구조/환경 손상 향인자 평가,제어인자 도출 :약 50% 수

결함
유형/크기
별 안 성
평가,신
손상유형
측/ 처
기술개발

-ISG-TIP SGMP등을 통해 설
/ 열 건 성 평가 모델 다수 개
발, 용
- 내부균열,지지구조물 피로
단,U-tube 균열 피로손상에
의한 설 등 신규 손상유형 계속
발생,원인분석/안 해석 연구 수
행

-손상 모사 집합체 제작 기술을
활용, 기 설에 한 안 성
평가를 통해 가동안 성 향상에
기여
-Lock-bar마모,swelling,bulge,
IGA, 지지 치의 외면 축
방향 균열 등 국내 원 신규손
상/형상변화 발생원인 규명 기
술력 확보,이를 기반으로 한
손상 사 측 처기술개발

ㆍ결함 유형/크기별 안 성 평가 :선진국 비 약 60% 수
ㆍ신 손상유형 측/ 처 기술개발 :약 70%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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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결과

제 1 손상 구조/환경 모사 최 진단기술 개발

1. 상단 확 부 슬러지 침 모사기술

가.개요

원 2차측의 냉각수 에 포함된 배 계통 부식생성물인 마그네이트는 콜로이

드 상태로 증기발생기 내부로 유입되어 환원성 환경 하에서 열 다발에 의하여 유

속이 하되면서 상단부에 침 된다.가동년수가 경과 되면서 기의 것들은 경

화되어 가며,그 에는 최근의 연성 슬러지가 침 되게 된다. 상단에 되는

슬러지는 확 부 틈새에서 불순물 농축을 가속하고 결함신호를 왜곡하여 결함검출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자체의 부식에 의한 덴 으로 열 에 추가 인 응력을

부가하여 균열 발생과 진 을 조장한다.

Fig.3.1.1은 실제 증기발생기 상단의 열 과 그 주변에 축 된 슬러지를

보여 다[1].이러한 슬러지의 감과 제거를 하여 수화학 인 방법과 기계 인 다

양한 방법들을 활용하여 개발하고 용하고 있다[2,3].

Fig.3.1.1.Sludgeaccumulationonthetopofthetubesh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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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원 에서도 상단에 슬러지가 축 된 확 천이부 역내에서 원주균

열과 축균열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일부에서는 입계부식도 발달하고 있다. 한 과

거에 발생하 던 핏 부식도 슬러지 역에서 발생한 바 있다[4].

본 에서는 손상 구조/환경 모사기술 확보의 한 방법으로써 상단 확 부 슬

러지 침 모사기술을 개발하고자 한다.즉,최근 국내 표 원 에서 주도 으로 발생

하 던 상단 확 부 원주균열과 이를 감싸고 있는 슬러지 침 구조를 모사하고

실제 원 에서 발견되었던 신호와 비교하여 검증하 다.

나.실험방법

표 원 에 사용된 열 인 Alloy600 (SA508Cl.3)과 동일한 규격의 재

료 사용하 다. 상단 확 천이부 원주균열 발생을 모사하기 하여 실제 발 소

에 사용하는 수압 확 법으로 열 을 확 한 다음,정하 시험 장치를 이용하여 확

천이부 2차측에 원주균열을 생성시켰다. 에는 실제와 동일하게 19.25mm의

구멍을 가공하고 원주균열이 내재된 확 시편을 삽입하 다.슬러지는 마그네타이트

를 사용하 으며,사용된 마그네타이트의 순도는 99.9%이며 입자의 크기가 1㎛ 다.

원주균열이 생성된 열 표면을 심으로 슬러지를 원주방향으로 부착하 다.

모사 구조에 한 와 류검사(ECT)는 MIZ-70DigitalDataAcquisitionUnit

EddynetDataAnalysisSystem을 사용하 다.탐 자는 M/+Point-610-115/36/S80

모델을 사용하 으며,검사주 수는 400,300,100kHz 20kHz를 사용하 다.검사

는 탐 자를 열 속으로 삽입한 후 600rpm으로 회 시키면서 5.08mm/sec속도

로 인출하면서 수행하 다.

다.결과

Fig.3.1.2는 확 부에 원주균열을 생성시킨 열 이 에 고정된 모사 구조를

나타낸다.슬러지를 부착한 다음 수집된 신호에서 슬러지는 pancake20kHz로,균열

은 +Point300kHz로 평가하 다.

모사구조를 통하여 평가한 신호와 실제 표 원 에서 평가된 원주균열과 슬러지

신호를 비교하여 Fig.3.1.3에 나타내었다.가동원 실제 원주균열 결함 과 비교하

을 때 완벽하게 손상구조를 모사하 음을 확인할 수 있다.원 의 다양한 손상 구조

환경을 모사하는 핵심기술 확보는 매우 요한 의미를 갖는다.이를 통하여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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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을 재 하며,손상 원인을 규명하고,결함 검출과 크기 평가 신뢰도 향상에 활용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
함
신
호

슬
러

신
호

손상 조 모사시편가동원전 결함

결
함
신
호

슬
러

신
호

손상 조 모사시편가동원전 결함

Fig.3.1.2.

Circumferentiallycrackedtube

installedinthetubesheet.

Fig.3.1.3.Comparisonofasimulatedcracked

specimenwithaplanttube.

2.확 형상/틈새분포,크기 동시 측정기술

가.개요

원 증기발생기는 hole의 내면과 열 외면 사이의 틈새를 제거하기

해 과 하는 열 의 체 길이구간을 반경방향으로 확 시켜 hole내면과

열 외면이 기계 으로 착되도록 한 구조를 갖고 있다.제작 공정 확 하 이

상단 쪽 까지 작용되면 열 이 돌출되어 hole의 외경보다 커지는 과확

지역이 형성되기 때문에 상단 직하부 까지만 확 이 이루어지도록 확 높이

를 제어하고 있다.따라서 열 의 확 /비확 경계(천이부)는 상단의 아래에

치하게 되기 때문에 틈새를 완 히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여 상부에는 어쩔 수

없이 틈새가 존재하게 된다. hole의 내면과 열 외면 사이의 틈새 공간에는

가동 부식생성물이 충진 되어 국부 인 부식성 분 기가 형성될 수 있으며,부식생

성물 는 재료 자체의 부식에 수반한 부피 팽창으로 인해 열 에 변형(덴 )

을 야기할 수 있는 구조 취약 인자로 작용한다.따라서 최근의 증기발생기 제작요건

에 따르면 상부 틈새의 최 깊이를 1/4inch(6.35mm)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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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확 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5].

세계 으로 틈새의 깊이를 비 괴 으로 정 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개

발되어 있지 않은데 국내 증기발생기의 경우 제작 검사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용하

여 틈새 깊이를 측정한다고 보고된 바 있다[5].즉, 상부에 다양한 깊이의 틈새를

갖는 mock-up시편들을 제작하여 와 류 바빈 탐 자 형상검사로 틈새 깊이를 평가

한 후 각각의 시편을 괴 분석하여 실제 틈새의 깊이를 측정한 다음에 평가 값과 실

제 측정 값 간의 상 계를 이용하여 실제 상부의 틈새 깊이를 환산하여 측정하

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그러나 바빈 탐 자 검사결과는 2차원 형상변화(길이

치 비 직경의 평균값)만을 측정할 수 있는 반면에 실제 틈새의 형상은 원주방향으

로 3차원 인 깊이 분포를 갖고 있으며, 한 시편의 괴 분석(시편 단)시 응력이

완에 의해 열 이 변형되어 틈새의 크기가 변화할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존재하여

정 한 측정은 제한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3차원 형상변화와 결함의 동시 측정 검출이 가능하도록

개발된 신형 와 류 탐 자(D-Probe)를 사용하여 틈새의 깊이 분포를 정 하게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 다.

나.실험방법

틈새 깊이 분포 측정을 해 실제 증기발생기 제작에 용되는 수압확 과 폭

발확 방법을 사용하여 확 상부 모사 mock-up시편들을 제작하 다. 한 열

외면과 hole외면 간의 틈새 간극을 와 류 신호로부터 측정이 가능한 지를 확인

하기 하여 hole의 내경을 순차 으로 변화시켜 가공한 모사 에 열 을 삽입

시킨 틈새간극 측정용 표 시험편을 제작하여 사용하 다.각각의 시편들을

D-Probe를 이용하여 검사한 후, 열 의 3차원 형상변화, 상단 치,틈새 간극

변화에 의한 와 류 신호변화 등을 분석하여 틈새의 깊이 크기 분포를 평가하고

측정 정 도를 해석하 다.

다.실험결과 고찰

Fig.3.1.4는 수압식 확 방법을 사용하여 0,5,10mm 크기의 틈새를 갖도록 제

작한 확 상부 모사 mock-up시편들을 D-Probe로 검사한 후 확 에 의한 형상변화

신호와 상단의 치를 표정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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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1.4.Measurementsofcrevicedepthforhydraulicallyexpanded

topoftubesheetmock-upspecimensbyD-Probe.

수압식 확 의 경우 반경방향으로 확 량이 거의 동일하 기 때문에 길이방향

치에 따른 형상변화 신호의 변화를 2차원 으로 도식하 는데, 상단 지 과 확

천이부의 하단( 과의 경계지 )사이의 거리가 틈새의 깊이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D-Probe검사시 탐 자의 회 으로 인해 길이방향에서의 신호수

집 간격이 0.4mm 고,형상검사용 코일의 와 류 시야각(fieldofview)이 약 1mm

임을 감안할 때 이 방법을 사용한 틈새 깊이의 측정오차는 ±1mm 이내라고 상할

수 있으며 실제 측정결과도 이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다.

폭발확 방법은 열 반경방향으로 확 량이 서로 다른 편심형 확 형상을

보이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열 의 형상변화로부터 틈새 크기를 측정하는 것

이 매우 어렵다.따라서 열 내면과 하여 구동되는 D-Probe의 결함검출용 코

일을 이용하여 hole내면과의 거리변화에 의한 신호로부터 틈새의 간극 깊이

분포를 직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의 개발을 시도하 다.이 방법의 가능성을 확인하기

하여 0∼0.35mm 범 의 틈새 간극을 갖도록 hole의 직경을 달리한 블록을 가

공한 후 열 을 조립한 틈새크기 측정용 표 시험편을 제작하 다.Fig.3.1.5(a)는

제작된 표 시험편의 도면이며 0.05mm 간격으로 길이 15mm의 계단식 형태로 내

경이 차 증가하는 틈새 구조이다.이 시험편에 하여 D-Probe를 사용하여 열

과 hole내면과의 거리변화에 의한 신호를 각 원주 길이 치상에 표시한

c-scan결과는 Fig.3.1.5(b)와 같은데,틈새간극의 변화에 따라 와 류 신호가 크게

변화하며 0.05mm 이내의 간극변화를 충분히 측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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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3.1.5.Schematicdiagram ofstandardspecimenforcrevicegap

measurement(a),andresultsofc-scanfrom D-Probe(b).

Fig.3.1.6.Measurementsofcrevicedepthanddistributionforexplosively

expandedtopoftubesheetmock-upspecimensbyD-Probe.

Fig.3.1.6은 폭발확 방법으로 제작된 mock-up시편에 해 D-Probe를 용하여

틈새간극의 변화에 따른 와 류 신호를 분석한 결과이다.이해를 돕기 하여 실제 시

편의 상단에서 틈새를 찰한 사진과 형상변화 측정 자료로부터 구 한 열

확 형상의 3차원 입체도를 같이 나타냈다.

확 천이부 열 의 형상은 편심형,즉,반경방향으로의 확 량이 원주방향에

따라 불균일하며,틈새는 반경방향으로 확 이 일어난 원주각 구간에 걸쳐 형성되었

음을 알 수 있다.틈새의 간극 변화에 따른 와 류 신호 크기의 변화 분포를 나타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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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can결과는 약 90°범 의 원주각 구간에 걸쳐 상단 아래쪽으로 약 8mm 깊

이까지 틈새가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다.결론 으로,D-Probe를 이용하여 상부

확 천이부에 존재하는 틈새의 분포 크기를 정 하게 측정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라.요약

반경방향으로의 확 량이 거의 동일한 수압식 확 의 경우,D-Probe를 용하여

열 형상변화와 상단 치를 표정함으로서 ±1mm 이내의 오차로 상부

확 천이부에 존재하는 틈새의 깊이를 측정할 수 있었다.폭발 확 의 경우는

D-Probe를 사용하여 틈새의 간극 변화에 따른 와 류 신호 크기의 변화 분포를 분석

함으로서 상부 확 천이부에 존재하는 틈새의 3차원 분포와 깊이를 정 하게 측

정할 수 있었다.

3.확 부 틈새/덴트 모사기술

가.개요

합 600 열 이 용된 한국형 표 원 (OPR1000)증기발생기는 5주기 내

외의 가동 기부터 상단 확 천이부에서 원주방향 내면 응력부식균열(Inner

DiameterStressCorrosionCrack,IDSCC) 원주방향 외면 응력부식균열(Outer

DiameterStressCorrosionCrack,ODSCC)가 발생되고 있다.가동 검사시 균열이

발생된 열 의 bobbin형상검사 결과에 따르면[6],가동 상단 열 의 확

천이부에서 형상변화(덴트)가 유발되어 균열의 발생이 가속화 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

다.Bobbin형상검사를 통해 확인한 가동 한국형 표 원 증기발생기의 확 형

상은 원 에 따라 동일 원 에서도 열 별로 확 천이부의 형상 높이(틈새 깊

이)가 서로 다르며,그 원인은 폭발 확 공정조건의 변화 때문으로 생각되고 있다.

한 가동 발생하는 덴트의 형상도 가동 기 확 천이부의 형상에 따라 다양한

모양을 갖는다.확 천이부에 틈새가 존재하면 부식생성물이 충진되고 부피가 팽창

하여 열 에 국부 인 덴트가 유발될 수 있는데,이 경우 확 으로 가공 경화된 부

분에 추가 인 변형이 가해져 잔류 응력이 크게 증가함으로서 균열 발생이 진되며,

복잡한 열 형상구조로 인해 와 류 검사시 결함의 검출능이 낮아질 수 있다.



- 14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단 원주균열의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손상 제어기

술 개발 결함평가 신뢰도 향상에 활용하기 해 한국형 표 원 의 상단에서

찰되는 다양한 확 ,틈새 덴트의 형상구조를 모사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

다.

나.실험방법

상단 형상구조 모사에는 한국형 표 원 증기발생기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규격 사양으로 제조된 외경 19.05mm,두께 1.07mm의 합 600 열 과 내경

19.25mm로 가공된 SA508재질의 holeblock을 사용하 다.확 에는 Haskel사

의 ModelES675Hydroswage수압식 확 기와 mandrel을 사용하 으며 상단

치 비 mandreltool의 높이와 내압 등을 변화시켜 다음과 같이 4종류의 서로 다른

확 형상을 갖는 시편을 제작하 다.

1)과확 ( 상단 까지 확 된 상태).

2)상부확 (과확 은 발생되지 않았으나 확 천이부가 상단 에 치하

는 상태).

3)정상확 (확 천이부가 상단에 치하는 일반 인 확 상태).

4)하부확 (확 천이부가 상단 아래에 치하고 열 의 비확 된 부분이

상단에 치하는 상태).

실제 가동원 에서 덴트는 상단의 직하단 치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모사하기 하여 각각의 확 시편의 상단 직하단 치에 원주각 120°

60°구간 걸쳐 서로 응되는 치에 2개의 덴트를 제작하 다.

확 ,틈새,덴트 등을 모사한 상부 시편의 형상구조는 bobbin탐 자 형상

검사를 수행하여 실제 가동원 의 형상검사 결과와 비교하 으며 한 각각의 시편에

해 D-Probe를 사용하여 3차원 형상검사를 수행함으로서 상단부의 복잡한 형상

구조를 분석하 다.

다.실험결과

Fig.3.1.7은 한국형 표 원 증기발생기 가동 검사에서 원주균열이 검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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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던 실제 열 에 한 bobbin탐 자 형상검사 결과이다.

Fig.3.1.8은 제작된 과확 (overexpansion,OXP),상부확 ,정상확 하부

확 등 4종류의 서로 다른 확 형상을 갖는 확 부 모사시편에 해, 상단 직하

단 치에 덴트를 제작하여 bobbin2차원 D-Probe3차원 형상검사를 수행한 결과

이다.Fig.3.1.8의 제작된 과확 상단 직하단 치의 덴트 신호를 활용하여

실제 원 증기발생기 열 가동 검사에서 원주균열이 검출되었던 Fig.3.1.7의

bobbin형상검사 신호와 비교 분석하여,가동 검사에서 원주균열이 검출되었던

열 의 경우 가동 에는 상단 에 까지 과확 이 있었고,가동 에는 과확

과 함께 상단의 직하단 치에서 덴트가 발생하 음을 확인하 으며,가동 원

의 실제 손상구조를 완벽하게 모사하 다.

Fig.3.1.7.Bobbinproilometryinpre-serviceandin-serviceinspection.

Fig.3.1.8.BobbinandD-Probeprofilometryofexpansion/

crevice/dentmock-upspeci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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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bbin형상검사의 경우에는 과확 하부확 에 제작된 덴트는 잘 검출되었

지만,상부확 정상확 에 제작된 덴트는 확 신호와 합성이 되어 검출이 되지

않거나 크기가 과소평가되는 등,덴트 크기 분포에 한 정량 인 측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D-Probe형상검사의 경우에는 모든 확 에 해 제작된 덴트를 잘

검출했을 뿐만 아니라 덴트 크기 분포에 한 정량 인 측정도 가능한 것으로 나

타났다.

라.요약

상단 원주균열의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손상 제어기술 개발 결함평가 신

뢰도 향상에 활용하기 해 한국형 표 원 의 다양한 확 부 틈새 덴트 모사기술

을 개발하 다.

제작된 확 부 모사시편의 bobbin형상검사 신호와 가동 원 의 형상검사 신호

를 비교하여,가동원 의 실제 손상구조가 완벽하게 모사되었음을 확인하 으며,

D-Probe를 사용하여 3차원 형상검사를 수행함으로서 상부의 복잡한 형상구조를

분석하 다.

4.Deposit분포,두께 측정기술

가.개요

증기발생기 2차측의 열 지지 표면에 부착되는 deposit과 상부에

쌓이는 슬러지 등의 부식 생성물은 열 의 열 달 효율 감소시키며,불순물 농축에

의한 부식가속 환경을 조성하며,와 류 탐상검사(ECT)신호를 왜곡시켜 결함 검출

능을 하시키게 된다. 재 발 소에서는 매 주기 계획 방정비 기간 열 에

한 ECTbobbin검사 신호를 이용하여 상단에 축 된 슬러지의 최 높이를 측정

하고 열 Row Column별 슬러지 최 높이 분포 지도를 작성, 리하고 있다.

그러나 열 상부 다발 표면에 부착된 deposit의 분포 두께 평가는 수행되지 않

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ECT검사신호를 이용하여 열 표면에 부착되는 deposit의 분

포 두께를 측정하는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deposit계량화의 핵심요소 기술을 확보

하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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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실험방법

(1)Deposit모사

Deposit을 모사하기 하여 순도가 99.9%이며 입자의 크기가 1㎛인 마그네타이

트 분말을 에폭시 진과 혼합하 다.공칭외경 19.05mm의 Alloy600HTMA 열

2차측 표면에 혼합된 마그네타이트를 부착하 다.표면에 부착하는 deposit은 환상

의 고리형태로써,각각의 두께는 0.19,0.78,1.43,1.86mm로 조 하 고 길이는 모두

25mm 다.각 deposit은 50mm의 간격을 유지하여 상호 간섭을 배제하 다.

한 구조물에 인 한 열 의 원주방향으로 부분 으로 퇴 되어 나타나는

deposit의 분포형상도 모사하 으며,실제 발 소에서 검출되는 와 류 분포 형상과

비교하 다.

(2)ECT 검사

ECT 검사장비는 MIZ-70DigitalDataAcquisition Unit EddynetData

AnalysisSystem을 사용하 다.

Bobbin 탐 자는 M/A-610-ULC/MR 모델을 사용하 고,검사주 수는 550,

300,100 35kHz를 사용하 으며,이때 인출속도는 304.8mm/sec이었다.MPRC

탐 자는 M/+Point-610-115/36/S80모델을 사용하 으며,검사주 수는 400,300,

100kHz 10kHz를 사용하 다.검사는 탐 자를 열 속으로 삽입한 후 600

rpm으로 회 시키면서 5.08mm/sec속도로 인출하면서 수행하 다.

다.결과 고찰

Fig.3.1.9는 열 에 부착된 deposit의 형상과 그에 응하는 35kHz에서의

bobbin신호를 나타낸 것이다.Deposit은 열 표면과 매우 견고하게 부착되었고,

deposit이 부착된 열 을 선반에 장착하고 deposit두께를 균일하게 조 하는 가공

작업도 가능함을 확인하 다.각각의 deposit에 응하는 bobbin신호 역시 좌우가

칭인 으로 보아 각개의 deposit은 균일한 분포로 제조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한

deposit두께가 증가함에 따라 신호의 진폭크기도 증가하 다.

MRPC에 의한 deposit의 3차원 인 분포 형상을 Fig.3.1.10에 나타내었다. 열

원주방향과 축방향으로 deposit 체가 균일한 분포를 나타냄을 보다 확실하게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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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할 수 있다.특히 두께 0.19mm와 1.86mm의 경우는 거의 완벽하게 균일한 분포를

보여 다.0.78mm와 1.43mm의 deposit에서 보이는 약간의 불균일성은 마그네타이

트 혼합물과 열 표면의 착도 차이에서 기인된 것으로 생각된다.그러나 이는 해

당 두께에 한 MRPC의 진폭을 특정하는데 향을 주지 않는 매우 미미한 것이다.

따라서 모사 제조된 deposit은 두께측정용 보정시편으로 충분히 사용 가능함을 알 수

있다.

0.19 mm          0.78 mm          1.43 mm           1.86 mm0.19 mm          0.78 mm          1.43 mm           1.86 mm

Fig.3.1.9.Depositspecimenandthecorrespondingbobbinsignals.

0.19 mm0.19 mm 0.78 mm0.78 mm

1.43 mm1.43 mm 1.86 mm1.86 mm

Fig.3.1.10.MRPCsignalsfrom thedepositspecimen.



- 19 -

Fig.3.1.11은 두께에 따른 bobbin진폭신호를 나타낸 것이다.이를 이용하여 장

에서 수집된 bobbin신호를 보정하여 평가를 수행하면 열 표면에 부착된 deposit

의 두께를 측정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갖는다.

Deposit으로부터 측정되는 ECT신호 진폭의 크기는 deposit의 density에 좌우

된다.즉,deposit의 두께가 동일하다 하더라도 density가 큰 deposit에서 진폭신호가

크게 나타난다.Fig.3.1.12는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 다.두께가 1.86mm인 경화된

deposit과 두께가 2.0mm인 분말상태의 deposit에서 나타나는 신호의 크기는 약 2배

의 차이를 나타낸다.Deposit의 density는 deposit두께로부터 부착량(kg)으로 환산하

고자 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값이다.이는 발 소,부착 치,조성별로 다를 가능성이

크다.그러므로 국내 원 에서 차후에 상되는 보수 열 인출 작업시 이 값의

범 를 측정하기 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단된다.

Fig.3.1.13(a)는 가동 원 의 deposit형상과 열 의 일부분에 부분 으로 분

포하는 deposit의 와 류 신호이다.이를 모사하여 eggcrate직하의 열 표면에 부

분 으로 분포하도록 부착한 deposit의 형상과 이에 상응하는 와 류 신호를 Fig.

3.1.13(b)에 나타내었다. 열 의 축방향과 원주방향으로의 deposit분포와 와 류

신호특성이 거의 일치하도록 모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하여 증기발생기 열 의 슬러지와 deposit의 분포 두께를

측정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을 개발하 다.특히 경화성 deposit의 부착기술 견고성

을 유지하는 요소기술을 확보하 다. 한 가동 원 의 와 류 신호와 동일한 분포특

성을 갖도록 모사 재 하는 기술도 아울러 확립하 다.이러한 기술을 이용한 슬러지

deposit정량화를 통하여 증기발생기의 슬러지 총량을 주기별로 모니터링 하고,세

정시기와 방법을 결정하며,검사주기와 범 최 화에 활용이 가능하다.

라.요약

구조물 치 직 부에 다양한 형태로 분포하는 deposit의 경화기술 부착기

술을 개발하 다.개발된 기술은 가동원 에서의 실제 와 류 신호와 비교하여 검증

하 다.ECT검사 기술을 이용하여 열 표면에 부착되는 deposit의 분포 두께

를 측정하는 기술을 개발하 다.이는 증기발생기 내부에 축 된 슬러지와 deposit의

총량을 계량화하기 한 핵심기술로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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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1.11.Bobbinsignalamplitudewithdepositthickness.

(a) Hard Deposit (1.86 mm) (b) Soft Deposit (2.0 mm)

Fig.3.1.12.EffectofdepositdensityonthesignalamplitudeofMRPC.

Simulated
Tube

Deposit

(a) Deposit in an operating plant (b) Simulation deposit 

Fig.3.1.13.Comparisonofaplantdepositandsimulationdepos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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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근 부 depositbridging모사 탐지기술

가.개요

PaloVerde2호기는 CESystem 80의 증기발생기를 설비하고 있으며,1986년 9

월 상업운 을 시작하여 1993년 3월 열 단사고를 경험하 다[7]. 단은 증기발

생기 2번 hotlegR117C144 열 의 8번과 9번 eggcrate사이의 freespan에서 발생

하 다. 단부 에서 발견된 응력부식균열은 8번 eggcrate상단 760mm로부터 시작

하여 약 250mm의 축방향 길이를 나타내었다. 단 열 인출결과 2차측 IGA와 2

차측 IGSCC결함이 찰되었다.

사고 후 수행된 videoinspection을 통하여 열 들이 서로 근 하여 치한 사

실이 확인되었으며, 열 이 거의 할 정도로 근 된 치에서는 bridging

deposit이 존재함이 찰되었다.이에 따라 열 표면에 존재하는 deposit을 검출하

기 하여 MRPC검사를 수행하 다.그 결과 2호기의 증기발생기 #1에서는 570개의

열 에서 677개소의 deposit이 존재하 고 이 에서 227개의 열 에서 110개의

deposit이 pair를 이루고 있었으며,증기발생기 #2에서는 415개 열 에서 발견된

464개의 deposit 131개 열 에서 65개의 deposit이 pair를 이루고 있었다.이 때

발견된 열 상부다발 freespan에서의 102개 축균열 54개 이상이 pair를 이루고

있는 deposit부 에서 발생하 다.

Freespan에서 단에 이른 결함발생의 주요 원인은 열 근 에 의한 crevice

의 형성이었으며 이 부 에 deposit가 침 된 상태에서,염기성 불순물이 농축되면서

긴 균열이 발달되어 단에 이른 것으로 명되었다. 한 resin 출에 의한 sulfate

증가,외면 scratch에 의한 국부응력,다소 낮은 입계 크롬탄화물 분포의 미세조

직도 결함 발생의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내 원 에서도 2003년부터 열 의 근 상이 량으로 발견되고 있으므로,

능동 인 손상 처를 하여 근 열 뿐만 아니라 depositbridging 상에 한

조기 탐지기술을 개발할 필요성이 강하게 두되고 있다.본 에서는 열 근 부

에서 deposit유무에 따른 bobbin신호의 특성변화를 조사하 으며,PaloVerde 단

사고 인 열 의 depositbridging 상을 재 하고자 하 다.이를 통하여 deposit

bridging탐지기술을 도출하 다.

나.실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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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열 근 부에서 deposit에 의한 bobbin신호의 특성변화

Fig.3.1.14는 열 근 을 모사하기 하여 제작한 장치를 나타낸다. 열 을

지지하는 eggcrate를 모사하기 하여 튜 시트에 열 을 삽입하 으며,곡률반경

(R)이 273.2mm인 열 의 tangent 치와 직 형 열 이 근 하여 완 하

는 치를 튜 시트 상단으로부터 75cm가 되도록 조 하 다.

이 지 을 기 으로 근 정도에 따른 bobbin과 MRPC의 진폭신호 크기를 조사

하 다. 한 이 지 에 deposit이 부착되었을 때 신호특성의 변화도 조사하여 비교하

다.

75 cm

R=279.4mm

ECT
Probe

Alloy 600 Tube

75 cm

R=279.4mm

ECT
Probe

75 cm

R=279.4mm

ECT
Probe

Alloy 600 Tube

Fig.3.1.14.Simulationofatubebowinganddepositbridging.

(2)Depositbridging모사

PaloVerde 단 사고 열 의 인 부에서는 원주방향으로 120°간격으로 열

이 근 하 으며 그 치에 deposit신호가 탐지된 바 있다.즉,Fig.3.1.15에 나타

낸 바와 같이 R105L156 열 에 한 MRPC의 pancakecoil100kHz검사신호는 인

한 두 개의 열 이 근 한 신호를,20kHz검사신호는 바로 그 치에 deposit신

호를 보여주고 있다.이는 세 개의 열 이 서로 근 한 상태에 있으며 동시에 근

부에는 deposit이 축 되어 있음을 의미한다.따라서 이러한 복잡한 근 부에서의

depositbridging상태를 정확히 모사 재 하고자 하 다.

Fig.3.1.16은 이 과정을 도시한 것이다.①번 열 을 기 으로,②번 열 은

동일한 column에 있으면서 근 한 상태이며,③번 열 은 바로 인 한 column에

있는 열 으로서 ①번과 원주방향으로 약 120°이격된 치에서 근 한 상태이다.

①번과 ②번 열 근 부에는 deposit이 그림과 같은 형태로 bridging되어 있으며,

①번과 ③번 사이에는 그림과 같은 형태로 deposit이 부착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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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ow signal (b) deposit signal

Fig.3.1.15.Bow anddepositsignalofR103L156tubebyMRPC

atPaloVerde2.

1 mm wide
0.4 mm thick

2 mm wide
0.4 mm thick

3 mm gap

120o 1.5 mm gap

0.2 mm gap

nominal tube location

nominal tube location

postulated tube movement

1 mm wide
0.4 mm thick

2 mm wide
0.4 mm thick

3 mm gap

120o 1.5 mm gap

0.2 mm gap

nominal tube location

nominal tube location

postulated tube movement

Fig.3.1.16.Simulationofbow anddepositbridgingofR103L156tube.

다.결과 고찰

(1) 열 근 부에서 deposit에 의한 bobbin신호의 특성변화

Deposit의 부착이 없는 경우 열 의 간격변화에 따라 bobbin신호진폭의 변화

를 조사하 다.Absolutemode의 35kHz에서 신호변화를 Fig.3.1.17에 나타내었다.

그림 의 수치는 근 한 열 의 간격을 나타낸다. 열 이 근 함에 따라 진폭신

호의 크기는 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때 근 신호의 방향은 통상의

열 신호에 하여 negative(왼쪽)방향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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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mm 5.00 mm 3.93 mm 2.95 mm 1.99 mm 1.00 mm 0.45 mm 0.00 mm

Fig.3.1.17.Evolutionofbobbinsignalswiththegapchangebetweentwotub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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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1.18.Relationshipofsignalamplitudeandtubegapwithoutdeposit

Fig.3.1.18은 deposit이 부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열 의 근 도에 따른

bobbin과 MRPC탐 자의 신호진폭 크기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두 개의 열 이

완 히 한 상태에서의 신호진폭을 기 으로 열 의 이격거리별로 나타나는

신호진폭의 비율을 표시하 다. 열 이 근 함에 따라 신호진폭은 크게 증가하며,

특히 MRPC의 경우 bobbin에 비하여 분해능이 우수함을 알 수 있다.

Fig.3.1.19는 deposit부착이 근 신호에 미치는 향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Deposit이 없는 상태에서 근 거리가 0.45mm인 열 의 근 신호를 왼쪽에

나타내었고,오른쪽은 근 거리는 동일하지만 0.45mm의 deposit으로 채워진 경우를

나타낸 것이다.Deposit이 없는 경우 근 신호는 negative방향으로 분명하게 나타난

다.그러나 deposit이 존재하게 되면 deposit에 의한 신호는 positive(오른쪽)방향으

로 나타나므로 근 신호를 상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Fig.3.1.20을 통하여 보다 분명하게 알 수 있다.근 부 길이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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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deposit을 추가로 부착시켜 갈수록 근 신호가 사라져가는 것을 보여 다. 열

이 근 하게 되면 그 사이의 틈새에는 deposit이 서서히 부착되어 가며 결국에는

deposit에 의하여 근 열 들은 bridging에 이르게 된다.그러나 bobbin의 검사신

호는 deposit의 증가를 검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오히려 근 되어 있던 열 들

이 정상 인 간격으로 회복된 것처럼 오 하도록 나타나게 됨을 의미한다.

이는 bobbin탐 자에 의한 근 부 depositbridging을 탐지하는데 결정 인 오류

가 있음을 증명한다.따라서 MRPC를 이용한 정 검사가 반드시 필요함을 알 수 있

다.PaloVerde에서는 단사고 직후부터 7Heggcrate로부터 2VS의 범 에 걸쳐 있

는 열 arc지역에 하여 MRPC검사를 수행하고 있으며,그 수량은 각 증기발생

기당 평균 3,500개 열 에 이르고 있다[8].이러한 사실은 본 연구결과를 잘 뒷받침

한다고 할 수 있다.

No Deposit
Gap 0.45 mm

Deposit
Thickness 0.45mm

Bow signal Deposit 
signal

Fig.3.1.19.Comparisonofbow anddepositsignal.

deposit

without
deposit

Fig.3.1.20.Offseteffectofbow signalbydepositsig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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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Depositbridging모사 탐지

Fig.3.1.21은 모사된 근 신호와 PaloVerde 열 의 근 신호를 비교한 것이

다.사용한 탐 자와 주 수도 pancake100kH로 동일한 조건이다.근 열 형상

과 신호가 거의 동일하게 모사되었음을 알 수 있다.Fig.3.1.22는 모사한 근 치에

서의 deposit신호를 비교한 것이다.근 한 두 개 치에서 서로 다른 형태로 나타나

는 deposit의 형상이 완벽하게 재 되었음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a) Palo Verde tube (b) Simulation tube

Fig.3.1.21.BowingsignalsofPaloVerdetubesandsimulationtubesby

MRPCat100kHz.

(a) Palo Verde tube (b) Simulation tube

Fig.3.1.22.DepositsignalsofPaloVerdetubesandsimulationtubesby

MRPCat20kHz

즉,화살표가 표시된 치의 deposit은 가운데가 움푹 꺼진 형태인데,이는

deposit이 두 개의 근 열 을 완 하게 bridging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반면

에 그 오른쪽에 나타난 deposit신호는 아직 bridging에는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 검출

되는 신호이다.근 부 depositbridging과정과 이에 상응하는 검사신호를 Fig.3.1.23

에 표시하 다.Deposit이 인 열 을 bridging하는 상태에 이르면 그 틈새에 불

순물이 축 되어 농축되는 과정이 격하게 진행되므로 화학세정 등의 제거방안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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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없이 용하여야 할 것으로 단된다.

라.요약

Bobbin을 사용할 경우 열 의 근 상에 따른 신호특성과 근 부 틈새에 부

착되는 deposit의 신호특성은 서로 상쇄되어 나타남을 입증하 다.

따라서 근 부의 건 성을 온 하게 감시하기 해서는 MRPC를 사용해야 한다.

3개 열 이 근 한 상태에서 deposit이 부착된 상을 완벽하게 재 하 으며,근

부 열 틈새의 depositbridging신호를 특정하는 방안을 제시하 다.

tube tube tube tube tube tube

Deposit bridging

Fig.3.1.23.Depositbridgingprocessandthecorrespondingsignals.

6.결함 유사신호 모사 별기술 개발

가.Bulge상부 내면 원주균열 유사신호 모사

(1)개요

2002년 4월 울진 4호기에서 발생한 국내 최 의 증기발생기 열 단사고에

한 분석 결과, 단 열 에는 직상부에 bulge가 가동 에 이미 형성되어 있

었고,가동 1주기에 bulge부 내면에서 축방향(IGA/SCC)결함이 발생하고,2주기에

축방향 결함이 성장하고,3주기에 열 단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확인되었다.그러

나 단 열 에 한 가동 ․ 와 류검사 결과에는 bulge를 PVC,OXP로 평가

하고, 단사고 이후 장 비 괴검사 업체에서 수행된 과년도 자료에 한 재평가에

서는 bulge상부에 내면 원주균열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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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기발생기 열 의 외경 방향으로 일정 크기와 길이를 갖고 튀어 나온 형상인

과도한 bulge가 존재할 경우,가동 결함 발생과 성장이 가속화되어 열 의 건

성과 가동 안 성 확보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가동 와 류검사에서 bulge부

의 결함발생 유무에 한 정확한 평가는 매우 요하다.이를 하여 본 연구에서

는 울진 4호기 단 열 유사한 모의 bulge시편을 제작하여 내면 원주균열로

오 할 수 있는 bulge상부 결함 유사신호를 모사하 다.

(2)결과 고찰

내면 원주균열로 오 할 수 있는 bulge상부 결함 유사신호 모사에는 울진 4호기

열 과 동일한 재질,열처리 조건 칫수를 갖는 Alloy600HTMA(외경 19.05

mm,두께 1.07mm)가 사용되었으며,제작된 bulge시편의 길이는 약 30mm,폭은 6

mm,돌출량은 약 400㎛ 이다.신호수집 평가에는 미국 Zetec사의 MIZ-30digital

dataacquisitionsystem과 Eddynet98dataanalysissoftware를 사용하 고,탐 자

는 pluspointMRPC610-115/36/S80을 사용하여 회 속도 300rpm,인출속도 0.2

inch/sec의 신호수집 조건을 용하 다.

결함 신호는 MRPC탐 자가 회 하면서 결함 근처에 도달하면 실제 결함

치보다 앞선 치에서 형성되는 와 류신호를 탐 자가 미리 탐지하게 됨에 따라

유발되는 미리보기 신호가 나타나게 된다.

균열 결함을 잘 검출하기 해 제작된 pluspointMRPC의 경우 +자 형태로 감겨진

두 코일의 신호 차이로부터 축방향 코일은 원주방향 균열,원주방향 코일은 축방향 균

열을 검출하게 설계되어 있다.그러나 면 을 갖는 형상변화의 경계부 에서는 +자

형태로 감겨진 두 개의 코일 축방향 코일이 먼 형상변화 부 에 도달하여 원주

방향 형상을 인식하고,다음에 원주방향 코일이 도달하여 축방향 형상을 인식함으로

서 경계부 에서는 형상신호를 유발하나,형상변화의 가운데 치를 지날 때는 두 코

일에서 인식한 신호가 서로 상쇄되어 신호가 없어지게 된다.

Fig.3.1.24는 이러한 미리보기 신호의 를 나타낸 것으로서 (a)와 (b)는 실제

단 열 상단에서의 pancake pluspointcoil신호이며,(c)는 본 연구에서 단

열 의 형상변화와 동일한 모사 시편을 제작하여 신호를 재 한 결과이다.각각의

그림에서 화살표로 표시한 부분이 미리보기 신호에 해당되는 것으로서,특히 실제

단 열 의 pluspointcoil신호와 모사 시편을 사용하여 얻은 pluspointcoil신호가

거의 일치하는 사실로부터 미리보기 신호의 유발을 검증할 수 있었다.

울진 4호기 단 열 의 bulge상부에서 나타난 신호는 형 인 bulge의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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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에서 결함 유사신호가 나타난 것으로, 단사고 이후 수행된 장 비 괴검사 업

체의 재평가에서는 Fig.3.1.24(b)에서 pluspointcoil의 축방향 코일이 먼 신호 끝단

에서 나타내는 미리보기 신호를 원주방향 균열결함 신호로 평가하 으나,이는 앞서

설명한 이유로 잘못된 분석 결과임을 알 수 있다.

(a) (b) (c)

Fig.3.1.24 Pre-detectedsignalattheendpartofdefect

(3)요약

울진 4호기 단 열 유사한 모의 bulge시편을 제작하여 내면 원주균열로 오

할 수 있는 bulge상부 결함 유사신호를 모사하 다. 단사고 이후 장 비 괴검

사 업체에서 수행된 과년도 자료에 한 재평가에서 bulge상부에 내면 원주균열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 으나,이는 잘못된 분석 결과임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bulge와 같은 형상변화를 갖는 열 에 한 정

확한 와 류검사 신호평가에 있어서 유사한 신호를 나타낼 수 있는 모의시편 제작과

이의 활용이 매우 요함을 알 수 있으며,이로부터 생산되는 다양한 정보는 가동

열 의 손상을 측, 리하는데 요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나.결함 손상유형 분석 기술

(1)개요

2호기 Model-F증기발생기 열 에 한 와 류검사 결과 Table3.1.1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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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4개 열 에서 원주균열이 발생된 것으로 보고되었으며,이들은 모두 고온측

TS상단 확 천이부에서 외면 단일 원주균열(SCI)로 평가되었고,이들 신호는 다음

과 같은 특이성을 나타내고 있었다.① 결함신호 치,분포,형상 슬러지 등의 신

호특성이 기존 고리 2호기 3,4호기 등에서 검출된 균열결함 신호특성과 상이

한 ,② dent등 형상변화 신호가 없는 상태에서 균열결함이 검출된 ,③ 균열길이

가 3.23～7.79mm로 길게 평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신호진폭은 0.26～1.75volt로 작

게 나타난 ,④ 특히 SG-B의 R4C98은 균열길이가 3.23mm에서 신호진폭은 1.43

volt로 나타났으나,이보다 약 2배 이상의 균열길이를 갖는 SG-BR41C33과 R48C44

의 신호진폭이 각각 1.73,1.75volt로서 R4C98세 에 비해 불과 0.3volt정도만 증가

한 결과를 보이는 ,⑤ 한 세 2차측에서 결함이 발생하 음에도 불구하고

sludge높이는 0.70～2.75inch로 낮다는 ,⑥ 결함발생 치가 집 되어 있지 않고

분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지시신호가 많이 왜곡되어 있는 특징을 보 다.

따라서 이들 균열결함의 신호특이성을 좀 더 명확히 해석하기 하여,이들 4개

지시신호 이외에 6개의 결함에 한 신호를 추가하여 총 10개의 결함신호에 한 정

분석을 수행하 다.

Table3.1.1.FourtubeswithSCI-ODSCCindicationinYGUnit2

S/G Row Col VoltDEG PCT CH Location Sludge Shape Remark

B 4 98 1.43 69 SCI P5 TSH -0.04 2.75 normal21°(3.23mm)

C

41 33 1.73 69 SCI P5 TSH -0.04 0.70 normal47°(7.13mm)

39 43 0.26 78 SCI P5TSH +0.00 2.40 normal25°(3.77mm)

48 44 1.75 75 SCI P5 TSH -0.05 0.72 normal53°(7.99mm)

(2)결과 고찰

2호기 4개 외면 원주균열과 함께 추가로 COMBOstandard의 EDM notch

OD41%,60%,FBHOD19% OPR-1000증기발생기 열 에서 외면 원주균열로

평가되어 보수 조치된 열 plus코일에서의 신호진폭이 의 결함 열 지시

신호와 유사하게 나타나는 3개의 장 신호를 사용하 다.이와 같이 선정된 총 10개

결함의 MRPC신호를 plus코일 진폭 비 pancake코일 진폭비율 특성,plus진폭특

성 plus 상특성에 한 비교분석을 수행하 다.

MRPC검사에서 pancake코일은 표 비교형 차동법으로 한 코일은 표 시험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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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다른 한 코일은 검사 상 시험체에 용하여 두 코일에서 나타나는 재료의 기

특성을 이용하는 방법이고,반면에 plus코일은 자기비교형 차동법으로 시험체 자체

의 한 부분과 다른 부분에서 나타나는 재료의 기 특성을 이용하는 방법이다.이들

두 코일의 진폭 비율,즉 Vpanc/Vplus를 구하면 균열결함의 경우 Vpanc/Vplus가 작

게 나타나게 된다.한편,체 결함의 경우 pancake코일은 크기를 측정하고 plus

코일은 ＋자 형태로 되어있는 두 코일의 차이가 신호로 나타나므로 Vpanc/Vplus가

균열결함보다 상 으로 크게 나타나게 된다.따라서 Vpanc/Vplus를 기 으로 균열

결함과 체 결함의 손상유형 구분이 가능하다.

Fig.3.1.25는 총 10개 신호의 MRPC주 수 변화에 따른 Vpanc/Vplus신호특성

을 분석한 것이다.주 수 400kHz에서 COMBO standard의 균열결함을 모사한

EDM notchOD41%와 60%의 Vpanc/Vplus비율은 각각 2.93와 1.74로 나타났고,체

결함을 모사한 FBH OD 19%의 경우 5.67로 균열결함보다 훨씬 크게 나타났다.

OPR1000증기발생기 열 에서 외면 원주균열로 평가된 3개 결함의 Vpanc/Vplus

크기는 각각 1.14,1.73,1.07로 COMBOstandard의 EDM notch41%인 2.93보다 작

은 값으로 이들은 모두 균열결함 역에 포함된다.그러나 본 분석 상 4개 지시신호

1개(SG-BR4C98)는 Vpanc/Vplus가 1.95로 균열결함 역에 포함되었으나,나머

지 3개(SG-CR41C33,R39C43,R48C44)는 Vpanc/Vplus가 각각 7.95,8.55,5.95로써

모두 체 결함 역에 포함되는 결과를 보 다.

Fig.3.1.25Variationinsignal

amplituderatiosof

pancaketopluscoil.

Fig.3.1.26Variationinsignalamplitude

ofpluscoilat300k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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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1.26은 주 수 300kHz에서 plus코일과 결함간의 거리에 따라 나타나는

신호의 진폭변화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COMBO standard균열결함 EDM 41%,

EDM 60%의 신호진폭 체 결함 FBH19%의 신호진폭이 모두 결함의 앙부 에

서 최 값을 갖는 belltype을 나타내는 특성을 볼 수 있다.이는 단일결함의 경우 균

열결함이든 체 결함이든 어도 결함이라면 모두 결함의 앙부 에서 신호진폭이

최 값을 갖는 belltype의 거동을 나타내어야 한다는 것이다. 4호기 균열결함 3

개도 마찬가지로 모두 결함의 앙부 에서 최 값을 갖는 진폭특성을 나타내고 있음

을 알 수 있다.그러나 2호기 지시신호 4개 1개(SG-BR4C98)는 앙부 에

서 최 값을 갖는 belltype의 거동을 나타내었으나,나머지 3개(SG-C R41C33,

R39C43,R48C44)는 앙부 에서 신호진폭이 어드는 Ｍ-shape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이들 3개 열 의 신호특성은 결함의 belltype거동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Fig.3.1.27은 plus코일의 주 수 변화에 따른 신호 상특성을 분석한 내용

이다.일반 으로 결함신호일 경우 주 수가 400,300 100kHz로 낮아지면 신호

상도 낮아지는 경향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균열결함으로 분류된 분석 상 4개

지시신호 3개(SG-CR41C33,R39C43,R48C44)신호는 주 수에서 신호 상이

상 으로 높고,주 수 변화에 따라 신호 상이 크게 변하지 않고 있는 특징을 보여

주고 있다.

Fig.3.1.27Variationinsignalphaseanglesofpluscoil.

(3)요약

2호기 증기발생기 열 에 한 와 류검사에서 균열결함으로 평가된 4개

1개(SG-BR4C98)는 균열결함과 유사한 특성을 나타내었으나,나머지 3개(S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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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41C33,R39C43,R48C44)는 균열결함이 아닌 것으로 분석되었다.

증기발생기 열 에 한 와 류검사 신호로부터 Vpanc/VplusMRPC신호특

성,plus코일 진폭특성 plus코일 상특성 정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균열결함과

체 결함을 구분할 수 있는 분석기술을 제시하 다.이러한 정 분석은 증기발생기

열 의 손상원인 규명과 상태 분석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으며 건 성 확보

를 한 리 측면에서 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강조한다.

다.주 수 mixing방법에 의한 IGA 결함과 NHM 분석 기술

(1)개요

울진 4호기 5차 가동 검사(05.1.4∼1.25)에서 hotlegTS상단 슬러지 축 부

에서 IGA결함 신호가 검출되었으나,당시에는 체 을 가진 지시(VOL)신호로 기록

하 고,6차 가동 검사(06.5.25∼6.9)에서는 IGA결함 신호를 결함이 아닌 슬러지

성분변화에 의해 나타나는 의사 지시신호,즉 기존의 슬러지 성분과는 다른 재료의 성

분이 포함되어 나타나는 신호인 NHM(NonHomogeneousMaterial)으로 분석하고,

기록하지 않아도 될 만한 신호로 평가하여, 재 다수의 IGA결함 발생 열 들이

보수되지 않고, 리가 되지 않는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들 IGA결함과 NHM 신호를 명확히 해석하기 한 방

법으로 MRPCpancakecoil의 주 수 mixing에 의한 분석을 수행하 다.

(2)결과 고찰

와 류검사 신호는 와 류 도와 상각의 함수이므로 시험주 수를 변화시키

면 여러 가지 신호원에 한 반응을 변화시킬 수 있다.만약 열 에 내면결함,외면

결함,형상변화,지지구조물 슬러지를 모사하여 내삽형 탐 자로 다 주 수 와

류검사를 용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① 고 주 수에서는 형상변화

신호 내면결함 등 내면 변수에 의한 신호가 잘 검출되고,② 간 주 수에서는 모

든 신호가 나타나고 두께만큼의 상지연이 생기기 때문에 내면결함과 외면결함

그리고 다른 신호 사이에는 상각 차이가 있고,③ 주 수에서는 지지구조물

슬러지 등 외면변수 신호가 지배 이며 내면결함과 외면결함 신호는 작은 상각 차

이를 나타낸다.다 주 수 mixing은 이들 변화특성을 이용하는 것으로 두 개 이상의

시험주 수에서 획득한 와 류탐상 신호로부터 상호 벡타 인 감법을 수행하여 첩

되어 존재하는 합성신호로부터 방해신호를 제거하고 원하는 신호에 한 신호 잡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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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를 개선하는 방법이다.

일반 으로 가동 증기발생기 열 2차측 TS상단에 축 된 슬러지 신호를

모사하여 다 주 수 mixing을 수행하면 외면 변수에 의해 나타나는 슬러지 신호,지

지 구조물 신호 슬러지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이물질 신호 등은 동시에 제거되고 결

함신호만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MRPCpancakecoil의 주 수 mixing에 의한 분석 방법을 울진 4호기 1

주기 8차 가동 검사에서 결함이 아닌 슬러지 성분변화에 의해 나타났다는 의사 지

시신호,즉 기존의 슬러지 성분과는 다른 재료의 성분이 포함되어 나타났다는 장

NHM 신호에 용하여,Fig.3.1.28과 같이 슬러지 속에 포함되어 있던 IGA결함 신

호를 명확히 구분함으로서,기존 장 비 괴검사에서 NHM으로 평가한 지시 신호는

모두 IGA결함 신호임을 알 수 있었다.

(3)요약

주 수 mixing방법에 의한 IGA 결함과 NHM 분석 기술을 용하여 울진 4

호기 증기발생기 열 2차측 TS상단 슬러지 축 부 에 포함되어 있던 IGA

결함 신호를 명확히 구분하 다.기존 장 비 괴검사에서 NHM으로 평가한 지시

신호는 모두 IGA결함 신호임을 알 수 있었다.

Fig.3.1.28 IGAsignalsabovethetopofthetubesheetcoveredwithsludge

inUlchinunit4.



- 35 -

라.와 류검사 신호이력 검토

(1)개요

원 증기발생기 열 에서 검출되는 결함의 가동 ․ 와 류검사 신호변화

를 정 분석 함으로서 결함의 생성 성장에 한 상세한 정보를 얻는 와 류 신호

이력 검토(historyreview)의 요성을 살펴보기로 하며,울진 4호기 단 열 의

신호이력 검토를 로 들어 설명하기로 한다.

(2)결과 고찰

Fig.3.1.29는 MRPCpancakecoil에서 얻어진 울진 4호기 단 열 bulge

역 체에 한 C-scan형상을 나타낸 것이다.가동 검사에서 bulge왼쪽과 오른

쪽에서의 신호가 유사한 크기로 나타나고 있으나,1주기 검사에서는 체 으로 신호

크기가 증가하 으며,특히 bulge오른쪽 신호가 상 으로 크게 증가하 음을 알

수 있다.Fig.3.1.30은 단 열 의 길이방향으로 각 치에서의 신호진폭 값의 변

화를 나타낸 것이다.Bulge 심부를 기 으로 왼쪽 신호는 체 으로 가동 검사

에 비하여 진폭 증가가 크지 않았으나,특히 bulge의 상단 하단에서는 진폭 증가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한편 bulge 심부를 기 으로 오른쪽 신호는 가동 검사에 비

하여 약 30%의 진폭 증가가 찰되었다.

Fig.3.1.29 Increaseofamplitudeoccurredduringthefirstcycleinoperationfor

theleakedtube(Pancakec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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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결과로부터 가동 1주기 만에 단 열 의 bulge내면에는 30%의 신호

진폭 증가를 유발하는 결함이 생성되었음을 명백히 확인할 수 있다.특히 균열성 결함

의 탐지에 매우 우수한 pluscoil에서는 이러한 신호변화가 나타나지 않은 사실로부터

결함의 형태는 체 성 결함임을 알 수 있다.

Fig.3.1.31은 가동 검사에서 2주기 검사까지의 bobbinabsolute신호를 나타낸

것으로 가동 1주기 만에 bulge내부에서 신호가 크게 증가하 음을 알 수 있고,이는

MRPC의 결과와 매우 잘 일치한다.주목할 은 bulge상부로부터 10mm떨어진

치에서도 신호진폭 증가가 나타났다는 것이다.이 치는 열 의 변형이 없는 곳으

로서 응력과 무 한 지역이다.이와 같이 bulge내면에 형성된 결함은 2주기 검사에서

도 지속 으로 성장하 으며, 치에 따라 성장 정도가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이러한 결함의 발생과 성장은 Fig.3.1.32의 bobbindifferential신호에서도

찰되었다.

(3)요약

울진 4호기 단 열 의 MRPC Bobbin신호이력 검토를 통하여,가동 1주

기 만에 단 열 의 bulge내면에는 30%의 신호진폭 증가를 유발하는 결함이 생

성되었고,2주기 검사에서도 결함이 지속 으로 성장하 다는 요한 사실을 확인함

으로서,원 증기발생기 열 의 손상에 있어서,결함의 생성 성장에 한 상세

한 정보가 생산될 수 있는 와 류검사 신호이력 검토의 요성 확인할 수 있었다.

Fig.3.1.30 VariationofMRPCpancakecoilsignalalongtheleakedtubelength

duringtheperiodfrom thePSIto1stI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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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1.31 Variationofbobbinabsolutemodesignalduringtheperiodfromthe

PSIto2ndISI.

Fig.3.1.32 Variationofbobbindifferentialmodesignalduringtheperiodfrom

the1stISIto2ndISI

7.Deposit정량화 핵심기술 개발

가.개요

증기발생기 가동 검사에서는 와 류탐상법을 이용하여 상단에 축 되는

슬러지의 높이를 측정하고 있다. 재까지는 열 체 표면에 부착된 deposit의 양

을 측정하는 상업 기술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상단(TTS,top of

tubesheet)에서 측정된 슬러지 높이가 화학세정 시기 결정 증기발생기 수화학 환

경 단의 요한 기 의 하나로 활용되고 있다. 한 화학세정 용액의 농도 용액

량을 결정하는 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는 제거해야 할 슬러지의 총량이다.이 때 슬

러지 높이는 상단에 축 된 슬러지의 총량을 계산하는데 요한 인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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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러지 deposit의 부식환경 유발에 의한 열 손상 가능성이 가장 큰 Alloy

600HTMA 열 을 사용하고 있는 국내 증기발생기는 3,4,5,6,울진 3,4호기

이다.이들 증기발생기는 모두 폭발확 법을 이용하여 열 을 에 고정하 다.

3,4호기는 상단에 부분 과확 과 protrusion이 존재하는 반면에,나머지

발 소는 그러한 형상이 거의 없다.따라서 상단을 기 으로 확 천이부의 치

가 슬러지의 높이를 측정하는데 향을 수 있으므로 이에 한 종합 평가가 필

요하다.이를 하여 원 의 가동 검사시 슬러지 높이 평가에 사용되고 있는

bobbin탐 자의 검사 주 수를 조사하 다.확 치가 서로 다른 2종의 시편을 제

작하고 슬러지 높이 평가에 미치는 향을 평가하 다.아울러 동일 주 수 값에서

span값에 따른 향도 검토하 다.

나.실험방법

재까지의 각 발 소별 증기발생기 와 류검사 보고서를 통하여 슬러지 평가방

법 검사에 사용된 주 수를 조사하 다.이와 련된 장 와 류검사 지침서도 검

토하 다. 3,4,5,6호기와 울진 3,4호기의 확 형상을 모사하기 해서는 폭발확

법을 용하여야 가장 바람직하다.그러나 두산 공업에서 재 폭발확 법을 폐기

하 으며,실험실 으로 모사가 불가능하므로 수압확 법을 용하여 확 시편을 제

작하 다.Mock-up시편은 Fig.3.1.33과 같이 두 가지 형태로 경우로 나 어 제작하

다.여기서 Fig.3.1.33(a)는 확 천이부의 간에 상단이 치하는 정상확

형상을 모사한 것이며,Fig.3.1.33(b)는 확 천이부 하단이 상단에 치하는 과

확 형상을 모사한 것이다.각각의 시편에 경화된 마그네타이트를 부착하여 슬러지

를 모사하 다.두 경우 모두 확 천이부의 체 길이는 약 7mm 다.시험에 사용된

열 은 Alloy600HTMA 으며, 은 실제 원 증기발생기 재료인 SA

508Cl.3를 사용하 다.

와 류 탐상 검사장비는 MIZ-70 TC-7700system을 사용하 으며,보정표

시험 은 ASME결함 표 시험편을 사용하 다.검사주 수는 20,35,100,150kHz

를 사용하 다.Bobbin탐 자의 교정,진폭, 상각 등은 장 와 류검사 지침서와

동일하게 조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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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3.1.33 Mock-upsimulatingdifferentexpansionlocationandsludge

(a)normalexpansion(b)overexpansion

다.결과 고찰

국내에서 가동 인 모든 가압경수로형 원 의 증기발생기 와 류검사에 사용되

고 있는 장 와 류검사 지침서와 슬러지 평가방법 검사에 사용된 주 수를 조사

하 다. 장 와 류검사 지침서에서 상단의 침 슬러지 높이 측정을 한

bobbin탐 자의 검사 주 수는 발 소별로 서로 다르게 기술되어 있었다.이에 따라

조사 상 발 소의 증기발생기 상단의 슬러지 높이를 평가하는데 실제로 사용

된 주 수는 20,35,100,150kHz로서 발 소별로 상이하 다. 한 지침서에 기술된

주 수와 다른 주 수 값을 이용하여 슬러지 높이를 평가한 경우도 확인되었다.따라

서 일 성 있고 정확한 슬러지 높이 평가를 해서는 이에 한 기 이 조속히 마련

되어야 할 것이다.이를 하여 주 수의 차이가 슬러지 높이를 측정하는데 미치는

향을 실험하 다.Fig.3.1.34은 확 천이부의 간에 상단이 치하는 정상확

형상을 모사한 경우에 하여 슬러지가 없을 때(Fig.3.1.34(a))와 슬러지가 존재할

때(Fig.3.1.34(b))신호를 나타낸 것이다. 슬러지의 높이는 TTS로부터 측정하

기 때문에,TTS기 은 열 주변의 환경이나 검사 조건에 의하여 변화하지 않

고 일정하게 유지되어야만 한다.TTS를 포함한 구조물 치의 기 은 주 수에

서 그 치를 정확하게 표정할 수 있다.일반 으로 20kHz에서 설정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Fig.3.1.34는 외부 슬러지의 존재 유무에 계없이 검사 주 수가 20kHz에

서 150kHz로 변화하더라도 TTS의 치가 거의 일정하게 유지됨을 알 수 있다.



- 40 -

(a)

(b)

Fig.3.1.34SludgeheightontheTTSwithnormalexpansion(a)nosludge(b)

withsludge

Fig.3.1.35는 확 천이부 하단이 상단에 치하는 과확 형상을 모사한 경

우에 하여 슬러지가 없을 때와 슬러지가 존재할 때 신호를 나타낸 것이다.Fig.

3.1.35(a)는 슬러지가 없는 경우인데 주 수 20kHz에서 설정되는 TTS기 이 150

kHz에서는 약 7mm 로 이동함을 볼 수 있다.즉 150kHz에서는 실제 TTS 치보

다 7mm 높은 치에 TTS가 표정되는 것이다.따라서 이러한 형상에 Fig.3.1.35(b)

와 같이 슬러지가 존재하게 되면,슬러지 높이는 설정된 TTS에서부터 측정되므로 7

mm 만큼 과소 평가된다.TTS의 치가 실제 치보다 7mm만큼 상향 설정되기 때

문이다.이는 확 부의 치가 상 으로 TTS의 쪽으로 올라가는 과학 형상이

존재하는 경우,그 높이만큼 슬러지의 높이가 과소 평가됨을 의미한다.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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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러지 높이는 150kHz보다는 20kHz의 주 수를 사용하여야만 정확한 평가 결과

를 얻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3,4호기는 부분 과확 형상이 존재하므로

슬러지 높이를 평가하는데 이러한 향인자를 고려한 평가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

다.

(a)

(b)

Fig.3.1.35 SludgeheightontheTTSwithoverexpansion(a)nosludge(b)

withludge

Fig.3.1.36은 span값이 슬러지 높이 측정에 미치는 향을 나타낸 것이다.Fig.

3.1.36(b)는 Fig.3.1.36(a)에 비하여 span값이 8배 확 된 것이다.Span값이 확 됨

에 따라 슬러지 측정 높이도 높아짐을 알 수 있다.따라서 일정한 span값 기 에 따

라 평가해야 일 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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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3.1.36 Effectofspanvalueonthesludgeheightmeasurement(a)X1(b)X8

라.요약

장 와 류검사 지침서에서 증기발생기 상단의 슬러지 높이 측정을 한

bobbin탐 자의 검사 주 수가 발 소별로 서로 다르게 기술되어 있었으며,이에 따

라 상단의 슬러지 높이를 평가하는데 실제로 사용된 주 수는 20,35,100,150

kHz로서 발 소별로 상이하 다. 한 지침서에 기술된 주 수와 다른 주 수 값을

이용하여 슬러지 높이를 평가한 경우도 확인되었다.

100,150kHz의 주 수에서는 과확 이 존재하는 확 형상에서는 상단

치의 설정이 실제 값보다 높아지게 되므로,슬러지의 높이는 과소 평가되었다. 한

span값에 따라 슬러지 높이 측정에 오차가 발생함을 제시하 다.

따라서 일 성 있고 정확한 슬러지 높이 평가를 해서는 본 연구결과를 반 한 평

가 기 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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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형상변화/결함 계 정 진단 기술개발

1.신형 탐 자(D-probe)최 화 신호보정/필터링 기법 개발

가.개요

D-Probe는 열 1회 검사로 형상변화 결함의 3차원 동시 해석이 가능하도

록 개발 인 신형 와 류 탐 자이다[9,10].이 탐 자는 실험실에서 제작한 모의결

함 시편과 가동 에 발생된 실제 원 의 결함 에 해 시범 용 하여 탐 자의 기

계 작동과 와 류 신호수집 등 하드웨어 인 기능의 호환성이 확인되었고,결함

형상변화 신호의 상 계 동시 해석 등의 소 트웨어 인 성능도 손상 원인 련 정

보의 제공이 가능하다는 결과를 얻어 그 용성 성능이 이미 입증된 바 있다[11].

본 연구에서는 단계의 후속연구로서 D-Probe의 장 용성 성능을 향상시

키기 해 탐 자의 코일구성 설계구조를 최 화하고,3차원 형상변화를 정량화하

여 측정할 수 있도록 하기 한 신호보정 필터링 기법 등을 개발하 다.

나.신형 와 류 탐 자 최 화

D-Probe에는 결함을 검출하기 한 2개의 열 내면 형(surfaceriding)

와 류 검사코일과 형상변화를 측정하기 한 1개의 열 내면 비 형

(non-surfaceriding)와 류 검사코일 등 총 3개의 코일이 탐 자 몸통의 동일 원주

선상 치에 장착된 구조를 갖고 있다.탐 자의 성능을 결정하는 척도로는 우선 형상

변화 코일의 와 류 시야각(fieldofview)범 가 요한데 이것이 작을수록 측정지

의 크기가 작아져 보다 높은 해상도(분해능)를 얻을 수 있다. 한 검사 주 수가

높을수록 와 류의 집속 정도가 커지고 열 외면으로부터 결함 구조물 등이 유

발하는 신호가 개재됨이 없이 순수한 내면의 형상변화에 의한 신호만을 취득할 수 있

다.이러한 에서 형상검사 코일의 크기가 작고,높은 검사주 수를 용할수록 유

리하지만 와 류 신호의 크기가 작아져 신호 잡음비(S/NRadio)가 커지는 문

제 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변수들을 고려하여 최 의 형상변화 검사용 코일을 선정

하기 하여 직경 3mm,2mm,1mm를 갖는 pancake형 코일 3종을 설계하 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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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제작된 코일 각각의 식별코드는 SP080B,SP060F,SP040C로서 입체 미경으

로 찰한 외형 사진은 Fig.3.2.1과 같다. 한 탐 자 몸통을 열 내부에서 심

치에 놓이도록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심지지체 간 거리는 원주방향의 형상변화

측정 정 도에 큰 향을 미치기 때문에 60mm와 90mm의 심지지체 간격을 갖는

탐 자 시제품 2종을 제작하 다.각 코일의 분해능과 신호진폭 크기 특성,그리고

심지지체 간격 등의 향 분석에는 합 600 열 에 원주방향으로 2,4,6,8mm의

간격을 갖고 길이 7mm의 slit형 축방향 결함 5개를 서로 인 되게 가공한 표 시험

편을 제작,사용하 다.

Fig.3.2.1.Pancakecoilsfortubegeometrymeasurement

withdifferentdiameters.

Fig.3.2.2(a)와 Fig.3.2.2(b)는 표 시험편을 심지지체 간격 60mm의 탐 자

를 사용하여 1MHz 700MHz주 수 조건에서 검사하여 얻은 3종류 코일의 원주

방향 신호진폭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동일한 검사주 수 조건에서 코일의 직경이 클

수록 더 큰 신호 진폭 값이 얻어졌으며,결함신호의 peak개수 인 결함과의 첩

특성 등으로부터 평가한 분해능은 SP060F코일과 1MHz검사주 수 조건에서 가장

우수하 다.

심지지체 간격 90mm의 탐 자를 사용하여 1MHz검사주 수 조건에서 얻은

각 코일의 원주방향 신호진폭 측정 결과는 Fig.3.2.3과 같은데 심지지체 간격 60

mm의 탐 자를 사용하여 얻은 결과(Fig.3.2.2)와 비교하면 결함 치 지역과 비결함

치지역의 신호진폭 분포가 일정하지 않고 경사진 형태를 보여 주고 있다.이는 지지

체 간격이 길어져서 탐 자 몸통이 열 내부의 심에서 이탈된 편심 치에서 신

호가 수집되었음을 의미한다.이상과 같은 분석 결과로부터 분해능은 SP060F코일,

신호 잡음비는 SP080B코일, 심지지체 간격은 60mm,검사주 수는 1MHz조

건 등이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 고,이들 성능 개선요소를 선정,반 함으로서 탐

자의 코일구성 설계구조를 최 화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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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3.2.2.Eddycurrentsignalamplitudeatthetestfrequencyof(a)1MHzand

(b)700KHzbyaprobewithcenteringfoottofootdistanceof60

mm.

Fig.3.2.3.Eddycurrentsignalamplitudeatthetestfrequencyof1MHz,

byaprobewithcenteringfoottofootdistanceof90mm.

다른 최 화 요건은 탐 자 몸통 외면에 장착된 형상변화 측정용 코일과 열

내면간의 간극 크기로서, 열 이 함몰되어 탐 자 몸통의 외면과 하게 되면

탐 자가 회 구동되지 않아 측정이 불가능해 지기 때문에(Fig.3.2.4(a)의 단면도

참조)이 간극이 클수록 더 큰 형상변화의 측정이 가능하다.그러나 간극이 무 크면

신호 진폭의 크기가 와 류 신호 수집 장치의 측정 한계범 를 과하여 포화된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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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임으로서 측정 오류가 발생되기 때문에 최 의 간극 크기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

하다.따라서 선정된 최 코일 에서 가장 큰 신호 진폭 값(신호 잡음비)을 보인

SP080B를 상으로 코일 표면과 열 내면사이의 간극에 따른 진폭의 변화값

(lift-offsignal)을 분석하 으며 그 결과는 Fig.3.2.4(b)와 같다.구동 압 6V조건

에서 간극이 0.75mm이상으로 커지면 측정 장비의 한계 값인 32,500count를 과하

여 와 류 신호가 포화되는 것이 찰되었다.이 결과로부터 탐 자의 기 간극을

0.7mm로 결정하 으며,최 ±0.7mm범 의 열 반경변화 측정이 가능하다.표

원 증기발생기 열 용 탐 자의 경우 이 최 화 요건을 반 하여 몸통의 직경

은 0.610"로 최종 설계되었다.

(a) (b)

Fig.3.2.4.Schematicdiagram showingthegap(a),andchangesoflift-off

signalwithgap(b).

마지막 최 화 요건은 탐 자 회 시 진동을 억제하는 것이다.즉,D-Probe에는

2개의 열 내면 형(surfaceriding)코일과 1개의 열 내면 비 형

(non-surfaceriding)코일 등 총 3개의 코일이 탐 자 몸통의 동일 원주선상 치에

장착되어 회 하는 구조를 갖고 있는데 Fig.3.2.5(a)와 같이 원주상에 국부 인 형상

변화가 존재하는 경우 내면 형 코일 유닛 2개가 형상변화 지역을 빠른 속도로 회

하면서 지나갈 때 코일 유닛의 스 링 압력이 탐 자 몸통에 진동을 유발하여 형상

변화 측정에 큰 오차가 유발될 수 있다.따라서 코일유닛과 열 내면과의 각이

작아지고 코일유닛의 폭이 커지도록 하여 진동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설계를 개량하

다.Fig.3.2.5(b)는 0.3mm 크기의 국부 인 함몰형상이 내재된 시편에 해 설계

개량된 탐 자 유닛을 용한 탐 자를 사용하여 형상신호를 측정한 결과인데 탐 자

회 에 의한 진동을 효과 으로 억제하여 순수한 형상변화에 의한 신호만이 측정되었

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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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3.2.5.Schematicdiagram showingthepossibleprobevibrationbyadent

(a),andsignalfrom atubesamplewithadentof0.3mm bya

probewithcoilunitofoptimizeddesign(b).

이상과 같이 탐 자 코일의 구성 설계 구조 등 성능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인자들을 검토,분석한 후 최 요건들을 반 한 D-Probe시제품을 제작하 으

며 그 외형 사진은 Fig.3.2.6과 같다.

Fig.3.2.6.PhotographofaoptimizedprototypeD-Probe.

다.형상변화 정량화용 신호보정 필터링 기법 개발

D-Probe의 형상변화 측정 기능은 검사 코일과 열 내면과의 거리에 따른 와

류 신호(lift-offsignal)의 변화를 측정하는 원리를 이용한다.따라서 형상변화의 정

량 크기를 측정하기 해서는 검사 코일과 열 내면과의 거리에 따른 와 류 신

호 진폭 변화와의 상 계를 얻고 이를 수식화하여 실제 신호진폭의 크기를 거리(

열 의 내경)로 환산하는 일련의 신호보정 변환 차의 개발이 필요하다.

신호보정을 해서 우선 표 원 증기발생기용 합 600 열 (외경 19.05

mm,두께 1.07mm)에 2개의 직경 증가(확 )와 3개의 직경 감소(덴트)등 서로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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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를 갖는 5개의 형상변화 구역이 내재된 표 시험편을 제작하 다.각 형상변화

구역의 내경 값은 미국 LTC사의 LP-20003차원 이 검사 장치를 이용하여 실측

하 다.이 표 시험편의 바빈 탐 자 형상검사 결과는 Fig.3.2.7(a)와 같은데 3개의

덴트부와 2개의 확 부 등 총 5개의 형상변화 구역이 순차 인 크기변화를 갖도록 제

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동일한 표 시편에 D-Probe를 용하여 형상변화 신호

를 수집하고 각 형상변화 구역에서 얻은 신호진폭의 평균값과 실제 내경 값과의 계

를 도식한 것이 Fig.3.2.7(b)의 결과이다.이들 상 계를 수식으로 도출하기 하

여 2차,3차,그리고 4차 다항식 curvefitting을 용하 으며 그 결과도 함께 나타냈

는데 3차 4차 다항식 곡선이 신호진폭과 내경 값 간의 상 계와 잘 일치하는 경

향을 보여주고 있다.여기서 표 시험편에 내재된 형상변화 구역의 수가 을수록 신

호보정 차가 간단해지기 때문에 3개의 형상변화 구역으로부터 얻은 자료데이터를

이용한 3차 다항 계식을 용하는 보정방법이 가장 효율 임을 알 수 있었다.

(a) (b)

Fig.3.2.7.Bobbinprofilometryofastandardtubeforquantitativegeometry

measurement(a),andtherelationshipbetweenlift-offsignal

amplitudeandtubeinnerradius(b).

D-Probe로 열 의 3차원 형상을 측정할 때 편심형 는 편향형 확 부와 같이

탐 자가 길이방향으로 이동하는 동안 열 심에 치하지 않은 조건에서 측정된

신호의 경우,형상변화의 유형과 크기 련 정보가 왜곡될 수 있다.이러한 경우 원주

방향으로 수집된 신호의 심을 일치시켜서(centering)실제로 존재하는 형상변화의

유형과 크기에 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터링 처리를 용해야 할 필

요가 있다.본 연구에서는 탐 자가 1회 할 때 마다 얻어지는 원주방향 신호 각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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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이 일치할 수 있도록 변환하는 데이터 처리 기법을 개발하 다.

Fig.3.2.8은 D-Probe로 편심형 확 시편의 3차원 형상을 측정한 결과에 해 신

호처리 필터를 용하기 과 후의 비교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편심형 확 의 경우

탐 자의 심이 열 의 심에서 이격된 상태에서 형상신호가 수집되기 때문에 필

터링 에는 열 상부의 비확 지역과 하부의 확 지역 모두에 형상변화가 존재

하는 것처럼 정보가 왜곡되는 양상을 볼 수 있다.반면에 필터링 처리 후에는 상부의

비확 부에는 형상변화가 없고 하부의 일부 원주구간이 국부 으로 돌출된 편심형 확

고유의 형상변화 유형에 한 정확한 정보 제공를 제공해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Fig.3.2.8.3-dimensionaltubegeometryofeccentricallyexpandedtube

beforeandafterapplicationofcenteringfilter.

결론 으로,실제 검사 상 열 에서 수집한 형상변화 와 류 신호는 표 시험

편을 사용한 보정과 이를 통해 얻은 3차 다항식을 용하여 반경 값으로 변환되며,이

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 실제 형상변화의 크기를 정량화할 수 있는 차를 개발하

다. 한 탐 자의 심이 열 심에 치하지 않은 조건에서 측정된 신호의 경

우,형상변화의 유형과 크기 련 정보가 왜곡될 수 있으므로 원주방향으로 수집된 신

호의 심을 일치시켜(centering)실제로 존재하는 형상변화의 유형과 크기에 한 정

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신호 필터링 처리 기법을 개발 완료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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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형 탐 자 성능평가,신호평가 로그램 개발

가.신형 탐 자 성능평가

최 화된 D-Probe시제품의 성능을 평가하기 해 여러가지 유형과 크기의 형상

변화내재 열 시편을 제작하여 형상변화의 정량 측정 정 도를 분석하 다.측

정 정 도 비교를 해 존하는 기술 최고의 정 도(측정부 직경 0.13mm,측정오

차 ±0.013mm)를 갖는 미국 LTC사의 LP-20003차원 이 검사 장치로 동일한

열 시편을 검사하여 결과를 상호 비교하 다.

Fig.3.2.9는 동일한 원주선상에 120°의 이격거리를 갖는 2개 치에 같은 크기의

국부 인 덴트를 형성시킨 시편을 사용하여 이 검사 장치와 D-Probe의 정량

형상변화 측정 정 도를 비교한 결과이다.

Fig.3.2.9.Comparisonof3-dimensionalgeometrymeasurementbyLaserand

D-Probeforatubesamplewithtwospotdents.

D-Probe로부터 얻은 형상변화 와 류 신호는 1항에서 기술한 보정 차를 통해

얻은 수식을 사용하여 실제 반경 값으로 변환하 으며 반경의 정량 측정치 결과를

2차원 분포도,3차원 분포도,그리고 원주방향 길이방향 분포도(c-scan)등으로 도

시하 다.두 측정방법 모두 열 의 동일 원주선상에 120°의 이격 거리를 갖는 치

에 동일한 크기의 덴트가 형성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덴트의 최 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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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mm로 동일한 측정결과가 얻어졌음을 알 수 있다.즉,D-Probe를 사용한 형상변

화 측정은 이 검사 방법과 동일한 성능 정량 측정 정 도를 갖고 있음을 확

인할 수 있었다.이와 같은 실험실 인 성능평가와 더불어 개발 인 D-Probe는 국내

제작 가동 증기발생기 안에 용되어 산업체 규제기 으로부터 객 인

성능을 평가받았다.

2007년도에 국내 공장 제작 증기발생기가 추락하 으며 사고 증기발생기의 구

조 건 성 평가를 해 D-Probe시제품을 용하여 정 형상검사를 수행하 다.

총 42개의 열 을 상으로 200여개의 치구간에 해 장 신호수집 정 진단

이 수행되었으며 표 시편 련 신호수집/평가 차(서)등을 제공하여 규제/제작/

운 기 이 요구하는 장 용에 필요한 엄격한 품질보증 요건 차를 만족시켰

다.그 결과 0.01mm수 의 검출능과 분해능을 갖고 있음을 입증하 으며 규제/제작

/운 기 등을 상으로 검사결과 설명회를 통해 추락 시 손상과정 해석자료,3차원

형상변화의 크기/분포 정량측정 데이터 등 기존 검사 방법으로는 제공이 불가능한

신 인 진단 결과를 제공하 다[12].정 검사 결과는 방보수 상 선정에 활용되

어 사용인허가 과정에 결정 으로 기여하는 성과를 얻음으로서 D-Probe의 성능

결과의 우수성을 인정받았으며,국내 안 해소에 실질 으로 기여하 다.

최근에는 국내 가동 표 원 2개 호기에서 증기발생기 다발 상부 지지

과 한 열 치에 외면 축방향 균열이 다량 발생하 다.이는 국내에서 처음

발생한 신규 손상유형으로 가동기간이 더 긴 선행 표 원 2개 호기에서는 아직 동

일한 치에서 균열의 발생이 보고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손상원인을 규명할 필요가

두되었고 2개 원 의 결함 발생 을 상으로 D-Probe를 시범 용하 다.그 결

과,결함 발생 주변에는 지지 과 열 사이의 공간에 deposit이 존재하고 있었

으며 열 제조시 roll-straightening공정에 의해 과도한 형상변화가 유발된 특징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이로부터 deposit부착에 의한 부식 환경의 조성과

온도 상승,그리고 제조시 도입된 열 의 잔류응력이 복합 으로 작용하여 균열발

생이 진되었음을 규명하 다.상세 분석결과는 국내 동일 표 원 6개 호기의 규

제 손상 리방안 수립에 활용될 수 있도록 안 기술 정보회의를 통해 공개 하 으

며[13]D-Probe성능의 우수성을 객 으로 평가받은 바 있다.

나.ECT 데이터 변환 로그램 개발

D-Probe를 포함한 원자력 발 소 증기발생기 열 ECT 검사 신호는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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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tec사의 MIZseriesdigitaldataacquisitionunit를 사용하여 평가된다.ECT측정

신호는 유닉스(UNIX)운 체제로 구동되는 워크스테이션 시스템에서 Zetec사 고유의

이진 압축 일(ZArchive)형식으로 장된다.이를 MS 도우 기반의 PC에서 분석

하기 해서는 ASCII형태의 텍스트 일로 변환하기 해 유닉스(UNIX)기반 워크

스테이션으로 제어되는 와 류탐상시험기(ECT;EddyCurrentTesting)에서 검출된

이진 측정 신호를 도우 XP운 체제의 개인용 PC에서 텍스트 일 형태로 분석할

수 있도록 이진 일을 해석하여 환하는 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유닉스 운 체

제에서 장된 측정 자료를 PC에서 텍스트 일로 환하여 분석하기 해

Miz-converter 로그램을 개발 완료하 다.(Fig.3.2.10)

Fig.3.2.10ReadofZArchivebinaryfileusingtheMiz-Converterprogram.

Miz-18 30은 수집되는 데이터 량을 고려하여 각각의 값들을 이진형태의 일

로 장한다.Miz-18 30데이터 일은 특정한 header구문을 가지며,이 header를

기 으로 실험 시간,channel개수 환경,Probe의 종류 등이 특정 치에 장되어

진다.Miz-30 Miz-70은 특정 header구문에 이어서 실험정보 값들이 치하며,

실험 시간,channel개수 환경,Probe의 종류 등은 일의 끝부분에 XML형태로

제공된다.일반 으로 컴퓨터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이진수로 구성된 디지털 데이터

장 방법으로 두 가지 표 인 형식이 존재한다.IBM 370컴퓨터와 부분의 RISC

기반의 컴퓨터들(Sun의 Sparc 는 IBM의 PowerPC 등) 그리고 Motorola

Microprocessor가 장착된 시스템에서는 Big-endian방식을 사용하고,IntelProcessor

나 DEC의 AlphaProcessor등은 리틀 엔디안 방식을 사용한다.Endian이란 다른 말

로 byte-order라 하며,컴퓨터에서 특정한 종류의 데이터를 장하기 한 메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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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순서이다.이 두 방식은 데이터의 근방법이나 처리방법에 따라 장단 을 가지고

있다. 한 이런 규칙은 CPU를 개발하는 회사들마다 다르게 용된다.

Miz장비는 지 까지 주로 RISC기반의 Workstation에서 실험 결과 값을 수집

하고 있다.RISC기반의 컴퓨터 장비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Big-endian방식으로

장되며,이 데이터를 Little-endian방식을 사용하는 Intel기반 PC에서 조작,처리,분

석하는 일은 쉽지 않다.Miz-Converter는 이런 이 기종 간의 데이터 공유와 처리를

하여,Big-endian방식을 Little-endian방식으로 환하는 루틴을 가지고 있으며,

사용자가 쉽게 독 가능한 형태로 변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데이터의 정보화를 한 방법으로 XML형태로 데이터를 장하는 방식이 리

쓰이고 있다.일례로 Microsoft사의 문서처리 로그램인 MicrosoftOffice패키지도

모두 XML형태로 데이터들을 장하고 읽어 들일 수 있도록 체 인 기능이 환

되고 있는 추세이다.Miz 한 Miz-30에서 Miz-70으로 바 면서 실험 내용에 해

XML형태로 정보가 제공된다. 를 들어 Miz-30의 경우 이진형태의 C-Style날짜

값으로 제공하지만,Miz-70모델 이후부터는 <acquire_time>Node에 XML형태로

제공된다.XML로 제공되는 정보는 가독성이 높아지고,이식성이 있으며,데이터 해

석을 명료하게 만든다.Miz-Converter는 XMLParser를 사용하여 Miz 일을 독하

고 장할 수 있도록 하 다.

다.D-Probe측정 데이터 2차원 분석기술 개발

D-Probe와 MRPC(motorizedrotatingpancakecoil)에서 검출된 측정 신호를 평

면 형상으로 시각화 하여 열 의 체 인 건 성 별을 용이하게 하며,형상 변화

의 크기와 치 분포 등 열 표면을 정 하게 분석할 수 있는 로그램을 개발하

다.증기발생기 열 의 MRPC검사는 열 튜 의 원주 방향으로 회 하며 일

정한 각도에서 값을 측정하게 된다.360°회 후에는 바꿈 신호가 송되어 그

다음 길이에 한 원주 신호가 측정되며 최종 검사 데이터는 각 원주 각도에 한

열 체 길이로 측정된 값으로 입력된 행렬 형태의 자료를 얻게 된다.이러한 텍스

트 포맷으로 장된 측정 데이터를 불러와서 평면 형상으로 시각화 하여 분석하기

한 로그램을 Mathworks사의 Matlab소 트웨어를 이용하여 m- 일 형태의 소스

코드를 개발하 다.분석 로그램의 구동 방법은 Matlab 로그램을 실행시킨 후 메

뉴의 일 열기에서 m-file소스코드를 선택하면 Matlab에디터 창에 코드가 표시 되

며 디버그 메뉴에서 로그램을 실행시키거나 단축키(F5)를 르면 비 괴 검사 데이



- 54 -

터 일을 선택할 수 있는 디 토리 창이 생성된다.원하는 폴더에서 데이터 일을

읽어 들이면 Fig.3.2.11과 같이 데이터 분석을 수행 할 수 있는 로그램 실행창이 나

타나게 된다. 로그램 실행화면은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왼쪽 아래쪽에

가장 큰 심창이 생성되며 여기에 검사 데이터의 값들을 평면 형태로 시각화시켜

서 색상 등고선 표시로 데이터 수치의 크기를 정성 으로 분석할 수 있다.색상은

흑백(Fig.3.2.11(a),(c)) 는 컬러(Fig.3.2.11(b))로 표시할 수 있으며 등고선(Fig.

3.2.11(a),(b))과 사진(Fig.3.2.11(c))형상으로 데이터를 표시하여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a) (b) (c)

Fig.3.2.11.Analysisofdatawith(a)blackandwhitecontourgraphic

(b)colorcontourgraphic(c)photographicview.

라.D-Probe측정 데이터 3차원 형상 분석 기술 개발

증기발생기 열 비 괴 검사에 사용되고 있는 MRPC(motorizedrotating

pancakecoil) D-Probe에서 검출된 측정 신호를 3차원 형상으로 시각화 하여 열

의 체 인 건 성 별을 용이하게 하며,형상 변화의 크기와 치 분포 등 열

표면을 정 하게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 다. 도우 기반 PC에서 텍스트

포맷으로 장된 측정 데이터를 3차원 형상으로 시각화 하기 하여 BlenderNation에

서 개발한 3D 그래픽 로그램과 이썬(Python) 로그램 언어를 사용하 다

[14-16].3차원 형상을 나타내기 해서 평면 류 신호로 수집된 검사 데이터를

열 형태인 원통형 모양으로 재배열하여 이를 격자 형태로 구성하는 작업이 필요

하다.이러한 데이터 변환과 련된 로세스를 이썬 언어로 처리하 다.Blender

로그램은 3차원 객체의 회 이동 배율 등을 조 하고 OpenGl그래픽 엔진으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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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과 색상을 계산해서 보여 다.

Blender 로그램의 실행화면은 Fig.3.2.12와 같다.제어화면 왼쪽에 조작 버튼들

이 있는 하부 창들과 3차원 형상이 그려지는 오른쪽 창이 생성되고 텍스트 일로

환된 ECT측정데이터를 불러와서 튜 모양과 평면형태의 3차원 객체를 생성한다.검

사 데이터는 필요에 따라 고주 (700kHz)와 주 (10kHz)신호로 구분하여 별도

로 분석할 수 있도록 하 는데,실제 으로는 열 이 확 된 부분과 비확 부분의

검사 신호를 해석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어서 별도로 알고리즘을 개발하 다.

Fig.3.2.12.Executionwindow oftheprogram for3Danalysis.

ECT측정 데이터를 3차원 형태로 보이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표 시편을 이용

하여 보정된 ECT측정데이터는 N×M 행렬 T로 처리되어 다음과 같이 다음식 (1)

을 통하여 x축,y축,z축으로 각각 변환된다.

x=T×cosθ,y=T×sinθ,z=row(T) (1)

식으로 계산된 x,y,z좌표는 하나의 (모서리)를 나타내며 이는 3차원 객체

의 Verts가 되고 인 한 4개의 Verts로 Faces면을 다음과 같이 구성하게 된다.

Verts=Vij(xyz)

Faces=Fij(Vi,iVi,j+1 Vi+1,j+1 Vi+1,j) (2)

식(2)로 계산된 각 과 면을 조합하여 Fig.3.2.13(a)와 같이 mesh가 만들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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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러한 mesh표면에 빛과 색상효과를 입 서 Fig.3.2.13(b)와 같이 3차원 표면이

만들어진다.각각의 mesh크기는 측정 데이터 개수에 따라 결정되며 실제 측정 데이

터만으로 세 한 형상을 표 하기 힘들기 때문에 Fig.3.2.13(c)와 같이 subsurf

modifier알고리듬을 용하여 각 mesh를 세분화 시켜서 3차원 표면이 매끄럽게 보이

도록 하 다.Fig.3.2.13(d)는 세로 길이 방향과 튜 직경의 길이는 그 로 유지한

채 직경 방향의 표면 노이즈 값만 10배 확 하여 열 표면의 미세한 굴곡을 분석

하는 모습을 보여 다.이와 같이 기본 인 크기는 변화시키지 않고 찰하고자 하는

변화율 는 노이즈 값만 확 하여 보여 으로써 미세한 형상 변화를 직 으로 분

석할 수 있다.

x1 x10

(a) (b) (c) (d)

Fig.3.2.13.Procedureof3Dshapingandanalysis.(a)Constructionof

mesh(verticesandfaces).(b)Createsurfaceoftheobject.(c)

Surfacesmoothing(additionofsubsurfmodifier).(d)Zoom(x10)

andanalysis-radialdirection.

열 이 확 된 부분은 지름이 확 되어 원래의 크기를 벗어나게 되어 튜 표

면을 펼친 모양으로 나타내었을 때 와 같이 확 되지 않은 부분에서 원래 없어야 할

굴곡이 발생한 것처럼 보이게 되며 이를 상 인 크기로 보정해 주어야 된다.그래서

고주 신호 해석에는 참고 데이터인 Referecefile을 설정하여 이를 보정해 주어야 한

다. 한 확 부 를 평면 굴곡(Matrixprofile)형태로 도시하 을 때 확 부 와

비확 부 의 크기 차이로 인하여 형상이 왜곡되는데 이를 보정하기 한 기능을 가

지고 있는 matrixflatup과 matrixflatlow 필터를 개발하 다. 열 비확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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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신호는 원주 지름이 일정하기 때문에 이러한 보정이 필요 없으므로 측정데이터

일만 불러오면 된다.과도한 형상변화가 발생한 부분을 검사하는 경우 탐 자 구조상

일직선으로 검사되지 않고 심선이 어 날 수 있다.이러한 경우 검사 데이터를 3차

원 형상으로 나타내었을 때 실제 형상 변화보다 더 많은 변형이 나타나게 되므로 이

를 보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측정 치가 심에서 어 남에 따른 오차이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으로 보정할 수 있는 필터를 개발하 다.C-3p필터는 Centerof3point의

약자이며 이는 길이 방향으로 형상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임의의 세 을 선택하여

심 을 계산하고 이 계산된 심 을 기 으로 측정데이터를 보정한다.C-mean필터

는 Centerfrom meanvalueofdata로서 원주방향으로 측정된 데이터들의 간값을

찾고 이 값들의 평균으로부터 심 을 계산하여 이로부터 다시 측정데이터를 보정하

는 방법이다.두 방법은 각각 장단 이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

다.

마.ECT 측정 신호 해석 분석 기술 개발

재 국내 원 의 비 괴 검사에 기본 으로 사용되고 있는 Miz-70과 Miz90데

이터의 해석을 해 MizAnalyzer 로그램을 개발하 다.기본 으로 Miz-70과

Miz-90데이터는 Unix기반의 워크스테이션에서 수집이 되며 이 게 수집된 데이터

를 개인용 컴퓨터에서 손쉽게 해석할 수 있는 로그램은 아직 국내에 공개 으로 사

용되고 있지 않다. 장에서 수집된 비 괴 데이터를 분석 평가하기 해서는 미국

Zetec사의 용 로그램을 고가에 구입하여 사용해야 하며 연구자가 새로운 분석을

해 일부 기능을 변경해서 사용할 수 없다.이를 극복하기 해 본 연구에서는 일반

으로 사용되는 개인용 컴퓨터에서 실행 가능한 ECT신호 해석 분석 로그램인

MizAnalyzer를 개발하여 재 계속 으로 기능을 높여 나가고 있는 이다.

Miz-70과 Miz-90데이터 일은 크게 3부분으로 나뉠 수 있다.첫 번째 부분은

데이터 헤더로 Miz장비의 데이터임을 나타내는 자료와 데이터 버 그리고 데이터

크기를 지정한다.두 번째 부분은 데이터가 나열되는 부분으로 각 채 별 수직 성분과

수평성분 순서로 나열되어 있다.이 데이터들은 Big-endian방식으로 장되어 있다.

세 번째 부분에는 자세한 검사 정보가 XML형태로 장되어 있다.

MizAnalyzer는 Miz-70과 Miz-90데이터 일에서 각각의 세 부분을 읽어 들여

와서 필요한 정보를 보여주고,IBM 호환 개인용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ASCII

형태로 데이터를 변환하여 이를 그래 로 보여 다.MizAnalyzer 로그램은 재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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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설정,표 보기, 로 일보기 등 크게 4가지 탭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 괴

검사 정보 특성 등을 요약과 설정 탭에서 텍스트로 보여 다.표 보기에서는 Fig.

3.2.14와 같이 각 채 데이터의 수직성분과 수평성분을 선택 으로 비교 분석할 수

있으며, 상보기 창에서는 상 각도를 변경하여 데이터 상을 회 시키면서 신호

를 분석할 수 있다.각각의 창에서는 분석 치를 이동하고 확 축소 기능을 통하

여 데이터 분석이 용이하도록 하 다.각각의 창들은 서로 연동이 되어 있으며 가령

수직과 수평 성분의 일부분을 지정하면 오른쪽 하단의 창에서 그 부분만 확 해서 보

여주고 여기서 다시 일정 부분의 신호를 오른쪽 의 상각도 조 창에 나타나게

하여 미세한 신호만을 상으로 상회 을 통해 원하는 신호 세기를 수평과 수직 성

분으로 재구성된다.여기서 정해진 상조건으로 로 일 보기의 수직 수평 성분 그

래 도 동일하게 정해진다. 한 부분의 이동과 회 은 마우스 조작으로 제어하고

상각도와 치 등은 수치로 표시된다.

Fig.3.2.14.Standardview window inMizAnalyzerprogram.

로 일 보기에서는 Fig.3.2.15와 같이 특정 채 의 수직 는 수평 성분 그래

롤 세 히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주요 분석 창과 보조 창으로 구성되어 있다.주요

분석창에서는 측정값을 알고자 원하는 치를 마우스로 클릭하여 x,y성분을 구할

수 있으며 각 치에서의 측정값은 오른쪽의 텍스트 창에 표시된다.기본 으로 그래

는 측정된 볼트 단 로 표시되지만 이를 표 시편 측정을 통해 길이 단 로 환산

할 수 있다.표 시편에 부식생성물을 모사하여 deposit크기에 따른 ECT신호의 진

폭크기를 측정하고 이를 deposit계량 보정값으로 설정해 주면 ECT신호를 depos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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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이로 환산할 수 있다.이 게 환산된 값을 로 일보기의 주요 분석 창에서 그래

로 볼 수 있으며,텍스트표시 창에서 각 치에서의 값이 표시된다.이러한 기능을 통

하여 앞으로 ECT신호를 분석하여 증기발생기 열 에 부착되어 있는 deposit양을

계량화 하고 증기발생기에 발생하게 되는 부식생성물의 양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Fig.3.2.15.Profileview window inMizAnalyzerprogram.

바.요약

D-probe탐 자 신호를 2차원과 3차원으로 분석할 수 있는 로그램을 개발하

다.이 로그램을 이용하면 화면 각도 조명과 표면 조도 설정 등 일반 인 3차원

로그램들이 가지고 있는 고 기능들을 활용하여 신형탐 자 검사 데이터를 직

으로 분석할 수 있다.이와 같이 평면 분석과 입체 분석을 병행함으로써 측정데이

터의 미세한 형상 변화도 찰할 수 있었으며 신 이고 종합 인 비 괴 검사 자료

분석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

증기발생기 열 의 비 괴 검사 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로그램 기술을 국산

화하 다.이를 통해 ECT신호 해석이 가능하며 열 표면에 부착되는 부식생성물

의 분포 두께를 정량 으로 분석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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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신호평가 통합 로그램 제작

가.개요

신형 탐 자를 상용화 하기 해서는 신형 탐 자로부터 수집된 신호를 이용하

여 평가할 수 있는 로그램 제작이 필수 이다. 재 미국 Zetec에서는 기존 Unix기

반 평가용 로그램을 PCWindows를 기반으로 하는 로그램으로 체 개발하는 작

업을 하고 있다.본 과제에서는 신형 탐 자 용 신호평가 로그램 모듈을 PC

Windows기반의 EddynetSuite에 통합하여 탑재하기로 Zetec사와 합의하 다.그리

하여 Zetec사에 로그램 구 차 요구서를 작성하여 제공하 으며,베타 버 의

로그램 제작을 완료하 다.

나. 로그램의 상세 내용

(1) 로그램의 구 내용

신형 탐 자에 의하여 수집된 신호를 통합 로그램을 통하여 평가하고 가공함

으로써 기존 탐 자에서 얻을 수 없는 획기 인 내용은 아래와 같이 요약된다.

① 결함 검출과 동시에 결함발생 치에 한 슬러지,덴트,bulge등의 상태 진

단 정량 평가

② 형상변화 치,크기,분포에 한 정량 평가 3차원 시각화

③ 슬러지 높이,두께,분포에 한 정량 평가 3차원 시각화

④ 상단의 확 치,상태에 한 정량 평가 3차원 시각화

⑤ 증기발생기 구조물 설치상태 열 근 도에 한 정량 평가

(2)신형 탐 자 신호 수집조건

① 검사장비 :MIZ-30/70DataAcquisitionSystem

② 검사주 수

형상변화 측정400, 700Profile Coil

결함검출400, 300, 100Plus Point Coil

결함검출/ 조물/Sludge 분포400, 300, 100, 10Pancake Coil

비 고사용주파수(kHz)D-probe 검사코

형상변화 측정400, 700Profile Coil

결함검출400, 300, 100Plus Point Coil

결함검출/ 조물/Sludge 분포400, 300, 100, 10Pancake Coil

비 고사용주파수(kHz)D-probe 검사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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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검사속도 :600rpm,0.2inch/sec로 인출하면서 검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나,필

요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④ CalibrationStandard신호 기록 :Pancake PlusCoil의 신호 상각은

EDM NotchStandard의 100% Axial결함신호를 –X축을 기 으로 하여 약 30°

는 탐 자 흔들림(Wobble)신호가 수평이 되도록 조 하고(PancakeCoil의 10kHz는

TSPRing신호가 –X축을 기 으로 하여 약 90°가 되게 조 ),ProfileCoil은 Dent

신호가 –X축을 기 으로 하여 약 270°( 는 90°)가 되도록 조 하거나 탐 자 흔들

림 (Wobble)신호가 수직이 되게 조 한다.

(3)신형 탐 자 신호수집 차

① MIZ-30/MIZ-70Configuration

①-1.SelectInstrumentandProbeType

①-2SelectNumberofTimeSlotsandBoards

①-3SelectFrequencyandDriveVol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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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4EnterSampleRate

①-5SpecifyChannelTypesandLocations

①-6SelecttheNumberofGroupsandCoils

①-7SelectCoils

①-8FinishMIZ-30/70Config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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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MRPCSettings

③ PusherSettings

④ CalibrationStandard신호 기록

④-1EDM NotchStandard 는 FBH/EDM Combo+PointMRPCStandard

신호를 련 검사 차에 따라 기록한다.

④-2Dent/ExpansionStandard신호를 련 검사 차에 따라 기록한다.

④-3Dent/ExpansionStandard신호는 추가로 Motor회 없이 당 6inch의

속도로 인출하면서 기록한다.

(4)신형 탐 자 신호평가 차

① AcquiredDataLoading/Calibration

①-1 Eddynet Data Acquisition/Analysis Program이 설치되어 있는

Workstation(UNIXSystem)에 PC를 network으로 연결하고,FTPsoftware를 이용

하여 D-Probe의 수집 데이터를 직 불러오거나 임의의 디 토리로 다운로드 한다.

①-2Dent/ExpansionStandard신호 는 Wobbling신호를 이용하여 신호보

정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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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3 MRPC Mode의 Main Strip Chart에서 선택된 영역의 C-Scan Image

Data를 텍스트 포맷으로 저장한다.

② Data Fitting, Conversion and Quantitative Analysis

②-1 형상변화 측정용 표준시편에서 얻은 Digital Counts의 원주방향 평균값으

로 부터 반경 실측치와의 관계식을 얻는다.

②-2 관계식을 사용하여, 보정된 Data File을 변환하고, 형상변화 정량 측정치

를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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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Blender : 3차원 시각화용 SG tube program 초기화면으로서, 검사 데이터를

3차원 형상으로 시각화한다.

③-1 저장된 텍스트 포맷 파일을 열고, 고주파수 검사와 저주파수 검사 결과를

독립적 알고리듬으로 각각 따로 처리한다. 확관 부위를 검사하기 위한 고주파수 검사

데이터를 도시하는 경우 확관 크기를 기준으로 전체 신호를 보정하기 위한 확관 데이

터를 참고하여 3차원 그래프로 도시한다.

③-2 검사 데이터 3차원 튜브 형상의 그래프(plot3d)를 도시 후 표면 조도를 매

끄럽게 보정한다.

③-3 검사 데이터의 펼친 모습인 3차원 매트릭스 그래프(Matrix)를 도시한 후

표면 조도를 매끄럽게 보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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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4 확관부의 편심에 의한 곡면 왜곡현상을 필터링 처리(Matrix flat

up/Matrix flat low)로 보정한다.

4. 신형 탐촉자 가동원전 시범적용성능 데이터 분석

가. 개요

D-Probe는 전열관 1회 검사로 결함 및 형상변화의 3차원 동시 진단이 가능하도

록 개발된 혁신적인 기능을 갖는 신형 와전류 탐촉자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3개 표

준형 원전과 1개 WH형 원전을 대상으로 각 원전 증기발생기 별로 약 20개 이상 전열

관에 대해 D-Probe를 시범 적용하여 수집한 와전류 신호 데이터를 미국 Zetec사와

공동으로 개발 중인 D-Probe용 신호평가 소프트웨어(베타 버전)을 사용하여 평가함

으로서 D-Probe 및 신호평가 소프트웨어의 가동원전 현장 적용 성능 및 활용성을 분

석하였다.

나. 시범적용 대상 원전별 증기발생기 전열관 및 위치 선정

3개의 표준형 원전 증기발생기와 1개의 WH형 원전 증기발생기에서 가동 중 결

함이 발생되고 있는 위치 및 비정상적인 확관부(expansion anomaly)가 존재하는 위

치 등 전열관의 손상 취약부위에 대해 D-Probe를 시범 적용하여 수집한 신호 데이터

를 평가하였다. 표준형 원전 A는 증기발생기 관판상단 폭발 확관 천이부 위치에서 가

동 중 외면원주균열이 주로 발생하고 있어 확관 천이부의 형상특성을 분석하였으며,

표준형 원전 B는 외면 축방향 균열이 발생되고 있는 관다발 상부 eggcrate 위치를, 그

리고 표준형 원전 C는 외면 축방향 균열이 발생되고 있는 관다발 상부 eggcrate 위치

와 내면 원주균열이 발생하고 있는 관판 상단 폭발확관 천이부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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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형 원전 D는 수압식 확관방법이 적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정상적인 확관

형상이 존재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증기발생기 전열관의 관판상단 확관 천이부를 분

석하였다.

다. 표준형 원전 증기발생기 대상 시범적용성능 분석 결과

Fig. 3.2.16은 관판상단 폭발 확관 천이부 위치에서 가동 중 외면원주균열이 주로

발생하고 있는 원전 A 증기발생기 전열관의 확관 천이부 형상을 3차원으로 정량 측

정한 분석 결과의 한 예이다. 폭발확관 천이부 형상은 반경방향으로 확관량이 불균일

한 편심형으로 국부적인 돌출(과확관)이 편심형 확관과 180도 대응되는 반대위치에

형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전열관의 최소 내경(비확관 지역)은 0.66139", 최대 내

경(과확관 지역)은 0.71161" 로 평가되었다.

Fig. 3.2.16. Result of D-Probe trial application to expansion transition region in

SG tube of plant A

동일한 전열관에 대해 현재 원전 현장의 전열관 형상검사에 적용되고 있는

bobbin 탐촉자를 사용한 profilometry 측정결과는 Fig. 3.2.17과 같은데 과확관 지역의

최대 내경은 0.684“로 측정되어 D-Probe로 측정한 결과(0.71161")에 비해 훨씬 과소평

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가동 중 관판상단 폭발 확관 천이부 위치에서

외면원주균열이 발생되고 있는 원전 A 증기발생기는 확관 천이부가 편심형 과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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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상을 갖는 특징을 보였으며 현장에서 적용하고 있는 형상검사 방법으로 측정한 것

보다 훨씬 더 큰 크기의 국부적인 과확관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Fig. 3.2.17. Result of bobbin profilometry in expansion transition region of SG

tube in plant A.

Fig. 3.2.18은 관다발 상부 eggcrate 위치에서 외면 축방향 균열이 발생하고 있는

원전 B 증기발생기 전열관에 D-Probe를 시범 적용하여 균열과 전열관 외면에 존재하

는 eggcrate/deposit의 신호진폭 분포를 분석한 결과의 한 예이다. 균열발생 위치는

그림에서 화살표로 나타냈는데 eggcrate 면과 전열관이 가장 근접한(또는 접촉한) 외

면에서 균열이 발생되었고 주변에는 deposit이 부착되어 있는 상태임을 eggcrate/

deposit 신호진폭 분포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

Fig. 3.2.18과 동일한 전열관 및 위치구간에 대응되는 3차원 형상변화를 동시에

분석한 결과는 Fig. 3.2.19와 같은데 매우 불균일한 나선형 형상변화가 존재하고 있으

며 균열은 전열관이 국부적으로 변형되어(외부로 부터 눌려서) 직경이 감소한 위치에

서 발생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나선형 형상변화는 해당 전열관의 전체길이에 걸쳐

서 존재하고 있는 특징을 보여 전열관 제조 공정시 타원도 및 직진도를 교정하는 직

관화(roll straightening) 공정에 의해 유발된 것이 분명함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전열관 길이 전체에 걸쳐 존재하는 과도한 변형은 전열관 외면에 큰 인장 잔류응력을

야기하여 결함발생을 가속화시킨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최초로 규명할 수 있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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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8. Result of application to OD axial crack in eggcrate intersection of

SG tube upper bundle in plant B (crack and eggcrate/deposit

signals).

Fig. 3.2.19. Result of application to OD axial crack in eggcrate intersection of

SG tube upper bundle in plant B (3-dimensional geometry signal).

Fig. 3.2.20은 관다발 상부 eggcrate 위치에서 외면 축방향 균열이 발생하고 있는

원전 C 증기발생기 전열관에 D-Probe를 시범 적용하여 균열과 전열관 외면에 존재하

는 eggcrate/deposit의 신호진폭 분포를 분석한 결과의 한 예이다. 균열발생 위치는

그림에서 화살표로 나타냈는데 eggcrate 면과 전열관이 가장 근접한(또는 접촉한) 외

면에서 균열이 발생되었고 주변에는 동일한 유형의 손상을 보인 원전 B(Fig. 3.2.18)

와 마찬가지로 많은 양의 deposit이 부착되어 있음을 eggcrate/deposit 신호진폭 분포

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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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0. Result of application to OD axial crack in eggcrate intersection of

SG tube upper bundle in plant C (crack and eggcrate/deposit

signals).

Fig. 3.2.21. Result of application to OD axial crack in eggcrate intersection of

SG tube upper bundle in plant B (3-dimensional geometry signal).

Fig. 3.2.20과 동일한 전열관 및 위치구간에 대응되는 3차원 형상변화를 동시에 분

석한 결과는 Fig. 3.2.21과 같은데 역시 전열관의 전체길이에 걸쳐서 불균일한 나선형

형상변화가 존재하고 있으며 원전 B(Fig. 3.2.19)와 비교하여 길이방향으로 훨씬 좁은

간격을 갖는 나선형 형상변화가 직관화 교정시 유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

서 관다발 상부 eggcrate 위치에서 발생하고 있는 외면 축방향 균열은 전열관 제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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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직관화 교정에 의해 유발된 변형이 전열관 외면에 큰 인장 잔류응력을 야기하

여 결함발생을 가속화시킨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원전 C 증기발생기에서도 확인

할 수 있었다.

Fig. 3.2.22는 관판상단 확관천이부 위치에서 내면 원주균열이 발생하고 있는 원

전 C 증기발생기 전열관에 D-Probe를 시범 적용하여 균열발생 위치와 전열관의 3차

원 형상변화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의 한 예이다. 내면 원주균열발생 위치는 그

림에서 화살표로 나타냈는데 확관형상은 반경방향으로 확관량이 불균일 편심형 이었

으며 관판상단 확관 천이부의 여러 원주 위치에서 국부적인 덴팅이 유발되었으나 균

열은 확관에 의해 변형된 부분이 덴팅에 의해 역방향으로 변형되는 편심형 확관 위치

에서 우선적으로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Fig. 3.2.22. Result of D-Probe trial application to expansion transition region in

SG tube of plant C.

즉, 원주균열은 편심형 확관에 의해 전열관 외경방향으로의 변형량이 불균일한

원주상 위치에서 전열관이 외경방향으로 변형이 되지 않은 비확관 지역보다는 큰 변

형이 유발된 확관 지역이 가동 중 덴팅에 의해 내경방향으로 함몰되는 경우 함몰된

내면지역에서 우선적으로 발생한다는 사실을 최초로 규명할 수 있었다.

라. Westinghouse F형 증기발생기 대상 시범적용성능 분석 결과

Fig. 3.2.23은 수압식 확관방법이 적용된 WH F형 증기발생기의 일부 전열관에

존재하는 관판상단 확관 천이부의 비정상적 확관형상을 D-Probe를 시범 적용하여 분



- 72 -

석한 결과 예이다. 관판상부 위치의 전열관이 국부적으로 돌출된 과확관 형상을 보이

고 있는데 과확관 지역의 최대 내경 크기는 0.65509“로 측정되었다. 동일한 전열관에

대해 현재 원전 현장의 전열관 형상검사에 적용되고 있는 bobbin 탐촉자를 사용한

profilometry 측정결과는 Fig. 3.2.24와 같은데 과확관이 존재하지 않는 정상적인 확관

에 의한 내경변화 분포를 보여 실제로 존재하는 과확관 상태를 검출할 수 없는 기술

적 취약성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Fig. 3.2.23. Result of D-Probe trial application to expansion transition region in

SG tube of plant D.

Fig. 3.2.24. Result of bobbin profilometry in expansion transition region of SG

tube in plant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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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bobbin profilometry 검사는 과확관이 없는 정상적인 확관형상을 갖고 있

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확관부의 내경은 0.623“로 측정되었으나, D-Probe를 시범 적

용하여 분석한 3차원 형상검사 결과에 의하면 최대 내경 0.65509”의 매우 큰 국부

적인 과확관이 존재하고 있다는 혁신적인 진단 성능을 보여주었다. 국부적인 돌출

이 형성된 원인은 돌출지역의 양쪽에 함몰지역이 수반되었다는 사실로부터 수압식

확관과정에서 seal 용 O-ring의 일부가 관판상단 위쪽으로 밀려 올라가면서 이 부

분의 전열관을 국부적으로 돌출시키고 인접한 양단지역은 함몰되는 seal-extrusion

에 의한 것임을 최초로 규명하였다.

Fig. 3.2.25는 동일한 WH F형 증기발생기의 최외곽 위치에서 가동 중 관판상

부지역이 국부적으로 돌출된 일부 전열관들에 대해 D-Probe를 시범 적용한 분석결

과의 한 예를 보여주고 있다. Fig. 3.2.23의 seal-extrusion에 의한 돌출 형상과는 달

리 돌출지역이 확관지역과 연결되지 않고 관판 상부위치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또

한 돌출과 인접한 양단지역에 함몰이 존재하지 않는 등 완전히 다른 특징을 보였

다. 또한 최외곽에 위치한 다수의 인접 전열관들에서도 동일한 유형의 국부적인 돌

출이 관찰되었다. 이의 발생원인은 최외곽 전열관과 outer shell 사이 공간에 금속성

이물질이 유입되어 가동 중에 전열관의 외곽방향 외면에 반복적인 충돌에너지를 부

가하여 형성된 swelling 현상에 의한 것임을 최초로 규명하였다.

Fig. 3.2.25. Result of D-Probe trial application to swelled region in SG tube of

plant D.



- 74 -

5. 신형 탐촉자 원전적용 기술요건 확립

가. 개요

D-Probe 및 신호평가용 소프트웨어는 2011년도에 국내 울진 4호기 손상 증기발

생기의 긴급 교체용으로 장기 보관중인 KEDO 증기발생기를 활용하기 위한 구조적

건전성 평가에 적용되었으며, 미국 GINNA/WEC 원전에서 해외 최초로 D-Probe 기

술을 인증(qualification)하여 가동 중 검사에 시범 적용함으로서 국내외 제작 및 가

동원전 적용에 필요한 기술요건(hardware, software 및 기술인증)을 확립하였다. 또한

D-Probe 진단결과는 최근에 발생한 울진 4호기 증기발생기 전열관 대량 손상의 원인

규명에 결정적인 기술적 근거로 활용되었다.

나. 장기보관 KEDO 증기발생기 전열관의 건전성 평가

울진 4호기 증기발생기의 긴급 교체용으로 7년 이상 장기간 보관중인 KEDO 증

기발생기의 활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D-Probe 검사기술을 적용하여 장기간 보관

에 따른 증기발생기 전열관의 변형 및 손상 정도를 평가하여 한수원에 제공하였다. 증

기발생기 A와 B각각에 대해 전열관 자중에 의한 최대 굽힘 모멘트 작용부 24개소, 관

판상단 확관 천이부 24개소, flow deflector 근접부 4개소, 이상 신호 발생관 1개소 등

총 209개 검사구간에 대해 전열관의 3차원 정밀 형상신호 평가 및 진단 분석을 수행

하여 장기보관에 따른 전열관의 변형 및 손상이 없는 건전한 상태임을 입증하여 조기

교체 인허가 획득을 위한 핵심 근거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다. 미국 GINNA/WEC 가동원전 시범 적용

미국 GINNA 원전과 WEC사가 690TT 전열관의 관판상단 확관 천이부에서 발생

한 덴트의 원인을 규명하고 완화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D-Probe를 시범 적용하였

다. 미국 GINNA/WEC 원전은 여러 종류의 모의 제작시편에 대해 D-Probe 및 평가

용 소프트웨어의 형상측정 정밀도 검증시험을 수행되어 기술을 인증(qualification)하

였으며 약 200여개 가동원전 증기발생기 전열관에 대해 검사 및 평가가 수행되었다.



- 75 -

Fig. 3.2.26. Publication of D-Probe application results in USA (GINNA/WEC).

Fig. 3.2.29. Main results of D-Probe application in GINNA/WEC NPP.

미국 GINNA/WEC 원전은 Fig. 3.2.26과 같이 미국 EPRI 주관 증기발생기 비파괴

검사 국제 워크샵을 통해 우수한 적용성능 결과를 상세히 발표하여 D-Probe의 기술

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39].

GINNA/WEC 원전이 D-Probe 적용하여 얻은 주요 결론을 Fig. 3.2.27에 보여주

고 있는데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산업체에서 인증한 검사기술을 사용하여 가동 중에 발생한 결함이 없었음을 확

인하였다.



- 76 -

2) 덴트가 발생한 원인을 규명하고 완화방안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중요한 데이터를

성공적으로 제공하였다.

3) 전열관들의 덴트 발생 위치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었으며 그 결과 덴트는

관판상단 바로 아래의 틈새위치에서 발생하였고 평균위치는 관판상단의 -0.07“

지점이었다.

4) 덴트의 크기 및 형상과, 축방향 및 원주방향 범위에 관한 상세한 정량적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덴트의 축방향 범위는 평균 0.41“, 원주방향 범위는 평균 160도, 직

경방향 범위는 평균 5～15 mils 였다.

라. 울진 4호기 전열관 손상 원인규명에 D-Probe 진단결과 활용

본 연구에서는 국내 표준형 원전에서 최초로 2008년과 2009년도에 검출된 울진

3, 4호기 증기발생기의 관지지대 위치 축방향 균열발생 전열관 중 일부(울진 3호기 9

개, 울진 4호기 6개)에 대해 D-Probe를 적용하여 전열관의 제작공정에서 도입된 나선

형 형상변화가 유발한 큰 잔류응력이 균열 발생을 가속화 시킬 수 있다는 진단결과를

2009년 4월에 원자력안전정보 회의[40], 2010년 7월에 압력기기공학회 학술발표회

[41], 그리고 2011년 7월에 미국 EPRI SG NDE Workshop 국제 학회[42]를 통해 여러

차례 발표한 바가 있다. D-Probe를 적용하여 얻은 이러한 사전 진단결과는 2011년 9

월에 발생한 울진 4호기 증기발생기 전열관 대량 손상과 관련하여 한수원 본사, 중앙

연구원 및 울진 2발전소의 대책 수립반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통해 반영되어 원인

규명에 결정적인 기술적 근거로 활용되었다.

제 3 절 손상 영향인자 평가, 제어인자 도출

1. 원주균열 덴트/확관/환경조건 상관관계 해석

가. 원주균열 발생 현황

국내 원전 증기발생기 전열관의 원주균열은 영광 4호기 5주기 가동 중 검사에서

최초로 검출되었다. 이후 OPR-1000 표준원전인 영광 3, 울진 3, 4호기에서도 발생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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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며, 관판(tube sheet) 상단의 전열관 내·외면에서 발생되는 특징을 나타낸다.

Fig. 3.3.1은 OPR-1000및 유사한 증기발생기 모델을 갖는 미국 Palo Verde(PV) 발전

소의 원주균열 발생추세를 함께 비교한 결과이다[17]. 영광 3, 4호기의 경우 예방정비

를 시행하고 있어서 발생 추세의 정확한 비교가 곤란하나 OPR-1000과 PV의 원주균

열 발생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PS : 예방정비관

Fig. 3.3.1. Occurrence of circumferential crack of SG tube

between OPR-1000 and Palo Verde plant.

나. 원주균열 발생/성장단계 신호이력 분석

원주균열의 발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균열신호가 검출된 전열관

들의 검사신호 이력을 추적,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영광 4호기 5차 가동 중 검사에

서 외면 원주균열 신호가 검출된 35개 전열관들의 가동 전 검사(PSI)부터 5차 검사까

지의 ECT bobbin coil 검사결과를 정밀분석 하였다.

Fig. 3.3.2는 35개 전열관 중 일부 전열관의 ECT bobbin 검사 신호이력을 나타낸

것으로서 확관천이부의 이형(anomaly) 발생 그리고 덴트(dent)의 발생 및 성장을 확

인할 수 있었으며, 우측 하단에 이형 형성, 덴트, 균열의 발생위치를 상세하게 나타내

었다. 이러한 정밀분석으로부터 얻어진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 폭발확관시 과학관(overexpansion, OXP)에 의해 관판 상단(TTS)에 돌출부

(protrusion)가 형성되었으며, 가동 중 TTS 직하부 위치에서 dent가 발생된

신호특성이 나타났다.

• 덴트는 1주기 가동부터 발생되는 경우를 비롯하여 3, 4, 5주기에서 발생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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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발생시점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발생 이후 가동 중 급격히 성장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 덴트의 성장속도와 크기는 관판상단 돌출부의 축방향 높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 외면 원주균열의 발생위치는 dent의 직상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Fig. 3.3.2. Review of ECT bobbin test for some SG tubes occurred

circumferential crack during operation.

다. 확관천이부 형상과 원주균열 발생간의 상관관계

원주균열 발생 전열관의 신호이력 분석으로부터 몇가지 주요한 결과가 확인됨에

따라, OPR-1000 2개 호기의 가동 중 검사시 원주균열이 검출된 12개의 결함 지시관

및 그 주변관을 포함한 80여개의 전열관에 대해 신형 와전류 탐촉자 D-Probe를 시범

적용하여 확관천이부의 형상과 원주균열 발생간의 상관관계를 해석하였다.

D-Probe의 적용 평가로부터 모든 검사 전열관은 원주방향으로 확관량이 균일하

지 않은 편심형 확관형상을 갖는다는 특성을 밝혔으며, 결함관 모두에서 관판상부에

슬러지가 침적되었고 덴트가 가동 중에 발생된 것이 확인됨으로서 이러한 요인들이

결함발생을 촉진하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였음을 규명할 수 있었다. 또한 확관

천이부의 위치에 따라 원주균열 발생의 특징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중요한 결과를 얻

을 수 있었다. 즉, Fig. 3.3.3은 확관천이부가 관판 상단 아래에 존재하는 확관 형상을

갖는 경우로서, 전열관과 관판사이에 틈새가 존재하고 이곳에 침적되는 부식생성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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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피 팽창으로 전열관 내경방향으로의 함몰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내면 축방향으로

의 인장응력이 야기됨에 따라 내면 원주균열이 우선적으로 발생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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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3. Information about geometric anomaly and circumferential crack

produced by application of D-Probe ; expansion transition is located

below T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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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4. Information about geometric anomaly and circumferential crack

produced by application of D-Probe ; expansion transition is

located above T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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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Fig. 3.3.4는 확관천이부의 위치가 관판 상단 위쪽에 존재하는 돌출형 확관

형상을 갖는 경우로서, 돌출부의 직하단에서 전열관의 함몰이 우선적으로 발생하였으

며 확관 및 돌출된 전열관 상하부 요면(凹面)에서 외면 원주균열이 우선적으로 발생

되는 특징을 나타낸다.

라. 원주균열 발생과 환경조건간의 상관관계

OPR-1000 증기발생기 전열관의 내외면 원주균열이 가동 후 비교적 빠른 시기에

발생하며, 대부분 sludge가 존재하는 TTS의 덴트와 연관되어 있으므로 균열발생에

작용하는 bulk 및 틈새 수화학, sludge, 가동온도 등의 환경적 인자를 고려한 분석이

필요하다.

확관천이부의 형상검사를 통하여 모든 검사 전열관의 확관부가 편심확관 상태임

을 알았다. 편심확관은 원주방향으로의 확관량 차이를 수반하므로 편심의 시작점이

TTS 하단에 위치할 경우 최대 편심방향에서 폭이 가장 큰 crevice가 형성되며 반대

방향으로 갈수록 좁아지게 될 것이다. 이 경우 편심의 시작점이 TTS 하단으로 치우

칠수록 protrusion은 작아지거나 없을 가능성이 크다. 반면 편심의 시작점이 TTS로부

터 시작하거나 그 이상에서 시작할 경우는 편심방향에 crevice가 형성될 가능성은 매

우 작으며, 반대 방향에 protrusion이 형성되므로 이 방향에서 crevice가 형성될 가능

성이 매우 커진다.

두 경우 모두 편심 반대방향에 존재하는 crevice는 깊고 좁은(deep and narrow)

형상을 갖게 된다. 이러한 crevice에서는 불순물의 자가 농축(self-concentration)이 용

이하므로 sludge의 높이가 낮더라도 불순물 농축이 쉽게 발생한다. 또한 폭발확관에

의한 확관천이부의 crevice는 수압확관의 경우보다 좁은 형태이므로 denting의 전단

계로서 관판의 부식산화층이 전열관 외면과의 annular gap을 충진하는 데 걸리는 시

간이 짧게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형태의 crevice는 TTS denting과 IGA/IGSCC를

가속시키는 근원적인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관판의 crevice에서는 음이온보다는 Na, K의 잠복이 용이하다. 이는 HCl, H2SO4

와 같은 산성 화합물의 휘발성이 NaOH나 KOH와 같은 알칼리 화합물보다 크기 때문

이다. 또한 관판에서의 super heat은 관지지판(TSP) 보다 크므로 super heat가 증가

할수록 관판 crevice는 점점 알칼리로 변화하는 경향을 나타내며, 관판 crevice에서의

flush out이 TSP crevice에 비해 어렵고, 가동온도가 높고 super heat가 크므로 불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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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농축도가 높게 된다. 따라서 TSP에서의 denting은 acidic denting에 의하여 발생하

는 빈도가 매우 큰 반면, TTS에서는 alkaline denting이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부식속도 관점에서 중요한 연구결과 중의 하나는 NaOH 용액 중에서 관판 재료는

TSP 재료인 탄소강의 부식속도보다 크다는 점이다[18]. 이러한 거동은 산성 환경에서

와는 반대되는 현상으로서, 알칼리에서 TTS denting이 증가하는 또 하나의 요인이

된다. 영광 4호기에서 주기별로 수행한 잠복불순물 방출시험 결과 역시 MRI(Molar

Ratio Index) 값이 3 주기를 제외하고는 높은 값을 보이고 있다[19]. 따라서

OPR-1000에서 발생하고 있는 denting은 alkaline denting으로 설명될 수 있다.

가동온도는 불순물 농축과 부식속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가동온도가 높으면

도달 가능한 super heat가 커지므로 불순물 농축도가 높아지게 되고 이로 인하여 재

료의 부식속도와 IGA/SCC 발생 및 전파속도가 증가한다. 또한 가동온도가 높으면 열

활성화 과정인 관판 부식의 속도가 증가한다. 영광 4호기를 포함한 OPR-1000 증기발

생기의 고온측 설계온도가 621℉로서 타 모델에 비하여 높은 점도 빠른 TTS denting

과 IGA/SCC 발생에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Sludge는 증기발생기로 유입된 2차계통 재료의 부식생성물이 유속이 느린 전열

관 밀집지역에 퇴적되어 형성되며, 가동년수 경과에 따라 축적 높이가 높아지고 경화

된다. 경화된 sludge의 경우에도 porosity가 30∼40%로 크기 때문에 이러한 sludge

내부의 틈새에 불순물 농축이 이루어진다. OPR-1000 증기발생기의 원주균열이 대부

분 sludge 축적 높이가 높은 영역에서 발생되고, 특히 전열관의 원주방향 상으로

sludge가 높은 부위에서 결함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으로부터 이들 간의 관계를 이해

할 수 있다.

마. 요약

OPR-1000 증기발생기 전열관의 내외면 원주균열 발생/성장과 덴트/확관/환경조

건의 상관관계 해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원주균열 발생에 대한 제어인자를 도출하

였으며, 이의 해석결과가 실제 활용되는 성과를 이루었다.

- 폭발/수압 확관시 편심확관, 돌출 등의 특이 형상변화 최소화를 위한 확관 상

태/위치의 정밀제어 및 전열관 확관공정 최적화 필요

- 해석결과의 공개를 통하여 안전규제 기준자료 제공 및 OPR-1000 증기발생기

의 예방보수 기준자료로 활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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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판재료 부식-틈새환경 영향인자 및 제어인자 평가

가. 개요

관판 상부 전열관이 고정된 원주방향 틈새에는 슬러지가 침적되어 부식을 유발

하는 불순물이 농축하게 된다. 이러한 환경은 관판재료 자체의 부식을 가속하여 인접

전열관에 denting을 일으키게 되고 이에 따른 응력은 전열관의 응력부식균열을 초래

한다. Denting에 의한 외부 응력이 없더라도 전열관의 확관부에 잔류하는 응력은 틈

새 부식환경과 작용하여 응력부식균열을 유발하게 된다.

부식에 영향을 주는 2차계통수 중의 주요 불순물로는 Cl-, SO4
2-, PO4

3-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Cl- 이온은 전열관 재료에 핏팅을 유발하는 핵심 불순물일 뿐만 아니라,

관판 및 관지지판의 부식을 가속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0]. 또한 SO4
2- 이온은 응

력부식균열의 파면이나 입계부식, 핏팅 부식생성물에서 검출되는 원소이다[21]. 이들

화합물들이 단독 또는 공존할 때 미치는 영향은 서로 다를 것으로 예측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화합물들이 관판재료 틈새환경에서 부식에 미치는 영향을 정

량적으로 평가하고 제어방안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나. 실험방법

(1) Chloride-sulfate 틈새 환경에서 부식 평가

Cl- 이온과 SO4
2- 이온은 개별적으로 존재할 때 부식에 미치는 영향도 클 뿐만 아

니라, 2차측 수화학 관리에 있어서 다음 식에서와 같이 몰비(molar ratio)를 결정하는

주요 인자이다[22].

 


따라서 Cl- 이온과 SO4
2- 이온이 틈새 환경에 존재하는 비율에 따라 부식에 미치

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전열관 재료로는 Alloy 600 HTMA, 관판 재료로는 SA508Cl.3

를 사용하였다. 두 이온종의 몰비 조절은 다음의 세 가지 방법을 적용하였다.

첫째 1 M NaCl 용액에 H2SO4 용액의 양을 변화시킴으로써 SO4
2-/Cl- 비율을 조

절한 경우, 둘째 1 M H2SO4 용액에 NaCl 용액의 양을 변화시킴으로써 SO4
2-/Cl- 비



- 83 -

율을 조절한 경우, 셋째 NaCl과 H2SO4 두 화합물의 비율을 변화시키되 용액의 합계

몰수가 2M인 상태를 유지하도록 조절한 경우가 그것이다.

모든 시험은 상온에서 수행되었다. 시험용액은 초순수 질소 가스를 300 ml/min의

속도로 불어넣으며 탈기하였고, 일정한 전위 값에 이르렀을 때부터 분극시험을 시작

하였다. 분극시험은 부식전위로부터 양극방향으로 또는 음극방향으로 20 mV/min의

속도로 주사하면서 전류밀도값을 측정하였다. 시험 중에도 질소 가스를 불어넣었다.

기준전극으로는 포화 칼로멜(Calomel) 전극을, 상대전극으로는 백금전극을 사용하였

다.

(2) 고온 틈새 환경에서 부식 평가

관판재료가 틈새에서 부식에 노출되는 보다 직접적이고 가혹한 조건에서 여러

가지 불순물들의 영향인자를 평가하였다.

시험에 사용된 관판 재료로는 SA508Cl.3, 전열관 재료로는 Alloy 600 HTMA을

사용하였다. 모든 시험은 315℃의 고온고압에서 수행되었으며, 10% NaOH 수용액에

서 SO4
2-와 PO4

3-의 영향을 평가하였다. 고순도 95% N2-5% H2 가스를 이용하여 탈기

하고 200 psi의 가압상태를 유지하였다. Ni wire를 기준전극으로, Ni autoclave body

를 상대전극으로 사용하였으며, 분극속도는 20 mV/min였다.

다. 실험결과 및 고찰

(1) Chloride-sulfate 틈새 환경에서 부식 평가

Fig. 3.3.5는 1 M H2SO4 용액에 NaCl 용액의 양을 변화시킴으로써 SO4
2-/Cl- 비

율을 1～65까지 조절한 경우의 부식거동을 평가한 것이다. SO4
2-
/Cl

-
몰 비율이 감소

함에 따라 임계 부식전류값이 증가하고 부동태 영역은 감소하였다. 이 모든 시험조건

에서 핏팅은 발생하지 않았다.

한편 Fig. 3.3.6은 1 M NaCl 용액에 H2SO4 용액의 양을 변화시킴으로써

SO4
2-
/Cl

-
비율을 1～0.11까지 조절한 경우의 부식거동을 평가한 것이다. SO4

2-
/Cl

-
몰

비율이 감소함에 따라 임계 부식전류값이 약간 감소하고 부동태 영역은 감소하여 서

서히 부동태를 상실하였다. SO4
2-
/Cl

-
비율이 1보다 작은 시험조건에서는 모두 핏팅이

발생하였다.

이 결과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의미한다. 즉, Cl
-
농도가 1M로 매우 가혹한 조건

이라 하더라도 공존하는 화합물, SO4
2-의 양에 따라 발생하는 부식의 크기 및 형태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1 M의 Cl- 가 틈새에 농축되었을 경우 1 M 이상의 SO4
2- 이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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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한다면 일반 부식만 진행될 뿐 핏팅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대로 1 M의

Cl- 가 틈새에 농축되었을 경우 SO4
2- 이온이 1 M 이하로 존재하게 된다면, 이번에는

부식의 형태가 핏팅의 형태로 진행된다는 의미이다.

Fig. 3.3.7은 Fig. 3.3.5와 3.3.6의 시험조건에서 나타난 임계 부식전류값을 표시한

것이다. 아울러 H2SO4 용액과 NaCl 용액의 총량을 2M로 고정한 상태에서 SO4
2-/Cl-

비율을 변화시켰을 때의 임계 전류값도 함께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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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5. Potentiodynamic polarization curves of Alloy 600 in solutions of

the molar ratios of sulfate to chloride abov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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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6. Potentiodynamic polarization curves of Alloy 600 in solutions of

the molar ratios of sulfate to chloride below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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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7. Variation of critical current density and pitting behavior

as a function of the molar ratios of sulfate to chloride.

SO4
2-/Cl-의 몰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임계전류는 증가하여 몰 비율이 1일 때 최

대값에 도달한 후 감소한다. 한편 동일한 SO4
2-/Cl- 비율일 때에는 용액 중에 포함된

음이온의 총합이 큰 경우에 부식속도가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또한 주목해야 할

것은 핏팅은 Cl- 농도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SO4
2-/Cl- 비율이 1보다 작을 경우에만

발생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핏팅은 SO4
2- 이온의 일반부식 경향과 Cl- 이온의 핏

팅 경향의 경쟁 작용의 결과임을 유추할 수 있다.

(2) 고온 틈새 환경에서 부식 평가

Fig. 3.3.8은 315℃ 10% NaOH 관판 틈새 모사 조건에서 관판재료와 전열관 재료

의 분극특성을 나타낸다. 전열관이 확관된 관판 틈새에서 관판재료는 전열관에 대하

여 항상 양극으로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열관과의 접촉면적을 1:1로 가정할 때

관판재료는 접촉전에 비하여 부식속도가 약 3∼5배 증가하였다. 관판재료는 언제나

전열관과 접촉하고 있으며 특히 전열관 부식과 연관되는 덴트 발생부위는 갈바닉 부

식속도가 가장 큰 지역이다. 그러므로 특정 환경에서의 측정한 관판재료의 부식속도

는 실제 증기발생기 틈새 환경에서는 갈바닉 효과에 의하여 이보다 몇 배 더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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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8. Potentiodynamic polarization behavior of Alloy 600

and SA508Cl.3 in 10% NaOH solution at 315℃.

Fig. 3.3.9는 315℃ 10% NaOH 관판 틈새 모사 조건에서 Na2SO4, CaSO4, Na3PO4

의 영향을 평가한 것이다. 이들 화합물을 0.05 M 첨가하였어도 관판재료의 부식속도

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였는데, 이는 기준용액의 농도가 10% NaOH로서 가혹한 조건

이므로 이들 화합물의 영향 효과가 드러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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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9. Effect of sulfate and phosphate on the potentiodynamic polarization

behavior of SA508Cl.3 in 10% NaOH solution at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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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결과를 통하여 관판재료 틈새 부식을 제어하는 최적의 방법은 틈새를 제

거하는 방법과 틈새에서 관판의 부식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대별할 수 있다. 여기서 전

열관 확관 천이부의 틈새를 제거하는 방법 또는 틈새없이 확관하는 방법은 불가능하

다. 그러나 관판의 부식을 방지하는 방법은 적용할 수 있다. 즉, 2차 계통수가 접촉하

는 관판 상단에 약 6 mm 두께로 스텐인리스강, Alloy 600, Alloy 690 등의 재질로 클

래딩(cladding) 한 다음 전열관 고정용 구멍을 가공하는 것이다. 현재 관판 하단의 1

차 계통수가 접촉하는 부분은 Alloy 690으로 클래딩 처리하고 있으므로 기술적인 문

제는 전혀 없다. 이럴 경우 국내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확관천이부 틈새 최대 허용깊

이는 6 mm 이므로 틈새에 노출되는 관판재질은 부식에 민감한 SA508Cl.3가 아니라

클래딩 처리된 Alloy 690이 된다. 따라서 틈새환경에 노출된 부분은 전열관과 동일한

재질로서 관판부식을 억제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덴팅도 원천적으로 방지가 가능하

다.

라. 요약

확관 틈새에 농축되어 관판재료 및 전열관 재료의 부식을 가속시키는 주요 인자

인 sulfate, chloride, phosphate의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였다. 특히 chloride와

sulfate는 그 존재 비율에 따라 부식을 유발하는 형태가 다르게 나타났다. 관판재료의

틈새 부식 방지를 위하여 관판 상단에 Alloy 690 등의 재료로 클래딩 하는 방안을 제

시하였다.

3. 관판 재료부식 영향인자 최적 제어기술 확립

가. 개요 및 실험방법

관판 재료부식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기존 관판 재료인 SA508Cl.3의 부식으로

발생하는 전열관 덴팅 손상을 억제하는 기술 개발이 가장 핵심이다. 본 연구에서는

관판 하단의 1차계통수 접촉면에 Alloy 690을 cladding 처리하여 증기발생기를 제

작하고 있음에 착안하여 관판 상단에도 Alloy 690을 cladding 함으로써 dent-free

관판재료 기술 개발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Alloy 690과 SA508Cl.3 재료를 대상으로 pH 변화에 따른 전기화

학적 부식속도 비교 측정시험을 수행하였다. 산성, 중성, 염기성 전체 범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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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식속도 자료를 얻기 위하여 시험 용액의 pH는 2, 7, 12를 선정하였다.

나. 실험결과 및 고찰

Fig. 3.3.10은 pH 변화에 따른 두 재료의 부식속도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Alloy 690을 cladding 처리한 관판재료 부식속도는 기존 관판재료에 비하여 pH 2에

서 1/145, pH 7에서 1/18, pH 12에서 1/16로 감소하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또한 모

든 pH 범위에서 Alloy 690 재료의 부식전위가 높고 음극분극 곡선이 SA508Cl.3의

양극분극 곡선과 교차하여 나타나고 있다. 이로부터 기존 관판재료가 전열관 확관

부에서 전열관 재료인 Alloy 690과 접촉하면서 갈바닉 효과에 의한 부식가속이 일

어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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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0. Polarization curves of Alloy 690 and SA508Cl.3 at pH 2, 7 and 12.

이상의 결과는 기존 관판재료 상단에 Alloy 690을 cladding 할 경우 모든 pH

범위에서 획기적인 부식속도 감소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Cladding 두

께는 전열관 확관부 틈새 깊이 허용치 1/4“(6.35 mm)를 고려하여 약 7 mm가 적절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전열관 확관부 관판 틈새 내부에서의 불순물 농축에

의한 관판재료 부식가속 현상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cladding 재료가 전열관과 동

일 재료이므로 갈바닉 부식가속 현상도 원천 제거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증기발생기 관판 제작시 관판재료 하단에 약 5 mm 두께로 Alloy 690을

cladding 하여 관판을 제작하고 있으므로 적용성에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

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 기술의 적용으로 농축 틈새환경에서 dent-free 관판 성능

을 보장할 수 있는 관판재료 기술을 국내외 최초로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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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증기발생기 모델별 재료/설계 대비 마모특성

가. 개요

Fig. 3.3.11은 국내 원전 증기발생기의 마모손상에 의한 전열관 관막음율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OPR-1000의 영광 5, 6과 울진 5, 6호기의 경우 가동기간이 비교적 짧

고 현재 관막음율이 0～0.04%의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본 통계자료에는 포

함시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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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1. Variation of SG tube plugging rate caused by

wear for domestic power plants.

그림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관막음율이 OPR-1000 > WH-F > WH-Delta

60 순서로 나타나 원전 모델별로 뚜렷하게 구분됨을 알 수 있다. OPR-1000의 관막음

율은 WH-F 모델에 비해 최대 약 4배 정도 크고 관막음 비율의 증가가 타 모델에 비

해 빠른 추이를 나타낸다. 한편 WH-51B 모델인 울진 1, 2호기의 경우 22년 이상이라

는 긴 가동연수에도 불구하고 마모손상에 의한 관막음이 전혀 없는 매우 우수한 특성

을 보이고 있다.

CE-System 80형인 OPR-1000 증기발생기의 마모손상이 타 모델에 비해 초기부

터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이에 따른 관막음량이 많은 것은 CE형 증기발생기에

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CE형 증기발생기 반진동구조물

의 전반적인 구조적 취약점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해서는 본 연구의 전 단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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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수행된 마모손상 정밀진단 기술을 통하여 상세히 밝힌 바 있으므로[11, 23] 여기서

는 생략하기로 하고, 원전 모델별 증기발생기의 설계특성의 차이에 대한 비교를 통하

여 마모거동의 차이를 분석하고 마모손상 제어를 위한 개선점을 검토하기로 한다.

나. 증기발생기 모델별 AVS 설계특성 비교분석 및 마모손상 제어 검토

증기발생기 전열관의 마모손상은 계통내 유체유발진동(Flow Induced Vibration,

FIV) 조건에서 전열관과 반진동구조물(Anti-Vibration Structure, AVS) 간의 상호작

용에 의해 발생된다. 따라서 AVS의 구조적 특징은 마모손상 거동에 직접적으로 영향

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인자로서 작용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내 가압경수형 원전별

증기발생기의 AVS 설계특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Table 3.3.1은 원전 모델별 증기발생

기 AVS의 주요특징을 정리한 것이다.

구조물의 두께 공차에 있어서, OPR-1000 BW/VS 판재의 두께 공차는 판재 두께

의 약 1/10에 해당하나 WH-F와 WH-Delta 60의 경우 각각 봉재 두께의 약 1/100과

1/500 정도로서 OPR-1000과 비교가 안 될 정도의 매우 정교한 두께 균일성을 유지함

을 알 수 있다. 두께 균일성의 저하는 결국 전열관과 구조재의 간격, 전열관과 구조재

의 접촉면적 또는 접촉길이의 국부적인 불균일성을 유발하게 되고 이로 인해 진동모

드에 따라서는 국부적으로 과도한 마모가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게 된다.

또한 전열관과 구조재간의 평균 간격(gap)에 대한 설계특성을 살펴보면, 이들 값

이 OPR-1000과 유사하거나 또는 많이 작은 경우를 볼 수 있다. 전열관의 마모손상은

일반적으로 전열관과 구조재 두 재료 표면에서의 sliding과 충격(impact)의 반복적 작

용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이 경우 진동모드(진폭, 진동수, 하중 등)에 따라 마모거동이

달라지게 되어 마모손상을 완화할 수 있는 최적의 평균 간격을 정의할 수는 없다. 그

러나 관막음률이 낮게 나타난(Fig. 3.3.11 참조) WH-Delta 60의 경우 평균 간격이 상

대적으로 작다는 점, 그리고 특히 현재까지 관막음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WH-51B

모델의 경우 평균 간격을 1/2로 줄여 개선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 AVS 구조재의 재질특성과 마모거동 간의 관계에 있어서, Cr plated Alloy

600 및 401 SS와 전열관 재료간의 마모에 대한 연구결과가 없는 관계로 AVS 구조재

의 재질특성에 따른 마모거동의 차이에 대해 명확한 결과를 제시하기 어려우나, Alloy

600 및 690 전열관과 405 SS 및 409 SS 재질조합에 따른 마모거동 평가시험[11]에서

이들 재질조합에 따른 마모거동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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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1 SG-AVS design characteristics of different reactor models.

Reactor

AVS of SG

OPR-1000

(Y3-6, U3-6)

WH-F

(K2-4, Y1, 2)

WH-Delta 60

(K1)

WH-51B

(U1, 2)

Type BW/VS Bar Bar Bar

Thickness

Tolerance (mm)
± 0.2032 ± 0.0762 ± 0.0127 N/A

Avg. Gap between

Tube and AVS (mm)
0.33～0.44 0.4064 0.127 0.5 → 0.25

Material 409 SS
Cr plated

Alloy 600
405 SS 401 SS

Dimension

(mm, TxW)

2.3 x 50.8

(holed)
7 x 7 5 x 15

9.8 x 9.8

→ 9.8 x > 9.8

BW ; Bat wing, VS ; Vertical strip, SS ; Stainless steel

다. 요약

OPR-1000 증기발생기의 마모손상 완화를 위해서는 반진동구조물의 구조적 취약

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기본 사항 외에 아래와 같은 손상인자의 제어 및 개선효과가

이루어져야 함이 강조된다.

- 반진동구조물 BW/VS 판재의 두께 공차 최소화를 통한 두께 균일성 확보

- 전열관과 구조재간의 평균 간격 최적화를 위한 마모거동 평가 및 검증

5. OPR-1000 증기발생기의 AVS 개량과 열수력특성 해석

가. 개요

전단계 연구로부터 OPR-1000 증기발생기의 전열관 마모손상을 완화하고 근접현

상을 구조적으로 원천 제거할 수 있는 상부 AVS의 개선인자들을 도출한 바 있다[11].

Fig. 3.3.12는 AVS의 개량을 개략적으로 나타낸 것으로서, 대각선형 에그크레이트

(diagonal eggcrate)와 수평판(HS, horizontal strip), 삽입형 batwing(BW)의 적용으로

대표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AVS 개선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열수력 특성을 해석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i) 기존 AVS에 대한 열수력 특성시험으로부터 얻어진 주요

진동특성 결과를 살펴보고, ii) 개량형 AVS의 개선효과 검증시험 수행을 위한 FIV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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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험장치의 설계변경 사항과 특성시험의 진행 내용을 검토하기로 한다.

기존 AVS

대각선형
지지격자판

BW
with HB

AVS 개량

개량형 AVS기존 AVS

대각선형
지지격자판

BW
with HB

대각선형
지지격자판

BW
with HB

AVS 개량

개량형 AVS

Fig. 3.3.12. Schematics of SG-AVS modification of OPR-1000.

나. 기존 AVS의 열수력적 진동특성

AVS 개선효과의 검증에 앞서, 기존 AVS의 열수력적 주요 진동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열수력 특성시험은 KAERI가 보유하고 있는 Fig. 3.3.13의

FIV 실증시험 장치를 이용하여 수행된 바 있다[24]. 이 장치에는 OPR-1000 증기발생

기에서 마모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영역인 Row No. 34-41과 Column No. 71-77에

해당하는 총 39개의 Alloy 690 U-전열관이 설치되어 있으며, 상온의 물/공기 2상 유

동유발 조건에서 다양한 열수력특성 시험을 수행하였다. 이들 결과중 전열관의 마모

거동에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되는 진동변위의 주요특성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i) X 방향(hot leg ↔ cold leg에 수평한 좌우방향)

- AVS 설치로 진동변위가 감소함

- 그러나 RMS(root mean square) 변위가 0.2～0.6 mm 미만으로 나타남

- 따라서 이 경우 전열관과 AVS 간의 sliding wear의 가능성이 있음

ii) Y 방향(hot leg ↔ cold leg에 수직한 전후방향)

- AVS 설치로 진동변위가 크게 감소하는 결과를 보임

- 그러나 RMS 변위가 0.1～0.5 mm로 설계 제한치(0.25 mm) 및 AVS 공칭간

격(0.325 mm)를 초과하는 결과를 보임

- 따라서 이 경우 전열관과 AVS 간의 impact wear의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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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W

VS

BW

VS

Fig. 3.3.13. Schematic of FIV test facility simulating

the present SG-AVS for OPR-1000.

다. 개량형 AVS의 열수력특성 해석

개량형 AVS의 개선효과 검증을 위하여 설계 변경된 FIV 실증시험 장치의 개략

도는 Fig. 3.3.14와 같다. 물, 공기, 계측 및 제어계통의 주요구성은 Fig. 3.3.13의 FIV

실증시험 장치와 동일하나, Fig. 3.3.14에 나타낸 바와 같이 상부에 대각선형 eggcrate

등 개량형 AVS가 설치되도록 설계를 변경하였다. Fig. 3.3.15는 전열관 곡관부 직하

에 대각선형 eggcrate가 설치된 실제 상태와 전열관의 조립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다.

총 39개의 전열관 다발 및 대각선형 eggcrate로 구성된 설계변경 조건과 상온의

물/공기 2상 유동유발 조건에서 열수력적 진동특성의 시험평가를 통하여 전열관 다발

의 흔들림에 따른 전후좌우 방향으로의 변위가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기존 AVS의 진동변위 결과에 대비되는 진동변위 특성의 뚜렷한 개선효과가 확인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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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4. Schematic of FIV test facility simulating

the modified SG-AVS of OPR-1000.

Diagonal
Eggcrate

Fig. 3.3.15. Assembling view of diagonal eggcrate and

U-tubes in FIV test fac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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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요약

OPR-1000 증기발생기의 AVS 개선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열수력특성 시험을 수

행하였다. FIV 실증시험장치를 이용하여 기존 AVS의 열수력적 주요 진동특성을 살

펴본 결과, X 방향, Y방향에서 각각 전열관과 AVS 간의 sliding wear와 impact wear

의 진행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개량형 AVS의 개선효과 검증시험 수행을 위하여 FIV 실증시험장치의 설계변경

및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이를 이용한 열수력적 진동특성 시험을 통하여 전열관 다발

의 전후좌우 방향 변위가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기존 AVS의 진동변위

결과에 대비되는 진동변위 특성의 뚜렷한 개선효과가 확인되었다.

6. FDP 적용후 마모/sludge분포/deposit 거동 분석

가. 표준원전 증기발생기 전열관 마모특성

한국 표준원전 OPR 1000은 미국의 Palo Verde(1,300MWe) 원전을 참조 발전

소로 하는 Combustion Engineering(CE)형 원자로 모델로서 이를 1,000MWe 급으

로 scale down한 발전소이다. 이들 중 영광 3∼6과 울진 3, 4호기에는 증기발생기

당 Alloy 600 전열관 8,214개, 울진 5, 6호기에는 Alloy 690 전열관 8,340개가 배열

되어 있다. 표준원전 증기발생기의 마모손상은 CE형 증기발생기에서 공통적으로 나

타나는 현상으로 알려져 있으며 Fig. 3.3.16에 나타낸 바와 같이 다른 증기발생기

모델에 비해 가동 초기 단계부터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된다는 특징을 갖는다[1].

특히, Fig. 3.3.17의 실제 표준원전 증기발생기의 전열관 마모 map에서와 볼 수 있

는 바와 같이, 마모손상은 가동 초기단계에서 붉은색으로 표시한 중앙공동 임계영

역(Row No. 19∼42, Column No. 64∼104)에 집중되는 특징을 나타낸다. 이와 같은

현상은 표준원전 증기발생기의 구조적 특징에 기인하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즉, Fig. 3.3.18에 나타낸 바와 같이 표준원전 증기발생기 중앙부에는 관판

(tubesheet) 고정에 이용되는 직경 약 36인치의 원통모양의 stay cylinder가 설치되

므로 이 구조물 위쪽의 전열관 다발 중앙은 비어 있는 구조(central cavity)를 갖게

된다. 따라서 stay cylinder 상부 빈 공간에서의 상향류 유속이 빠르게 되고, 이에

따른 큰 유체유발진동 조건에서 상부의 반진동구조물(AVS)과 전열관 표면의 접촉

으로 발생하는 전열관 마모손상이 중앙공동영역에 집중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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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울진 5, 6호기 증기발생기 유량분배판(FDP) 설치

위에서 살펴본 표준원전 선행호기(영광 3∼6, 울진 3, 4)에서의 마모손상 결함

발생을 완화시킬 목적으로 울진 5, 6호기에서는 설계변경을 통하여 유량분배판

(FDP, Flow Distribution Plate)을 2개씩 설치하였다.

Fig. 3.3.18의 a)와 b)는 각각 FDP의 설치 전후 full eggcrate의 개략도이며, c)

는 최상부 7, 8단 full eggcrate 중앙에 FDP가 설치된 증기발생기 전체 구조를 나타

낸 것이다. 이러한 FDP의 설치는 전열관 마모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는

central cavity 상부 tube bend 영역의 높은 유동에너지를 감소시켜 결과적으로 전

열관의 마모손상을 완화시키는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된다.

Fig. 3.3.16. Variation of SG tube plugging rate caused by w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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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7. Wear potential area of OPR 1000 SG

a) Full eggcrate without FDP b) Full eggcrate with FDP installation

c) Steam generator installed FDP

Fig. 3.3.18. Schematics of OPR 1000 steam generator installed F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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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증기발생기 유량분배판 설치효과 분석

(1) 전열관 마모손상 완화효과 평가

울진 5, 6호기 증기발생기의 FDP 설치효과는 4주기 가동후 수행된 가동 중 검

사결과[2, 3]를 바탕으로 i) 울진 5, 6호기 증기발생기 중앙공동영역에서의 마모손상

발생 분석, ii) FDP가 설치되지 않은 표준원전 선행호기(영광 3∼6, 울진 3∼4)의

가동 4주기까지의 마모손상에 의한 관막음 현황과의 비교를 통하여 평가, 분석하였

다.

Table 3.3.2는 울진 5, 6호기 증기발생기의 1∼4차 가동 중 검사로부터 나타난

중앙공동영역에서의 전열관 마모손상 현황이다. 울진 5호기 SG 1, 2와 울진 6호기

SG 2의 중앙공동 영역내 전열관에서는 현재까지 마모손상이 발생되지 않았다. 울진

6호기 SG 1의 경우, 4주기 가동 중 중앙공동영역의 3개 전열관에서 마모손상이 발

생되었으나 이들의 마모깊이가 관막음 기준인 40%보다 작은 15∼19%인 것으로 나

타났다.

이와 같이 울진 5, 6호기 증기발생기 중앙공동영역에서의 마모발생이 매우 적게

나타난 결과는 표준원전 선행호기들에서 가동초기 다량의 마모손상이 중앙공동영역

에 집중되던 양상과 크게 다른 것이다. 이는 울진 5, 6호기 증기발생기에 설치한

FDP가 중앙공동영역 상부의 높은 유동에너지를 감소시키는데 직접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따라서 표준원전 증기발생기에 대한 FDP 설치는 전열

관 마모손상의 완화효과에 매우 유효한 것으로 평가된다.

Table 3.3.2. Wear degradation at central cavity region of UCN 5 and 6

Plant SG
전열관 번호 마모 깊이(%)

R C 1차 2차 3차 4차

울진 5
1 - - - - - -
2 - - - - - -

울진 6
1

30 97 - - - 19
39 88 - - - 15

39 90 - - - 15
2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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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3은 표준원전의 가동 초기단계에서 마모손상으로 관막음된 전열관 개

수에 대한 자료이다. FDP가 적용된 울진 5, 6호기의 경우 4주기 가동까지 마모에

의한 관막음이 전혀 발생되지 않은 반면, 선행호기들의 경우 가동 초기에 다수의

관막음이 발생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선행호기에서의 이러한 전열관 관막

음의 대부분이 중앙공동영역에 집중된 점을 감안하면 울진 5, 6호기 FDP의 적용이

매우 효과적이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외곽영역의 마모발생 경향에 있어서는 원전별로 다소 차이를 나타냄으로

서 장기적인 추적분석을 통하여 FDP의 설치효과를 평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3.3.3. Number of plugged tubes by wear degradation of OPR 1000

(누적 개수)

Y3 Y4 Y5 Y6 U3 U4 U5 U6

1차 - - 3 4 3 5 0 0

2차 - - 4 20 4 13 0 0

3차 3 42 19 28 9 134 0 0

4차 18 62 32 52 155 0 0

(2) 슬러지 분포 및 Deposit 거동분석

Fig. 3.3.19는 FDP의 설치에 따른 증기발생기내 유체흐름의 변화를 개략적으로

나타낸 것으로서, FDP 설치 영역에서의 2차 유체흐름과 유체 저항에 의한 부분적

인 유속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2차계통내 유체흐름의 변화에 기인하여

관판 상단의 슬러지 축적 양상의 변화 및 일부 특정 영역에서의 deposit 발생 등이

가능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분석에서는 울진 5, 6호기 증기발생기 4차 가동 중 검사

[1, 2]에서 나타난 결과를 중심으로 슬러지 분포와 deposit 거동을 살펴보기로 한다.

Table 3.3.4는 울진 5, 6호기 증기발생기 hot-leg측 kidney bean 영역(슬러지 집

중 축적영역)의 관판상단에서 슬러지의 높이와 분포를 측정한 결과이다(슬러지 높

이 기록기준 0.3인치 이상 전열관 대상). 4주기 가동결과 현재까지 2인치 이상의 높

이를 갖는 슬러지 축적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kidney bean 영역에서의 슬러지의 퇴

적분포는 가동 전 주기에 걸쳐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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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9. Schematic of secondary flow pattern with FDP installed

Table 3.3.4. Height and distribution of sludge in steam generator of UCN 5, 6

Plant SG
측정

전열관수

검출

전열관수

최대높이

(inch)

평균높이

(inch)
분포

울진

5

1 1668 184 1.82 0.86 전체 주기 유사

2 1668 216 1.71 0.82 “

울진

6

1 1668 207 1.76 0.90 “

2 1668 408 1.71 0.86 “

그러나 울진 5, 6호기를 포함한 선행호기에서의 슬러지 높이 평가기준이 서로

달라 이들 결과들의 집적적인 비교평가가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FDP가 슬러지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향후 통일된 평가기준의 개발을 통한 추가적인 정

밀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울진 5호기에서는 1차 가동 중 검사부터 FDP가 설치된 바로 아래의 6단

TSP 상부 37인치 위치에서 전열관 외면에 고착된 것으로 분석되는 deposit(경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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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러지) 신호가 검출되기 시작하였으며, 4차 가동 중 검사에서도 총 1,839개의 전열

관에서 신호가 검출되었다. 이에 대한 MRPC 재검사 결과, deposit는 전열관의 외면

에서 원주방향을 따라 균일한 두께 분포로 형성되어 있으며 결함성으로 분류되는

지시신호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동주기가 경과함에 따라 deposit의

신호 진폭값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냄으로서 이들 deposit의 두께가 점점 두꺼워

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울진 6호기의 경우 이와 같은 특정 영역에서의

deposit 발생현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FDP의 설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간접적으로 확인된다.

제 4 절 결함 유형/크기별 안전성 해석 및 평가

1. 직관부 결함 유형/크기별 구조적 안전성 평가

증기발생기 전열관 직관부에 존재하는 축방향 및 원주방향 결함의 구조적 안전

성 평가를 위하여 전열관 직관부 내외면에 다양한 자연결함을 제작하고 이를 이용한

수압시험으로부터 이들의 구조적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가. 실험방법

(1) 전열관 내외면 균열 자연결함 제작

OPR-1000 증기발생기의 전열관 재료인 Alloy 600 HTMA를 사용하여 Table

3.4.1과 같이 전열관 외면의 축/원주방향 균열 및 내면의 축방향 균열을 갖는 자연결

함 총 42개를 제작하였다. 이들 제작 자연결함에 대해 수압시험 및 파괴검사를 실시하

기 이전에 시편 모두에 대해서 광학현미경을 이용한 외면 관찰 및 ECT 신호특성 수

집 및 평가를 실시하였다.

(2) 결함의 구조적 안전성 평가

다양한 길이와 깊이의 축 및 원주방향 균열이 내재된 자연결함 시편 42개를 사용

하여 내부 수압실험을 수행하였으며, 누설 개시점의 압력(leak pressure)을 측정하여

가동 중 누설발생에 대한 결함의 구조적 안전성을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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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4.1 Type, length, depth, and total No. of manufactured cracks.

내면 축방향 균열 외면 축방향 균열 외면 원주균열

길이 (mm) 2 ∼ 6 3 ∼ 6 2 ∼ 6

깊이 (%) 0 ∼ 100 0 ∼ 100 0 ∼ 100

수량 (개) 16 14 12

나. 실험결과

(1) 제작 자연결함 특성

Fig. 3.4.1은 최총 수압시험 수행 이후, 내외면 축방향 균열 및 외면 원주방향 균

열 제작결함의 단면을 관찰한 대표적 사진으로서 다양한 길이와 깊이를 갖는 단면 형

태를 볼 수 있으며, 당초 목표한 균열의 위치, 길이, 다중성 등이 비교적 정밀하게 제

어된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a) (b) (c)

Fig. 3.4.1. Cross sectional views of manufactured cracks showing different crack

length/depth and their leakage characteristics.

(2) 결함의 구조적 안전성 평가

Fig. 3.4.1 (a)의 내면 축방향 균열의 경우, 내부 수압 최대 6,300 psig의 조건에서

균열 깊이가 35% 이하인 경우 누설이 발생하지 않는 결과를 보였다. Fig. 3.4.1 (b)의

외면 축방향 균열의 경우, 부분적으로 관통된 결함은 약 3,000 psig의 압력부터 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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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생하였으나, 균열 깊이 50% 이하의 결함에서는 누설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이때

의 내부 수압은 최대 6,400 psig이었다. 반면 Fig. 3.4.1 (c)의 관통된 원주균열의 경우,

500 psig 이하인 초기 단계에서 누설이 개시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균열의 깊이가 최대 79.8%인 Fig. 3.4.1 (c)의 외면 원주균열 결함에서도

6,200 psig까지 누설이 발생되지 않음으로서, 전열관의 구조건전성 기준인 > 3∆

P(4,050 psig)를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 경우 구조적 안전성의 유지가 확인되는

중요한 결과를 얻었다.

다. 요약

전열관 직관부 내외면에 다양한 자연결함 제작하고 이를 이용한 수압시험으로부

터 이들의 구조적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내외면 축방향 균열의 깊이에 따른 누설

발생 여부와 누설압력에 대한 결과를 얻었으며, 특히 외면 원주균열에 있어서 균열 깊

이가 최대 79.8%인 결함에서도 6,200 psig까지 누설이 발생하지 않음으로서 구조적

안전성의 유지가 확인되는 중요한 결과를 얻었다.

2. 구조물/형상변화/균열 복합손상 mock-up 제조기술 개발

가. 개요

가동 중 발생되는 증기발생기 전열관의 손상은 와전류 탐상(Eddy Current Test,

ECT)에 의해 정기적으로 평가되며 이 결과에 따라 예방대책 수립 및 보수관리가 이

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검사의 신뢰성은 재료 내에 생성된 균열 등의 결함을 정확히

검출하고 그 크기를 정밀하게 측정, 평가할 수 있는 탐지능과 정밀도에 따라 크게 좌

우된다. 즉, 검사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열관에서 발생하는 여러 유형의

손상구조(구조물/형상변화/결함 등)와 동일한 mock-up을 제작한 다음 여기에서 얻어

지는 신호를 해석, 평가하여 탐지능과 정밀도를 높일 수 있는 기술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국내 표준원전 증기발생기의 손상현안인 관판상단 확관부의

외면 원주균열을 대상으로 구조물/형상변화/결함 등 복합적 손상 구조를 갖는

mock-up의 제조 기술을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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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실험방법

표준원전 증기발생기용 Alloy 600 전열관(외경 19.05 mm, 두께 1.07 mm)을

SA508 재질의 관판 hole block에 수압식 확관기를 사용하여 확관 시킨 관판상부 모사

시험편을 제작하였다. 전열관의 확관 천이부는 실제 원전 증기발생기 구조와 동일하

게 관판 block 상단 위치에 놓이도록 확관 높이를 조절하였고 전열관의 확관 천이부

외면에 임의의 길이 및 깊이를 갖도록 원주방향 입계 응력부식균열을 제어, 제작하였

다. 제작된 손상 mock-up과 가동원전 손상부의 와전류 검사신호를 비교 평가함으로

서 실제 원전의 복합 손상구조와 동일한 mock-up이 제작되었는지를 확인하였다.

다. 실험결과 및 고찰

Fig. 3.4.2는 실제 가동원전 증기발생기의 관판상부 원주균열 지시관과 본 연구에

서 제작한 관판상부 원주균열 mock-up 시편들의 MRPC 검사신호 결과를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다. C-scan상에서의 신호분포, 균열의 발생위치 및 신호 위상각(좌하단의

Lissajour) 등 mock-up 시편의 모든 신호특성이 실제 가동 원전 결함관의 신호특성과

동일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제작된 원주균열은 검출능 한계 부근(발생 초기단계)의 작

은 균열에서부터 뚜렷한 신호를 보이는 큰 균열로의 성장 과정이 포함할 수 있도록

크기를 달리하여 제작하였는데 의도한 목적대로 균열의 크기가 정밀하게 제어되었음

을 확인할 수 있다.

Fig. 3.4.2. MRPC +point signal from TTS ODSCC in operating

power plant and mock-up speci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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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된 복합손상 mock-up 제작기술과 관판상부 원주균열 mock-up 시편들은 검

사방법별 결함평가 정밀도 분석 및 영향인자 해석 등 비파괴 검사 신뢰성 향상에 활

용될 예정이며 또한 복합 손상구조 전열관의 건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결함 크기 및

유형별 누설 안전성 평가시험에 사용될 계획이다.

3. 손상 민감부 잔류응력 해석기법 개발

가. 개요

전열관의 형상변화는 잔류응력을 유발하여 균열성 결함의 발생 및 성장을 가속

화시키는 인자로 작용하기 때문에 형상변화로 인해 형성되는 잔류응력의 분포 및 크

기를 해석할 수 있으면 결함발생에 대한 민감도의 사전 예측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

는 전열관 확관 시편의 확관 천이부 형상측정 자료로부터 유한요소 해석을 통한 응력

분포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동일한 확관 시편에 대한 내면 응력부식균열 실험을 통해

응력분포 해석 결과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복잡한 형상변화를 갖는 전열관에

서 우선적인 결함발생 위치를 예측할 수 있는 안전성 해석기법의 개발을 시도하였다.

나. 확관시편의 유한요소 해석

표준원전 증기발생기용 합금 600 전열관과 관판 hole block를 사용하여 수압확관

방법으로 확관 시편을 제작하였다. Fig. 3.4.3은 확관된 전열관 시편의 3차원 형상변화

측정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 형상변화의 반경반향 변위는 응력해석을 위하여

ABAQUS 코드의 die 입력 자료로 사용되었다.

Fig. 3.4.3. Radius distribution of an expanded 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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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유한 요소코드 인 ABAQUS/CAE를 사용하여 전열관 시편이 모델링되었으

며 축대칭(axi-symmetric) 조건으로 2차원 해석을 수행하였다. Fig. 3.4.4는

ABAQUS/CAE를 사용한 모델링을 보여주고 있다.

응력해석에 4-node CAX4R(Axisymmetric Continuum Stress/Displacement

Elements) 요소를 사용하였고 모델링은 Fig. 3.4.4에 보여진다. 모델은 399개의 요소와

518개의 절점으로 구성되었다. 두 개의 holder와 die 사이에 blank가 삽입되어 압력이

적용되면 blank가 압력에 의해 die 쪽으로 밀려들어가도록 모델링하였다. 확관 시편

형상변화의 반경반향 변위는 die 입력자료로 사용되었다.

적용된 압력은 최초 10 MPa을 적용하고 다음 단계에 20 MPa, 그 다음단계에 30

Mpa이 적용되도록 하여 총 10단계로 순차적으로 압력을 적용하여 각 단계에서 전열

관 시편의 축방향 응력(axial stress:y=S22)과 원주응력(hoop stress: z=S33)을 계산

하였다. Blank 재질은 Inconel 690이며 탄소성해석을 위해 다음 물성치가 적용되었다.

탄성계수는 113,667 MPa이며 포이슨 비는 0.3이다.

*Material, name=blank-mat

*Elastic

113667., 0.3

*Plastic

379.47, 0.

419.95, 0.01152

472.67, 0.03644

505.578, 0.06471

529.212, 0.097871

579.015, 0.208274

595.46, 0.27052

Die 와 Holder는 다음과 같이 강성체의 물성치가 입력되었다.

*Material, name=die-mat

*Elastic

2e+07, 0.3

*Material, name=holder-mat

*Elastic

2e+07,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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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4. Two dimensional finite element model.

10 Step에서 압력 100 MPa이 적용된 응력해석 결과는 Fig. 3.4.5와 Fig. 3.4.6에

보인다. Fig. 3.4.5는 전열관의 축방향 응력 y(S22) 응력분포를 보이며 Fig. 3.4.6은

전열관의 원주방향 응력인  z(S33) 응력분포를 보인다.

Fig. 3.4.5. Stress distribution of  Fig. 3.4.6. Stress distribution of 

Fig. 3.4.7은 전열관의 상부에서 하부까지 축방향 길이에 따른 전열관 내부의 응력

분포를 그래프로 보여준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크기 변화량이 가장 큰 상부 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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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이지역(S Part)에서 축방향 응력 y(S22)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원주응력인 

z(S33) 응력도 다른 부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전열관 확관

시, 변형이 큰 영역에서 응력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Fig. 3.4.7. Results of stress values along axial direction.

확관시편에서 변화량이 가장 큰 상부 확관 천이지역(S Part)에서 축방향 응력 y

(S22)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원주응력인 z(S33) 응력도 다른 부위에 대해서 상대

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전열관 확관시 변형이 큰 영역에서 응력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응력부식균열 관점에서 보면 전열관 확관 후 응력이 높게 나

타나는 상부 확관 천이지역에서 우선적으로 균열이 발생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다. 확관시편의 응력부식균열 실험

확관시편에서 잔류응력에 의해 응력부식균열이 발생되는 양상을 분석하기 위하

여 확관시편의 전열관 내부 공간에 Na2S4O6 용액을 장입하여 내면에 응력부식균열이

생성되도록 하였다. Fig. 3.4.8은 D-Probe로 측정한 확관 시편의 3차원 형상 입체도와

균열이 생성된 후 전열관 시편을 길이방향으로 절단, flattening 한 후 내면의 균열분

포 양상을 관찰한 결과를 함께 나타낸 것이다. 균열은 상부 확관천이부 위치에서만 관

찰되었고 축방향으로 발달된 양상을 보였다. 즉, 변형량이 큰 확관지역이 아니라 변형

량의 변화율이 큰 확관/비확관 천이지역에서 우선적으로 균열이 발생하였다.

균열의 발생 위치는 유한요소 해석 결과에서 가장 큰 인장 잔류응력이 존재할 것

으로 예측되었던 상부 확관 천이부와 잘 일치하였다. 그러나 이 위치에서 축방향 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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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장 큰 것으로 해석되었기 때문에 원주방향 균열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실제로는 축방향 균열이 관찰되었다. 이 원인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설명이 불가능하

며 추가적인 해석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Fig. 3.4.8. 3-dimensional geometry and evolution of stress corrosion cracks

on the inner surface of expanded tube specimen.

라. 손상 민감부 안전성 해석기법 개발

전열관이 복잡한 3차원 형상변화를 갖는 경우 잔류응력 분포의 이론적 해석이 매

우 어렵다. 따라서 형상변화와 관련된 또 다른 영향인자를 도출하여 우선적인 결함발

생 위치를 예측할 수 있는 안전성 해석기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확관시편에 대한 잔류

응력 해석과 응력부식균열 실험을 통해 전열관에서 형상변화(변형량)의 크기 보다는

변화율(변형량의 천이정도)이 큰 부분에서 균열이 우선적으로 발생한다는 사실을 확

인한 바 있다. 따라서 D-Probe로부터 얻은 전열관의 반경변화 측정결과로부터 원주

및 길이방향의 반경 변화량을 벡터로 변환한 후 절대 벡터 크기 분포로 도식하여 우

선적인 결함발생 위치를 예측하는 기법을 시도하였다.

이 예측기법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복잡한 3차원 형상을 갖는 seal-

extrusion형 돌출 확관시편을 제작, 내면에 응력부식균열을 발생시켰다. 제작된

seal-extrusion형 돌출 확관시편의 3차원 형상과 전개도 그리고 균열의 발생위치를 나

타낸 내면 사진을 Fig. 3.4.9에 함께 실었다. 형상변화가 매우 복잡하고 서로 다른 위

치에 축방향 및 원주방향 균열들이 혼재하고 있어 형상변화와 균열 발생위치 간의 연

관관계를 찾기가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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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9. 3-dimensional geometry and evolution of stress corrosion cracks

on the inner surface of seal-extruded tube specimen.

Fig. 3.4.10은 동일한 시편에 대해 D-Probe를 적용하여 얻은 형상변화 측정값 데

이터를 원주 및 길이방향 변화량의 절대 벡터 크기 분포로 변환 도식한 결과이다. 돌

출확관 시편이 매우 복잡한 형상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균열은 큰 벡터 크기를

갖는 위치에서 우선적으로 발생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형상변화 측

정 데이터로부터 균열성 결함의 우선적인 발생 위치를 예측할 수 있는 해석 모델의

개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3.4.10. C-scan of absolute values of vector(differential of radius along

axial and circumferential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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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모손상 전열관 관통대응 구조안전성 평가

가. 개요

영광 5호기 제1차 증기발생기 전열관에 대한 가동 중 검사에서 SG #1의

R25C101, SG #2의 R25C65 및 R25C101 전열관의 BW(bat wing) 위치에서 마모손상

이 발견되어 관막음 조치된 바 있고, 이들 전열관은 가동 1주기 만에 관막음 기준을

초과하는 빠른 마모속도를 나타내었다[25].

한국형 표준원전 증기발생기에는 BW의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시키기 위하여,

R25C65와 R25C101 전열관 사이의 직하부 stay cylinder 공간에 BW lock bar가 설치

되어 있다. BW lock bar의 두께는 0.09 inch이고, 길이는 R25C65와 R25C101 전열관

사이의 거리에 해당하는 31.18 inch 이고, 이들 전열관의 곡관부 직하에서 BW에 가공

된 slit에 끼워져 고정되어 있다.

증기발생기 전열관은 대부분 eggcrate, BW, vertical strip, horizontal bar와 같은

전열관 지지물의 평면 부위에 의하여 지지된다. 그러나 BW lock bar 직상부의

R25C65와 R25C101 전열관은 lock bar와 접근할 경우는 BW lock bar의 두께방향 단

면부와 접촉하게 된다.

한국형 표준원전 증기발생기에서 나타난 신규 유형의 마모손상은 유속이 빠른

stay cylinder 내에 위치하는 BW lock bar와 전열관의 접촉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

타났고, 이러한 마모는 BW lock bar의 단면부와 전열관 표면이 접촉하여 knife edge

형태로 진행되는 특징을 갖는다. 따라서 관막음 조치를 하여도 진동에 의한 마모는 일

정부분까지 계속 진행되고, 마모에 이은 피로손상 가능성이 있으므로 구조 건전성 측

면에서의 감시가 필요하다. 절단으로 인한 주변 전열관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마모 전열관에 대하여 staking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 이들 전열관에는

staking이 설치되지 않고 일반 관막음 조치가 이루어져 있어 마모 전열관 관통 대응

구조적 안전성 평가 방법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BW lock bar 위치 마모손상으로 관막음 조치된 주변 전열

관에서 bobbin 와전류 검사의 저주파수 신호를 이용하여 마모손상 관막음 전열관의

절단유무를 판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나. 실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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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열관 근접거리에 따른 와전류 신호의 상관관계를 도출하기 위하여 실제 한국

형 표준원전 증기발생기 곡관부(Rmax 279.4 mm) 및 직관부 전열관 근접 모사 구조

를 제작하였다.

제작된 근접 모사 구조의 검사에는 원전 증기발생기 전열관에 대한 와전류검사

와 동일한 기술이 적용되었다. 검사장비는 MIZ-70 data acquisition system 및

Eddynet data analysis system을 사용하였으며, 보정표준시험관은 ASME standard

tube를 사용하였고, 탐촉자는 M/A-610-ULC/MR을 사용하였다. 검사주파수는 550,

300, 100, 35 및 700 kHz를 사용하였으며, 검사는 탐촉자를 전열관속으로 삽입한 후

12 inch/sec 속도로 인출하면서 수행하였다.

전열관 사이의 간격은 정상 상태인 6.27 mm를 기준으로 5.00 mm, 3.93 mm, 2.95

mm, 1.99 mm, 1.00 mm, 0.45 mm, 0.00 mm로 변화시키면서 검사하였고, 전열관 근접

거리에 따른 와전류 신호진폭 변화를 측정하여 상관관계를 도출하였다.

다. 실험결과

와전류 검사의 저주파수 신호를 이용, BW lock bar 위치 마모손상으로 관막음

조치된 주변 전열관에서 전열관 근접에 따른 신호변화를 감시하여 마모손상 전열관의

절단유무를 판별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Fig. 3.4.11은 검사주파수 35 kHz에서 전열

관의 간격이 6.27 mm로 정상인 경우와 완전히 접촉 하였을 경우에 나타나는 와전류

신호의 변화이다. Fig. 3.4.11에서 보는바와 같이 전열관이 서로 접촉하게 되면 와전류

신호는 좌측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를 통하여 전열관의 접촉여부를 확

인할 수 있다.

6.27mm - 정상 0.00mm - 접촉6.27mm - 정상 0.00mm - 접촉

Fig. 3.4.11. EC signal changes due to contact of neighboring tub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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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4.2 및 Fig. 3.4.12와 같이 전열관 근접거리에 따른 와전류 신호진폭 변화

를 측정하여 상관관계를 도출하면 정량적인 근접거리의 측정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주변 전열관과 연계하여 근접도를 분석하면 절단으로 인한 전열관의 이동방향도 확인

이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Table 3.4.2 Variation of EC signal amplitude with gap between tubes.

전열관 간격(mm) 신호진폭(35 kHz)

0.00 5.44

0.45 4.26

1.00 3.26

1.99 2.01

2.95 1.35

3.93 1.01

5.00 0.74

6.27 0.71

Fig. 3.4.12. Variation of EC signal amplitude with gap between tubes.

라. 요약

전열관 근접거리에 따른 와전류 신호의 상관관계를 도출하기 위하여 실제 한국

형 표준원전 증기발생기 곡관부 및 직관부 전열관 근접 모사 구조를 제작하였다.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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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전열관 근접 모사 구조의 검사에는 원전 증기발생기 전열관에 대한 와전류검사와

동일한 기술이 적용되었다.

와전류 검사의 저주파수 신호를 이용, BW lock bar 위치 마모손상으로 관막음

조치된 주변 전열관에서 전열관 근접에 따른 신호변화를 감시하여 마모손상 전열관의

절단유무를 판별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5. 복합손상 mock-up 이용 결함평가 정밀도 분석 및 영향인자 해석

가. 개요

2002년 4월 국내에서 최초로 발생한 울진 4호기 증기발생기 전열관 파단사고

(Steam Generator Tube Rupture, SGTR) 전열관에는 발전소를 가동하기 전에 이미

TTS 직상단에 큰 bulge가 존재하고 있었고, 가동 중에는 bulge 부위의 내면에서 결

함신호가 나타나고 있었음이 밝혀진 바 있다. 가동 전 및 가동 중 와전류검사 및 신호

평가 과정에서 이러한 bulge 신호에 대하여 PVC(Permeability Variation Cluster) 또

는 OXP(Over Expansion)로 평가한 바 있으며, 가동 중에 나타난 초기 결함신호를 사

전에 검출하지 못하여 전열관 파단사고에 이르게 되었다[26]. 증기발생기 제작, 가동

전 및 가동 중 와전류검사 등 여러 번의 검사과정에서 이러한 신호를 적시에 검출 하

였거나, 관리 대상 전열관으로 지정하여 매주기 정밀검사(추적검사)가 이루어졌다면

전열관 파단사고는 사전에 방지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경험은 국내 증기발생

기 검사 범위를 강화하고, 특히 bulge 등에 대한 보수조치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전열관 파단사고 이후 한국수력원자력은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증기발

생기 전반에 걸친 안전성 향상 및 재발 방지를 위해서 기존 증기발생기 검사프로그램

은 EPRI 증기발생기 검사지침서의 최신 개정판을 적용하여, 증기발생기 관리프로그

램(Steam Generator Management Program, SGMP) 통합지침서의 부속문서로서 증

기발생기 검사표준 절차서를 작성하고 전 호기에 이를 적용하고 있고, 신호평가자에

대한 자격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QDA(Qualified Data Analyst) 및 SSPD(Site

Specific Performance Demonstration)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인적 오류를 예방하

기 위해 3자 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수력원자력의 증기발생기 전반에 걸친 안전성 향상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과는 별개의 문제로서, 와전류검사 신호평가에 있어서 해석하기 어렵거나

인적오류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 복잡한 신호가 발견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복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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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형상을 갖는 구조물 부위의 합성신호나 유사결함 신호 등을 판별할 수 있는 지속

적인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증기발생기 전열관 파단사고를 경험한 동일 발전소인 울진 4호기는 2005년 1월

에 수행한 제5차 증기발생기 전열관에 대한 가동 중 검사에서 hotleg의 tube sheet 상

단 sludge 축적부위에서 VOL(Volumetric Indication) 신호가 총 52개가 검출된 바 있

다. 동일 전열관에 대해 2003년 8월에 수행한 제4차 가동 중 검사자료를 재분석한 결

과 이들 중 2개는 제4차 가동 중 검사에서도 나타났고, 나머지 50개는 모두 제5차 가

동 중 검사에서 처음 검출된 것으로 나타나 MRPC(Motorized Rotating Pancake Coil)

평가결과에 VOL로 기록하였다. 그러나 2006년 5월에 수행한 제6차 가동 중 검사에서

는 동일한 지시신호에 대하여 Primary 검사기관은 VOL 신호가 결함이 아닌 sludge

성분변화에 의해 나타나는 의사 지시신호, 즉 VOL 신호는 기존의 sludge 성분과는

다른 재료의 성분이 포함되어 나타나는 비결함 신호로 평가하였고, secondary 검사기

관은 VOL로 서로 다르게 평가하였으나, resolution 과정에서 primary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VOL 신호는 결함이 아닌 것으로 정리하였다. 결국 제5차 가동 중 검사에서

검출되어 VOL로 기록한 신호는 모두 결함이 아닌 것으로 평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VOL 신호를 모두 INR(Indication Not Reportable)로 변경하였다[27-30]. 이후 2007년

10월에 수행한 제7차 및 2009년 2월에 수행한 제8차 가동 중 검사에서도 INR로 평가

하여, 현재는 손상유형이 IGA(Intergranular Attack)로 판단되는 VOL 신호는 기록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관리도 되지 않는 실정이다[31, 3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원전 가동 중 검사에서 INR로 평가한 신호에 대한 정확한

분석 자료를 생산하여 접촉 잔류물질과 IGA 신호에 대한 이해를 돕고, 와전류검사 신

호평가자의 오판으로 신호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는 인적 실수를 줄이고자 하였다.

나. 실험방법

(1) Mock-up 시편 제작

복합손상 mock-up 이용 결함평가 정밀도 분석 및 영향인자 해석을 위해 원전 증

기발생기 전열관 외면에서 와전류 신호를 유발하는 접촉 잔류물질, deposit, IGA 결함

등을 내재한 mock-up 시편을 제작하였다.

Mock-up 시편의 제작에는 접촉 잔류물질 11개, deposit 2개 및 IGA 체적성 결함

1개 등 총 14개의 시편이 사용되었으며, 접촉 잔류물질 및 deposit 시편의 규격은 가

로 5 mm, 세로 10 mm 및 두께 1 mm 로 가공하였고, IGA 체적성 결함 시편은 직경



- 116 -

3 mm 및 깊이 40%로 전열관 외면에 만들었다.

제작된 접촉 잔류물질 시편 및 deposit 시편은 모두 Alloy 600 전열관(외경 19.05

mm, 관두께 1.07 mm)에 부착하였으며, 시편은 세로 10 mm가 모두 전열관의 길이방

향으로 향하게 하였고, Deposit(1) 및 Ti(1)의 경우는 가로 5 mm 부위가 전열관 표면

과 접촉하게 시편을 고정하였고, 나머지 시편들은 모두 두께 1 mm 부위가 전열관 표

면과 접촉하게 시편을 고정하였다. 제작된 시편의 종류, 규격 등 제반사양은 Table

3.4.3과 같다.

Table 3.4.3 Specification of mock-up specimens.

시편 종류 규 격 (mm) 비 고

Deposit(1) W 5 x H 10 x T 1 5 mm 부위 접촉

Deposit(2) 〃 1 mm 부위 접촉

SA508 〃 1 mm 부위 접촉

Fe 〃 1 mm 부위 접촉

Ni 〃 1 mm 부위 접촉

I-690TT 〃 1 mm 부위 접촉

I-600MA 〃 1 mm 부위 접촉

Al 〃 1 mm 부위 접촉

Ti(1) 〃 5 mm 부위 접촉

Ti(2) 〃 1 mm 부위 접촉

Ti(2)+Deposit 〃 1 mm 부위 접촉 + 주변 Deposit

Magnet 〃 1 mm 부위 접촉

Cu 〃 1 mm 부위 접촉

IGA 직경 3 mm, 깊이 40% 외면결함

(2) Mock-up 시편 검사

제작된 mock-up 시편의 검사에는 원전 증기발생기 전열관에 대한 와전류검사와

동일한 기술이 적용되었다.

검사장비는 MIZ-70 data acquisition system 및 Eddynet data analysis system

을 사용하였으며, 보정표준시험관은 EDM notch standard tube를 사용하였고, 탐촉자

는 +POINT-610-MRPC 및 610-MRPC/52MU motor unit을 사용하였다.

검사주파수는 400, 300, 100, 20 및 700 kHz를 사용하였으며, 검사는 탐촉자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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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관속으로 삽입한 후 600 rpm으로 회전시키면서 0.2 inch/sec 속도로 인출하면서 수

행하였다.

신호평가를 위한 신호보정은 EDM notch standard tube를 사용하였으며, 주파수별

신호위상 특성 분석에는 모두 plus point 코일의 신호가 사용되었다.

Plus point 코일은 튜브시트 상단에 축적된 sludge 신호 및 확관천이 지역에서 나

타는 형상변화 신호의 영향을 감쇄시키는 특성이 있어 이런 영역에서 발생하는 결함

의 검출에 대단히 유용할 뿐만 아니라 bobbin 코일과 pancake 코일로 검출되지 않는

작은 결함도 잘 검출하는 이점이 있다.

VOL 결함 신호에 대한 위상영역은 Fig. 3.4.13과 같은 ASME standard 결함 깊

이에 대한 위상 상관곡선을 작성하여 측정하였고, 원전 증기발생기 전열관에 대한 가

동 중 검사에서 INR로 해석한 신호들에 대한 결함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제5차 가동

중 검사 신호 1개, 제8차 가동 중 검사 신호 3개 및 제작된 mock-up 시편 14개 등 총

18개의 신호를 ASME standard의 체적성 결함 신호와 함께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Fig. 3.4.13. Variation of phase angle with depth of ASME defect standard.

다. 실험결과

ASME standard의 체적성 결함 신호와 제작된 mock-up 시편 신호 및 원전 증기

발생기 전열관에 대한 가동 중 검사에서 INR로 해석한 신호에 대한 전열관 외면 신호

유발 인자 위상분석 결과는 Fig. 3.4.14 및 Table 3.4.4와 같다.

ASME standard의 체적성 결함에 대한 신호위상 특성 분석결과 검사주파수에 따

라 외면결함은 400 kHz에서 11°∼140°, 300 kHz에서 12°∼118°, 100 kHz에서 14°∼

62° 위상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고, 주파수가 낮아질수록 신호위상이 작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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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osit 신호의 위상특성은 400 kHz에서 198°와 191° 및 300 kHz에서 185°와

187°로 체적성 외면 결함신호 영역과 다른 위상을 나타내었다.

접촉 잔류물질 신호 중 magnet 신호는 주파수가 400 kHz에서 300 kHz 및 100

kHz로 낮아질수록 신호위상이 커지는 등 체적성 결함과는 다르게 신호의 위상변화가

반대로 나타났고, magnet 신호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접촉 잔류물질 신호의 위상특성

은 400 kHz에서 151°∼326° 및 300 kHz에서 124°∼303°의 위상분포를 나타내는 등

deposit 신호와 마찬가지로 체적성 외면 결함신호 영역과 다른 위상을 나타내었다.

한편, 실험실 제조 IGA 자연결함 및 원전 증기발생기 전열관에 대한 가동 중 검

사에서 INR로 해석한 신호의 위상특성은 400 kHz에서 93°∼115° 및 300 kHz에서 75°

∼106°의 위상분포를 나타내는 등 ASME standard의 체적성 외면 결함신호와 동일한

신호위상 특성을 나타내었다.

분석결과 원전 증기발생기 전열관에 대한 가동 중 검사에서 INR로 해석한 신호

는 모두 체적성 결함으로 나타났고, 손상유형은 IGA 결함으로 판단된다.

Fig. 3.4.14. Phase angle vs. frequency of +point for various surface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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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4.4 Phase angle vs. frequency of +point for various surface condition.

시편 종류
Plus Point 신호위상(degree)

비 고
400 kHz 300 kHz 100 kHz

Deposit(1) 198 185 141 deposit 신호

Deposit(2) 191 187 150 〃

SA508 221 203 161 접촉 잔류물질 신호

Fe 237 219 172 〃

Ni 207 202 165 〃

I-690TT 178 159 95 〃

I-600MA 183 169 103 〃

Al 326 303 244 〃

Ti(1) 159 137 82 〃

Ti(2) 151 124 53 〃

Ti(2)+Deposit 158 133 80 〃

Magnet 32 40 70 〃

Cu 314 289 207 〃

IGA 40% 93 75 46 제조 IGA 자연결함

727005 115 106 88 INR 신호

656909 99 86 37 〃

676909 101 95 90 〃

657109 108 98 88 〃

60% 68 59 43 ASME Standard 신호

0% 141 119 63 〃 

100% 11 12 14 〃

라. 요약

원전 증기발생기 전열관 외면에서 와전류 신호를 유발하는 접촉 잔류물질,

deposit, IGA 결함 등을 내재한 mock-up 시편을 제작하였다.

제작된 mock-up 시편의 검사에는 원전 증기발생기 전열관에 대한 와전류검사와

동일한 기술이 적용하였고, 현장 가동 중 검사에서 INR로 해석한 신호들에 대한 결함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제5차 가동 중 검사 신호 1개, 제8차 가동 중 검사 신호 3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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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된 mock-up 시편 14개 등 총 18개의 신호를 ASME standard의 체적성 결함 신

호와 함께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원전 증기발생기 전열관에 대한 가동 중 검

사에서 INR로 해석한 신호는 모두 체적성 결함으로 나타났다.

6. 손상 민감부 잔류응력 실측 및 신뢰도 평가

가. 개요

최근 국내 2개 호기의 표준원전 증기발생기에서 관다발 상부 관지지판내 전열관

위치에 외면 축방향 균열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 균열은 관지지판과 전열관 접촉부사이의 빈 공간에 2차측 스케일이 부착되어

가혹한 부식성 환경이 형성되었기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으나 가동 년수가 더 긴 동일

한 2개 호기의 표준원전 증기발생기에서는 균열이 발생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균열

발생의 주원인은 환경적 요인이 아니고 전열관 제작시 직관화 공정에서 도입된 과도

한 형상변화에 의해 유발된 외면 인장잔류응력이 균열발생을 가속화 한 것으로 해석

된다[13].

전열관 제조시 직관화(roll straightening) 교정 공정은 Fig. 3.4.15와 같이 mill

annealing 열처리후 타원화되고 굴곡된 전열관을 3개의 roll 사이로 회전과 동시에 길

이방향으로 이동시킴으로서 원주방향으로 정원화, 길이방향으로 직선화가 이루어진

다. 이러한 교정과정은 전열관에 소성변형을 유발하고 특히 2개의 roll이 전열관을 반

경방향으로 압축변형 시키기 때문에 교정후 외면에는 항상 원주방향으로 인장 잔류응

력이 형성된다. 최근의 전열관 제작요건에는 전열관 외면의 잔류응력 크기를 실측하

여 허용치 이하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33].

본 연구에서는 전열관 제조시 직관화 교정에 의해 전열관에 유발된 형상변화(2개

의 roll에 의한 압축변형)와 잔류응력 크기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실험을 수

행하였다.

나. 실험방법

제조사가 서로 다른 3종류의 전열관 시편을 사용하여 직관화 교정에 의한 형상변

화의 크기를 D-Probe로 측정한 후 각각의 시편을 axial split method[33]로 원주방향

잔류응력의 크기를 실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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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15. Roll-straightening in the tube manufacturing process.

Fig. 3.4.16. Relationship between the changes of radius by roll-straightening

and the residual hoop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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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실험결과 및 고찰

Fig. 3.4.16은 제조사가 서로 다른 3종류 전열관 시편에 대해 D-Probe로 측정한

반경의 변화량과 원주방향 인장 잔류응력의 실측치 측정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형상

측정 결과로부터 얻은 3종류 전열관의 3차원 입체도를 결과에 같이 실었는데 직관화

공정시 유발된 반경방향으로의 소성변형에 의해 나선형의 형상변화가 존재함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제조사에 따라 직관화 교정시 전열관의 회전방향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

도 알 수 있다. 외면의 원주방향 잔류응력은 예상대로 직관화 교정시 소성변형량이 클

수록, 즉 나선형 형상변화의 크기에 비례하여 커졌다. 원전 증기발생기의 가동 중 압

력차에 의한 전열관의 원주방향 인장응력이 약 50 MPa 임을 감안하면 이보다 훨씬

더 큰 잔류응력이 제조시부터 전열관에 존재할 수 있음을 실측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7. 관지지대 위치 축방향 균열 제조 및 탐지기술 개발

가. 관지지대(Eggcrate) 위치 외면 축방향 균열 제조

국내 표준형 원전 관지지대 위치에서 발생하고 있는 외면 축방향 균열을 모사 제

작하여 탐지기술 개발에 활용하였다. 표준형 원전 증기발생기에 사용된 Alloy 600 전

열관 시편의 외면을 축방향의 slit 안쪽으로만 부식용액이 접촉하도록 마스킹한 후 내

압을 가하여 축방향 균열의 성장을 유도하였다. 다양한 길이 및 깊이의 외면 축방향

단일 균열을 갖는 6종의 시편을 실제 원전과 동일한 재질 및 규격을 갖는 eggcrate에

조립하여 집합체를 제작하였으며 그 외형사진은 Fig. 3.4.17과 같다.

Fig. 3.4.18과 3.4.19는 각각 가동원전에서 실제로 균열이 발생된 전열관과 본 연구

에서 모사 제작한 균열 시편의 MRPC +Point Coil 신호 양상을 비교 분석한 결과의

한 예이다. 두 신호결과를 보면 실제 가동원전 관지지대 위치에서 발생된 축방향 균열

이 거의 동일하게 모사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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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17. Mock-up assembly of tubes with OD axial cracks in eggcrate

intersection.

Fig. 3.4.18. MRPC +Point signal from a tube with OD axial crack in eggcrate

intersection of operating power plant.



- 124 -

Fig. 3.4.19. MRPC +Point signal from a tube with OD axial crack in eggcrate

intersection of mock-up assembly.

나. 관지지대(Eggcrate) 위치 외면 축방향 균열 탐지기술 개발

표준형 원전 증기발생기의 관지지대 위치에서 발생하고 있는 외면 축방향 균열

의 검출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평가방법을 도출하기 위해 바빈 탐촉자의 주파수 채널

별 신호특성을 분석하였다. 우선 다양한 깊이의 외면 drill hole 가공 결함을 갖는

ASME 표준시편을 사용하여 바빈 탐촉자의 주파수 채널별 결함 깊이에 대한 상대 진

폭비를 비교 평가한 결과, Fig. 3.4.20과 같이 전열관 외부의 구조물 및 deposit 신호를

제거하기 위해 사용되는 믹싱프로세스 채널(550-150 kHz, 550-300 kHz) 보다는 일반

중간주파수 채널(300 kHz, 150 kHz) 신호가 결함 검출능이 훨씬 우수함을 확인하였

다. 즉, 믹싱 프로세스 채널이 아닌 일반 중간주파수 채널 신호가 초기결함의 조기 검

출에 훨씬 유리하다는 결과를 얻었는데 이는 Fig. 3.4.21의 실제 가동원전 결함관에 대

한 바빈 탐촉자 신호분석 결과를 통해서도 검증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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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20. Changes of relative amplitude with frequency channels of bobbin coil

probe for defects with various depth in ASME standard tube.

Fig. 3.4.21. Changes of relative amplitude with frequency channels of bobbin coil

probe for tube with OD axial crack in eggcrate intersection of an

operating p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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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외면 축방향 균열이 공교롭게도 관지지대의 양쪽 끝단 및 중앙 위치에

서 발생되는 경우(Fig. 3.4.17의 관지지대 구조 참조) 결함 신호가 구조물 신호와의

합성되어 일반 중간주파수 채널 신호로는 결함의 검출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가항에서 제작한 외면 축균열 모사용

집합체를 사용하여 축균열이 관지지대 중앙에 위치하는 경우에 대한 바빈 탐촉자

신호의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Fig. 3.4.22와 같다. 예상했던 바와 같이 결

함신호가 구조물신호와 합성되어 중간주파수 채널(300 kHz) 신호에서는 결함이 검

출되지 않았으며 반대로 믹싱프로세스 채널(550-150 kHz)에서만 결함이 검출되었

다. 또한 Fig. 3.4.23의 실제 가동원전 결함관에 대한 신호분석 결과를 통해서도 확

인할 수 있었다.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믹싱프로세스 채널이 중간주파수 채널에 비

해 초기결함에 대한 검출능이 떨어져도(Fig. 3.4.20 결과 참조) 믹싱프로세스 채널을

사용하여야 하며 중간주파수 채널을 사용할 수 없다는 기술적 한계를 확인하였다.

따라서 가동원전의 현장검사에서 관지지대 위치에 발생한 외면 축방향 균열의

검출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간주파수 채널 신호와 믹싱프로세스 채널

신호를 동시에 평가하는 기법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현재 사

용하고 있는 현장용 신호평가 지침서의 개정을 제안하였다.

Fig. 3.4.22. Signal characteristics of a manufactured crack located in center of

eggcrate in mock-up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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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23. Signal characteristics of a crack located in center of eggcrate in

operating power plant.

8. 전열관 제조시 ECT신호 노이즈 유발요인 분석 및 결함 검출능에 미치

는 영향 평가

가. 전열관 제조시 ECT신호 노이즈 유발요인 분석

위의 6항에서 기술한 전열관 직관화 공정 중의 과도한 형상변화 발생과 관련하여

상용 전열관을 이용한 직관화 가공시험을 수행하고 직관화 공정의 부적절한 제어로

도입되는 형상변화와 ECT 신호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1) 실험방법

직관화 가공시 발생될 수 있는 전열관의 과도 형상변화 시험과 이의 평가는 원래

직관화 공정 전 단계까지만 가공된 전열관을 이용하여 여러 조건에서 직관화 가공을

수행하고 이로부터 얻어지는 전열관의 상태를 분석하여야 하나, 현실적으로 직관화

가공전 상태의 전열관 확보가 불가하여 본 시험에서는 부득이 상용 전열관을 이용, 직

관화 가공을 추가적으로 수행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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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에 사용된 상용 전열관은 공칭 외경 19.05 mm의 Alloy 600 HTMA 이었으며,

ECT bobbin 및 MRPC 검사결과 신호 noise level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를 나타내며

두께편차가 비교적 작은 3개의 전열관(길이 각 1.5 m)을 Table 3.4.5와 같이 선정하였

다.

직관화 가공은 5 set의 hard roller(재질 SKD 11 steel)로 이루어진 직관화 설비

를 이용하여 수행되었다.(Fig. 3.4.24 참조). 직관화 가공은 상하 roller의 간격(높이 조

절), 배열 각도, 강관의 인출속도를 변화시켜 다양한 조건에서 수행할 수 있으나, 본

시험의 경우 이미 설정된 생산공정조건의 변경을 최소화해야 하는 제한으로 인하여

roller의 간격만을 미세하게 조절하는 방법으로 수행되었다. 가공시 심한 변형이 유발

되지 않도록 하면서 각 전열관의 가공량이 상대적으로 다르도록 하였으나, 각 전열관

에 대한 가공량 및 소성변형량을 정량적으로 나타낼 수 없었기 때문에 Table 3.4.5에

나타낸 바와 같이 편의상 각 전열관의 가공정도를 정성적으로 구분하였다.

Table 3.4.5 Characteristic of tubes selected for straightening process.

Tube Noise1)
Difference

in thickness2)
Deformation

T1 - slight light

T2 slight - medium

T3 slight - high

Analyzed by 1) Bobbin-diff./abs. ch. and 2) MRPC

Fig. 3.4.24. View of roll straighten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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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결과

직관화 가공 후 전열관의 특성평가는 육안관찰, ECT-bobbin, D-probe를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가) 전열관 외형변화 관찰

가공 정도를 달리한 3개 전열관의 가공후 외형변화에 대해 1차적으로 육안관찰한

결과, 과다 소성변형에 의한 찌그러짐 또는 나선형 가공형상 등의 외형변화를 볼 수

없었다. 그리고 Table 3.4.6의 가공전후 외경변화에 대한 측정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거의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직관화 가공시험에서는 소성변화에 의한

찌그러짐 또는 과도 압축응력에 의한 나선형 변형 흔적이 나타나지 않을 정도로 매우

미소한 변형이 도입된 것으로 볼 수 있다.

Table 3.4.6 Tube diameter changes in straightening process.

(unit ; mm)

Tube
Before

process

After process

(at 3 locations)

T1 Avg. 19.08

19.09

19.08

19.09

T2 Avg. 19.08

19.08

19.09

19.09

T3 Avg. 19.08

19.09

19.08

19.10

(나) ECT 신호특성 분석

Fig. 3.4.25-3.4.27은 직관화 가공정도 달리한 3개 전열관의 가공 전후

ECT-bobbin 검사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가공 전후 각 전열관의 bobbin 신호의 수직,

수평성분 변화에 있어서 뚜렷한 변화양상은 나타나지 않았다(단, 3개 전열관의 양쪽

끝부분에서 비정상적인 신호가 나타나는데 이는 직관화 가공시 선후단 roller의 부적

절한 조건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신호특성 분석에 이 부분은 포함시키지 않았

다). 또한 가공후 3개 전열관에 대한 D-probe 검사로부터 찌그러짐이나 나선형 등의

뚜렷한 형상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따라서 앞서 외형관찰 결과에서 살펴본 바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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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본 시험의 직관화 가공은 최소의 압축응력이 가해진 제어조건이었음을 재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최소의 압축응력으로 제어된 가공조건에서의 ECT 노이즈 신

호의 유발 여부 및 이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가공 전후 ECT bobbin 신호의 진

폭변화를 상세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전열관 품질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S/N ratio

결정시 신호분석 대상 부분의 길이가 최소 50 cm 이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분

석에서는 앞서 언급한 이상신호 발생부분을 배제한 중앙의 약 50 cm 구간에 대해 분

석하였다.

(a)

(b)

Fig. 3.4.25 ECT-bobbin signal for Tube 1 ; a) before and b) after straighten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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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3.4.26 ECT-bobbin signal for Tube 2 ; a) before and b) after straighten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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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3.4.27 ECT-bobbin signal for Tube 3 ; a) before and b) after straightening

process.

Fig. 3.4.25-3.4.27의 우측 하단에서 각 전열관의 가공 전후 신호진폭 크기를 측정

한 결과를 볼 수 있으며, 이의 결과를 Table 3.4.7에 정리하였다. 약한 가공이 이루어

진 T1의 경우 신호진폭이 1.13 vol.에서 1.36 vol.로 변화하므로서 진폭크기가 약 2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고, 상대적으로 가공 정도가 컸던 T3의 경우 신호진폭이 약

27% 증가(0.91 → 1.16 vol.)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가공정도가 중간이었던 T2에서는

변화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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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4.7 ECT voltage changes in straightening process.

Tube
Vol. before

process

Vol. after

process

Vol.

increase(%)

T1 1.13 1.36 20

T2 1.26 1.26 0

T3 0.91 1.16 27

본 직관화 가공시험에서는 가공을 전후하여 ECT 신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표면

연마 등의 추가적인 가공조건이 전혀 부여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의 신호진폭 변화 결

과는 순수하게 직관화 공정에서의 소성가공 효과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다음과 같은

매우 중요한 사실들을 제공한다.

첫째, 외형변화 또는 과도 형상변화를 유발시키지 않는 미소한 소성변형 조건에

서도 ECT 신호의 noise 유발요인으로 작용하는 진폭 상승이 확인된다. 따라서 직관

화 가공으로부터 나선형 형상변화와 같은 과도한 소성변형이 도입되는 경우 본 시험

결과보다 훨씬 큰 ～수 volt에 이르는 신호진폭 증가로 매우 큰 noise가 유발될 것이

다.

둘째, 이러한 과도한 소성변형으로 ECT 신호 noise가 유발된 전열관에서 결함이

발생되거나 또는 존재한다고 가정할 경우, 결함 자체의 신호(진폭)이 형상변화의 큰

신호에 묻혀 검출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또는 과소평가되는 검출능 저하의 결과로 나

타날 수 있다. 특히 큰 noise가 발생된 부분에서 예상되는 현저한 검출능의 저하는 증

기발생기 전열관의 건전성 확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셋째, ECT 신호 noise의 유입은 결국 전열관의 noise level을 높이게 된다. 이러

한 noise level의 상승은 전열관 품질기준의 중요한 요소인 신호 대 잡음비(S/N ratio)

를 떨어뜨려 전열관의 품질이 불량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다) 요약

직관화 공정중 과도한 압축응력으로 전열관 표면에 도입되는 미세한 소성변형

또는 큰 형상변화는 ECT 신호의 noise 유발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따

라 초기 결함의 발생 및 존재에 대한 검출능이 현저히 저하할 수 있다는 점과 전열관

의 품질기준 요소인 S/N ratio가 떨어져 품질이 불량해 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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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CT신호 노이즈가 결함 검출능에 미치는 영향 평가

(1) 전열관 노이즈와 결함 신호 합성

노이즈 신호는 ECT 검사를 통한 결함 검출 능력을 현저히 저하 시키고 신호 해

석과 분석 과정에서 여러 가지 오류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초기의

미세한 결함신호와 노이즈 신호가 합성되었을 때 파형 모습의 변화를 관찰하여 이를

판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결함신호는 Fig. 3.4.28과

같이 기본적인 45도 각도의 단일 표준 ECT 결함신호를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전열관

노이즈 신호는 Fig. 3.4.29와 같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연속된 사인파를 사용하였고

신호 크기는 결함신호의 4배이다. Fig. 3.4.29 (a)와 (b)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실제 노

이즈 신호를 모사하기 위하여 수평 성분과 수직성분의 크기를 50:1로 설정하였으며

노이즈 주기는 결함신호의 두 배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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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28 ECT signal of defect (a) horizontal (b) vertical (c) Lissajous gra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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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신호의 위치에 대한 노이즈 신호의 파형 모양에 따른 합성결과를 보기 위하

여 사인파의 주기가 시작되는 위치와 끝나는 위치를 360도로 환산하여 각도 θ로 표시

하였다. θ를 30도씩 변화시키면서 노이즈 신호의 각 θ 위치부터 결함신호가 시작된

다. Fig. 3.4.30은 결함신호가 노이즈 신호 주기의 0도에 위치할 때 합성된 모습을 수

평성분 그래프와 리사주 그래프로 나타낸 결과이다. 노이즈 신호 주기가 시작되는 부

분의 수평 성분에 미세한 변화가 발생하며 리사주 그래프에서 약간의 수직성분이 발

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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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30 Synthesis of horizontal ECT signals at θ=0 (a) defect, (b) noise,

(c) synthesis of (a) and (b), (d) Lissajous graph.

Fig. 3.4.31은 θ 각도에 따른 합성신호의 수평성분 그래프의 변화를 나타낸 그림

이다. 결함신호와 노이즈 신호가 같더라도 파형의 모습과 위치에 따라 노이즈 신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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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된 결함신호의 식별 가능성이 낮아짐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실제 노이즈 신호

는 주기와 크기가 일정하지 않으므로 현장에서 미세한 결함신호를 노이즈 신호로부터

구분해서 판별해 내기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함신호의 θ 위

치에 따른 리사주 그래프 계산 결과는 Fig. 3.4.32와 같다. 결함 신호의 θ위치에 따라

결함신호의 리사주 파동 위치도 이동하였다. 합성신호의 수평성분 그래프에서 식별하

기 어려운 결함신호가 리사주 그래프에서 더 판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요약

전열관의 S/N 비에 따른 노이즈 신호에 의해 초기의 미세한 결함신호를 구별해

내기가 어려울 수 있으며 결함신호의 크기뿐만 아니라 노이즈 신호의 파동 형태와 합

성된 위치가 큰 영향을 미친다. 결함신호 위치에 따라 미세결함 신호와 노이즈 신호의

합성신호 크기가 변하며 특정 위치에서는 미세결함 신호를 판별해 내기가 어려워진

다. 합성신호의 리사주 그래프도 결함신호 위치에 따라 파형 모양에 변화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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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31 Horizontal graph of composed ECT signals of defect and noise at

(a) θ=30 (b) θ=90 (c) θ=180 (d) θ=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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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32 Lissajous graph of composed ECT signals of defect and noise

at θ=30, 90, 120, 240.

제 5 절 신 손상유형 예측/대처 기술개발

1. 전열관 swelling 모사기술 개발 및 기구규명

가. 개요

국내에서 고리 4호기 등의 최외곽 전열관을 정밀분석한 결과, TTS 상부 위치에

bulge 형태의 형상변화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해외 발전소의 사례를 살펴보면 프랑

스 EdF 원전에서 최외곽에 위치한 합금 600 재질의 전열관들에서 형상변화가 발생된

특이한 경우가 보고된 바 있으며[34], 위의 국내 사례와 유사한 점이 많음을 알 수 있

다. 관찰된 현상은 관판 상부지역이 바깥쪽으로 부풀어 나가는 형상을 띠며, swe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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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명명한다. Swelling 현상은 증기발생기 bundle 최외각에 위치한 전열관에서

관찰되고, 그 주위에 잔류물질이 발견되며, swelling이 발생한 부분의 경도값이 증가

하는 것으로 보아 이 현상은 외면으로부터 야기된 응력에 의한 것으로 추측된다.

일반적으로 전열관의 경우 관두께 40% 이상의 감육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마모와

부식에 의한 영향에 대한 손상기구 및 모사 기술에 대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었으나

전열관 swelling 현상이 전열관 두께 감육에 미치는 영향평가, 손상기구 규명 등에 대

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며, 증기 발생기의 건전성을 저해시키는 요소이다.

프랑스 EdF 및 CEA에서는 1995년, swelling 현상이 발생된 전열관을 인출하여

정밀감정 및 금속학적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swelling 현상은 외면으로부터

야기된 응력에 의한 것으로 추측하였고, 모사시험을 통하여 일부 시편에서 잔류물질

의 충돌에 의해 동일한 형상변화가 야기될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 하지만 그 정확한

발생원인 및 기구는 규명하지 못하였으며 swelling 현상이 가져오는 악영향에 대한

정확한 진단 및 이해가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증기발생기 전열관의 swelling 현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손상기구 규명을 위해 swelling 현상 모사기술을 개발하였다. 또한 설계, 제작된

swelling 모사 시험장치를 이용하여 전열관 swelling 현상의 정확한 발생기구를 규명

하기 위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나. 실험방법

전열과 swelling 현상의 모사를 위하여 시험 장치를 설계하여 제작하였으며, 이

장치는 프랑스 CEA(French Atomic Energy Commission)의 PIVER 테스트 벤치[35]

를 모티브로 하였다. 설계된 장비는 실제 전열관에서 swelling 현상의 원인이라 생각

되는 잔류물질에 의한 반복적인 충돌을 모사하도록 되어있다.

Fig. 3.5.1은 시험장치의 실제 가동부분을 보여주는 사진이다. Swelling 모사 시험

장치는 크게 튜브 고정장치, 잔류물질의 충돌을 재현하는 impactor 및 튜브 내 압력

조절/유지 장치로 이루어져 있다. impactor는 X-Y-Z moving stage에 의해 튜브 외부

의 원하는 부분을 가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이는 설정된 프로그램에 의해 자동

으로 작동되도록 설계되었다.

표준원전 증기발생기용 Alloy 600 MA 전열관(외경 19.05 mm, 두께 1.07 mm, 길

이 600 mm)와 Alloy 690 TT 전열관(외경 18.90 mm, 두께 1.03 mm, 길이 600 mm)을

swelling 모사 실험을 위한 시편으로 사용하였다. Impact energy/frequency는 각각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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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mJ/1Hz로 설정하였고, 튜브의 내부압력은 실험에 따라 70 bar (1,015 psi), 100

bar (1,450 psi)를 유지하였으며, 일정 면적을 두고 swelling 모사 실험을 실시하였다.

실험 중 swelling 현상의 정도를 전열관 직경 증가로 측정하였으며, 실험 후 시편을

적출하여 정밀 측정 및 원주 각도별, 깊이별 micro-hardness 측정을 하였다.

Fig. 3.5.1. Internal structure of the swelling simulation apparatus.

다. 실험결과 및 고찰

설계, 제작한 swelling 시험장치를 이용하여 전열관 swelling 현상을 모사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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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여러 조건의 예비 실험을 통해, 너무 강한 impact energy를 가하면 튜브의 충격

부분이 안쪽으로 함몰하여 swelling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으며, 또한 너무 약한 에너

지의 impact를 가할 경우에도 swelling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관찰했다. 그

리고 너무 좁은 면적의 국부적인 충격에도 swelling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다. 여러 예

비실험을 통하여 다음 Table 3.5.1과 같은 조건에서 실험하였을 때 실제 증기발생기

전열관에서 발견된 것과 흡사한 swelling 현상 관찰에 성공하였다.

Fig. 3.5.2는 Alloy 600 MA와 690 TT를 수압 70 bar의 조건으로 충격을 가했을

때 impact 횟수에 따른 가장 많이 늘어난 부분의 전열관 직경 변화를 나타내며, Fig.

3.5.3은 실험 후 그 부분의 3차원 형상변화 측정결과를 보이고 있다.

정밀형상 측정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함몰(반경감소) 부위가 관찰되지 않은 것

으로 보아, swelling 현상은 전열관 동일 원주 위치상의 2곳이 함몰되어 유발되는 현

상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즉, 반복충격 부분만 부풀어 오르는 현상임을 알 수 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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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동일 조건의 실험에서 Alloy 600 MA 시편이 Alloy 690 TT 시편보다 직경의 증

가가 더 큰 이유는 각 시편의 치수차이도 있겠지만, swelling이 소성변형을 수반되는

현상이므로 이것은 Alloy 600 MA의 더 낮은 기계적 강도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3.5.1 Experimental conditions for swelling simulation.

Impact energy 70±10 mJ

Impact frequency 1 Hz

Impact aera > 12 mm x 12 mm

Internal pressure 70 bar (1,015 psi)

Pressure medium Distilled water

Fig. 3.5.2. Comparison of the diameters of maximum swelled zones for Alloy 600

MA and 690 TT tubes as a function of the number of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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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5.3. Radius distribution of swelled tub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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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Alloy 690 TT tube의 시편을 사용하여 internal pressure와 pressure

medium의 변화를 주어 각각의 인자가 시편의 swelling 거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

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는 Fig. 3.5.4에 나타내었다. 내부 압력을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swelling 거동이 변하지 않은 것은 내부압력이 일정 이상의 값이 되면 직경 증가가 크

게 영향을 주는 않는 것으로 사료 되며, Ar 가스로 내압을 준 실험에서도 다른 거동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swelling 현상은 충돌에 의한 수압 pulse의 반사가 충돌의

역방향으로 누적되는 mechanism에 의한 현상이 아님을 확인시켜준다. 또한 image

analyzer를 통한 튜브 절단면의 면적을 측정한 결과 약간의 두께가 감소가 있을 뿐 면

적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아 swelling 현상 발생 시 재료 손실량은 거의 없으며

swelling 현상은 국부적인 두께감소가 원인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또한 micro-

hardness 측정에서도 충돌부위의 경도가 증가하였으며, 외벽에서 더 높은 경도의 증

가가 측정된 것으로 보아, 이 가공경화가 swelling 현상의 특징이며, 이는 외부 충돌이

swelling 현상의 원인임을 확인시켜준다.

Fig. 3.5.4. Effect of internal pressure and pressure medium on

swelling behaviors of Alloy 690 TT tubes

위 실험들과 문헌 자료[36, 37]를 종합적으로 고찰해보면, swelling 현상은 일종

의 ratcheting에 의한 것으로 기구 해석이 가능하다. Ratcheting은 점진적인

deformation의 한 형태로서 ‘Primary stress의 효과가 cyclic secondary stress로 인해

극대화되는 현상’으로 정의 할 수 있다.

튜브에 가해지는 내부 압력으로 인한 hoop stress가 primary stress로 볼 수 있으

며, 전열관 swelling 현상은, 이 hoop stress가 재료의 항복강도보다 현저히 낮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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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하고, 약한 에너지의 반복적인 충돌에 의한 작용/반작용 모멘트로 인해 stress가

축적되고 hoop stress에 영향을 주어 항복강도를 극복하고 튜브가 소성변형되는 일종

의 피로현상으로 볼 수 있다.

전열관 swelling 현상이 일어날 경우, 그 자체로 파괴까지 이르게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swelling 부위가 우선적인 마모 및 부식의 위치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서 전열관 건전성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정기 적인 점검을 통한 전열관 치수

측정 및 전열관 주위의 잔류물질 관리/제거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2. 과도 형상변화부위 균열모사 제조 및 탐지기술 개발

가. 개요

전열관의 형상변화는 잔류응력을 유발하여 가동 중 균열성 결함의 발생과 성장

을 가속화시킨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전열관의 형상변화는 큰 와전류 신호(노이즈)를

유발하기 때문에 가동 중 검사시 형상변화 위치에 결함이 존재하는 경우 결함신호와

형상변화 신호가 합성, 왜곡되어 균열의 검출능이 현저히 저하되고 심지어는 형상변

화에 의한 신호크기가 매우 클 경우 결함이 존재하더라도 단순한 형상변화만이 존재

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평가오류를 초래하기도 한다.

2004년도에 발생한 국내 표준원전 증기발생기 전열관의 파단사고도 관판상부에

길게 형성된 bulge 위치에 결함성 신호가 존재하였으나 이보다 더 큰 형상변화 신호

로 인해 찾아내지 못한 평가오류로부터 비롯되었다.

최근에는 내식성이 우수한 합금 600TT 전열관이 적용된 증기발생기에서도 가동

년수가 증가함에 따라 큰 잔류응력이 존재하는 관판내부 과확관 지역에서 내면 균열

이 발생되고 있어, 이 지역에 대한 검사가 강화되고 있다[38].

더욱이 과도한 형상변화가 존재하는 다른 지역에서도 결함이 발생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형상변화위치에서 발생하는 결함의 검출능과 크기평가의 정밀도를 높일

수 있는 기술의 개발이 시급하다.

본 연구에서는 형상변화위치에 존재하는 결함의 조기 검출기술 개발에 사용하기

위해 전열관의 과도 형상변화 위치에 모사 균열을 제작하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또한

이를 위하여 제작한 관판 상부 돌출 확관(seal-extrusion) 시편의 내면 부식균열을

plus point, Ghent 및 X-probe 등 3종류의 탐촉자를 사용하여 균열결함 검출능에 대

한 비교평가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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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실험방법

표준원전 증기발생기용 합금 600 전열관(외경 19.05 mm, 두께 1.07 mm)과

SA508재질의 관판 hole block을 사용하여 seal-extrusion과 과확관 등 두 종류의 과

도 형상변화 시편을 수압식 확관 방법으로 제작하였다. Seal-extrusion은 수압식 확관

과정에서 상부 o-ring의 일부가 관판상부로 밀려 올라가 관판상부 위치의 전열관이

국부적으로 돌출된 과도 형상변화 유형이며, 과확관은 관판상단 위쪽까지 전열관이

확관되어 관판상부 전열관의 직경이 크게 증가된 과도 형상변화 유형이다. Fig. 3.5.5

는 제작된 두 종류 과도 형상변화 시편의 사진과 D-Probe로 전열관의 형상변화를 측

정한 입체를 함께 보여주고 있다.

제작된 과도 형상변화 시편의 형상변화부위 내면에 응력부식균열이 생성되도록

부식성 용액을 장입하였으며 결함발생 유무는 MRPC 탐촉자로 검사하여 +Point 코일

신호의 변화를 분석하여 확인하였다.

Fig. 3.5.5. Mock-up specimens of seal-extrusion and over-expansion

with 3-D tube geometry.

탐지기술 개발을 위한 와전류검사는 제작한 관판 상부 돌출 확관 시편의 내면에

부식균열을 만들기 전·후 두 번에 걸쳐 수행하였다.

검사장비는 MIZ-70 및 TC-7700 system을 사용하였으며, 보정표준시험관은

EDM notch standard 및 X-probe standard를 사용하였다. 검사주파수는 plus point는

400, 300, 100, 20, 700 kHz를 사용하였으며, Ghent는 650, 450, 250, 70 kHz를 사용하

였고, X-probe는 400, 300, 200, 100 kHz를 사용하였다.

검사는 탐촉자를 전열관속으로 삽입한 후, plus point 및 Ghent는 600 rpm으로

회전시키면서 0.2 inch/sec 속도로 인출하면서 수행하였고, X-probe는 탐촉자를 회전

시키지 않고 12 inch/sec 속도로 인출하면서 수행하였다.

Plus point 및 Ghent는 EDM notch standard를 사용하여 신호보정을 수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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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주파수 300 및 250 kHz에서 신호평가를 수행하였으며, X-probe는 X-probe

standard를 사용하여 신호보정을 수행하고, 형상변화, 구조물 및 sludge 등의 신호를

소거한 turbo mix 채널에서 신호평가를 수행하였다.

다. 실험결과 및 고찰

Fig. 3.5.6은 seal-extrusion형 과도 형상변화 시편의 균열 발생 전후 시점에서 검

사한 MRPC +Point 코일의 신호결과이다. 예상대로 균열이 없는 상태에서도 형상변

화 위치에서 큰 와전류신호가 유발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균열이 발생된 경우 형상

변화 신호와 균열신호가 합성되어 뚜렷한 결함 신호가 나타나지 않아 결함발생 전후

의 신호양상을 비교하지 않으면 균열의 발생유무를 쉽게 구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Fig. 3.5.7은 과확관형 과도 형상변화 시편의 균열 발생 전후 시점에서 검사한 신

호결과이다. 큰 형상변화로 인해 결함이 없는 초기 상태에서도 복잡한 형태의 신호 양

상을 보이고 있으며 결함이 발생된 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형상변화에 의해 큰 신호

를 보인 위치에서 일부 변화만이 감지될 뿐 뚜렷한 결함신호를 찾아 볼 수 없다.

Fig. 3.5.6. Changes in plus-point coil signal of seal-extrusion

specimen with ID crack evolution.

Fig. 3.5.7. Changes in plus-point coil signal of over-expansion

specimen with ID crack ev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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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seal-extrusion과 과확관 등 두 종류의 과도 형상변화 시편에 내면 균

열을 모사하여 제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였으며 큰 형상변화의 존재로 인해 결함

의 검출능이 저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관판 상부 돌출 확관 시편의 부식균열에 대한 평가결과 전열관 돌출 확관 부위

내면에는 축방향 균열뿐만 아니라 작은 원주방향 균열도 함께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돌출 확관에 의한 신호는 Fig. 3.5.8의 C-scan 결과와 같이 plus point 및 Ghent가

X-probe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Fig. 3.5.8. C-scan results of ECT signal from plus-point, Ghent and

X-probes for an ID crack in seal-extrusion specimen.

탐촉자별 과도 형상변화부위 균열 검출능에 대한 평가결과는 Table 3.5.2와 같다.

축방향 균열에 대한 S/N ratio(signal to noise ratio)는 plus point가 1.80, Ghent가

1.71 및 X-probe가 3.09로 나타났고, 원주방향 균열에 대한 S/N ratio는 plus point가

1.00, Ghent가 1.08 및 X-probe가 2.70으로 나타났다.

S/N ratio로 비교한 탐촉자별 검출능은 X-probe가 plus point 및 Ghent 보다 관

판 상부 돌출 확관 부위의 내면 축방향 균열에 대해서는 약 1.7 및 1.8배 뛰어나고, 내

면 원주방향 균열에 대한 검출능이 약 2.7배 및 2.5배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형상변화 위치에 존재하는 내면결함에 대하여 S/N ratio로 비교한 탐촉

자별 검출능은 X-probe > plus point ≈ Ghent 로 X-probe가 가장 뛰어난 것으로 평

가되었다. 한편, X-probe의 경우 내면 및 외면 결함에 대한 구분이 어려운 단점을 보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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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5.2 Detectivity of ECT probes for an ID crack in seal-extrusion

specimen.

ECT Probe Channel Signal(Vmax) Noise(Vmax) S/N ratio

Plus point
Axial 300 kHz 0.18 0.10 1.80

Circ. 300 kHz 0.10 0.10 1.00

Ghent
Axial 250 kHz 0.53 0.31 1.71

Circ. 250 kHz 0.27 0.25 1.08

X-probe
Axial turbo mix 0.71 0.23 3.09

Circ. turbo mix 0.27 0.10 2.70

라. 요약

과도 형상변화부위 균열 모사 제조기술 개발에서 제작한 관판 상부 돌출 확관 시

편의 내면 부식균열에 대해 plus point, Ghent 및 X-probe를 사용하여 균열결함 검출

능에 대한 비교평가를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형상변화 위치에 존재하는 내면결함에 대하여 S/N ratio로 비교한 탐촉

자별 검출능은 X-probe > plus point ≈ Ghent 로 X-probe가 가장 뛰어난 것으로 평

가되었다.

3. Deposit bridging 지역 결함제조 및 탐지기술 개발

가. 개요

Palo Verde-2 증기발생기에서 발생한 파단사고는 근접 전열관의 deposit

bridging 지역에서 성장한 외면 축방향 균열에 의한 것이었다. 국내에서도 근접 전

열관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deposit이 축적되는 eggcrate 위치에서 외면 축방

향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deposit bridging 지역에 외면 축

균열이 발생한 형상을 모사하고 이를 탐지하는 기법을 개발하고자 한다.

나. 실험방법

Deposit bridging 지역에서의 균열은 전열관 외면 직관부에 축방향 균열로 성



- 147 -

장한다. 균열을 생성시키고자 하는 부위를 제외한 지역을 masking한 다음 1,000 psi

의 내압을 가한 상태로 0.1M sodium tetrathionate 용액에 노출시켜 3 mm 길이의

축방향 균열을 생성시켰다. ECT 신호 평가 결과 약 60% 깊이의 단일 외면 균열이

생성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제조된 균열 전열관 주변에 12가지 형상으로 deposit을 부착시킨 다음 ECT

신호특성을 비교분석하여 최적 탐지기술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Deposit은 마그네타

이트를 glue와 혼합 압착한 다음 전열관 표면에 부착하였다. Deposit bridging 발생

하는 지역에 대한 ECT는 bobbin 탐촉자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본 시험에서도

bobbin 탐촉자를 사용하였으며, 단일 주파수 550, 300, 150 kHz에서의 평가와

550-150 kHz 신호 mixing 평가를 동시에 수행하였다.

다. 실험결과 및 고찰

Fig. 3.5.9는 deposit이 존재하는 영역에 축방향 균열이 발생한 Palo Verde 전

열관의 결함신호와 본 연구에서 모사 제조한 결함신호를 비교한 것이다. Bobbin 탐

촉자를 사용한 평가주파수에서의 Lissajous를 포함한 신호특성이 매우 유사하게 모

사되었음을 알 수 있다.

Fig. 3.5.10은 deposit이 없이 균열만 존재하는 표준시편(STD)과 deposit이 부

착되어 bridging된 12가지 형상의 시편에 대한 신호진폭 크기 자료이다. 평가에 사

용된 단일 주파수 550, 300, 150 kHz에서의 신호진폭은 표준시편을 기준으로 보았

을 때 deposit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deposit의 부착형상에 따라

균열크기가 과대, 과소평가됨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그러나 550-150 kHz 신호

mixing 평가기법을 사용한 경우는 표준시편의 신호와 비교하여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Fig. 3.5.11은 표준시편과 deposit이 부착되어 bridging된 12가지 형상의 시편

에 대한 신호위상 평가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단일 주파수를 사용할 경우, deposit의

영향으로 신호위상이 달라지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신호위상이 40° 보다 작게

되어 외면결함이 내면결함으로 오판될 가능성도 있음을 알 수 있다. 550-150 kHz

신호 mixing 평가기법을 사용한 경우는 12가지 시험조건에서 신호위상의 변화가 적

으며 일관되게 외면결함으로 평가될 수 있었다.

따라서 deposit bridging 지역의 균열탐지를 위하여 550-150 kHz 주파수

mixing에 의한 평가기법이 가장 바람직함을 도출할 수 있다. 이는 현장 평가시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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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활용가능한 방법이며, 신호진폭 및 위상특성 자료를 활용하여 결함평가에 대한

정밀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a) (b)

Fig. 3.5.9. Similarity between plant crack signal and laboratory-grown crack

signal (a) Crack signal from Palo Verde (b) Crack signal simulated

in this study.

0.0

0.2

0.4

0.6

0.8

1.0

1.2

1.4

1.6

1.8

S
T
D

B
D

0
1

B
D

0
2

B
D

0
3

B
D

0
4

B
D

0
5

B
D

0
6

B
D

0
7

B
D

0
8

B
D

0
9

B
D

1
0

B
D

1
1

B
D

1
2

시편번호

신
호

진
폭

, 
vo

lt

CH3-300kHz

0.0

0.5

1.0

1.5

2.0

2.5

3.0

S
T
D

B
D

0
1

B
D

0
2

B
D

0
3

B
D

0
4

B
D

0
5

B
D

0
6

B
D

0
7

B
D

0
8

B
D

0
9

B
D

1
0

B
D

1
1

B
D

1
2

시편번호

신
호

진
폭

, 
vo

lt

CH5-150kHz

0

0.1

0.2

0.3

0.4

0.5

0.6

S
TD

B
D

01

B
D

02

B
D

03

B
D

04

B
D

05

B
D

06

B
D

07

B
D

08

B
D

09

B
D

10

B
D

11

B
D

12

시편번호

신
호

진
폭

, 
vo

lt

P1-550-150kHz

0.0

0.1

0.2

0.3

0.4

0.5

0.6

0.7

S
T
D

B
D

0
1

B
D

0
2

B
D

0
3

B
D

0
4

B
D

0
5

B
D

0
6

B
D

0
7

B
D

0
8

B
D

0
9

B
D

1
0

B
D

1
1

B
D

1
2

시편번호

신
호

진
폭

, 
vo

lt

CH1-550kHz

Fig. 3.5.10. Effect of deposit on bobbin signal amplitude at various test

frequ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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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11. Effect of deposit on bobbin signal phase at various test frequencies.

4. 고속검사 탐촉자 검출능 비교 종합평가

가. 개요

매 주기 정비기간에 수행하는 증기발생기 와전류검사에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투자되고 있다. 특히 MRPC 검사는 X-probe에 비하여 수십 배의 검사 시간을 필요로

한다. Alloy 690을 전열관으로 채용한 증기발생기의 경우에는 마모결함을 제외하고는

부식결함 발생이 아직까지 보고되지 않고 있으므로 국내에서도 장주기 검사 및 고속

검사를 검토할 단계에 와 있다. 이를 위해서는 X-probe의 성능에 대한 검토가 다양한

환경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4가지 서로 다른 형태의 부식결함에 대한

검출능을 기존 탐촉자와 비교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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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실험방법

탐촉자의 결함 검출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전열관 내면 축균열(IDA, ID axial

crack), 외면 축균열(ODA, OD axial crack), 외면 원주균열(ODC, OD circumferential

crack) 및 입계부식(IGA, intergranular attack) 자연 결함 5종을 실험실적으로 제조하

였다. 자연 결함의 제조에 사용된 전열관은 Alloy 600 HTMA 재질이었으며, 전열관

의 noise level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동일한 Heat Number의 전열관을 사용하

였다. 본 연구팀에서는 전열관에서 발생하는 각종 결함에 대한 정밀 제조 기술을 국내

최초로 확보한 바 있다. 이에 대한 연구 내용은 참고문헌[43]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실험에 사용된 자연결함 시편은 상기 참고문헌에 기록된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제조

하였다. 모든 결함은 전열관의 직관부에 제조하였다.

와전류 검사장비는 MIZ-70 및 TC-7700 system을 사용하였으며, 보정 표준 시

험관은 EDM notch standard 및 X-probe standard를 사용하였다. 검사는 탐촉자를

전열관 내부로 삽입한 후, plus point는 600 rpm으로 회전시키면서 0.2 inch/sec 속도

로 인출하면서 수행하였고, bobbin 및 X-probe는 탐촉자를 회전시키지 않고 12

inch/sec 속도로 인출하면서 수행하였다.

Plus point는 EDM notch standard를 사용하여 신호보정을 수행하고 검사주파수

300 kHz에서 신호평가를 수행하였으며, X-probe는 X-probe standard를 사용하여 신

호보정을 수행하고, 300 kHz 채널에서 신호평가를 수행하였다.

다. 실험결과 및 고찰

자연 결함을 제조하는데 사용된 전열관의 noise level을 먼저 측정하였다. 300

kHz의 주파수에서 Vmx로 측정된 noise level 값은 bobbin 0.10 Volt, plus point 0.07

Volt, X-probe 0.12 Volt였다. 이 값은 각 결함의 S/N ratio를 계산하는데 활용되었다.

외면 및 내면 균열결함과 입계부식 결함에 대한 와전류검사 결과를 Table 3.5.3

에 요약하였다. 검출되는 결함의 진폭 값은 탐촉자 종류에 따른 검출능 비교의 척도로

사용할 수 없다. 탐촉자별로 신호보정시 설정하는 기준 값이 다르고, 이에 따라서 검

출되는 결함의 진폭 값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다만 동일 탐촉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

다. S/N ratio는 개별 탐촉자가 지시하는 결함 신호의 진폭 값을 잡음 신호의 진폭 값

으로 나눈 것이다. 즉, 결함이 존재하는 주변 환경의 잡음 속에서 결함 신호를 얼마나



- 151 -

선명하게 보여 줄 수 있는지 알려주는 척도가 된다. 따라서 S/N ratio를 탐촉자별 검

출능을 비교하는 기준으로 삼았다.

S/N ratio를 기준으로 평가하였을 때, 시험에 사용된 세 가지 형태의 모든 균열결

함에 대하여 bobbin의 검출능이 가장 낮았으며, X-probe는 plus point와 동등 이상의

검출성능을 나타내었다. 입계부식 결함의 경우는 plus point의 검출능이 가장 낮았으

며, bobbin, X-probe의 순서로 검출능이 현저히 증가하였다. 각 결함의 종류별로 각

탐촉자의 신호 특성을 Fig. 3.5.12∼15에 나타내었다.

여기서 반드시 유념해야할 부분은 평가에 사용된 결함들은 모두 직관부에 위치

하는 상태라는 점이다. X-probe의 경우 전열관 내면과 비접촉식이므로, 확관천이부와

같은 형상 변화가 큰 지역에 결함이 존재할 경우 검출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 따

라서 확관부 및 dent 등을 포함한 형상변화 위치에서의 결함 검출능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또한 마모 결함에 대한 평가도 추가로 수행함으로써 모든 결함종류 및 결함

발생 위치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Table 3.5.3. Comparison of signal to noise ratio according to probe types

Defect

Type
Depth

Bobbin MRPC Plus Point X-probe

Volts S/N Volts S/N Volts S/N

IDA
40% 0.19 1.09 0.19 2.71 0.31 2.58

60% 0.50 5.00 0.43 6.14 0.91 7.58

ODA 70% 0.23 2.30 0.15 2.14 0.46 3.83

ODC 60% 0.08 0.80 0.08 1.14 0.14 1.17

IGA 40% 0.45 4.50 0.20 2.86 0.72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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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3.5.12 Signals from ID axial crack (a) bobbin (b) plus point and

(c) X-pro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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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3.5.13 Signals from OD axial crack (a) bobbin (b) plus point and (c)

X-pro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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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3.5.14 Signals from OD circumferential crack (a) bobbin (b) plus point

and (c) X-pro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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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3.5.15 Signals from intergranular attack (a) bobbin (b) plus point and

(c) X-pro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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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목표 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제 1 절 연구개발 목표의 달성도

1. 1차년도

세부연구목표

(평가 착안점)
주요 연구개발 실적

연구목표
달성도

(%)

손상 구조 / 환경 모사 및
최적 진단기술 개발

-관판상단 확관부 슬러지
침적 모사기술개발(기술요
소 2종 이상)

-확관형상/틈새 분포, 크기
동시측정 기술개발(진단
신기술 1종 이상)

ㆍ관판 상단 확관부 슬러지 침적 모사를 위
한 확관부 균열, 모사 슬러지 제작 2종의
기술요소 개발완료

ㆍ확관형상과 틈새의 3차원 분포 및 깊이
동시진단 신기술 1종 최초개발(틈새깊이
측정오차 ± 1 mm 이내) ; 확관공정 최적
화 및 품질관리, 가동 전 제작검사 및 기
준데이터 확보에 활용 가능

100

형상변화/결함관계 정밀
진단 기술개발

-형상/결함 3차원 해석을
위한 신형 ECT 탐촉자 2
종 최적화

-형상변화 정량화를 위한
신호 보정/필터링 기법 개
발(정밀도 ±0.1 mm이상)

ㆍ검사코일, 검사주파수, 중심지지체 간격,
회전진동 억제구조 등 구성요소 및 구조
설계를 최적화한 신형 ECT 탐촉자 2종
제작완료(미 Zetec 공동협력)

ㆍ와전류 신호크기를 반경치수로 변환하기
위한 보정곡선 도출절차 확립; 레이저 측
정 방법과 대등한 측정 정밀도
(±0.04mm) 보유 검증완료

100

구조/환경 손상 영향인자
평가, 제어인자 도출

-원주균열/덴트/확관/환경
조건 상관 관계해석(결함
발생관 10개 이상)

-관판재료부식-틈새환경 영
향인자 평가(2개조건이상)

ㆍ2개 표준원전의 내면 및 외면 원주 균열
발생관(12개) 대상, 확관천이부의 높이변
화에 따른 틈새분포/덴트발생위치/내-외
면 원주균열발생 상관관계 해석완료

ㆍ관판재료는 전열관과의 접촉에 의하여 양
극으로 작용하며, 이때의 부식속도는 접
촉면적비 1:1일 경우를 기준으로 3~5배
증가함을 확인

100

결함 유형/크기별 안전성
해석 및 평가

-직관부 결함유형/크기별
안전성평가(5개조건 이상)

ㆍ다양한 크기의 축 및 원주방향균열이 내
재된 자연결함 시편(42개)을 제작, 수압시
험을 수행하여 누설에 대한 구조건전성
평가자료 생산

100

신 손상유형 예측/대처 기
술개발

-전열관 swelling 현상 모사
기술개발(3개조건 이상)

ㆍ최외곽 위치 전열관들의 반경이 증가하는
현상(swelling)에 대한 원인 규명을 위해
이물질에 의한 연속적인 충돌상황을 모사
할 수 있는 시험 장치를 설계 제작, 3개
실험조건에서 재현 실험을 수행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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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연구목표

(평가 착안점)
주요 연구개발 실적

연구목표
달성도

(%)

손상 구조 / 환경 모사 및
최적 진단기술 개발

-확관부 틈새/덴트 모사기
술개발(3종 이상)

-Deposit 분포/두께 측정기
술개발(두께변화 시편 3종
이상, ±10 mils)

ㆍ확관부 틈새/덴트 손상구조 모사기술 개
발성공 ; 과확관 등 4종의 확관형상 및
틈새를 갖는 조건에 덴트를 부가 형성,
가동원전 실제 손상구조 완벽하게 모사

ㆍ가동 중 검사신호를 이용한 deposit 분포
/두께측정 요소기술 확보, 표준시편 4종
제작, 정밀도 ±6 mils (0.15 mm) 달성

100

형상변화/결함관계 정밀
진단 기술개발

-신형탐촉자 성능평가, 신
호평가 프로그램 개발
(1종 이상)

ㆍ국내원전 제작중 추락사고 증기발생기
건전성 평가에 신형 탐촉자 및 신호평가
프로그램을 적용; 0.01 mm 수준의 측정
정밀도 보유입증, 제작/운영/안전규제기
관 성능 우수성 인정, 추락사고 증기발
생기의 사용 인허가 취득에 결정적 기
여자료 제공 성과달성

ㆍ국내 가동원전 최초로 발생한 관지지대
위치 외면 균열관에 적용, 발생원인규명

100

구조/환경 손상 영향인자
평가, 제어인자 도출

-관판상단 재료부식/전열
관 형상변화 모사 및 관판
재료부식-틈새환경 영향
인자 평가

-SG 모델별 구조물재료/설
계 대비 마모특성 분석

-반진동구조물 지지형상 대
응 열수력 특성 해석

ㆍ관판재료 부식에 의한 전열관 형상변화
모사 성공

ㆍ관판 틈새 환경에서 chloride/ sulfate의
몰비, sulfate, phosphate에 따른 부식거
동 평가자료 생산

ㆍ증기발생기 모델별 마모손상 전열관 관
막음 추이 및 구조적 특징과의 연관관계
분석, 자료 생산

ㆍ기존 반진동구조의 진동변위 결과분석,
FIV 실증시험장치 설계 보완사항 도출

100

결함 유형/크기별 안전성
해석 및 평가

-구조물/형상변화/균열 복
합 손상 mock- up 제조
기술 개발(3종 이상)

-손상 민감부 잔류응력/안전
성 해석기법 개발(1종이상)

-마모손상 전열관의 절단유
무 판별기법 개발

ㆍ복합 손상구조(관판, 확관천이부, 원주균
열 내재) mock-up 제작기술 개발 성공 ;
실제 원전의 균열신호와 동일함을 확인,
5종 제작완료

ㆍ손상 민감부 형상정보 기반 안전성 해석
기법 1종 도출, 균열예측 가능성 확인

ㆍ근접도 측정을 통한 마모가속 전열관의
관통 및 절단 대응 구조적 안전성 평가
방법 도출

100

신 손상유형 예측/대처 기
술개발

-전열관 swelling 발생기구
규명

-과도형상변화부위 균열 모
사제조기술개발(5종이상)

ㆍ이물질 연속 충돌 실험에 의한 전열관
swelling 현상 모사 재현 성공 및
fatigue ratcheting에 의한 발생 기구
제안

ㆍ과도 형상변화부(관판상부 과확관 및 돌
출확관)에 내면 원주균열 제작기술 개발
완료 ; 과확관 2종, 돌출확관 3종 제작

100

2. 2차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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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연구목표

(평가 착안점)
주요 연구개발 실적

연구목표
달성도

(%)

손상 구조 / 환경 모사 및
최적 진단기술 개발

-근접부 deposit bridging
모사 기술 개발(2종 이상)

ㆍOPR-1000 SG 곡관부(R= 279.4 mm) 및
직관부 전열관의 근접거리에 따른
Bobbin/MRPC 신호 상관관계 도출 완료

ㆍ근접부 deposit bridging 구조 모사시편
2종 제작 ; 실제 미국 원전 파단사고 발
생 인접 전열관의 구조와 동일하게 모사
되었음을 확인

100

형상변화/결함관계 정밀진
단 기술개발

-신형 탐촉자 및 신호평가
통합 프로그램 제작(탐촉
자 2종, 프로그램1종)

ㆍ상부 관지지대 위치에서 균열이 추가
로 발생한 표준형 가동원전 증기발생
기에 적용, 검출능 및 형상특성 정밀분
석 결과 공개

ㆍ미국 Zetec사에서 개발중인 상용
Eddynet Suite(Windows version)에 신
형 탐촉자 전용 신호 평가 프로그램을
통합 탑재키로 합의 ; Zetec사에 프로그
램 구현 절차 요구서 작성 제공, 베타버
전 1종 제작 완료

100

구조/환경 손상 영향인자
평가, 제어인자 도출

-관판재료부식-틈새환경제
어인자 평가

-반진동구조물 위치/간격
변화 대응 열수력 해석

ㆍ관판재료의 틈새 부식 및 전열관 덴트
방지를 위하여 관판 상단에 Alloy 690
등의 재료로 클래딩 하는 방안 제시함.

ㆍ개량형 AVS 단위구조물(대각선형
eggcrate/BW/HB) 설계 제작완료, 마모
집중발생영역(R34-41,C71-77)대상, 물/공
기 2상 유동유발조건에서 시험자료 생산

100

결함 유형/크기별 안전성
해석 및 평가

-복합손상 mock-up이용 결
함평가 정밀도 분석 및 영
향인자해석

-손상 민감부 잔류응력 실
측 및 신뢰도 평가 (3개
조건 이상)

ㆍ관판상부 외면 결함 내재 mock-up 제작
시편을 활용, sludge 및 금속 이물질이
외면에 존재하는 경우 검사 코일별 신호
특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결함평가 정
밀도 향상을 위한 핵심 근거자료 구축

ㆍ표준형 원전의 alloy 600 보관재료
(archive tube)를 포함한 3종의 전열관
시편을 사용, 직관화 교정에 의해 유발
된 외면 원주방향 잔류응력 크기를 axial
split method로 측정 ; 과도한 직관화
공정에 의해 큰 인장 잔류응력이 유발
되는 실측결과를 얻음

100

신 손상유형 예측/대처 기
술개발

-과도 형상변화 부위 균열
탐지기술 개발(2개 유형조
건 이상)

ㆍSwelling 현상의 ratcheting 제안기구 타
당성 검증을 위한 재현시편의 조직변화
특성 분석완료

ㆍ확관 이형부(seal-extrusion)에 내면 균열
이 발생된 모사 시편 제작완료, 와전류
코일별 결함신호특성 비교분석자료 생산

100

3. 3차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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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연구목표

(평가 착안점)
주요 연구개발 실적

연구목표
달성도

(%)

손상 구조 / 환경 모사 및
최적 진단기술 개발

-전열관 근접부 deposit
bridging 탐지기술 개발
(신기술 1종 이상)

ㆍ바빈 탐촉자의 전열관 근접신호와
deposit축적신호의 상쇄효과 최초 증명

ㆍMRPC 탐촉자에 의한 bridging 형상 모
사 재현 성공, 탐지기법 도출 및 적용성
검증완료

100

형상변화/결함관계 정밀
진단 기술개발

-신형 탐촉자 가동원전 시
범적용성능 데이터 분석
(2개 상용 원전 대상)

ㆍ국내 3개의 표준형 원전 및 1개의 WH
형 원전 증기발생기에 신형 탐촉자를 시
범적용하여 얻은 성능 데이터 분석완료

ㆍ기존 검사기술로 확인 불가능한 새로운
손상유발 요인을 진단할 수 있는 혁신
적 기능과 성능 우수성 확인, 전열관 및
증기발생기 제작 품질관리, 규제 및 손
상 관리 방안 수립 등 다양한 용도의
활용성을 검증

100

구조/환경 손상 영향인자
평가, 제어인자 도출

-관판 재료부식 영향인자
최적 제어기술 확립 (신기
술 1종 이상)

-FDP 적용후 마모/Sludge
분포/Deposit 거동 분석
(4주기 가동후 자료 분석)

ㆍAlloy 690 cladding으로 관판 틈새환경
에서 denting를 원천 방지할 수 있는
dent-free 관판재료기술을 국내외 최초
로 제안, pH2~12 조건에서 성능 검증

ㆍ유량 분배판(FDP)이 적용된 표준형 원전
증기발생기의 4주기 현장 가동 중 검사
결과를 분석, FDP 설치는 중앙공동부 마
모손상 완화에 매우 유효한 것으로 평가
됨

100

결함 유형/크기별 안전성
해석 및 평가

-관지지대(Eggcrate) 위치
외면 축방향 균열 제조 및
탐지기술 개발 (길이 3~5
mm, 깊이 30~100%, 5종
이상)

ㆍ외면 축방향 균열 전열관 시편 6종 제작,
실제 균열과 동일한 신호특성을 확인

ㆍ중간 주파수 채널과 믹싱프로세스 채널
신호의 동시 평가를 통해 검출능을 향
상시킬 수 있는 평가기법 도출하고 기
존 현장 신호평가 지침서의 개정을 제안

ㆍ울진 3, 4호기 가동 중 검사 및 손상완
화대책 수립에 활용

100

신 손상유형 예측/대처 기
술개발

-Deposit bridging 지역 결
함제조 및 탐지기술 개발
(길이 5~10 mm, 2개 조건
이상)

ㆍ전열관 외면에 축균열을 제조한 후
deposit을 부착, deposit bridging 지역에
서 발생한 균열 모사시편 제작 성공

ㆍDeposit 형상(두께, 면적, 위치)이 균열검
출에 가장 큰 영향 요인임을 확인

ㆍ550-150 kHz 주파수 mixing에 의한 평
가기법이 deposit bridging 지역 균열탐
지에 가장 바람직함을 도출

100

4. 4차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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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연구목표

(평가 착안점)
주요 연구개발 실적

연구목표
달성도

(%)

손상 구조 / 환경 모사 및
최적 진단기술 개발

-결함 유사신호 모사 및 판
별 기술개발 (3종 이상)

-Deposit 정량화 핵심기술
개발(높이 측정오차 ±0.1“
이내)

ㆍBulge, 균열 및 체적성 결함 시편을 제
작, 결함 유사신호 및 균열, 체적결함을
판별할 수 있는 신호평가 기법개발 완료

ㆍ신호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슬러지 위치
에서 검출능 향상을 위한 주파수 합성
기법 개발

ㆍ확관 상태가 관판상단 슬러지 높이 측정
에 오차유발 확인, 과확관 존재시 슬러
지 높이가 과소 평가됨을 확인, 개선된
평가기법 개발 완료 (측정오차 ±1 mm
이내)

100

형상변화/결함관계 정밀
진단 기술개발

-신형탐촉자 원전적용 기술
요건 확립 (HW/SW/성능
DB구축)

ㆍKEDO 장기보관 증기발생기 건전성 평
가에 적용, 미국 GINNA원전 시범적용
및 우수한 성능결과 국제학회 발표 등
국내외 가동원전 적용을 위한 기술인증
및 요건확립

ㆍ울진 4호기 관지지대 위치 축균열 대량
손상관련 가속원인 진단자료 제공,

원인 규명에 결정적인 기술적 증거로
활용되어 성능의 우수성 검증 및 현안해
결 직접 지원

100

결함 유형/크기별 안전성
해석 및 평가

-전열관 제조시 ECT신호 노
이즈 유발요인 분석 및 결
함 검출능에 미치는 영향
평가 (2개 조건 이상)

ㆍ전열관 제조시 도입되는 형상변화가 노
이즈 유발 원인임을 규명

ㆍ노이즈 발생에 따른 초기결함 검출능 저
하 확인

ㆍ미세결함 신호와 노이즈의 합성 기법 개
발 및 이를 이용한 검출능 저하효과 평
가기술 개발

100

신 손상유형 예측/대처 기
술개발

-고속검사 탐촉자 검출능
비교종합 평가 (결함유형
3종, 깊이 <50%)

ㆍ외면 축균열, 외면 원주균열, 내면 축균
열, 입계부식 결함 시편을 제작, 기존 검
사기술 대비 다중코일형 고속검사 탐촉
자(X-Probe) 성능을 비교 종합분석

ㆍ균열결함에 대한 검출능은 MRPC와 동
등 이상, 체적성 결함(IGA 등)에 대한
검출능은 3배 이상 우수함을 확인

100

5. 5차년도



- 161 -

제 2 절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1. 원자력 안전성 제고 기여

국내 제작 및 가동원전 증기발생기의 주요 손상현안에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혁신 기술들을 적용하여 손상 원인규명, 안전규제/운영관리/검사 강화요건 및 기준 설

정 등의 상세정보를 제공함으로서 원전의 가동 안전성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

다.

2. 산업 파급효과 및 인프라 구축에 기여

가. 산업 파급효과

주요 개발 기술들이 원전 제작, 운영, 규제 기관 등 산업계에 실질적으로 적용되

어 활용되는 성과를 달성 하였으며, 향후 개발기술의 응용 및 활용 체계화, 제품 및 기

술의 상용화, 기술이전 등의 성과확산 노력을 통해 기술파급 효과의 지속적인 확대가

기대된다.

나. 국내 인프라 구축

주요 개발 기술들의 혁신적 기능, 성능의 우수성, 활용성 등을 국내 원자력 관련

산학연 기관에 홍보하고 핵심 기술정보를 국내 원전 및 관련 산업계가 공유함으로서

관련 전문분야 연구 및 기술 인력 간의 인프라 구축에 기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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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기술내용 업체명 기간 비고

영광원전 원주균열 발생관 대

상 신형탐촉자 시범적용,진단

자료 제공

원자력안전기술원 2007. 01 기술지도

울진원전 원주균열발생관 대

상 신형 탐촉자 시범적용, 진

단자료 제공

원자력안전기술원 2007. 02 기술지도

와전류 자동평가SW 개발용

손상 mock-up 제작 및 제공

(총 24개)

성균관대 2007. 06 기술이전

한수원SGMP Peer Review

Group 에 현장 이상 지시신

호 분석결과 제공

한수원, 전력연구원 2007. 07 기술평가

신형탐촉자 최적화를 위한 시

제품 설계도면 제공
미국 Zetec Inc. 2007. 08 기술이전

관판상단 슬러지 침적상태 및

진단기술 상세 지도
한수원, 영광2발 2007. 09 기술지도

한수원SGMP Peer Review

Group 에 검사주파수 변경

및 최적화 제안

한수원, 전력연구원 2007. 09 기술평가

신형탐촉자 최적화 시제품 설

계 도면 제공
미국 Zetec Inc. 2007. 10 기술이전

신형탐촉자 기술사항과 시범

적용 성능 결과자료 제공
한수원, 영광본부 2007. 12 기술지도

신고리 제작중 사고 증기발생

기 현안 대응 정밀형상검사

적용성 검토 및 검사범위 선

정 지원

원자력안전기술원 2007. 12 기술지도

신고리 사고 증기발생기 정밀

형상검사를 위한 가동원전 적

용 결과 자료 제공

두산중공업, SG사고

대책 TFT
2007. 12 기술지도

신고리 사고 증기발생기 전열

관 정밀 형상검사를 위한 신

형탐촉자 신호수집 방법 및

신호평가 절차 제공

두산중공업, 비파괴

검사부
2008. 05 기술이전

3. 산업 기술지원

기술 이전, 지도 및 평가 등 국내 산학연 원자력 관련 기관에 기술지원을 실시하

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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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사고 증기발생기 형상

변화 유발요인 해석 및 보수

대상관 권고

두산중공업

품질관리/설계/검사부,

한수원 품질검사팀

2008. 06 기술지도

신고리 사고 증기발생기 예방

관막음 우선 대상관 순위자료

제공

원자력안전기술원 2008. 06 기술지도

신형 탐촉자 전용 평가 프로

그램의 기본 구성과 기능 관

련 세부사항

미국 Zetec, Inc 2008. 07 기술이전

고리원전 확관부 전열관 손

상유형 및 원인 분석자료
한수원, 고리본부 2008. 07 기술지도

울진원전 관지지판내 축균열

발생관 대상 신형탐촉자 시범

적용, 진단자료 제공

원자력 안전기술원 2008. 07 기술지도

증기발생기 2차측 산화물의

분포/두께 측정에 필요한 요

소기술 및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한수원, 발전기술원 2008. 10 기술지도

와전류 자동평가SW 개발용

손상 mock-up 시편의 파괴검

사 결과(균열 길이/깊이)

성균관대 2009. 03 기술지도

탐촉자 코일의 임피던스 재현

성 제조품질 평가자료
미국 Zetec Inc 2009. 03 기술지도

울진원전 관지지판내 축균열

발생관 대상 신형탐촉자 시범

적용, 결함발생 원인규명 및

검출능 평가자료 제공

원자력안전기술원 2009. 04 기술지도

전열관 초음파 검사기술 개발

용 미소균열 내재 시편 3종

제공

UMI 2009. 06 기술지도

신형탐촉자 신호평가 통합 프

로그램 구현 절차서 제공
미국 Zetec Inc 2009. 09 기술이전

울진원전 관판상부 체적성 지

시신호 평가 정밀도 분석결과

제공

원자력안전기술원 2009. 09 기술지도

원전의 가동 중 검사 이상신

호 분석기술
원자력안전기술원 2010. 10 기술지도

표준형 원전 증기발생기 축방

향 균열 발생원인 분석기술
원자력안전기술원 2010. 10 기술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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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원전 검사관련 현안 개선

기술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
2010. 11 기술지도

형상/결함 동시진단용 탐촉자

(D-Probe) 및 신호평가 소프트

웨어 적용성능 소개 및 시연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
2010. 11 기술지도

미국 가동원전 D-Probe 시범

적용 기술지원

미국 GINNA원전/

WEC, Zetec 사
2011. 5 기술평가

D-Probe 신호평가 소프트웨어

수정사항 도출
미국 Zetec 사 2011. 7 기술평가

장기보관 KEDO 증기발생기

전열관 건전성 평가 기술지원
한수원 본사 설비처 2011. 5~12 기술지도

울진 4호기 전열관 손상 유발

원인 정밀진단 및 해석 결과
한수원 중앙연구원 2011. 11 기술지도

울진 4호기 전열관 손상 유발

원인 정밀진단 및 해석 결과
한수원 울진 2발전소 2011. 12 기술지도

4. 원천기술 확보

개발된 국내 고유의 핵심기술에 대한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특허 및 프로그램

등의 지적 재산권을 출원하였으며 등록 현황은 다음과 같다.

구분 명칭 국명 출원/등록일 출원/등록번호 발명자

발명

특허

압력압력용기 관통노즐의 설치

각 측정장치 및 방법
한국

20080123 10-2008-0007164
최명식 외

20091106 0926869

열교환기의 전열관 상태 검출

장치 및 그 방법
프랑스

20051130 05 12127
이덕현 외

20091002 05 12127

열교환기의 전열관 상태 검출

장치 및 그 방법
미국

20051101 11/264597
이덕현 외

20070710 7,242,201

프로

그램

원자력발전소 증기발생기 전열

관 3차원 형상분석 프로그램
한국 20080923 200801129004743 김경모 외

증기발생기 전열관 비파괴검사

데이터 분석 툴
한국 20081203 200801129007176 김경모 외

와전류 신호 데이터 변환용 툴,

MIZ-Converter v1.0
한국 20091229 200901129010027 김경모 외

신호 위상 및 진폭 분석용 툴,

Polar Bar-Charter v1.0
한국 20101217 201001122008188 김경모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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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결과 활용분야별 계획 및 추진방안

▪손상구조/환경

모사 및 최적

진단기술

▪ 규제/운영 분야

- OPR 1000 덴트/원주 균열 관리

- Deposit 집중부 균열 민감도 기준 관리, 가동율 향상

- Deposit/균열 민감부 파단사고 예방/감시

▪ 증기발생기 제작 분야

- 관판상단 확관 공정 최적화

▪ 검사/관리 분야

- 관판상단 확관/틈새/균열 발생 해석

- 비파괴 검사기술 신뢰성 향상 연구 (와전류 자동

평가 프로그램 개발 등) 에 손상모사시편 제공

- 2차측 deposit 진단 기술 자료 제공 (한수원 등)

- 검사 범위 및 주기 최적화 근거 자료 제공

▪형상변화/결함

관계 정밀 진단

기술

(신형 탐촉자 및

평가 프로그램)

▪ 원천기술 분야

- 신형 탐촉자 지재권/기술이전/해외수출

- 공동협력 상용화 추진 (미국 Zetec사)

▪ 규제/보수/제작분야

- 형상/ 결함 동시 탐지 및 가동 전․중 및 제작검사

- 제작 요건 최적화

- 제작 증기발생기 품질 검증기술로 적용 (두산중,

한수원, 한국전력기술, 안전기술원)

▪ 검사/운영 분야

- 형상변화/결함 동시 측정, 3차원 해석 및 정량화

- 손상 원인규명 및 검사 신뢰도 확보

- 가동원전에 시범 적용, 손상유형 발생원인 규명,

관리/규제 기술 및 방안 제공

제 5 장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계획

본 과제에서 얻은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 분야별 계획 및 추진방안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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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환경 손상

영향 인자 평가,

제어인자 도출

▪ 규제/관리 분야

- OPR 1000 원주균열 손상현안 제어, 예방보수 기준

설정 및 규제근거 제공

- Lock-bar 마모 손상 관막음관의 안전성 증진

▪ 원천기술/제작 분야

- 현용 및 미래 고신뢰도 증기발생기 설계 반영

▪ 보수/관리 분야

- 가동원전 슬러지 제거를 위한 화학세정 전후 상태

진단용 핵심기술 제공

- 관막음 전열관의 건전성 감시기술 제공

▪ 연구 분야

- 원전 수출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전략과제(SG 전열관

국산화, 고신뢰도 SG 개발 등) 산업체와 공동 추진

▪결함

유형/크기별

안전성 해석 및

평가

▪ 규제/운영 분야

- OPR 1000 형상/결함 발생 예측 원천기술, 규제근거,

관리 기준 설정

▪ 관리/보수 분야

- 손상 전열관 발관 및 정밀검사 계획 수립자료 제공

- SGMP 절차요건 개선용 핵심자료 제공

▪ 검사 분야

- 손상 취약부 결함 평가 신뢰성 향상

- 현장 가동 중 검사 정밀도 향상 및 평가 기술 지침서

(ETSS) 개정용 핵심자료 제공

▪신 손상유형

예측/ 대처

기술개발

▪ 운영/규제 분야

- 장기가동 원전 신규 손상 및 특정 부위 손상

발생예측/대처, 규제 근거

- 잔류물질 안전성 평가 및 신규 손상유형 예측

▪ 검사 분야

- 신 검사기술의 성능 비교 및 적용성 평가 근거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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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 Pressurized Water Reactor Steam Generator Examination Guidelines :

Revision 7, Requirements, EPRI, Palo Alto, CA:2007. 1013706

∙ Lead(Pb) Chemistry in Pressurized Water Reactor Secondary Systems:

Literature Review, EPRI, Palo Alto, CA:2005, 1011773

∙ PWR Steam Generator Secondary-Side IGA/SCC: Correlations with Deposit

Lead and Phosphate History. EPRI, Palo Alto, CA:2005, 1012097

∙ Proceedings : 26th Annual EPRI Steam Generator NDE Workshop, Big Sky,

Montana, 2007

∙ Proceedings : 27th Annual EPRI Steam Generator NDE Workshop, Palm

Desert, CA, 2008

∙ Proceedings : 28th Annual EPRI Steam Generator NDE Workshop, National

Harbor, Maryland, 2009

∙ Proceedings : 29th Annual EPRI Steam Generator NDE Workshop, Vail,

Colorado, 2010

∙ Proceedings : 30th Annual EPRI Steam Generator NDE Workshop, Seattle.

WA, 2011

∙ Proceedings : ICG-EAC 2007 Annual Meeting, Taroko National Park, Taiwan,

2007

∙ Proceedings : ICG-EAC 2008 Annual Meeting, Bastad, Sweden, 2008

∙ Proceedings : ICG-EAC 2009 Annual Meeting, Boston, USA, 2009

∙ Proceedings : Fontevraud 6, France, 2006

∙ Proceedings : 13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nvironmental Degradation of

Materials in Nuclear Power Systems, Whistler, Canada, 2007

∙ Proceedings : International Conference on Water Chemistry of Nuclear Power

Systems, Jeju Island, Korea, 2006

∙ Proceedings : International Conference on Water Chemistry of Nuclear Power

Systems, Berlin, Germany, 2008

∙ Proceedings : 2009 ANS Fall Meeting

∙ Life Beyond 60 Workshop Summary Report, 2008.

∙ Light Water Reactor Sustainability Program Plan, DOE, 2008.



- 168 -

∙ Proactive Management of Materials Degradation – A Review of Principles

and Programs, Pacific Northwest National Laboratory, 2008.

∙ US-NRC Report, Resolution of Generic Safety Issue 188: Steam Generator

Tube Leaks or Ruptures Concurrent with Containment Bypass from Main

Steam Line or Feedwater Line Breaches, NUREG-1919, 2009.

∙ Technical Report, PLANT Life Management for Long Term Operation of Light

Water Reactors, IAEA. 2006.

∙ JRC Technical Report, Risk Informed Support of Decision Making in Nuclear

Power Plant Emergency Zoning, European Commission, DG JRC, 2008.

∙ Research Report, Decontamination Techniques for Activity Removal in Nuclear

Environments, No. VTT-R-00299-08, 2008.

∙ Proceedings : Review of Progress in Quantitative NDE , 2008.

∙ Chemistry Programme for Water Cooled Nuclear Power Plants, IAEA, 2008.

∙ GEN-IV, 2008 Annual Report, 2008.

∙ Proceedings : ANDE 2007, Bexco, Korea, 2007

∙ Proceedings : Westinghouse and Brooks 2007 Steam Generator Workshop,

Meza, Arizona, USA, 2007

∙ Proceedings : 2007 Zetec NDE Technical Symposium, China, 2007

∙ Proceedings : 2008 Zetec NDE Technical Symposium, Paris, France, 2008

∙ Proceedings : WH-KPS Nuclear Technology Seminar, Busan, 2008

∙ Proceedings : WH-KPS Nuclear Technology Seminar, Busan, 2009

∙ Proceedings : WH-KPS Nuclear Technology Seminar, Busan,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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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명 제작사 과제정보 장비설명

전열관

와전류

검사 장비

MIZ-70,

TC-7700

(미, Zetec)

원자력

기술개발

사업

특징 : 원전 증기발생기 전열관 결함 비파괴

와전류 검사에 사용. 원격 신호수집 모듈,

탐촉자 구동유닛, 신호평가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 Bobbin, MRPC, X-Probe, D-Probe 사용

가능. 다중주파수 신호채널 동시 신호수집

활용분야 : 증기발생기 전열관의 결함 및 손상

구조/환경 비파괴 분석

레이저

형상측정

장비

LP-2000

(미, LTC)

원자력

기술개발

사업

특징 : 내삽형 레이저 Probe를 사용하여 전열관

내경변화를 3차원 정밀측정. 정밀도 ±0.04 mm.

활용분야: 증기발생기 전열관 형상변화 3차원

정밀측정

전열관

수압식

확관기

ES 675

(미,Haskell)

원자력

기술개발

사업

특징 : 관판에 전열관을 수압 확관하기 위해

사용. 초고압 발생장치 및 확관용 치구로 구성.

최대 압력 50,000 psig.

활용분야 : 전열관 확관부 모사 시편 및

비정상적 확관 모사시편 제작

결함

측정용

입체현미경

SZX7

(올림푸스)

원자력

기술개발

사업

특징 : 전열관 결함 크기 측정 및 촬영을 위한

표면 관찰용 입체 현미경. 배율 5배~20배

활용분야 : 전열관 외면 균열 및 체적성 결함의

실제 크기 측정 및 사진촬영

음향방출

감시시험

장치

DISP-4

(미, PAC)

원자력

기술개발

사업

특징 : 전열관에 균열이 생성 또는 성장할 때

유발되는 Acoustic Emission 신호를 측정하여

균열의 발전 상태를 감시. 4채널 신호 동시

측정. PC로 AE신호 연속기록 가능.

활용분야 : 전열관 제작균열의 크기 조절, 감시

변형율

가변

시험장치

CERT-2000

(일, 도신)

원자력

기술개발

사업

특징 : 원전의 고온 고압수 부식조건을

모사하여 전열관 시편에 인장응력을 가하여

균열을 발생시킴. 최대 조건 370℃/3,000 psi.

재질 Hastelloy-C

활용분야 : 전열관 시편의 원전환경 모사

분위기하에서 균열 제작, 저항성 평가

진공

열처리로

SPLIT-HVT

(영국,

Carbolite)

원자력

기술개발

사업

특징 : 관상의 진공챔버, 가열로 및 확산펌프로

구성. 최대온도 800℃. 진공도 10
-5

torr.

활용분야 : 전열관 시편의 열처리

티타늄

압력용기

BC-2-Ti

(미, AE)

원자력

기술개발

사업

특징 : 원전의 틈새 부식조건에서 전열관 및

관판재료의 부식시험

활용분야 : 관판상단 틈새 부식환경 평가

제 7 장 연구시설ㆍ장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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