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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원자력 배관 설계에는 파단전 누설(leak before break, LBB) 개념이 사용되고 있다. LBB 개념의 적

용을 위해서는 관통균열을 통한 누설률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단면적이 일정한 관통균열

에 대한 누설률 해석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제 관찰되는 관통균열에서는 배관 내면 쪽과 외면 

쪽의 단면적이 다른 경우가 많이 발생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유동경로를 따라 선형적으로 변화하

는 단면적을 가진 관통균열에 대하여 누설률을 평가하여 단면적의 분포가 누설률에 미치는 영향을 살

펴보았다. 또한 클래딩 등에 의하여 두께 방향으로 이중 재료로 된 배관에 존재하는 관통균열에 대해서

도 누설률을 평가하여 유동경로를 따라 달라지는 균열면 형태학적 변수가 누설률에 미치는 영향을 살

펴보았다. 

Abstract: The leak before break (LBB) concept is used in pipe line design for nuclear power plants. For 
application of the LBB concept, leak rates through cracks should be evaluated accurately. Usually leak late 
analyses are performed for through-thickness cracks with constant cross-sectional area. However, the 
cross-sectional area at the inner pipe surface of a crack can be different from that at the outer surface. In 
this paper, leak rate analyses are performed for the cracks with linearly-varying cross-sectional areas. The 
effect of varying the cross-sectional area on leak rates was examined. Leak rates were also evaluated for 
cracks in bi-material pipes. Finally, the effects of crack surface morphology parameters on leak rates were 
exam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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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원자력 배관 내면에 존재하는 표면균열이 피로 

혹은 응력부식균열에 의하여 성장하다가 불안정 

균열성장조건을 만족하면 관통균열이 되고 배관 

내 유체의 누설이 발생된다. 이때 누설률이 감시

시스템의 최소검출가능 누설률보다 크게 되면 균

열의 존재를 알 수 있으므로 배관을 보수할 수 

있고 따라서 배관의 파단을 방지할 수 있다. 이
것이 파단전 누설(leak before break, LBB)의 주요

한 개념이다. 불안정 균열성장 조건을 만족하여 

표면균열에서 관통균열로 될 때 관통균열의 형상

을 가정하여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배관 내면의 

표면균열의 단면적과 동일한 단면적을 가지는 관

통균열로 가정된다. 그러나 실제에는 잔류응력분

포와 작용하중의 영향으로 단면적이 변화하는 관

통균열이 생길 수 있고, 이때의 누설률은 일정한 

단면적을 가지는 경우의 누설률과 많은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선형적으로 단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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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화하는 관통균열에 대하여 누설률을 해석하

여 단면적의 변화가 누설률에 미치는 영향을 살

펴보았다. 
응용상의 중요성으로 인하여 원자력발전소 배

관에 존재하는 관통균열에서의 냉각수에 대한 누

설률을 정확하게 구하려는 노력은 오래 전부터 

있어 왔다. Henry-Fauske 유체유동 모델(1~4)과 수

정된 Henry-Fauske 모델(5)을 이용한 누설률 평가 

프로그램이 개발되었고, PRAISE,(6,7) SQUIRT,(1) 
PRO-LOCA(8) 등의 배관 건전성 해석 프로그램에

서 사용되었다. Park 등은 수정된 Henry-Fauske 
모델을 적용하여 누설률을 평가할 수 있는 프로

그램을 개발하였고,(9) 유동 모델을 보다 확장시켜 

이중 재료로 된 배관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

다.(10) 본 논문에서는 개발된 누설률 평가 프로그

램을 선형적으로 변화하는 단면적을 가진 관통균

열에 적용하여 단면적의 변화와 균열면 형태학적 

변수 등이 누설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2. 유동 모델

2.1 Henry-Fauske 유동 모델 

Henry-Fauske 유동모델에서는 배관 내에 존재하

는 관통균열에서의 질량 플럭스(mass flux)를 다

음 두 식을 이용하여 구한다.(1~4)

  







   

 






        (1)

                         (2)

두 식에서 하첨자 “c”는 관통균열의 출구에서

의 값을 나타내고, 하첨자 “o”는 입구에서의 값을 

나타낸다. 따라서 와 는 각각 출구과 입구에

서의 압력을 뜻한다. 는 출구에서의 유체의 질

량 플럭스로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흐르는 

유체의 질량, 는 출구에서의 유체 건조도

(quality), 는 평형 유체 건조도, 는 출구에

서 포화기체의 비체적(specific volume), 는 출

구에서 액체의 비체적, 는 등엔트로피 팽창계

수를 뜻한다.
식 (2)는 입구에서의 압력과 여러 원인에 의한 

압력손실 및 출구에서의 압력 간의 관계를 나타

낸다. 는 입구의 영향, 는 마찰, 는 경로의 

돌출부나 굴곡에 의한 영향, 는 유체의 가속, 

는 경로 단면적의 변화에 의한 압력손실을 뜻

한다. 누설 경로의 단면적이 일정한 경우 는 0

이 된다.
두 식에서 미지수 와 를 구하게 되며, 

에 출구에서의 유동경로 단면적인 를 곱하면 

누설률이 얻어진다. 두 식에서는 나타나지 않았

지만 이중 재료 배관을 해석할 경우에는 두 재료

의 경계에서의 압력인 도 역시 구해야 할 미

지수이다.
식 (1)과 식 (2)의 각 항에 대한 자세한 정의는 

참고문헌 (9) 등에 기술되어 있고, 이중 배관에 

대한 정의는 참고문헌 (10)에 기술되어 있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자세한 설명을 생략한다.

2.2 수정된 Henry-Fauske 유동 모델 

Henry-Fauske 유동모델에서는 표면거칠기 에 

대하여 일정한 값을 사용하였으나 수정된 Henry- 
Fauske 모델에서는 식 (3)과 같이 표면 거칠기를 

균열열림변위, COD(crack opening displacement)의 

함수로 취급하였다.(5) 

    for   

 

   

   

   for   

 ≦ 


                             (3)

     for  ≦ 


여기서 는 균열 중간에서의 COD, 은 국부 표

면거칠기, 는 전체 표면거칠기이다. 

수정된 Henry-Fauske 모델에서는 유동경로 단

위 길이 당 속도수두(velocity head) 손실과 유동

경로길이 수정계수도 COD의 함수로 가정하였다. 
본 해석에서도 수정된 Henry-Fauske 모델을 사용

하여 해석하였다. 이 모델에서 사용되는 부식피로

와 IGSCC(inter-granular stress corrosion cracking)
에서의 대표적인 균열면 형태학적 변수(crack 
morphology variable) 값들을 Table 1에서 보여주고 

있다.(8) 여기서 은 국부적인 유동경로변경 회

수, 는 전체 유동경로길이 수정계수, 은 

전체 및 국부 유동경로길이 수정계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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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ack 
Morphology 

Variable

Corrosion Fatigue IGSCC

Mean Standard 
Dev. Mean Standard 

Dev.

μL (μm) 8.814 2.972 4.70 3.937
μG (μm) 40.51 17.65 80.0 39.01

ntL (mm-1) 6.730 8.070 28.2 18.90
KG 1.017 0.0163 1.07 0.100
KGL 1.060 0.0300 1.33 0.170

Table 1 Typical crack morphology parameter values 
for corrosion fatigue and IGSCC.(8)

Fig. 1 Flow path in a bi-material pipe(10)

2.3 이중 재료 배관에 대한 유동 모델 

전술된 유동모델은 단일 재료로 된 배관에 대

한 것이다. 클래딩 등으로 인하여 이중 재료로 

된 배관에 존재하는 관통균열에 대한 누설률 해

석에서는 재료에 따른 균열면 형태학적 변수의 

차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Park 등(10)은 Fig. 1에 도시된 것과 같이 이중 

재료 배관에 존재하는 관통균열에 대한 유동모델

을 제안하여 형태학적 변수가 누설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제안된 유동 모델에 대한 자

세한 내용은 참고문헌 (10)에 기술되어 있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생략한다.

3. 누설률 해석

3.1 관통균열에서의 누설률 해석

배관 내면에서 성장하던 균열이 배관 외면에 

도달하면 관통균열이 되어 누설이 시작된다. Park 
등(9)은 관통균열에서의 누설률을 평가하여 균열

면 형태학적 변수의 분포특성에 따라 누설률이 

분산이 심한 분포특성을 보일 수 있음을 밝혔다. 

이 해석에서 관통균열은 일정한 단면적을 가진다

고 가정하였지만 성장하던 균열이 처음 관통균열

이 될 때에는 일정한 단면적이 되지 못하고 배관 

외면의 단면적이 내면의 단면적에 비하여 작은 

경우가 일반적이다. 균열성장이 진행됨에 따라 

점차 균일한 단면적으로 될 것이지만 두께 방향

의 작용 응력과 잔류응력의 분포에 따라 균일한 

단면적이 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따
라서 배관 내면과 외면의 단면적의 차이가 누설

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관통균열의 배관 내면에서의 단면적을  , 배

관 외면에서의 단면적인 라 하고, 배관 두께에 

따라 단면적은 선형적으로 변화한다고 가정한다. 
동일한 단면적이라 하더라도 표면 거칠기 등이 

COD의 함수가 되므로 가정되는 재료, 배관의 치

수 및 작용 응력에 따라 누설률이 달라진다. 본 

논문에서 재료는 ASME SA351 CF8M로 가정하였

다. 이때 재료의 항복강도는 201.1 MPa, 극한강도

는 529.2 MPa, Ramberg-Osgood 응력-변형률 식으

로 표현할 경우의 재료상수는 = 2.22, = 4.84, 
= 201.1 MPa이 된다. 그리고 배관의 외부 반경

은 878.8 mm, 두께는 71.1 mm, 균열은 원주방향 

관통균열이고, 특별히 언급되지 않은 경우 균열

면에 수직한 방향으로 68.9 MPa의 하중이 작용하

고 있다고 가정하였다. 
이러한 조건에서 유동경로의 단면을 타원으로 

가정하면 단면적은     으로 표시된다. 

여기서 는 균열 중심에서의 COD이고 는 소

성역 보정이 된 균열 길이의 반이다. 와 는 

참고문헌 (11)에 제시된 해를 이용하였다.

3.2 작용 응력의 영향

동일한 단면적이라고 하더라도 균열길이, 재료 

특성 및 작용 응력에 따라 COD가 달라지고 따라

서 누설률이 달라진다. 작용 응력의 영향을 보기

위하여 배관 내에 존재하는 원주방향 관통균열에 

대하여 누설률을 구하여 비교하였다. 균열면에 

수직방향으로 34.5, 68.9 및 137.9 MPa의 응력이 

작용하고, 균열면 형태학적 변수는 Table 1의 부

식피로의 평균값을 가진다고 가정하였다. 
누설률의 결과를 Fig. 2에서 보여주고 있다. 동

일한 단면적이라고 하여도 작용 응력에 따라 누

설률이 많이 차이가 남을 날 수 있다. 동일한 단

면적에서 응력이 작은 경우가 큰 경우에 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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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ffects of applied stress on the leak rate

Fig. 3 Effects of sectional area on the leak rate 
when the leak rate is plotted as a function 
of Ao

Fig. 4 Effects of sectional area on the leak rate 
when the leak rate is plotted as a function 
of Ac

Fig. 5 Effects of sectional area on the leak rate 
when the leak rate is plotted as a function 
of Amean

누설률이 작게 나옴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작

용 응력이 작은 경우 동일한 단면적을 나타내기 

위하여 균열길이는 길어지나 COD 값이 작으므로 

그만큼 유동에 대한 저항이 커지기 때문이다. 그
러나 이러한 누설률의 차이는 단면적이 커지는 

경우 사라지며 거의 유사한 누설률이 얻어지고 

있다. 
따라서 작용 응력이 아주 작은 경우 누설률이 

작은 영역에서는 누설률이 예상보다 작을 수 있

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3.3 단일 재료 배관에서 단면적의 영향 

단일 재료로 된 배관에 존재하는 관통균열에 

대하여 누설률을 구하여 단면적의 변화가 누설률

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Fig. 3은 = 1, 1.333, 2 및 4인 경우의 누

설률을 의 함수로 나타낸 것이다. 주어진 

에 대해서  가 커짐에 따라, 즉 가 작아

짐에 따라 누설률이 많이 감소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Fig. 4는 = 0.5, 1, 2 및 4인 경우의 누설

률을 의 함수로 나타낸 것이다. 주어진 에 

대해서 가 커짐에 따라, 즉 가 커짐에 

따라 누설률이 많이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Fig. 5는 = 0.5, 1, 2 및 4인 경우의 누설

률을 평균 단면적 의 함수로 나타낸 것이

다. 여기서    로 정의된다. 이 

결과를 Fig. 3 및 Fig. 4의 결과와 비교할 때 누설

률을 의 함수로 표시하면 에 따른 

누설률의 차이가 많이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특히 = 0.5, 1 및 2의 경우는 동일한 

에 대하여 거의 유사한 누설률을 보이고 

있다.
Fig. 5의 결과로 부터 단면적이 직선적으로 변

하는 경우의 누설률을 평균 단면적 의 일

정한 단면적을 가진 경로의 누설률과 비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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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Effects of crack morphology parameters on 
the leak rate when Ao/Ac=2

Fig. 7 Leak rate as a function of the mean 
sectional area when L2=0.25L

= 0.5 및 2인 경우 거의 유사한 누설률을 

나타내고, = 4인 경우에도 유사한 누설률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선형적으로 

변하는 관통균열의 경우 평균단면적을 가지는 일

정한 단면적의 관통균열로 가정하고 누설률을 구

하여도 유사한 누설률을 얻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3.4 단일 재료 배관에서 형태학적 변수의 영향 

단일 재료로 된 배관에서 균열면 형태학적 변

수가 누설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 2인 경우 균열의 형태학적 변수가 Table 

1의 부식피로의 평균과 IGSCC의 평균인 경우에 

대하여 누설률을 의 함수로 구하였다. 그 

결과는 Fig. 6과 같다. 
Fig.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IGSCC의 균열면 형

태학적 변수 값을 사용할 경우 누설률이 부식피

로의 변수 값을 사용하는 경우에 비하여 많이 감

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8 Leak rate as a function of the mean sectional 
area when L2=0.125L

3.5 이중 재료 배관에서 단면적의 영향 

Fig.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클래딩 등으로 이중 

재료로 된 배관은 유동경로를 따라 서로 다른 균

열면 형태학적 변수 값을 가지게 될 것이다. 유
동 경로의 일부가 다른 균열면 형태학적 변수 값

을 가질 경우 누설률에 어떠한 변화를 주게 될 

지를 살펴보았다. 
배관의 전체 두께와 작용 하중 등은 앞과 동

일하다고 가정하였고, 단면적은 에서 까지 

선형적으로 변화한다고 가정하였다. Fig. 1에서 

유동경로의 전반부 즉 길이   부분은 Table 1에

서 부식피로의 평균값의 균열면 형태학적 변수값

을 사용하였고, 후반부 즉 길이가 인 부분은 

IGSCC의 해당값을 사용하였으며, = 0.5, 1,  

2 및 4인 경우에 대하여 누설률을 구하였다.
Fig. 7은   인 경우에 대한 누설률을 단

면적 의 함수로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은 전체 유동경로길이 즉 배관의 총두께가 된다. 
= 0.5인 경우, 즉 단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의 누설률은 균일단면적의 유동경로와 비교하여 

증가하고 있고, = 2 및 4인 경우 즉 단면적

이 감소하는 경우는 균일단면적에 비하여 누설률

이 감소하고 있는데, 증가하는 정도에 비하여 감

소하는 누설률의 정도가 더 큼을 알 수 있다. 따
라서 단면적이 넓은 부분의 균열면 형태학적 변

수의 영향보다 단면적이 좁은 부분의 균열면 형

태학적 변수의 영향이 더 큼을 알 수 있다. 
Fig. 8은   인 경우에 대한 누설률을 나

타낸 것이다. 누설률의 경향은 Fig. 7과 유사하나 

가 감소함에 따라 전반적으로 누설률이 약간 

증가하고 있다. 또한 Fig. 5의 단일 재료에서의 



박   재   학826

누설률과 비교하면 가 전체 두께에 비하여 

크지 않더라도 균열면 형태학적 변수가 다를 경

우 누설률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4. 결 론

원자력발전소의 단일 재료 혹은 이중 재료 배

관에 존재하는 선형적으로 변화하는 단면적을 가

진 관통균열에 대한 냉각수의 누설률 해석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관통균열이 동일한 단면적을 가졌다고 하여

도 작용되는 하중에 따라 누설률은 달라질 수 있

다. 동일한 단면적에서 하중이 작아지는 경우 누

설률은 감소할 수 있다.
(2) 단일 재료 배관에 존재하는 선형적으로 변

화하는 단면적을 가진 관통균열에서의 누설률은 

평균단면적으로 가정한 균일한 단면적을 가진 관

통균열에서의 누설률과 유사하다.
(3) 이중 재료 배관에서 선형적으로 변하는 단

면적을 가진 관통균열의 경우 평균단면적을 사용

하여 균일한 단면적을 가진 관통균열로 가정하여 

누설률을 구할 경우 실제 누설률과 차이가 커질 

수 있다. 
(4) 이중 재료 배관의 경우 바깥쪽 재료의 두께

가 전체 두께의 12.5% 정도로 얇은 경우도 균열

면 형태학적 변수가 다른 경우 누설률에 큰 영향

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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