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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증기발생기 세관은 방사성물질이 외부로 누출되

지 않도록 1차계통과 2차계통의 압력경계를 이루

는 매우 중요한 부품으로서 세관의 건전성 진단을 

법정검사 항목으로 분류하여 매주기 계획예방시마

다 세관의 검사 및 정비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OPR-1000 증기발생기의 경우 선행 모델인 

PALO VERDE에서 관찰된바 있는 여러 유형의 활

성 및 비활성 그리고 잠재 결함의 검출에 필요한 

충분한 검사를 수행하고 있다.1)

교과부고시 및 SGMP를 근간으로 그동안 시행

된 검사의 결과로 튜브시트 확관 천이구역 및 지

지구조물 위치에서의 균열결함, Stay Cylinder 주
변 임계영역 에서의 유체 유동에 의한 마모결함 

등이 관찰되어 현장조치 된바 있다. 
OPR-1000 증기발생기에서 발생 가능한 결함 형

태로서 PALO VERDE에서 결함발생이 보고 된 

바 있는 U-Bend 상부 구조물 위치에서의 세관 근

접 현상에 기인하여 나타나는 BOW 현상을 주목

할 필요가 있다. BOW 현상을 보이고 있는 세관

들에서 운전연수 경과에 따른 Deposit 축적(Ding 
혼재)으로 인한 Bridging 현상과 이에 따른 축방

향 ODSCC의 발생 가능성이 있다. 
본고에서는 OPR-1000 증기발생기의 BOW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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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정확한 측정을 위해 OPR-1000 증기발생기

와 유사하게 BOW Mockup을 제작하였고 BOW 
발생 상황을 비슷하게 재현하기 위해 세관과 세관 

사이에 Gap Plate를 사용하였다. 평가 시엔 BOW 
Standard 결과 값과 BOW Mockup 결과 값과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증기 발생기 BOW 신호 평가

에 가장 적합한 방법에 대한 기술적 평가 기준을 

설정, 근접신호 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2. 와전류(Eddy Current) 

2.1 와전류 이론

와전류(Eddy Current)란 교류를 통해 코일에 발

생된 교번자장 속에 금속을 놓으면 자장방향과 반

대방향으로 금속에 생기는 전류를 말한다. 와전류

검사(Eddy Current Test)는 이러한 이론을 응용한 

비파괴 검사의 한 종류로 시험 하고자 하는 시험

체에 와전류를 발생 시키고 발생한 와전류가 시험

체의 다양한 변화 및 조건으로 인하여 와전류의 

변화가 일어나는 현상을 신호화하여 검사, 평가하

는 방법이다. 이때 시험체의 결함, 두께변화 등 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요인들에 따라 와전류 변

화가 코일의 임피던스 변화로 나타나는데 이 변화

를 감지하여 신호로써 형상화하여 평가분석 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Fig. 1은 임피던스 평면상 전도도 및 떠오름

(Lift-off)과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Fig. 1 Curve of separation between lift-off and 
conductivity curve on impedance plane

2.2 와전류의 특징

와전류 밀도는 시험체의 표면으로부터 깊이에 따

라 지수 함수적으로 감소하고, 와전류 위상은 시험

체의 표면에 비하여 선형적으로 지연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침투 깊이는 시험주파수, 시험체

의 투자율 및 시험체의 전기전도도가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는데[표준침투깊이(Standard 
Depth of Penetration : δ)는 와전류 밀도가 시험체

의 표면보다 37%로 줄어드는 깊이를 정의)] 이러

한 와전류의 특징을 근거로 시험체의 투자율과 전

도도가 일정한 시험체의 두께를 측정하기 위하여 

와전류가 세관 두께를 통과하여 깊게 침투할 수 

있는 낮은 주파수를 이용한다. 

2.3 세관 근접신호(BOW) 특징

BOW 신호는 세관에 발생한 결함이 아니라 세

관(전도체)의 근접 또는 접촉으로 발생하는 신호

이다. BOW 신호에 대한 관심은 OPR-1000 증기

발생기의 모델격인 PALO VERDE 운전에서의 BOW 
현상에 의한 균열결함 발생 경험 사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향후 OPR-1000 증기발생기에서의 발생 

가능한 결함의 한 형태로 분류하고 있는 만큼 신

중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될 신호이다. 
SGMP DA(Degradation Assesment) 문서에서는 

OPR-1000 증기발생기의 경우 다발상부 균열(Upper 
Bundle Crack)을 포함하는 열화현상의 발생 가능

성과 이에 대비한 조기탐지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

하고 있다. 다발상부 균열과 관판상부 및 세관 지

지판 균열과 같은 열화현상은 슬러지 퇴적이 결정

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균열이 발생하기 

쉬운 위치에 대한 슬러지 퇴적 검사가 균열발생 

가능성을 타진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요 부위에 대한 슬러지 퇴적 추세 진단을 요구

하고 있다. 
현재 국내 증기발생기 세관 검사에서의 경우 

BOW 신호는 U-Bend 다발 상부와 최상단 구조물 

직하단에서 주로 관찰되어 U-Bend 다발 상부의 

경우는 ADS(Absolute Drift Signal)로 최상단 구

조물 직하단의 경우는 BOW로 구분하여 기록하였

다. 그러나 신호 발생 메카니즘상 위치 구분 없이 

BOW 로 기록 관리함이 옳다고 판단된다. 최근의 

현장검사에서는 관리되는 신호 중 한주기 운전 후 

진폭 변화가 큰 경우와 DEP(Deposit)이 Bridging 
되어 균열결함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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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 Bobbin BOW Signal

Fig. 2 (b) MRPC BOW Signal

호에 대한 MRPC 진단 검사를 수행토록 하고 있

다. Fig. 2(a) 및 2(b)에 BOW 근접신호 형상을 나

타내었다.2,3)

2.4 검사코일에 따른 분류

절대법 코일(Absolute Coil)은 검사하고자 하는 

시험체와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대상기준 및 표준

이 없이 검사하는 방법으로 주로 재료의 전도도, 
투자율 및 두께 측정 등에 응용된다. 반면, 차동형 

코일(Differential Coil)은 두개 이상의 코일이 연

결되어 상호간의 작용에 의하여 자기비교형 차동법

과 표준비교형 차동법으로 구분한다. 이상의 두 코

일간의 특성에 기인하여 차동법은 근접신호(BOW)
를 잘 나타내지 못하므로 표준시험편과의 차이를 

잘 나타내는 절대법으로 분석한다.1)

3. 근접신호(BOW) 평가분석

3.1 Standard Tube 제작

근접신호 평가를 수행하기위해 총 3종류의 표준 

Table 1 Configuration of Standard Tubes
구분

STD종류
STD 사양

BOW
Inconel 690TT
0.75 OD * 0.042인치

접촉 0.5~6.0mm(0.5mm 간격)

ASME Inconel 690TT
100,80,60,40,20%

Notch
Inconel 690TT
100Thru,100,80,60,50,40,30,20,10%
(ID, OD Axial Circ.)

Fig. 3 Manufacturing Standard Tubes

시험편(STD)를 제작하였다. Table 1에 Standard 
Tube 제작사양을 Fig. 3에 Standard Tube 그림을 

나타내었다. 

3.2 Gap Plate의 제작

Gap Plate의 두께는 최소 값을 0.25mm로 하여 

0.25mm씩 증가 최대 값을 6.00mm로 하여 총 19
종을 제작하였다. 재질은 아크릴로 하였다. Fig. 4
에 제작된 Gap Plate와 설치 그림을 나타내었다.

Fig. 4 Manufacturing Gap Plate & Installation

3.3 BOW Mock-up 제작

증기발생기 세관의 현장 설치 상황을 재연하기 

위한 BOW 실험용 Square Bend를 제작하였다. 수
량은 15개로, 세관의 공칭외경은 19.05mm, 공칭 

두께는 1.067mm, 재질은 Inconel 690TT, 세관의 

최소 길이는 최소 654에서 최대 855mm로 제작하

였다. Fig. 5에 제작된 Square Bend Mock-up 그
림을 나타내었다.



증기발생기 세관에 대한 근접도 상태 및 최적 평가기법에 대한 연구 37

한국압력기기공학회 논문집 제4권 제2호 2008년 9월

Fig. 5 Manufacturing Square Bend Mock-up

3.4 신호수집

Bobbin 신호수집은 Zetec사에서 제작한 A-610 
M/ULC Type의 탐촉자를 사용하며 사용될 주파

수는 550, 300, 100, 20kHz의 4개 주파수로, 신호

보정을 위한 보정표준시험관은 ASME Calibration 
STD와 BOW STD를 사용하고, 표준비교형 절대

형 신호를 수집하기 위하여 Reference STD를 사

용한다. MRPC 신호수집에 사용된 탐촉자는 B-580- 
MRPC/8FT/52PH이고 Motor Unit는 610-MRPC/ 
52MU를 사용하고, 검사주파수는 400, 300, 100, 
20kHz의 4개 주파수로 신호보정을 위해 필요한 

Calibration STD는 Notch STD와 BOW STD를 사

용하였다. 신호수집시에는 Square Bend 세관과 세

관사이를 접촉부터 0.25mm씩 증가하게 제작된 Gap 
Plate를 차례로 삽입하여 6.00mm까지 검사하였다. 
Fig. 6은 제작된 Mock-up을 이용한 신호수집 그

림을 나타내었다.4,5)

Fig. 6 Data Acquisition 

3.5 신호평가

Bobbin 신호평가는 기준주파수 550kHz에서 ASME 
표준시험편의 FBH(Flat Bottom Hole) 20% 신호

를 5Volts로 조정후 “Normalize to all CH”을 선

택하여 상대적인 값으로 평가 주파수 100kHz(Abs)
에서 평가하는 방법과 평가 주파수 100kHz에서 FBH 
20% 신호를 5Volts로 조정후 “Save This CH”을 

선택하여 평가하는 두 가지 평가 방법을 선택하였

다. MRPC 신호평가는 Pancake Coil 300kHz(CH2)
에서 Notch Axial 100% 신호를 20Volts로 설정하

고 나머지 CH에 대하여 “Normal to Coil 1”을 선

택하여 상대적인 Volts값으로 100kHz에서 평가하

는 방법과 BOW Standard의 접촉 신호를 100kHz
에서 20Volts로 조정후 평가주파수 100kHz에서 

평가하는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였다. 

3.6 신호평가 결과

3.6.1 Bobbin 신호의 평가분석

BOW STD와 Square Bend 각각에 대해 ASME 
표준 시험편의 550kHz에서 FBH 20% 신호를 5Volts 
설정후 100kHz 평가한 결과를 분석해보면 Extension 
Cable 사용 유무에 따라 0.04 ~ 1.8Volts까지의 

진폭 차를 나타내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Fig. 7) 
반면에 100kHz에서 FBH 20% 5Volts 설정 후 

100kHz에서 평가한 결과에선 Extension Cable 사
용 유무와 상관없이 0.04 ~ 0.07Volts 까지의 진

폭 치를 나타났다(Fig. 8) 따라서 550kHz에서 20% 
5Volts 설정후 100kHz에서 상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 보다는 100kHz에서 20% 5Volts로 설정후 

100kHz에서 평가하는 방법이 상대적으로 Bobbin 
근접도 평가방법에 적합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그
러나 Bobbin 평가에선 Extension Cable 길이가 근

접도 측정의 변수로 작용하고 검사세관이 주변 세

관의 영향을 받고 있어 MRPC 근접도 평가 방법

보단 다소 부정확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Fig. 7 및 

Fig. 7 Bobbin(550kHz 20% 5Volts)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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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에 550kHz 20% 5Volts 설정 평가 결과와 100kHz 
20% 5Volts 설정 평가 결과를 각각 나타내었다.5)

3.6.2 MRPC 신호의 평가분석

BOW STD와 Square Bend 각각에 대해 300kHz
에서 Notch 표준시험편 Axial 100% 신호를 20Volts 
설정후 100kHz에서 평가한 결과를 분석해보면 Ex-
tension Cable 사용 유무에 따라 0.06 ~ 0.59Volts
까지의 진폭 차를 나타내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Fig. 9) 반면에 BOW STD의 접촉신호를 100kHz
에서 20Volts 설정 후 100kHz에서 평가한 결과에

선 Extension Cable 사용 유무와 상관없이 0.01 ~ 
0.04Volts 까지로 진폭의 차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

타났다.(Fig. 10) 따라서 300kHz에서 100% Axial 
결함을 20Volts로 설정 후 100kHz에서 상대적인 

값으로 평가하는 방법보다는 BOW STD의 접촉신

호를 100kHz에서 20Volts로 설정후 100kHz에서 

평가하는 방법이 상대적으로 MRPC 근접도 평가

방법에 적합한 것으로 판명 되었다. MRPC 평가

방법은 Extension Cable의 영향이 적고, 주변세관 

근접현상에 영향을 받지 않아 근접도 평가 방법에 

적합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Fig. 9 및 10에 Notch 
STD 300kHz Axial 100% 20Volts 설정 평가 결

과와 BOW STD 100kHz 접촉신호 20Volts 적용 

평가 결과를 각각 나타내었다.

Fig. 8 Bobbin(100kHz 20% 5Volts) Evaluation

Fig. 9 MRPC(300kHz 100% 20Volts) Evaluation

Fig. 10 MRPC(100kHz 접촉신호 20Volts) Evaluation

4. 결 론

본 논문은 OPR-1000 증기발생기 세관에서의 결

함 발생이 예상되는 관다발 상부 및 최상단 지지

구조물 직하단에서 관찰되는 BOW 현상의 정확한 

평가를 위해 작성되었다. 관찰결과 Bobbin의 경우

는 기준주파수(550kHz)의 진폭 값에서 상대적인 

값으로 평가하는 방법보다 평가 주파수(100kHz)의 

진폭 값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방법이, MRPC의 경

우는 300kHz에서 100% Axial 결함을 20Volts로 

설정후 100kHz에서 상대적인 값으로 평가하는 방

법보다는 BOW STD의 접촉신호를 100kHz에서 

20Volts로 설정 후 100kHz에서 평가하는 방법이 

전열관의 근접도를 평가할 수 있는 적합한 방법으

로 분석되었다. 
평가결과 Extension Cable의 길이와 검사 세관의 

주변 세관에 의한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Bobbin 
평가방법 보다는 상대적으로 Extension Cable의 

길이와 검사 세관의 주변세관에 영향을 받지 않는 

MRPC 평가방법이 근접도 평가 방법으로 적합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본 증기발생기 세관 근접도 측정 평가기준 설정

에 관한 연구 결과로 세관 근접도 정량화가 가능

해짐에 따라 증기발생기의 운전 초기 단계에서의 

근접현상 측정 및 관리가 가능해져 예상되는 결함

의 효과적인 진단 및 적기조치로 증기발생기 세관

의 건전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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