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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1. 론

유동가속부식 에(Flow Accelerated Corrosion, FAC)

의한 감육결함의 발생은 원자력발전소 이하 원전( )

탄소강 배관계통의 주요 손상기구로 알려져 있

다.
(1,2) 따라서 탄소강 배관에서 감육결함은 원전의,

안전성과 경제성 측면에서 중요한 관리 대상으로

고려되고 있다.
(3) 원전 배관계통에서 감육결함 관리

의 핵심은 신뢰성 있는 두께 검사를 통한 결함의

검출이며,
(1,4,5) 이를 위해 초음파 두께 측정 방법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4,5) 초음파 방법은 정확한 두께

측정 결과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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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위상잠금모드가 적용된 적외선열화상 시험법은 열전도도가 큰 재료에서 결함의 검출능력을 향상

시키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기존의 적외선열화상 기법에 비해 우수한 결함 검출능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원전 배관 감육결함 검출에서 위상잠금모드 기법의 적용 효과를. ,

살펴보기 위해서 감육결함이 가공된 배관 시편을 대상으로 위상잠금모드를 적용하여 적외선열화상 시,

험을 수행하였다 시험 결과로부터 감육결함에 대한 위상이미지를 얻고 이것을 기존의 적외선열화상. ,

시험법으로 구한 열화상이미지와 비교하였다 비교 결과 위상잠금모드의 적용이 감육결함에 대한 형. ,

상 결정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개선 효과는 폭과 길이가 작거나 경계가 경사진.

감육결함에서 뚜렷하였다 그러나 깊이가 얕은 감육결함의 검출능력은 크게 향상되지 않았다. , .

Abstract: The lock-in mode infrared thermography (IRT) technique has been developed to improve the

detection capability of defects in materials with high thermal conductivity, and it has been shown to provide

better detection capability than conventional active IRT. Therefore, to investigate the application of this

technique to nuclear piping components, lock-in mode IRT tests were conducted on pipe specimens containing

simulated wall-thinning defects. Phase images of the wall-thinning defects were obtained from the tests, and

they were compared with thermal images obtained from conventional active IRT tests. It showed that the

ability to size the detected wall-thinning defects in piping components was improved by using lock-in mode

IRT. The improvement was especially apparent when detecting short and narrow defects and defects with

slanted edges. However, the detection capability for shallow wall-thinning defects did not improve much when

using lock-in mode I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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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efinitions of wall-thinning defects

(b) Shapes of wall-thinning defects

Fig. 1 Pipe specimens and geometries of wall-thinning
defects

이 작은 배관에 대해서는 측정 시간과 측정 신뢰도

측면에서 한계를 보인다 따라서 최근에는 이를 대. ,

체하기 위한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6~10) 이들

방법 중 하나가 적외선열화상(Infrared Thermography,

방법이다 검사 방법은 비접촉이며 검사IRT) . IRT

속도가 빠르고 인체에 무해하며 취급이 용이하므로,

직경이 작은 배관계통의 감육결함 검출에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11~13)

일반적으로 결함 검출에 적용되고 있는 기법IRT

은 크게 능동형 기법과 피동형 기법으로 구분되는

데 검사 대상체가 발열하지 않는 경우에는 능동형,

기법이 적용된다 이 방법은 검사 대상체의 외IRT .

부에 열적 자극을 가함으로써 결함부에서 불균일한

열적 특성을 보이게 하고 이것을 적외선 카메, (IR)

라를 이용하여 열화상이미지 형태(Thermal Image)

로 측정하는 방법이다 능동형 기법은 적용이. IRT

용이하므로 다양한 분야에서 결함 검출에 활용되고

있다.
(11,14) 최근에는 배관이나 튜브에서 감육결함이

나 부식결함의 검출에 능동형 기법을 적용하기IRT

위해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11,12,15,16) 본

논문의 선행연구에서도 다양한 시험을 수행하여 원

전 배관에 존재하는 감육결함의 검출에 능동형 IRT

기법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한 바 있다.
(17) 최근에는

열전도도가 높은 재료 내에 존재하는 결함에 대한

검출능력을 개선하기 위해 위상잠금모드(Lock-in

라고 불리는 첨단의 능동형 기법이 개발mode) IRT

되었다 위상잠금모드를 적용할 경우에 기존의. IRT

방법에 비해 결함의 검출능력이 향상되고 검사 결

과가 검사 대상체의 표면 상태와 외부 환경에 덜

민감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14,18,19)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위상잠금모드 기법의 적용,

이 배관 감육결함 검출능력을 어느 정도 개선시킬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양한 감육결함이 존,

재하는 배관 시편을 대상으로 위상잠금모드 기법을

적용한 시험을 수행하였다 시험 결과로부터IRT .

감육결함에 대한 위상이미지 를 얻고(Phase Image) ,

이것을 기존의 기법으로 측정한 열화상이미지IRT
(17)

와 비교하였다 비교 결과를 바탕으로 위상잠금모드.

기법의 적용이 원전 배관 감육결함 검출에 어떤IRT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시편 및 시험절차2.

배관 시편2.1

시험에는 내부에 다양한 형상의 감육결함이 존

재하는 개의 배관시편6 이 사용(S2-1 S2-5, S3-3)∼

되었다 이들 시편은. 2.5 - 와inch 4.0 - inch, Sch. 80

인 배관으로 제작되었으며 이들 배관은 모두 원,

전 차측 배관계통에 주로 사용되는2 ASTM A106

Gr. 탄소강이다 은 이들 배관의 화학조B . Table 1

성을 정리한 것이다. S2-1 ∼ 시편의 길이S2-4 (l)

와 직경 (Do 은 각각) 500 와mm 113 이며mm , S2-5

시편의 길이와 직경은 각각 1,200 와mm 113.0 mm

이다 또한. , 2.5 - 시편인 의 길이와 직경inch S3-3

은 각각 700 와mm 72.5 이다mm . Fig. 에 나타1(a)

낸 것과 같이 모든 시편은 배관 내부에 다양한

크기의 감육결함이 가공되어 있으며 결함의 길,

이와 원주방향 폭 그리고 깊이는 각각, L/Do =

Table 1 Chemical compositions of the pipe specimens used in the experiment (%)

Spec. C Mn P S Si Cr Cu Mo Ni V Ti

2.5-inch 0.19 0.56 0.08 0.03 0.25 0.03 0.07 0.01 0.04 <0.01 0.01

4-inch 0.18 0.53 0.016 0.007 0.18 0.13 0.18 0.02 0.09 0.0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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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5 ∼ 1.0, /θπ = 0.0625 ∼ 0.25, d/t = 0.25 ∼

의 범위를 갖는다0.75 . Fig. 에 나타낸 것과 같1(b)

이 S2-1∼ 시편과 시편에는 원주방향과S2-4 S3-3

축방향 향상이 사각형인 결함이 고려되었으며,

시편에는 원주방향과 축방향 형상이 경사진S2-5

결함이 고려되었다 즉 결함 저면의 깊이는 일정. ,

하지만 결함과 건전부의 경계가 경사지도록 가,

공되었다 는 시험에 사용된 시편의 형상. Table 2

과 각 시편에 포함된 결함의 형상을 정리한 것이

다.

시험2.2 절차

모든 시험에는 위상잠금모드가 적용되었IRT

다 기존의 능동형 기법에서는 검사 대상체. IRT

를 연속적으로 가열하면서 카메라로 열화상을IR

측정함으로써 결함에 대한 이미지를 얻는다 이.

에 반해 위상잠금모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검,

사 대상체를 조화함수 형태로 주기적으로 가열하

면서 일정한 간격으로 열화상이미지를 취득하고,

Specimen

IR camera

Power control

Fig. 2 Configuration of the lock-in mode IRT tests
on wall-thinned pipe specimens

취득된 일련의 열화상이미지를 다시 조합하여 결

함에 대한 위상이미지를 얻는다.
(14,19) 따라서 시,

험 장치는 카메라IR 가열장치 이미(Silver 480), ,

지 취득 장치 그리고 함수발생기로 구성된다 앞, .

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험에 위상잠금모드IRT

기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주기로 시편,

을 가열하여야 하며 각 주기마다 일정한 간격으

Table 2 Dimensions of the specimens and wall-thinning defects

Spec.
I.D.

Dimensions of specimen Dimensions of wall thinning defect

Length,
l[mm]

Diameter,
Do[mm]

Thickness,
t[mm]

Location Thinning
length, L/Do

Max. thinning
depth, d/t

Circ. thinning
angle, /θ π

No. of
defects

S2-1 500 113.0 7.5
side A 0.5 0.75 0.0625,0.125,0.25 3

side B 0.5 0.5 0.0625,0.125,0.25 3

S2-2 500 113.0 7.5

side A
0.25
0.5

0.75
0.25

0.0625,0.125,0.25
0.125

4

side B
0.25
0.5

0.5
0.25

0.0625,0.125,0.25
0.0625

4

S2-3 500 113.0 7.5

side A
0.125
1.0

0.75
0.75

0.0625,0.125,0.25
0.0625

4

side B
0.125
1.0

0.5
0.5

0.0625,0.125,0.25
0.0625

4

S2-4 500 113.0 7.5
side A

0.5
1.0

0.25
0.25

0.0625,0.125
0.25

3

side B 1.0 0.25 0.0625,0.125 2

S2-5 1,200 113.0 7.5

side A
0.5
0.5
0.125,0.25,0.5

0..25,0.5,0.75
0.75
0.75

0.25
0.0625,0.125,0.25
0.125

9 (slant
edge)

side B
0.25
0.5
0.125,0.25,0.5

0.25,0.5,0.75
0.5
0.5

0.25
0.0625,0.125,0.25
0.125

9 (slant
edge)

S3-3 700 72.5 6.5

side A
0.125
0.25
0.5

0.25,0.5,0.75
0.25,0.5,0.75
0.25,0.5,0.75

0.125
0.125
0.125

9

side B
0.125
0.25
0.5

0.25,0.5,0.75
0.25,0.5,0.75
0.25,0.5,0.75

0.0625
0.25
0.2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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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열화상이미지를 취득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서 함수발생기를 사용하여 가열장치 제어기와 IR

카메라를 동기화하였다 가열장치로는. 1 용량kW

의 할로겐 램프 개와 제어기가 사용되었다2 . Fig.

는 본 연구에 사용된 시험장치의 구성도를 개략2

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시편 표면에서 방사률을 균일하게 유지하기 위

해서 시험에 앞서 모든 시편의 표면은 무광택의,

검은색 페인트로 도포되었다 시편에서 감육결함.

을 검출하기 위해서 일정한 거리에서 일정한 세

기로 시편을 주기적으로 가열하였다 시험에 적.

용된 가열 주기는 0.1 이며 배관 시편의 직경Hz ,

에 따라 2.5 - 시편은inch 1.5 m, 4.0 - 시편은inch

2.0 의 가열거리m 시편과 램프의 거리( , Lo 를 유)

지하였다 시험에서 램프의 최대 세기는 정격 용.

량의 70 로 설정되었다 카메라와 가열 램프% . IR

는 시편의 정면에 설치되었으며 카메라와 시, IR

편 사이의 거리는 가열거리와 일치하도록 설치하

Spec.
I.D.

Defect geometry - Thermal image Phase image

S2-1

side A

side B

S2-2

side A

side B

S2-3

side A

side B

S2-4

side A

side B

Fig. 3 Comparison of wall-thinning defect images obtained by conventional and lock-in mode IRT tests for
specimens S2-1 to S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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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각. 시편에 대해 60초 동안 열화상이미지를

취득하였으며 이것들을 조합하여 위상이미지를,

얻었다.

시험결과 및 토의3.

사각 결함3.1

Fig. 은3 S2-1 ∼ 시편에 대한 시험에S2-4 IRT

위상잠금모드 기법을 적용하여 취득한 위상이미

지를 기존의 기법으로 측정한 열화상이미지IRT

와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S2-1 ∼ 시편은S2-4

원주방향과 길이방향 형상이 사각형인 감육결함

사각결함 이 가공된( ) 4.0 - 시편이다inch . Fig. 에3

서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기존의 기법으로IRT

측정한 열화상이미지에서 검출된 대부분의 감육

결함은 위상이미지에서도 여전히 검출되었다 깊.

이가 d/t = 와 인 감육결함의 경우 결함의0.5 0.75 ,

길이와 폭에 관계없이 열화상이미지에 비해 위상

이미지에서 결함이 더욱 뚜렷하게 관찰되었다.

즉 열화상이미지와 비교하여 위상이미지에서 결,

함부와 건전부 사이의 경계가 명확하였고 검출,

된 감육결함의 형상이 실제 결함의 형상과 거의

일치하였다 따라서 시험에서 위상잠금모드. , IRT

를 적용함으로써 감육결함의 길이와 원주방향 폭

을 상당히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한편 결함에 대한 이미지가 뚜렷하지는 않. ,

지만 기존의 시험에서 검출하지 못한IRT S2-4

시편의 얕은 결함 (d/t = 0.25, L/Do = 1.0, /θπ =

이 위상잠금모드를 적용함으로써 검출되었0.0625)

다 그러나 기존의 시험에서 검출되었든. , IRT

시편의 얕은 결함들S2-3 (d/t = 0.25, L/Do = 1.0, θ

/π = 이 위상잠금모드를 적용한0.0625 & 0.125)

시험 결과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따라서IRT . , 4.0

- 배관 시편에 대한 시험 결과에 의하면 위inch ,

상잠금모드 기법을 적용함으로써 시험 결과IRT

에서 감육결함의 형상을 보다 정확히 평가할 수

있었다 그러나 깊이가 얕은 감육결함에 대한 검. ,

출능력이 크게 향상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된

다.

Fig. 는 사각결함이 가공된4 2.5 - 직관 시편inch

시편 을 대상으로 위상잠금모드 기법을 적(S3-3 )

용하여 측정한 위상이미지를 기존의 시험에IRT

서 측정된 열화상이미지와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

다 전체적으로 기존의 기법으로 측정한 열. IRT

화상이미지에 비해 위상잠금모드 기법을 적용하

여 얻은 위상이미지에서 감육결함이 보다 뚜렷하

게 관찰되었으며 측정된 감육결함의 형상이 실,

제 배관에 존재하는 결함의 형상과 유사하였다.

또한, Fig. 의 결과에서 위상잠금모드 기법의 적4

용이 배관 계통의 일부 감육결함에 대해서 검출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존의. IRT

기법에서 얻은 열화상이미지에서는 검출되지 않

았든 길이가 짧고 원주방향 폭이 좁은 감육결함

Spec.
I.D.

Defect geometry - Left Right

S3-3

side

A

Therm
al

image

Phase
image

S3-3

side

B

Therm
al

image

Phase
image

Fig. 4 Comparison of wall-thinning defect images obtained by conventional and lock-in mode IRT tests for
specimens S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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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d/t = 0.5, L/Do = 0.125, /θπ = 0.0625 & 0.125)

이 위상이미지에서는 뚜렷이 검출되었다 그러나. ,

결함의 길이와 원주방향 폭에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깊이가 얕은 감육결함 (d/t 은 열화상이미지= 0.25)

뿐 아니라 위상이미지에서 명확하게 관찰되지 않았

다 따라서 시편에서는 위상잠금모드 기. , 2.5 - inch

법의 적용이 감육결함에 대한 형상 평가능력 뿐 아

니라 결함 검출능력도 개선시키는 것을 확인하였다.

시험에서 위상잠금모드 기법의 적용에 따른 이IRT

러한 개선 효과는 감육결함의 길이가 짧고 원주방

향 폭이 좁은 경우에 더욱 뚜렷하였다.

경사 결3.2 함

원전 배관계통에서 실제 감육결함은 결함부와

건전부 사이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고 결함부에,

서 두께가 완만하게 변화한다 기법을 적용. IRT

한 감육결함 검출의 기본 원리는 감육부와 건전

부 사이의 두께 차이에 기인한 열적 특성 차이를

측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실제 감육결함에서 완. ,

만한 두께 변화는 기법을 적용한 감육결함IRT

검출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여기서는 실제 감육결함의 형상적 특징을 고려한

경사결함이 존재하는 배관 시편 을 이용하(S2-5)

여 시험을 수행하였다IRT .

Fig. 는 경사결함을 갖는 시편을 대상으5 S2-5

로 위상잠금모드를 적용한 시험과 기존의IRT

시험법으로 구한 감육결함에 대한 위상이미IRT

지와 열화상이미지를 함께 나타낸 것이다 먼저. ,

Spec.
I.D.

Left Center Right

S2-5

side

A

Defect
geometr

y

Thermal
image

Phase
image

S2-5

side

B

Defect
geometr

y

Thermal
image

Phase
image

Fig. 5 Comparison of wall-thinning defect images obtained by conventional and lock-in mode IRT tests for
specimens S2-5 containing defects with slanted ed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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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기법을 적용하여 구한 열화상이미지IRT

를 살펴보면 결함의 길이방향 크기에 관계없이,

깊이가 d/t = 인 경사결함은 검출되지 않았다0.25 .

또한 결함의 원주방향 폭이 좁거나 길이가 짧은,

경우에는 깊이가 d/t = 일지라도 경사결함에0.75

대한 이미지가 뚜렷하지 않았다 특히 결함과 건.

전부 사이의 경계가 구분되지 않아서 열화상이미

지로부터 결함의 형상과 크기를 평가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다 앞서 살펴본 시편의 사각. S2-1

결함과 비교하면 시편에서 경사결함 이미지, S2-5

의 선명도가 크게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것은 기존의 기법의 결함 검출능력과 형상IRT

평가능력이 사각결함에 비해 경사결함에서 크게

감소하는 것을 의미하며 결함의 경계에서 완만,

한 두께 변화로 인한 완만한 온도 분포 변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위상잠금모드를 적용한 시험에서 주, IRT

어진 위상이미지에서는 기존의 기법으로 검IRT

출되지 않았든 깊이가 d/t = 인 경사결함이 검0.25

출되었다 또한 모든 경사결함들이 서로 분리된. ,

이미지로 관찰되었으며 깊이가, d/t = 이상인0.5

결함에 대해서는 위상이미지에 나타난 결함의 원

주방향 폭과 길이가 실제 결함의 형상과 거의 일

치하였다 특히 깊이가. d/t = 이상인 경사결함0.75

에 대해서는 원주방향 폭과 길이에 관계없이 결

함의 저면과 경사면이 뚜렷이 구분되었다 따라.

서 기존의 기법에 비해 시험에 위상잠, IRT IRT

금모드를 적용함에 따라 경사결함에 대한 검출능

력과 형상 평가능력이 크게 향상되는 것을 확인

하였다 또한 위상잠금모드 기법을 적용할 경우. ,

에 시험을 통해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감육IRT

결함도 신뢰성 있게 검출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 론4.

본 논문에서는 감육결함이 가공된 배관 시편을

대상으로 위상잠금모드 를 적용하(Lock-in mode)

여 적외선열화상 시(Infrared Thermography, IRT)

험을 수행하였다 시험 결과로 주어진 위상이미.

지 를 기존의 시험에서 주어진(Phase Image) IRT

결함에 대한 열화상이미지 와 비(Thermal Image)

교하였다 이들 결과로부터 다음 결론을 얻었다. .

시험에 위상잠금모드를 적용함으로써(1) IRT

배관 감육결함의 길이와 원주방향 폭에 대한 형

상 평가능력이 크게 향상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위상잠금모드 적용에 따른 결함 형상 평가(2)

능력과 결함 검출능력의 향상은 길이와 원주방향

폭이 각각 L/Do = 0.125, /θπ = 이하로 작0.0625

거나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감육결함에서 더욱

뚜렷하였다.

시험에 위상잠금모드 기법을 적용할지(3) IRT

라도 감육결함의 깊이가 배관 두께의 25 이하%

로 얕은 경우에는 결함의 검출능력이 크게 향상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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