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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호설명 - 
 

n∆  : 인접한 행 간의 전열관 개수 차이 

Sn    : 행간격 피치(row pitch) (m) 

Sp    : 종간격 피치(longitudinal pitch) (m) 

α  : 전열관 경사각 (degree) 

1. 서 론 

소듐을 냉각재로 사용하는 고속로(Sodium cooled 

Fast Reactor; SFR)의 증기발생기 내부는 수많은 전

열관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부분 저온, 고압

(16.5MPa)의 물/수증기와 얇은 전열관 벽을 사이

에 두고 상대적으로 고온, 저압(0.1MPa)인 셸측 

소듐과 열을 교환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따라서 

어떤 이유로 인해 전열관 벽에 결함이 생겨 물이 

소듐 속으로 누출되면, 격렬한 화학반응을 일으켜 

고온의 반응열과 함께 다량의 수소가스와 부식성 

반응생성물들을 생성시켜, 이로 인해 인접한 전열

관들이 부식 및 침식되고 과압으로 인해 증기발생

기 계통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고속로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

안 중 하나로 소듐-물 반응 가능성이 낮은 이중벽

관(Double Wall Tube; DWT)을 갖는 증기발생기

Key Words: Double Wall Tube(이중벽관), Steam Generator(증기발생기), SFR(소듐냉각 고속로), Reliability of 

Steam Generator(증기발생기 신뢰성), Heat Transfer Capability(열전달 성능), Reduction of Sodium-

Water Reaction(소듐-물 반응성 감소)  

초록: 소듐을 냉각재로 사용하는 고속로의 증기발생기에서는 소듐과 물의 화학적 반응을 최소화하는 것

이 중요한 문제이다. 소듐과 물의 반응 가능성을 줄여 증기발생기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한가지 

방안으로 이중벽관을 전열관으로 사용하는 증기발생기를 개발하고 있다. 이 증기발생기에서 중요한 현

안은 이중벽관에서의 열전달 성능을 향상시키는 문제와 원자로 운전 중에 소듐과 물 반응사고가 일어나

기 전에 전열관의 파손을 감지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이 현안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이 기술을 활용하여 증기발생기의 개념을 설계하였다. 또한 이 개념에 적용되는 이

중벽관을 설계 및 예비 제작하여 기계적 시험을 수행하였다. 

Abstract: The possibility of a sodium–water reaction occurring in a conventional single-wall-tube steam generator in 

an SFR is a major problem. To improve the reliability of a steam generator, a double-wall-tube steam generator that can 

reduce the possibility of the occurrence of a sodium–water reaction is being developed. Current developments are 

focusing on improving the heat-transfer capability of a double-wall tube; further, the development of a leak-detection 

method to detect the occurrence of a sodium–water reaction during the reactor operation is also underway. In this study, 

new concepts, which will solve the above-mentioned problems, have been developed. Accordingly, a double-wall tube 

has been designed, fabricated, and mechanically tested for the purpose. 

§ 이 논문은 2010년도 대한기계학회 재료 및 파괴부문 춘계학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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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uble Wall Tube Steam Generator; DWTSG)를 개발

하기 위한 연구가 해외에서 다양하게 수행되고 있

다.(1) 증기발생기에서의 누설로 인하여 소듐-물 반

응사고가 발생한 고속로로는 미국의 FERMI, 영국

의 PFR 및 소련의 BN350 등(2~4)이 있고, 다수의 

미세한 누설사고가 보고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중벽관은 소듐과 물 사이에 내관

과 외관으로 구성된 2 중의 격리막이 있는 형태로 

두 관 사이에는 열전달이 잘되고 재질과의 반응성

도 없는 비활성가스를 채운다. 이중벽관은 제작성

과 경제성이 좋은 프리스트레스(pre-stress) 방법으

로 기계적 접촉을 하도록 제작하는데, 이는 이중

벽관의 단점 중 하나인 열전달 성능저하를 방지하

기 위해 냉간인발 가공공정에서 생성된 경계면의 

잔류응력을 그대로 유지시킨다.(5)  

증기발생기에는 셸 측에 흐르는 고온의 소듐에

서 전열관 측으로 흐르는 저온의 물/수증기에 열

이 전달되므로 외관의 온도가 내관의 온도보다 최

대 55℃ 정도 높다. 그러므로 내관과 외관을 같은 

재질로 제작할 경우, 외관의 열팽창이 내관의 열

팽창보다 커서 경계면에서의 잔류응력이 감소하여 

상호 밀착되지 못하므로 열전달 성능이 감소된다.  

프리스트레스 공법으로 제작된 이중벽관을 사용

한 EBR-II 과열기에서 정상운전 8 년 후 열출력이 

서서히 감소하다가 16 년 후에는 정상운전의 84% 

정도로 감소된 것이 이의 단적인 예로, 이는 운전

기간 동안 내관과 외관 사이의 간격(gap)이 커짐

으로써 제작 시에 생성시켜둔 잔류응력이 감소하

여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6,7) 

또한 소듐-물 반응사고의 확률을 줄이기 위해서

는 소듐-물 반응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내관 또는 

외관의 파손을 감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EBR-II(6)와 Westinghouse 사(8)에서 제작한 DWTSG

의 경우 상부에 물 측 튜브시트와 소듐 측 튜브시

트를 별도로 만들고, 이 두 튜브시트 사이인 공용 

헬륨가스 플레넘에 모든 이중벽관의 경계면이 노

출되도록 설계하여 여기에 모인 헬륨가스를 분석

하여 전열관 파손을 감지하고자 하였으며, 일본 

JAPC 사와 PNC(현 JAEA)가 공동으로 설계한 

DWTSG(9)에서는 상부와 하부에 각각 공용 헬륨가

스 플레넘을 설치하여 이중벽관의 경계면에 흐르

는 헬륨가스를 분석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들은 내관이 파손되면 급수헤더

와 수증기헤더에서 전열관을 폐쇄시킬 수 있으나, 

외관이 파손되면 그 관을 폐쇄시킬 수 없으므로 

헬륨가스가 소듐 측으로 누설되거나 소듐이 공용 

헬륨가스 플레넘에 채워지게 되므로 파손감지기능

을 상실하게 된다. 그러므로 General Electric 사(10)

와 JAEA(11)의 DWTSG 에서는 온라인 전열관 파손

감지 기능을 구비하지 않고 있다.  

JAPC 사에서 개발한 헬리컬 DWTSG(12)에서는 

모든 전열관을 증기발생기의 셸의 외부로 통과시

킨 후에, 각각의 전열관 경계면의 헬륨가스를 분

석하여 전열관의 파손을 감지코자 하였다. 이 방

법은 수많은 전열관이 증기발생기 외부에 노출되

므로 증기관 파단사고와 같은 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이중벽관 증기발생기에 있어서 가장 

대두되는 기술적 현안은 내관과 외관 사이인 경계

면에서의 열전달 성능을 향상시키는 문제와 소듐-

물 반응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전열관의 파손을 감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다. 

2. 개념개발 

2.1 열전달 성능향상 

지금까지의 국외연구에서는 실험과 실험로 운전

에서 획득한 자료를 설계와 분석에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5,7,10) 비공개 문헌에 의하면 경계면에서의 

열전달계수는 전열관의 위치와 조건에 따라 0.2×

104~4.2×104 W/m2℃ 범위에 있었다. 또한 종래 개

발된 프리스트레스 이중벽관은 내관과 외관이 동

일한 재질이었다. 따라서 소듐과 접촉하는 외관은 

온도가 높아 열팽창이 많고, 물/수증기와 접촉하는 

내관은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아 열팽창이 적어 두 

관 사이에 온도차가 클수록 밀착도가 떨어져 두 

유체 사이의 열전달 성능이 저하되는 단점이 있었

다.  

잔류응력은 이중벽관을 제작할 시에 생성되는데, 

잔류응력이 감소하는 원인으로는 시간에 따른 재

질의 응력 감소, 내관과 외관의 온도차이, 전열관

다발 내부에서 전열관 간의 온도차이 및 전열관다

발과 셸 간의 온도차이에 의한 전열관의 축방향 

압축성 응력의 영향 및 폐쇄한 전열관에 의한 주

위 전열관 온도상승 등이다. 시간에 따른 재질의 

응력감소와 내관과 외관의 온도차이에 따른 잔류

응력 감소는 시스템에서 필연적이다. 

내관과 외관 간의 온도차이에 의한 잔류응력 감

소 문제는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개념인 내관과 

외관의 재질을 다르게 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다. 

전열관다발에서의 온도차이에 의한 열응력은 직관

형 증기발생기인 경우에는 셸에 벨로우즈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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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전열관다발 내에서 유동과 온도를 균일하게 

분포하도록 설계하여 줄일 수 있으나 실제적으로

는 한계가 있다. 헬리컬형 증기발생기인 경우에는 

이 문제가 대폭 완화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Fig. 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열팽

창률이 10~15% 정도 다른 두 가지 재질 즉, 외관

은 열팽창률이 낮고, 내관은 높은 재질로 이중벽

관을 제작하여 온도차이가 발생하여도 밀착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온라인(on-line) 누

출감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길이 방향으로 

0.2~ 0.4mm 높이로 4 개의 홈(groove)을 외관의 내

면에 90도 간격으로 설치하였다. 

400℃에서 내관으로 사용되는 2¼Cr-1Mo 강의 

열팽창률은 약 1.39×10-5/℃ 이고, 외관으로 사용

되는 Mod.9Cr-1Mo 강의 열팽창률은 약 1.21×10-

5/℃이다. 이 경우 증기발생기 정상운전조건에서 

발생하는 내관과 외관 사이의 최대 온도차인 55℃

에서 상온에서와 유사한 열전달 성능을 가지며, 

물 측이 배출되어 내관과 외관이 동일하게 520℃

가 되는 가상 이상상태에서는 ANSYS 전산코드 

계산 결과 11MPa 정도의 응력이 발생하므로 이중

벽관 제작 시 생성된 잔류응력 15MPa 와 합해도 

26MPa 정도의 응력이 존재하지만 동일 온도에서 

단조 파이프의 허용응력이 Mod.9Cr-1Mo 강은 

103MPa, 2¼Cr-1Mo 강은 68MPa 정도이므로 안전

에 이상이 없다.  

이중벽관을 압연인발로 제작할 경우에 내관과 

외관의 두께와 직경에 따라 내관과 외관의 경계면

에 생성되는 잔류응력이 결정된다고 EPRI 보고서
(13)에 도표로 잔류응력이 값이 제시되어 있다. 

Srinvisan 등의 해석(6)에 의하면 열전달 감소가 일

어나는 EBR-II 의 임계잔류응력은 13.8MPa 이었다. 

일본의 Mitubish 사가 개발하는 외관의 외경 

19mm, 내관의 내경 13.8mm 인 이중벽관을 같은 

재질(Mod.9Cr-1Mo 강)로 만들 때 경계면의 접촉성 

 

 

 

Fig. 1 Double wall tube with different materials 

을 높이기 위하여 최소 잔류응력을 30MPa 로 설

정한 바 있다.(14) 

 

2.2 온라인 전열관 파손감지 

이중벽관의 경우 내관과 외관이 접하는 부분이 

표면돌기에 의해 완전히 밀착되지 못해 미세한 공

간이 생성된다. 이 미세한 공간에는 헬륨가스를 

채우는데, 만일 외관이 파손되면 이 공간에 채워

진 헬륨가스(2 MPa)가 소듐 측(대기압)으로 누출되

고, 내관이 파손되면 수증기(16.5MPa)가 이 헬륨

가스가 채워진 공간으로 유입되게 된다. 따라서 

홈에 채워진 가스 양의 변화를 온라인으로 감시하

여 누출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전열관 파손감지를 위해, 

Fig. 2 와 같이 하부 튜브시트에서 각 이중벽관의 

홈들을 개별적으로 감지홀(detection hole)에 연결하

는 방법을 도출하였다. 즉, 하부 튜브시트의 튜브

홀(tube hole)에는 내관만 통과시켜 하부에서 튜브

시트에 용접으로 부착하고, 외관은 튜브시트의 상

부에서 용접으로 부착하면 홈에 있는 헬륨가스는 

튜브시트 내부에서 내관의 외부와 튜브홀 사이로 

연결된다. 

하부 튜브시트에서 감지홀을 반경방향으로 설치

될 수 있도록 각 전열관 행(row)에 있는 튜브홀이 

반경방향으로 일직선이 되게 배치하였다. 감지홀

은 튜브홀 사이로 상하로 배치되며, 측면에서 각 

튜브홀의 깊이만큼 홀을 파서 만든다.  

상부 튜브시트에서는 하부 튜브시트와는 다르게 

이중벽관은 내관과 외관을 동시에 튜브홀을 통과

시켜 튜브시트 상부에서 용접으로 부착한다.  

이중벽관의 홈에 있는 헬륨가스는 개별적으로  

 

 
Fig. 2 Arrangement of the tube holes and the detection 

holes in the lower tube sh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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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On-line tube failure detection system 

 

감지홀에 연결되고 튜브시트의 측면에서 연결튜브

(connecting tube)를 통해 파손감지 시스템(Fig. 3)에 연

결된다. 외관이 파손될 경우 연결튜브를 막고, 급수

헤더와 수증기헤더에서 상응하는 전열관을 막으면 

감지기능의 상실 없이 전열관 격리가 가능하다. 

헬륨가스 플레넘의 개수는 압력계의 사고확률, 

감응도 및 파손 후 감지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고

려하여 결정한다. Kisohara 등(9)이 이중벽관을 이용

해서 수증기와 헬륨가스로 누출감지 실험을 수행

한 결과를 바탕으로 압력계기의 감응도, 헬륨가스 

플레넘의 전체부피(0.4m3), 헬륨가스 압력(2MPa)을 

고려해서 10-3g/s 누출될 때 파손 후 1 일 이내에 

감지하려 할 경우 필요한 헬륨가스 플레넘 수는 

대략 396 개의 전열관을 갖는 증기발생기의 경우 

4~6개 정도로 나타났다.  

튜브시트에 외관은 상부에서 필렛 용접하고, 내

관은 하부에서 필렛 용접하므로 내관과 튜브시트 

사이에는 미세한 공간이 형성되는데 하부에서 감

지홀까지는 관을 확장하여 튜브시트에 밀착시키므

로 견고성이 유지된다. 연결튜브의 내부에는 

2MPa 압력이 항상 유지되나, 내관이 파열될 경우

16.5MPa 의 압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연결튜브는 

외경 5mm, 내경 2mm 인 전열관을 사용하였고, 튜

브시트의 벽면에 삽입하여 용접한다. 연결튜브들

은 4~6 개의 다발로 구성하여 증기발생기와는 격

리된 공간에 설치된 헬륨가스 플레넘에 연결한다.     

3. 구조개념 설계 

이중벽관을 적용하는 증기발생기의 형태는 이중

벽관의 설치방법에 따라 직관형과 헬리컬형으로 

구분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375MWth 용량의 헬리

컬형 이중벽관 증기발생기를 예비 개념설계하여 

상기 개념들의 적용성을 분석하였다.(15) 이 증기발

생기는 소듐과 물이 역류로 흐르는 셸과 전열관 

형식으로 Fig. 4와 같은 형상을 갖는다. 

 

Fig. 4 375MWth helical DWTSG 

증기발생기의 구조는 증기발생기 셸, 상하부 헤

드, 헬리컬 코일과 지지대로 구성된 전열관다발과 

전열관다발을 감싸고 있는 외부 및 내부원통, 소

듐이 유입되는 부분인 상부전열관 어셈블리, 소듐

이 유출되는 부분인 하부전열관 어셈블리, 수증기

헤더, 급수헤더 및 커버가스 공간으로 구분된다. 

헬리컬 코일은 30mm 외경인 이중벽관의 허용곡

률반경보다 보수적인 반경으로 내부원통(Inner 

shroud)에 감겨 있는 형태이다. 

외경 30mm, 내경 22mm 인 이중벽관을 전열관

으로 사용하였다. 전열관 행 수는 11 개이며, 전열

관의 개수는 396 개이다. 가장 작은 반경을 갖는 

전열관 행은 26 개의 전열관으로 이루어지고, 코일

반경이 780 mm이다. 이때 전열관 직경 대 코일반

경의 비는 26 이다. 코일의 종간격 피치와 행간격 

피치가 결정되면 코일의 경사각은 다음과 같이 결

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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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α는 전열관의 경사각, Sn는 행간격 피치, 

Sp은 종간격 피치이다.  

두 인접한 행 간의 전열관 개수 차이인 n∆ 이 

커지면 증기발생기의 직경은 작아지고 높이는 높

아지는데, 직경을 줄이기 위하여 이 값을 2 로 설

정하였다. 이 설계에서 행간격 피치 60mm, 종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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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 피치가 44mm 이므로 전열관의 기울기는 

13.14°이다. 전열관다발의 높이는 12.56m, 증기발

생기 전체 높이는 20.6m, 셸의 외경은 3.01 m 이

다. 유효 전열관의 길이는 56.9m, 전 길이는 

61.6m 이다. 

외부원통(outer shroud)은 전열관다발의 외부에 

설치되며, 다발의 내부에 소듐 유로가 형성되게 

하고, 다발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전열관다발의 

상부와 하부에는 2 개의 유량조절용 오리피스가 

달린 수평으로 설치된 수평지지대가 있고, 전열관

다발에는 상하로 설치되는 반경방향 지지대를 8

개 설치하였다. 반경방향 지지대는 내부원통, 외부

원통 및 유량조절용 수평지지대들에 의해 지지된

다.  

상부전열관 어셈블리 영역에서 헬리컬 코일이 

수증기헤더의 튜브시트에 용접되기 위해서는 전열

관의 방향을 76.86°바꾸어야 되므로 휘어서 방향

을 바꾼다. 튜브시트의 반경을 줄이고 열팽창을 

흡수하기 위하여 증기발생기의 중심을 향해 전열

관의 방향을 다시 두 번 휘었다. 이 때 휨반경은 

590.2 mm 이므로 전열관 직경 대 휨반경의 비는 

19.7 이다. 

전열관을 휘게 되면 중심 쪽의 벽면은 두꺼워지

고, 바깥 쪽은 얇아진다. 이 현상은 운전 시에 전

열관에 미치는 응력의 분포와 열전달 성능에 영향

을 미친다. 또한 이 비를 크게 설정하면 헬리컬 

증기발생기의 직경이 커지므로 이 휨반경은 헬리

컬 증기발생기에서 중요한 설계 인자이다. 전열관 

직경 대 휨반경의 비 19.7 은, Hiroshi 등(16)의 실험

에서 측정한 증기발생기에 사용되는 이중벽관의 

최소허용 비인 16보다 크다.   

하부전열관 어셈블리에서는 상부전열관 어셈블

리에서와 같이 전열관을 휘어 튜브홀에 각각 연결

하였는데, 이때 인접한 전열관 표면과의 간격이 

최소 10mm 이상 되도록 최적화하였다. 하부 튜브

시트에는 6 개의 전열관 행이 있으며 각 행마다 

66 개의 전열관이 배치되고, 가장 안쪽 행의 직경

은 1.052m, 행간격 피치는 60mm이다. 

증기발생기의 수위는 정화계통으로 연결되는 배

관으로 넘쳐흐르는 방법으로 제어하고, 정화계통

으로 통하는 관보다 높은 부분에는 아르곤 가스로 

채워지는 커버가스 공간을 형성한다. 내부원통의 

내부 공간은 독립적으로 커버가스 공간과 연결되

어 압력을 동일하게 유지하지만, 소듐증기가 내부

원통에 들어가 응착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여러 개의 작은 홀을 설치하였다. 또한 내부원통

의 상부에 12.7cm 크기의 파열판 3 개를 설치하여, 

이 증기발생기에서는 초과설계기준사고에 속하는 

소듐-물 반응사고 발생 시, 급수밸브 작동 등과 

같은 비상조치에 소요되는 시간 동안 증기발생기 

내부의 압력상승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상부에서 소듐과 커버가스 사이의 온도차가 매

우 커서 소듐의 자유액면이 요동하면 전열관에 열

피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외부원통을 상부까지 확장하고, 상부전열

관 어셈블리에서는 전열관의 외각에 전열관 보호

막을 설치하여 자유액면 요동의 진폭을 완화시키

는 방법을 강구하였다. 상부 외부원통과 보호막에

는 작은 홀을 여러 개 만들어 외부와 내부로 미세

하게 소듐과 커버가스가 유동할 수 있게 설계하였

다. 

소듐은 두 개의 유입노즐을 통해 상부에서 유입

되고, 두 개의 노즐을 통해 하부에서 배출되도록 

하였는데 전열관다발에서의 유동을 균일화하기 위

하여 유입노즐과 배출노즐은 서로 직각으로 배치

하였다. 소듐이 들어오는 부위에는 2 개의 오리피

스형 유동분배기를 설치하여 원주방향으로 균일하

게 전열관다발 내부로 들어오게 하고, 소듐의 출

구에서도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전열관다발에서 

소듐이 균일하게 흐르도록 설계하였다. 

소듐출구와 하부 튜브시트 사이에는 정체된 소

듐 영역이 발생하는데, 이는 유동 성층화 형상을 

유발할 수 있고 증기발생기에서 소듐을 배출시킬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듐이 들어가는 최하부에 소듐 배출노즐

과 직각으로 2 개의 작은 배관을 설치하고, 항상 

소듐이 흐르도록 하여 소듐이 정체하는 것을 방지

하였다. 이 냉각된 소듐은 정화계통으로 들어가는 

고온의 소듐을 냉각시키는데 사용한다.  

수증기헤더, 급수헤더에는 감시창(inspection port)

를 각각 설치하여 전열관 비파괴 검사와 파손된 

관의 폐쇄(plugging) 시에 사용한다. 

여기서 설계한 증기발생기의 제작성과 전열관의 

상호 간섭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Fig. 5 에서와 

같이 각각의 부품을 ACAD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3 차원 도면을 작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 차원

열수력 설계 및 3 차원 전열관 배열을 설계할 수 

있는 SGOLD(Steam Generator with On-line Leak 

Detection System)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 프로

그램은 급수가 유입되는 전열관의 입구부터 증기

가 나가는 출구까지 3 차원 전열관 설계가 가능하

며, 최적의 배관조건을 설정하면 자동으로 전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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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3D view of the helical DWTSG 

 

의 배열을 교정하는 기능을 갖고 있으며 지지대 

설계도 가능하다. 

하부전열관 어셈블리에 있는 최하위 수평지지대

를 통과한 전열관의 위치와 하부 튜브시트에 있는 

튜브홀의 위치는 배열상 매우 다르다. 튜브시트의 

직경을 줄이고, 열팽창을 흡수하기 위하여 이 전

열관 지지대와 튜브홀 사이에는 전열관을 같은 휨

반경과 동일한 각도로 2 번 휘었는데 이때 전열관

에서 튜브홀까지의 거리와 휘는 방향이 각각 다르

므로 전열관들 사이에 간섭이 일어날 수 있다. 그

러므로 전열관을 튜브시트에 있는 최적의 튜브홀

에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SGOLD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열관들 사이에 

간섭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배관을 최적

화하였다. 최적조건으로는 인접한 전열관 사이에 

적절한 거리 이상의 간격을 두면서 최단거리로 연

결하는 것이다. 전열관 사이의 간격을 설정하는 

데는 열팽창도 고려해야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이 

유동에 의한 전열관의 진동이다. 이를 고려해서 

본 연구에서는 최대진폭을 ±3mm 로, 또한 열팽창

을 고려해서 인접한 전열관들의 표면간의 최소거

리를 10mm로 설정하였다. 

수증기헤더, 전열관다발, 내부원통, 외부원통 및 

급수헤더는 용접과 볼트로 제작된다. 이를 증기발

생기 셸에 삽입하고, 상부 튜브시트와 하부 튜브

시트를 셸에 용접으로 부착시킨다. 따라서 셸과 

외부원통 사이에는 미세한 간격이 생기고 소듐 중 

일부가 이 틈새로 흘러 증기발생기 외부로 방출되

는 열량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므로 셸과 전열관다

발 사이의 온도차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     

4. 이중벽관 설계, 예비 제작 

및 시험 

4.1 이중벽관 설계 

국내의 경우 일부 중소기업에서 가열/냉각 방식

의 열끼워맞춤 방법으로 짧은 길이의 이중벽관을 

제작한 경험은 있으나 긴 길이의 프리스트레스 이

중벽관을 제작한 경험은 전무하다. 일본은 고속로

인 JSFR 에 적용하기 위해 내관과 외관이 동일한 

재질인 Mod.9Cr-1Mo 강으로 만든 직관형 이중벽

관을 Tohsei Kokan 사와 Nippon steel 사의 자회사

인 NSTR 이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데, 이 기술

의 활용은 JAEA 에 국한되며 외부로의 기술유출

을 금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 예비 선정한 이중벽관은 냉간인발 

가공공정에서 생성된 경계면의 잔류응력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프리스트레스 방법으로 제작한다. 증

기발생기 개념설계에서는 소듐 유입온도 520℃, 

수증기 온도 490℃, 수증기계통 압력이 16.5MPa

인 설계조건에서 최적의 전열관 설계사양으로 외

관의 외경 30mm, 내경 26mm, 내관의 내경 22mm

인 이중벽관을 설정하였다. 

외관의 내면에는 4 개의 홈이 길이방향으로 90

도 간격으로 설치된다. 내관과 외관의 두께는 외

관의 내면에 있는 높이 약 0.3mm 의 홈, 내관 내

면의 허용깊이 0.5 mm인 물 측의 부식 및 헬리컬 

전열관에서의 휨 등을 고려하여 각각 2mm 로 설

정하였다. 

ANSYS 전산코드에 의한 수치적 분석에 의하면 

520℃의 운전조건에서 내관과 외관의 온도차가   

55℃로 유지되면 경계면의 간격에는 변화는 없으

나, 만약 520℃ 운전조건에서 온도차가 없다면 앞

에서 기술한 이상상태에서 발생하는 11MPa 의 압

축응력이 발생한다. 이를 고려하여 최대응력이 

26MPa 정도가 되도록 인발 제작시 경계면의 접촉 

잔류응력은 15MPa로 설정하였다. 
 

4.2 이중벽관 예비 제작 및 시험 

신개념 이중벽관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설계자

료를 생산하기 위해 3 종의 이중벽관을 예비 제작

하였다. 이중벽관-1 은 내관을 2¼Cr-1Mo 강, 외관

을 Mod.9Cr-1Mo 강으로 제작하고, 외관의 내면에 

4 개의 홈을 가공하였다. 이중벽관-2 는 재질은 이

중벽관-1 과 같으나 홈이 없는 형태이고, 이중벽관

-3 은 이중벽관-1 과 같으나 내관과 외관을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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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인 Mod.9Cr-1Mo 강으로 제작하였다. 예비 제

작한 이중벽관의 길이는 각각 6m이다.    

이 이중벽관들은 한국특수파이프 사에서 제작하

였는데 제작사양이 고유하고 또한 국내에서 처음 

제작을 시도한 것이었기 때문에 한국원자력연구원

과 상호 협의를 통해 trial and error 방식으로 개발

하였다. 이중벽관은 내관의 외경과 외관의 내경의 

차이가 1mm 보다 작도록 내관과 외관을 각각 별

도 인발 가공한 후 내관을 외관에 삽입한 다음 동

시에 인발하여 제작하였다. 이때 내관과 외관의 

크기와 인발 가공율에 따라 잔류응력의 크기가 달

라지므로 적절한 잔류응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적의 제작조건을 찾는 것이 노하우가 되고 이를 

위해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이중벽관의 특성을 검사하는데 있어서는 외형의 

치수를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계면에 생성

된 잔류응력을 측정하여 분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

하다. 잔류응력 측정방법에는 홀드릴링 방법, 중성

자 회절법, x-선 조사법 등 여러 종류가 있는데 본 

연구에 사용되는 이중벽관의 경우 홀드릴링 방법

과 x-선 조사법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서 

연구용 원자로를 사용한 중성자 회절법을 적용하

여 측정을 시도하고 있다.  

내관과 외관을 다른 재질로 제작한 이중벽관의 

경계면에서의 열전달계수를 측정하는 것은 신개념 

이중벽관의 타당성 검증과 더불어 증기발생기를 

설계하는데 중요한 자료이다. 이의 측정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제작한 이중벽관을 사용하여 5m길

이의 환형 실험부를 갖는 소듐/소듐 열교환장치를 

설계하였고 설치를 준비하고 있다.     

제작된 이중벽관의 제작 시 허용공차로는 경계

면의 간격은 5µm 이하로, 잔류응력의 허용공차는 

±2 MPa 정도로 설정하였고, 외경과 내경은 ±

0.5%, 두께는 ±5%, 홈의 높이는 0.25~0.35mm, 홈

의 폭은 0.8~1.2mm로 설정하였다.  

제작 후 측정결과 외경은 0.03mm 정도 크며(표

준편차 7.9×10-3mm), 내경은 0.07mm 정도 작고(표

준편차 5.3×10-3mm), 내관의 두께는 2.17mm, 외관

의 두께는 1.88mm 로 나타났다. 가공한 홈의 높이

와 폭, 그리고 경계면의 간격은 허용공차 범위에 

있었다.  

Fig. 6 은 제작한 이중벽관-1 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홈과 경계면을 표면처리 한 후 전자현미

경으로 관찰한 것이다. 홈의 크기는 제작사양을 

잘 만족시키고 있고 경계면의 간격도 5µm 요건을 

잘 만족시킴을 알 수 있다. 600℃에서 2 시간 열처

리한 후에 홈과 경계면의 형상을 전자현미경으로 

다시 관찰한 결과를 Fig. 7과 Fig. 8에 나타내었다. 

홈은 반달형으로 뚜렷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경계면 또한 요구 간격을 유지하고 있고 이는 원

주방향에서 일관되게 관찰되었다. 

열처리 하였을 때에 경계면과 홈에는 이 물질이  

 

Table 1 Compositions of the materials in Fig. 8 

Spectrum O V Cr Fe Mo Total 

S1   2.36 97.64  100.0 

S2   3.45 96.55  100.0 

S3 7.74  18.5 72.08 1.68 100.0 

S4  0.43 8.25 92.32  100.0 

Max. 7.74 0.43 18.5 97.64 1.68  

Min. 7.74 0.43 2.36 72.08 1.68  

 

 

 

 
(a) DWT       (b) Groove        (c) Gap 

Fig. 6 Photo of the double wall tube 

 

 

Fig. 7 Groove after 2 hour tempering at 600℃ 

 

 

Fig. 8 Gap after 2 hour tempering at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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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간 생성되었는데 성분을 분석한 결과 약간의 

산화물이 석출되었다. 이는 이 공간에서 산소가 

재질과 반응하여 생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1

은 Fig. 8 의 지정된 위치에서 분석된 재료의 성분

을 정리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S1 은 내관을 나

타내고 S4는 외관을 나타내고 있다. 

5. 결 론 

이중벽관 증기발생기의 열전달 성능을 향상시키

고, 온라인 전열관 파손감지가 가능한 개념을 개

발하였고 이 개념들을 구현할 수 있는 375MWt 

용량의 증기발생기를 예비 개념설계 하였다.  

프리스트레스 이중벽관에서 외관은 열팽창률이 

낮은 재질(Mod.9Cr-1Mo), 내관은 높은 재질(2¼Cr-

1Mo)로 만들어 온도차이가 발생하여도 밀착성을 

유지하여 열전달 성능을 향상시키는 개념을 개발

하였다 

하부 튜브시트에서 각 이중벽관의 홈들을 개별

적으로 감지홀에 연결하여 전열관의 파손이 일어

날 경우 홈에 채워진 가스의 양을 온라인으로 감

시, 확인하여 누출여부를 감지하는 방법을 개발하

였다. 

증기발생기의 직경을 줄이기 위해 전열관 외경 

대 휨반경의 비는 26 이상이면서도 상대적으로 적

은 행을 갖는 전열관 배열방법과 튜브시트의 직경

을 줄이는 전열관 배열방법을 고안하였다. 

이 증기발생기에 사용될 이중벽관을 3 종으로 

구분하여 설계 및 예비 제작하고 기계적 시험을 

수행하였다. 시험결과 내경과 외경의 치수는 약간 

상이하나 대체적으로 제작공차를 만족시켰다.  

경계면에서의 잔류응력은 현재 연구용 원자로에

서 중성자회절법을 이용하여 측정 중이다. 또한 

재질이 다른 이중벽관의 타당성과 경계면에서의 

열전달 특성을 측정하는 실험장치 설계를 완료하

여 설치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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