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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발전소 터빈계통을 구성하는 열교환기 튜브는 

일반적으로 구리합금, 스테인리스강, 탄소강, 티타

니움합금 등의 재질로 제작된다. 이들 재질 중에

서 페라이트계 Type-439 스테인리스강은 자성 재

질로서 오스테나이트계 보다 더 높은 열전달율 가

지며, 부식에 의해 유발되는 결함에 대해 더 높은 

저항성을 가진다. 열교환기 튜브에 사용되는 대표

적인 자성 재질은 Type-439 페라이트계 스테인리

스강, 모넬 합금이다. 페라이트계 스테인리스강은 

보통 저압급수가열기와 습분분리재열기에 사용된

다. Type-439 스테인리스강 핀튜브는 터빈계통의 

운전으로 인하여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손상

에 의한 가장 대표적인 결함은 진동에 의해 발생

할 수 있는 마모 및 피로 균열이다. 
일반적으로 마모 결함은 튜브-튜브 지지판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Type-439 페라이트계 스테인리스강 핀튜브에 발

생할 수 있는 결함을 검출하고 크기를 측정할 수 

있는 자기포화 와전류탐상검사 기법의 능력을 평

가하였다1). 

2. 이론적 배경

자성체 튜브 와전류검사에서 일반적으로 투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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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로부터 발생한 신호로부터 실제 결함신호를 구

분하기가 어렵다.
튜브 재질의 투자율은 보통 재질 성분, 냉간가

공, 열처리 상태에 따라 변하게 된다. 자성체 튜브

검사를 위한 자기포화 와전류탐상검사 기법은 코

일 근처의 튜브를 자기적으로 포화시킨다. 만약 

튜브를 98%이상으로 포화시키게 되면 비자성체 

튜브에서 얻어지는 결함 및 다른 이상신호가 얻어

진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모든 자성체튜브를 완전

하게 포화시킬 수 없으나, 자성 튜브를 효과적으

로 포화시킬 때 평가가 가능한 와전류신호가 얻어

지게 된다. 자성 재질 내에서 와전류침투깊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는 재질의 투자율이다. 
일반적으로 투자율변화에 의해서 발생하는 코일의 

어떠한 임피던스변화일지라도 튜브벽 감육의 영향

을 차폐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투자율의 변화를 

최소화시키지 않을 경우 결함의 검출은 신뢰성을 

잃게 된다. 상대 투자율은 보통 10～200범위를 가

지며 재질 성분, 냉간가공, 열적이력에 따라 변한

다. 만약 재질의 투자율변화를 “1”단위 근처까지 

줄이게 되면 시험은 재래식 와전류검사법과 아주 

유사하게 된다. 자성 재질의 투자율은 와전류 침

투깊이를 크게 제한시킨다. 즉 와전류 침투깊이는 

투자율에 반비례하며 투자율이 증가할수록 침투깊

이는 감소하고 반대로 투자율이 감소하면 침투깊

이는 증대된다1,2).

3. 실험 방법 

3.1 실험장치 구성

자성체 튜브의 자기 포화 와전류검사 기법에 적

용되는 와전류시험장비는 기존 와전류검사기법에 

사용되는 장비와 유사하다. 주요 차이점은 탐촉자 

코일의 설계와 자화 자기장의 방향이다. 이 실험을 

위해서 Fig. 1과 같은 자기포화 와전류탐상검사 시

스템을 구성하였다. 자기포화 와전류탐상검사 시스

템을 구성하는 와전류 주파수 발생 및 취득을 위

한 장치로서 R&D Tech.사 TC-5800장비와 신호 

분석을 위한 프로그램은 EddyView를 사용하였다. 
EddyView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에서 신호를 

취득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자석의 자화력 측정에

는 F.W.Bell사의 Model-6010 Gaussmeter를 사용

하였다. 

Fig. 1 Experimental setup for magnetic saturation 
eddy current testing

3.2 탐촉자 운전주파수 

와전류검사에서 와전류의 표준 침투깊이는 식 

(1)로 표현된다. 자성체 튜브에서 표준 침투깊이는 

비자성체 튜브와 다르게 운전주파수 뿐만 아니라 

재질의 투자율에 반비례한다. 따라서 자성체 튜브

를 자기적으로 포화시키지 않은 상태에서는 기존

의 와전류검사가 불가능하다. Type-439 스테인리

스강의 전기 및 자기적 특성은 고유저항(ρ)이 63 
μΩ-cm, 상대 투자율(μr)이 1~700이다. Type-439 스
테인리스강의 자기포화 시험주파수는 튜브의 포화

정도 즉 상대투자율에 따라서 160 kHz~ 300 kHz
범위가 된다2). 

 ∙
 : 표준 침투깊이(mm)
 : 비저항(μΩ-cm)
 : 운전 주파수(Hz)
  : 상대투자율

(1)

3.3 탐촉자 설계 

탐촉자의 코일이 위치하는 튜브 벽을 효율적으

로 자화시키기 위해서 영구자석을 Fig. 2에서와 

같이 코일하부에 배치하였으며, 자석의 외경 치수

는 코일의 두께를 제외한 최대 크기(8 mm)로 정

하였다. 자석의 길이는 코일 폭(5 mm)보다 크게 

하였으며 자석은 자속밀도가 높은 희토류 자석을 

사용하였다. 또한, 코일 주변 자장의 집속을 위해

서 구리 원판을 자석의 전후방에 배치하였다. 탐
촉자의 충진율은 현장에 설치된 열교환기 튜브 내

부의 이물질을 고려하여 약 80%를 적용하여 탐촉

자 외경을 정하였다. 탐촉자 케이블은 원격검사에 

필요한 길이로서 약 25 m의 RG-174 동축 케이블

(C값 : 101 pF/m)을 사용하였다. 자기 포화 보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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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2 Magnetic saturation EC probe (a) schematic 
diagram (b) fabricated EC probe

코일은 직경이 0.14 mm인 동선와이어를 사용하여 

권선수가 약 130인 코일을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3.4 보정시험편 설계 제작

교정 및 표준시험편은 터빈 습분분리재열기 튜

브와 동일한 사양인 Type-439 스테인레스 강 튜

브를 사용하여 제작하였다. Type-439 스테인레스 

강 튜브의 치수는 외경 19.05 mm, 내경 14.2 mm, 
관두께 1.07 mm 이다. 자성체 와전류검사 시스템

의 교정을 위한 교정시험편은 ASME 코드요건에 

따른 시험편을 제작하였으며, 교정시험편에 포함

된 인공결함은 관통공(TWH: through wall hole), 
평저공(FBH: flat bottomed hole), 원주 외경 및 

내경 그루브(OD & ID groove)이다. 결함시험편은 

교정시험편과 치수가 다른 관통공, 평저공, 원주 

외경 및 내경 그루브를 포함하고 있다. 깊이 측정

에 사용된 관통공과 360° 원주 그루브의 깊이는 

동일하게 각각 튜브두께의 10%, 20%, 40%, 50%, 
60%, 80%, 100%이다.

4. 실험 및 고찰

4.1 자속밀도가 잡음-신호비에 미치는 영향 

Type-439 스테인레스 강 튜브 검사에 필요한 최

적의 자속밀도를 결정하기 위해서 탐촉자 코일 하

부에 위치한 자석의 자속밀도 변화가 와전류신호

의 S/N 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탐촉자 

코일을 구성하는 자석의 자속밀도가 와전류신호의 

Fig. 3 Plot showing S/N ratio with respect to flux 
density

잡음-대-신호비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한 결과를 Fig. 
3에 나타내었다. 영구자석의 자속밀도를 증가시킴

에 따라 S/N 비는 약 0.18 부근까지 거의 선형적

으로 증대되었으나 자속밀도를 단계적으로 0, 2.1, 
2.2, 2.3, 2.5, 2.6, 2.7 kG로 계속 증가시킬 경우 

자속밀도가 2.5 kG 이상에는 S/N 비의 변화가 거

의 발생하지 않았다. 따라서, Type-439 스테인레

스 강 핀튜브 검사에 필요한 와전류탐촉자 자석의 

적절한 자속밀도는 대략 2.5 kG 근처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4.2 위상각 분리도 

4.2.1 자속밀도 변화에 따른 위상각 분리도

자속밀도가 와전류신호 위상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Fig. 4에 나타내었다. 최저 깊이인 20%
와 최고 깊이인 60% 평저공에서 발생한 위상각 

차이를 측정하였으며, 그림에서와 같이 자속밀도를 

Fig. 4 Plot showing phase angle separation with 
respect to flux density



터빈 습분분리재열기 Type-439 스테인리스강 튜브 와전류검사 53

한국압력기기공학회 논문집 제4권 제2호 2008년 9월

증대시킴에 따라 2.5 kG까지는 위상각 퍼짐이 증

대되었으나, 이후부터는 위상각이 감소하였다. 즉 

Type-439 스테인레스 강 핀튜브 검사에 필요한 자

속밀도는 대략 2.5 kG 근처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4.2.2 주파수변화에 따른 위상각 분리도 

탐촉자 코일에 가해지는 주파수변화에 따른 위상

각의 퍼짐 정도를 분석하기 위해서 시험주파수를 

5, 10, 20, 50, 100, 200, 300, 400, 500, 600 kHz
로 변화시키며 각 주파수에서 깊이가 20%인 평저

공과 60%인 평저공의 위상각 퍼짐을 관찰한 결과

를 Fig. 5에 나타내었다. 위상각 퍼짐은 50 kHz에
서 가장 크게 19°가 발생하였다. 그림에서와 같이 

시험주파수 범위가 5~50 kHz까지는 위상각 퍼짐

이 점차적으로 증가되었으나 이후 시험주파수 600 
kHz까지는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Fig. 5 Plot showing phase angle separation with 
respect to frequency

4.3 자속밀도가 신호품질에 미치는 영향

자속밀도가 와전류 로브신호 형상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영구자석 자속밀도를 각각 

0, 2.1, 2.2, 2.3, 2.5, 2.6, 2.7 kG로 증대시켜 이때 

형성되는 신호형상변화를 관찰하였다. 신호는 Fig. 
6에 나타낸바와 같이 자속밀도를 증대시킴에 따라 

2.5 kG까지는 신호형상 품질이 향상되었으나 이

후부터는 신호형상의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으며, 
그림에서와 같이 낮은 자속밀도[Fig. 6(b)]에서 로

브신호 형상은 높은 자속밀도[Fig. 6(c)]에서보다 상

대적으로 왜곡이 더 발생하였다. 

  

(a) (b) (c)

Fig. 6 Lissajous signal of 61% FBH in TP-439 S/S 
(a) with zero Gauss, (b) with 2.1 kG, (c) 
with 2.5 kG of flux density 

4.4 튜브 외부구조물이 와전류신호에 미치는 

영향

튜브지지판 부위에 발생한 결함신호를 평가하기 

위해서 3개 시험주파수 10, 50, 100 kHz에서 얻

어진 튜브 지지판에 대한 3개 리사주신호의 위상

각 차이를 관찰하였다. 각 주파수에서 얻어진 신

호의 위상각 차이는 약 1° ~ 2°로서 매우 작아 주

파수 혼합에 의한 지지판 신호 소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튜브 지지판 부위에 위치한 평

저공과 마모성 결함의 리사주신호 변화를 관찰하

였다. 평저공은 지지판 신호형상 변화에 거의 영향

을 미치지 않아 평저공의 검출이 어려웠으나(Fig. 
7), 마모성 결함은 지지판 신호형상과 진폭에 변

화가 발생하여 식별이 가능하였다(Fig. 8). 특히 리

사주 신호형상 변화보다 신호 진폭전압이 보다 크

게 변하여 지지판부위에 마모성 결함이 발생한 것

을 구분할수 있었다. 지지판 부위에 위치한 마모

성 결함에 의한진폭 변화를 측정하여 마모 깊이를 

추정하기 위해서 깊이가 다른 마모성 결함을 지지

  

(a) (b) (c)

Fig. 7 TSP Lissajous signal affected by FBH flaws 
(a) no FBH, (b) 60% FBH, (c) 40% FB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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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8 TSP Lissajous signal affected by wear flaws 
(a) no tube wear, (b) 60% tube wear on 
TSP position, (c) 40% tube wear on TSP 
position

판부위에 위치시켜 진폭을 측정한 결과 마모깊이-
대-진폭전압의 상관관계가 선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마모 깊이 추정이 되지 않았다.

4.5 깊이측정 정확도

자기 포화 와전류검사 기법을 적용하여 Type- 439 
스테인리스강 튜브 결함시험편에 포함된 관통공, 
평저공, 마모, 외경 및 내경 그루브 등의 모든 형

태의 결함이 검출되었다. 이들 결함형태에 대한 자

기포화 와전류검사 신호의 스트립차트 신호를 Fig. 
9에 나타내었으며, 각 결함형태에 대한 리샤주 신

호형상은 비자성체 튜브에 대한 보빈탐촉자 신호

형상과 거의 동일하였다. 평저공과 마모성 결함에 

대한 크기측정 정확도 측정을 위해서 평저공 결함

과 마모 결함이 각각 포함된 두가지 종류 결함시

험편을 사용하였다.
두 가지 형태의 결함에 대한 크기측정을 위해서 

Fig. 9 Strip chart signals from TWH, FBH, TSP, 
ID & OD grooves when using saturation 
EC probe

평저공 결함은 위상각 분석 기법을 적용하였으며 

마모 결함은 진폭 분석기법을 적용하였다. 각 기

법의 측정정확도는 각 결함 형태별로 깊이가 다른 

7개 결함에 대한 튜브두께 깊이(%)를 10회씩 측

정하여 RMS 오차를 구하여 정확도를 비교하였다.

4.5.1 평저공(FBH) 측정 정확도

균열성 결함의 크기측정을 위해서 평저공(FBH) 
결함을 이용하여 위상각-대-% 튜브두께 교정곡선

을 작성하였다. 이 교정곡선을 사용하여 깊이가 다

른 7개 평저공 결함에 대한 튜브두께 깊이(%)를 

10회씩 측정하여 측정 RMS 오차를 구하였으며 그 

분석결과를 Fig. 10, 11에 나타내었다. 깊이가 다

른 7개 평저공에 대한 포화와전류검사기법의 깊이

측정 평균오차는 RMS 20%로서 깊이가 얕은 결

Fig. 10 Plot showing flaw sizing RMS error for 
FBHs of various depth when using satura-
tion EC technique

Fig. 11 Regression plot showing flaw sizing capa-
bility(RMS error) for FBHs by saturation 
technique when using saturation probe and 
a FBH standard.



터빈 습분분리재열기 Type-439 스테인리스강 튜브 와전류검사 55

한국압력기기공학회 논문집 제4권 제2호 2008년 9월

함일수록 측정오차가 크고 깊이가 깊을수록 측정

오차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회귀선도에 대

한 상관계수는 0.95로서 양호하였다. 또한 관통공 

결함의 측정 RMS오차는 21%로서 얕은 결함의 

측정오차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4.5.2 마모성 결함 측정 정확도

마모성 결함의 크기측정을 위해서 360° 원주방

향 마모결함을 이용하여 진폭-대-% 튜브두께 교

정곡선을 작성하였다. 이 교정곡선을 이용하여 깊

이가 다른 7개 마모성 결함에 대한 튜브두께 깊이

(%)를 10회씩 측정하여 측정 RMS 오차를 구하였

으며 그 분석결과를 Fig. 12에 나타내었다. 깊이가 

다른 7개 마모성 결함에 대한 포화와전류검사기법

의 깊이측정 평균오차는 RMS 16%로서 깊이가 얕

Fig. 12 Plot showing flaw sizing RMS error for 
FBHs of various depth when using satura-
tion EC technique

Fig. 13 Regression plot showing flaw sizing capa-
bility for wear flaw when using saturation 
EC technique

은 결함일수록 측정오차가 크고 깊을수록 측정오

차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회귀선도에 대

한 상관계수는 0.96로서 양호함을 나타냈다. 또한 

관통공 결함의 측정 RMS오차는 19%로서 얕은 결

함의 측정오차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깊이가 다른 7개 마모성 결함에 대한 크기측정 

정확도를 분석한 회귀선도를 Fig. 13에 나타내었

다. 모든 마모성 결함이 검출되었으나, 그림에서와 

같이 크기측정이 다소 과도하게 측정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자성체 튜브에 발생할 수 있는 

결함을 검출하고 크기를 측정할 수 있는 자기포화 

와전류탐상검사 기법의 능력을 평가하였으며 그 결

과는 아래와 같다.
1) 자기포화 와전류탐상검사 기법에 의해 자성체

튜브에 가공된 모든 인공결함(평저공 및 마모)의 

검출이 가능하였다.
2) 평저공에 대한 크기측정 정확도는 RMSE 20%

로서 깊이가 얕은 결함일수록 오차가 크고 깊을수

록 오차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3) 마모에 대한 크기측정 정확도는 RMSE 16%

로서 깊이가 얕은 결함일수록 오차가 크고 깊을수

록 오차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4) Type-439 스테인리스 강 핀튜브 검사에 필요

한 포화 자속밀도는 약 2.5 kG이며, 이 자속밀도

에서 위상각 분리가 최대로 발생한다.
5) 주파수변화에 다른 위상각 분리도가 작기 때

문에 주파수 혼합에 의한 튜브지지판 신호 소거가 

어렵다. 지지판 부위 튜브에 발생한 마모성 결함

에 의해 진폭 변화가 발생하나, 깊이 측정에 필요

한 진폭-대-깊이측정 상관관계가 비선형적으로 형

성되어 깊이 추정에 적용이 어렵다.
6) 상기와 같은 능력을 가진 자기포화 와전류검

사 기법을 현장에 적용할 경우 자성 튜브의 건전

성평가를 위한 비파괴검사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

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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