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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A steam generator tubing is one of the main pressure boundary of the reactor coolant system in the nuclear power plants. 
Structural integrity refers to maintaining adequate margins against failure of the tubing. Burst pressure of a tube at tube support plate can 
be higher than that for a free-span tube because failure behaviors could be interfered from the tube support plate. Alternative repair 
criteria for out-diameter stress corrosion cracking indications in tubes to the drilled type tube support plate were developed, however, 
there are very limited information to the eggcrate type tube support plate. This paper discussed reinforcement effect of steam generator 
tube burst pressure with axial out-diameter stress corrosion cracking within an eggcrate type tube support plate. A series of tube burst 
tests were performed under the room temperature and it was found out that there is no significant but marginal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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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증기발생기 전열관은 원자로냉각재압력계통의 주요 

압력경계를 이루고 있다. 전열관의 손상은 원자력발전

소(이하 원전)의 안전운전과 직결되므로 전열관에 생

성된 결함을 조기에 탐지하고, 탐지된 결함이 전열관

의 안전여유도 확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1-3). 미국 원자력규제위

원회(US NRC) 규제지침 중 하나인 Reg. Guide 1.1214)

에서는 ASME Sec. III 요건에 따른 안전여유도 확보를 

위해 전열관의 최소 허용 두께를 설정하고 있으며, 
부분의 원전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허용 가능한 결함크

기의 한계치로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균열 결함의 경

우는 설비의 안정적인 유지관리 목적으로 결함의 탐지

와 평가 그리고 성장에 한 불확실성 등을 고려하여 

균열의 크기와 상관없이 탐지되는 로 모두 정비

(Repair on Detection)하고 있다. 

국내 원전 증기발생기 전열관에서 발생되고 있는 

표적인 손상의 종류는 전열관지지  마멸(Fretting 
Wear)과 응력부식균열(Stress Corrosion Cracking)이다. 
특히 최근에는 밀 어닐된(Mill Annealed) Alloy 600 재
질 전열관을 사용한 증기발생기에서 전열관지지  축

방향 외면응력부식균열(Out-Diameter Stress Corrosion 
Cracking, ODSCC) 발생 수량이 증가하고 있어서 설비

의 안전성 확보에 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균열이 존재하는 전열관에 내압을 증가시키면 결함

이 성장하다가 일정시점에 도달하면 전열관 벽이 관통

(Pop-through)되면서 파열(Burst)이 발생된다. 그러나 증

기발생기 전열관은 연성이 매우 우수한 재질을 사용하

고 있기 때문에 연성파괴 거동을 보이므로 균열선단에

서 무뎌짐(Blunting)이 발생되고 개구변위가 크게 증가

되는 특성이 있다. 미국 전력연구원(Electric Power 
Research Institute, EPRI)에서는 전열관의 직관부, 확관

천이부 그리고 곡관부에 존재하는 결함에 한 파열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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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예측식을 제시하고 있다5). 그러나 전열관은 설비가

동 중 전열관지지 와 접촉해 있기 때문에 연성파괴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전열관지지 와의 간섭이 발생되

므로 실제 파열압력은 외부간섭이 없는 조건하에서의 

예상 파열압력과는 차이가 발생될 수 있다. 해외 일부 

원전에서는 전열관지지  내에 존재하는 균열 결함에 

해서는 이러한 균열 성장 거동 특성을 반영하여 탐

지된 균열결함이 전열관의 안전여유도 확보에 큰 영향

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될 경우 해당 전열관을 정

비 없이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체정비기준

(Alternative Repair Criteria, ARC)을 마련하여 적용하고 

있다6-9). 그러나 현재까지 규제기관으로부터 승인받은 

체정비기준은 모두 천공형(Drilled Type) 전열관지지

에 한정되어 있으며, 국내 CE(Combustion Engineering)
형 증기발생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에그크레이트

(Eggcrate) 모양의 전열관지지 에 해서는 적용된 사

례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에그크레이트형 전열관지지

 내에 존재하는 축방향 외면균열에 한 파열시험을 

수행하여 전열관지지판이 축균열의 파열압력에 미치

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시험 장치와 절차

2.1 결함시편 및 전열관지지대 모형

시편은 열처리된 니켈-크롬 합금인 Alloy 690 재질

의 전열관을 이용하였다. 외경 19.05 mm, 두께 1.09 
mm인 전열관 외면에 방전가공(Electric Discahrge 
Machining, EDM)으로 결함을 모사하였다. 실제 응력부

식균열 시편을 사용하면 시험 결과에 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으나 시편 제작에 제약이 따르며 방전가공

된 노치 시편을 적용하였다. 실제 균열의 선단은 매우 

날카롭기 때문에 결함탐지를 위한 비파괴검사의 민감

도에는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전열관은 연성 파괴 거동

을 보이므로 방전가공된 결함의 폭이 0.2~0.3 mm 이하

이면 파열압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시편의 길

이는 결함의 크기와 시험장비의 설계 특성 등을 고려

하여 약 200~250 mm로 제작하였다. 균열 결함은 전열

관 외면에 축방향으로 폭 0.13 mm, 길이 6.0 mm와 

12.7 mm 그리고 깊이는 전열관 벽 두께의 40%TW와 

80%TW로 조합하여 가공하였으며 Fig. 1과 Table 1에
서와 같이 각 균열 형상별 4가지 종류의 시편 등 총 12
개의 시편을 제작하였다. 재료 물성치는 전열관 제작

사의 시험성적서를 참조하였다(Table 2).
전열관지지  모형은 에그크레이트로 지칭되고 있

Fig. 1. Schematic burst test specimen.

Table 1. Demension of burst test specimens

Type OD(mm) L (mm) d (%TW) t (mm)

A 19.05 6.0 40 1.09

B 19.05 12.7 40 1.09

C 19.05 6.0 80 1.09

D 19.05 12.7 80 1.09

Table 2. Tensile properties of burst test specimen

Materials Strength

Alloy 690TT Sy : 312 MPa
Suuu : 685 MPa

Fig. 2. Schematioc eggcrate type tube support plates.

는 CE형 증기발생기 전열관지지 를 1:1 비율로 제작

하였다. 지지 는 Fig. 210)에 보여주고 있는 바와 같이 

폭이 50.8 mm인 넓은 판(이하 W1형)과 25.4 mm인 좁

은 판(이하 W2형)을 교 로 설치하되 내각이 60도와 

120도가 되도록 격자형으로 조립하였으며, 전열관과 

관지지판 사이에 약 0.7 mm의 간격을 두었다. 지지판

의 두께는 약 2.3 mm이고 재질은 SA176 Type 409 스
테인리스강을 사용하였다.

시험 중 내압의 증가에 따라 결함이 성장하여 전열

관 벽을 관통하게 되면 파열이 발생되기 전에 누설이 

발생되어 부정확한 파열압력을 얻게 되므로 시편 내부

에 약 2 mm 두께의 연질 플라스틱 호스(Seal Bladder)
를 삽입하여 시험 중 누설을 최소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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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시험 장치

파열시험 장치는 고압의 유압력을 제공하기 위한 압

력발생장치(Hydraulic Power Units,HPU), 시험 중 발생

되는 열을 냉각시켜주기 위한 냉각기(Chiller), 시편 장

착부 그리고 시험데이터 취득부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Fig. 3). 일정 용량형 기어펌프에서 생성된 약 21 MPa
의 유압은 승압기(Booster)를 거쳐 최  100 MPa까지 

일정압력으로 가압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으며, 승압기

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압력제어와 변위제어

가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파열시험은 고압에서 수행

되므로 시험 중 안전사고 발생 방지를 위하여 시편장

착부에 두께 10 mm의 투명한 플라스틱 재질로 보호벽

을 설치하였다. 가압 중 압력편차는 최  압력의 1% 
이내로 유지할 수 있으며 가압속도 범위 0.1~15 
MPa/sec의 성능을 가지고 있다. 시험데이터는 개인용 

컴퓨터에 실시간으로 저장하도록 구성하였다. Fig. 4는 

시험편 장착부에 에그크레이트와 시험편을 설치했을 

때의 형상이며, Fig. 5는 시험편을 실제로 설치한 후의 

사진이다. Fig. 6은 관지지판과 접촉하고 있는 균열의 

위치와 주변지지판의 형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Fig. 3. Schamatic high-pressue burst test facility.

Fig. 4. Restraint fixtures simulating the presence of a 

eggcrate and test specimen.

Fig. 5. Picture of eggcrate and test specimen after installation.

Fig. 6. Schamatic location of crack with tube support plate.

2.3 시험 절차

고압발생장치에서 생성된 유압력을 이용하여 시험

편내로 상온의 정수를 일정한 속도로 가압하였다. 가
압속도는 파열압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

져 있기 때문에 본 실험에서는 EPRI의 증기발생기 전

열관 파열시험지침서11)를 참조하여 1 MPa/sec를 적용

하였다. 
전열관지지판의 파열억제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균열 크기별로 관지지판과 접촉이 전혀없는 직관상태

에서의 파열압력을 측정한 후 전열관지지  내에서 측

정된 파열압력과 비교하였다. 관지지  내에서는 균열

의 깊이, 길이 그리고 균열결함관 설치 위치를 변화시

켜가면서 측정하였다. 모든 시험은 균열이 W1형 지지

판의 중앙에 접촉한 상태에서 수행하되 Fig. 6의 (1)과 

같이 균열접촉 지지판의 반 편에 W2형 지지판만 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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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있는 경우와 (2)와 같이 W1형 지지판이 일부 지지

하고 있는 경우로 구분하여 수행하였다. 파열 시험 중 

가압시작점 부터 파열 발생 시까지 시간 증가에 따른 

압력변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취득하였으며, 시간-압
력 곡선에서의 최  압력을 파열압력(Burst Pressure)으
로 설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시험 중 내압의 증가에 따라 일정 시점에서 시험편

에 파열이 발생되었으며, 파열되는 순간 누설과 함께 

내압의 급격한 강하가 관찰되었다. 파열시험 후 시편

과 에그크레이트의 형상을 보여주는 Fig. 7에서 보면 

전열관지지판에 부분적으로 변형이 발생되었으며, 이
로부터 내압의 증가에 따라 균열 개구부위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전열관지지판과 개구 부위간 간섭이 발생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균열의 깊이, 길이 그리고 균열 전열관 위치에 따른 

파열압력 측정 결과를 Table 3에 제시하였다. 여기서 

A1, B1, C1, D1은 지지판의 간섭이 전혀 없는 직관상

(a) (b)

Fig. 7. Shape of eggcrate and specimen after burst testing.

Table 3. TSP interaction effect on burst pressure with axial 
cracks

Specimen 
No.

Crack 
depth 

(%TW)

Crack 
length 
(mm)

Crack
contact 
location

Burst 
pressure
(MPa)

Reinforcement 
effect
(%)

A1 40 6 - 57.5 -

A2 40 6 (1) 59.4 3.3

A3 40 6 (2) 57.0 -0.9

B1 40 12.7 - 52.4 -

B2 40 12.7 (1) 51.9 -1.0

B3 40 12.7 (2) 52.3 -0.2

C1 80 6 - 42.3 -

C2 80 6 (1) 41.9 -1.0

C3 80 6 (2) 45.8 8.4

D1 80 12.7 - 27.3 -

D2 80 12.7 (1) 27.4 0.4

D3 80 12.7 (2) 29.4 7.9

태(Freespan)에서 측정된 파열압력이다. A2, B2, C2, D2
는 Fig. 6의 (1)과 같이 균열이 폭이 넓은 W1형 지지판

의 중앙부위에 접촉해 있으면서 균열접촉점 반 편에

는 W2형 지지판만 닿아 있는 경우이고, A3, B3, C3, 
D3는 Fig. 6의 (2)와 같이 균열이 W1형 지지판의 중앙

에 접촉해 있으면서 후방에는 W1형과 W2형 지지판이 

지지하고 있는 경우에 한 시험결과이다.
균열의 크기와 균열관 위치에 따른 파열압력 변화를 

Fig. 8~9에 제시하였다. 여기서 TSP(1)과 TSP(2)는 균

열관 설치 위치를 나타내는 것으로 Fig. 6에서 Crack 
(1)과 Crack (2)를 각각 의미한다. Freespan, TSP(1), 
TSP(2) 모두 균열 깊이가 전열관 벽 두께의 40%일 때 

보다는 80%일 때의 파열압력이 더 낮고, 균열의 길이

도 6 mm 일 때보다는 12.7 mm 일 때 더 낮은 압력에

서 파열되었다. 즉 관지지판과는 무관하게 균열의 크

기가 상 적으로 클수록 더 낮은 압력에서 파열됨을 

알 수 있다.

Fig. 8. TSP reinforcement effect (crack length 6 mm).

Fig. 9. TSP reinforcement effect (crack length 12.7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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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TSP reinforcement effect (crack depth 80%TW).

관지지판이 전열관의 파열압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

펴보면, 균열 깊이 40%TW일 때는 균열의 길이나 균열

관 위치에 의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관지지판의 

영향이 가장 크게 나타난 균열길이 6 mm 일 때도 관

지지판 간섭이 없을 때에 비해서 파열억제 효과가 최

 3.3% 높기는 하지만 그 차이가 크지 않으므로 시편 

가공이나 재료 물성치 차이 등에서 발생되는 실험오차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균열 깊이가 상

적으로 깊은 80%TW일 때는 파열억제 효과가 일부 

관찰되었다. 관지지판 내에서 측정된 파열압력을 관지

지판이 없을 때의 파열압력으로 나누어 전열관지지판

에 의한 파열 억제효과(Reinforcement Effect)를 산출하

여 도식한 Fig. 10에서 보면 손상깊이 80%TW인 균열

관이 TSP(2) 즉 Crack (2)의 위치에 있을 경우, 6 mm 
균열은 8.4%, 12.7 mm 균열은 7.9%의 파열압력 상승

효과가 나타났다. TSP(2)는 균열이 W1형 지지판의 중

앙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후방에는 W1형과 W2형 지지

판이 각각 지지하고 있는 경우이다. 이와는 달리 

TSP(1)에서는 지지판의 영향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TSP(1)은 균열이 W1형 지지판의 중앙에 접촉하고는 

있지만 균열접촉 위치의 반 편에 폭이 좁은 W2형 지

지판만 닿아 있기 때문에 파열 발생 시 그 지지효과가 

상 적으로 약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4. 결 론

축방향 외면 응력부식균열을 모사한 결함시편에 

한 파열 시험을 통하여 에그크레이트형 전열관지지판

이 축균열의 파열압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결함의 깊이,길이 그리고 균열관 위치 변화에 따른 파

열압력 측정 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균열의 길이가 길고 깊을수록 낮은 압력에서 파

열되었다.
2) 균열 깊이가 전열관 벽 두께의 40%TW 일 때의 

파열압력은 전열관지지판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3) 균열 깊이가 전열관 벽 두께의 80%TW 일 때의 

파열압력은 부분적으로 전열관지지판의 영향이 나타

났다.
4) 균열의 길이가 짧고(6 mm) 깊으며(80%TW) 균열 

접촉 지지판의 반 편에 위치한 지지판이 넓은(50.8 
mm) 경우 최  8%의 파열압력 상승효과가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볼 때 에그크레이트형 전열관지지  내에

서 축방향 외면균열이 발생되었을 경우 전열관의 파열

압력은 관지지판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으나 균열이 

짧고 깊으며 균열이 접촉하고 있는 지지판의 반 편에 

상 적으로 폭이 넓은 지지판이 존재할 경우에 한해 

관지지판에 의한 파열압력 상승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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