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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m=
L
πa 2

            (4)

  인장 시험에서의 진변형율과 진응력에 대응할 수 있는 대표변형율과 대표응력을 아래

와 같이 정의하였다. 압입시험의 경우 재료 위치에 따라 변형율이 다르므로 전체 변형을 

대표하는 변형율을 선택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식 5 와 같이 대표 변형율에 상수를 곱

하여 진변형율로 정의하였다. 이 식은 근사적인 평균 전단 변형율을 의미한다[3,4,5]. 

                         ε
r=α

hp
a

                (5)

여기서 α는 실험으로부터 0.40-0.45 정도의 값을 가지고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0.43 을 사

용하였다.  볼 압입이 되면서 진응력과 평균압력사이에는 일정한 비가 성립된다고 알려

져 있으므로 식 6 과 같이 진응력은 표현될 수 있다.

                          σ
f=ΨPm              (6)

여기서 Ψ 는 소성구속인자로 정의한다.

  재료에 볼 압입자가 입입되는 동안 재료는 초기소성이 발생하기 전 까지 탄성 영역에 

있게되며 이때의 유동응력과 평균압력과의 관계는 식 7 과 같다고 알려져 있다.

                         
Pm
σ

0
= 1.08             (7)

여기서 σ0 는 재료의 항복강도이다.

  이 후 탄소성 영역을 거치게 되는 데, 이때는 소성영역이 재료 내부에서 발생하여 표면 

및 재료 내부로 확대되는 단계이다 이때는 응력과 변형율은 식 8 과 같은 관계를 갖는다.

                      
Pm
σ
f

=
2
3
[1.4+ ln (

Er
σ
f

ε
r)]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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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 소성영역이 확대되어 표면에까지 이르게 되는데, 이때를 완전 소성영역이라고 하

며, 이때 유동응력과 입입자의 평균압력과의 관계는 식 9 와 같다[3].

                        
Pm
σ
f

=C = 3               (9)

본 연구에서는 상수 C 의 값으로 3 을 사용하였다.  

2.3 전산코드를 이용한 압입시험 모델링

  실험을 통해 얻은 압입하중과 압입깊이 관계도를 이용하여 진응력과 진변형율의 관계

를 구하는 경우 실제 장비의 경우 장비 자체가 갖는 고유 변형이나 측정 중 발생하는 오

차를 무시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해석 중 시험 장비에서 발생하는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 압입시험을 모델링하여 재료의 변형 및 응력 거동을 확인하고, 모델링에서 계산된 

재료의 압입하중과 압입깊이 관계식을 이용하여 재료의 진응력-진변형율 관계를 구하였

다.[5-8]

  입입시험 모델링에서 해석 영역은 그림 2 와 같이 축 대칭 조건으로 하였으며, 볼은 강

체로 가정하였고, 재료는 사각 요소를 사용하였다. 볼 압입자의 반경은 500 μm 로 하였

으며, 재료는 두께 3 mm, 직경 6mm 크기로 하였다. 시험재료는 원자로 압력 용기 재료

인 SA 508 과 노내 구조물, 배관 및 cladding 재료인 SUS 304 를 사용하였다. 강체와 재

료의 마찰계수는 0.1 로 하였으며, 최대 200 μm 까지 압입한 후 하중을 제거하는 과정을 

모델링한 후 ABAQUS 상용코드를 사용하여 계산하였다[1].

2.4 진응력-진변형율 평가

2.4.1 SA508 진응력-진변형률 예측

  SA 508 의 항복강도는 407 MPa 였으며, 탄성계수는 200 GPa, 포와송비는 0.3 으로 하

였다.[1,3] 모델링 된 압입시험으로 부터 그림 3 과 같은 압입하중-압입깊이 관계도를 구

하였다. 이 결과는 재료의 고유한 변형이외에 장치의 변형에서 오는 오차를 제거한 결과

로 예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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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 의 관계도로부터 식 2, 3, 4, 5, 7, 8, 9를 이용하여 SA 508 재료의 진응력-진변

형율의 관계를 구하였다. 그림 4 에 실제 SA508 진응력-진변형율 관계와 그림 3 으로 부

터 계산으로 얻어진 진응력-진변형율 관계를 비교하였다. 실제 진응력-진변형율 관계는 

모델링 시 재료의 소성물성 입력 값으로 사용하였다. 그림에서 보듯이 변형율 0.07 과 

0.08 사이에서 재료가 탄성소성 영역에서 완전소성 영역으로 변하고 있으며, 계산된 두 

개의 곡선 중 서로 교차하는 위치에서 윗 부분 곡선으로 연결된 곡선이 실제 응력 변형

율 곡선과 일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압입자가 재료로 압입되는 경우 재료표면과 압입자의 경계에서 재료가 pile-up, 즉 재

료가 압입 반대 방향으로 변형하여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한다.  SA 508 의 경우 그림 2 

와 같이 pile-up 현상이 발생하였다. 모델링 결과 측정된 접촉반경은 소성변형이 진행될

수록 해석 식에서 구한 값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재료가 탄성/소성영역에서 완전소

성 영역으로 변하는 변형율에 해당하는 깊이, 약 32μm 에서 접촉반경의 차이가 시작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것은 pile-up 현상의 효과가 완전 소성영역에서부터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되며, 압입이 진행될수록 pile-up 현상이 크게 발생하여 응력과 변형율 관계

를 구하는 경우 오차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4.2 SUS 304 진응력-진변형율 예측

  SA 508 재료와 함께 압력용기 cladding 재료로 사용되는 SUS 304 의 경우에 대하여 

진응력-진변형율 관계를 예측하였다. SUS 304 의 항복강도는 277 MPa 였으며, 탄성계수

는 293 GPa, 포와송 비는 0.265 로 하였다. 모델링 된 압입시험으로 부터 그림 5 와 같은 

압입하중-압입깊이 관계를 구하였다.

  그림 5 의 관계도로부터 식 2, 3, 4, 5, 7, 8, 9를 이용하여 SUS 304 재료의 진응력-진변

형율의 관계를 구하였다. 그림 6 에 울진 5/6 호기 archive 재료의 인장 시험으로 얻은 

SUS 304 의 진응력-진변형율 관계와 그림 5 으로 부터 계산으로 얻어진 진응력-진변형율 

관계를 비교하였다. SUS 304 는 SA 508 에 비해 항복강도가 낮고, 가공 경화 정도가 크

므로 압력용기 경계 재료에 사용되면서 서로 해석 결과를 비교하기 좋은 재료로 생각되

었다. 그림에서 보듯이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압입부에서의 pile-up 현상

에 의한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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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대표 변형율 정의

  압입시험으로 재료의 진응력-진변형율을 평가하기 위해 여러 가지 대표변형율을 정의

하여 실제 값에 접근시키는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평균 압입압력에 대하여 일정 부분에

서의 변형율을 대표변형율로 정의하여 진변형율과의 관계를 제안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

에서는 식 5 와 같이 볼 압입자에 의해 발생하는 표면에서의 최대 전단 변형율 (εzr)을 대

표변형율로 정의하여 계산하였다[5]. 본 논문의 모델링 해석 결과 최대 εzr 은 재료 표면

에서 발생하지 않고 재료 내부로 이동되어 표면의 압입자 경계 위치를 따라 변형율을 계

속 확인하는 것이 무의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압입 중심 축을 기준으로 하여 Tresca 조건으로 얻어진 유효응력에 따른 

변형율을 새로운 대표변형율로 제안하고, 압입 압력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확인하였

다. 그림 7 에서 보듯이 SA 508 재료의 경우 압입깊이가 깊어짐에 따라 초기소성이 발생

한 후, 재료의 가공경화에 따라 Tresca 조건으로 얻어진 유효응역, 즉 최대 주응력과 최

소 주응력 값의 차이가 점차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유효응력과 유효변형율 사이의 

관계는 진응력 진변형율 관계와 일치한다고 가정하여 그림 6 에서 얻어진 유효응력에 상

응하는 변형율의 변화를 확인하였다[6]. 

  SA 508 재료와 SUS 304 재료에 대하여  계산 결과 얻어진 최대 유효응력에 해당하는 

변형율을 실제 진응력-진변형율 곡선에서 찾은 후, 이 값들과 해석 해에서 구한 변형율과

의 관계를 그래프로 표현하는 경우 그림 8 과 같이 선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즉 

대표변형율은 압입 중심 축에서 계산된 Tresca 조건에서 최대 유효응력 해당하는 변형율

로 정의할 수 있으며, 그림 8 에서 보듯이 이 변형율 값의 SA 508 의 경우약 0.5, 그리고 

SUS 304 의 경우 약  0.4 정도의 변형율이 해석 해에서 정의한 진변형율을 나타내고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SA 508 과 SUS 304 의 경우 최대 유효응력이 발생하는 위치는 초기 

과도상태를 지난 후 표면에서 약 70-80 μm 깊이에서 고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6 결  론

  압입시험을 모델링하여 얻은 압입하중-깊이 관계를 근거로 하고 해석 해 및 실험식을 

이용하여 원자로 압력용기 강 혹은 노내 구조물로 사용되는 SA 508 강과 SUS 304 강의 

진응력-진변형율 관계를 평가하였다. 예측된 진응력-진변형율 관계는 모델링에 사용된 실

제재료의 진응력-진변형율과 어느 정도 일치하였다. 압입 방향의 중심 축을 따라 Tres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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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으로 얻어진 유효응력 분포에서 최대 값에 해당하는 변형율을 대표변형율로 사용한 

결과 SA 508 및 SUS 304 재료 모두 진변형율과 선형적인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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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누설률에 미치는 영향

  1) 잔류응력이 COD에 미치는 영향

  그림 21은 GE/EPRI 식에서 잔류응력을 고려한 경우와 고려하지 않은 경우의 균열개구

변위의 비교를 보여주며, 그림 21로부터 잔류응력을 고려한 경우 COD는 평균 45% 감소

함을 알 수 있다. 

 

  2) 잔류응력이 누설률에 미치는 영향

  그림 22는 동일한 균열길이에 대해 잔류응력을 고려한 경우와 고려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 균열개구변위를 입력으로 사용하지 않고 누설률을 SQUIRT code로 계산한 결과와 

FEM해석에서 구한 균열개구 변위를 SQUIRT의 입력으로 사용하여 계산한 누설률을 표

시한 것이다. 이 결과에 따르면, SQUIRT 코드만을 가지고 구한 누설률 결과는 FEM으로 

구한 개구변위를 SQUIRT의 입력으로 사용하여 구한 누설률과 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5.5.3 잔류응력이 J-intetral에 미치는 영향

  그림 23과 그림 24은 잔류응력을 고려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모멘트에 따른 J-적

분값의 결과 및 균열개구변위를 보여준다. 잔류응력을 고려한 경우, 하중이 증가함에 따

라 잔류응력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J-적분값과 균열개구 변위가 작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 이유는 소성변형률의 차이 때문일 것으로 추측되었다.

  소성변형률이 J-적분값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하여 소성변형률 분포를 그림 25는 

단면에 따라 Sine 형태로 분포되도록 하였다. 그림 26은 그림 25와 같은 소성변형률 분포

에 따른  J-적분값의 변화를 보여준다. 소성변형률이 많을수록 J-적분값은 감소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로 잔류응력을 고려한 경우 J-적분값이 작게 나오는 것은 용접

열응력해석에서 용접부의 소성변형률이 최대 30% 수준으로 크게 계산된데 기인하는 것

으로 판단된다. 

5.5.4 잔류응력이 J-T 선도에 미치는 영향

  KSNP 밀림관의 LBB평가 기준으로 10 GPM 의 누설이 발생하는 균열길이(2a)는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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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이다. 이 균열을 포함한 모델에 잔류응력을 고려한 경우와 고려하지 않은 경우를 평가

하여 얻은 J-T 평가선도를 그림 27에 표시하였다. 잔류응력을 고려하는 경우 균열개구 길

이가 작아지므로 10 GPM 의 누설이 발생하는 균열길이는 증가한다. 이 경우의 균열길이를 

SQUIRT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계산한 결과 169 mm 이며, 이 균열을 고려한 J-T 선도는 

그림 28와 같다. 두 경우 모두 잔류응력을 고려하는 경우 배관의 균열은 진전되지 않았다. 

균열의 길이가 크게 증가하였는데도 LBB 평가를 만족한 것은 용접열응력해석에서 용접부

의 소성변형률이 최대 30% 수준으로 크게 계산된데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5.5.5 잔류응력이 결함성장에 미치는 영향

  가. 균열성장률 계산

  잔류응력을 포함한 정상운전동안의 응력을 사용하여 용접부 중심의 내면 및 외면에 존

재하는 원주방향 균열에 대하여 균열성장률을 계산하였다. 정상운전동안의 하중은 표 6과 

같다. 균열의 형상비는 2, 4 및 6이며 초기 균열깊이는 1.2 mm의 균열에 대하여 평가하

였다. 균열성장률의 계산은 ASME Sect. Ⅺ, Appendix A 및 C에 따랐다. 적용한 하중은 

표 6과 같고 식 (1)의 균열성장량을 적용하였다. 하중시간에 따른 균열성장량은 그림 29

과 같다 (예로 형상비 = 4의 경우만 나타내었다.).

  ×         (1)

  나. 균열관통 시간 예측

  ASME Sect. Ⅺ, IWB 3640[63]의 허용 균열크기 범위에서는 불안정 균열성장이 발생하

지 않으며 이 기준을 초과 시 불안정 균열성장이 발생할 수 있어서 관통균열로 성장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균열이 배관을 관통하는 기간을 허용 균열크기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으로 계산하였다. 

  정상운전조건과 비상 및 사고조건에서 균열길이에 따른 축 및 원주방향 허용 균열크기

는 그림 30과 같다. 허용 균열크기는 정상운전조건과 비상 및 사고 조건중 작은 값을 적

용하여야 한다. 그림 31에는 허용균열크기곡선과 균열성장곡선이 표시되어 있으며 두 곡

선이 만나는 점이 허용균열크기가 된다. 따라서, 이 균열의 경우 형상비 2, 4 및 6에 대해  

두께의 75% 균열깊이가 되었을 때 관통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7에는 균열형상

비 2, 4 및 6이고 초기 깊이가 1.2mm의 균열이 성장하기 시작하여 관통되는 시간을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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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었다.

5.5.6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잔류응력이 LBB에 미치는 영향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평가하였다. 잔류

응력이 작용하는 경우 균열의 내면과 외면의 개구변위는 다르며 누설률의 평가시 이를 

고려해야 한다. 잔류응력이 작용하는 경우는 개구변위는 45%감소 하였으며, LBB 평가시 

이를 반영하여 균열길이를 구해야 하며, SQUIRT 코드는 잔류응력을 고려한 누설률을 적

절히 계산함을 알 수 있었다. KSNP 밀림관에서 잔류응력에 의한 J-적분값 및 균열개구 

변위는 더 작게 계산되었고, J-T 평가에 따르면 최대하중에서도 파단이 일어나지 않음을 

알 수 있었으며, 그 원인은 용접 열응력해석시 소성변형률이 최대 30%로 높게 계산이 되

었기 때문이다. 잔류응력이 파괴인성 시험결과에 미치는 여러 가지 연구결과에 따르면 연

성파괴가 일어나는 경우는 잔류응력이 파괴인성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따라서 

KSNP 밀림관에 최대하중이 적용되는 경우 재료는 항복강도 이상에서 파단이 일어나므로 

잔류응력이 Applied J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추가의 연

구가 필요하다. 한편 잔류응력이 존재하는 경우 균열은 크게 성장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배관건전성 평가에 필요한 용접잔류응력 평가 요소기술이 확보되었으

며,  밀림관 LBB 평가를 위해 개선되어야 할 재료물성치의 방향에 대한 이해가 제고되었

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배관 건전성 평가에 활용 가능하다.

5.6 종합결론

가. 배관재료 및 용접정보 정리

  본 연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데이터베이스가 작성되었다.

① 이차 배관모재를 각 계통의 구성 라인별로 확인하였다.

② 이차 배관 각 계통에 대해 배관 용접부를 joint 번호별로 확인하여 WPS를 

표시하였다. 

③ 이차 배관에 사용된 각 WPS를 수집하고 내용을 정리하였다. 

나. 열피로 및 환경피로

  1) 열피로 주요 대상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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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피로 대상배관을 선정하기 위해 RCS 배관의 설계자료를 한국표준형원전를 대상으로 

수집 검토하였으며 관련 도면과 피로해석자료로 부터 해당 설계누적피로계수를 Spread 

sheet에 정리하였다. 또한 한국표준형원전 배관의 열성층 발생가능 여부를 EPRI에서 제

시한 guideline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판정하여 고온관주입배관, RDT 배관 및 밀림관

을 열성층 발생가능 배관으로 일차 선정한후 이중 높은 피로계수를 보이는 고온관주입배

관과 LBB 대상배관인 밀림관을 열피로 주요 대상배관으로 최종 선정하였다.   

  2) 열피로 예상 배관에 대한 환경피로 영향 평가

  열성층 발생가능 배관으로 선정된 고온관 안전주입배관을 대상으로 (밀림관의 경우는 

기 평가되었으므로 제외함.) Fluent version 5.5 상용코드를 이용한 유동장 해석과 

ANSYS version 7.1 사용코드를 이용한 열전달 및 응력해석을 수행하였다. 해석결과 

Transient 발생 후 160초에서 70℉이상의 최대 상하 온도차가 분지관 끝단에서 발생하였

고, 이에 대응되는 열응력으로 최대 4.68E8 psi가 유발됨을 알 수 있었다. 최대 변형률 속

도는 Transient 발생 후 약 80초에서 0.0028 %/sec이었다. 환경피로해석은 계산한 시간대

별 발생하중과 strain rate를 이용하여 EPRI가 제시한 환경피로수정계수 (Environmental 

Correction Factor) 방법을 이용하여 수행하였는데 Transient 발생 160초에서 최대 4.43의 

Fen 값을 얻었다. (여기서 Fen은 환경피로발생조건에서의 피로계수와 공기 중에서의 피

로계수 간의 비이다. 따라서 이 비가 클수록 환경피로의 영향은 높다.) 이 값은  환경피

로의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짧은 시간동안 유지되는 값이므로 보수적

으로 해석을 수행하지 않은 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3) 배관재료와 LBB 특성과의 관계 및 적정재료선정

  LBB 특성은 정상운전 중 발생하는 10GPM의 누설률에 대응되는 균열크기와 외부하중

에 의해 생성되는 Applied J-integral의 크기에 좌우된다. 따라서 배관재료의 인장특성이 

균열크기와 Applied J-integral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적정재료 선정요

건을 수립하였다. 이때 LBB평가방법은 한국표준형원전 밀림관에 적용한 방법을 사용하였

다.

가) R-O (Ramberg-Osgood) 곡선과 균열길이관계

재료물성치로서 R-O 곡선과 균열길이와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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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일정 항복강도에 대해 α, n의 값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 결정되는 균열크기

에는 한계가 존재함.

② 항복강도가 증가하면 균열길이는 증가함.

③ α가 증가함에 균열길이는 감소한 반면,  n이 증가함에 따라 균열길이는 증

가함.  

나) 인장물성치와 Applied J-integral과의 관계

한국형표준원전에 적용한 LBB해석 절차를 이용하여 재료의 인장물성치가 

Applied J-integral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으며 대상배관은 밀림관 (배관지름 : 12.75인

치, 두께 : 1.312인치, 균열길이 : 6.19인치 (각도 62도))으로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주요결

과를 얻었다.

① 낮은 범위 변형률(약 1.88%  까지의 strain)에서의 인장특성과 Applied J간

에는 인장특성이 좋아지면 Applied J가 감소하는 함수적인 관계가 있음.

② Applied J의 감소량은 1.88% 변형률에서의 인장특성이 낮은 경우에 크게 

나타나며 직관부 및 노즐부 모두에서 동일한 경향을 보임.

③ 균열길이의 영향은 인장특성 영향에 비해 그리 크지는 않음.

다) 재료요건 결정

앞서 언급한 것처럼 LBB에 적용되는 균열길이와 Applied J가 1.88% strain에

서의 인장특성과 관련이 있음으로 인장특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재료내 탄소 및 질

소과 인장특성과의 관계를 내부 Database를 이용하여 조사하였으며 탄소 및 질소의 함량

이 총 0.15wt%일때 최대 265 MPa의 인장특성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

라서 재료의 인장특성은 600 F에서 측정한 2% flow stress가 260 MPa 이상이 되도록 요

구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다만, 화학성분 중 탄소의 량이 높아지면 파괴인성이 나

빠지므로 요건 설정시 이를 고려해야 한다.

다. 용접부 잔류응력과 LBB 특성과의 관계

  1) 잔류응력의 크기 및 균열거동과의 관계

  용접부의 잔류응력은 재료의 파괴거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 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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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ABAQUS 상용코드를 이용하여 용접

과정을 모사하여 잔류응력을 예측하였으며 배관에 균열을 함께 모사하여 잔류응력이 

LBB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 업무는 ABAQUS 상용코드를 이용하여 수행

하였다. 그 결과 용접을 배관의 내면에서 외면으로 수행하였을 때의 잔류응력은 다음과 

같았다.

① 축방향 응력 : 내면은 인장→압축→0, 외면은 압축→인장→0

② 원주방향 응력 : 내면은 인장→압축→낮은 인장→0, 외면은 낮은 인장→높

은 인장→낮은 압축→낮은 인장→0

  이와 함께 잔류응력이 균열거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결과 생성된 내면의 인장력과 

외면의 압축력으로 인하여 외부하중이 없는 경우에도 배관균열의 내면은 열려있는 반면 

외면은 닫쳐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정상운전하중 하에서는 외면의 균열은 열려

서 누설이 발생하게 되며 큰 균열의 경우에는 정상운전 하에서 외면의 열림이 더욱 커져

서 내면의 개구변위보다 더 커지게 된다. 

  2) 누설률에 미치는 영향 

  Squirt code는 NRC에서 제작한 전산코드로 FEM을 이용하여 계산한 개구면적(Squirt 2 

모듈) 혹은 재료물성치를 입력으로 활용하면 (Squirt 4 모듈) 누설률을 구할 수 있다. 

Squirt 4 모듈의 경우 잔류응력의 계산시 잔류응력의 고려도 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Squirt code의 두 모듈을 이용하여 누설률를 계산하였고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상호 잘 일치함을 알 수 있었고 차후 잔류응력을 고려한 누설률의 계산에 Squirt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3) 잔류응력이 J-integral에 미치는 영향

  잔류응력을 고려하여 J-integral을 계산하였으며 J-T선도를 작성하였다. 결과는 예상과 

달리 잔류응력을 고려한 경우 Applied J 및 T의 계산 결과가 잔류응력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보다 더 덜 보수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것은 잔류응력의 모사 결과 모사 용접부

에 생성된 소성 변형률에 기인된 것으로 모사 결과의 소성변형률은 실제 보다 매우 크게 

예상되었다. 따라서 잔류응력을 계산하기 위해 모사하는 용접부의 재료물성치는 온도별 

전응력-변형률 곡선을 사용하거나 소성변형률을 제거하여야 한다. 혹은 계산된 잔류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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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기초로 eigen-strain 계산하여 이를 J-integral 계산에 활용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소성 변형률이 J-integral 계산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고 소성변형률로부터 기인하는 

J-integral 계산 오류를 피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4) 잔류응력이 균열성장거동 (SCC)에 미치는 영향

  재료가 응력부식균열에 민감한 경우 잔류응력은 운전하중과 더불어 생성된 균열이 성

장하도록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종 금속 혹은 스테인리스 강이 응력부식균열에 민감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효과를 평가하였다. 평가결과 잔류응력이 고려되는 경우 aspect 

ratio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기기의 수명이 3 ~ 5배 단축되는 것으로 평가되어 잔류응력

의 효과가 매우 크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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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SP시편은 10×10×0.5mm의 크기로 가공하였으며, 취성파괴가 발생했을때 까

지의 에너지를 SP에너지(E)로 나타내었다. 그림 1에 SP 시험에 사용된 SP 시편의 

홀더(holder)를 나타내었다. SP 시편의 홀더는 하부다이, 상부다이, 4개의 나사로 

구성되어 시편을 고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편을 홀더 중앙에 위치시키고 하중

이 작용하는 축의 일치를 위해서 펀처(puncher)가 상부다이의 홈을 통하여 펀치 선

단의 볼을 누름으로써 시편에 하중을 가하도록 하였다. 볼(ball)은 HRC 62～67의 

경도를 갖는 지름 2.4mm의 강구를 사용하였고는 에탄올과 액체질소 간접분사 방

식을 사용하여 시험온도를 조절하였다. 

1.3 실험결과 및 고찰

1.3.1 미세조직 특성

  그림2는 H1 및 H2 소재를 광학현미경 및 SEM으로 관찰한 미세조직 결과이다. 

그림에서 보듯이 H1의 경우 H2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대한 결정립 및 석출물을 가

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각 강종에 따슨 미세조직의 차이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10,000배에서 관찰한 SEM 결과를 이용해 탄화물의 평균 크기와 크기에 따른 

분포를 구하였다. 탄화물의 평균크기는 H1 및  H2의 경우 각각 0.19㎛와 2.6㎛로서 

H1의 경우가 미세한 석출물 크긱를 가졌다. 특히 그림3에서 보듯이 H2의 경우 0.2

㎛ 이상의 조대한 석출물의 수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석출물들

이 취성파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3.2 기계적 성질

  그림4는 동일조건(-150℃)에서 수행된 각 강종의 SP 하중-변위곡선을 보여준다. 

H2의 경우 동일조건에서도 취성파괴가 일어나는 위치가 상대적으로 심한 편차를 

보여준다. 이러한 편차의 정도를 알아보기위해 Weibull확률분포를 이용하여 -19

6℃에서 6회씩 반복수행된 결과를 그림 5에 나타내었다,. 여기서 E는 취성파괴가 

발생할 때의 에너지를 나타내며 그때의 취성파괴확률은 F(E)이다. 그림 5에서 각각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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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기를 구할 수 있는데 H1의 경우 3.07 H2의 경우 2.15이다. 이 값들은 일반적으

로 Weibull 기울기라 불리우며 이 기울기의 값이 클수록 상대적인 편차가 큰 것을 

의미한다. 명확히 H1강종이 H2강종에 비해 SP특성이 상대적으로 편차가 심하다는 

것을 알 수있다. 파괴인성값의 편차또한 SP특성과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있

는데 그림 6은 동일온도에서 구하여진 각각의 파괴인성값의 Weibull분포를 보여준

다. KJC는 앞서 언급한 재료의 파괴인성값을 나타내며 그때의 파괴확률이 Pf이다. 

균열선단에서의 취약한 석출물분포에 따른 파괴인성값의 Weibull기울기는 이론적으

로 4로 알려져 있는데.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H1의 경우 기울기가 비교적 4와 비

슷한 반면 H2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값을 보여주는데 파괴인성값 또한 SP특성처

럼 H2강종의 편차가 심함을 알 수 있다. 

1.3.3 국부파괴응력과 파괴인성

  미소역학적인 관점에서 재료의 파괴인성값은 균열선단에서의 국부파괴응력과 밀

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언급한대로 VCD공정으로 제조된 H2 

소재의 경우 기계적특성이 상대적으로 큰 편차를 보이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편차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미세조직분포특성을 고려한 파괴응력모델을 이용하

였다. 그림7에 다양한 Mn-Mo-Ni계 저합금강의 국부파괴응력 및 파괴인성값을 나타

내었다. 그림에서 국부파괴응력은 균열선단에서 취성파괴가 발생한 위치(X)에서의 

주응력으로 정의되며 KJC(med)은 파괴인성값의 확률적 평균값을 의미한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재료의 파괴인성값은 국부파괴응력과 밀접한 관련성을 보이는데 국부

파괴응력이 높을수록 파괴인성값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관련성은 국

부파괴응력이 높은 재료일수록 균열선단에서 더 많은 하중이 가해져야 함으로 상대

적으로 높은 파괴인성값을 보이는 것으로 설명되어 질 수 있으며 간략히 아래의 관

계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KJC ∝  σf    (3)

또한 재료의 미세조직특성과 관련한 국부파괴응력은 Griffith에너지 관점에서 설명

되어 질 수 있으며 아래의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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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는 탄성계수, 는 표면에너지, d는 재료의 미세조직특성과 관련된 scale factor로 

균열선단에서의 임계균열길이를 의미한다. 식(4)에서 파괴응력 σf 는 d-1/2에 비례하

며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σf ∝ d-1/2  (5)

또한 E,  및 d값을 이용하여 식(4)로부터 파괴응력값을 계산할 수 있다. 여기서는 

E는 210GPa, 는 14J/m2을 이용하였으며 d는 석출물의 크기로 정량적으로 상위

1%, 5% 및 10%의 조대한 석출물들의 평균크기를 이용하였다. 이렇게 해서 계산된 

파괴응력값(Calculated σf)과 그림 7에의 국부파괴응력값(Measured σf)과의 관계를 

그림8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상위1%내외의 조대한 탄화물들이 취

성파괴시 제어인자인 파괴응력을 결정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재료의 파괴인성, 파

괴응력 및 석출물 크기의 상관관계를 식(3)과 식(5)를 이용하여 간단히 다음과 같

이 표현할 수 있다.

KJC ∝ σf ∝ d-1/2  (6)

식(6)은 미소역학적 관점에서 재료의 파괴인성값은 파괴응력값에 비례하며 이 파괴응력은 

H1 및 H2와 같은 Mn-Mo-Ni계 저합금강의 경우 재료내의 조대한 석출물(정량적으로는 

상위1%내외, d1%)에 의해 결정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d1%의 분포특성이 실질적인 파괴인

성값의 편차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d1%가 취성파괴를 야기하는 유효 석

출물크기라고 할 수 있다. 결국 파괴인성값의 편차와 관련된 재료의 불균일 특성은 d1%의 

분포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림9는 H1 및 H2 강종의 d1%만을 고려한 Weibull

분포를 보여준다. Pf-d는 d1%내에서 각각의 d에 의해 취성과괴가 일어날 확률을 의미한다. 

그리고 H1 및 H2강종의 Weibull 기울기는 그림에서 보는바와 같이 각각 13.9 와 8.7이

다.  결론적으로 취성파괴를 야기하는 유효석출물들의 크기 편차가 H2소재에서 상대적으

로 높은(낮은 기울기)값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러한 유효석출물들의 불균일성 즉 재료의 

불균일성으로 인해 취성파괴와 관련한 파괴인성특성의 큰 편차를 야기한다고 할 수 있다. 

1.4 결  론

  서로 다른 제강공정으로 제조된 Mn-Mo-Ni계 저합금강의 미세조직 분포에 따른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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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 불균일특성 분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VCD공정으로 제조된 H2재료의 경우 동일조건에서도 기계적 특성이 상대적으로 

심한 편차를 보였다. 

2. 재료의 파괴인성값은 국부파괴응력과 밀접한 관련성을 보였는데 국부파괴응력이 

높을 수록 파괴인성값이 증가하였다. 

3. 다른 미세조직 특성보다는 상위1%의 조대한 석출물들이 취성파괴시의 재료의 파

괴인성 제어인자로 여겨지는 국부파괴응력을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파괴인성-국부파괴응력-미세조직 특성의 관계가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었다.

KJC ∝ σf ∝ d1%
-1/2           

5. d1%의 크기 편차가 H2소재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결국 d1%의 불균일

성 즉 재료의 불균일성으로 인해 취성파괴와 관련한 파괴인성특성의 큰 편차를 야

기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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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항  원자로 압력용기용 Mn-Mo-Ni 저합금강의 천이영역 파

괴인성에 미치는 미세조직 및 시험편 크기의 영향

2.1 서  론

   원자로압력용기 소재인 Mn-Mo-Ni 저합금강은 tempered bainite 조직을 가지며 

오스테나이트 결정립, 패킷(packet), 래스(lath), 석출물 등 다양한 미세조직적 영향인

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미세조직적 특성은 재료의 파괴인성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다.[1-7] 특히 압력용기와 같은 구조 재료의 벽개파괴특성은 구조

물의 건전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벽개파괴에 영향을 주는 미세조직 관

점에서의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많은 연구자들이 구조용 철강재료의 벽개파괴를 예

측하기 위하여 micro-mechanistic 모델에 근거한 파괴응력모델을 제시하였다.[5-10] 이 

모델에서 균열선단의 특정영역에 걸리는 국부응력이 벽개파괴응력, σf를 넘게 되면 벽개

파괴가 일어나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σf 는 온도에 무관하며, 구오스테나이트

(prior-austenite), 베이나이트 패킷(bainite packet), 비금속 게재물, 석출물과 같은 미세조

직적 인자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1-20] 

  파괴특성과 결정립의 관계에서, Okumura[13]는 결정립의 크기가 증가할수록(3.5

㎛-34.3㎛) 평면변형 파괴인성값(KIC)이 감소함을 보여주었으며 비슷한 결과가 

Hanh[17]의 연구에서도 나타났다. Ritchie, Knott and Rice(이하 RKR)[18]은 균

열선단 미세조직적 특성거리에서 주응력이 재료의 임계파괴응력이상이면 벽개취성

파괴가 발생한다는 파괴응력모델에서 미세조직적 특성거리가 결정립의 크기와 관계

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Curry는11) 국부파괴응력모델에서 중요한 재료의 파

괴응력이 결정립의 크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Van Stone등은

[20] 결정립계가 균열진전에 대한 억제효과가 크다고 보고한바 있으며 Kim등은

[21]) 취성균열전파가 결정립계의 특성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Nayor등

은[22] 재료의 파괴특성에 있어서 패킷의 크기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

하였는데, 패킷의 크기는 오스테나이트 결정립내에서 서로 다른 특정한 방위관계를 

갖고 성장하기 때문에 오스테나이크 결정립의 크기에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결정립과 관련하여 재료의 파괴특성 연관성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져 왔다. 또한 결정립의 영향뿐만 아니라 개재물이나 탄화물같은 재료내의 석출

물등도 재료의 파괴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23-25] 특히  

본 연구진에서 진행한 지난 연구에서는 취성파괴와 관련한 파괴응력이 탄화물과 밀접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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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이 있음을 보고한 바 있다.[26] 

   본 연구에서는 Mn-Mo-Ni 저합금강의 천이영역 파괴인성에 미치는 미세조직인자의 

영향을 체계적으로 고찰하였다. 결정립과 석출물 각각의 영향을 구분지어 고찰하기 위

하여, 동일한 조성의 재료를 이용하여 열처리 공정만을 변화시켜 각 미세조직을 독립적

으로 제어하였다. 파괴인성평가는 ASTM standard E1921-03에 따라 Master curve

법[27]을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파괴인성평가 후 파면관찰을 통하여 벽개파괴 개시점

과 파괴인성과의 상관관계를 함께 살펴보았다. 

2.2 실험방법

2.2.1 재료 및 시편준비

   본 연구에 사용된 재료는 원자로 압력용기용으로 널리 사용되는 SA 508 Gr. 3 단조

재이며 화학성분은 표 1과 같다. 천이영역 파괴인성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립과 석출물

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현재 상업용 원자로 압력용기에 적용되는 품질 열처리 조건 

중 오스테나이징(austenitizing)과 템퍼링(tempering)조건을 변화시켜 결정립과 석출

물의 크기를 각각 제어하였다. 표 2는 품질열처리 조건과 미세조직제어를 위한 열처리 

조건을 나타내었다. 결정립 크기를 조절하기 위해 오스테나이징 온도를 880℃에서 

1000℃로 변화시키고, 석출물 크기 조절을 위해서는 템퍼리 유지시간을 10hr에서 

50hr까지 변화하였다. 

 인장시험과 파괴인성시험을 위하여 그림 1에서와 같이 게이지 길이 32mm, 직경 

6.25mm의 봉상인장시편과 샤르피 시험편 크기의 3점 굽힘시험편 (PCVN, 

Pre-cracked Charpy V-Notch specimen)을 T-L 방향으로 가공하였다. PCVN 

시편의 경우 기계가공 후 초기균열의 길이가 시편폭의 약 50% 정도 되도록 예비피

로균열을 실온에서 생성하였다. 예비피로균열 생성시 균열선단에 소성변형이 생기

지 않도록 하중을 규정에 따라 적절히 조절하였다.

2.2.2 인장시험 및 천이영역 파괴인성시험

  해당온도에서 0.0005/s의 변형률속도로 인장시험을 수행하였으며, PCVN 시편의 3점굽

힘 파괴인성시험(TPB, Three Point Bending)은 ASTM E1921-03[27]에 따라 벽개파괴

가 발생하는 동일온도에서 수행하였다. 또한 통계처리를 통한 확률적 평균값  KJC(med)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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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반복실험을 수행하였다. 시험온도는  Isopenthane을 냉매액으로 하는 저온조

에서 액체질소를 순환시켜 ±0.5℃ 이내의 정밀한 온도조절을 실시하였다. 각 시편마다 

열전대를 부착하여 실제 시편의 온도를 정확히 측정하였다. 시험은 0.5mm/min의 하중

선 변위속도로 수행하여 불안정 취성파괴가 발생할때까지 시편에 가해진 J-integral 값 

(JC)을 결정한 후 다음의 식을 이용하여 탄소성 벽개파괴인성값(KJC)으로 환산하였다.

        K JC =  E ․J C
                                             (1) 

여기서 온도에 따른 탄성계수 E 값은 다음의 실험식24)으로부터 얻었다.

    

        E =  207200- 57.09 ․T      (MPa,℃ )                     (2)

각 시편에서 구해진 파괴인성값은 다음의 제한조건을 만족할 때 유효한 것으로 간주한다. 

      KJC ≤ (E bo
σ

ys / 30) 1/2                                         (3)

      E=탄성계수, bo=리거멘트 길이, σ
ys=항복강도

동일한 시험온도에서 6개 이상의 유효한 파괴인성값이 얻어지면 다음과 같이 통계

처리하며, 이때 (3)식의 유효범위를 넘는 측정값들은 (3)식의 최대유효 상한 값으로 

고정한다.

  먼저 각각의 시험편으로부터 얻어진 KJC 값을 weakest-link-theory[28]에 의거한 

확률이론에 기초하여 1T-CT 시편에서 얻어질 수 있는 파괴인성값으로 다음과 같이 

환산한다.

      KJC( 1T)  =  K min + [KJC - Kmin ]×( B
B ( 1T) )

1
m

                   (4)

여기서 B는 시험편의 두께, B(1T)는 기준이 되는 1T-CT의 두께로 1인치이며, Kmin은 

많은 실험결과로부터 경험적으로 20 MPa√m로 정의된다. 

  최소 6개이상의 유효한 data를 포함하는 파괴인성값에 대하여 파괴인성값의 50% 

확률적 평균값 KJC(med)값은 다음과 같다.

     KJC(med) =  (Ko-20)(0.9124) + 20 MPa m                       (5)

    이때 Ko =  [ ∑
N

i= 1
(KJC( i)-20) 4/( r-0.3068 ) ]

1/4

 + 20MPa m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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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N은 시험된 시편의 총 숫자, r은 그 중 유효한 data의 개수이다.

2.2.3 미세조직 및 파면조사

  열처리 조건에 따른 미세조직의 변화는 3% nital 용액과 LePera 용액(1% Sodium 

Metabisulfate 수용액 + 4% Picral)을 사용하여 주사전자현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 및 광학현미경(Optical Microscope)을 이용하여 관찰하였다. 오스

테나이트 결정립의 크기는 ASTM 규정[29]에 따라  결정하였으며, 또한 

EBSD(Electron Back Scattered Diffractometer)를 이용하여 결정방위차 관점에서 유

효 결정립의 크기를 측정하였다. 또한 탄화물의 크기와 분포를 SEM과 상분석기

(Image Analyzer)를 이용하여 정량화하였다. 파괴인성시험후 파단된 면을 통해 

facet 모양을 관찰하였으며, 벽개파괴 개시점(CID)까지의 거리를 그림 2와 같이 측

정하였다. 그림 2에서 SZW(Stretch Zone With)는 균열선단에서의 둔화(blunting)량

을 나타낸다.

2.3 결과 및 고찰

2.3.1 열처리에 따른 미세조직 변화

  그림 3과 4에 광학현미경과 주사전자현미경으로 관찰된 대표적인 미세조직을 나

타내었다. 미세조직은 Normalizing-Tempering-Austenitizing-Tempering 및 PWHT 

(Post Weld Heat Treatment)를 거친 전형적인 템퍼드 베이나이트 조직이며, 

austenitizing 열처리 온도에 따라서 서로 다른 오스테나이트 결정립 크기를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광학현미경 관찰을 통해 결정된 오스테나이트 결정립의 크

기는 열처리 조건에 따라 각각 25㎛, 60㎛ 및 110㎛였다. 그림 5과 표 3은 상분석기

를 이용하여 탄화물 크기 및 형태를 정량화한 결과이다. 상분석기를 이용하여 탄화

물 크기 및 형태를 정량화한 결과, ref, G1, G2의 석출물 크기는 0.196〜0.210㎛, 형태비

(aspect ratio)는 2.00〜2.13 정도로, 비슷한 모양과 크기를 갖는 석출물이 분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석출물의 형태와 크기의 차이에서 기인한 기계적 특성의 

변화량은 상당히 작을 것이며, 주로 결정립 크기의 변화가 특성 변화를 결정짓는 

주요한 인자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6에 오스테나이트 결정립의 크기와 

EBSD 분석법을 이용하여 결정립사이의 결정방위차(Misorientation Angle)를 고려하여 

측정한 유효결정립의 크기와의 관계를 나타내었다. 재료 내에 존재하는 균열의 전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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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파괴가 진행될 때 결정입계는 균열 전파에 대한 장애물로서 작용한다. 균열이 

성장하여 파괴에 이르기까지 많은 결정입계를 가로질러 성장하여야 하고, 따라서 

결정입계의 특성은 균열의 전파형태를 좌우하는 중요한 인자가 될 수 있다. 특히 

결정들 사이의 결정방위차와 같은 결정학적 방위관계는 균열의 전파형태를 결정하

는 중요한 특성이다. 일반적으로 고경각 입계가 균열진전에 대한 결정립계의 억제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20,22] 따라서 재료의 파괴특성을 결정립의 크기

와 연관지어 고찰하기 위해서는 광학현미경 관찰로 평가되어지는 오스테나이트 결

정립의 크기뿐만 아니라 결정방위차를 고려한 결정립 크기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그림 6은 EBSD 분석을 이용하여 결정방위차 허용도(tolerance angle) 15°일 때 

결정된 유효결정립의 크기와 앞서 광학현미경 관찰을 통하여 측정된 오스테나이트 

결정립의 크기를 함께 나타낸 것이다. 오스테나이트 결정립의 크기가 클수록 유효 

결정립의 크기 또한 증가하였으며 하나의 오스테나이트 결정립내에 2-3개 정도의 

유효 결정립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템퍼링 유지시간을 증가시킨 C1과 C2의 경우에는, 약 25um정도로 비슷한 결정립 크기

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tempering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서 평균 탄화물 크기는 0.29um

까지 증가하고 형상비는 다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7은 석출물 크기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분포에서 보듯이 템퍼링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서 조대한 석출물

의 분포량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균열선단에서의 취약한 탄화물이 벽개파괴 개시

점으로 작용하여 파괴에 이르는 벽개개시주도(cleavage-initiation controlled)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조대한 석출물의 분포증가는 파괴인성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 예측

할 수 있다. 앞서 석출물의 평균 크기만을 비교하였을 경우에는 그 차이가 0.20에서 0.29

㎛로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나나, 상위 1%의 크기를 갖는 탄화물만의 크기를 비교하면 

0.60에서 1.10㎛로 그 차이가 2배 가까이 나타나고 있다. 탄화물 형상비의 감소는 열처리

시간의 증가로 약간의 구상화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이며 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

단된다. 이와 같이 열처리 조건의 조절을 통하여 결정립과 석출물을 각각 독립적으로 제

어할 수 있었다.

2.3.2 미세조직에 따른 기계적 특성 변화

   그림 8은 결정립 크기의 변화에 따른 -80℃와 -196℃에서의 항복강도를 비교한 것이다. 결정

립의 크기가 작아질수록 항복강도가 증가하였으며, 기존의 결정립 크기와 항복강도의 관계를 모

사한 Hall-Petch 관계식을 잘 만족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결정립 크기는 비슷하고 석출물의 

크기와 형태가 다른 나머지 2가지 강종은 그림 9와 10에서와 같이 ref.에 비해 다소 항복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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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경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나 뚜렷한 경향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결정립 크기의 변화에 따른 충격에너지 천이곡선을 그림 11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와 

같이 오스테나이트화 온도가 증가하여 결정립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USE(Upper-self 

Energy)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결정립 크기가 작을수록 USE는 높게 나타난다. 

따라서 전체적인 천이곡선도  저온쪽으로 약간 이동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충격시험

으로부터 결정된 index temp. 나 FATT의 경우도 결정립이 작은 ref. 소재가 가장 우수하

게 나타났다. 그러나 나머지 두소재의 천이온도는 ref.보다는 높으나 둘 사이에 특정한 관

계를 볼 수가 없었다.  천이영역의 낮은 쪽에서는 오히려 결정립이 조대한 G2가 더 좋은 

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그림 12는 석출물 크기가 다른 경우의 충격에너지 

천이곡선을 나타내었다. 템퍼링 시간을 증가시켜 석출물의 크기를 증가시킴으로서 USE

는 오히려 다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천이구간에서의 특성을 살펴보면, 상부에서

는 석출물의 크기의 따른 충격인성의 변화가 복잡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천이영역의 저

온쪽으로 가면, 석출물의 크기가 큰 경우에 충격인성이 더 낮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따라서 결정된 천이온도 또한 석출물의 크기가 증가할수록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

다. 표 4에 충격시험으로부터 결정된 천이온도들을 정리하였다.

   먼저 결정립 크기에 따른 파괴인성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림 13은 각 재료별 PCVN 

시험편을 이용하여 -80℃에서의 파괴인성시험 결과이다. 그림 13에서 알 수 있듯이 동일 

조건에서도 각 시편 사이에 편차를 보이는 전형적인 천이온도 영역에서의 특성이 나타났

다. 인장특성이 결정립 크기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과는 달리, 천이영역에서의 파괴인성

값을 나타내는 KJC(med)값은 결정립의 크기와 관계없이 비슷한 값을 보여주었다. 

   그림 14는 석출물의 크기가 다른 시험편을 이용하여 -80℃에서의 파괴인성시험 결과를 

나타내었다. KJC(med)값은 탄화물 크기가 작은 ref.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으나, C1과  C2에

서는 KJC(med)값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C1과 C2의 경우, 이 온도에서의 파괴인

성값이 50MPam0.5이하의 매우 낮은 값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평균 이하의 아주 작은 탄

화물도 파괴인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확한 천이특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그림 15와 같이 -60℃에서 다시 파괴인성을 평가하였다. 이 온도에서는 두 시험편 

사이의 차이가 확실히 나타나며, 명확한 탄화물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6에 석출

물 크기가 다른 ref. C1, C2 3가지 소재의 파괴인성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Master curve에 

도하였다. 그림에서와 같이 실험한 결과가 5%와 95% 한계곡선에 안에 잘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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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파괴인성과 벽개파괴개시점과의 상관관계

   그림 17에 결정립 크기가 다른 3가지 시험편에 대해 피로 균열선단으로부터 벽개파괴 

개시점까지의 거리(CID)[30]와 결정립과의 관계를 나타내었다. Ritchie, Knott, 

Rice(RKR)[18]은 앞 절에서 언급했듯이 임계파괴응력모델에서 미세조직적 특성거리

(characteristic distance)가 결정립의 크기와 관련이 있다고 보았으며 이러한 모델을 이용

하여 평면변형 파괴인성(plane strain fratcure toughness, KIC)의 온도의존성을 예측하였

다. 하지만 천이영역에서 실제 파괴가 발생하는 위치는 그림 18에서처럼 결정립의 크기

와는 무관하게 나타났으며 어느 정도의 편차를 보이는 통계현상을 보였다. 그림 18에서 

보듯이 측정된 파괴인성값이 큰 시편에서 CID값도 상대적으로 크게 관찰되었으나, 결정

립의 크기와는 무관하게 3 종류의 시험재료 모두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그림 19에는 석

출물의 크기가 다른 3가지 강종에서의 벽개파괴 개시점까지의 거리(CID)를 나타내었다. 

실험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비교는 어려우나, C1과 C2가 두개의 그룹으로 구분지

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동일 조건에서 탄화물크기가 클수록 상대적으로 균열선단에서 

가까운 거리에서 벽개 파괴가 발생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천이영역에서의 파괴인성과 미세조직적 특성을 고려할 때 KJC(med)의 값

을 이용한 평가 방법의 이론적 배경인 weakest-link theory[28] 관점에서 설명될 수 있다. 

천이영역에서의 파괴인성평가와 관련한 일련의 방법들은 균열선단에서의 취약한 탄화

물이 벽개파괴 개시점으로 작용하여 파괴에 이르는 벽개개시주도(cleavage-initiation 

controlled)의 파괴로 보기 때문에[27,31] 천이영역에서 파괴가 시작되는 미세조직적 거

리는 결정립의 크기보다는 재료 내의 취약한 탄화물의 형태 및 분포와 관련이 있다. 따라

서 취성파괴가 일어나는 천이영역에서의 파괴인성은 결정립의 크기보다는 

weakst-link-theory에 근거한 탄화물의 크기 및 분포특성이 천이영역 파괴인성값에 결정

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3.4 시험편 규격의 변화에 따른 Reference Temp.의 변화

   Ref.와 C2를 이용하여 시험편 형태와 크기에 따른 천이영역 파괴특성의 변화를 고찰해보았다. 

가장 파괴인성이 우수한  것으로 확인된 Ref.와 가장 취약한 C2 소재를 이용하여 서로 다른 파괴

인성을 갖는 두 재료에서 시험편 크기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림 20

부터 24는 시험을 통하여 얻은 결과를 Master curve에 나타낸 결과이다. 실험은 온도를 변화시

키며 진행하였으며 PCVN(Pre-cracked Charpy V-Notch) 시편의 경우에는 T0(Reference 

Temp.)를 결정하기 위한 필요한 수량의 유효한 결과를 얻기 위해 같은 온도에 다수의 실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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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하기도 하였다.  표 5에 실험을 통하여 결정된 T0값을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일반

적으로 같은 소재인 경우, 시험편 크기가 증가하면 T0값이 다소 증가하여 보수적인 값

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직  1/2 PCVN시편을 이용한 실험의 경우 충분한 

시험결과를 얻지 못하였으나, 현재까지의 결과에서 PCVN 시험편을 이용한 경우, 시험

편의 크기가 감소할수록 T0값이 감소하여 파괴특성이 좋은 쪽으로 평가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CT 시험편의 경우, 시험편이 작아짐에 따라  오히려 T0가 증가하는 경

향이 나타났으나, 이부분에 대한 추가 연구가 현재 진행중이다. 

2.4 결  론

   천이온도 영역에서 베이나이트계 저합금강의 파괴인성에 영향을 주는 결정립의 효과

와 석출물의 효과를 구분지어 고찰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얻어진 결과를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 

   1. 열처리의 변화를 통하여 결정립과 석출물을 독립적으로 제어할 수 있었다. 

Austenitizing temperature를 조절하므로서 결정립의 크기가 변화하고, tempering 

holding time을 변화시키므로서 석출물의 크기를 변화시킬 수 있었다. 

   2. 인장특성은 결정립의 크기가 감소함에 따라서 향상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기존의 

Hall petch 관계를 잘 만족시키는 것을 확인하였다. 

   3. 벽개취성파괴가 발생하는 천이온도영역에서의 파괴인성값은 결정립의 크기와는 무

관하며, 탄화물의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서 파괴인성값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

한 이로부터 결정되는 특성온도도 결정립 크기와 상관없이 석출물의 크기가 같은 경우에

는 일정한 값을 보였으며, 석출물의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특성온도도 상승하는 것을 확

인하였다.

   4. 벽개파괴가 시작하는 위치까지의 거리(CID)는 다소 편차를 보이긴 하지만 대체적으

로 측정된 파괴인성값이 큰 시편에서 CID값도 상대적으로 크게 관찰되었다. CID 분포는 

결정립의 크기와는 무관하였으나, 탄화물의 크기가 변화함에 따라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즉, 탄화물 크기가 큰 경우 상대적으로 균열선단으로부터 가까운 위치에서 벽개파

괴가 발생하였다. 즉 취성파괴가 일어나는 천이영역에서의 파괴인성에는 결정립의 크기

보다는 탄화물의 크기 및 분포특성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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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항  2상영역 열처리 공정을 적용한 원자로 압력용기강의 미세조직 

및 기계적 특성 고찰

3.1 서  론

  원자로 압력용기강(reactor pressure vessel)으로 사용되는 Mn-Mo-Ni 저합금

강(SA508 Gr.3 Cl.1)은 고온, 고압, 중성자조사라는 가혹한 환경에서 수십 년 동안 

사용되어 진다. 재료가 핵반응 시 발생하는 고에너지의 중성자 조사를 받게 되면 

재료 내부에 미소기공과 같은 조사결함이 발생하고, 이것은 재료의 강도를 증가시

키고 인성(toughness)과 최대흡수에너지(upper shelf energy)를 감소시키며, 연성-

취성 천이온도(ductile-brittle transition temperature: DBTT)를 상승시키는 중성

자 조사취화(neutron irradiation embrittlement)를 일으킨다.[1-3] 따라서 재료가 

사용되는 수명기간 동안 급작스런 취성파괴에 대해서 우수한 저항성을 가지기 위해

서는 압력용기 제작 초기에 높은 인성을 가지는 재료를 사용하여야만 한다. 

  그동안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2상영역 열처리(intercritical heat treatment: 

IHT)를 통해 강의 인성을 높이는 방법이 연구되었다.[4-10] 2상영역 열처리는 페

라이트(ferrite)와 오스테나이트(austenite)가 공존하는 2상영역에서 일정시간 유지

한 후 냉각하여 페라이트 기지에 마르텐사이트(martensite) 상을 분산시켜 재료의 

인성을 높이는 열처리이다. 이러한 2상영역 열처리를 원자로 압력용기강으로 사용

되는 Mn-Mo-Ni 저합금강에 적용하여 강도의 감소를 최소화하면서 강의 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가 최근 실험실 규모의 시험편을 이용하여 진행되었다.[11] 

이 연구에서는 압력용기강의 제조시 적용되는 기존의 품질열처리 공정 중 퀜칭과 

템퍼링처리 사이에 2상영역 열처리를 도입하고, 템퍼링 조건을 조정함으로서 강의 

인성을 크게 향상시켰다. 또한 인성향상 원인이 미세조직 관찰을 통해 결정립 미세

화, 석출물의 미세화와 형상 개선에 의한 것임을 보여 주었다. 

  기존의 연구결과들이 2상영역 열처리를 통하여 Mn-Mo-Ni 저합금강의 인성이 향상되

었음을 보여주고 있으나, 이것은 실험실 단위의 소규모 시편을 이용한 결과에 대한 연구 

결과이다. 따라서 2상영역 열처리를 실제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실제 규모의 시제품

에 대한 2상영역 열처리 적용 효과의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그동안의 연구가 주

로 모재의 인성향상에 대한 고찰만을 다루고 있으나, 실제 압력용기의 제작에 반드시 필

요한 용접성과 용접열영향부의 건전성에 대한 평가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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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두산중공업에서 제작한 시제품을 이용하여 모재와 용접열영향부의 

기계적 특성을 평가하였다. 2상영역 열처리 효과를 비교 고찰하기 위해 기존 열처

리 공정(conventional heat treatment: CHT)으로 제조한 소재와 2상영역 열처리

(intercritical heat treatment: IHT)공정을 추가한 두가지 소재를 이용하여, 충격시

험과 파괴인성시험 등을 통해 시제품의 2상영역 열처리 적용을 통한 기계적 특성의 

변화를 평가하였다. 결정립 크기관찰과 석출물의 크기 및 형태 등과 같은 미세조직

적 인자를 고찰하여 두 소재의 기계적 특성차이를 미세조직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또한 용접열영향부에 미치는 2상영역 열처리 효과를 체계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Gleeble thermal simulator를 이용하여 용접열영향부를 모사한 시편을 제작하였다. 

특히 기존 연구에서 낮은 인성을 보인 tempered HAZ의 2상영역 열처리에 따른 

인성 변화를 중점적으로 알아보았다. 또한 2상영역 열처리 도입 후 PWHT 

(post-weld heat treatment)에 대한 영향을 관찰하였다.

3.2 연구 배경

3.2.1 2상영역 열처리

  2상영역(intercritical region or two phase region)은 2개의 상이 공존하는 임계온도 

사이의 영역을 말한다. 그림 1의 상태도에서 A1과 A3선 사이의 영역이 페라이트와 오스

테나이트가 공존하는 2상영역이다. 이 영역에서 일정시간 유지 후 냉각시 기지는 2상을 

가지게 된다. 2상영역 열처리는 주로 입자크기 미세화(grain size refinement)와 탄화물 

석출에 의한 강화효과로 인해, 강도가 높은 반면 연성이 낮아 통상의 저탄소강(low 

alloy steel)보다 성형성이 나쁜 HSLA(high strength low alloy)강에 적용되어 높은 강

도를 가지면서 성형성이 좋은 2상조직강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에 많이 사용되었다. 

  2상영역에서 어닐링(annealing)을 하면 오스테나이트가 페라이트 결정립계에서 핵

생성되어 결정립계를 따라 선택적으로 매우 빠르게 성장한다.[12] 이렇게 2상영역에

서 강의 빠른 변태현상은 치환형 합금원소들이 재분배될 만큼 충분한 시간적 여유

가 없어 서로 인접하고 있는 상간 계면에서 탄소원자만이 상호분배가 이루어진다고 

가정한 para equilibrium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다.[13]

  그림 1에서 T2 온도와 같은 오스테나이트 단상영역에서 완전 오스테나이트화 처리를 

할 경우에는 오스테나이트의 평형 탄소함량 범위가 0에서 C2
γ-cm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오

스테나이트가 성장하기 위해서 탄소원자들이 페라이트-오스테나이트 상계면의 오스테나



- 421 -

이트 측에 축적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오스테나이트 입자들은 세멘타이트

(cementite) 입자들을 전혀 용해시키지 않고도 성장할 수가 있다.[14] 하지만 T1과 

같은 2상영역에서는 탄소함량이 C1
α-γ와 C1

γ-cm범위에 만족되는 부분만이 오스테나

이트 변태가 가능하다. 따라서 세멘타이트로부터 페라이트 기지 내로의 탄소확산이 

오스테나이트 형성의 기본 단계가 될 것이다. 오스테나이트 핵생성이 가장 쉬운 자

리는 핵생성이 용이하고 탄소원자의 공급이 원활하여 쉽게 오스테나이트 평형 탄소 

함량범위를 만족할 수 있는 위치 즉, 결정립 계면(grain boundary) 또는 입내 경계

(예를 들어 lath boundary)에 석출되어 있는 세멘타이트 입자들이 이들 계면과 교

차되는 지점이 가장 쉬운 위치이다. 

  동일한 양의 마르텐사이트가 재료 내에 함유된다 하더라도 분포가 균일하고 미세

해지면 변태시 부피팽창으로 인해 발생되는 가동전위와 압축잔류응력이 재료 내부

에 고르게 분포될 것이기 때문에 2상조직강의 물성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15] 2

상영역 어닐링시 형성되는 오스테나이트는 탄소원자를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는 세

멘타이트 입자 주위에서 핵생성 되기 때문에, 물성향상을 위해서는 오스테나이트 

핵생성 이전에 결정계면을 미세하게 분포시키고 이 자리에 세멘타이트를 석출시켜

야만 한다.

  2상영역 어닐링에 의해 형성된 오스테나이트를 냉각시킨 뒤 생기는 미세조직은 

합금조성과 냉각속도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합금원소가 적은 경우에는 마르텐사이

트 조직을 얻기 위해 빠른 냉각속도를 필요로 하지만 보다 높은 경화능을 갖는 강

에 있어서는 공랭만으로도 상당한 정도의 마르텐사이트를 얻을 수 있다. 2상영역 

어닐링을 하면 탄소가 오스테나이트에 축적되어 경화능이 상승되는 효과가 있다.

  원자로 압력용기강의 경우 초기조직은 퀜칭(quenching)으로 얻어진 베이나이트

(bainite) 조직이다. 따라서 2상영역 가열 중 생성된 오스테나이트는 탄소가 축적되

어 경화능이 향상되므로 냉각중에 마르텐사이트로 변태하고, 잔류된 베이나이트는 

템퍼링 효과로 인해 템퍼드 베이나이트가 된다.

3.2.2 원자로 압력용기강의 인성향상을 위한 2상영역 열처리의 적용

  원자로 압력용기강의 특성상 초기 조직의 높은 인성을 요구하고 있다. Nisbett[7]과 

Skamletz[8] 등은 원자로 압력용기강으로 사용되는 SA508 Gr.2 강에 대해 퀜칭과 템퍼링 

공정 사이에 AC3 선 근처의 2상영역 온도(790℃)에서 열처리를 추가하여 인성을 향상시키

고자 하였다. Haverkamp[9]와 Forch[10] 등도 20MnMoNi55 강의 인성을 향상시키고자 

750～770℃의 온도 범위에서 2상영역 열처리를 추가하여 강의 인성향상을 꾀하였다.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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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강의 인성이 증가하고 무연성 천이온도와 FATT의 하강 등 2상영역 열처

리에 의해 강의 인성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키는 연구결과를 얻었다. 이들은 강의 인

성향상 원인을 결정립계에 석출물의 밀도가 높은 마르텐사이트와 베이나이트의 혼

합조직이 형성되고 두 번의 퀜칭으로 인한 결정립 미세화 효과로서 설명하였다. 

  본 연구팀에서는 SA508 Gr.3 강에 2상영역 열처리를 도입하여 인성 향상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11] 기존공정의 퀜칭과 템퍼링 사이에 2상영역 열처리를 도입하

여 강의 인성을 크게 높였고, 약간 감소하는 강도의 보상을 위해 강도의 큰 변화 

없이 최대의 인성 향상 효과를 얻고자 최적 2상영역 열처리 조건을 연구하였다. 그

림 2에서 보듯이 어닐링 온도가 유지시간이 1시간일 때는 730～750℃에서, 2시간일 

때는 720～740℃에서, 그리고 4시간과 8시간에서는 710～740℃에서 충격인성이 증

가하는 것을 보여준다. 유지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인성이 증가하는 2상영역 열처리 

온도가 낮아지며 온도범위도 확장된다. 원자로 압력용기강은 각 열처리 단계에서 

전체를 고르게 열처리하기 위하여 1인치 두께당 30분 이상 유지하도록 규제하고 있

다. 현재 원자로 압력용기강의 두께는 약 10인치에 해당하므로 적어도 5시간 이상

의 유지시간이 필요하다. 또 부위에 따라 온도편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인성을 향

상시킬수 있는 온도구간은 가능한 한 넓은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원자로 압력용

기강의 최적 2상영역 열처리 조건은 어닐링 온도가 710～740℃의 중간 값인 725℃

이며 유지시간은 6시간으로 결정된다. 

  최적 2상영역 열처리 조건 설정 후 강도의 감소를 최소화 하고자 후속 열처리인 

템퍼링의 조건을 다시 설정하여 제안하였다. 기존 공정과 같이 2상영역 열처리 후 

660℃ 10시간 동안 템퍼링한 조건을 New HT1으로 표시하고, 템퍼링 조건을 640℃ 

6시간, 620℃, 6시간으로 설정한 것을 New HT2와 New HT3로 표시하였다. 표 1에

서 설정된 조건을 보여주고 그림 3과 그림4, 그림 5에서는 이 조건으로 열처리한 

시편에 대한 충격시험, 인장시험과 파괴인성시험 결과를 보여준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최적 2상영역 열처리 후 620℃ 6시간 템퍼링한 New HT3의 경우가 높은 충

격인성과 파괴인성을 보이며 인성의 큰 증가와 함께 강도의 감소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조건으로 결정되었다. 

  2상영역 열처리에 의한 강의 인성향상 원인을 결정립의 크기와 탄화물의 형상, 크기 등

에 대한 미세조직적 인자들의 정량적인 평가를 통해 알아보았다. 그림 6에서는 미세조직 

관찰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보듯이 기존공정의 경우 래스를 따라 조대하고 긴 

막대형태의 탄화물들을 많이 관찰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탄화물들은 2상영역 열처리에 의

해 분해되거나, 대부분 구형화된다. 2상영역 열처리로 인한 조직 변화는 응력 집중을 완화

시키고 균열의 생성과 전파를 지연시킴으로서 강의 인성을 향상시킨다. 2상영역 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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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에 의해 형성된 2상 조직강의 연질과 경질의 복합조직과 더불어 석출물의 석출거

동의 개선, 결정립 미세화 등으로 인해 강의 인성이 크게 증가되었다.

3.2.3 용접열영향부

  용접으로 구조물을 접합할 때 용접용융선에 인접한 영역은 고온에서 상온으로의 

냉각시 급격한 열사이클을 받으며, 이에 의해 모재와 전혀 다른 미세조직과 기계적 

성질을 가지게 된다. 이 영역을 용접열영향부(weld heat-affected zone)라 한다.

  단층용접시 열영향부는 그림 7 (a)에서 보듯이 최고온도에 따라 여러 개의 영역으

로 구분 지어진다. 각 영역은 미세조직에 따라 각각 coarse-grained HAZ(CGHAZ), 

fine-grained HAZ(FGHAZ), tempered HAZ(THAZ)로 구분할 수 있다. 각 영역의 

미세조직과 물성은 용접열사이클에 의해 결정되어진다. 각 영역의 미세조직[16]은 

CGHAZ의 경우 오스테나이트(austenite) 변태와 결정립 성장이 일어나고, 주요 상은 

equiaxed 또는 polygonal 페라이트(ferrite), widmannstätten 페라이트, 베이나이트

(bainite), 래스 마르텐사이트(lath martensite) 등이다. FGHAZ의 경우 오스테나이트 

변태가 일어나지만 결정립 성장이 거의 일어나지 않으며, 결정립 미세화는 경화능

을 저하시켜 베이나이트가 형성되는 냉각속도에서도 페라이트가 생성된다.  THAZ

의 경우 부분적인 오스테나이트 변태가 일어나는 영역과 템퍼링 효과만을 받는 영

역으로서, 기지의 연화와 석출물의 조대화 현상이 일어난다.

  다층용접의 경우는 단층용접시 보다 더 복잡한 구조를 가진다. 그림 7 (b)에서 보

듯이 각 영역은 후속 열사이클의 최고온도에 따라 영역이 더 세분되어 진다. 다층

용접을 하게 되면 후속 열사이클에 의해 한 층의 용접당 전체 입열에너지가 감소하

여 결정립 성장이 지연되어 결정립이 미세해진다. 이 때문에 단층용접보다 조직의 

미세화, 인성의 향상, 잔류응력의 감소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복잡한 

열이력 때문에 미세조직을 분석하기가 쉽지 않다. 

  용접열영향부의 미세조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냉각속도이며, 이것은 

모재의 조성, 형상, 용접조건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즉, 용접속도의 증가, 두께의 

증가, 입열량 및 예열온도의 감소가 냉각속도를 증가시킨다. 입열량이 일정할 때 용

착속도(deposition rate)의 증가로 냉각속도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냉각

속도는 열영향부내의 열전도 특성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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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용접열사이클

  실제 용접열영향부는 위치에 따라 급격한 미세조직 변화를 나타낸다. 또한 이상

적인 직선으로 나타나지 않는 한 시험편의 노치 가공 후 평가시 정확한 값을 얻기

가 어렵다. 일반적으로 열영향부의 각 영역별 기계적 물성과 미세조직을 분석하기 

위해서 용접열사이클을 모사한 시험편을 제작하는 방법을 이용한다. 크게 두가지 

방법으로 모사 열사이클을 결정하는데, 첫 번째 방법은 열전대(thermocouple)를 이

용하여 실제 용접시 열사이클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측정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열전달 방정식을 이용하여 열사이클을 예측하는 방법이 

주로 이용된다.  용접용융선으로부터 모재쪽으로의 위치 변화에 따른 열사이클 최

고온도(TP)는 Rosenthal의 열유동방정식(thermal field equation)[17]을 이용하여 구

할 수 있으며,

  1
TP-T 0

 = 
πeρC(r 2-R 2

)
2ηE

 + 
1

Tm-T 0

                     (1)

로 표현된다. 여기서, T 0
는 예열온도 또는 층간온도, e는 자연대수, ρ는 비중, C

는 비열, r은 용융금속의 중심으로부터의 거리, R은 용융금속의 반경, η는 열효

율, E는 입열량, Tm은 융점을 각각 표시한다. 

  층간거리(interlayer space) WI는 입열량 E (kJ/cm)의 함수로 표현된다.

  WI = 1.7 + 0.107E (mm)                                     (2)

특정 최고온도에 대한 시간에 따른 열 사이클을 구하는 열전달 방정식은

  T-T 0 = Θ
1

Δt
t

exp (-
Δt
et (

Θ
1

TP-T 0 ))                        (3)

로 표현된다. 여기서, Θ
1
과 냉각시간 Δt는 각각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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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Θ1

 = ( 1
773-T 0

 - 
1

1073-T 0 )                             (4)

  Δt 8/5 = 
q/v

2πλΘ
1

                                                (5)

  냉각시간을 나타내는 Δt 8/5는 철강재료의 연속 냉각시 주요 조직의 변태가 결정

되는 800℃에서 500℃ 사이의 냉각시간을 나타내고, q는 heat flux, v는 열원의 

속도, 그리고 λ는 열전도도를 표시한다. 이 식을 이용하면 임의의 위치에서 시간의 

변화에 따른 온도변화를 알 수 있다. 

3.3 실험재료 및 실험방법

3.3.1 실험재료

  본 실험에 사용된 재료는 원자로 압력용기로 사용되는 Mn-Mo-Ni 저합금강인 

ASME SA 508 Gr.3강[18]이며, 시편의 화학조성을 표 2에 제시하였다. 제강공정 후 

ingot을 실제품과 같이 punching 후 Mandral 단조로 두께를 맞추었다. 시제품의 형

상은 그림 8과 같이 실제품과 같은 외경 4,400mm, 내경 3,930mm, 920mm로 단조

상태 중량이 25 ton이다.

  현재 사용되는 원자로 압력용기강의 품질 열처리 절차는 normalizing, tempering, 

austenitizing(quenching), tempering, PWHT(post weld heat treatment)로 이루어져 

있다. 이 공정을 기존공정(conventional heat treatment: CHT)으로 하고 

austenitizing과 tempering 사이에 2상영역 열처리를 추가한 공정(intercritical heat 

treatment: IHT)으로 열처리를 하였다. 본문에서 편의상 각각 CHT와 IHT로 표기하

였다. 자세한 열처리 조건을 표 3에 나타내었다. 

  CHT와 IHT 열처리 된 블록을 용접하여 실제 용접부를 준비하였고, 표 4에 용접

조건을 나타내었다. 실험에 사용된 재료는 두산중공업(주)에서 제작하였다.

3.3.2 실험방법

a) 미세조직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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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학현미경(OM), 주사전자현미경(SEM) 및 투과전자현미경(TEM)을 이용하여 미

세조직을 관찰하였다. OM과 SEM 관찰용 시편은 3% nital 용액을 에칭액으로 사용

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광학현미경은 OLYMPUS PMG 3이며, 주사전자현미경은 

JEOL JSM 5200을 이용하여 가속전압 20kV로 측정하였다. 석출물의 형상과 분포

를 관찰하기 위해 탄소추출복제(carbon extraction replica)법을 이용하였으며, 연

마 후 준비된 시편을 3% nital을 이용하여 부식 후 탄소를 증착하고, 10% HCl과 

90% methanol 혼합액을 이용하여 탄소막을 분리하여 준비하였다. 기지조직을 관

찰하기 위한 박막시편(thin foil)은 80～90㎛ 두께까지 연마 후 지름 3mm의 disk 

형태로 제작하고, -45℃에서 10% perchloric acid와 90% methanol 혼합액 속에

서 20V 전압으로 jet thinning하여 준비하였다. 준비된 시편은 가속전압 200kV의 

JEOL 2000FX 투과전자현미경을 이용하여 관찰하였다.

  충격시험과 3점 굽힘시험 후 각 시편의 파면을 SEM을 이용해 관찰하였으며, 각 

시편의 석출물 크기와 유효결정립(effective grain) 크기 등 인성에 미치는 미세조직 

적 인자들을 정량화 하였다. 석출물 크기 및 형태는 SEM 사진을 이용하여 화상분

석기(image analyzer)로 분석하였고, 유효결정립 크기는 가속전압 20kV의 JEOL 

JSM 6300 SEM과 OXFORD INCA 장비를 이용하여 EBSD(electron backscattered 

diffraction) 분석을 실시하였다.

b) 모사시편 제작

  블록에서 그림 9 (a)와 같은 크기의 시편을 채취 후, CHT와 IHT로 구분하여 열

처리를 하였고, Gleeble thermal simulator를 이용하여 용접열영향부를 모사 하였다. 

모사시험이 끝난 후 610℃에서 31시간 동안 PWHT 열처리를 수행하였으며, 기계적 

시험을 위해 충격시편과 인장시편으로 다시 가공하였다.

  표 4에서의 실제 용접조건과 재료 물성을 이용하여 거리에 따른 최고온도 변화를 

식 (1)을 이용하여 계산하였고 그림 10에 나타내었다. 계산에 사용된 재료물성 값들

은 각각 비중(ρ) 7.86 g/cm3, 열효율(η) 0.9～1, 비열(C) 0.11 cal/g-℃, 융점(Tm) 1530 

℃, 용융금속의 반경(R) 7 mm, 열전도도(λ) 7.002 cal/cm․s․℃ 이다. 또한 A1, A3 

변태온도는

A1(℃) = 723 - 20.7Mn + 29.1Si - 16.9Ni + 16.9Cr + 290As         (6)

  A3(℃) = 910 - 203√C + 44.7Si - 15.2Ni - 104V + 31.5Mo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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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s의 예측 식[19]으로부터 구할 수 있다. 합금조성을 대입하여 계산하면 각

각 691℃와 832℃로 예측할 수 있다. 그림 10에서 용접용융선으로부터 5.46mm 

위치에서 A1 변태점이 교차하고 이는 열영향부의 폭을 나타낸다. 여기에서 최고온

도를 1350℃, 900℃, 680℃로 선택하고 식 (3)을 이용하여 최고온도에 대한 시간

에 따른 온도변화를 계산하여 그림 11에 나타내었다. 식 (5)에서 Δt 8/5는 23.1 초

로 계산되었다. 표 5는 정리된 열사이클 조건을 나타낸 것이다. 모사된 시편의 위

치는 그림 12에 나타내었다. 

c) 기계적 물성 평가

  각 시편에 대해 충격시험, 인장시험, 경도시험, 3점 굽힘시험을 하였다. 충격시험

은 ASTM E23의 표준절차에 따라 SATEC SI-1D3 시험기를 이용하여 수행하였으

며, 시편은 그림 9 (b)에 나타낸 것처럼 표준 charpy V-노치 시편을 사용하였다. 

hyperbolic tangent fitting법을 이용하여 charpy 충격 천이곡선으로 표현하였고 

charpy index를 구하였다.

  인장시험은 그림 9 (c)에 나타낸 것처럼 봉상 소형 인장시편을 사용하여 상온에

서 3.7×10-4s-1의 strain rate로 실험하였다.

  경도시험의 경우 micro vickers hardness tester를 이용하여 상온에서 각 조건 

당 30회 이상 시험하여 값을 구하였다. 실제용접부에 대한 경도시험시 0.2mm 간격

으로 5회에 걸쳐 측정하여 평균값을 구하였다.

그림 9 (d)와 같은 형상의 시편을 가지고 3점 굽힘시험을 한 후 파괴인성을 구하였

다. ASTM E1921[20]의 절차에 따라 MTS 810 유압식시험기를 이용하여 변위제

어 방법으로 시험하였다. 시험온도는 이소펜탄(isopentane)과 액체질소를 이용하여 

±0.5℃ 이내로 조절하였다. 3접 굽힘하중을 가하여 하중-변위 선도를 구하고, 불안

정 취성파괴가 발생할 때까지 시편에 가해진 J 적분값(JC)을 결정한 후 다음 식을 

이용하여 탄소성 벽개파괴인성치(KJC)로 환산하였다. 

KJC = E⋅JC                                                 (8)

여기서 온도에 따른 탄성계수 E 값은 아래 실험식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E = 207200 - 57.09⋅T(℃)     (MPa)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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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괴인성 천이특성온도인 T0를 결정하기 위해 ASTM에 따라 각 시편별로 특정 

시험온도에서 여섯 개 이상의 유효한 파괴인성치를 구하고 Weibull 통계처리하였

다. 여기서 특성온도 T0는 통계처리에 의해서 구한 파괴인성천이곡선(master 

curve)에서 인성값(KJC)이 100 MPa√m 일 때의 온도로 정의된다.

3.4 실험결과

3.4.1 시제품 모재의 미세조직과 기계적 성질

a) 미세조직 관찰

  그림 13은 시제품의 CHT와 IHT 모재를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한 미세조직 결과

이다. IHT의 경우 CHT에 비해 래스가 비교적 잘 발달된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6(a)와 (b)에서 기존 실험결과를 보면 2상영역 열처리된 소재와 기존공정의 베이나

이트 래스 차이가 아주 명확히 구분이 된다. 시제품의 경우 기존 결과에 비해 아주 

뚜렷한 차이를 발견하기는 어렵다. 이는 실질적으로 기존 연구는 charpy 시편 크기

의 시편을 열처리 한 것이고, 시제품의 경우 실제 압력용기강 크기의 큰 시편을 대

상으로 열처리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가열속도와 냉각속도, 큰 규모에서 오는 중량

효과 등으로 인해 기존 연구와는 다른 결과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하지만 그림 14

와 그림 15의 SEM 관찰 결과와 그림 16의 탄소추출 복제법 결과에서 시제품의 탄

화물의 미세조직적 거동에서 기존 결과에서 보여준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IHT

의 경우 베이나이트 래스를 따라 성장한 탄화물들이 CHT와 달리 조대한 막대 형

상이 아닌, 작고 둥근 형상의 탄화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단지 기존 결

과에서는 시편 전체에 대해 거의 균일한 향상의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시제품의 

경우는 비교적 많은 부분에서 이와 같은 탄화물의 형상을 관찰할 수 있었다.

  시제품에서 열처리에 따른 미세조직의 차이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10,000

배에서 관찰한 SEM 결과를 이용해 탄화물의 평균 크기와 크기에 따른 분포를 구

하였다. 탄화물의 평균크기와 형상비는 IHT의 경우 각각 0.13㎛와 1.65이며, CHT

의 경우 각각 0.16㎛와 1.92로서 IHT의 경우가 미세하고 둥근 형상에 가까운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그림 17에서 보듯이 CHT의 경우 0.2㎛ 이상의 조대한 석출물

의 수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래스를 따라 분포하는 막대형상의 조대한 

석출물들이 인성을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EBSD를 이용하여 유효결정립 크기를 관찰한 결과를 그림 18에 나타내었다. 유효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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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 크기는 방위 허용각 15°일 때 CHT의 경우가 11.9㎛이며, IHT의 경우 11.1㎛로

서 2상영역 열처리된 경우가 작은 유효결정립 크기를 가진다. 

  미세조직 관찰 결과에서 보듯이 2상영역 열처리에 의해 미세조직적 인자들이 개

선됨을 확인하였다. 실험실 규모와 달리 실규모의 시제품에 2상영역 열처리를 하였

을 때는 시편 크기의 차이에 인해 열처리의 효과가 극명하게 대비되지는 않았지만 

기존 결과에서 보이는 탄화물 미세화와 형상 개선, 결정립 미세화 등의 미세조직적 

변화를 관찰할 수 있었다.

b) 기계적 성질

  그림 19와 그림 20은 모재의 경도시험과 인장시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CHT의 

경우 vickers hardness 값이 199이고 IHT의 경우 196으로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

고, 인장시험 결과 CHT의 경우 항복강도와 최대인장강도가 각각 464MPa, 621MPa

이며,  IHT의 경우 각각 463MPa과 610MPa로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기존 연

구에서 2상영역 열처리시 인장강도의 감소로 인하여 강도의 감소를 최소화 하고자 

템퍼링 온도를 낮추고 시간을 줄인 최적 열처리 조건을 설정하였다. 시제품 평가에

서 인장강도의 차이가 크지 않은 이유는 기존 연구의 경우 열처리 조건을 실제 상

용되고 있는 원자로 압력용기강의 조건에 따라 실험하였으나, 이번 시제품의 경우

는 단지 규정상의 인치 당 30분 이상의 열처리 조건을 만족하는 5시간의 일관된 열

처리 시간, 즉 IHT의 경우 최적 조건에 근접한 템퍼링 시간에 따른 것으로 생각된

다. 하지만 시제품의 인장시험에 보여주듯이 2상영역 열처리 시 강도의 감소는 우

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며 최적 2상영역 열처리 적용 시에는 충분한 강도의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된다.

  그림 21은 모재의 충격시험 결과를 보여준다. IHT의 경우 CHT와 비교해서 최대 

흡수 에너지가 247J에서 271J로 약 10% 증가하였고, 천이영역에서의 charpy 지수가 

T68J의 경우 -21℃에서 -31℃로 T41J의 경우 -38℃에서 -43℃로 각각 낮아졌으며 2상

영역 열처리에 의해 충격인성이 크게 향상되었다. 충격인성 향상원인을 알아보고자 

충격시험 후 파면 관찰을 하였다. 그림 22는 -29℃에서 충격시험 후 파면을 보여주

고 있다. 각 시편의 충격값은 CHT의 경우 30J이고 IHT의 경우 113J이다. 높은 충격

인성을 보인 IHT의 경우 노치 부근에서 상당량의 연성파괴 양상을 보이며 CHT의 

경우는 전형적인 벽개파괴 양상을 보인다. 이와 같은 파괴양상의 차이는 기지조직

이 템퍼드 마르텐사이트와 템퍼드 베이나이트의 2상조직으로 이루어진 2상조직강의 

이점과 결정립의 미세화, 탄화물의 미세화와 형상의 개선에 따른 미세조직적 차이

에 기인하며 이는 곧 충격인성의 향상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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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딘 노치 시편을 이용한 충격인성시험 뿐만 아니라 피로균열 시편을 이용한 파

괴인성 시험도 ASTM E1921에 따라 수행하였다. 그림 23은 모재에 대해 3점 굽힘

시험 후 구한 파괴특성곡선(master curve)이다. -60℃에서 8개의 시편을 시험하였으

며 대부분 유효한계(validity limit)를 잘 만족하였다. 그림에서 보듯이 ΔT0가 IHT의 

경우 -45℃이고 CHT의 경우 -32℃로서 13℃ 만큼 낮아 졌으며, 이것은 2상영역 열

처리에 의해 파괴인성이 향상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림에서 실선은 50%의 파괴확률

을 갖는 master curve를 나타낸다. 또한 파괴인성 천이특성온도인 T0는 온도가 낮을

수록 높은 파괴인성을 의미한다. 그림 24에 시편 파면 사진을 나타내었다.

  전체적으로 열처리에 따른 차이가 기존실험 결과와 비교할 때 시제품의 경우 

IHT와 CHT의 차이가 적게 나타난다. 이것은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열처리 조건이 

같지 않은, 즉 2상영역 열처리의 효과가 최대한으로 나타날 수 있는 조건이 성립되

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2상영역 열처리는 시제품

의 규모에서도 인장강도의 큰 감소 없이 높은 충격인성과 파괴인성을 보이고 있고, 

이것은 2상영역 열처리가 압력용기강의 인성 향상에 효과적임을 입증하고 있다. 

3.4.2 실제 용접열영향부의 미세조직과 기계적 성질

  그림 25는 실제용접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보듯이 다층용접에 의

해 모재가 변태된 용접열영향부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용접열영향부의 모습을 

확인하기 위해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하였고 그림 26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보듯이 

용접용융선으로부터 가까운 쪽부터 결정립이 조대하고 기지조직이 템퍼드 마르텐사

이트인 CGHAZ(coarse-grained HAZ)와 결정립 성장 없이 상변태만 일어나 결정립

이 미세한 FGHAZ(fine-grained HAZ), 모재와 광학현미경 상으로 큰 차이를 발견

할 수 없는 THAZ(tempered HAZ)로 구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시제품의 실제

용접부에서 열처리 공정의 차이에 따른 광학현미경상 관찰되는 미세조직적 차이는 

크게 관찰되지 않았다. 

  탄화물의 석출거동을 알아보기 위해 CHT와 IHT의 실제용접부를 SEM으

로 관찰한 결과를 그림 27에 나타내었다. CGHAZ 영역인 그림 27(a)에서는 

다른 조건에 비해 미세한 석출물들이 결정립계와 래스경계를 따라 분포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FGHAZ 영역인 그림 27(b)에서는 결정립계를 따라 구형

의 석출물들이 많이 관찰되었다. 이것은 결정립이 미세하기 때문에 래스경계 

보다는 입계까지의 거리가 짧아서 석출에 필요한 원자의 확산이 쉽기 때문으

로 알려져 있다. 그림 27(c)는 THAZ 영역으로서 그림 27(d)의 모재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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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 석출거동을 보이고 있다. 

  용접열영향부의 물성을 경도시험을 통해 열처리 차이에 따른 경도분포를 알아보

았다. 그림 28은 실제용접부에 대해 0.2mm 간격으로 5회 경도시험 후 평균값을 나

타낸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IHT의 경우가 용접열영향부의 경도가 높아진 것을 알 

수 있고, THAZ가 위치하는 4mm 부근의 경도 값은 모재에 비해 다소 낮은 값을 

보이고 있다. 

 

3.4.3 2상영역 열처리된 용접열영향부의 미세조직과 기계적 특성

a) 용접열영향부 미세조직 관찰

  그림 29와 30은 모재와 모사된 용접열영향부의 광학현미경과 주사전자현미경

으로 각각 관찰한 미세조직을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보듯이 용접부에 가까운 영

역으로서 용접시 1350℃ 이상의 높은 열영향을 받아 입계가 조대화되고 마르텐

사이트 조직을 가지는 CGHAZ부터 900℃정도의 용접열에 의한 영향을 받으며 

오스테나이트 변태는 일어나지만 결정립 성장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FGHAZ와 

모재 측에 인접하여 700℃ 부근의 열영향을 받아 상변태 보다는 템퍼링의 영향

을 강하게 받는 THAZ의 모습을 볼 수 있다. 2상영역 열처리에 따른 광학현미

경상의 미세조직적 차이는 모재와 THAZ의 경우 IHT의 경우가 좀 더 미세한 래

스 간격을 볼 수 있으며, CGHAZ와 FGHAZ의 경우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

다.

  그림 30에서 보듯이 CGHAZ와 FGHAZ의 경우 2상영역 열처리 유무에 따른 탄

화물의 분포나 형상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하지만 THAZ의 경우 2상영역 열

처리된 시편의 경우가 래스를 따라 조대하게 길게 성장한 탄화물들이 분해되어 있

음을 알 수 있다. 이는 Ahn 등의 기존연구에서 알려진 전형적인 2상영역 열처리된 

미세조직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에서 미세조직을 정량적으로 분석한 관

찰 결과를 나타내었다. 2상영역 열처리에 의해 모재와 THAZ의 경우 탄화물의 형상

이 구형으로 개선되고 평균 크기가 크게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b) 용접열영향부 기계적 특성

  Ahn 등의 연구에 따르면 2상영역 열처리에 의해 인장강도가 감소하고 충격인성은 크게 

향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강도의 감소를 최소화 하고자 템퍼링 조건을 660℃, 10시

간에서 620℃, 6시간으로 하여 제시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2상영역 열처리만의 영향을 

알아보고자 템퍼링 조건은 기존 열처리 조건을 사용하였다. 표 7에서 보듯이 CGHA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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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GHAZ, 모재 그리고 THAZ 순으로 강도 변화를 보이고 있다. 2상영역 열처리에 

따라 모재와 THAZ의 인장강도가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이는 Ahn 등의 연구에서와 

마찬가지의 감소폭을 보이고 있다. 원자로 압력용기강의 강도 요구치가 345MPa 로

서 열처리 변화에 따라 인장강도가 감소했지만 요구조건을 충분히 만족함을 알 수 

있다. 또한 Ahn 등이 제시한 최적 2상영역 열처리 조건을 적용시 충분한 강도의 

확보가 기대된다.

  그림 31은 CGHAZ와 FGHAZ의 충격시험 결과를 보여준다. 2상영역 열처리에 따

른 차이보다 용접 후 열처리 유무에 따라 충격인성의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는 

이 두 영역이 용접열에 의해 최고온도가 각각 1350℃와 900℃로서 용접 전 2상영역 

열처리에 의해 인성 향상에 긍정적으로 변화한 미세조직이 높은 용접열에 의해 새

로운 상으로 변화하게 되며 이로 인해 그 특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그림 32에

서 보듯이 용접후 열처리 전 시편의 경우 기지조직이 마르텐사이트로서 충격인성이 

낮은 반면 용접후 열처리에 의해 고인성의 템퍼드 마르텐사이트로 변화하여 인성이 

회복됨을 알 수 있다. 

  그림 33은 열처리 차이에 따른 THAZ의 충격천이 곡선을 나타내었다. 2상영역 열

처리에 의해 최대흡수에너지가 265J에서 289J로 상승하고 FATT가 -8.6℃에서 -33.

4℃로 감소하는 등 충격인성이 크게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용접후 열처리에 따

라 THAZ의 충격인성은 다소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이는 THAZ의 경우 용접시 받

는 최고온도가 700℃ 이하로 상변화에 의한 강화 효과를 기대하기보다 템퍼링의 영

향을 강하게 받는 영역이며, 용접 후 열처리 또한 일종의 템퍼링으로서 THAZ의 경

우 과도한 템퍼링에 의한 조직의 연화에 따라 충격인성이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다. 

2상영역 열처리된 경우 PWHT 유무에 상관없이 천이 영역에서의 충격특성이 기존 

열처리 공정에 의해 열처리된 모재와 THAZ 보다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다.

c) CGHAZ와 FGHAZ의 인성 변화

  용접열영향부 재료의 비균질성으로 인하여 충격시험편 크기의 시편 채취후 정상적적인 

충격곡선을 얻기가 어렵고, 평가 영역인 CGHAZ의 인성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ASTM 

E185-94 에서는 용접열영향부에 대한 충격곡선을 제외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결과와 Kim 

등의 기존 연구결과에서 보여주듯이 원자로 압력용기강의 용접열영향부의 저인성 영역은 

THAZ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결과에서 보여 주듯이 모재 인성향상을 위해 연구된 

2상영역 열처리에 의해 THAZ의 인성이 향상됨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반해 CGHAZ와 

FGHAZ의 경우 미세조직이나 기계적 물성이 2상영역 열처리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

다. 두 영역의 경우 용접 전 2상영역 열처리에 의해 그림 30에서 보여 주듯이 래스를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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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막대형상의 조대한 탄화물들이 분해된 미세조직을 가지지만, 용접 시 각각 

1350℃와 900℃에 이르는 높은 용접열에 의해 이전 열처리 이력과 상관없이 그림 

32와 같이 마르텐사이트 기지조직으로 변화하게 된다. 용접후 열처리 후 템퍼드 마

르텐사이트 조직을 가지며 높은 충격인성을 보이고 있다. 실질적으로 그동안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이 두 영역의 인성회복을 위해 용접후 열처리 등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왔다.

d) THAZ의 인성 향상 원인

  THAZ의 경우는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용접공정시 최고온도가 700℃ 부근으로 

템퍼링 영향만 강하게 받는 영역이므로 용접 공정 전 2상영역 열처리에 의해 향상

된 미세조직이 용접공정시 큰 미세조직 변화 없이 템퍼링 영향만 받을 것으로 생각

된다. 이 영역의 경우 모재와 마찬가지로 강도는 다소 감소하지만 충격인성이 크게 

향상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Ahn 등의 연구결과에서 2상영역 열처리시 결정립 

미세화와 래스를 따라 조대하게 성장한 탄화물이 분해되어 파괴시 높은 인성을 나

타낸다고 하였다. 앞서 미세조직 정량화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모재에서는 기존 

연구 결과와 같이 2상영역 열처리에 의해 탄화물의 형상비가 1.678에서 1.619로 구

형화 되고 평균크기가 0.168㎛에서 0.111㎛로 감소하였다. 그림 29와 30에서 볼 수 

있듯이 모재와 유사한 미세조직 구조를 가지고 있는 THAZ 역시 2상영역 열처리에 

의해 탄화물의 석출거동이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그림 30에서 보여 주듯

이 베이나이트 래스를 다라 조대하게 분포한 탄화물들이 분해되어 있음을 알 수 있

다.

  그림 34는 -29℃에서 시험한 각각의 THAZ의 충격시편 파면을 관찰한 결과이다. 

파괴개시점으로 작용하는 조대한 탄화물이 감소하는 등 탄화물의 석출거동이 개선

된 IHT의 경우가 노치 부근에서 상당량의 연성파괴를 보이고 있다. 

  그림 35는 각 시편의 상위 1%, 5%, 10%의 조대한 탄화물의 평균크기와 형상비를 

나타내었다. 열처리 차이에 따라 CHT의 경우 IHT에 비해 조대하고 큰 탄화물이 상

대적으로 많이 분포함을 알 수 있다. 

  표 8은 각 시편의 충격 특성을 나타내는 충격지수를 나타내었다. 2상영역 열처리

된 경우 CHT에 비해 좋은 충격 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열처리 차이와 상관없이 

PWHT에 의해 각각의 시편의 충격 특성이 다소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원자로 압력용기강 모재 인성향상을 위해 연구되어 온 2상영역 열처리 적용시 기

존에 LBZ로 알려진 THAZ의 인성향상에 2상영역 열처리가 효과적임을 알 수가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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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결  론

  실제 규모로 제작된 원자로 압력용기강 시제품에 대한 2상영역 열처리 효과와 열

처리 변화에 따른 용접열영향부의 물성변화를 미세조직 관찰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2상영역 열처리를 적용한 소재(IHT)의 경우, 높은 충격인성과 파괴인성을 보이며 

인장강도의 큰 변화 없이 인성의 향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충격시험의 경우 최대

흡수에너지가 25% 향상되고 천이영역에서의 충격 지수 값들이 감소하였고, 파괴인

성 천이특성온도인 T0 가 13℃ 감소하였다. 

2. 2상영역 열처리에 의해 탄화물의 평균크기가 0.16㎛에서 0.13㎛로 감소하였으며, 

석출물의 형태도 IHT의 경우가 더 구형에 가까운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EBSD 측

정결과에서도 전체적으로 IHT의 경우가 보다 작은 결정립을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2상영역 열처리에 의해 파괴의 개시점으로 작용하는 조대한 석출물이 감소하고 석

출물이 구형화 되어 응력집중을 감소시킴으로 인해 높은 충격인성과 파괴인성을 보

이고 있다. 

3. 용접부에 가까운 coarse grained HAZ와 fine grained HAZ의 경우 용접후열처리

(PWHT)에 의해 인성이 크게 회복되며 2상영역 열처리와 같은 용접전 열처리에 의

한 영향 보다는 PWHT에 의한 영향을 크게 받는다.

4. 용접열영향부 중 인성이 가장 낮은 tempered HAZ의 경우 모재의 미변태 영역으로

서 모재의 미세조직과 템퍼링 영향을 강하게 받는 영역이다. 2상영역 열처리에 의해 

향상된 모재의 물성이 용접공정후 그대로 유지되며 기존공정에 비해 2상영역 열처리에 

의해 충격인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PWHT에 후에도 이러한 특성은 그대로 유지된다.

5. 2상영역 열처리에 의해 강도의 큰 변화 없이 tempered HAZ의 인성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이는 2상영역 열처리에 의해 탄화물의 평균 크기가 23% 감소하고, 막대

형상의 조대한 탄화물이 분해되어 응력의 국부적 집중을 완화시킴으로서 인성을 크

게 향상 시킬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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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항  가압기 밀림관용 Type 347 스테인레스강 모델 합금의 

특성분석 

4.1 모델합금 평가

4.1.1  서론

   니오비움(Nb) 안정화 AISI Type 347 오스테니틱(austenitic) 스테인레스 강은 우수한 

내식성과 가공성 및 적절한 고온 기계적 성질 때문에 원자력이나 석유산업에 배관재로써 

널리 사용되어 왔다[1].

   니오비움은 탄소와 화학적 친화력이 강해서 탄화물은 생성함으로써 Cr23C6 의 생성

을 억제한다. 따라서 입계의 크롬(Cr) 고갈로 인해 발생하는 입계부식현상을 일컫는 

예민화 현상을 방지한다[2]. 기계적 성질 측면에서는 니오비움은 기지에 미세한 탄질

화물의 석출과 어닐링(annealing) 시의 입자 성장 억제을 통하여 강도를 향상시킨다. 

그러나, 상용 재료의 탄소 및 니오비움 함량 범위에서 니오비움은 비교적 조대한 탄질

화물을 생성시키고 이는 연성공공(ductile void)의 시작점으로 작용하여 파괴저항성

을 떨어뜨린다[3-5].

   파단전누설(leak before break, LBB)과 같은 근래의 원자력배관 설계개념은 탄소성파괴

역학에 근거하고 있다. 균열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LBB 해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가

동온도에서의 인장특성뿐 아니라 J-R 파괴저항특성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6]. 

   오스테니틱 계통의 스테인레스강들은 일반적으로 우수한 연성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

져 있으나, 화학조성과 미세조직의 변화에 따라 파괴인성에도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것으

로 이전의 연구들에서 보고되고 있다[7, 8]. 

   본 연구는 원자로 가압기 밀림관의 재료로 쓰이는 Type 347 강의 가동온도에서의 인장 

및 J-R 특성에 미치는 탄소 및 질소함량의 영향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이다. 

4.1.2  실험방법

4.1.2.1  재료

   6종의 Type 347 스테인레스 강들이 진공유도 용해되었다. 각각의 재료들은 고질소 (0.03 

wt%)와 저질소(0.11 wt%)를 함유한 series로 나눌 수 있고 각 series은 고/중/저탄소 

(0.05/0.03/0.02 wt%) 함유 재료로 구분된다. 표 1에 상세한 화학성분 분석 결과를 보였다. 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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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재료를 약 32 mm 두께의 판재로 열간 압연한 후, 용체화 열처리를 수행하였다. 

4.1.2.2  시편

   인장시험에는 표점거리 20 mm, 직경 6.25 mm 의 축소된 봉상형태의 시편을 사용하였

다. J-R 곡선 측정을 위해서는 1 인치 두께의 C(T) 형태 시편을 사용하였다. C(T) 시편은 

균열이 L-T 방향으로 진전하도록 가공되었으며 예비균열 생성 후에는 양측면에 각각 두

께의 10%에 해당하는 깊이로 측면홈이 가공되었다. 

4.1.2.3  시험절차 

   인장시험은 6.67×10-4/s 의 변형률속도로 수행되었다. J-R 곡선은 단일 시험편 탄성제하

법을 사용하여 결정되었다. 인장과 J-R 시험은 고온 가열장치가 부착된 MTS 810 유압재

료시험기를 이용하여 316℃에서 측정되었다. 상세한 시험절차는 각각 ASTM 표준시험법 

E 8-01 과 E 1820-01 을 따랐다[9, 10]. 

   미세조직 관찰을 위해서 EDS (energy dispersive spectrometer) 가 부착된 주사전자현

미경과 (JEOL JSM-6300, 20kV) 과 투과전자현미경 (JEOL 2000FX-Ⅱ) 이 사용되었다. 파

괴진행 양상을 3차원적으로 관찰하기 위해 J-R 파면에 수직하게 절단하여 주사전자현미

경으로 관찰하였다.

   석출물의 정량적 분석과 확인을 위해 전해추출이 10% HCl+90% 메탄올 용액을 이용하

여 수행되었다. 석출물의 함량은 용해된 시료의 무게와 추출된 석출물의 양의 비를 계산

함으로써 얻었다. 상세한 분석방법은 별도의 기술보고서에 수록하였다[11]. 추출된 석출

물에 대해서는 X선 회절 분석으로 결정구조를 분석하였다. 

4.1.3  결과 및 토의

4.1.3.1  인장특성

   그림 1에 용체화처리한 상태의 Type 347 합금의 주사전자현미경 사진을 나타냈다. 마

이크로미터(micrometer) 크기의 입계와 입내 석출물이 6종의 시험재료 모두에서 관찰되

었다. 

   Type 347 강들에 대해 316℃에서의 인장시험을 통해 얻은 공칭 응력-변형률 곡선들을 

그림 2에 나타내었다. 인장 시험의 주요 결과 값들은 표 2에 정리하였다. 

   시험결과, 0.03 wt%까지는 탄소함량이 인장특성에 미치는 영향이 명확히 관찰되지 않았다. 

항복강도는 탄소가 0.03에서 0.05 wt%로 증가함에 따라 고질소와 저질소 series 모두에서 약 

10% 증가하였으며 연신율은 저질소 및 고질소 series에서 각각 13%와 8% 감소하였다. 또한 고



- 481 -

질소 첨가 강들은 저질소 강들에 비해  항복과 인장강도는 각각 5~7%, 10~12% 향상

되었으나 연신율은 6~11% 저하되었다.

   높은 질소와 탄소함량의 K16 강은 가장 높은 강도와 낮은 연성을 보였는데 이와 같은 

현상은 탄화물과 질화물이 유발한 석출강화기구로 설명이 가능하다[12].

 

4.1.3.2  J-R 특성

   다양한 탄소와 질소함량의 Type 347 강에 대한 316℃에서의 J-R 곡선시험 결과를 그림 

3에 나타내었다. 균열이 존재하는 구조물에서의 안정균열성장에 대한 파라미터인 dJ/da 

(균열진전에 대한 J적분 에너지 증가량) 값을 각각의 모델 합금에 대하여 구하여 표 3에 

정리하였다[13]. 그림 3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K13과 K15 재료에 대한 J-R 곡선 값은 

거의 일치하였으며 K12와 K14 재료에 대한 J-R 곡선도 매우 유사하였다. 즉 0.02에서 0.03 

wt% 까지는 탄소함량에 따른 J-R 특성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탄소함량이 0.03에서 0.05 

w%로 증가함에 따라 저질소와 고질소 series 모두에서 dJ/da 는 약 58% 감소하였다. 또

한 같은 탄소함량 범위에서는 고질소 series에 속하는 합금의 dJ/da 가 약 42~45% 감소하

였다.

4.1.3.3  파면관찰 

   연성파괴기구를 하나의 통일된 이론으로 설명하기는 힘드나, 연성파괴가 미소 공공의 

생성, 성장 합체의 과정을 통해 일어난다는 이론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오스테니틱 

스테인레스강 내에서 석출물과 기지의 계면이 공공 생성의 주요 자리가 된다는 것은 이

미 알려진 사실이다[14,15]. 

   그림 4는 J-R 시험 후의 시편의 파면에 수직한 면을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한 사진이다. 

파면 아래에 비교적 조대한 석출물들이 늘어서 있는 것이 관찰되었다. 그림 5의 주사전자

현미경 사진에서는 석출물과 기지의 경계에 생성된 미소 공공들이 서로 합체하여 만든 

미세 균열을 볼 수 있다. 미세 균열의 중심에 자리한 석출물들에 대한 EDS 분석을 실시한 

결과, 그림 6에 보인 바와 같이 비교적 조대한 Nb-rich 석출물들이 파괴를 가속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4.1.3.4  석출물에 대한 정성 및 정량분석

   그림 7은 Type 347 합금에서 가장 많이 관찰되는 석출물에 대한 명시야 투과전자현미

경 사진과 회절 패턴이다. 회절 패턴 분석결과 석출물은 Nb(C,N)의 결정구조를 가진 것

으로 나타났다. 

   높은 질소와 낮은 탄소함량의 K12 합금에서는 그림 8과 같이 다른 종류의 석출물이 관찰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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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석출물의 결정구조는 CrNbN의 그것과 일치하였다.

각 모델합금 중의 석출물을 전해추출법으로 추출되어 하여 함량을 측정하였다. 표 4

는 Type 347 강의 dJ/da 와 석출물 함량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전반적으로 석

출물 함량 증가에 따라 dJ/da 가 감소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Type 347 

강들의 파괴저항특성 차이의 원인은 기지내에 존재하는 석출물의 함량 차이에 기인하

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각 모델합금에서 추출한 석출물의 종류 확인을 위해서 X선 회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림 9의 (a), (b) 와 (c) 는 각각 K12, K14 와 K16 합금에 해당하는 X선 회전 패턴이

다. K12, K13, K14 합금에서는 Nb(C, N) 과 CrNbN 석출물이 분석되었다. 반면에 

K15, K16, K17 합금에서는 Nb(C, N) 석출물만이 생긴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질

소/탄소함량비가 높은 경우에만 CrNbN 이 석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여섯 종류의 모

델 합금에서 추출된 석출물들의 종류와 상대적 함량을 표 5에 나타내었다.

4.1.4  결론 

   1. 6종의 Type 347 모델합금에 대하여 316℃에서 인장시험을 실시한 결과, 탄소함

량이 0.03에서 0.05 wt%로 증가함에 따라 항복강도는 약 10% 증가하였으나 연신율은 

약 10% 감소하였다. 질소 함량이 높은 강들에서는 항복 및 최대인장강도가 각각 

5~7% 와 10~12% 증가하였으나 연신율은 6~11% 감소하였다.

   2. 316℃에서의 J-R 시험 결과, 탄소함량이 0.03에서 0.05 wt%로 증가함에 따라

dJ/da 는 약 60% 감소하였으며, 동일 탄소함량 범위에서 고질소강의 경우에는 dJ/da 

가 약 50% 낮았다.

   3. 미세조직 관찰 결과, 조대한 Nb-rich 석출물이 미소 공공을 생성하는 잠재적 자

리로 작용하여 Type 347 강의 파괴저항성을 떨어뜨리는 주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

단되었다. 

   4. Type 347 합금의 질소/탄소함량비가 높은 경우에는 Nb(C, N)과 CrNbN이 석출

하였으나, 낮은 경우에는 Nb(C, N) 한 종류만이 석출하였다.

4.2  용접변수영향 평가

4.2.1  서론

   근래의 원자로 설계에 적용되고 있는 탄소성파괴역학에 근거한 파단전누설 (leak bef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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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ak, LBB) 개념에 있어서는 재료 내부의 균열의 안정성장을 보장할 수 있도록 우수

한 원자로 가동온도에서의 우수한 인장 및 J-R 파괴저항특성을 요구한다. 그러나 현재 

Type 347 스테인레스강 용접재로 만들어지고 있는 가압기 밀림관 용접부의 경우에는 

파괴특성의 편차가 큼으로 인해 배관계통 중 운전 안전여유도가 가장 작은 취약한 부

분이다.

   조대한 니오비움 탄화물의 석출이 Type 347의 파괴저항특성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

이라는 일부 보고들이 있으나 그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며 특히 용접부

에 대한 기계적 성질과 미세조직과의 상관관계 등의 연구는 미미하다[16,17].

본 연구에서는 가압기 밀림관 용접부의 LBB 특성 개선을 위하여 용접방법에 따른 

Type 347 용접부의 특성을 평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체 재료로써의 다른 사양의 오스테

니틱 스테인레스 용접재의 특성을 평가하고 미세조직과의 상관관계를 고찰하였다.

4.2.2  실험방법

4.2.2.1  용접재료 규격

   현장에서 주로 행해지는 Type 347 강의 GTAW(gas tungsten arc welding) 용접시에는 

피복되어 있지 않은 AWS(American Welding Society) ER 347 규격의 용접봉이 사용된

다.

   ER 347의 경우에는 모재인 Type 347과 거의 유사한 화학조성이나 니켈(nickel, Ni)에 

비해 크롬 함량을 더 높임으로써 용접부에 잔류 δ-ferrite 함량이 많아지도록 함으로써 용

접균열 생성을 방지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4.2.2.2  재료 및 시편

   본 연구에 사용된 용접부 coupon은 총 7종류이다. 2종류의 ER 347 용접봉을 이용하여 

GTAW와 SMAW(shielded metal arc welding)으로 각각 2개의 용접부를 제작하였으며 2 

종류의  ER 316 과 1 종류의 ER 308 용접봉을 사용하여 3개의 GTAW 용접부를 제작하였

다. 동종의 용접봉들 중 탄소함량이 각기 다르도록  선택하였다. 용접부에 대한 화학성분 

분석결과를 표 6에 정리하였다. 

   인장시험에 사용된 시편은 축소된 직경 6.25 mm, 표점거리 25 mm의 봉상시편이었다. 

J-R 파괴저항시험에는 예비균열 가공 후, 양쪽 측면에 각각 두께의 약 10% 깊이의 측면홈

을 가공한 1인치 두께의 C(T) 형태 시편을 사용하였다. 

4.2.2.3  시험절차

   인장시험은 6.67×10-4/s 의 변형률 속도로 316℃에서 수행되었다. J-R 파괴저항시험시 균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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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의 결정에는 단일시험편을 이용한 탄성제하법이 사용되었다. 각각의 시험은 가열

로가 부착된 MTS 810 유압식 재료시험기를 이용하여 316℃에서 수행되었다. 상세한 

시험절차는 각각 ASTM 표준시험법 E 8-01 과 E 1820-01 을 따랐다. 

   용접부의 미세조직과 제 2상 입자의 확인을 위해 EDS(energy dispersive 

spectrometer)가 부착된 주사전자현미경(JEOL JSM-6300, 20kV)을 사용하였다. 또

한 용접부 내 제 2상 입자의 정량 및 정성분석을 위해 전해추출법으로 제 2상 입자를 

기지와 분리하였다.

4.2.3  결과 및 토의

4.2.3.1  인장특성

   인장시험의 주요 결과값을 그림 10에 도시하였다. 그림 10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

이 전반적으로 Type347 용접부의 항복 및 최대인장강도는 다른 사양의 용접부에 비해 

높았던 반면 연신율은 낮았다.

   같은 사양의 용접부에서는 탄소함량이 낮은 경우에 강도가 저하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와 같은 재료에서의 강도는 탄소함량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18]. 이러한 현상은 탄화물 생성에 기인한 석출강화기구로 설명이 가능하다.

   용접법을 달리하여 용접한 Type 347 용접부에서 SMAW와 GTAW 용접부 특성의 

눈에 띄는 차이점은 연신율이었다. GTAW 용접부가 SMAW 용접부에 비하여 높은 연

신율을 보였다. 

   대체 재료로써 비교된  Type 308L과 Type 316 용접부들은 Type 347 용접부에 비

해 강도는 낮았으나 연성은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이것은 용접부 내의 낮은 탄소함량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4.2.3.2  J-R 파괴저항특성

   그림 1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전체 용접부 중 Type 347-SMAW 용접부가 가장 낮은 

J-R 파괴저항성을 보였다. 두 가지 Type 347-SMAW 용접부의 탄소함량에 차이가 있

었으나 J-R 파괴저항성은 거의 동일하게 하한값을 보였다. 

   탄소함량이 높은 Type 347-GTAW 용접부의 경우에는 탄소함량이 낮은 용접부에 

비해 현저히 낮은 J-R 파괴저항특성을 보였으며 거의 SMAW 용접부에 근접할 정도로 

낮았다.  따라서  Type 347-GTAW 용접부의 파괴저항특성에는 주로 탄소함량이 영

향을 미쳤으며 SMAW 용접부의 파괴저항특성에는 탄소함량보다 지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금속학적 인자가 존재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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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ype 316-GTAW 용접부의 경우는 비슷한 탄소함량을 포함할 경우, Type 347 이

나 Type 308에 비해 우수한 파괴저항특성을 보였으며 탄소함량이 0.029 wt%인 경우

가 0.016 wt%인 경우 보다 우수하였다. Type 316 용접부의 파괴저항성이 우수한 이

유는 뛰어난 연성에 기인하며  탄소 함량이 너무 낮을 경우 파괴저항성이 떨어지는 이

우는 저하된 강도가 J-R 파괴저항특성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4.2.3.3  파면 분석

   Type 347 용접부의 파괴특성에 영향을 미친 미세조직적 원인 분석을 위해서 J-R 시험후

에 시편의 파면 및 파면에 수직한 면을 주사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하고 EDS를 이용하여 

화학성분을 분석하였다.

   그림 12의 (a)와 (b)에는 각각 SMAW와 GTAW 용접부의 파면사진을 보였다. 그림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SMAW 용접부가 GTAW 용접부에 비해 dimple의 크기가 상당히 

크고 파면이 평활한 양상이었다. 또한 SMAW 용접부의 경우 dimple 안쪽에 비교적 조대

한 제 2상 입자가 존재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그림  13의 (a)와 (b)에 나타낸 SMAW와 GTAW 용접부의 파면에 수직한 면을 관찰한 

사진을 보면 서로 인접한 미소 공공들이 제 2상 입자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진 우측에 나타낸 EDS 분석결과에서 SMAW 용접부의 제 2상에는 Ti 가 상당

히 많이 함유되어 있으나 GTAW 용접부의 제 2상은 Nb계 탄화물인 것으로 판단된다. 

SMAW 의 제 2상은 용접시 사용된 용접봉의 라임 티타니아 피복성분에서 비롯된 게재물

인 것으로 판단되었다[19,20]. 

4.2.3.4  제 2상 정량 분석

   제 2상 입자와 파괴저항특성의 정량적 관계 분석을 위해 전기화학적으로 제 2상 입자를 

추출하여 전체 용접부 중의 함량을 구한 결과를 표 7에 정리하였다. 표 7에 나타낸 바와 

같이 SMAW 용접부와 각각 탄소함량 0.047, 0.027 GTAW 용접부의 제 2상 입자 양은 차

례대로 0.80, 0.74, 0.50 wt%로 이는 그들의 J-R 파괴저항특성과 반비례 관계를 보이는 것

이었다. 

4.2.4  결   론

1) Type 347 용접부는 Nb 계 탄화물의 석출강화에 의해 비안정화 스테인레스 강에 비    

         해 높은 인장강도를 보였다. 

2) Type 347 GTAW 용접부는 SMAW 용접부에 비해 우수한 연성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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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GTAW 용접부의 파괴저항성을 떨어뜨리는 주원인은 과도한 탄소함량에서 비롯한 

조 대한 Nb계 탄화물의 석출이며, SMAW의 경우에는 용접봉의 피복재에서 비롯된 

조대한 Ti 함유 개재물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4) 우수한 강도와 J-R 파괴저항성을 겸비한 가압기 밀림관용 용접부를 얻기 위해서는     

탄소함량을 엄격히 제한한 용접봉을 이용해 GTAW 용접법으로 제작하는 것이 추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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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항  차세대 원자력압력용기용 Ni-Mo-Cr 계 저합금강의  파괴

특성 및 조사취화 특성 고찰

5.1 서  론

   현재 원자로 압력용기용 소재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SA508 cl.3, 즉 Mn-Ni-Mo 계 저탄

소 저합금강은 수냉-템퍼링의 열처리를 통해 제조되는데, 대형 구조물로서의 질량효과로 

인해 수냉시 대부분의 영역이 래스(lath)와 래스 간의 세멘타이트(cementite) 층으로 이루

어져 있는 전형적인 상부 베이나이트 조직으로 변태된다. 상부 베이나이트의 경우, 상대

적으로 취약한 세멘타이트에서 벽개파괴균열 및 공공(void)이 생성되는 것이 보고되고 

있으며, 미세조직 변화와 기계적 특성 변화의 관계가 대체로 명확하게 밝혀져 있다[1]. 따

라서 최근에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부 베이나이트 조직의 Mn-Ni-Mo 계 강재를 대체하

기 위해 향상된 경화능으로 인한 하부 베이나이트와 마르텐사이트 복합조직의 Ni-Mo-Cr 

계 강재가 소개되고 있다[66]. 하부 베이나이트/마르텐사이트 복합조직의 강재는 복잡한 

미세조직으로 인해 기계적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미세구조인자의 명확한 규명이 현재까

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그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Ni-Mo-Cr 계 저탄소 저합금강의 합금원소에 의한 미세조직 변화와 기계적 특성의 변화

를 고찰하였으며, 벽개파괴강도에 관한 이론을 바탕으로 연성취성 천이온도

(ductile-brittle transition temperature, DBTT)의 변화를 정성적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원자로압력용기용 강의 안정성과 사용수명을 결정하는 중성자 조사 취화 저

항성을 측정함으로써 본 연구에서의 합금설계 타당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원자로의 압력용기, 가압기, 증기발생기 등에 사용되는 저탄소 저합금강은 전체 원

전설비용 금속재료 중량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며, 원자로의 안정성과 사용수명을 결정

하는 핵심적인 재료로서 고온, 고압, 중성자조사, 부식성 분위기의 가혹한 조건에서 장

시간 사용되기 때문에 뛰어난 강도-인성 조합은 물론 우수한 용접성과 중성자 조사 

취화 저항성을 필요로 한다[1-6]. 원자로 구조용강은 가동기간 중 고도의 건전성을 

확보, 유지하기 위하여 제조시 P, S, Cu 등의 불순물은 물론 모든 화학조성을 ASME 

규격에 따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원전용 저합금강은 지난 수십년간 계속된 개발과

정을 거쳐 발전되어 왔으며, 현재는 ASME 규격의 SA508 단조재와 SA533 압연재가 

널리 쓰이고 있다.

   현재 국내외 원자로 압력용기용 소재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SA508 cl.3 강은 앞에서도 잠시 

언급했듯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부 베이나이트 조직을 나타내고 있고, 이로 인해 원자로 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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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 제조에 있어서는 강도보다 인성을 얻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우며, 가동 중 중성자 

조사에 의해 발생할 계속적인 인성손실을 감안한다면, 제조시점에서 최대한 인성을 확

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템퍼드 상부 베이나이트 조직의 Mn-Ni-Mo 계 저탄소 저합금 강재의 강도와 인성은 탄화

물의 종류와 크기, 분률 및 분포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기존의 연구결과는 원자로 압력용기

용 SA508 cl.3 강의 파괴유발 인자로 베이나이트 래스 사이에 존재하는 긴 막대 형상의 세멘

타이트가 주된 공공형성 자리이자 벽개핵 형성 인자임을 밝히고 있고[1,67], 이러한 취약한 

세멘타이트를 탄소량 저감과 Mo 첨가에 의한 미세한 M2C 석출물로의 대체 방안으로 연성취

성 천이온도를 상당수준 감소시킬 수 있었으며, 또한 Mn을 인성에 유리한 Ni로 대체함으로

써 추가적인 연성취성 천이온도를 얻을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1,57]. 하지만, 탄소량 감소

와 Mo 함량 증가로 합금설계된 시합금들의 경우 상당히 좁은 연성취성 천이구간을 나타내었

다. 이것은 재료파괴 거동이 온도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 실제 원자로 압력용기용 

강으로 사용되는데 있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에서 제

시된 합금설계 방안에서 Ni과 Cr의 함량을 대폭 증가로 인해 상부 베이나이트보다 파괴인성

의 특성이 우수한 마르텐사이트 조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연성취성 천이온도를 낮추고, 연성

취성 천이구간을 넓히고자 하였다. 또한 Mo와 Cr의 함량 조절로 미세한 M2C 와 상대적으로 

조대한 M23C6 석출탄화물 변화가 파괴인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합금설계로 얻어진 Ni-Mo-Cr 계 저탄소 저합금 강재들은 기준합금으로 사용된 

SA508 cl.3 강과 유사한 조성을 가지는 시합금보다 향상된 강도특성과 최고 110 C 

정도의 연성취성 천이온도의 저하를 얻을 수 있었으며, 기존의 합금설계된 

Mn-Ni-Mo 계 강보다도 향상된 파괴인성 특성을 나타내었고, 또한 넓은 연성취성 

천이구역을 보였다. Ni-Mo-Cr 계 시합금들은 향상된 경화능으로 인해 하부 베이나

이트/마르텐사이트 복합조직을 가졌으며, 페라이트 래스 기지(matrix) 내부의 미세한 

세멘타이트와 결정립, 팩킷(packet), 래스(lath) 경계에서의 Cr계 탄화물인 M23C6가 

관찰되었다. Cr 함량을 Mo로 대체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조대한 M23C6 석출물이 

미세한 M2C로 바뀜을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대폭 증가된 Ni과 Cr의 함량으로 

인해 베이나이트 조직이 파괴인성에 유리한 베이나이트/마르텐사이트 복합조직

으로 바뀌고, 막대모양의 긴 세멘타이트가 미세한 탄화물들(M3C, M23C6, M2C)로 

바뀜으로써 향상된 인성특성을 얻을 수 있었다. 합금설계로 얻은 물성변화의 경

향과 미세조직 간의 관계를 살핌으로써 템퍼드 하부 베이나이트/마르텐사이트 복합

조직의 인성을 결정짓는 미세구조 인자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경화능

을 향상시키고자 기준합금보다 Ni의 첨가량을 2.5 wt.%까지 대폭 증가시켰지만, 원자

로 압력용기용 강에서 Ni이 중성자 조사 취화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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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연구 결과는 Ni 단독으로서도 충분히 중성자 조사 

취화를 야기한다는 반면, 다른 결과는 Cu와 같은 불순물을 함유하고 있을 때만 Ni이 중

성자 조사 취화를 야기시킨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합금설계된 시합금에 대해 

중성자 조사 저항성 측정을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본 연구에서 시행된 합금설계의 방향

의 타당성 확인하고자 하였다. 

   강재의 연성취성 천이온도는 유동응력(flow stress)와 벽개파괴강도(cleavage 

fracture strength)에 의해 결정되며, 특정 시험조건에서 유동응력보다 벽개파괴강도

가 낮을 경우 취성 벽개파괴가 일어나게 된다. 따라서 높은 벽개강도의 재료는 취성파

괴에 대한 저항성이 높으며, 항복강도가 비슷한 수준일 경우 벽개파괴강도의 증가가 곧 

연성취성 천이온도의 향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재료 내부에 비교적 크기가 큰 제 2상의 

탄화물 또는 개재물이 존재하는 강재의 벽개파괴는 강재 내부의 제 2상에 의해 유발되

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실제 측정되는 벽개파괴강도는 탄화물의 두께를 Griffith 

균열로 설정함으로 수정 Griffith 이론으로 간단히 설명되어진다[1,34,39,40,58,67]. 

상부 베이나이트 조직의 Mn-Ni-Mo 계 저탄소강에서는 래스 사이에 존재하는 세멘타

이트 밀집영역 수준의 벽개균열이 관찰되었고, 세멘타이트 층의 두께를 Griffith 두께

로 설정함으로써 위 강재의 벽개파괴강도를 예측할 수 있었다[1,58,67]. 하지만, 저탄

소 고 Mo의 Mn-Ni-Mo 계 강재에서처럼 명확하게 벽개파괴균열로 작용할 수 있는 세

멘타이트 밀집층이 사라지고, 탄화물이 미세한 강에서는 탄화물의 두께를 Griffith 균

열로 설정해서 예측한 결과가 실제 측정한 결과보다 높은 벽개파괴강도를 나타낸다

[1,40]. 이러한 벽개파괴강도의 차이는 탄화물이 미세해질수록 더 커졌다. 이는 탄화

물 등의 제 2 상뿐 아니라, 다른 미세조직적 인자가 벽개파괴에 관여하는 것을 나타내

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탄화물 및 전위집적에 의한 벽개파괴에 대한 기여분을 동시

에 고려하고 있는 Petch 기구[23]를 바탕으로 Ni-Mo-Cr 계 복합조직 강재의 벽개파

괴기구를 설명하고자 시도하였다. Petch 기구[23]에 의하면 균열전파에 필요한 인장응력은 부

가된 응력과 전위집적에 의한 기여분의 합으로 표현될 수 있다. 즉, 부가된 응력(측정되는 벽개

파괴응력)과 전위집적에 의한 응력작용에 의해 Griffith의 파괴조건이 만족되어 벽개파괴가 발

생하게 된다. 따라서 Petch 모델은 탄화물 등 제 2 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동시에 전위집적과 

관련된 미세구조인자를 변수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강재의 인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미세구조

적 인자들의 역할을 모두 설명할 수 있어 미세한 탄화물을 가지는 하부 베이나이트/마르텐사이

트 혼합조직에서의 벽개파괴를 다른 벽개파괴기구들에 비해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하였다.

   원자로 압력용기용 강의 미세조직과 기계적 특성들은 가동중 중성자 조사에 의해 변화하게 된

다[9,10,46-56]. 중성자 조사 취화란 중성자 조사에 의해 연성취성 천이온도가 증가하고, 상부 

흡수 에너지(upper shelf energy)가 감소하며, 경도와 강도치가 증가하는 현상을 말한다. 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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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조사 취화는 화학적 조성, 중성자 조사량, 조사 온도 등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전위

루프 형성 및 미세공공의 형성, 탄화물, 질화물 등의 석출물 형성, P나 S 등의 불순물의 

집합체 형성 등의 기구에 의해 조사 취화가 유발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47-55]. 

또한, 중성자 조사 취화는 Cu 함량에 일차적으로 비례하며[47,50,52], 이외에도 S, P 

등의 불순물 및 Mn, Ni 등도 조사 취화를 유발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알려져 있다

[47,49]. 하지만, 아직까지 Ni의 중성자 조사 취화에 미치는 영향은 정립되지 않고 있

다. 기존의 연구결과에서 Ni은 단독적인 취화를 일으키기보다 Cu 원자와 상호상승작용

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Cu의 첨가량을 제한함으로써 Ni의 영향을 배제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9,10]. 본 연구에서는 연성천성 천이온도의 저하를 위해 Ni

의 첨가량을 3.5 wt.%까지 높인 시합금에 대해, Ni의 중성자 조사 취화에 대한 심각한 

수준의 영향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미세조직적으로도 급격한 수준의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 따라서 약 0.9 wt.%에서 3.5 wt.%까지의 Ni 함량 범위에서는 Cu와 기타 불순

물(S, P 등)의 첨가가 극도로 제한되었을 경우 Ni 함량 증가에 의한 원자로 압력용기용 

강의 연성취성 천이온도의 향상 방안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Ni-Mo-Cr 계 저탄소 저합금 강은 모든 기계적 특성면에서 기존

의 Mn-Ni-Mo 계 강재보다 향상된 특성을 나타내었다. 대폭 증가된 Ni 및 Cr의 첨가

에 의한 향상된 경화능으로 미세조직은 상부 베이나이트에서 치밀한 하부 베이나이트/

마르텐사이트 복합조직으로 바뀌었고, 동시에 조대한 막대모양의 세멘타이트는 미세한 

세멘타이트 및 M23C6, M2C로 치환됨으로써 인성과 강도 특성이 개선되었다. 벽개파괴

는 전위집적으로 인해 미세하게 분포된 세멘타이트와 M23C6 등의 탄화물과 페라이트 

기지 간의 분리로 발생한 균열에 의해 파괴가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미세한 탄화

물을 포함하고 있는 하부 베이나이트/마르텐사이트 복합조직에서는 탄화물의 크기뿐

만 아니라, 벽개파괴에 있어 전위집적에 영향을 미치는 미세구조인자를 고려함으로써 

벽개파괴강도를 설명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Cu, P, S 등의 불순물이 제조공정상 극

도로 제한될 경우, Ni 함량 증가에 의한 심각한 수준의 중성자 조사 취화는 관찰되지 

않았다.

5.2 실험방법 

5.2.1 열역학 계산

   시합금의 템퍼링 온도에서의 평형상 분율은 CALPHAD 법에 기반한 열역학 계산을 통해 얻

었다. CALPHAD 법에서는 각 상의 Gibbs 자유에너지를 열역학적 모델을 이용하여 나타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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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상의 평형을 Hillerts의 평형조건과 같은 최저 Gibbs 에너지 규칙에 기반하여 얻게 

된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대상온도와 대상조성 하에서 각 상의 평형분율 및 조성을 

얻을 수 있으며, CALPHAD 법의 Mn-Ni-Mo 계 저합금 베이나이트 강에 대한 적용성

은 이미 보고된 바 있다[59,62].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방법의 열역학 계산을 

Ni-Mo-Cr 계 베이나이트/마르텐사이트 복합조직강에 대해 수행해 봄으로써 열역학 

계산의 적용성 여부를 판단하고, 나아가 이러한 방법의 열역학 계산을 통해 평형상 분

율에 대한 정보를 미리 얻고, 이를 바탕으로 합금조성을 결정한 후, 실험을 수행하고

자 하였다.

5.2.2 합금설계

   현재 국내외 원자로 압력용기로 널리 쓰이고 있는 Mn-Ni-Mo 계 SA508 cl.3 강은 베이

나이틱 페라이트 래스와 래스 간의 세멘타이트 밀집층이 존재하는 템퍼드 베이나이트 조

직을나타낸다. 기존의 연구 결과[1,59,60]에 의하면 래스 사이에 분포하는 막대형태의 세

멘타이트가 주된 취화요인으로 밝혀졌으며, 탄소 첨가량을 낮추고 Mo 첨가량을 늘여 세

멘타이트를 미세한 M2C 탄화물로 대체시키는 방법을 통해 세멘타이트 분율을 낮춤으로

써 강도의 저하 없이 인성의 향상, 특히 연성취성 천이온도의 저하를 얻을 수 있었다. 또

한 인성에 유리한 원소로 알려진 Ni 의 효과를 이용하여 Mn 함량의 일부를 Ni로 대체하

여 추가적인 인성향상을 꾀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Mo 이

외에 미세한 탄화물을 형성시킬 수 있는 Cr 의 함량을 추가적으로 조절하여 인성의 향상 

여부를 알아보고자 하였고, 인성에 유리한 Ni의 함량을 대폭 증가시킴으로써 연성취성 

천이온도의 변화 여부를 관찰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시합금들의 목표조성을 다음 표 1 에 나타내었다. 시합금 'A'는 기

준 시합금으로, SA508 cl.3 강재와 비슷한 조성을 가진다. 시합금 'S1'은 기존의 합금

설계 방향과 마찬가지로, Ni 함량을 증가시켰고, 미세한 M23C6 탄화물을 생성시키는 

Cr 함량을 대폭 증가시켰다. 시합금 'S1'은 고 Ni, 고 Cr의 SA508 cl.4 강과 비슷한 조

성을 가진다. 시합금 'S2'는 시합금 'S1'의 조성에서 Cr 함량의 일부를 Mo으로 대체한 

시합금으로 M23C6 석출물을 더욱더 미세한 M2C 탄화물로 대체하고자 하였다. 시합금 

'S3'와 'S4'는 시합금 'S1'의 조성에서 탄소 함량을 각각 0.15 wt.%와 0.1 wt.%로 낮

추었고, 탄소 함량의 저하로 인해 예상되는 강도와 경화능의 저하를 보완하기 위해 

Mo과 Cr의 함량을 증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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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시합금 제조

   본 연구에 사용된 시합금들은 25 ~ 50 kg 용량의 진공유도 용해로를 사용하여 제조하였

다. 얻어진 조괴(ingot)는 약 150mm×70mm×35mm 크기의 직육면체로 단조한 후, 1150 

°C 에서 12시간 가량 균질화처리 하였다. 이후의 열처리 과정은 원자로 압력용기의 전형

적인 수냉-템퍼링 열처리 조건을 따랐다. 모든 직육면체 단조물은 900 °C 에서 오스테나

이트화 열처리후 분당 20 °C의 냉각속도로 냉각시켰다. 분당 20 °C의 냉각속도는 원자로 

압력용기의 1/4t 두께지점에서의 냉각속도로 알려져 있으며, 단조가공한 시편 블록을 열

처리조(bath) 내에서 공냉시키는 방법으로 그러한 냉각속도를 얻을 수 있었다. 템퍼링 열

처리는 660 °C에서 10시간 동안 수행하였다. 

   시합금의 오스테나이트 결정립 크기는 모든 시합금에 걸쳐 약 30 μm 수준으로 일정하

게 조절하였으며, 오스테나이트화 온도를 900 °C로 고정한 후 오스테나이트화 시간을 조

절함으로써 목표한 결정립 크기를 얻었다. 표 2 에 시합금의 열처리 과정을 원자로 압력

용기의 전형적인 열처리 방법과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5.2.4 미세조직 관찰

   위의 과정으로 얻어진 템퍼링 전후의 시편을 대상으로 광학현미경(optical microscopy, 

OM), 주사전자현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EM), 투과전자현미경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TEM)을 이용하여 미세조직 관찰을 행하였다. 광학

현미경과 주사전자현미경 관찰을 위한 시편을 기계적 연마 후 2% 나이탈(nital) 용액 또

는 Villela 에칭액(1g picric 산 + 5ml 염산 + 95ml 에탄올)에서 수십초간 부식시켜 마련하

였다. 광학현미경의 경우 100 ~ 500 배, 주사전자현미경의 경우, 1000 ~ 30000배의 배율에

서 관찰하였으며, 주사전자현미경은 JSM-5600과 JSM-6500F을 이용하였다. 

   투과전자현미경 관찰은 탄소박막 추출복제법(carbon replica)과 박막법(thin foil)

으로 마련한 시편을 사용하였다. 탄소박막 추출복제 시편의 제작과정은 다음과 같다. 

면적 1 cm2, 두께 0.5 cm 정도 크기의 시편을 기계적으로 연마한 후 2% 나이탈 용액

을 이용하여 수십초간 부식시켰다. 부식된 시편에 탄소막을 증착한 후 과염소산

(perchloric acid) 10 ~ 15 %와 메탄올을 혼합한 전해액에서 약 5V의 전압을 가하

여 탄소막을 분리하였으며, 3mm 지름의 구리격자(copper grid)로 탄소막을 걷어낸 

후 거름종이 위에서 건조시켜 투과전자현미경 관찰을 행하였다. 박막시편은 약 80 μ

m 정도의 두께까지 기계적으로 연마한 후 디스크 커터(disk cutter)로 직경 3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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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원판으로 만든 후 약 8% 과염소산에 92% 메탄올을 혼합시킨 용액을 이용하여 분

사식 전해연마기(twin jet electropolisher)로 전해연마하여 준비하였다. 투과전자현미

경 관찰은 200kV의 JEM-200CX을 주로 사용하였다. 

   시합금의 결정립 크기는 ASTM E112 에 준하여 교차점 돗수법(intercept method)으로 

측정하였다. 

5.2.5 인장시험 및 샤피충격시험

   인장시편은 ASTM E 8 규정에 따라 표점거리 12.5mm, 직경 4mm 의 봉상시편으로 가

공하였다. 인장하중방향은 T 방향으로 하였으며, Fig. 1에 인장시편의 규격을 나타내었

다. 인장시험은 10톤 용량의 Instron 5582 인장시험기를 이용하였으며, 초기 램속도는 분

당 0.5mm로 수행하였다. 0.2% offset 법에 준하여 항복강도(yield strength)를 결정하였

고, 인장강도(tensile strength)는 최대하중점으로 결정하였다. 연신률은 extensometer를 

이용하여 초기 표점거리에 대한 연신된 표점거리를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충격시편은 ASTM E23 규정에 준하여 10mm×10mm×55mm 샤피 A-type 시편을 사용

하였으며, T-L 방향으로 가공하였다. Fig. 2 에 충격시편의 규격을 나타내었다. 샤피충격

시험은 409 J 용량의 Tinius Olsen 충격시험기를 사용하여, -196 °C ~ 200 °C 에서 수행하

였다. 실험온도는, 저온은 액체질소(-196 °C)와 액체질소 + 이소펜탄(isopentan) 용액을 

혼합하여 조절하였고, 고온은 실리콘 오일을 담은 항온조를 이용하여  ±1 °C 범위로 조절

하였다. 각 시험온도에서 온도조절액에 7분 이상 담근 후 5초 이내에 시험을 완료하였다. 

연성취성 천이온도는 충격곡선의 상부영역(upper shelf)과 하부영역(lower shelf)의 흡수

에너지의 평균값에 해당하는 온도인 에너지 천이온도(energy transition temperature, 

ETT)로 결정하였다. 

5.2.6 벽개파괴강도 측정

   벽개파괴강도는 Fig. 3 에 나타낸 규격의 시편을 이용한 196 °C 에서의 4점 굽힘시험(4 

point bending test)과 인장시편을 이용한 항복강도 측정을 통해 얻었다. 4점 굽힘시험과 

인장시험을 통해 얻은 -196 °C 에서의 σnom 과 σy 를 이용하여 Griffiths와 Owen[26]이 얻

은 이러한 기하학적 모양의 시편에 대한 응력분포 해석을 사용하여 시편 노치에 의한 소

성구속인자(plastic constraint factor)를 구하였다. 이때, 굽힘응력은 굽힘시험 시 부가되

는 하중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식 (1)을 이용하여 계산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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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m ==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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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 bending moment,  B : specimen thickness

P : applied load,  a : specimen depth below the notch

   Fig. 4 는 노치의 소성구속인자에 대한 Griffiths-Owen 의 계산결과로서, 각 σnom/σy

의 비에 따른 σ1, σmax/σy 값이 제시되어 있어 굽힘시험에서 얻어진 값으로부터 시편 내

부에 형성되는 최대인장응력 σ1, σmax 을 구할 수 있게 된다. 실제 굽힘시편의 내부에 

형성된 최대인장응력을 벽개파괴강도로 정하게된다. 벽개파괴강도의 측정에는 슬립선 

장 이론(slip-line field theory)을 이용한 Green-Hundy[61]의 다음과 같은 결과도 

자주 사용된다. 

)
22

1(2max
ωπτσ −+= y

..............................................................................(2)

at general yield, for 6.4 <  ω (notch-included angle) < 114.6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와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기존 연구결과와의 비교, 

분석을 위해서 Griffiths-Owen 방법에 따라 벽개파괴강도를 구하였다. 

5.2.7 벽개파괴균열 관찰

   Fig. 5 의 이중노치 굽힘시편을 196 °C 에서 파괴시켜 벽개파괴균열을 관찰하고자 

하였다. 4점 굽힘시험 시 두 상부하중점 사이의 굽힘모멘트는 일정하며, 두 노치부는 

동일한 응력상태에 있게 된다. 굽힘시험 시 부가하중이 증가되면 두 노치부 중 상대적

으로 취약한 쪽이 파괴되며, 파괴되지 않은 노치부는 벽개파괴균열의 전파 직전의 상태

를 보여주게 된다. 벽개핵 관찰은 벽개파괴가 일어나지 않은 노치부를 주인장방향이 관

찰면상에 나타날 수 있도록 절단한 후, 기계적으로 연마한 후 2% 나이탈 용액으로 부

식시킨 후 주사전자현미경을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날카로운 노치를 가진 봉상 인장시편을 이용하여 벽개파괴 직전의 균열 상태뿐만 아니라, 변

형량을 변화시키면서 벽개핵을 관찰하고자 하였다. 노치를 가진 봉상 인장시편의 규격은 Fig.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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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나타내었다. 우선 이중 노치를 가진 시편을 196 °C 에서 인장하여 응력-변형율 곡

선을 얻고, 파괴되지 않은 노치부를 절단, 관찰하였다. 얻어진 응력-변형율 곡선으로부

터 다양한 변형량의 시점까지 시편을 변형시킨 후 하중을 풀고, 변형된 노치부를 절단, 

관찰하였다. 이러한 봉상 인장시편을 이용함으로써 변형율과 벽개핵 발생 또는 진전 상

황을 체계적으로 관찰하고자 하였다.

5.2.8 중성자 조사

   SA508 cl.3 강재와 조성이 비슷한 기준 시합금 'A' 에서 Ni 함량을 증가시킨 시합금 2종

과 SA508 cl.4 강재와 비슷한 조성의 시합금 'S1' 에 대해 중성자 조사 취화 실험을 시행함

으로써 Ni 이 중성자 조사 저항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사용된 시합금의 

목표조성을 표 3 에 나타내었다. 

   각 시합금들은 앞서 기술한 것과 동일한 열처리 과정에 의해 준비되었다. 열처리 후 시

합금은 지름 3mm, 두께 0.25mm의 디스크 형태로 절단되고, 표면이 연마된 후, 캡슐에 넣

어진 채, 290 °C 에서 4.5×1019 neutron/cm2와 9.0×1019 neutron/cm2의 조사량으로 중성

자 조사되었다. 중성자 조사는 일본 JMTR (Japan Materials Testing Reactor)에서 시행되

었고, 실험 온도 290 °C 는 실제 원자로 압력용기의 사용조건을 재현하고자, 실험 조사량

은 실제 원자로 압력용기가 그 수명동안 받는 조사량보다 훨씬 가혹한 환경을 재현하고

자 선택되었다. 

   중성자 조사 전후의 각 시편에 대해서 경도시험 및 각 온도구간에서의 소형 펀치시험

(small punch test, SP test)이 행해졌다. 소형 펀치시험법은 충분한 부피의 시편 확보에 한

계가 있을 때, 재료의 파괴특성을 평가하기 위해 고안된 방법이다. Fig. 7 에 소형 펀치시

험법에 쓰이는 장치의 개략도와 펀치시험을 통해 얻어진 하중-변위 곡선으로부터 SP-특

성, 예로 SP-파괴 에너지를 구하는 방법을 나타내었다. SP-파괴 에너지는 하중-변위 곡선

의 면적부분으로 정의된다. 소형 펀치시험법의 연성취성 천이온도는 각 온도구간에서 얻

어진 SP-파괴 에너지 곡선으로부터 얻어진다. 각 온도구간에서 얻어진 파괴 에너지 곡선

은 다음 식 (3)에 의해 적용가능한데, 여기서 T0에 해당하는 값이 SP-연성취성 천이온도이

다. 

)tanh()(
c
TTbaTR o−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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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 absorbed energy,  T : temperature,  T0 : DBTT

a : maximum absorbed energy + minimum absorbed energy

b : maximum absorbed energy - minimum absorbed energy

c : regression coefficient

소형 펀치시험법은 아직까지 표준화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방법에 있어 타당

성을 부여하기 위해, 샤피충격시험으로 얻어진 결과와의 관계 정립이 아직도 행해지고 

있다. 

5.3 실험결과 및 고찰

5.3.1 원자로 압력용기용 Ni-Mo-Cr 계 강의 합금설계

a) Mn-Ni-Mo 계 SA508 cl.3 강의 베이나이트 조직

   Ni-Mo-Cr 계 원자로 압력용기용 강에 대해 논하기 앞서, 본 연구에서 기준시합금(시합

금 A)으로 사용되면서, 현재 압력용기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Mn-Ni-Mo 계 SA508 cl.3 강

의 미세조직과 인성을 악화시키는 미세구조 인자를 실험과 문헌조사를 통해 먼저 파악하

였다. Fig. 8 에 SA508 cl.3 강의 광학현미경 및 탄소박막추출복제법을 이용하여 투과전자

현미경으로 관찰한 미세조직을 나타내었다. SA508 cl.3 강의 미세조직은 전형적인 템퍼

드 상부 베이나이트 조직으로, 래스와 래스 사이에 조대한 막대형태의 세멘타이트 밀집

영역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래스간 세멘타이트 층은 베이나이트 변태 시, 베이나

이틱 페라이트 래스로부터 방출된 탄소 원자의 집적되어 이루어진다. 래스 내부에는 미

세한 침상의 Mo 계 탄화물인 M2C 석출물이 밀집되어 있으며, M2C 석출물은 주로 템퍼

링 중에 형성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각각의 석출물을 투과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한 조직사

진을 Fig. 9 에 나타내었다. 

   형상비가 큰 석출물이 둥근형태의 석출물에 비해 취약하다는 보고[40,63]와 SA508 cl.3 

강에서의 관찰된 석출물의 모양, 크기 등을 고려해 볼 때, 래스간의 긴 막대모양의 세멘타

이트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저온에서 파괴시킨 이중노치 굽힘시편의 파괴되지 않은 노치

부를 관찰한 결과 전파 직전의 벽개핵이 래스간 세멘타이트의 층과 관련되어 있음을 확

인할 수 있었다(Fig. 10).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막대형태의 세멘타이트 석출 감소가 인

성향상을 위한 합금설계의 주된 방향으로 설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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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Ni-Mo-Cr 계 원자로 압력용기용 강의 미세조직 관찰 

   표 4 에 본 연구에 사용된 시합금들의 실제 조성을 나타내었다. 모든 시합금들은 0.2 

wt.%에서 0.1 wt.%까지의 탄소함량 수준에서 마련되었으며, 경화능 확보 측면에서 0.05 

wt.% 까지 탄소함량을 줄인 시합금들은 배제되었다. 또한 경화능 확보와 탄화물 석출로 

인한 강도 확보 측면에서 사용되었던 Mo, Cr 함량을 조절함으로써 미세조직 변화와 재료

의 물성 변화의 관계를 밝히고자 하였다.

   우선 Ni-Mo-Cr 계 SA508 cl.4 강과 비슷한 조성을 가지는 시합금 S1을 준비하였다. 시

합금 S2의 경우는 Cr 계 탄화물인 M23C6 석출물을 좀더 미세한 Mo 계 탄화물인 M2C 석

출물로 대체하기 위해 Cr의 함량을 줄이고, 대신 Mo의 함량을 늘였다. 시합금 S3는 탄소

함량을 0.15wt.%로 줄이는 동시에 경화능 확보를 위해 Mo을 증가시켰고, 시합금 S4는 탄

소함량을 0.1wt.%로 줄이고, Mo와 Cr을 동시에 증가시켰다. 

   시합금 S1 ~ S4의 템퍼링 전 광학조직을 Fig. 11 에, 템퍼링 후 광학조직을 Fig. 12 에 나

타내었다. 전체적으로 Mn-Ni-Mo 계 강의 상부 베이나이트 조직보다 훨씬 미세한 조직을 

나타내었다. Fig. 13 에 시합금 S1의 템퍼링 전 시편에 대한 TEM 사진을 나타내었다. 이로

부터 Ni-Mo-Cr 계 강의 미세조직은 하부 베이나이트와 마르텐사이트의 복합조직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SA508 cl.3 강보다 월등히 많은 양의 Ni과 Cr의 함량으로 인해 충분한 경

화능의 확보로 미세조직이 상부 베이나이트 조직에서 하부 베이나이트/마르텐사이트 복

합조직으로 변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복합조직은 템퍼드 상부 베이나이트 조직과

는 달리 탄소함량의 감소와 Mo, Cr 조절에 의해 거시적인 조직(광학현미경으로 구별하

는 정도의 미세조직)의 양상은 크게 변화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Fig. 14 는 템퍼링을 마친 시합금 S1으로부터 채취한 탄소박막 추출복제 시편에서 얻은 

투과전자현미경 사진이다. 페라이트 기지 내에서는 수십 nm 수준의 세멘타이트를 관찰

할 수 있었고, 결정립계, 래스경계, 팩킷경계 등에서는 상대적으로 조대한 탄화물이 관찰

되었다. 열역학 계산 결과와 회절패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경계의 상대적으로 조대한 

탄화물은 fcc 구조이고, 격자 상수가 약 10.6  정도인 M23C6으로 여겨진다. M23C6 탄화물

은 Cr함량이 높은 수증기관(steam pipe), 압력용기용 강에서 자주 관찰되는 석출물로, fcc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같은 fcc 구조의 M6C 탄화물과 격자상수가 비슷하나, Fd3m 공간

군에 속하는 M6C 탄화물에서는 {200}, {420} 면이 회절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구

별이 가능하다.

   Fig. 15 에는 템퍼링을 마친 시합금 S2 ~ S4로부터 채취한 박막시편에서 얻은 투과전자현미경 

사진을 나타내었다. 시합금 S1에서 Mo 함량을 1.0 wt.%까지 늘이고, Cr의 함량을 1.0 wt.%까지 

줄인 시합금 S2의 경우, 시합금 S1과 마찬가지로 미세한 세멘타이트와 주로 결정립계의 상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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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조대한 M23C6 탄화물이 관찰되었고, Mo 함량의 증가로 인해 Mo계 탄화물인 

M2C 또한 관찰되었다. 이것은 뒤에서 언급할 열역학 계산과 일치하는 결과로, 기존의 

Mn-Ni-Mo 계에서 적용된 열역학 계산이 본 연구에서 사용된 Ni-Mo-Cr 계의 합금조

성의 석출상 예측에도 적용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시합금 S3은 시합금 S1로부터 탄

소량을 0.15 wt.%로 줄이고, Mn과 Mo을 각각 0.5 wt.%와 0.8 wt.%로 늘였다. 시합금 

S2와 마찬가지로 세멘타이트와 M23C6, M2C 탄화물을 관찰할 수 있었다. 하지만, 시합

금 S2에 비해 탄소량과 Mo 양이 적고, Cr의 함량이 많기 때문에 M2C의 분율은 극히 

미비한 것으로 관찰되었다. 시합금 S4는 시합금 S1으로부터 탄소량을 0.1 wt.%까지 

줄이고, 탄소량 감소에 의해 발생하는 경화능 부족을 만회하기 위해 Mn와 Mo, Cr의 

함량을 각각 0.5 wt.%, 1.0 wt.%, 2.5 wt.% 로 늘였다. 페라이트 기지 내의 미세한 세

멘타이트 탄화물과 주로 결정립계의 상대적으로 조대한 M23C6 탄화물이 관찰되었다. 

반면, 시합금 S2와 S3에서 Mo 함량의 증가에 의해 나타났던 M2C 탄화물은 관찰되지 

않았다. 이는 탄소 함량이 상대적으로 대폭 감소하고, Cr 함량이 증가함으로써 M2C 보

다는 상대적으로 안정한 M23C6 탄화물이 석출한 것으로 판단된다.

c) Ni-Mo-Cr 계 강에 대한 열역학 계산

   표 5 에 시합금 S1 ~ S4 의 템퍼링 온도에서의 평형 상분율 계산 결과를 나타내었다. 모

든 시합금에서 세멘타이트 분율은 계산되지 않았고, M23C6 탄화물과 경우에 따라서는 

M2C 탄화물이 계산되었다. 탄소함량이 약 0.05 wt.% 감소되면 M23C6 탄화물의 분율은 약 

1 mol%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시합금 S2의 경우 Mo 함량이 0.5 wt.%에서 1.0 wt.%로 

증가함으로 인해 Mo 계 탄화물인 M2C 가 석출되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이는 미세조직 

관찰결과와도 잘 부합한다. Fig. 16 에 시합금 S1과 S2의 탄소박막 복제추출법으로 준비

된 시편의 투과전자현미경 사진을 나타내었다. 시합금 S2 의 경우, 상대적으로 조대한 

M23C6 외에 미세한 M2C 탄화물이 석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17 에 Cr 함량의 

Mo 대체로 인한 석출상 변화에 대한 CALPHAD 계산결과를 나타내었다. 탄소함량 0.2 

wt.% 일 때, Mo 의 함량이 1.0 wt.% 못 미치는 시점부터 M2C 탄화물이 석출되기 시작하

고, 그에 따라 M23C6 탄화물의 분율이 감소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계산 결과는 시합금 S2

의 미세조직 관찰에서 이미 확인되었다. Mn-Ni-Mo 계 저탄소 강종에 대한 이러한 

CALPHAD 계산결과는 그 신뢰성이 보고된 바 있다[62]. 비록 본 연구에서 사용된 

Ni-Mo-Cr 계 저탄소 강종에 대해서는 세멘타이트 분율이 계산되지는 않았으나, M23C6 

와 M2C 석출거동에 대해서는 미세조직 관찰결과와 잘 부합하는 것으로 보아, Mo, Cr 함

량 조절을 통한 합금설계에는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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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Ni-Mo-Cr 계 원자로 압력용기용 강의 기계적 특성

   표 6 에 본 연구에 사용된 모든 시합금들의 인장특성과 샤피충격특성을 정리해 놓았다. 

우선 SA508 cl.4 강과 비슷한 조성을 가지는 시합금 S1은 Mn-Ni-Mo 계 시합금 A 보다 월

등히 향상된 충격특성(연성취성 천이온도 : -112 °C, 상부 흡수에너지 : 259 J)을 나타내었

으며, 또한 향상된 인장특성을 나타내었다. 시합금 A에 비해 Ni과 Cr의 함량을 대폭 증가

시킴으로써 템퍼드 상부 베이나이트 조직이 파괴인성이 우수한 템퍼드 하부 베이나이트

/마르텐사이트 복합조직으로 변화하고, 막대형태의 조대한 세멘타이트가 미세한 세멘타

이트 및 M23C6 로 대체됨으로써 월등히 향상된 충격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된다. 

Cr을 줄이고, Mo를 증가시킨 시합금 S2의 경우 시합금 S1에 비해 강도는 증가하였으나, 

천이온도가 상승하였다. 앞선 투과전자현미경 사진에서 관찰되었듯이, Mo의 첨가로 인

해 페라이트 래스 내부에 M2C 탄화물이 템퍼링 시 생성되고, 이는 시합금 S2의 추가적인 

강도 상승을 주도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M2C 석출경화로 인해 천이온도가 상승했을 것

으로 여겨진다. 시합금 S3은 탄소함량을 0.15wt.% 수준으로 줄이고, Mo의 함량을 증가시

켰고, 시합금 S4는 탄소함량을 0.1wt.% 수준으로 줄이고, Mo와 Cr을 동시에 증가시켰다. 

시합금 S3와 S4의 경우, 시합금 S1과 비슷한 수준의 강도치가 측정되었으며, 연성취성 천

이온도 또한 비슷한 수준(혹은 약간의 상승)으로 관찰되었다. 본 연구에 사용된 

Ni-Mo-Cr 계 복합조직 강의 경우, Mn-Ni-Mo 계 베이나이트 강과 달리 합금원소 변화에 

따른 큰 폭의 미세조직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으며, 또한 비슷한 강도가 얻어질 경우에는 

합금원소 조절로 인한 천이온도의 변화도 크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18 에 시합

금 S1 ~ S4의 인장특성을 SA508 cl.3 강과 비슷한 조성을 갖는 시합금 A와 함께 나타내었

고, Fig. 19 에 시합금 S1 ~ S4의 샤피충격곡선을 시합금 A와 함께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 평가된 Ni-Mo-Cr 계 시합금들과 기존의 Mn-Ni-Mo 계 시합금들의 항복강도

와 DBTT의 변화를 Fig. 20 에 나타내었다. Ni-Mo-Cr 계 하부 베이나이트/마르텐사이트 복

합조직강이 Mn-Ni-Mo 계 상부 베이나이트 강보다 항복강도와 DBTT 모두에서 월등히 향상

된 특성을 나타내었다. Ni-Mo-Cr 계 시합금들은 Mn-Ni-Mo 계 강에 비해 약 100 MPa 정도

의 강도상승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고 -120 °C 의 연성취성 천이온도저하를 나타내었다. 이는 미

세조직의 치밀화(템퍼드 상부 베이나이트  템퍼드 하부 베이나이트/마르텐사이트)와 탄화물의 미세화

(막대형대의 긴 세멘타이트  미세한 세멘타이트 + M23C6)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Mn-Ni-Mo 계 상부 베이나이트 조직의 경우, 비슷한 강도수준에서 합금원소 조절을 통해 큰 폭의 

DBTT 변화를 나타내지만, 베이나이트/마르텐사이트 복합조직의 경우는 합금원소 조절로부터 

비슷한 강도수준에서 다양한 DBTT 변화를 얻을 수 없었다. 이는 상부 베이나이트 조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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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막대형태의긴 세멘타이트 밀집층에 의해 인성특성이 좌우되는데, 그러한 세멘타이

트의 미세 탄화물로의 대체 정도에 따라 연성취성 천이온도가 다양하게 변할 수 있다. 하

지만, 앞서 미세조직 관찰에서도 알 수 있었듯이, 베이나이트/마르텐사이트 복합조직 강

에서는 인성특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석출 탄화물 자체가 상당히 미세해져 있기 때문에, 

합금원소 조절을 통해 미세한 탄화물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범위가 상부 베이나이트

보다 훨씬 좁은 편이며, 그에 따라 천이온도의 변화폭 또한 크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Mn-Ni-Mo 계 상부 베이나이트 조직 강재에서는 탄소함량을 줄이면서, 그에 따라 감소

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화능 보전을 위해서 치환형 합금원소의 첨가를 늘이고, Mn 대신 

인성향상에 유리한 원소인 Ni 의 함량을 늘이면서, 막대형태의 긴 세멘타이트를 미세한 

M2C 탄화물로 대체하기 위해 Mo 의 함량을 늘인 시합금에 있어서 천이온도의 저감을 얻

을 수 있었다. Fig. 20에서 Mn-Ni-Mo 계 상부 베이나이트 강 중에서 가장 낮은 천이온도

를 나타내는 시합금은 탄소량은 0.05 wt.%이고, 이에 따라 발생할 경화능 저하를 막기 위

해 Mn과 Ni, Mo의 함량을 높였다. 비록 치환형 합금원소의 함량을 늘여서 시합금의 경화

능을 확보하고자 했을지라도, 탄소량 0.2 wt.% 에서 0.05 wt.% 까지의 저감은 압력용기용 

강으로서의 안정성에 있어 우려할만한 수준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원자로 압력용기에서 

Ni 등의 합금원소에 대한 중성자 조사 취화 저항성만 확보된다면, 기존의 원전용 강과 같

은 0.2 wt.% 정도의 탄소량을 유지하면서 인성과 강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합금설계 방안으로는 Ni, Cr 등의 합금원소의 대폭적인 첨가로 인성에 유리한 저온조직

을 생성하면서 동시에 Cr 계 M23C6 과 같은 미세한 탄화물을 생성시키는 Ni-Mo-Cr 계 방

향으로의 강종 설계일 것으로 판단된다.

5.3.2 Ni-Mo-Cr 계 복합조직 강의 미세조직과 파괴특성

a) 벽개파괴강도 측정

   벽개파괴강도는 196 °C 에서 수행한 4점 굽힘 시험을 통해 측정하였으며, 

Griffiths-Owen[26]의 응력해석을 이용하여 시편 내부에 형성되는 최대인장응력을 구하

고 이를 벽개파괴강도로 설정하였다. 

   Mn-Ni-Mo 계 상부 베이나이트 원자로 압력용기용 강의 벽개파괴강도에 대한 연구결과들로부

터 SA508 cl.3 강의 벽개파괴강도는 1600 ~ 1700 MPa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1,27,40]. 본 연

구에 사용된 Ni-Mo-Cr 계 강의 196 °C에서 측정한 벽개파괴강도치를 표 7 에 나타내었다. 모든 

시합금의 벽개파괴강도는 약 2600 MPa 수준으로 비슷하게 측정되었다. 템퍼드 하부 베이나이트

/마르텐사이트 미세조직은 상부 베이나이트 조직과는 달리 벽개균열 생성의 원인이 되는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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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세멘타이트가 미세한 탄화물로 바뀜으로써 벽개핵으로 작용할 수 있는 초기 균열

의 크기가 작아져서 상대적으로 벽개파괴강도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을 관찰할 수 있

었다. 템퍼드 하부 베이나이트/마르텐사이트 미세조직은 앞서 설명했듯이 합금원소의 

조절에 의해서 큰 폭의 미세조직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 미세조직의 이러한 변화 경

향은 벽개파괴강도에 그대로 반영되어 벽개파괴강도 또한 큰 폭의 변화는 나타내지 않

았다. 이러한 벽개파괴강도 측정은 두가지 목적에서 수행되었는데, 벽개강도 측정을 통

해 샤피충격시험에서 얻어지는 천이온도 변화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나아가 

Ni-Mo-Cr 계 강의 벽개파괴기구를 설명하고자 수행되었다. 

b) 샤피충격시험 천이온도의 계산

   벽개파괴강도 측정 결과와 항복강도의 온도 및 변형속도 의존성으로부터 샤피충격시

험 시의 천이온도를 예측해 볼 수 있다. 즉, 어떤 시험온도와 변형속도에서의 항복강도를 

σy 라 할 때, 노치에 의한 소성구속인자(plastic constraint factor) 에 의한 항복강도 상승은 

다음 식 (4)로 나타내어진다. 

yPσσ =max ......................................................................................(4)

P : plastic constraint factor

   Fig. 3 의 굽힘시험편의 노치부가 general yielding 을 일으킬 때의 소성구속인자는

Griffiths 와 Owen[26] 에 의하면 약 2.6, Green 과 Hundy[59] 에 의하면 2.51로 얻어지며, 

샤피충격시편의 경우에는 2.7 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3].

   샤피충격시험 시 변형속도는 102 ~ 104 /s 에 달하는데, Eberle 등[68]은 유한요소 해석

을 통해 샤피충격시편의 노치부의 소성변형속도가 약 1.5 ~ 5.5 × 103 /s 의 수준을, 

Wilshaw[69]는 약 2 ~ 5 × 103 /s 범위의 소성변형속도를 보고한 바 있다. 각 시합금들의 

항복강도의 온도 및 변형속도 의존성을 다음 식 (5)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노치를 가진 

시편의 거시적 항복시점을 연성취성 천이온도로 가정하고 벽개파괴강도가 온도에무관

하다는 점으로부터 식 (4)와 (5)를 합친 식 (6)으로 샤피충격시험에서의 천이온도를 계산

할 수 있다. 이때, 샤피충격시험에서의 변형속도는 Eberle 등이 보고한 값의 평균변형속

도 3.5 × 103 /s 으로 취하였다. 

CT
y BA /

0 )/(εσσ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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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CT BABAP /3
0

/
0max )/105.3((7.2))/(( ×+×=+×= σεσσ & ..................(6)

   식 (6)의 상수 A, B, C 값과 벽개파괴강도를 측정함으로써 연성취성 천이온도를 예측할 

수 있다. 상수 A, B, C는 Im[1]의 보고에서 비슷한 강도거동를 보이는 시편의 값을 인용하

였고, 벽개파괴강도는 본 연구에서 196 °C 에서 측정한 값을 사용하였다. 시합금 S2의 경

우, Cr의 Mo 대체로 인해 미세한 M2C 탄화물의 석출로 항복강도가 다른 시합금에 비해 

약 60 MPa 가량 높았으며, 연성취성 천이온도 또한 약 25 °C 정도가 높았다. 식 (6)을 통한 

천이온도 계산 결과, 60 MPa 의 항복강도 차이는 약 25 °C 정도의 천이온도 상승을 유발

하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식 (6)을 통한 샤피충격시험의 천이온도 예측은 상당히 정확함

을 알 수 있었다. 연성취성 천이온도는 항복강도와 벽개파괴강도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벽개파괴강도가 일정한 경우에 항복강도가 증가하면 그만큼 연성취성 천이온도도 또한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시합금 S2에서 증가된 연성취성 천이온도는 일정한 벽개파괴강도

와 증가된 항복강도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c) 복합조직 강의 벽개파괴 거동

   미세한 탄화물이 존재하는 Ni-Mo-Cr 계 하부 베이나이트/마르텐사이트 강에서의 벽개

파괴 거동을 밝히고자 시합금 S1 로부터 냉각속도의 변화(베이나이트/마르텐사이트 복합

조직  마르텐사이트), 템퍼링 열처리 유무를 통해 서로 다른 미세구조를 가지는 6종의 시

험편을 준비하였고, 이 6종의 시험편으로부터 벽개파괴강도의 측정과 미세구조인자를 분

석을 통하여 미세한 탄화물을 포함하는 복합조직 강의 벽개파괴 거동을 밝히고자 하였다. 

   시합금 S1을 다양한 열처리를 통해 만든 시편 US1, TS1, ULS1, TLS1, UMS1, TMS1 등 6

종에 대해서 벽개파괴강도 측정을 시행하였다. 표 8 에 시합금 S1의 6가지 강종에 대한 벽개파

괴강도를 정리해서 나타내었다. 먼저 'U' 는 템퍼링 열처리를 하지 않았음(untempered)을 뜻하

고, 'T'는 660 °C, 10시간의 템퍼링 열처리를 시행했음(tempered)을 뜻한다. 그리고, 'L'은 

large의 L 로서 1100 °C 에서 1시간 가량 오스테나이트화 열처리를 통하여 조대한 결정립을 가

지는 시편을 뜻하고, 'L'이 없는 시편은 900 °C, 약 1시간 가량의 오스테나이트화 열처리를 거친 

시편을 나타낸다. 'M' 은 900 °C, 1시간의 오스테나이트화 열처리 후 수냉을 거침으로써 만들어

진 마르텐사이트 조직을 나타낸다. 템퍼링 열처리를 거치지 않은 연속냉각 시편 US1, ULS1의 

벽개파괴강도는 약 3000 MPa 수준으로 측정되었으며, 템퍼링 열처리를 거친 연속냉각 시편 TS1, 

TLS1의 벽개파괴강도는 약 2500 MPa 수준으로 측정되었다. 마르텐사이트 조직의 경우, UMS1과 

TMS1의 벽개파괴강도는 각각 3800 MPa 과 2700 MPa 수준으로 관찰되었다. 템퍼링을 거치지 않

은 시합금의 경우가 템퍼링을 거친 시합금보다 높은 수준의 벽개파괴강도를 나타내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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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같은 템퍼링 열처리 조건에서는 마르텐사이트 조직의 경우가 하부 베이나이트/마르텐사

이트 복합조직의 경우보다 우수한 벽개파괴강도를 나타내었다. 또한, 시합금 US1과 TS1의 

벽개파괴강도는 조대한 결정립 크기를 가지는 시합금 ULS1과 TLS1의 벽개파괴강도값과 비

슷한 수준으로 관찰되는 것으로 보아, 하부 베이나이트/마르텐사이트 복합조직의 경우에는 

결정립 크기 또는 팩킷 크기는 벽개파괴강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상부 베이나이트 강에서의 벽개파괴기구는 기존의 보고[1,27,40]에 의해 많

이 알려져 있다. 래스 간 세멘타이트 밀집층이 벽개핵 발생원으로 작용하며, 세멘타이트 

밀집층의 두께를 Griffith 균열 크기로 설정함으로써 Griffith 벽개파괴기구로 상부 베이나

이트 강의 벽개파괴강도를 잘 설명할 수 있었다. 하지만 미세한 탄화물을 포함하는 하부 

베이나이트/마르텐사이트 복합조직 강에서의 벽개파괴강도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

며, 벽개파괴에 영향을 미치는 미세구조인자 또한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베이나이트/마르텐사이트 복합조직 강에서의 벽개파괴와 미세구조

인자의 영향을 살피고자 하였고, 타당한 벽개파괴기구의 적용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각 시편의미세구조인자의 크기는 표 9 에 정리해 두었다. 결정립 크기를 약 30 μm 로 일

정하게 맞추려 시도한 시험편 US1과 TS1의 경우, 결정립 크기가 각각 32 μm 와 27 μm로 

목표 결정립 크기에 비슷한 수준으로 조절되었고, 팩킷(packet) 크기 또한 15 μm 와 14 μ

m 정도로 비슷하게 얻어졌다. 결정립 크기를 조대하게 하기 위해 1100 °C, 1시간 오스테

나이트화 열처리를 시도한 시험편 ULS1, TLS1 의 경우, 약 100 μm 수준의 결정립을 얻었

으며, 팩킷 크기는 약 50 μm 수준으로 측정되었다. 마르텐사이트 조직의 시험편(UMS1, 

TMS1)은 에칭상의 문제로 오스테나이트 결정립 크기를 관찰하기 힘들었으나, 시험편 

US1, TS1 과 동일한 오스테나이트화 열처리(900 °C, 1시간)를 거쳤기 때문에, 결정립 크

기를 약 30 μm 수준으로 추정하였다. 

   래스의 경우 전반적으로 복합조직 강의 래스 크기가 마르텐사이트 조직의 래스 크기보

다 크게 측정되었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조대한 베이나이틱 래스의 존재에 기인하는 것

으로 판단되며, 복합조직에서의 최대크기의 래스는 베이나이틱 페라이트 래스로 보여진

다. 래스 크기는 결정립 크기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대부분의 복합조직 강에

서는 평균 0.5 μm, 최대 약 1 μm 수준의 래스가 관찰되었고, 마르텐사이트 강에서의 래스

는 복합조직 강보다는 작은 평균 0.3 μm, 최대 0.6 ~ 0.8 μm 수준으로 관찰되었다.

   템퍼링 열처리의 유무는 탄화물의 석출 양상에 영향을 미쳤다. 템퍼링 열처리를 수행하지 않

은 시험편 US1, ULS1 의 경우, 탄화물로는 하부 베이나이틱 페라이트 래스 내부에 존재하는, 크

기가 최대 약 0.1 μm 정도인 세멘타이트 밖에 관찰되지 않았으나, 템퍼링 열처리를 수행한 시험

편 TS1, TLS1 의 경우, 페라이트 래스 내부에는 최대 약 0.15 μm 크기의 미세한 세멘타이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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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출되었고, 래스, 팩킷, 결정립 등의 경계부에는 상대적으로 조대한 0.3 μm 정도의 둥

근 형태의 M23C6가 관찰되었다. 템퍼드 마르텐사이트에서는 조직 내부에 전반적으로 

균일하게 분포하는 탄화물이 관찰되었고, 그 크기는 최대 0.2 μm 수준이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강종의 미세조직이 벽개파괴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실제 철

강재료에서 많이 보고되어 온 몇몇 벽개파괴기구에, 앞서 분석한 미세구조인자를 적용하

였다. 우선, 벽개파괴에 미치는 석출물의 영향보다는 팩킷 크기나 결정립 크기를 강조한 

Brozzo 기구와 통상적으로 제 2상을 포함하고 있는 철강재료에서 가장 많은 적용을 보이

며, 제 2상의 크기를 Griffith 균열크기로 가정하는Griffith 기구를 적용하여 벽개파괴강도

를 예측하였다. 표 10 에 실제 측정되는 벽개파괴강도와 Brozzo 기구와 Griffith 기구로 예

측되는 벽개파괴강도값을 정리해서 나타내었다. 

   벽개파괴에 있어 팩킷 크기의 중요성을 강조한 Brozzo 모델의 경우는 본 연구의 미세한 

탄화물을 포함하는 베이나이트/마르텐사이트 복합조직 강의 벽개파괴 거동을 잘 설명하

지 못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시험편 US1과 ULS1, 또는 시험편 TS1과 TLS1 에서 결정립 

크기와 관계없이 비슷한 수준의 벽개파괴강도가 측정되었으나, Brozzo 모델은 이를 예측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벽개파괴에 있어 팩킷 크기 또는 결정립 크기의 

영향만을 강조하는 Brozzo 기구는 배제시킬 수 있었다. 

   다음으로, 통상적으로 철강재료에 있어 가장 많은 적용을 하는 Griffith 모델을 이용

하여 탄화물의 크기 또는 래스 폭을 Griffith 균열 크기로 설정하여 벽개파괴강도를 예

측하였다. 먼저 래스 폭을 벽개파괴 단위 균열 크기로 설정한 경우, 복합조직 강의 벽개

파괴강도를 비슷한 수준에서 예측하고 있으나, 템퍼링 열처리 유무에 따른 벽개파괴강

도의 차이는 설명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래스 폭의 Griffith 균열 설정 또한 본 재료의 

벽개파괴거동을 설명하는데 있어 적절한 설정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최

대 탄화물의 크기를 Griffith 균열로 설정한 경우, 벽개파괴강도값은 실제 측정된 강도

값보다 훨씬 크게 예측하고 있다. 하지만, 비록 계산된 파괴강도값이 크다고는 할지라도, 

그 값들은 실험에서 측정된 벽개파괴강도의 경향성, 즉 시험편 UMS1 의 벽개강도값이 

가장 크고, 다음으로 템퍼링하지 않은 시험편 US1과 ULS1, 그 다음으로 템퍼드 마르텐

사이트 TMS1, 마지막으로 템퍼드 베이나이트/마르텐사이트 복합조직 TS1과 TLS1의 벽

개파괴강도가 가장 작은 경향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Griffith 기구로 벽개파괴를 

예측하는데 있어서, 미세구조인자, 즉 탄화물의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측정한 벽개파괴

강도와의 편차는 더욱더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21 에 Griffith 모델과 본 실험에서 

얻어진 벽개파괴강도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사실은 본 연구 이전부터 이미 여러 차례 보고되

었다[1,39,40]. 하지만, Griffith 기구의 적용에 있어 벽개핵으로 작용할 수 있는 탄화물 두께의 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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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wer limit)만을 설정해 놓았을 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히 언급되지 않았다. 

   Fig. 21 에서 보듯이, Griffith 파괴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부가된 응력(측정되는 파

괴응력) 이외에 재료의 벽개파괴를 도와주는 또 다른 응력작용이 존재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철강재료의 경우, 완전한 취성의 파괴형태를 보여주지 않으며, 파괴 전 반드시 소

성변형을 선행하게 된다. 이로부터, 측정되는 파괴응력 이외에 재료의 벽개파괴를 도와

주는 다른 응력작용은 전위집적 등의 전위거동과 연관이 있음을 간접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에 전위집적기구(dislocation pile-up model)로 총칭되는 Almond 등의 기구

[35], Smith 기구[25], Petch 기구[23] 등의 적용을 검토하였다. 

   먼저 Almond 등은 페라이트 슬립밴드(slip band)에 의해 생성된 탄화물의 균열 앞쪽

으로 형성되는 새로운 페라이트 균열이 진행되는 응력을 구하였다. 하지만, 이 모델은 

슬립밴드에서 생성되는 모든 전위들이 벽개파괴 균열 속으로 진입하고, 그 벽개핵을 성

장시킨다는 가정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로 인해, 전위집적의 역할을 매우 강조하고 

있어, 세가지의 전위집적기구 중에서 가장 낮은 파괴강도 값을 예측하게 된다. Smith는 

정적 평형응력 상태에서의 전위와 균열에 대해 고려하였다. 즉, 벽개균열은 이미 존

재하는 상황에서 전위집적의 영향을 고려하였다. 하지만 실제 철강재료의 파괴의 과

정은 슬립면에서의 전위집적으로부터 벽개균열 형성이 시작되어 균열과 전위의 집적

에 의한 균열의 진전에 의해 파괴가 발생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Almond 등의 

기구와 Smith 기구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보안하고, 실제 철강 재료에 있어, 전위

집적기구로 가장 많이 적용되는 전위집적 모델인 Petch 기구로 본 시험편에서 나타

나는 벽개파괴 거동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Petch 식을 아래에 다시한번 정리해 두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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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Griffith crack size (carbide thickness),  E : Young's modulus  

γeff : effective surface energy,   ν : Poisson's ratio

d : microstructure factor for dislocation pile-up  

ky : Hall-Petch constant

   Petch 식을 이용한 벽개파괴강도 예측에 있어, 벽개핵의 크기 a, Hall-Petch 상수 ky, 전위집적

에 효과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세구조인자의 크기 d 등이 선행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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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나머지 변수 E, γeff, ν 에 대해서는 철강재료에 있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값들

을 사용하였다. E = 210 GPa, γeff = 7 × 14 J/m2,  ν = 0.3 의 값을 사용하였다. 

   Fig. 22 에 복합조직의 시험편 S1과 LS1 시리즈에서 관찰되는 벽개핵을 나타내었다. 벽

개핵은 196 °C에서 파괴시킨 이중노치 굽힘시편과 날카로운 노치를 가진 봉상인장시편

의 노치부에서 관찰하였다. 하부 베이나이트/마르텐사이트 복합조직의 경우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석출 탄화물의 크기가 미세하며, 둥근 형상을 가지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벽개핵 발생은 탄화물의 파괴에 의한 균열보다는 탄화물과 페라이트 기지 간의 

분리에 의해 발생하는 듯 관찰되었다. 템퍼링 열처리로 인해 탄화물의 크기가 상대적으

로 큰 시합금 TS1과 TLS1 경우 경계면(결정립계, 팩킷경계, 래스경계 등)에의 탄화물과 

기지의 분리를 뚜렷이 관찰할 수 있었다. 반면, 템퍼링 열처리를 거치지 않은 시험편 US1

과 ULS1 에서는 탄화물의 크기가 매우 미세해서 시험편 TS1과 TLS1처럼 벽개핵의 명확

한 관찰은 어려웠으나, 모든 벽개핵들이 미세한 탄화물이 존재하는 하부 베이나이트에서

만 관찰되었고, 관찰되는 모든 벽개핵들의 주위에 탄화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하부 

베이나이트의 탄화물과 페라이트기지의 분리에 의해 벽개핵이 발생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탄화물의 크기는 어떤 식으로든 벽개핵 생성에 관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연구

에서 Petch 식의 적용에 있어 Griffith 균열의 크기를 탄화물의 두께로 설정하였다. 

   베이나이트/마르텐사이트 복합조직 강에 있어 Hall-Petch 상수 ky 값에 대한 보고는 거의 

없으며, 게다가 196 °C 에서의 ky 값에 대한 보고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복합조직 강에 대해 결정립 크기를 다양하게 변화시켜 196 °C 에서 항복강도를 측정함으로써 

ky 값을 구하였다. Fig. 23 에 템퍼링 열처리 전후의 복합조직 강에 대한 ky 값을 나타내고 있

다. 템퍼링 열처리를 하지 않은 시편에 대해서는 1.12 MN/m3/2, 템퍼링 열처리를 수행한 시편

에 대해서는 0.711 MN/m3/2 값을 얻었다. 이러한 값들은 페라이트-퍼얼라이트 강과 4340 강

종에 대한 196 °C의 Hall-Petch 상수값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45]. ky 는 일반적으로 

변형속도(strain rate)와 변형온도의 함수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 196 C에서 얻은 값들은 

통상적으로 상온에서 얻은 값에 비해 비교적 큰 값을 나타내고 있다. 템퍼링을 수행한 시편은 

회복(recovery) 현상에 의해 아결정립(subgrain) 또는 전위벽(dislocation wall) 등이 형성되

고, 이러한 아결정립과 전위벽은 고방위차(high misorientation)의 경계로 작용하게 되며, 따

라서 템퍼링에 의해 생성된 아결정립구조와 전위벽들은 전위의 슬립에 있어 효과적인 장애물

로 작용하게 된다. 아결정립 등의 형성은 결과적으로 기존의 결정립계가 항복강도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오며, 템퍼링을 수행한 시편의 ky 값이 템퍼링을 수행하지 않은 시

편의 ky 값보다 작은 값을 나타낸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결과는 템퍼링 전후의 마르텐사이

트 조직에 대한 ky 값을 보고한 Norstrom[62]의 결과와 일치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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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강(mild steel)에 관한 벽개파괴 거동은 페라이트와 세멘타이트의 단순한 미세조직으로 

인해 비교적 명확하게 밝혀져 있다. 이러한 페라이트/결정립계 세멘타이트 조직에서는 인장

응력 하에서의 전위집적에 의해 결정립계 세멘타이트의 파괴로 인한 벽개균열이 발생하고, 

전위와 균열의 계속된 합체에 의해 균열이 진전되고, 결국 파괴가 일어난다. 여기서, 세멘타

이트의 두께를 Griffith 균열 a 로 설정하고, 페라이트 결정립 크기를 전위집적의 단위미세구

조인자인 d 로 설정함으로써 Petch 식의 변수 정의와 Petch 기구의 적용이 용이하게 이루어

졌다. 하지만, 베이나이트나 마르텐사이트 등 복잡한 하부구조(래스, 팩킷 등)를 가지며, 그 

내부에 석출물까지 존재하는 미세구조에 있어 전위집적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미세구조

인자를명확하게 정의하기는 연강에서의 페라이트 미세구조와 달리 쉽지가 않다. 

   우선, 전위집적 단위미세구조인자 d 로 통상적인 팩킷 크기를 대입하여 Petch 식을 이

용하여 벽개파괴강도를 예측한 그림을 Fig. 24 에 나타내었다. 실제 측정되는 벽개파괴강

도는 결정립 크기에 무관하게 관찰되지만, 팩킷 크기를 이용하여 예측한 파괴강도는 결

정립 크기에 따라 큰 폭으로 변화한다. 결정립 크기가 큰 템퍼링하지 않은 시험편 ULS1

의 경우, 계산이 불가능할 정도의 음의 값을 나타내었다. 측정한 벽개파괴강도와 예측한 

값 사이에는 연관성이 없어 보이며, 전위집적 미세구조인자에 대해 다른 방향에서의 정

의가 시도되어야 할 것으로 보였다. 

   Fig. 25 은 이중노치 굽힘시편으로부터 관찰한 벽개균열 사진으로, 모든 시험편에서 벽개균

열은 팩킷, 결정립 경계 뿐만 아니라, 래스 경계에서도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Norstrom[62], Kunitake[63] 등은 래스에 대해서도 Hall-Petch 식의 적용 가능성을 보고하

였고, 또한 템퍼링 열처리를 통한 래스 경계에서 탄화물의 석출에 의해 래스 경계의 특성이 바

뀔 수도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결정립 크기에 무관하면서도 벽개파괴를 위한 전위집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세구조인자로 래스를 고려하였다. Fig. 26 에 전위집적의 단위 미세구

조인자로 래스 크기를 설정하여 예측한 벽개파괴강도를 실험으로 측정한 값과 같이 나타내었

다. 템퍼링 열처리를 하지 않은 시험편 US1, ULS1에 대해서는 가장 큰 래스 두께값으로 계산

하였고, 템퍼링 열처리를 한 시험편 TS1, TLS1, TMS1 에 대해서는 평균 래스 크기를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왜냐하면, 템퍼링을 하지 않은 시험편의 경우, 벽개균열은 하부 베이나이트 조직에

서만 관찰되었기 때문에, 베이나이트의 래스 두께로 판단되는, 평균보다 큰 값을 사용하였고, 템

퍼링을 수행한 시험편의 경우, 래스 경계에 탄화물의 석출로 베이나이트, 마르텐사이트 래스 경

계의 구분이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평균적인 래스 두께를 사용하였다. Fig. 26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래스의 두께로 계산된 벽개파괴강도는 실제 측정되는 벽개파괴강도를 매우 정확하게 예측

하였다. 벽개핵을 관찰한 사진이나 벽개파괴강도를 예측한 그래프 등을 통해서 판단하였을 때, 베

이나이트, 마르텐사이트, 또는 베이나이트/마르텐사이트 복합조직에서 벽개파괴에 있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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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집적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미세구조인자는 래스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철강재료의 벽개파괴 거동에 관한 기존 연구는 주로 벽개핵 발생원이 분명한 강재에 대

해 연구되어 왔다. 즉, 페라이트와 결정립계의 세멘타이트의 단순한 조직을 갖는 연강 또

는 결정립 내부에 래스, 팩킷 등의 하부조직을 갖는 원자로 압력용기용 베이나이트 조직

에서도 벽개핵으로 명확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래스 간에 막대모양의 조대한 세

멘타이트가 존재하는 상부 베이나이트에 대한 벽개파괴 거동이 많이 연구되어 왔고, 대

체로 명확하게 그 벽개파괴기구를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강에서는 페라이트 기지보다 

상대적으로 계면에너지가 낮고, 취약한 세멘타이트 또는 세멘타이트 밀집층의 파괴로 인

해 벽개파괴가 유발된다. 또한, 벽개핵의 크기를 세멘타이트 두께 또는 그 밀집층의 폭으

로 설정함으로써 수정 Griffith 기구로 벽개파괴의 거동을 잘 예측할 수 있었다. 반면, 탄

화물이 미세하게 존재하는 경우, 즉, 벽개핵의 발생원이 분명하지 않은 하부 베이나이트

나 마르텐사이트 또는 그 복합조직에 관한 벽개파괴 거동에 대해서는 연구보고가 많지 

않은 상황이며, 이러한 강재의 벽개파괴 거동 또한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Brozzo 

등[37]은 결정립계에서의 전위집적으로 인해 결정립 크기의 미세구조인자가 강의 벽개

파괴를 유발하는 기본적인 인자임을 밝혔다. 하지만, Valka 등[44]은 템퍼링 열처리를 거

치지 않고, 미세한 탄화물이 존재하는 하부 베이나이트 조직의 강재는 Brozzo 기구에 의

해 파괴를 설명할 수 있으나, 템퍼링 열처리를 거치면서 탄화물이 조대해지면 전위집적

의 영향을 고려하고 있는 Petch 기구를 따른다고 보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은 미세한 세멘타이트와 템퍼링 후 M23C6 탄화물이 존재

하고, 결정립 내부에 래스, 팩킷 등의 복잡한 하부구조를 가지는 Ni-Mo-Cr 계 베이나이트/마르

텐사이트 복합조직 강의 벽개파괴 거동에 대해 밝히고자 하였다. 앞선 표 10 에서의 계산 결과에

서 보듯이 결정립 또는 팩킷이 벽개파괴에 있어 균열의 기본단위가 될 것이라는 Brozzo 모델은 

본 연구의 Ni-Mo-Cr 계 복합조직 강에서의 벽개파괴에 있어서는 적절하게 적용되지 않음을 벽

개파괴강도 계산 결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결정립 크기가 약 100 μm 인 시험편 ULS1와 TLS1

의 벽개파괴강도가 결정립 크기가 약 30 μm 인 시험편 US1과 TS1의 벽개파괴강도와 각각 비

슷한 수준으로 실제 실험에는 측정되었으나, Brozzo 모델로 예측한 강도값은 이러한 결과를 반

영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같은 결정립 크기를 가지는 시험편 US1과 TS1의 템퍼링 열처리 유무

에 의해 유발되는 벽개강도값 차이 또한 예측하지 못하였다. 하부 베이나이트/마르텐사이트 복

합조직 강에서는 비록 미세하기는 하나 벽개핵으로 작용할 수 있는 탄화물과, 또한 팩킷 크기 이

하의 하부구조인 래스 조직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팩킷이 벽개핵의 기본 단위크기가 된다는 

Brozzo의 기구의 적용은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사실은 Fig. 22 와 Fig. 25 

의 벽개핵 관찰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관찰되는 벽개핵은 수백 nm 수준에서 수 μm 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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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 μm 수준의 팩킷 크기와는 큰 차이가 있었다. 또한 발생되는 균열이 결정립, 팩킷 경계

에서만 관찰되는 것이 아니라, 래스 경계에서도 관찰되었다. 위의 결과들로부터 래스 등의 

하부 조직이 존재하고, 탄화물이 존재하는 하부 베이나이트/마르텐사이트 복합조직에서는 

Brozzo 기구가 적용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러한 복합조직 강에서는 탄화물이나 

래스 등의 하부구조를 벽개파괴인자로 예상하는 다른 벽개파괴기구를 고려하여야 했다.

   탄화물이 존재하는 철강재료의 벽개파괴강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탄화물의 크기를 

벽개핵의 단위크기로 설정함으로써 수정 Griffith 모델로 벽개파괴강도를 많이 예측하

였다. 그리고, 이러한 예측은 탄화물의 크기가 일정크기 이상의 강종에서 많이 시도되

었으며, 수정 Griffith 모델로 예측한 벽개파괴강도들이 실제 실험에서의 벽개파괴강도

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탄화물의 크기가 작아지면서, Griffith 모델로 예측한 벽

개파괴강도값은 실제 측정되는 벽개파괴강도값보다 훨씬 큰 값을 나타내었다

[1,39,40,44]. 이렇게 탄화물이 미세한 강종에서의 벽개파괴거동은 Griffith 기구와는 

다른 거동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실제 강재의 파괴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부가된 

응력 이외의 다른 응력원이 존재해야 함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Fig. 21).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강재의 파괴에 있어 전위집적의 영향을 고려하는 전위집적기구를 

베이나이트/마르텐사이트 복합조직 강의 벽개파괴 거동을 설명하기 위해 도입하였다. 

그 중에서도 Petch 기구는 벽개핵의 발생과 전위집적의 상황을 동적 평형상태에서부

터 계산함으로써 실제 강종의 파괴에 가장 근접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Petch 모델은 벽개파괴강도를 Griffith 조건에서 전위집적으로 인해 발생되는 재료내

부의 응력을 빼줌으로써 계산하고 있다. 비교적 단순한 미세조직인 페라이트/세멘타이

트 조직의 벽개파괴 거동은 전위집적의 단위를 결정립 크기로 설정해줌으로써 그들의 

파괴거동을 예측하는데 있어 쉽게 Petch 기구를 적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 사

용된 베이나이트/마르텐사이트 조직은 페라이트 조직과는 달리, 전위의 집적을 고려할 수 있

는 미세구조인자로 결정립 뿐만 아니라, 팩킷, 래스의 하부구조가 존재하는 복잡한 구조이

다. 전위집적의 미세구조인자로 팩킷의 크기를 설정하여 계산한 결과는 실제 측정되는 벽

개파괴강도와 많은 차이를 나타냄을 앞의 Fig. 24 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전위집

적의 기본단위로 팩킷 크기를 고려하는 것은 실제 결정립 크기가 다른 US1과 ULS1 또는 

TS1과 TLS1의 벽개파괴강도가 비슷하게 측정되는 것을 설명할 수가 없다. Fig. 25 에서 

보듯이, 벽개핵의 발생은 비단 결정립계에서 뿐만 아니라, 내부의 래스 경계에서도 발생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Fig. 22 를 통해 본 연구의 베이나이트/마르텐사이트 복합조직 강

의 벽개균열은 래스 경계의 탄화물에서 발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래스 경계가 전위집

적의 기본 미세구조인자가 될 수도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래스 크기를 전위집적에 있어 미세

구조인자로 설정하여 Petch 기구로 예측한 벽개강도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시합금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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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벽개파괴강도과 비슷한 값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결정립 크기가 다른 US1과 

ULS1 또는 TS1과 TLS1의 벽개파괴강도를 각각 비슷한 수준으로 계산하였다(Fig. 

26).  Fig. 27 은 래스 크기를 전위집적의 미세구조인자로 설정하여 Petch 기구로 계산

한 결과를, 본 연구에서 사용된 Ni-Mo-Cr 계 복합조직 강 뿐만 아니라, 기존의 연구결

과[1,40]에도 적용시켜 나타내었다. 대체로 측정된 벽개파괴강도와 계산된 벽개파괴

강도의 값이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탄화물의 크기가 큰 강종에 있

어서는 Petch 기구로 예상한 벽개파괴강도치가 낮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벽개핵으로 

작용하는 탄화물의 크기가 충분히 커서 탄화물의 영향이 압도적인 가운데, 추가적인 전

위집적의 효과를 고려해 주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많은 연구 결과들[72,73]이 저경

각 입계(low angle boundary)로 여겨지는 래스에 의한 전위집적은 미미한 정도로 보

고하고 있지만, Naylor[70]는 저탄소 Mn-Cr 강에서 비록 래스 크기가 Griffith 균열

의 기본단위가 된다고 주장하였지만, 래스에서의 전위집적 가능성을 보고하였으며, 

Daigne 등[71]은 래스에서의 전위집적이 템퍼드 마르텐사이트 강의 강도 증가에 기여

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Norstrom[62] 은 템퍼링 전후의 마르텐사이트 팩킷이 항복

강도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데 있어, 템퍼링 후의 회복(recovery) 현상으로 인한 

팩킷 내부의 래스 구조의 변화에 의해 팩킷의 Hall-Petch 상수가 변화할 수 있다는 것

을 보고하였다. 이들 모두는 전위집적의 기본 미세구조인자로 래스의 가능성을 보고하

고 있으며, 본 연구의 Ni-Mo-Cr 계 복합조직 강에서도 래스 경계의 탄화물 등에 존재

하는 등의 그 경계 조건이 변할 경우, 래스의 특성이 바뀔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에서의 벽개핵 관찰 그림과 벽개파괴강도의 계산 결과로부터 본 

연구에서의 Ni-Mo-Cr 계 복합조직 강에서의 벽개파괴강도는 래스 경계의 탄화물에서

부터 균열이 생성되어 래스 크기 수준의 전위집적으로 인해 그 균열이 확장, 파괴에 이

르는 것을 예상할 수 있으며, 래스 크기를 베이나이트/마르텐사이트 복합조직에서의 

전위집적에 있어 실질적인 미세구조인자로 설정함으로써 Ni-Mo-Cr 계 복합조직 강의 

벽개파괴 거동을 Petch 기구로 설명할 수 있었다. 

5.3.3 Ni-Mo-Cr 계 원자로 압력용기용 강의 중성자 조사 취화

a) 중성자 조사에 의한 경도 및 연성취성 천이온도 변화

   표 11 에 중성자 조사 취화 저항성 실험에 사용된 시합금 4종의 실제 측정 조성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는 원자로 압력용기용 강의 인성, 특히 연성취성 천이온도의 저하를 위해 사용한 합

금설계의 방안 중 하나로 Ni 함량을 대폭 증가시켰다. Ni 은 통상 전위의 교차 슬립을 조장시켜 

재료의 인성향상에 유리한 합금원소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원자로 압력용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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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으로서 필요한 재료특성 중의 한가지인 중성자 조사 취화에 대한 저항성 측면에서는 

Ni 은 증가는 그리 유용한 방법으로 평가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Ni 은 Cu, P 등의 원

소와 함께 중성자 조사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는 이러한 이중적인 특성을 가지는 Ni 의 압력용기의 중성자 조사 취화에 미치는 영향

을 관찰함으로써 인성향상을 위한 합금설계 방안으로 Ni 첨가의 타당성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시합금 A 는 앞서 말한대로 Mn-Ni-Mo 계 SA508 cl.3 강과 비슷한 조성의 기

준시합금이다. 시합금 A-Ni1 과 A-Ni2 는 시합금 A로부터 Mn 함량을 줄이고, 동시에 

Ni 함량을 늘린 시합금이다. 시합금 A-Ni1 과 A-Ni2 각각의 Mn, Ni 목표 조성은 0.7 

wt.% Mn, 1.9 wt.% Ni 과 0.3 wt.% Mn, 3.5 wt.% Ni 이다. 중성자 조사 취화는 조사 

전후의 각 시합금의 미세경도(microhardness)와 소형 펀치시험법(small punch test)

으로 얻은 연성취성 천이온도의 변화로 판단하였다. 중성자 조사 실험은 두 가지 조건

의 조사 조건 하에서 시행되었는데, 약 290 °C 에서 4.5 × 1019 n/cm2 의 조사량과 같

은 온도에서 9.0 × 1019 n/cm2 의 조사량으로 중성자 조사되었다. 시합금 A, A-Ni1 은 

두 가지 조건의 중성자 조사 실험 모두가 행해졌고, 시합금 A-Ni2 와 S1 에 대해서는 

9.0 × 1019 n/cm2 조사량 조건에서만 행해졌다. 

   우선 각 시합금에 대해 중성자 조사 전후의 경도 변화를 Fig. 28 에 나타내었다. 일정한 중성자 

조사량에 대해 모든 시합금의 경도변화는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4.5 × 1019 n/cm2 의 

중성자 조사량에 대해서 시합금 A, A-Ni1 의 중성자 조사 전후의 경도변화는 30 Hv0.2 정도로 

Ni의 함량차이에 대한 심각한 수준의 경도변화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9.0 × 1019 n/cm2 의 중

성자 조사량에 대해서도 4종류의 모든 시합금의 중성자 조사 전후의 경도변화는 약 70 Hv0.2 수

준으로 0.9 wt.% 에서 3.5 wt.% 까지의 Ni 함량 범위에서는 Ni 의 중성자 조사 취화에 미치는 악

영향을 관찰할 수 없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나고 있는 경도변화는 현재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

되고 있는 압력용기에 대해 수행한 연구결과보다 훨씬 작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52,53]. 

   Fig. 29 에 각 시합금의 중성자 조사 전후의 소형 펀치시험법에 의해 측정된 연성취성 천이온

도의 변화를 나타내었다. 우선 시합금 S1의 경우, 중성자 조사 전 시합금의 연성취성 천이온도가 

매우 낮은 값을 나타내기 때문에, 소형 펀치시험법을 통해 중성자 조사 전후의 DBTT를 구할 수 

없었다. 시합금 A, A-Ni1, A-Ni2 의 연성취선 천이곡선으로부터 Ni 함량의 증가가 중성자 조사

에 의한 연성천성 천이온도의 변화에 있어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것을 알 수 없었으며, 천이온도

의 변화는 Ni 의 함량 변화에 의존하기보다는 중성자 조사량에 따라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표 12 에 모든 시합금에 대해 중성자 조사 전후의 경도변화 및 DBTT의 변화를 정리해 두

었다. 비록 시합금 S1에 대해서는 천이온도를 측정할 수 없었으나, 다른 시합금들로부터 Ni이 

중성자 조사 취화에 특별한 악영향을 주는 증거는 확인할 수 없었으며, 일반 다른 원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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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정도의 조사 취화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Ni의 증가가 Mn의 감소와 

동시에 이루어진다면, 심각한 수준의 조사취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

서, 본 연구 앞장에서 이루어진 원자로 압력용기용 강의 DBTT의 저하를 위해 사용된 

합금설계 방안 중 Mn의 Ni 대체를 통한 방안은 최소한 중성자 조사 취화면에서 판단할 

때 잘못된 합금설계 방안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성자 조사 전후의 시합금에 대해 투과전자현미경 관찰을 통해 중성자 조사중의 

경도증가, 천이온도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미세조직적 변화를 관찰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실험에 사용된 중성자 조사량 4.5 × 1019 n/cm2 와 9.0 × 1019 

n/cm2 이후, 미세조직적 변화는 관찰하기 힘들었으며, 탄화물 석출 등의 TEM으로 쉽

게 관찰되는 정도의 미세조직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 원자로 압력용기용 강에 대한 

다른 보고[53-55]에 의하면, 약 290 °C 의 온도에서 이 정도의 중성자 조사량에 의

해서는 수 nm 수준의 미세공공(microvacancy) 또는 전위루프(dislocation loop) 형

성에 의해 경도의 상승과 천이온도의 상승이 유발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본 시합

금에 대해서도 수 nm 수준의 점결함 등을 관찰하였으나, 명확한 실체 증명을 할 수 없

었던 관계로 추정만 가능한 상황이다. 본 실험에 대해서는 일본 JMTR 측과 계속된 공

동실험이 필요할 것이다. 

   중성자 조사 전후의 시합금에 대해 경도 및 연성취성 천이온도의 변화와 미세조직 관찰 

결과로부터 조사 후 천이온도의 상승은 미세결함의생성에 의한 항복강도의 증가에 기인

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중성자 조사로 인해 벽개파괴균열 및 공공의 생성원으로 작

용할 수 있는 조대한 석출상의 형성 또는 결정립계의 불순물 편석 등이 관찰되지 않았으

며, 표 12 에서 알 수 있듯이, 경도의 상승과 천이온도의 상승은 선형관계를 가지는 것이 

관찰됨으로써 Ni-Mo-Cr 계 원전 압력용기의 중성자 조사 취화, 즉 천이온도 상승은 항복

강도 증가에 의해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b) 중성자 조사에 의한 경도와 천이온도 변화 간의 관계

   앞에서 언급했듯이, 본 연구에서 사용된 시합금의 중성자 조사에 의한 경도상승은 미세결함(미

세공공, 전위루프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연성취성 천이온도의 상승은 그러한 미세결

함에 인한 항복강도의 증가에 원인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Fig. 30 에 중성자 조사량에 따

른 경도변화와 연성취성 천이온도의 변화를 다시 한번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중성

자 조사량에 따른 경도의 변화와 천이온도의 변화의 경향이 비슷함을 알 수 있다. 중성자 조사에 

의한 경도 변화와 천이온도 변화 둘다 중성자 조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부터 4.5 × 1019 n/cm2 

까지의 증가보다 4.5 × 1019 n/cm2 에서부터 9.0 × 1019 n/cm2 까지의 증가구간이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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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가파른 것으로 관찰되었으며, 대략의 선형관계가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Fig. 

31 에 본 연구에서 얻어진 중성자 조사 취화 결과로부터 경도 변화와 소형 펀치시험법

에 의한 연성취성 천이온도 변화 간의 관계를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중성자 조사에 의

한 경도 변화와 천이온도의 변화 간에서 대략적인 선형관계의 경향은 나타내었으나, 선

형관계를 벗어나는 결과도 관찰되었다. 이것은 원자로 압력용기용 강의 경도상승이 1 

× 1019 n/cm2 이상의 중성자 조사량에서는 매우 급격하게 변화하는 경향은 보이기 때

문에 미세한 중성자 조사량의 차이로 인해 큰 폭의 경도상승을 초래할 수 있는데서 기

인하는 것으로 고려된다[47,54]. 비록 중성자 조사에 의해 경도 상승으로 인한 천이온

도 상승에는 상호간에 선형관계가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나, 그러한 선형관계를 정립하

는데 있어서는 원자로 압력용기용 강에서 다양한 조사 조건에서 더 많은 결과가 필요

로 할 것으로 판단된다.

5.4 결   론 

   Ni-Mo-Cr 계 베이나이트/마르텐사이트 복합조직 강에서의 합금설계와 벽개파괴, 중

성자 조사 취화에 대한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Mn-Ni-Mo 계 상부 베이나이트 강재로부터 Ni과 Cr의 대폭적인 증가를 통한 

Ni-Mo-Cr계 강은 인성에 유리한 저온조직, 하부 베이나이트/마르텐사이트 복합조직으

로의 변화와 벽개핵 발생의 주요 원인인 조대한 세멘타이트의 미세한 세멘타이트와 

M23C6로의 대체를 통해 연성취성 천이온도를 큰 폭으로 낮출 수 있었다. 

   2. 미세한 탄화물(세멘타이트, M23C6 등)을 포함하는 하부 베이나이트/마르텐사이트 조

직에서의 벽개핵은 미세한 탄화물의 파괴보다는 결정립, 팩킷, 래스 경계에 존재하는 탄

화물과 페라이트 기지 간의 분리에 의해 발생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3. 미세한 탄화물을 포함하는 하부 베이나이트/마르텐사이트 강재에서 탄화물의 크기를 

Griffith 균열의 단위크기로 설정하여 수정 Griffith 모델로 계산한 벽개파괴강도는 실제 측

정되는 벽개파괴강도보다 훨씬 크게 예측되었으며, 그러한 두 벽개파괴강도의 차이로부터 

전위집적이 실제 벽개파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4. 미세한 탄화물을 포함하는 하부 베이나이트/마르텐사이트 강재에서 벽개파괴강도

는 탄화물의 크기를 Griffith 균열로 설정하고, 전위집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세구조

인자로 래스 크기를 설정하여 Petch 모델로 잘 예측되었으며, 이렇게 계산한 벽개파괴강

도는 템퍼링 열처리 유무로 인해 다르게 측정되고, 결정립 크기 변화와는 무관하게 측정

되는 실제 벽개파괴강도의 변화를 잘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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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0.9 wt.%에서 3.5 wt.% 까지 범위의 Ni이 포함된 원자로 압력용기용 강에서 약 290 

°C 에서 최고 9.0 × 1019 n/cm2 의 조건 하에서 중성자 조사되었을 때, Ni이 중성자 조사 

취화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중성자 조사 취화는 중성자 조사량에 

좌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6. Cu, P 등의 불순물 첨가가 극도로 제한된 원자로 압력용기용 강에서 중성자 조사에 

의한 천이온도 상승은 경도 상승과 선형적인 관계를 가지며, 이같은 결과와 TEM 관찰 결

과로부터 천이온도 상승은 미세공공이나 전위루프 등의 미세결함에 의한 강도상승에 기

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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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Dimensions of tensile specimen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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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Dimensions of Charpy impact specimen (mm)

Fig. 3. Dimensions of four point bending specimen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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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및 대외 기여도

  본 연구의 계획서 상에 기술된 연구목표를 모두 달성하였을 뿐 아니라, 부수적으

로 연구논문 및 산업체 기술지원 실적 등에서 양과 질 공히 매우 우수한 성과를 이

룩하였다. 실제 원전에서 필요로 하는 요소기술 개발업무를 수행하면서, 동시에 학

술적으로도 국제적으로 전문성이 인정받는 등 두가지 방향에서 모두 훌륭한 성과를 

이룩하였다.  

1) 원자력 구조재료의 파괴특성 정량적 평가기술개발

  원자로압력용기 수명관리의 핵심인 조사취화에 의한 파괴인성 천이특성의 변화를 

소형/소량의 시편으로부터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일련의 핵심 기술 사이클을 

종합적으로 완성해가고 있다. 여기에는 정적/동적 하중에서 감시시험편 크기의 

PCVN 시편을 이용한 마스터커브 파괴인성 시험/해석법의 적용기술개발 뿐 아니

라, SP/ABI 등 준비파괴적 소형 시편을 이용한 재료파괴특성 시험평가 기술의 선

진화를 이룩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IAEA 주관으로 수행한 국제공동연구 (CRP) 

기술전문가 그룹에서 검증을 거쳐 IAEA 국제공동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되었으며, 

SCI급 국제 학술지에 다수의 논문을 게재함으로써 연구개발 성과의 신뢰도 및 국제

적 홍보효과를 유발하였다. 또한 사용후 감시시편의 용접재생/가공 및 시험 기술을 

축적하여 눈앞에 다가온 국내 노후원전의 수명관리에 대비할 수 있는 기술적 바탕

을 이룩하였다. 

2) 국내 원자로 압력용기강의 조사취화 데이터베이스 구축

   하나로 등 국내외 연구용 원자로를 이용하여 국산 원자로압력용기강의 파괴특성 

조사취화 실증시험 결과를 확보해가고 있다. 이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

는 고준위 방사능 시편의 시험설비 및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부여된 국가적 

사명 분야로서, 제한된 인력과 비용/설비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소형시편의 

시험평가 기술을 접목하여 다양한 조건에서의 특성 데이터를 생산하였다. (연구로 

조사캡슐 2기 제작. 총 8종의 상용재료 및 10종의 모델합금. 6종의 시험)

3) 원자력배관의 모재 및 용접부 파괴손상 시험/평가/예측기술 개발

   원자력배관의 피로하중에 따른 균열생성 및 성장 거동을 시험 평가하기 위해, 기계적 

하중과 열하중을 연동하여 부과할 수 있는 시험 장치를 개발하였다. 열피로 시험에 사용

하기 위한 시편의 compliance 해석을 위해 2 차원 탄소성 유한요소법을 사용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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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결과를 실험으로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전산 해석 방법은 배관의 균열해석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온도범위, ΔK, R 에 따라 실험적으로 얻은 배관 

재료의 열피로 특성을 이용하는 경우, 임의의 열피로 부하가 작용하는 배관 균열의 

진전 속도 및 수명을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압력부품 파괴손상 저감화를 위한 재료개량 기술개발

   본 과제에서 축적한 데이터베이스 및 재료평가 기술을 바탕으로, 두산중공업(주), 

한국전력기술(주), 서울대학교와 공동으로 원자로 압력용기 및 배관재료의 개량연구

를 진행하였다. 압력용기강의 이상영역열처리 신기법은 두산중공업에서 시제품 평

가를 거쳤으며, 향후 현장의 보완/대체공정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한국 표준형 원전

의 LBB 안전여유도 증진을 위하여 가압기 밀림관 소재의 파괴특성 개량 및 품질보

증에 적용될 수 있는 재료기술사양을 제시하였다. 서울대와 공동으로 제작한 차세

대 압력용기강 SA 508-Gr.4 모델합금은 미래 원전을 위한 압력용기 소재의 선택에

서 중요한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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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주요 달성내용 및 연구성과 활용실적을 정리한 것이다.

(1) 주요성과물 및 활용실적

연구개발 

내용
주요성과물 산업체 연계된 활용실적

 파괴인성 
천이특성 

정량화기술 및 
원전적용 

기술기준 개발

•소형압입(SP/ABI)시편의 파괴인성 조사천
이 특성평가 모델 및 해석절차 개발

•PCVN 시편 파괴인성 마스터커브 충격하
중 시험장치 및 실험데이터 확보(6종)

•감시시험편 원격 용접재생 절차 성능확인 
(핫셀에서 원격가공 정밀도 0.5% 이내)

•파괴특성의 시편크기 구속효과 정량분석 
실험결과 확보 (CT, PCVN, 1/2-, 1/3- 
PCVN)

-IAEA CRP 국제공동연구 데이터베이스 

입력완료중

-고리1호기 수명관리 계획에 보완자료로 사

용

-국내외 SCI급 연구논문 다수 

-해석프로그램 재산권등록

-고리1호기 수명연장 계획시 감시시험편 증

식방법으로 적용 예정. 2단계 조사재 실증

시험 연계

-국내 원자력 구조재의 조사취화 평가시험 

자료생산의 기반기술로 적용

 국산 
원자로용기강 

파괴특성 
조사취화 

데이터베이스 
구축

•조사취화 가속시험 시편제작 및 하나로이
용 중성자 조사 (2set)

•핫셀과 간이핫셀이용 표준 및 소형 조사시
편 특성시험, 자료생산 (8종 상용소재 및 
4종 모델합금 시험) 

•조사취화 및 파괴특성 데이터자료집 생산 
(8종 소재, 6종의 평가기술)

- 국산 원자로압력용기강의 중성자 조사취

화 저항성에 대한 최초의 실증시험 결과임

- 국산 소재의 품질보증 자료로 활용

- 국내 원전의 안전성 평가 및 국산 부품 

수출경쟁력 확보에 직접적인 데이터로 사

용 가능

원자력배관의 
모재 및 용접부 

파괴손상 
시험/평가/예
측기술 개발

•배관의 모재 및 용접부 손상(열,환경피로) 
기술현황 추적 및 분석

•이종금속 용접부 잔류응력 시험/해석기술
을 위한 시편제작 및 잔류응력 해석

•원자력배관용 347 스테인레스강 상용 용접
부의 LBB 파괴특성과 미세조직 분석 

•용접 및 HAZ부 미세조직, 물성예측 모델 
및 전산모사 프로그램 개발

-균열시편의 열피로 시험장치 개발

-국내 원전 실사용재에 대한 실용적 결과 
확보  

압력부품 
파괴손상 
저감화 

재료개량 
기술개발

•제1세대 국산소재(VCD,VCDA,SKA) 특성
비교평가 및 균질도 영향분석

•압력용기강의 미세조직제어를 통한 취성 
파괴인성 주영향 인자를 도출

•이상영역열처리 특허기술을 두산중 현장에
서 실증시험 (30톤 시제품 특성분석)

•가압기 밀림관용 스테인레스강 모재의 기
술사양 개선 및 모델합금 특성분석

•저합금강 성분제어를 통한 모델합금의 파
괴특성 조사취화 저항성 특성 비교자료 
생산 및 차세대용 합금성분 최적화 뱡향
설정

-두산중 제조 현장의 보완공정으로 기술채
택

-신고리 1,2 LBB 특성개선에 적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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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산업체 기술지원 실적

  •울진5,6호기 밀림관 현장용접부 J-R 특성저하 원인분석 (KOPEC)

  •이상영역열처리 현장 시제품 특성시험 결과분석 (두산중)

  •영광5호기 압력용기 클래딩 손상부 건전성 분석 (두산중/한수원)

  •영광5/6, 울진5호기 열전달완충판 이탈 원인 분석 (두산중/한수원)

  •고리1호기 원자로압력용기 저인성 파괴역학해석 (한수원)

  •밀림관용 용접부의 파괴인성 제고를 위한 미세조직 영향 분석 (KOPEC)

(3) 국제공동연구 수행

  •IAEA CRP on Surveillance Programmes Results Application to Reactor 

Pressure 

    Vessel Integrity Assessment (Research Agreement No. 11238, 2000. 5 ～ 2003. 

6)

  상세한 공개 성과물 목록은 부록에 수록하였다. 











- 577 -

1. 논문 및 보고서

A. 국외전문학술지

1. S.H.Uhm, J.H.Moon C.H.Lee, J.H.Yoon, B.S.Lee, "Prediction Model for the 

Austenite Grain Size in the Coarse Grained Heat Affected Zone of 

Fe-C-Mn Steels: Considering the Effect of Initial Grain Size on 

Isothermal Growth Behavior", ISIJ International, Vol. 44 (2004) No. 7, 

1230-1237 (SCI)

2. W.J.Yang, B.S.Lee, Y.J.Oh, M.Y.Huh, J.H.Hong, "Microstructural parameters 

governing cleavage fracture behaviors in the ductile-brittle transition 

region in reactor pressure vessel steels",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A379 (2004) 17-26  (SCI)

3. J.H.Yoon, S.D.Park, B.S.Lee, E.P.Yoon, "Correlation between the 

microstructure and the J-R fracture resistance of AISI Type 347 weld", 

Materials Science Forum, Vols.449-452 (2004) 877-880  (SCI)

4. W.J.Yang, B.S.Lee, M.Y.Huh, J.H.Hong, "Application of the local fracture 

stress model on the cleavage fracture of the reactor pressure vessel 

steels in the transition temperature region", Journal of Nuclear Materials 

Vol.317 (2003) 234-242  (SCI)

5. S.H.Kim, S.H.Lee, B.S.Lee, "Effects of grain size on fracture toughness in 

transition temperature region of Mn-Mo-Ni low-alloy steels",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A359 (2003) 198-209  (SCI)

6. S.H.Lee, S.H.Kim, B.C.Hwang, B.S.Lee, C.G.Lee, "Effect of carbide 

distribution on the fracture toughness in the transition temperature region 

of an SA 508 steel," Acta Materialia, Vol. 50 (2002) 4755-4762 (SCI)

7. Y.R.Im, B.J.Lee, Y.J.Oh, J.H.Hong, H.C.Lee, “Effect of microstructure on 

the cleavage fracture strength of low carbon Mn-Ni-Mo bainitic steels”, 

Journal of Nuclear Materials Vol.324 (2004) 33-40 (SCI)

8. S.H.Kim, S.H.Lee, Y.R.Im, H.C.Lee, S.J.Kim, J.H.Hong, "Effects of Alloying Elements 

on Fracture Toughness in the Transition Temperature Region of Base Metals and 



- 578 -

Simulated Heat-Affected Zones of Mn-Mo-Ni Low-Alloy Steels, 

Metallurgical and Materials Transactions A, Vol.35A (2004) 2027-2037 

(SCI)

9. Y.J.Oh, B.S.Lee, J.H.Hong, "The Effect of Non-Metallic Inclusions on the Master 

Curve in High Copper Reactor Pressure Vessel Welds", Journal of Nuclear 

Materials, Vol. 301 (2002) 108-117. (SCI)

10. Y.J.Oh, B.J.Lee, O.Yoo, B.S.Lee, J.H.Hong, "Precipitation Behavior of 

Carbonitrides in Type 347 Stainless Steels with Various C and N contents", 

METALLURGICAL AND MATERIALS TRANSACTIONS, Vol. 33A (2002) 

1565-1569. (SCI)

11. W.J.Yang, B.S.Lee, M.Y.Huh, J.H.Hong, "The effects of the notch acuity on 

the local cleavage fracture stress σf* of a RPV steel", Int. J. Press. Vess. & 

Piping (2004, accepted) (SCI)

12. S.H.Uhm, J.H.Moon, C.H.Lee, J.H.Yoon, B.S.Lee, "Bainitic transformation 

model in low alloy carbon steels considering the effect of reaction constant in 

JMA equation," Materials Science Forum, Vol 477 (2005) 1759 (SCI)

B. 국내전문학술지

1. J.B.Lee, M.C.Kim, J.H.Park, B.S.Lee, "Mn-Mo-Ni 저합금강의 SP-곡선과 인장물성

과의 실험적 관계", 대한기계학회지 A권, 제28권, 제5호 (2004) 554-562 

2. B.S.Lee, H.J.Lee, B.S.Lee, "계장화 압입시험에서 하중제거 곡선의 강성률에 관한 

고찰", 한국소성가공학회지, Vol.13, No. 1 (2004) 21-26

3. W.J.Yang, B.S.Lee, M.C.Kim, J.H.Hong, M.Y.Huh, "베이나이트계 저합금강의 천

이온도영역에서 취성파괴에 미치는 결정립 크기의 영향 고찰", 대한금속재료학회

지, Vol.41, No.12 (2003) 855-862

4. B.S.Lee, H.J.Lee, B.S.Lee, "볼압입시험의 기하학적 조건과 유동응력 곡선의 관계

에 관한 연구", 한국소성가공학회지, Vol.12, No.4 (2003) 328-333

5. S.H.Kim, Y.Choi, B.S.Lee, J.H.Hong, D.I.Kwon, "Indentation 기법을 이용한 원자

로압력용기용 저합금강의 미소영역 물성 및 미세조직 특성분석", 대한금속재료학

회지, Vol.41, No.2 (2003) 96-103

6. S.H.Kim, Y.Choi, B.S.Lee, J.H.Hong, D.I.Kwon, "Indentation 기법을 이용한 원자로압



- 579 -

력용기용 저합금강의 미소영역 물성 및 미세조직 특성분석", 대한금속재료학회

지, Vol.41, No.2 (2003) 96-103

7. S.H.Kim, S.H.Lee, Y.J.Oh, "Mn-Mo-Ni계 저합금강의 결정립크기와 천이영역 

파괴인성과의 관계", 대한금속재료학회지, Vol.40, No.3 (2002) 266-276.

8. J.H.Hong, "원자로 압력용기 고성능화 신열처리 기술", 원자력산업지, Vol.22, 

No.4 (2002) 51-59.

9. W.J.Yang, B.S.Lee, J.H.Hong, M.Y.Huh, "압력용기강의 천이온도영역에서 파괴

인성평가에 RKR Model의 적용", 대한금속재료학회지, Vol.40, No.4 (2002) 

440-446.

10. S.H.Kim, B.C.Hwang, S.H.Lee, "Mn-Mo-Ni계 저합금강의 천이온도영역 파괴

인성 해석“, 대한금속재료학회지, Vol.40, No.8 (2002) 846-852.

11. S.H.Kim, S.H.Lee, Y.RT.Im, H.C.Lee, S.J.Kim, J.H.Hong, "Fracture 

Properties of Mn-Mo-Ni Low Alloy Steels and Their Simulated Heat 

Affected Zones", J. Kor. Inst. Met. & Mater, Vol.40, No.9 (2002) 

939-948.

12. J.B.Lee, M.C.Kim, Y.J.Oh, J.H.Park, B.S.Lee, "Evaluation of Fracture 

Strength in Mn-Mo-Ni Low Alloy Steels by FE Analysis on Small Punch 

Test", 대한금속재료회지, Vol.40, No.12 (2002) 1243-1248.

C. 국외 학술회의 발표

1. B.S.Lee, W.J.Yang, M.C.Kim, J.H.Hong, "Evaluation of cleavage fracture 

toughness of RPV steels using small bend specimens," 5th ASINCO 

Workshop (2004.4)

2. B.S.Lee, "Expected KAERI Contribution to the CRP-8 on the Master 

Curve Technology of RPV Integrity," RCM of IAEA CRP-8 (2004.10)

3. M.C.kim, B.S.Lee, W.J.Yang, J.H.Hong, "Determination of Key 

Microstructural Parameter on the Cleavage Fracture Toughness of 

Reactor Pressure Vessel Steels in the Transition Region," Asian Pacific 

conference on Fracture and Strength '04 (2004.10)

4. S.H.Uhm, J.H.Moon, C.H.Lee, J.H.Yoon, B.S.Lee, "Bainitic transformation 

model in low alloy carbon steels considering the effect of reaction 

constant in JMA equation," The fifth Pacitic Rim International 

Conference(PRICM5) (2004. 11)

5. "Effect of Microstructure on The Cleavage Fracture Strength of Ni-Mo-Cr Bainitic 



- 580 -

and Martensitic Steels," 2nd ICASS 2004 (2004.8)

6. M.C.Kim, B.S.Lee, Y.J.Oh, "The Evaluation of Ductile-Brittle Transition 

Temperature Before and After Neutron Irradiation in RPV Steels Using a 

Small Punch Test", SMiRT-17, 2003/8/21, Prague, Czeck

7. J.H.Yoon, S.D.Park, B.S.Lee, E.P.Yoon, "Correlation between the 

microstructure and the J-R fracture resistance of AISI Type 347 weld", 

ISAEM-3, 2003/11/7, Jeju

8. J.B.Lee, J.H.Park, M.C.Kim, B.S.Lee, "Evaluation of Tensile Properties 

from SP Tests in Mn-Mo-Ni Low Alloy", 2003 Asia Pacific Symposium 

on Safety, 2003/11/18, Taipei

9. B.S.Lee, Y.J.Oh, M.C.Kim, S.H.Chi, J.H.Hong, "Application of small 

specimen technique for evaluation of irradiation effects on fracture 

behavior: 1/3-sized PCVN and small punch", ICFRM-11, 2003/12/9, 

Kyoto, Japan

10. B.S.Lee, J.H.Hong, "Master Curve Characterization of Dynamic Fracture 

Toughness By Instrumented Charpy Tests: Preliminary Results", 

2003/2/22, RCM of IAEA CRP-5,

11. B.S.Lee, J.H.Hong, Y.J.Oh, J.H.Yoon, J.H.Kim, S.H.Chi, J.T.Kim, 

"Characterization of Neutron Irradiation Embrittlement in Korean Making 

SA508-3 RPV Steels having Different Refining Processes", 4th ASINCO 

workshop, Jeju, Korea, April 14-17 (2002).

12. J.T.Kim, H.K.Kwon, B.I.Yang, K.C.Kim, B.S.Lee, J.H.Hong, "Neutron 

Irradiation Characteristics of the Reactor Vessel Materials for APR1400", 

17th KAIF/KNS Annual Conference, Seoul, Korea, April 19 (2002).

D. 국내학술회의발표

1. 윤지현, 박순동, 김기백, 김민철, 이봉상, 오용준, "가압기 밀림관용 Type 347 

model 합금의 인장 및 J-R 파괴저항특성에미치는 합금원소의 영향," 제 11회 

원전기기 건전성 심포지엄

2. 윤지현외 6인, 국산 원자로 압력용기강의 조사후 기계적 특성," 하나로워크샵 

2004

3.이봉상, 김민철, 양원존, 홍준화, "원자로압력용기강의 취성파괴인성에 미치는 미세구조



- 581 -

적 영향인자에 대한 고찰," 제 11회 원전기기 건전성 심포지엄

4. 김만원, 이호진, 김기백, 이봉상, 박재학, "압력관에서 내압에 의한 굽힘모멘트의 

영향을 고려한 등가응력강도계수," 제 11회 원전기기 건전성 심포지엄

5. 오용준, 황태복, 유완, 윤지현, 이봉상, "경수로1차배관 접합부의 열피로 저항성

에 대한 용접재의 영향평가," 제 11회 원전기기 건전성 심포지엄

6. 엄상호, 문준오, 이창희, 윤지현, 이봉상, "저합금강 용접열영향부의 베이나이트 

변태 거동 예측 모델링," 대한금속재료학회 2004춘계대회

7. 김민철, 양원존, 김난원, 김종식, 이봉상, "Mn-Mo-Ni 저합금강의 파괴거동에 미

치는 미세조직의 영향," 대한금속재료학회 2004춘계대회

8. 양원존, 김만원, 이봉상, "노치인장시편에서 유한요소법을 이용한 Mn-Mo-Ni계 

저합금강의 취성파괴응력거동," 대한금속재료학회 2004춘계대회

9. 김종식, 김민철, 이봉상, 홍준화, "Mn-Mo-Ni 저합금강 용접열영향부의 기계적

특성에 미치는 2상영역열처리의 영향," 대한금속재료학회 2004춘계대회

10. 엄상호, 문준오, 이창희, 윤지현, 이봉상, "저합금강의 베이나이트 등온 변태 거

동 예측 모델링," 대한용접학회 2004년춘계학술발표대회

11. 엄상호, 문준오, 이창희, 윤지현, 이봉상, "용접열영향부 오스테나이트 결정립 

크기 예측 모델링," 대한용접학회 춘계학술대회

12. 김만원, 이호진, 김기백, 이봉상, "원전배관의 환경피로균열성장 시험을 위한 

ESET 시편의 확장된 컴플라이언스 해," 원자력학회 2004 춘계학술발표회

13. 김민철, 이봉상, 양원존, 홍준화, "압력용기 저합금강의 벽개파괴에 미치는 미세

조직 변수의 영향 분석," 재료강도심포지엄-18회

14. 김만원, 이호진, 이봉상, 박재학, "유한요소교호법을 이용한 다중진폭하중 스펙

트럼 하의 피로균열성장 해석," 재료강도심포지엄-18회

15. 김환태, 길상철, 이봉상, 홍준화, "에너지 산업용 내열구조물의 용접기술 동향과 

전망," 재료강도심포지엄-18회

16. 이봉상, 홍준화, 김환태, 길상철, "원자력용 재료동향 및 첨단용접기술," 대한금

속재료학회 2004 추계대회

17. 김민철, 김종식, 이봉상, 양원존, "Mn-Mo-Ni 저합금강의 천이영역 파괴특성에 

미치는 미세조직적 인자의 영향," 대한금속재료학회 2004 추계대회

18. 김종식, 고정림, 김민철, 이봉상, "SA508 Gr.4 압력용기강의 미세조직과 천이

영역 파괴거동 평가," 대한금속재료학회 2004 추계대회



- 582 -

19. 고정림, 김민철, 이봉상, "EBSD 분석법을 이용한 Mn-Mo-Ni계 저합금강의 2

상영역 열처리에 따른 미세조직 고찰," 대한금속재료학회 2004 추계대회

20. 윤지현, 이봉상, 유완, "Effect of chemical compositions and welding 

methods on tensile and J-R Properties of austenitic stainless steel selds," 

원자력학회 2004 추계학술발표회

21. 이봉상, 김병철, 홍준화, "원전 압력기기 경년열화 관리," 한국압력기기공학회 

2004 추계학술대회

22. 이봉상, 김민철, 윤지현, 지세환, 홍준화, "Mechanical Characterization of 

Neutron Irradiation Embrittlement of Korean RPV Steels", 5th KIM-JIM 

Symposium, 2003/9/ , Gongju

23. 양원존, 김민철, 이봉상, 홍준화, "미세조직 변화에 따른 Mn-Mo-Ni계 저합금

강의 천이영역 파괴인성특성 연구", 제17회 재료강도심포지엄

24. 이병섭, 이봉상, "계장화 구형 압입시험에서 하중제하 조건에 관한 고찰", 제17

회 재료강도심포지엄

25. 김환태, 이봉상, 홍준화, "첨단 과학기술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에너지재료 및 용

접기술개발의 동향분석과 전망예측", 대한용접학회 2003년 추계학술발표대회

26. 이재봉, 김민철, 이봉상, 박재학, "유한요소해석을 이용한 소형펀치시험에서의 

인장물성 평가", 대한기계학회 2003 춘계학술대회

27. 양원존, 이봉상, 김민철, 박준, 손지하, "미세조직 분포에 따른 저합금강의 파괴

인성 불균일특성 분석", 대한금속재료학회 2003년 춘계학술대회

28. 윤지현, 박순동, 이봉상, 윤의박, "Type 347 스테인레스강 용접부의 J-R특성에 

미치는 미세조직의 영향", 대한금속재료학회 2003년 춘계학술대회

29. 김종식, 김민철, 이봉상, 홍준화, 정인상. "이상영역 열처리된 Mn-Mo-Ni 저합

금강 용접열영향부의 미세조직과 기계적 특성", 대한금속재료학회 2003년 춘계

학술대회

30. 손지하, 김민철, 이봉상, "이상영역 열처리에 따른 Mn-Mo-Ni 저합금강의 미세

조직 고찰", 대한금속재료학회 2003년 춘계학술대회

31. 김민철, 이봉상, 오종명, 이재봉, 박재학, "소형펀치시험편의 변형거동을 이용한 

천이온도 및 파괴특성 평가", 대한금속재료학회 2003년 춘계학술대회

32. 이병섭, 이봉상, 이호진, "압입시험의 기하학적 조건과 유동응력 선도와의 관계

에 관한 연구", 한국소성가공학회 2003 춘계학술대회

33. 이봉상, 홍준화, "RPV 건전성평가에 마스터커브 시험법의 적용을 위한 국제적 

기술지



- 583 -

34. 유완, 김준수, 윤기석, 박성호, 최택상, 윤지현, 이봉상, "Type 347 스테인레스강 

용접부의 J-R 특성에 미치는 미세조직의 영향", 제10회 원전기기건전성심포지엄

35. 이재봉, 김민철, 이봉상, 박재학, "소형펀치시험에서 인장물성변화에 의한 시편의 

변형거동과 하중-변위곡선에의 영향", 한국산업안전학회 2003 춘계학술대회

36. 박순동, 이호진, 이봉상, "표준Charpy시편과 precracked Charpy 시편을 이용한 

SA508 강의 충격거동 해석", 한국원자력학회 2003 춘계학술대회

37. 이병섭, 이호진, 이병섭, "A Study on the Unloading Stiffness of Instrumented 

Indentation Tests", 한국소성가공학회 2003년도 추계학술대회

38. 윤지현, 이봉상, 유완, "Effects of solidified microstructures on J-R fracture 

resistances of the surge line pipe welds", 한국원자력학회 2003년 추계학술발표

회

39. 김민철, 이봉상, 이재봉, 오용준, "Effects of Experimental Conditions and 

Tensile Properties on Load-Displacement Curves from Small Punch Test", 제17

회 재료강도 심포지엄

40. 김민철, 이봉상, 오용준, "Evaluation of Ductile-Brittle Transition Behavior with 

Neutron Irradiation in Nuclear Reactor Pressure Vessel Steels Using Small 

Punch Test", 한국원자력학회 2003추계학술발표회

41. 윤지현, 박준, 이봉상, 윤의박, "Type 347 용접부의 &-ferrite형상이 J-R 파괴저항

성에 미치는 영향", 대한금속재료학회 2003년 추계학술대회

42. 김종식, 김민철, 이봉상, 홍준화, 정인상, "A Study on the Properties of Weld 

Heat-Affected Zone of Mn-Mo-Ni Low Alloy Steels treated by Intercritical 

Heat Treatment", 대한금속 재료학회 2003추계학술대회

43. 손지하, 김민철, 양원존, 이봉상, "The Effect of Carbides on the Transition 

Fracture Toughness of Mn-Mo-Ni Low Alloy Steels", 대한금속 재료학회 2003추

계학술대회

44. 김민철, 박순동, 이봉상, 이재봉, "Application of Small Punch Test to 

Estimation of Mechanical Properties in Mn-Mo-Ni Low Alloy Steels", 대한금속 

재료학회 2003추계학술대회

45. 양원존, 이봉상, 김경식, 홍준화, "Precracked Charpy 시편을 이용한 압력용기강

의 동적파괴인성특성 평가“, 대한금속 재료학회 2003추계학술대회

46. 이봉상, 김주학, 김민철, 윤지현, 홍준화, "원자로압력용기강의 파괴인성 기준온

도 RTNDT 법에 대한 실험적 고찰“, 대한기계학회 2003 압력기기 기술대회

47. 윤지현, 이봉상, 홍준화, "원자력 구조용강의 J-R 파괴저항특성 평가기술", 제9회 원전



- 584 -

기기건전성 워크샵, 2002. 4. 15.

48. 이봉상, 홍준화, 오용준, "The effects of non-metallic inclusions on the 

fracture toughness master curve of high-copper Linde 80 welds", 제9회 

원전기기건전성 워크샵, 2002. 4. 15.

49. 양원존, 허무영, 이봉상, 홍준화, "The evaluation of cleavage fracture 

behaviors on the notch geometry of a pressure vessel steel", 대한금속.재

료학회 2002년 춘계학술대회, 2002. 4. 26.

50. 이재봉, 박재학, 오용준, 이봉상, 홍준화, "Tensile and fracture property 

changes with temperature using small punch test technique", 대한금속.재료

학회 2002년도 춘계학술대회, 2002. 4. 26.

51. 김종식, 정인상, 김민철, 이봉상, 홍준화, "이상영역 열처리된 Mn-Mo-Ni 저합

금강의 IRHAZ와 SRHAZ의 기계적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금속재료학회 2002 

추계학술대회, 2002. 10. 26.

52. 이재봉, 박재학, 김민철, 이봉상, 오용준, "유한요소해석을 이용한 소형펀치시험

에서의 기계적물성 평가", 대한금속 재료학회 2002 추계학술대회, 2002. 10. 

26.

53. 이봉상, 김민철, 홍준화, 오용준, 변택상, "발전설비소재의 파괴인성평가를 위한 

미소시편 이용기술", 대한기계학회 2002년도 압력기기 기술대회, 2002. 11. 1.

54. 김종식, 정인상, 김민철, 이봉상, 홍준화, "이상영역 열처리된 Mn-MO-Ni 저합

금강의 IRHAZ와 SRHAZ의 물성에 관한 연구", 제14회 POSCO 철강기술컨퍼런

스, 2002. 9. 27.

55. 이봉상, 양원존, 허무영, 홍준화, "시험편의 형상에따른 저합금강의 취성파괴응

력 고찰, 제16회 재료강도심포지엄, 2002. 11. 8.

56. 김민철, 이재봉, 오용준, 이봉상, "소형펀치시험법을 이용한 Mn-Mo-Ni 저합금

강의 파괴응력 평가, 제16회 재료강도심포지엄, 2002. 11. 8.

57. 윤지현, 박순동, 이봉상, 유완, 박성호, "347 스테인레스강 용접부의 J-R 특성

에 미치는 미세조직의 영향", 한국원자력학회 2002 추계학술발표회, 2002. 10. 

25.

58. 이호진, 김기백, 이병섭, 이봉상, "원자로압력용기강의 계장화압입시험 모델링을 

통한 진응력-진변형율 평가", 한국원자력학회 2002 추계학술발표회, 2002. 10. 

25.

59. 양원존, 이봉상, 김민철, 홍준화, 허무영, "원자로압력용기강의 천이영역 파괴인

성에 미치는 결정립크기의 영향", 한국원자력학회 2002 추계학술발표회, 2002. 

10. 25

60. 김민철, 김종식, 이봉상, 홍준화, "이상영역 열처리에 따른 SA508 Gr.3 압력용기강의 



- 585 -

미세조직 및 기계적성질의 변화", 한국원자력학회 2002 추계학술발표회, 2002. 

10. 25.

61. 오용준, 이봉상, 홍준화, "원자로압력용기 Linde 80 type 용접부의 파괴인성에 

미치는 비금속 개재물의 영향", 원자력재료 및 EAC 워크샵 2002, 2002. 11. 29.

62. 이봉상, 김민철, 윤지현, 박순동, 홍준화, "원전철강소재의 파괴인성평가를 위한 

미소시험편 이용기술", 원자력재료 및 EAC 워크샵 2002, 2002. 11. 29.

63. 김민철, 김종식, 이봉상, 홍준화, "SA508 Gr.3 압력용기강의 모재와 열영향부에 

미치는 2상영역 열처리의 효과", 원자력재료 및 EAC 워크샵 2002, 2002. 11. 29.

64. 엄상호, 이창희, 윤지현, 이봉상, "C-Mn-Mo-Ni 압력용기강 용접 CGHAZ에서의 

베이나이트 상분율/경도 예측 모델링", 원자력재료 및 EAC 워크샵 2002, 2002. 

11. 29.

E. 기술보고서 

1. 소형펀치 시험법을 이용한 원자력압력용기용 Mn-Mo-Ni 저합금강의 연성-취성 

천이특성 평가, KAERI/TR-2855, 2004

2. 조사재 인장특성 평가를 위한 소형시편 기술의 적용, KAERI/TR-2640, 2003

3. 원전배관의 열적-기계적 피로균열 해석을 위한 시험장치 개발, KAERI/TR-2636, 

2003

4. 2상영역 열처리 공정이 적용된 원자로 압력용기 시제품의 미세조직 및 기계적 

특성,KAERI/TR-2609, 2003

5. 원자력소재의 기계적 특성 평가를 위한 소형펀치시험법의 적용, KAERI/TR-2610, 

2003

6. 울진원전 5,6호기 밀림관 현장용접부 J-R 특성저하 원인분석, KAERI/CR-147, 

2003

7. 원자력용 스테인레스 강 용접부 석출물의 정량분석 방법, KAERI/TR-2355, 2003

8. 원자로 압력용기 관통관 및 용접부 손상, KAERI/AR-650, 2002

9. Fracture Toughness Master Curve Characterization of JRQ Material, IAEA CRP 

Report, Agreement No-11238, 2003










	표제지
	제출문
	최종연구보고서 초록
	요약문
	SUMMARY
	CONTENTS
	목차
	Table List(in Chapter 3)
	Figure List(in Chapter 3)
	제1장 서론
	제2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제3장 연구개발 수행내용 및 결과
	제1절 파괴인성 천이특성 정량화기술 및 원전적용 기술 기준 개발
	제1항 소형압입(Small Punch) 시험법을 이용한 원자력소재의 기계적 특성 평가
	1.1 서론
	1.2 실험 및 유한요소해석
	1.3 결과 및 고찰
	1.4 결론
	참고문헌

	제2항 ABI를 이용한 진변형율-진응력 관계 해석 및 예측기술
	2.1 서론
	2.2 이론해석
	2.3 전산코드를 이용한 압입시험 모델링
	2.4 진응력-진변형율 평가
	2.5 대표 변형율 정의
	2.6 결론
	참고문헌

	제3항 Pre-cracked Charpy 충격시험과 표준 Charpy 충격시험 비교
	3.1 서론
	3.2 실험방법
	3.3 표준시편과 pre-cracked 시편의 충격 거동
	3.4 결론
	참고문헌

	제4항 재생시편 제작 및 파괴 역학적인 거동
	4.1 서론
	4.2 재생시편의 제작
	4.3 재생시편의 특성
	4.4 결론
	참고문헌


	제2절 국산 원자로용기강 파괴특성 조사취화 데이터베이스 구축
	제1항 조사취화 가속시험 시편제작 및 하나로이용 중성자조사
	1.1 서론
	1.2 시편 및 수량
	2.3 계장캡슐을 이용한 시편의 중성자 조사
	1.4 HANARO 조사시험용 Neutron Dosimetry
	참고문헌

	제2항 원자로 재료 중성자 조사후 특성평가
	2.1 소형시험편을 이용한 조사후 특성평가의 필요성
	2.2 실험방법
	2.3 결과 및 고찰
	2.4 결론
	참고문헌

	제3항 조사취화 및 파괴특성 Data 자료집 작성
	3.1 서론
	3.2 Database 구축내용


	제3절 원자력배관의 모재 및 용접부 파괴손상 시험/평가/예측기술 개발
	제1항 STS347 배관의 모재부 및 용접부의 열피로 균열성장 특성 평가
	1.1 서론
	1.2 열적-기계적 피로시험장비 구축
	1.3 열피로 시험을 위한 시편의 선정 및 compliance 해석
	1.4 열피로 균열성장 시험 및 결과
	1.5 결론
	참고문헌

	제2항 압력용기 관통관 용접부 잔류응력 해석
	2.1 서론
	2.2 국내 원전에서의 관통관 구조 및 재료 특성
	2.3 시편 제작 및 잔류 응력 측정
	2.4 결론
	참고문헌

	제3항 원자력배관용 Tape 347 현장 용접부의 LBB 파괴특성과 미세 조직 분석
	3.1 서론
	3.2 가압기 밀림관 용접부의 J-R 특성 분석
	3.3 미세조직적 특성
	3.4 용접부의 화학조성과 J-R 파괴특성의 상관관계
	3.5 용접부 석출물 정량분석
	3.6 용접부 석출물 종류 확인
	3.7 결론
	참고문헌

	제4항 압력경계재료 용접부 물성예측 모델 및 전산모사 프로그램 개발
	4.1 합금설계 및 용접 열영향부 결정립 성장 모델 작성
	4.2 상변태 예측을 위한 열역학 모델 작성
	4.3 용접 열영향부 상변태 모델 및 기계적 성질 예측 모델 개발
	참고문헌

	제5항 원자력배관 안전여유도 개선을 위한 소재기술 사양 적용성 연구
	5.1 서론
	5.2 원자력 배관의 소재/부위별 설계 및 가동안전피로 여유도 현황분석
	5.3 배관재료와 파단누설 평가 특성과의 관계
	5.4 환경피로
	5.5 용접부 잔류응력과 LBB 특성과의 관계
	5.6 종합결론
	참고문헌


	제4절 압력부품 파괴손상 저감화 재료개량기술 개발
	제1항 제1세대 국산 Mn-Mo-Ni계 저합금강의 특성 비교 평가 및 균질도 영향 분석
	1.1 서론
	1.2 실험재료 및 실험방법
	1.3 실험결과 및 고찰
	1.4 결론
	참고문헌

	제2항 원자로 압력용기용 Mn-Mo-Ni 저합금강의 천이영역 파괴인성에 미치는 미세조직 및 시험편 크기의 영향
	2.1 서론
	2.2 실험방법
	2.3 결과 및 고찰
	2.4 결론
	참고문헌

	제3항 2상영역 열처리 공정을 적용한 원자로 압력용기강의 미세조직 및 기계적 특성 고찰
	3.1 서론
	3.2 연구배경
	3.3 실험재료 및 실험방법
	3.4 실험결과
	3.5 결론
	참고문헌

	제4항 가입기 밀림관용 Type 347 스테인레스강 모델 합금의 특성분석
	4.1 모델합금 평가
	4.2 용접변수영향 평가
	참고문헌

	제5항 차세대 원자력압력용기용 Ni-Mo-Cr계 저합금강의 파괴 특성 및 조사취화 특성고찰
	5.1 서론
	5.2 실험방법
	5.3 실험결과 및 고찰
	5.4 결론
	참고문헌



	제4장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및 대외기여도
	제5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부록
	1. 논문 개재/발표 목록
	2. 지적 재산권 출원/등록 목록
	3. 기술 이전/지원 실적

	서지정보양식
	BIBLIOGRAPHIC INFORMATION SHE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