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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호설명 - 
 
a   : 결함 깊이(in) 

c  : 결함 길이/2(in) 

KI  : 응력확대계수(ksi√in) 

Ki  : 파괴인성(ksi√in) 

KIH  : 수소취화균열개시(DHC) 파괴인성(ksi√in) 

E’ : 압력관 횡탄성계수(=E/(1-v2)) 

da/dN  : 피로균열성장률(in/cycle) 

∆K  : 응력확대계수 폭(KImax - KImin) 

∆Kth  : 임계 응력확대계수 폭(= 0) 

σh
P  : 원주방향 1차 응력(ksi) 

σh
’ : 원주방향 소성붕괴 응력(ksi) 

σa
Pm, σa

Pb : 축방향 1차, 2차 응력(ksi) 

σm
’ : 축방향 소성붕괴 1차응력(ksi) 

σb
’ : 축방향 소성붕괴 2차응력(ksi) 

TSSD  : 수소 용해 최종고용도(ppm) 

TTSSD  : 수소 용해 최종고용도 온도(K) 

Heq  : 등가수소농도(ppm) 

 Vr, Va  : DHC 반경, 축방향 성장률(m/s) 

SF  : 안전계수(A/B/C/D : 2.7/3.0/1.7/1.5) 

ρ : 체적결함 곡률반경(µm) 

U  : 피로누적 사용계수 

Pc  : DHC 개시 한계응력(=450 MPa) 

Key Words : Pressurized Heavy Water Reactor(가압중수로), CSN 285.8(연료관 가동적합평가 기술기준), Fuel 
Channel(연료관),  Pressure Tube(압력관),  Flaw Analysis(결함평가) 

초록: 가압중수로 연료관은 CSA N 285.4 기술기준에 따라 주기적인 가동중검사가 수행되고 있다. 가동중검사시 

발견된 결함이 CSA N 285.4의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결함 연료관의 계속 운전을 위해 가동적합성 평가를 

허용하고 있다. 캐나다 COG(CANDU Owner's Group)를 중심으로 중수로 연료관의 결함 건전성 평가 기술기준인 

CSA N285.8이 개발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CSA N285.8을 기반으로 연료관의 건전성 평가시스템 WIES(Wolsong 

In-service Evaluation System)를 개발 하였다. 중수로 연료관의 가동중검사시 결함이 발견되는 경우, 개발된 

시스템은 신속하고 정확한 건전성 평가를 수행하여 계획예방 정비기간의 연장을 방지하여 원전 이용률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Pressure tubes at the CANada Deuterium Uranium (CANDU) nuclear power plants are periodically inspected 
in accordance with the CSA N285.4 code. If flaws that do not satisfy the criteria given in CSA N285.4 are detected, the 
code permits a fitness-for-service assessment to determine the acceptability of the flawed pressure tubes. In this paper, 
the Wolsong In-service Evaluation System (WIES) is introduced; this system has been developed for the assessment of 
the flawed pressure tubes and is based on CSA N285.8. Since the system evaluates the integrity of flawed pressure tubes 
exactly and promptly during an in-service inspection, it will help in operating the Wolsong nuclear power plants without 
prolonging the outage period. 

§ 이 논문은 2010년도 대한기계학회 재료 및 파괴부문 춘계학술 
대회(2010. 4. 22.-23., 라데나콘도) 발표논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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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 Blister 등가 깊이(mm) 

BFT  : Blister 생성 한계수소농도(ppm) 

LBB  : 파단전누설(Leak Before Break) 
CCL  : Critical Crack Length(mm) 
 

1. 서 론 

원자력발전소 건전성 확보는 지속적인 원전사업과 

국가 산업발전의 원동력일 뿐만 아니라 원자력 산업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확보에 필수적인 사항이다. 

원자력발전소의 건전성 확인을 위해 주요기기 및 배관 

용접부에 대한 주기적인 가동중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월성 원자력발전소는 가압중수로(Pressurized Heavy 

Water Reactor)형 원자로이며, 운전 중에 연료 교체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연료관(Fuel Channel)은 

냉각재 유로를 형성하는 압력관(Pressure Tube), 

감속재와 접촉된 원자로관(Calandria Tube), 압력관과 

원자로관의 양쪽을 지지하는 엔드피팅(End Fitting)과 

접촉을 방지하는 스페이서(Spacer)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온/고압과 방사선을 직접 조사받는 압력관은 

결함, 중수소 흡수, 수소취화균열, 블리스터 및 재료 

열화 등과 같은 손상기구에 노출되어 있어, 이에 

대한 건전성 확보가 중요하다. 따라서, 연료관의 

손상기구에 대한 건전성 확보를 위해 캐나다 CSA 
Code N285.04, “Periodic Inspection of CANDU(CANada 
Deuterium Uranium) Nuclear Power Plant Components”(1)에 

따라 주기적인 가동중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월성 연료관의 가동중검사는 계획예방정비기간 중 

주공정이며, 규제 강화로 검사 연료관(Fuel Channel) 

수가 최소 5 개에서 선행호기 기준 최소 10 개로 

증가 되었다. 연료관 검사중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결함이 발견되는 경우, 결함정보, 운전 이력 및 응력 

데이터를 사용하여 결함 건전성 평가를 수행하고 

규제기관의 평가 결과의 타당성이 확인되어야 한다. 

가압중수로 연료관은 운영이 장기화될수록 결함이 

발견되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신속하고, 신뢰성 있는 연료관 건전성 평가 

시스템의 개발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중수로 연료관 검사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결함이 발견되는 경우, 연료관 

건전성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WISE (Wolsong In-

service Evaluation System) 개발하였다. 

개발된 WIES 는 중수로 연료관 가동중검사시 CSA 

N285.04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결함을 신속하고 신뢰성 

있는 건전성 평가를 수행함으로써, 계획예방정비 

기간의 연장을 방지하여 원전 이용률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연료관 가동적합성평가 알고리즘 

2.1 연료관 가동적합성평가 기술기준 

중수로 연료관은 CSA N 285.04 가동중검사 

기술기준에 따라 연료관의 치수 및 비파괴 체적검사를 

수행한다. 검사 결과 연료다발의 스크래치, 틈새부식 

자국, 베어링 받침에 의한 마모결함과 이물질에 의한 

마모결함 등의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결함들이 발견될 

수 있으며, 기술기준의 허용기준을 초과한 결함은 

가동적합성(Fitness-For-Service) 평가를 수행 한다. 

1991년도 캐나다의 COG (CANDU Owner's Group)을 

중심으로 AECL(Atomic Energy of Canada Limited)과 

OPG(Ontario Power Generation)는 연료관   건전성 

평가절차 및 재료물성의 표준화를 위해 FFSG(Fitness-
for-Service Guidelines for zirconium alloy pressure tubes in 
Operating CANDU reactors)를 개발하였으며, COG 의 

Fuel Channel Program 으로 연료관의 재료물성 시험과 

손상기구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FFSG 1996 년 개정판(COG-91-66 1996 Issue)(2)이 

발행되었다. 캐나다 표준협회 CSA (Canadian Standard 

Association)의 기술기준 제정 과정을 거쳐 

2005년도에CSA N285.08, “Technical Requirements for In-
Service Evaluation of Zirconium Alloy Pressure Tubes in 
CANDU Reactors”(3)가 발표되었으며, 주요 변경항목은 

다음 Table 1과 같다. 
 

Table 1 Comparison of CSA N 285.08 and FFSG Rev. 2 

주요항목 CSA N285.08 FFSG Rev. 2 

응력산출 절차 명시 N/A 

응력확대계수  계산 절차 명시 

Raju-
Newman(4)또

는 기타 

파괴인성 압력관 방향 고려 

압력관 방향 

고려하지 

않음 

수소취화균

열평가 

Process Zone 
Method 추가 

한계 

피크응력 

평가 

안전계수(SF) 
(A/B/C/D) 

3/2.7/1.7/1.5 √10/√10/√2/√2 

노심평가 
파괴방지/손상평가 

추가 
LBB 

확률론적평

가기준 
허용기준 제시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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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A N285.08 연료관 가동적합성 평가 절차는 

Fig. 1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WIES 는 원자로 파괴방지, 손상평가 및 재질감시 

(IMSP: Integrated Material Surveillance Program)를 제외한 

연료관 가동적합성 평가가 가능하도록 개발되었다. 
 
2.2 압력관 결함 평가 

연료관 가동중검사 중 압력관에 발견되는 결함은 

평면(Planar)결함과 체적(Volumetric) 결함으로 구분되며 

평가절차는 Fig. 2와 같다. 

피로균열개시 후 최종 성장된 결함 크기(af)는 압력관 

두께의 5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2.2.1 평면결함(Planar Flaw) 평가 알고리즘 

연료관 검사시 발견된 허용기준을 초과한 결함크기(ai) 

는 피로/수소취화균열(Delayed Hydride Cracking)으로 
 

 
Fig. 1 Structure of CSA N285.08 

 

 
 

Fig. 2 Flow chart of flaw analysis in pressure tube 

성장된 최종 결함크기(af)를 적용하여 파괴개시 및 

소성붕괴 평가를 수행하여 건전성 평가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계속 운전이 가능하다. 압력관 평면결함 

평가 흐름도는 Fig. 3과 같다.  

평면결함의 피로균열 성장량은 다음 Paris 식 

(1)을 이용하여 계산된다. 
 

0)(0
n

thI KKC
dN

da
∆−∆=             (1)  

 

여기서,  
      C0 : 3.438×10

-10 (250 )℃  
      n0 : 3.439 (250 ) ℃  

이다.  

평면결함의 수소취화균열(DHC) 성장량은 결함부위 

온도가 TTSSD 보다 낮은 경우 다음 식 (2)를 이용하여 

계산된다. 
 

∑ =
∆=∆ sN

i i

r

i tVa
1

                   (2) 

∑ =
∆=∆ sN

i i

a

i tVc
1

                   (3) 
 

여기서,  

∆t : 운전시간(sec) 

    Ns : 지속운전 또는 원자로 냉각 주기수 

이다. 
 

2.2.1.1 파괴개시(Fracture Initiation) 허용기준 

 원자로 설계과도상태 A/B 급(정상/이상) 및 C/D 

급(고장/비상) 운전조건에서 다음 파괴개시 허용기준을 
 

  
 

Fig. 3 Flow chart of planar flaw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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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하여야 한다. 
 

F

i
I

SF

K
K

)(
<                          (4) 

 

여기서, SF(Safe Factor)는 안전계수 이다. 
 
2.2.1.2 소성붕괴(Plastic Collapse) 허용기준 

원자로 설계과도상태 A/B 급(정상/이상) 및 

C/D 급(고장/비상) 운전조건에서 다음 소성붕괴 

허용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SF

hp

h

'σ
σ ≤                                  (5) 

SF

mPm

a

'σ
σ ≤                         (6) 







−−≤
SFSF

Pm

a
bPb

a

1
1

'
σ

σ
σ           (7) 

 
 

2.2.2 체적결함(Volumetric Flaw) 평가 알고리즘 

연료관 검사시 발견된 허용기준을 초과한 

체적결함은 피로균열/DHC 개시/과하중평가 및 

소성붕괴 평가를 수행하여 건전성 평가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계속 운전이 가능하다. 

과하중평가는 상세 평가절차를 개발중이며, 이를 

제외한 압력관 체적결함 평가 흐름도는 Fig. 4 와 

같다. 
 

 
 

Fig. 4 Flow chart of volumetric flaw evaluation 

2.2.2.1 피로균열개시(Fatigue Crack Initiation) 

피로균열개시 평가는 압력관 피로수명곡선(S-N 

Curve)을 이용하여 반복하중이 일정 주기를 초과하면 

피로균열이 개시된다고 평가한다.  

원자로 설계과도상태 A/B 급 운전조건에서 최대 

교번응력(S)를 계산하고, 피로수명곡선(S-N Curve)에서 

각 설계과도상태별 허용주기(Ni)를 결정한다. 각 

설계과도상태별 운전주기(ni)를 허용주기(Ni)로 나누어 

모두 합한 피로누적사용계수(U)가 1.0 보다 낮아야 

한다. 
 

0.1<=∑
i

i

N

n
U                    (8) 

 

2.2.2.2 수소취화균열(DHC) 개시 

원자로 설계과도상태 A 급 운전조건에서 체적결함 

선단의 Heq 를 계산하여 지속고온상태의 TTSSD 를 

초과하면 원자로 냉각/가열운전중 결함 선단에 

수소화물이 축적되는 래칫(Latchet) 조건으로 가정한다. 

A 급 운전 최대압력과 냉각운전중 수소화물석출 

압력으로 한계피크응력 또는 Process Zone 방법을 

적용하여 DHC 개시여부를 평가한다. 
 

2.2.2.2.1 한계피크응력 

일정한 곡률반경을 갖는 체적결함 선단의 

피크응력 σp 은 DHC 개시 한계피크응력 σth 보다 

낮아야 한다. 
 

  thp σσ <                              (9) 

 

2.2.2.2.2 Process Zone 방법 

일정한 곡률반경을 갖는 체적결함 선단의 

Process Zone 두께의 팽창을 의미하는 Process Zone 

변위 vT가 다음 허용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cTv vvC <                            (10) 

여기서, vc 는 임계 Process Zone 변위 (
c

IH

PE

K

'

2

= ), 

Cv 는 Process Zone 변위 계수(탄성거동 1.0, 소성 

및 크립 거동 1.15, 기타 경우 > 1.0) 이다. 
 
2.2.2.3 소성붕괴 평가 

평면결함의 소성붕괴평가 절차와 동일하다. 
 
2.3 압력관/원자로관 접촉 평가 

압력관과 원자로관이 접촉 또는 접촉이 예측되는 

경우 연료관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절차는 다음 Fig.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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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Flow chart of PT/CT contact evaluation 
 

압력관과 원자로관의 접촉기간 동안 블리스터 

(Blister) 등가깊이(d)는 블리스터 최대 허용 등가깊이(da) 

보다 작아야 한다. 
 

  add <                               (11) 

 
2.4 LBB 평가 

원자로 설계과도상태 A 급의 지속운전상태에서 

압력관의 Heq가 TSSD 이상인 경우 원자로 노심에 

대한 LBB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LBB 평가는 압력관의 냉각재 누설이 발생하여 

안전정지 할 때까지 성장된 압력관 결함길이(2c)가 

임계결함길이(CCL)보다 작은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결정론적 LBB 평가는 운전원에게 원자로 냉각 및 

감압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환형기체계통의 냉각재 누설탐지능력이 입증되어야 

한다. 즉, 원자로 냉각, 감압 동안 균열의 

불안정한DHC 성장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확률론적 평가는 압력관 파손확률이 허용 확률만큼 

낮아야 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나 CSA N285.8 

기술 기준의 확률론적 평가에 대한 자세한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WIES 프로그램에서는 제외 

하였다. 

3. WIES 개발 

WIES 는 연료관 설계사양, 가동중검사 계획, 검사 

데이터 관리 및 가동적합성 평가를 위한 연료관 

통합관리 프로그램이며, 자료관리, 응력데이터 산출, 

가동적합성평가, 시스템관리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Fig. 6 Flow chart of LBB evaluation 
 

 
 

Fig. 7 User interface of WIES 

 
3.1 자료관리 모듈 

자료관리 모듈은 연료관의 설계과도상태, 설계하중 

(Design Load)/치수, 재료물성, 가동중검사 결과 및 

운전이력을 관리하는 모듈이다. 

연료관 가동적합성 평가에 필요한 CSA N 285.08의 

재료물성과 압력관의 수소농도, 중수로 흅수율(5) 및 

등가수소농도(Heq )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였다. 

3.2 응력산출 모듈 

응력산출 모듈은 압력관 응력보고서(6)(7)의 설계 

과도상태, 연료관 설계 하중(Design Load), 연료관 

가동중검사 결과 및 운전이력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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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Window of material properties in WIES 
 

 

Fig. 9 Window of allowable evaluation in WIES 

 
하여 CSA N 285.08 응력산출 알고리즘에 따라 결함 

부위의 응력데이터를 산출하며, 연료관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압력과 결함 길이에 따른 허용 

결함 깊이(CSA N 285.04)와 비교하여 가동적합성 평가 

수행여부를 결정한다. 
 

3.3 연료관 가동적합성 평가 모듈 

연료관 가동중적합성 평가 모듈은 CSA N 285.08 의 

가동적합성 평가 알고리즘에 따라 결함의 건전성 평가, 

압력관/원자로관 접촉 및LBB 평가를 수행한다. 

3.4 시스템 관리 모듈 

시스템 관리 모듈은 발전소 주기, 정지이력, 검사장비, 

절차서 및 사용자를 관리한다.  

 

Fig. 10 Window of flaw evaluation in WIES 
 

 

Fig. 11 Window of system management in WIES 

4. WIES 검증 

WIES 평가 결과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수계산과 

FFSG Rev. 2 절차에 따라 개발된 PTIES(Pressure Tube 

Integrity Evaluation System)(8) 결과와 비교하고, 독립적인 

계산을 수행한 제3자 검증을 수행하였다 

평면결함의 수계산과 WIES 를 비교한 결과, 파괴 

개시 응력확대계수(K)는 6.74%, 소성붕괴응력은 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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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발생하였다. 파괴개시 응력확대계수(K) 차이는 

피로균열 성장량의 계산시 오차의 누적으로 판단된다. 

체적결함의 수계산과 WIES 를 비교한 결과, 피로 

균열개시, DHC 개시 및 소성붕괴 평가가 모두 일치 

하였으며, LBB 수계산 결과도 WIES 결과와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PTIES 와 WIES 를 비교한 결과, PTIES 의 응력확대 

계수(K) 계산 범위(깊이(a)/두께(t):20 ~ 80 %)를 벗어난 

영역은 WIES 의 응력확대계수(K)가 보수적으로 평가 

되었으나, 소성붕괴응력은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제 3 자에 의한 독립적인 계산을 수행하여 WIES 와 

비교한 결과, 평면결함, 체적결함 및 압력관/원자로관 

접촉 평가의 결과는 일치하였으나, LBB 평가는 CCL 

계산시 압력관의 평균 반경(rm) 대신 외부 반경(ro)을 

적용하여 오차가 발생하여 이를 수정한 후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연료관의 가동중검사 계획에서부터 

가동중검사 결과, 연료관 설계/운전 데이터 및 

재료물성 등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가동중검사 

동안 발견된 결함의 가동적합성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WIES를 개발하였다. 

WIES 는 기술기준 변경 또는 프로그램 개선이 

용이하도록 자료관리 모듈, 응력산출 모듈, 가동적합성 

평가 모듈 및 시스템 관리 모듈로 구성되었으며, 

가동적합성 평가모듈은 평면결함, 체적결함, 압력관/ 

원자로관 접촉 및 LBB 평가로 구성되어 있다. 연료관 

건전성 평가 결과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수 

계산, 타 계산 프로그램 비교 및 제 3 자 검증을 

수행하였다. 

따라서, WIES는 월성 중수로 연료관 운영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가 예상된다. 

첫째, 중수로 가동중검사시 발견된 연료관 결함에 

대한 정확한 평가로 연료관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둘째, 발견된 결함의 신속한 평가로 계획예방정비 

기간 연장을 방지하여 원전 이용률 향상에 기여하며, 

셋째, 중수로 연료관 가동중검사 데이터의 통합적인 

관리체계 구축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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