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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원자력 2호기 제13차 핵주기말에 인출한 제5차 감시시험(감시용기 Y)은 원자로용

기 설계수명 말 평가에 해당하는 제4차 감시시험의 측결과에 한 검증과 향후 설계수

명 이후의 원자로용기 조사취화 측 평가자료를 제공하며, 번 수행한 감시용기 Y에 

한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다.

￭ 감시시험편 U, V, X, W  Y의 속 성자 조사량(E > 1.0MeV) 평가결과 감시시험편

이 맞은 속 성자조사량은 각각 0.5777E+19n/cm
2
(U : 0.92EFPY), 1.5371E+19 n/cm

2 

(V : 3.09EFPY), 3.7634E+19n/cm2(X : 6.94EFPY), 4.3045E+19 n/cm2(W : 10.64EFPY) 

 4.8662E+19 n/cm
2
(Y : 13.14EFPY)로 계산되었다. 제1～5차 감시시험편의 속 성자

측정값/계산값의 비(bias factor)는 0.953이며, 평균 uncertainty는 7.2%로써 USNRC 

Reg. Guide 1.190의 기 치인 ≤ ±20%를 충족하 다.

￭ 원자로용기 내벽이 맞은 최 추정 성자조사량(best estimated neutron fluence)은 제

13차 핵주기말(13.14EFPY) 기 으로 1.659E+19n/cm2이며, 제1∼5차 계산결과로부터 

추정한 32, 48, 56  64EFPY의 원자로용기 내벽 상조사량은 각각 3.625E+19n/cm
2
, 

5.293E+19n/cm
2
,
 
6.127E+19n/cm

2 
 6.960E+19n/cm

2
이다. 

￭ 과학기술부고시 제2005-3호, 제12조 2항에 의거 14차 핵주기말에 인출한 제6차 감시

용기(Z)는 향후 설계수명 이후의 원자로용기 조사취화 평가용으로 히 보 하여야

한다.

￭ 원자로용기 가압열충격(PTS) 해석결과, PTS에 한 우려는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으

며, 세부 평가결과는 부록 A와 같다. 

￭ 원자로 압력-온도 한계곡선은 원자로 설계수명(32EFPY)까지 사용할 수 있는 운 조건

을 설정하 으며, 제4차 감시시험 결과로부터 생산된 운 곡선보다 보수 으로 나타

났다. 운 곡선 평가 세부사항은 부록 B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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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원자력 발 소의 원자로 압력용기 노심 재료(core beltline materials)는 가동  속

성자(E≥1.0MeV)에 조사됨으로써 재료의 기계 인 성질이 변하게 되어 괴 항성이 떨

어지게 된다.
 
즉, 조사과정에서 높은 에 지를 갖는 속 성자와의 충돌에 의해 재료의 구

성 원자가 이동하게 되는데 이러한 외부의 힘에 의한 격자원자의 이동으로 재료가 갖고 

있는 고유의 특성이 변하여 취약화 된다. 일반 으로  합  페라이트계 압력용기 재료

는 성자 조사량이 략 1x10
17

n/cm
2
(E≥1.0 MeV) 이상일 때부터 재료의 성질이 나빠

진다고 단하고 있으며, 속 성자 조사에 의한 재료의 물성변화로서 강도(strength)와 

경도(hardness)의 증가와 연성(ductility)  인성(toughness)이 감소하는 취화 상으로 나

타난다
[1]

.  재료의 조사취화(Irradiation embrittlement)는 원자로 압력용기 조사시험편에 

한 충격시험을 통한 재료 물성의 변화, 즉, 천이온도와 최 흡수에 지(upper shelf 

energy)의 변화로써 평가되며 원자로 가동  충분한 안 성을 입증하기 해서는 이 두 

가지 기계  성질이 원자로 수명기간 동안 련규정
[2,3]

의 규제기 치를 만족하여야 한다. 

발 소 운   속 성자에 의한 원자로 압력용기재료의 조사취화 경향  그 정도를 

악하여 발 소 수명말기까지 원자로 압력용기의 건 성 유지여부를 평가하고자 발 소를 

건설할 때 조사취화를 평가하는데 필요한 갖가지 시험편을 제작하여 원자로 압력용기 내

에 장입해 두고 발 소 가동 년 수에 따라 한 시기에 시험편을 인출하여 각종 시험 

 분석을 통하여 조사취화를 분석‧평가하고 안 운 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일련의 모든 계획을 감시계획(surveillance program)이라 하며, 이에 필요한 체 인 시

험을 감시시험(surveillance test)이라고 한다.  

조사취화에 따른 원자로 압력용기의 취성 괴를 방지하기 한 분석방법은 미국 ASME 

code Section XI, Appendix G
[4]

 에 제시되어 있다. 이것은 괴역학 개념을 도입하고 있

으며 기 무연성천이온도(RTNDT)를 근간으로 한다. 기 RTNDT는 낙 시험의 무연성천이

온도(ASTM E208
[5]

에 따른 NDTT)와 압력용기 재료의 주 가공방향에 수직방향인 충격시

험편의 샤르피시험에서 얻은 50ft-lb(횡팽창량이 35-mil)이 되는 온도보다 60
o
F 낮은 온도 

 큰 온도로 정의된다. 재료의 RTNDT는 그 재료에 한 ASME code, Appendix G에 있

는 기 응력확 계수(KIR 곡선)을 가리키는데 사용된다.  KIR 곡선은 압력용기 재료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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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얻은 dynamic, crack arrest, 그리고 static 괴인성치 의 하한 경계값이다. 재료가 

KIR 곡선에 표시되면, 그 재료에 한 허용응력확 계수는 온도의 함수로 얻을 수 있으

므로 이 허용응력확 계수로써 원자로의 취성 괴를 방지할 수 있는 허용 운 한계를 정

할 수 있다. 따라서 원자로 재료의 조사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RTNDT의 변화는 가동 

인 원자로로부터 조사된 시험편을 주기 으로 인출하여 각종 시험․분석 후 감시될 수 

있으며  RTNDT는 최종 으로 원자력발 소의 안  운 조건을 결정하는데 사용된다.

감시시험 련규정으로써 미국의 경우 ASME code Section III, Regulatory Guide 1.99 

Revision 2[6], Standard Review Plan 5.3.2[7] 등과 같은 평가지침,
 그리고 ASTM 

E185-82
[8]

와 같은 시행표 을 제정하여 용하고 있으며 10CFR50, Section 50.55a, 

Appendix G
[2]

  H
[3]

 등, 법률로 규제하고 있다. 재 국내에서는 주로 미국의 여러 

련규정을 토 로 과학기술부 고시 제92-20호 “원자로 압력용기 감시시험기 ”(1992.12.19)

을 제정
[9]

하 으며, 동 고시는 과학기술부 고시 제2000-15호 “원자로 압력용기 감시시험

기
[10]

으로 개정하여 사용하고 있었으나, 최근 ASTM E185의 규정에 불명확한 잔여 감

시용기의 원자로용기 연장운  활용에 한 세부지침으로 NUREG-1801[11]이 제시됨에 따

라 국내 감시시험 기 도 이를 반 하여 2005년 3월 22일에 과학기술부 고시 제2005-3호 

“원자로 압력용기 감시시험기 ”
[12]

으로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원자력 2호기 압력용기재료에 한 감시계획은 미국 웨스 하우스사 WCAP-11096
[13] 

(1986)으로 마련되어 있고 최종안 성분석보고서(FSAR)
[14]

에도 이에 한 사항이 명시되

어 있다. 재 원자력 2호기 감시시험은 이상의 감시계획과 국내 규정에 따라 4차례 

수행되었으며 성자에 조사된 각종 시험편은 해당 시험  측정 차서에 따라 시험하

여 조사취화를 분석․평가하고 이에 따라 원자로 압력용기의 안 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원자로 안 운  조건인 압력-온도 한계곡선을 설정하 다. 번 제5차 감시시험은 과학

기술부 고시에 따라 기 수행된 감시시험 평가결과를 검증하고 향후 수명 리를 한 원

자로용기 성자 조사취화 측자료를 제공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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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감시계획  시험

   가. 감시계획(Surveillance program)  황

 
        원자력 2호기 원자로 압력용기에 한 감시계획은 Westinghouse사가 제출

한 WCAP-11096
[13]

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이는 USNRC 10CFR part 50, Appendix 

H[3] 와 ASTM E185-82[8]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원자력 2호기의 원자로 내에는 그림 2-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U(343
0
), V(107

0
),  

X(2870), W(1100), Y(2900), 그리고 Z(3400) 등 6개의 감시용기(capsule)가 노심(core)을 

심으로 압력용기 안쪽, neutron pad 바깥쪽에 부착되어 있다. 이 감시용기는 ASTM 

E185-82, Table 1의 규정에 의거 그 인출시기가 결정된다. 제1차 감시시험(감시용기 U)
[15]

은 제1차 핵 주기말(0.92 EFPY)에 실시하 으며 제2차 감시시험(감시용기 V)[16]은 제4차 

핵주기말(3.09 EFPY)에, 제3차 감시시험(감시용기 X)
[17]

은 제8차 핵주기말(6.94 EFPY)에 

제4차 감시시험(감시용기 W)
[18]

은 제11차 핵주기말(10.64 EFPY)에에 실시하 다. 번 제

5차 감시시험은 개정된 과학기술부 고시 제 2005-3호 “원자로 압력용기 감시시험기 ”에 

의거 제13차 핵주기말에 감시용기 Y(290
o
)를 시험하 으며 이는 13.14 EFPY에 해당된다. 

   나. 원자로 압력용기 재료

        1) 재  료

           원자로 압력용기재료는 미국 Combustion Engineering사가 공 한 SA533 

B-1, 합 강 재(Low alloy steel plate)이며 감시시험편에 사용된 재료는 압력용기 노

심 부 (beltline region)에 해당하는 모재, 용 부  열 향부로 각각 제작하 다. 모재

는 간 동체  R6506-1이며, 용착 속재료는 간 동체 (R6506-1)과 인  간 동체

(R6506-2)을 실제 노심  부 의 용  시와 동일한 조건으로 용  후 열처리를 수행하

으며 용 열 향부재료는 간 동체 (R6506-1)으로부터 제작하 다. 감시시험에 사용된 

시험편에 한 열처리 조건은 표 2-1과 같으며 시험편의 화학조성 성분은 표 2-2  2-3

과 같다.



- 4 -

       2) 시험편 종류  갯수

           감시용기 내에는 재료의 주 가공방향에 수직, 수평한 재(Longitudinal : L, 

Transverse : T), 용착 속(weld metal : W), 용 열 향부(heat affected zone : H) 에 

하여 각각 15개 씩 총 60개의 충격시험편(Charpy V-notch)이 있으며, L, T, W당 3개 씩 

총 9개의 인장시험편과 각 4개씩 12개의 1/2“ CT(compact tension)시험용 시험편이 들어 

있다.  각 시험편의 모양과 크기는 그림 2-2와 같다.  번 제 5차 감시시험에 인출한 감

시용기(Y)에 장입된 이들 시험편의 정확한 치와 시험편 번호는 그림 2-3과 같다.  

감시시험편과 원자로용기의 주요지 (용기내벽, 1/4T  3/4T)에서의 조사된 성자속을 

측정․평가하기 한 성자선량측정감시시료(Dosimeter materials)로써 Ni, Cu, Fe, 

Co-Al, Cd shielded Co-Al, Cd shielded Np-237  Cd shielded U-238이 그림 2-3과 같

이 감시용기의 상부, 간부  하부에 장입되어 있으며 원자로 가동  이들 시료의 핵

변환에 의해 생성된 동 원소를 이용하여 성자 조사량을 측정한다.

한 원자로 운   조사시험편의 최고온도를 감시하기 하여 융 온도가 각기 다른 2 

종류의 공정합 으로 구성된 온도감시자(thermal monitor)가 포함되어 있다. 

   다. 감시시험 수행내용

         1) 용규격  련문서

            원자력 2호기 제 5차 감시시험은 아래의 련 기술규격  차서에 따

라 시험, 분석  평가를 수행하 다. 

 
         1). 과학기술부고시 제 2005-3호 : 원자로 압력용기 감시시험기

         2). USNRC 10CFR50, Appendix B, G & H

         3). ASTM E185-82  시험 련 ASTM 규격

         4). USNRC 10CFR50.61 (Jan. 1996)

         5). ASME Code Section III, NB-2300, Appendix G  

            Section XI, Appendix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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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NUREG-0800, SRP 5.3.1～3  Regulatory Guide-1.99, Revision 2

         7). USNRC Regulatory Guide 1.190 (Mar. 2001)

          8). USNRC NUREG 1801 (April. 2001)

         9). 원자력 2호기 감시계획(WCAP-11096)  FSAR  

        10). 한국원자력연구소 감시시험 품질보증계획서  차서

        11). 기타 Generic Letter, ASME code case 등 감시시험 련규정    

        12). 한국원자력연구소 감시시험 련 차서 

        2). 시험  분석평가 

           원자력 2호기 제13차 핵주기말에 인출한 감시용기(Y)를 단, 해체하여 

조사시험편을 인출한 후 각종 기계 성질 시험  분석을 실시하 다.  압력용기 재료에 

조사된 성자 조사량을 악하고자 노심 출력분포는 원자력 2호기 1차～13차 핵주

기 까지의 핵설계보고서 값을 사용하 다. 시험편  압력용기내의 성자 스펙트럼을 

각 핵주기별로 계산하여 이 스펙트럼으로부터 성자속 분포를 해석한 후 성자 선량 

감시자의 activity 측정결과와 성자 반응단면  라이 러리와 결합하여 성자 조사량

의 최 치를 결정하 으며, 측정 최 치  계산치의 bias factor를 구하여 압력용기에 

조사된 최  성자 조사량을 평가하 다. 아울러 USNRC Regulatory Guide 1.190[19]에

서 요구하고 있는 속 성자에 한 불확실도(uncertainty)를 평가하 다.

이상의 기계 성질 시험  성자 조사량 해석결과로부터 원자로용기의 조사취화 정도

를 평가하여 기 수행된 제4차 감시시험의 설계수명 말 측결과에 한 검증을 수행하

고, 아울러 설계수명 이후 48EFPY까지의 원자로 건 성 유지여부도 측 평가하 다. 

원자로 가압열충격(pressurized thermal shock) 해석(부록 A)  원자로 압력-온도한계곡

선(pressure-temperature limit curves) 설정(부록 B) 결과는 각각 부록으로 작성하 다. 

번에 수행한 원자력 2호기 제5차 감시시험의 시험  분석․평가 차는 그림 2-4

와 같으며 감시시험에 련된 시험요원  장비에 한 자격 인증서와 교정 성 서는 부

록 C에 수록하 다. 한 원자로 압력용기 성자 수송계산  온도-압력 한계곡선 생산

련 인증자료는 부록 D로 수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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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품질확인 활동

        본 감시시험의 품질확인은 “ 원자력 2호기 제5차 감시시험 품질검사” 표에 

따라 수행하 다. 한국원자력연구소 품질보증실은 작성된 품질검사 계획에 따라 각 시험

별로 아래 기술된 항목에 한 입회검사를 실시하 고 장비의 교정상태, 시험결과의 

합성을 평가하여 그 결과의 유효성을 확인하 으며 확인활동 결과는 부록 C에 명시되어 

있다.  

   (가) 충격시험 련 검항목

      ￭ 충격시험기의 교정검사 상태확인

      ￭ 시험온도  온도범  확인

      ￭ 자료처리 시스템의 성

      ￭ 시험결과(흡수에 지  횡팽창율) 확인

      ￭ 충격시험 기록지 기재사항 확인

   (나) 인장시험 련 검항목

      ￭ 시험기기의 교정검사 상태확인

      ￭ 표 거리 표시상태 확인

      ￭ 시험온도  온도범 확인

      ￭ 기록지 기재사항 확인(항복강도, 인장강도, 연신율, 단면수축율 등)

   

   (다) 성자 조사량 측정 련 검항목

      ￭ 조사량 측정 차의 이행여부

      ￭ 시험분석 성 서 검토

   (라) 최종보고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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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감시시험 수행결과

    가. 기계 성질 시험

         1) 충격시험(Charpy V-notch Impact Test)

           충격시험은 감시시험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시험이며, ASTM E23
[20]

과 

ASTM A370
[21]

의 시험 요구사항에 하여 만든 한국원자력연구소 충격시험 차서에 따

라 수행되었다.

충격시험기는 Tinius Olsen, Model 74(264ft-lb, 5.15m/sec)로써 한국표 과학원 교정 차

서 KASTO-93-31-005-094 “ 속용 샤피 충격시험기의 표 교정 차”에 따라 종합교정을 

필하 다. 충격시험은 미국 USNRC 10CFR50, Appendix H, ASTM E185-82  과학기술

부고시 제 2005-3호, 9조 ①-1항에 의거 각 재료(TL, TT, TW 그리고 TH)에 하여 완

한 충격곡선(full Cv-curve)을 얻을 수 있도록 온도를 조 하면서 수행하 으며, 특히 최

흡수에 지(upper shelf energy: USE)와 천이구역(transition region)이 분명히 나타날 

수 있도록 시험하 다.

시험온도는 액체 온도조 용 조(liquid temperature-controlling bath)를 이용하여 온구

역에서는 액체질소(liquid nitrogen)로 냉각시키고, 고온구역에서는 Kantal wire heat sink

를 사용하여 공기 에서 가열한다. 온도의 측정은 ±0.5 0C 이내에서 조   측정이 가

능한 교정된 digital 온도계를 사용하 다. 충격시험 에 각 조사시험편을 음  세척

기를 이용하여 세척‧건조한 다음 각 시험편의 고유번호(identification number)를 확인하

다. 충격시험 후 흡수에 지(absorbed energy)는 0.5ft-lb 단 로 측정하 다.   

충격시험 후 시험편 단면의 % shear는 ASTM A370-92에 따라 단면 사진으로부터 

면  비 방법(ratio-of-areas methods)으로 결정하 으며, 횡 팽창량(lateral expansion)도 

ASTM A370-92에 하여 다이알 게이지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표 3-1, 3-2, 3-3  3-4는 각 재료별 제1～5차 충격시험 결과이다. 여기서 충격곡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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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hyperbolic tangent(tanh) curve fitting용 로그램인 CVGRAPH Version 4.1
[22]

을 이

용하 다. (WCAP-14370
[23] 

참조). 충격곡선 생산에 사용한 hyperbolic tangent(TANH) 식

은 다음과 같다.

                      Cv(E) =  P1 + P2 TANH [(T-P4)/P3]

여기서 Cv(E)는 충격흡수에 지(ft-lb), T는 시험온도(℉)이며 P1, P2, P3 와 P4는 

regression analysis로 결정되는 상수이다. 상기 식에 의한 충격곡선의 curve fitting 결과

는 각각 그림 3-1～3-12와 같다.

최 흡수에 지(USE)의 결정은 ASTM E185-82, 4.18항의 규정에 따라 천이구역 상단부의 

최 치 부근의 평균값으로 정하 으며, 천이온도의 변화(△RTNDT)의 결정은 상기 규정의 

4.15항  USNRC 10CFR50, Appendix G, II,E항의 규정에 따라 흡수에 지가 30ft-lb 

(41Joules)인 (T30) 에서의 조사 ․후의 온도변화로 결정하 다.

원자력 2호기 제1～5차 감시용기의 각 재료에 한 천이온도와 최 흡수에 지 변화

를 요약하면 표 3-5～표 3-9와 같으며, 번 제5차 충격시험편의 세부 시험결과는 다음과 

같다.

주 가공방향에 평행한 모재시험편(TL)은 4.8662x10
19

n/cm
2
(E>1.0 MeV)의 속 성자 조사

로 63.84 
o
F의 30ft-lb 천이온도 증가와 67.08 

o
F의 50ft-lb 천이온도 증가로 나타났으며 이

는 결과 으로 조사후 30ft-lb 천이온도가 15.06 oF로, 조사후 50ft-lb 천이온도가 47.05 oF

로 변화되었다. 한 평균 최 흡수에 지(USE)는 17.30ft-lb의 에 지 감소를 래하여 

조사 후 평균 최 흡수에 지는 144.50ft-lb(그림 3-1)로 나타났다.

주 가공방향에 수직한 모재시험편(TT)은 4.8662x10
19

n/cm
2
(E>1.0 MeV)의 속 성자 조사

로 인하여 그림 3-4에 보여주는 것 같이 71.11 
o
F의 30ft-lb 천이온도의 증가와 75.64 

o
F의 

50ft-lb 천이온도 증가로 나타났다. 즉, 조사 후 30ft-lb 천이온도는 39.60 oF로, 50ft-lb 천

이온도는 71.02
o
F로 증가된 것이다. 평균 최 흡수에 지는 조사 후 20.0 ft-lb의 에 지감

소를 래하여 평균 최 흡수에 지가 120.0 ft-lb(그림 3-4)로 되었다.

용 속시험편(TW)에 4.8662x1019n/cm2(E>1.0 MeV)의 조사(그림 3-7)는 42.2 oF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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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ft-lb 천이온도의 증가와 53.13 
o
F의 50ft-lb 천이온도 증가로 나타났다. 즉, 조사 후 

30ft-lb 천이온도는 65.89 
o
F로, 50ft-lb 천이온도는 111.35 

o
F로 증가된 것이다. 평균 최

흡수에 지는 조사 후 22.25 ft-lb의 에 지감소를 래하여 평균 최 흡수에 지가 74.25 

ft-lb로 되었다.

용 열 향부(HAZ) 재료의 충격시험편(TH)은 시험편 재료의 비균질성으로 인하여 정상

인 충격곡선을 얻기가 어렵기 때문에 최신의 ASTM E185-94 규정에서는 열 향부에 

한 충격곡선은 제외하 으며, 참고로 충격시험만 수행하고 시험결과는 그림 3-10～그

림 3-12에 수록하 다. 

각 시험편의 충격시험 후 시험편 단면 양상은 그림 3-13에서 3-16과 같으며, 시험온도

가 증가함에 따라 진 으로 연성이 증가하는 상을 보이고 있다.

원자력 2호기의 감시용기 U, V, X, W  Y의 충격시험결과 각 재료에 한 30ft-lb 

천이온도 변화의 측정값과 최 흡수에 지의 측정값을 Regulatory Guide 1.99, Revision 

2의 방법으로 측된 값과의 비교표가 표 3-10에 주어져 있으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

다.  즉,

￭ 30ft-lb 천이온도변화는 속 성자 조사량이 증가함에 따라 종방향  횡방향 모재(TL, 

TT) 부 의 측정값이 Regulatory Guide 1.99, Revision 2의 상값 보다 약간 크게 

나타났다. 

￭ 모재  용 속 재료의 최 흡수에 지는 Regulatory Guide 1.99, Revision 2의 감

소 상 값 보다 모재의 경우는 낮게 나타났으나 용 속의 경우에는 비슷함을 보

이고 있다.  

       2) 인장시험(Tensile Test)

           인장시험은 재료시험기(Instron Model 8502)를 사용하고 시험편의 변형량을 

측정하기 해 water cooled extensometer나 LVDT를 사용하 으며 표 거리는 1 inch이

다. 결과기록은 32bit A/D converter를 이용하여 computer로 data를 입력한 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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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tware로 결과를 처리하 으며, 아울러 X-Y recorder(YOKOGAWA 3023/F 와 Roland 

DXY-1300)를 사용하여 시험결과를 기록하 다. 인장시험과 련된 각종 기기들은 국가 

교정기 으로부터 교정을 필하 으며, 시험은 과학기술부 고시 제2005-3호, ASTM 

E185-82, ASTM E8-93
[24]

  E21-92
[25]

에 따라 만들어진  한국원자력연구소 인장시험 

차서에 하여 실시하 다.

인장시험은 항복강도, 인장강도, Fracture load, Fracture strength, Fracture stress, 

Uniform elongation, Total elongation  Reduction in area 등,  ASTM E185-82의 요구

사항 모두를 측정하 다. 

시험편의 온도조 은 K-type 열 (thermocouple)가 부착된 강제순환식 고온/ 온 로

(furnace)를 인장시험기에 장치하여 조 하 으며 내부의 온도를 균일화하기 하여 열용

량이 크고 양도체인 kantal wire heat sink를 사용하여 내부의 온도가 ±1℃ 이내에서 조

  측정이 가능토록 하 으며, 시험온도 도달 후 최소 30분 이상의 holding time을 

유지하 다. 시험온도는 ASTM E185-82, 9.1.2.2의 요구사항에 하여 번 5차 충격시험 

결과로부터 결정하 다.

번 제5차 감시용기(Y)내 시험편의 속 성자 조사량(4.8662 x10
19 

n/cm
2
(E≥1.0 MeV))에 

한 각 시험편의 인장시험 결과는 표 3-12에 수록되어 있으며, 조사 ․후 인장성질 

변화의 비교는 그림 3-17～3-19와 같다. 한 각 시험편에 한 인장시험 후의 단면 사

진은 그림 3-20～3-22에 수록하 으며 인장시험에서 얻은 stress-strain curves는 그림 

3-23～3-25와 같다. 

주 가공방향에 평행한 모재(TL)의 인장시험 결과 조사 (그림 3-17)과 비교해 볼 때,  

0.2% yield 강도는 략 5～9ksi의 증가와 최  인장강도는 약 8～11ksi의 증가로 나타났

다. 

주 가공방향에 수직한 모재(TT)는 그림 3-18에 나타난 바와 같이 0.2% yield 강도는 7～

9ksi의 증가와 최 인장강도는 약 6～8ksi의 증가를 보 다.

용착 속(TW)은 조사 (그림 3-19)과 비교해 볼 때, 0.2% yield 강도는 략 7～11ksi의 

증가와 최  인장강도는 약 6～11 ksi의 증가를 래했음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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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제5차 인장시험 결과 조사  재료에 비하여 항복강도와 인장강도 등이 뚜렷이 증가

한 반면, 연신량과 단면수축률 등은 큰 변화는 없었다.  이와 같은 인장성질의 변화는 충

격시험 결과에서 속 성자 조사로 인한 RTNDT의 상승  USE의 감소 상과 마찬가지로 

재료가 취화되었음을 의미한다.

       3) 괴인성 시험(Fracture Toughness Test)

           재료의 괴인성(fracture toughness)이란 재료에 가해지는 응력에 의해 괴

가 일어날 때  재료 자체가 갖는 고유의 괴 항치(인성)를 의미한다. 괴인성시험(KIC, 

JIC, J-R곡선)은 Compact tension(CT-type) 시험편을 이용하여 ASTM E399, E1152
[26]

의 표

시험법에 의해 구해진다.  다른 괴인성을 측정하는 방법으로써 재료가 괴될 때 

충격에 의한 흡수에 지가 온도에 따라 연성-취성 천이구역(ductile-brittle transition 

zone)이 존재하며 일반 탄소강의 경우 최 흡수에 지와 최소흡수에 지의 평균에 해당

하는 온도(RTNDT)가 재료의 괴인성치(KIC)에 해당하므로 간단한 충격시험으로 재료의 

괴인성을 구할 수 있다. 충격시험방법은 CT 시험편을 이용해서 구한 재료의 괴인성

치(KIC)와 같이 일반성은 갖지는 못하나 시험편의 크기가 괴인성시험용 시험편에 비하

여 작으므로 감시용기 내에 많은 시험편을 장입할 수 있고 한 간단한 시험만으로 

notch-toughness를 측정할 수 있으므로 ASME code
[4]

에서는 충격시험 결과로부터 KIR 

(reference stress intensity factor)를 계산하여 압력용기 등의 구조물 건 성 평가에 사용

한다. 

원자로 압력용기가 성자 조사취화에 의해 발 소 수명말기까지 건 성 유지여부를 평

가하는 기 은 기 무연성천이온도(RTNDT)와 최 흡수에 지(USE)의 측정치로써 이 값을 

련규격의 기 치와 비교․평가하여 건 성 유지여부를 단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RTNDT와 USE는 간단하게 충격시험을 수행하여 얻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ASTM 

E185-82의 경우 충격시험이나 인장시험은 의무 으로 수행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괴인

성시험은 비 의무규정(option)으로 규정하고 있다.  

감시용기 내에 장입된 괴인성시험편은 미국의 경우 충격  인장시험 결과가 

10CFR50, Section 50.55a, Appendix G & H의 규제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거나 압력용

기의 건 성을 보다 신빙성 있게 평가하여야 할 경우 등, 괴 역학  해석이 요구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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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정량 인 괴 인성치를 구하기 하여 CT시험편을 사용하고 있으며 충격시험 결과

가 규제조건을 만족하는 한 괴인성시험은 유보하고 있다. 번 제5차 감시용기 내 장

입된 괴인성시험편은 필요시 압력용기  인성 평가나 plant specific 해석[27]에 활용할 

경우에 비하여 한국원자력연구소 고  장시설 내에 보 되고 있다. 

       4) 온도감시자 확인

           감시용기 내에는 2 종류의 온도감시자(thermal monitoring materials)가 

Pyrex 속에 되어 spacer 속에 들어 있다. 하나는 융 이 303.9℃(579℉)인 2.5%Ag- 

97.5%Pb 공정합 이며, 다른 하나는 융 이 310.0℃ (590℉)인 1.5%Ag-1.0%Sn-97.5%Pb 

공정합 이다.

 

온도감시자 조사 결과 이번 감시용기 내의 3곳에 치한 온도감시자 에 그림 3-28에 

나타난 바와 같이 어느 것도 녹은 흔 이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원자력 2호기 제 

13차 핵주기말까지 원자로 운  에 감시용기가 겪은 최고온도는 303.9℃(579℉) 미만이

었음이 확인되었다. 

    

       5) 조성성분

           재료의 조성성분을 분석하는 것은 시험편이 원자로 재료의 재질과 합당한지

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과 조성성분이 조사취화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다. 한 재료의 조사취화를 분석․평가하는데 있어서 제1차 감시시험과 같이 신뢰

성있는 감시시험 결과가 없는 경우 Regulatory Guide 1.99, Revision 2, C.1항의 요구사

항인 Cu와 Ni의 함량에 의한 chemistry factor(CF)를 구하는데 재료의 조성성분 분석결

과가 사용되며, 번 제5차 감시시험과 같이 5 차례의 감시시험을 통하여 얻은 △RTNDT

와 fluence factor 값 등의 신뢰성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는 Regulatory Guide 1.99, 

Revision 2, position 2.1에 따라 CF값 결정에 있어서 감시시험 결과를 이용한다. 

번 제5차 감시시험편의 성분분석은 EPMA(Electron Probe Micro Analyzer)를 이용하

다. 분석시험편은 충격시험편의 모재와 용착 속으로부터 시료를 채취하여 연마지 1200

번까지 연마한 다음, Diamond paste로 polishing한 후 C.M.Taylor 사 표 시험편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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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시편 당 최소 30부 로부터 Cu  Ni 원소를 정 분석 한 후 평균하 으며, 번 

제5차 감시시험편의 Cu  Ni 성분분석 결과는 표 4-1과 같다. 

       6) 시험편 보   폐기

           시험이 완료된 시험편과 사용하고 남은 시험편은 향후 reconstituted Cv 시

험이나 Master curve 방법
[27]

을 이용한 조사취화 해석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부식 방지

용 방청처리를 한 후 시험편 보 함에 넣어 원자력연구소 고  폐기물 장소

(monolith)에 보 하 으며, 괴인성시험편(CT 시험편)도 함께 보 하 다.  

감시용기 해체 시 발생한  감시용기 표피, chip 등 방사성 폐기물은 고  폐기물 처리

함에 넣어 보 하고 있으며, 처리 가능한 액체  고체폐기물은 규정[28]에 따라 폐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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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성자속 분포해석  조사량 평가

         원자력 2호기 원자로용기 성자 수송계산  선량 평가는 Regulatory 

Guide 1.190
[19]

, “원자로 압력용기에 한 성자 조사량의 이론  계산과 선량측정 방

법” 요건에서 제시하고 있는 모든 기 을 만족하고 그 차를 수하 다. 한 원자로 

압력용기 성자조사량 계산방법은 부록 D, WCAP-14040-NP-A
[29]

에 기술된 바와 같이 

USNRC로부터 검증  승인을 받았으며, 원자로 구조에 따른 성자  감마선을 구하

는 세부 계산방법은 WCAP-15557[30]에 기술된 방수송계산법에 하 다. 

        1) 성자수송 분석방법

             원자로 압력용기는 운   지속 으로 성자 피폭을 받음으로서 원자로 

재료의 고유 물성치 변화가 일어난다. 일반 으로 물질에서의 성자 피폭량은 속 성자 

루언스를 사용하여 손상추세곡선을 만들고, 한 그 곡선을 압력용기의 상태를 평가하

는데 용한다.  

감시용기와 원자로 압력용기에 한 성자속을 구하기 한 방법으로서 원자로 주기별 

방수송계산(forward 계산)법과 원자로별 참조 방수송계산과 핵 주기별 수반계산

(adjoint 계산)을 결합하는 방법이 있다. 일반 으로 두 가지 계산방법은 동일한 결과를 

낳는다. 방수송계산법에서는 원자로별 구조와 원자로별 성자 선원분포를 사용하여 

결과를 얻는다. 이 방법은 원자로 체에 걸친 피폭량과 에 지스펙트럼을 얻을 수 있는 

장 이 있는 반면 공간분포, 핵 분열스펙트럼, 핵 분열당 성자수율의 효과를 고려하는 

한 시간평균 성자 선원을 해당하는  조사기간 동안에 하여 정의해야만 하며, 

선원분포가 주기별로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감시용기 내의 성자 선량측정감시자의 조

사이력을 히 다룰 수 있도록 여러 번의 방수송계산이 수행된다.

  

방수송계산은 원자로의 성자 에 지 스펙트럼과 압력용기 내부의 반경방향 피폭 

라메터 [φ(E≥1.0MeV), φ(E≥0.1MeV)  dpa/sec]의 상 분포를 구하기 한 통상 인 

계산이다. 성자 스펙트럼은 압력용기의 감시용기에서 꺼낸 성자 선량감시자의 해석

과 피폭 라메터 비, 즉, [dpa/sec]/[φ(E≥1.0MeV)]의 결정에 필요하다. 반경방향 상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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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Φ(r,θ,z) 

 Φ(r,θ)  

 Φ(r, z)

 Φ(r) 

:  합성된 3차원 성자속 분포

:  r, θ기하구조에서의 성자속의 해

:  r, z 기하구조에서의 성자속의 해

:  r 기하구조에서의 성자속의 해

배는 실측된 피폭 라메터를 압력용기 내벽의 1/4T, 1/2T, 3/4T 등의 치로 환산하는

데 필요한 정보이다. 

원자력 2호기 방수송계산은 2차원 불연속각분할법(Discrete Ordinates Method) 코

드인 DORT 3.1
[31]

과 ENDF/B-VI 기반의 단면  자료집 BUGLE-96
[32] 

군정수라이 러리

를 사용하 다. BUGLE-96은 경수로 해석을 해 생산된 67군( 성자에 지 47군, 감마에

지 20군) 구조의 성자  감마 단면  라이 러리이다. 

DORT 해석에서 비 등방산란은 산란단면 의 P5 개로 취 하 으며, 각 분할은 S16 구

(quadrature)까지 사용하 다. 요한 압력용기 재료가 유효 노심의 앙 근처에 있는 

경우의 성자속을 더 정확히 측하기 하여 다음 식과 같은 3차원 성자속 합성방법

을 사용한 원자로별 방 성자수송계산을 수행하 다. 

                  Φ(r,θ,z) = [Φ(r,θ)] X [Φ(r,z)/Φ(r)]

여기서, 

이와 같은 방법은 압력용기의 앙 높이에서 먼 경우에도 단순한 축 방향 출력분포 만을 

사용하는 경우보다 더 정확한 계산결과를 제공한다. 계산된 Φ(r,θ), Φ(r,z)  Φ(r)로 부터 

3차원 성자속  성자 루언스를 계산하기 한 합성을 해서는 SYNTHE code를 

사용하 다.    

        가) 기하구조  

              원자력 2호기의 노심 앙높이의 단면도는 그림 3-26과 같다. 일반

으로 경수로 노심은 1/8 노심 칭성을 가지므로 0
o
～45

o
 각도만 보여주며 노심, 노내구

조물, 압력용기, 일차 생물학  차폐체 뿐만 아니라 감시용기와 그 부속구조물, 원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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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용기 피복재와 외부 단열재까지 상세하게 묘사한 계산모형을 사용하 다. 한 원자

로심 축 방향에 한 계산모형은 그림 3-27과 같이 모사 하 다. 

성자 수송계산 에서 볼 때 해석 모형에 감시용기와 그 부속구조물을 포함시키는 

것은 매우 요하다. 감시용기와 부속구조물의 존재는 성자 선량측정감시자 치에서

의 성자  감마 스펙트럼의 변화와 성자속의 세기에 큰 향을 미친다. 감시용기 

내부의 방사선 환경을 의미 있게 평가하기 해서는 이론  계산모델에 이와 같은 섭동

을 고려해야만 한다. 

그림 3-26  3-27의 해석모형에 사용된 수치는 공칭설계수치에 해당하며, 제작수치가 있

는 경우에는 정확한 제작수치를 사용하 다. 그러나 부분의 경우 원자로 노심부 의 

제작수치는 확보가 어려워서 설계수치로 사용하 다. 한 노심하강수로(Downcomer)의 

냉각수 온도  도는  출력 상태의 표 값을 취하 으며 노심자체는 핵연료, 피복

재, 냉각수와 핵연료 그리드, 유도  등의 균질혼합물로 취 하 다. 냉각수의 온도 변화, 

노심치수의 공차에 한 분석결과의 민감 계수는 WCAP-15557
[30]

에 보고되어 있다.  

그림 3-26에서 r,θ 노심모형의 격자구조는 r-방향으로 181개, θ-방향으로 94개의 간격을 

사용하 으며, r,θ 계산에서 내부반복법의 성자속 수렴한계는 0.001로 설정하 다. 

단면 (Σt)이 큰 물질 역과 물질경계에서는 좀더 좁은 간격의 격자를 선택하 다. 감시

용기 내의 기계 성질 시험용 시험편의 루언스 구배 평가와 성자 선량측정감시자 내

의 구배보정을 결정하기 하여 감시용기 모형은 시험편 배열 내에서 최소 3개의 r-방향 

격자와 3개의 θ-방향 격자를 사용하 다. 시험편 배열을 둘러싼 감시용기 구조를 모사

하기 하여 추가 인 반경 방향과 각 방향 격자를 사용하 다. 한 노심 외곽에 치

하는 직사각형 모양의 강철 Baffle 역을 r,θ구조로 모사하기 해서는 비교  상세한 

공간격자가 필요하다. 이러한 x, y 구조를 r,θ구조로 변환할 때는 그 부분의 차폐효과를 

정확히 취 하기 해서 강철 역의 두께와 체 을 보존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 다.  

그림 3-27의 r, z 노심모형은 반경방향으로는 노심의 심선에서부터 주요 생물학  차폐

역까지, 그리고 축 방향으로는 active fuel의 아래쪽 1 피트부터 로는 연료 쪽 1 피

트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이 경우도 r, θ모델처럼 구조물들에 한 데이터는 설계 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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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 고 냉각재 도는 100% 격출력의 표값을 사용하 으며  노심은 실제 노심

과 부피가  같은 원통형 균질 노심으로 취 하 다. 원자로 Baffle과 Barrel 사이에 

치한 스테인리스강 재질의 former plate 역시 계산 모델에 포함시켰다. 이 r,z 계산 모델

에서는 r, z 방향으로 각각 150개와 178개의 간격으로 분할하 으며 수렴기 은 r, θ모델

과 같이 0.001로 정하 다.

합성 차에 사용된 1차원 반경방향 모델은 상기 r, z 모델을 포함하는 150개의 반경방향 

격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로부터 기하학  구조내의 모든 격자에 해서 반경방향의 

합성계수가 결정된다. 

        나) 노심선원분포  

              성자 방수송계산법에 사용될 성자선원의 공간분포는 각 주기별 핵 

설계보고서의 출력 분포를 연소도 가  평균하여 구한다. 이 공간분포는 노심의 외곽에 

치하는 모든 핵연료 집합체의 (rod)별 구배를 포함하며 노심 내부의 핵연료집합체에 

해서는 균등한 분포를 갖는 것으로 취 된다. 성자 선원분포의 x, y 구조를 r,θ 구조

로 변환할 때는 별 값을 수송계산에 사용할 r,θ 간격구조로 변환하여 구한다. 

x, y 구조에서 r,θ 구조로 변환은 미세 r,θ 작업격자배열을 정의함으로써 달성된다. 

미세 작업격자의 Δr과 Δθ는 노심외곽의 각 연료 의 면 에 최소한 10x10개의 배열이 

배치되도록 선택된다. 각 미세 작업격자 간격의 심좌표와 부수되는 상 선원강도는 미

세 작업격자의 심과 일치되는 연료 에 근거하여 미세 작업격자에 부여된다. Δr과 Δ

θ가 (zero)에 수렴할 때 이 방법은 정확한 변환이다. 

r, θ 수송구조에서의 공간격자가 특정 r, θ 미세 작업격자 내부에 체가 들어간다면 미

세 작업격자의 일부를 포함하거나, 여러 개의 미세 작업격자를 포함한다면 수송 공간격

자에 부여될 상 선원강도는  다음과 같은 면 가 방법으로 부여할 수 있다.

                               ΣAiPi
                                i                        Pm = 
                                ΣAi
                                 i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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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

Ai

Pi

: 수송공간격자 m에 부여된 상 선원강도

: 수송공간격자 m에 포함된 미세작업격자 i의 면

: 미세작업격자 i의 상 선원강도

선원의 에 지 분포는 조사기간의 표 인 연소도와 기핵연료집합체 농축도를 선택하

여 결정하 다. 선택한 평균연소도에서 
235

U, 
238

U, 
238

Pu, 
239

Pu, 
240

Pu, 
241

Pu의 핵분열 율

을 구한다. 이 분율에 따라 조합하여 핵분열 당 에 지방출, 성자수율  에 지스펙트

럼을 결정한다. 조합된 값을 r, θ 공간분포와 결합하여 수송계산에 사용할 체 성자

선원을 구한다.

표 3-13～표 3-16은 성자 방수송계산으로부터 얻은 결과이다. 표에 나타난 계산결과

를 바탕으로 감시용기 U, V, X, W, Y에 조사된 성자 조사량에 한 이론  계산값과 

측정값을  비교할 수 있으며, 1 주기부터 13 주기까지의 압력용기 내벽 면에서의 

성자 조사량을 계산할 수 있다. 

표 3-13은 성자속  속 성자 루언스 (E>1Mev)와 dpa로 나타낸 것이며 감시용기 

17
o
 와 20

o
 치에서의 값이다. 이 계산결과는 실제 노심에서 축 방향의 간부분을 표

하고 있으며 감시시험편의 성자 조사량 결정과 한 계산값과 측정값의  비교에 

이용된다. 

표 3-14에 제시된 값은 압력용기의 내벽 면에서의 값이며 노심 축 방향으로 최  성자

속이 나오는 지 의 azimuthal 치(0o, 15o, 30o, 45o) 값에 해당한다. 압력용기 내벽 면 

치는 clad/base metal 경계이며 원자로용기 모재와 용 부의 최  조사량이다.

표 3-15와 표 3-16은 원자로용기 벽두께 내에서의 속 성자 속과 dpa/sec 값의 구배이며 

1 주기부터 13 주기까지의  조사량에 한 0
o
, 15

o
, 30

o
, 45

o 
azimuthal 치 별 상  

치이다. 압력용기 벽두께 내부에서의 조사량분포는 압력용기 내벽 면에서 계산된 성자 

조사량에 표 3-15  3-16의 상 구배를 곱하면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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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성자 선량평가 방법론

      원자력 2호기 감시용기에 포함된 비활성 성자 선량측정감시자로서 Fe, Ni, 

Cu  Co-Al 감시자는 선(wire) 형태로 감시용기 내 축 방향 치 별로 spacer 구멍 속에 

들어 있으며 감시용기 내의 반경방향으로 앙에 치한다. Co-Al 감시자는 카드늄 커버

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2 종류이며 나머지 선형 감시자는 모두 카드늄 커버가 없다. 

한 핵분열 반응이 일어나는 U  Np 감시자는 분말 형태로서 카드늄 차폐된 캡슐로 

되어 감시용기 내의 정 앙에 치한다. 표 3-17은 감시용기 내 성자 에 지스펙

트럼의 평가와 조사변수 들 [Φ(E≥1.0 MeV), Φ(E≥0.1 MeV)  dpa/sec]의 평가에 사용된 

기 핵반응과 련 핵 상수를 나타낸다
[37]

. 

경수로의 감시 로그램에 이용하는 비활성 성자 선량측정감시자로는 심 치 에서의 

에 지종속 성자속을 직  측정할 수 없고 방사화 는 핵분열 과정을 통하여 조사시

간 동안 표 물질에 한 시간, 에 지종속 성자속의 분된 효과를 측정하는 기구이

다. 따라서 선량감시자가 겪게 되는 정확한 평균 성자속의 와 이에 따른 된 

분 루언스를 알기 해서는 감시자의 특성과 조사변수를 잘 알아야 한다. 특히 다음

의 변수가 매우 요하다.

  

￭  각 감시자의 측정된 비방사능(specific activity)

￭  감시자의 물리  특성

￭  원자로의 운  이력

￭  각 감시자의 성자 에 지 응답

￭  감시자 치에서의 성자 에 지 스펙트럼

이 에서는 감시자의 비방사능을 결정하는 차, 실측된 비방사능과 노심의 운 이력으

로부터 각 감시자의 반응률을 구하는 차, 실측된 반응률로부터 주요 속 성자 피폭 

라메터를 유도하는 차를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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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감시자 반응률의 결정

              감시용기 내에 포함된 선량측정감시자에서 측정된 비 방사능량은 ASTM 

차[33-47]에 하여 구한다. 방사화된 감시자의 질량을 정  측정한 다음 고감도  감마분

계(high resolution gamma spectrometer)를 이용하여 방사능을 측정한다. 선형 감시자

들은 직  방사능을 측정하여 분석을 수행하고 핵분열 감시자인 U와 Np는 먼  화학  

분리방법을 이용하여 Cs을 분리한 후 직  측정한다.

운 기간 동안의 원자로 성자 조사이력은 해당 원자로 기운 부터 분석 상  기간  

동안 보고 된 월별 출력이력에 근거한다. 감시용기에 사용하는 선량측정감시자들은 반감

기가 충분히 긴 자 핵종을 사용하므로 노심운 을 월별 히스토그램으로 표 하더라도 피

폭평가에 필요한 심 핵반응의 방사능 반감 보정에 이용하기에는 충분하다. 

원자력 2호기 감시용기 U, V, X, W, Y에 한 조사이력은 표 3-18과 같다.

실측된 비방사능과 노심의 운 이력  감시자의 물리  특성을 알고 있다면,  출력에 

상당하는 반응률은  FCALC 코드에서 사용하는 다음 방정식으로 결정된다.

                   R =  
A

N 0FY∑
j

P j
P ref

C j[1- e
- λ t j]e

- λ t d

 ,

여기서,

A = 실측 비방사능 (dps/gm)

R = 노심출력 P ref 
으로 환산된 조사기간 의 평균 반응률 (rps/nucleus)

N 0 
= 감시자 표 원소의 수 도

F = 감시자 물질에 포함된 표 원소의 질량비

Y = 반응 당 자 핵종 생성량

P j = 조사기간 j동안의 평균 노심출력 (MW)

P ref = 원자로의 기  ( 는 최 ) 출력 (MW)

C j = 매 조사기간 j동안의  조사기간 의 φ(E≥ 1.0MeV)와  조사기간의 평균 φ

      (E≥1.0 MeV)의 비 (계산 값).

λ = 자핵종의 붕괴계수 (1/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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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j = 조사기간 j의 시간 (sec)

t d = 조사기간 j 이후의 붕괴기간 (sec)

 식에서 합계는 체 조사기간을 구성하는 월간 조사기간의 합으로 구하며 Pj/Pref 는 

해당주기 동안 원자로 출력의 변화를 보정해 주기 해서 사용한다. Cj는 “나,1)” 의 수

송이론에서 언 된 내용이며 매 주기별로 원자로의 공간  출력 분포가 달라지기 때문에 

각 해당 주기 값을 사용하게 된다. 한 개 주기만 조사된 경우에는 Cj 값으로 1.0을 사용

하나 여러 주기를 분석하는 경우, 특히  설 장 모형을 사용하는 노심의 경우에는 

이 변수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동일한 노심출력이라 하더라도  설 장 모형과 그

지 않은 장 모형에서 나오는 성자 flux는 상당히 다르며 결국 여러 주기에 걸쳐 감

시시험편에 조사되는 성자량은 크게 달라진다. 해당 핵 주기별 Cj 값은 표 3-19와 같

다. 이 flux값은 해당 핵 주기의 노심 핵연료 축 방향으로 정 앙부분(반경방향  각 

방향)에 해당되는 값이다. 

다음에 기술할 최소자승조정 차에서 측정된 반응률을 사용하기 에 추가 인 보정이 

필요하므로 
238

U 측정치에 해서는 조사기간 의 루토늄 동 원소의 에 한 보

정뿐 아니라 불순물로서의 
235

U에 한 추가 인 보정을 수행한다. 
238

U 핵분열 감시자에 

포함된 235U에 한 보정 외에도 238U과 237Np 감시자에 해서는 조사기간 의 γ 유발 

핵분열에 한 보정도 수행한다. 

표 3-20～표 3-24에는 감시용기 U, V, X, W  Y에서 측정된 방사능, 방사능 붕괴를 보

정해서 계산한 보정된 방사능, 그리고 계산을 통해 얻은 반응률을 제시하 다. 핵분열 감

시자는 235U 불순물에 의한 핵분열, 루토늄 생성  γ -선에 의한 핵분열 등을 고려한 

반응률을 각각 제시하 다. 

       나) 최소자승조정(least squares Evaluation) 차

             주요 속 성자 피폭 라메터에 한 일련의 최소자승조정은 S-F-I code[48] 

(SAND-FERRET-INTVAL)를 사용하여 실측 반응률로 부터 구한다. S-F-I는 측정된 반응

률 자료, 감시자 반응 단면 , 계산된 시도(trial) 스펙트럼을 입력으로 사용하여 실측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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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률을 최 으로(최소자승법으로) 재 하는 성자 스펙트럼을 계산한다. 조정된 스펙트

럼을 사용하여 최  추정 피폭 라메터와 련된 불확실도를 구한다.

S-F-I 평가에서 수-정규(log-normal) 최소자승법으로 실측치와 계산치를 지정된 불확실

도와 상 계에 따라 구한다. 일반 으로 실측치 f 는 계산 성자속 φ와 응답행렬 

(response matrix) A로 련된다.

                          f ( s, α)
i  =  ∑

g
A

( s )
ig φ

( α)
g  

여기서 첨자 i는 동일한 측정셋트 s에 속한 측정치에 한 것이다. g는 에 지 군을 표시

하며 α는 동시에 조정할 스펙트럼을 구별하기 한 첨자이다.  

를 들면,                 

                            Ri=∑
g

σ
ig
φ
g

는 일련의 실측 반응률 R i 를 일개 스펙트럼 φ
g 

와 다군 반응단면  σ
ig 

로 연 하는 

식이다. 수-정규 방식에서는 지정된 오차가 크더라도 물리 으로 양(positive)인 성자

속을 자동으로 고려한다.

최소자승조정에서 성자 스펙트럼이나 단면 처럼 연속 인 량은 53 에 지군의 다군 

형식으로 근사된다. 입력으로 사용되는 47군 스펙트럼은 SAND-II 코드
[49]

에서 FERRET의 

53 에 지 군으로 환된다. 이 과정은 계산된 47군 스펙트럼을 스 라인 내삽 차를 

통해 SAND-II의 620군으로 바꾸고 이를 다시 FERRET에서 사용하는 53군으로 바꾸는 

것이다.

ENDF/B-VI dosimetry 일로부터 구한 감시자 반응단면 도 SAND-II를 이용하여 53 

에 지 군으로 축약한다. 이 경우에는 620군으로 확장된 시도스펙트럼을 가 함수로 사

용한다. ENDF/B-VI의 공분산(covariance)자료를 사용하여 반응단면 의 불확실도도 

53×53 공분산행렬로 환한다. 이 행렬에는 각 반응의 에 지군 간의 불확실도도 포함되

어 있다.  그러나 감시자 사이의 불확실도 상 계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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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추가 인 불확실도 상 계를 고려하지 않아도 조정 결과에 향을 미치지는 않는

다.

감시자 치의 실제 스펙트럼을 시도스펙트럼으로 사용하는 것이 요하기 때문에, 발

소마다 감시자 치에서 계산한 성자 스펙트럼을 SAND-FERRET-INTVAL 차에서 

사용한다. 단면  일에서 감시자 반응단면 을 한 53×53 군 공분산행렬을 구하며, 

입력 시도스펙트럼을 한 공분산행렬은 다음 식에서 구한다.

                       M g'g =  R 2
n + Rg Rg' P g'g 

여기서, Rn은 자료치 에 한 정규화 불확실도이다. 부분 불확실도 Rg 는 군 g에 한 

추가 인 난수 불확실도(random uncertainty)이며 다음 식으로 주어진다.

       

                       P g'g =  [1-θ]δ g'g + θe -H
 

여기에서,  H =  
(g-g') 2

2γ 2

상  행렬의 첫 항은 순수한 난수 불확실도이며, 둘째 항은 군 g 간의 단거리 상 계

를 나타낸다. 이 평가에서는 단거리 상 계로 γ = 6 을 사용한다. 이 값은 θ 가 1 근

처가 되면 인 한 군간에 강한 상 계가 성립함을 의미한다. R. E. Maerker
[50]

에 따르

면 강한 원격 상 이 성립되며 γ = 6 이면 Maerker의 결과와 유사한 값을 얻게 된다. 

분 반응률의 공분산은 실측 불확실도로부터 단순한 정규화와 난수 불확실도를 사용하

여 구한다. SAND-FERRET-INTVAL의 최소자승 조정을 한 입력 스펙트럼은 방수송

계산의 결과로부터 얻을 수 있으며 감시자 세트의 치에 따라 계산되어진다.

SAND-FERRET-INTVAL 평가에서 사용하는 실측 불확실도와 입력계산 스펙트럼의 불확

실도 지정자료는 다음과 같다.

   성자속 정규화 불확실도 (Rn)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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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자 군별 불확실도 (Rg, Rg')

(E > 0.0055 MeV)         15 %

(0.68 eV ≤ E ≤ 0.0055 MeV)         29 %

(E < 0.68 eV)           52 %

   단거리 상 도 (θ)

(E > 0.0055 MeV)         0.9

(0.68 eV ≤ E ≤ 0.0055 MeV)         0.5

(E < 0.68 eV)         0.5

   성자속 군 상  거리 ( γ )

(E > 0.0055 MeV)          6

(0.68 eV ≤ E ≤ 0.0055 MeV)          3

(E < 0.68 eV)         2

이와 같은 불확실도의 지정은 SAND-FERRET-INTVAL 최소자승조정방식을 감시용기, 원

자로 공동, 벤치마크 조사 등의 성자 선량측정법을 용한 경험에서 얻은 것이다. 이 

값은 실제 인 경우에 실측한 자료를 맞추기 한 입력스펙트럼의 조정에 충분히 여유를 

가지고 있다.

원자력 2호기 제1～5차 감시용기에 한 최소자승분석 결과는 표 3-25, 3-26과 같다. 

표3-25는 각 감시용기의 반응률에 한 측정값  계산값, 최소자승분석으로 얻은 최

값(best estimate value)  측정값과의 상  비를 보여 주고 있으며 M/C 와 BE/M은 

각각 최소자승분석으로 조정하기 과 후에 해 계산된 성자 에 지 스팩트럼을 측정

된 반응률에 맞추기 해 사용된다. 표 3-26은 최 계산을 통해 구한 속 성자속

(E>1.0MeV)과 철 원자의 변 율을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다. 

표 3-25와 3-26에 제시된 비교값들은 에 지 스팩트럼에 한 조정량이 비교  작고 

한 성자 스팩트럼과 감시자의 반응률  핵반응 단면  등에 용되는 불확실도의 범

 내의 값임을 보여주고 있다. 한 최소자승분석의 결과는 감시용기의 피폭과 련된 

불확실도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본 보고서 “나,3)” 에 열거한 바

와 같이 조정하지 않은 속 성자속  철 원자변 에 한 불확실도는 1σ level에서 12%

인 반면, 표 3-26의 최소자승분석을 통하여 조정된 피폭 변수들에 한 1σ level 불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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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속 성자속의 경우는 6~8%, 그리고 철 원자 변 율에 해서는 8~10% 정도로 감

소했음을 알 수 있다.

계산결과와 측정결과에 한  다른 비교로서 표 3-27과 3-28에 나타나있다. 표 3-27은 

각각의 감시용기에 한 반응률 계산 값과 측정값의 직 비교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 비

교로부터 계산된 성자 스팩트럼에서 속 성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정확히 측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28은 속 성자속과 dpa/s로 나타낸 속 성자 피폭율의 계산 

값을 최소자승분석으로 얻은 최  계산 값과 비교한 것이다. 이 두 가지의 비교는 원자

로용기 성자 수송계산요건인 USNRC Regulatory Guide 1.190에 명시된 측정값과 계산 

값의 비교 시 용되는 합격기  20% 범  내를 충족함을 보여 다. 

표 3-27에서 감시자 반응률에 한 계산 값(C)/측정값(M)의 직  비교에서 M/C 값은 5

개의 감시용기 감시자 세트에서 0.95 - 1.13 사이의 범 를 갖는다. 원자력 2호기의 

M/C 평균치는 1.03이다.  

제1～5차 감시용기에 한 속 성자 피폭 변수들의 계산 값(C)과 최  계산 값(BE)을 비

교하면 표 3-28에 나타난 바와 같이 속 성자속의 BE/C 값은 0.880-1.036 범 이며 철 

원자의 변 율은 0.903-1.040 범 이다. 모든 데이터에 한 BE/C의 평균치는 속 성자

속  철 원자 변 율이 각각 0.953과 0.965이다. 

   3) 최  추정 압력용기 조사량 평가

       원자로 압력용기에 조사된 최  추정 압력용기 조사량 평가는 “나,1)” 에 기술

한 성자 수송계산과 "나,2)“ 에서 기술한 선량측정감시자의 실측자료에 근거한다. 특

히, 압력용기 최  추정조사량은 다음 계식에서 구한다.

                       Φ
BestEst. =  K Φ Calc. 

여기에서, 

Φ
BestEst. : 심 치에서의 최  추정 속 성자 피폭 량,

K      : 모든 감시용기 선량측정치로부터 구한 최  추정/계산(BE/C) bias 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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Φ
Calc.   : 심 치에서 계산된 속 성자 피폭 량.

와 같은 방법은 조정된 최  추정자료가 선량 측정 치에서의 가장 정확한 발 소별 

정보를 표한다는 가정에 기 하며, 발 소 별 최  추정자료의 사용은 해석 인 방식

에 나타나는 bias의 제거와 해석결과만을 사용했을 때 존재하는 불확실도를 이게 된다. 

즉, 측정 치의 최  추정 피폭량의 불확실도는 주로 실측과정에서의 불확실도라는 말이

다. 압력용기 내벽에서는 해석 으로 결정한 여러 실측 치와 압력용기 내벽 치의 상  

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추가 인 불확실도가 야기된다.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면 노심선원

의 정의, 실제와 추정된 원자로 크기, 운  의 냉각재 도의 변화 등에 수반되는 발

소별 bias를 제거할 수 있다. 결과 으로 압력용기 내벽의 최  추정 피폭량의 종합 인 

불확실도는 실측과정의 개별 인 불확실도, 선량 치의 불확실도, 심 치와 실측 치에

서의 성자 피폭비의 불확실도 등에 따른다.

원자력 2호기 제1～5차 감시용기의 성자 조사량 평가결과는 표 3-29와 같으며 

성자 조사량 평가를 해 수행된 모든 성자 수송계산은 매 핵 주기별 핵 설계 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표 3-27과 3-28에 제시된 측정값과의 비교 그리고 최소자승방

법과의 비교 등을 통하여 성자 조사량 계산 값은 그 유효성이 검증된 것이다.

원자력 2호기 원자로 압력용기 내벽 면에서의 속 성자 조사량과 dpa/s 값은 표 

3-30과 같다. 표의 값들은 원자로 노심 azimuthal 방향으로 0
o
, 15

o
, 30

o
, 45

o 
치의 

clad/base metal 경계면에서 최  성자 조사량이며, 제13차 핵주기 말에 인출한 제5차 

감시용기를 포함하여 향후 32, 40, 48, 56  64EFPY에서의 원자로용기 최  추정조사량

을 평가하 다. 제13차 핵주기 이후는 제 8 ~ 13차 핵주기의 평균 조사율 특성이 향후 

수명기간동안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 계산하 다.

원자력 2호기 감시용기와 원자로 압력용기에 한 선배율은 표 3-31과 같으며 이 선 

배율은 감시용기 심 치에서 계산된 속 성자 조사량과 표 3-32에서와 같은 압력용기 

내벽 면에서 계산된 최  속 성자 조사량의 비로 정의한다. 표 3-31에서 감시용기 U, 

V, X, W & Y는 인출 후 성자 조사량 평가로부터 구한 실제 선배율에 해당하고 잔여 

감시용기 Z는 제13차 핵주기말에 감시용기 Y와 함께 인출하여 보 하고 있으므로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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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 Y와 동일한 선배율을 용하 다.  

원자력 2호기의 감시용기와 압력용기에 한 성자 조사량 평가에서 그 불확실도는 

Regulatory Guide 1.190 에서 권고하고 있는 방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다음 4 단계의 조

건을 만족한다. 

1. Comparison of calculations with benchmark measurements from the Pool Critical

   Assembly (PCA) simulator at the Oak Ridge National Laboratory (ORNL).

 

2. Comparisons of calculations with surveillance capsule and reactor cavity

   measurements from the H. B. Robinson power reactor benchmark experiment.

3. An analytical sensitivity study addressing the uncertainty components resulting

   important input parameters applicable to the plant specific transport calculations

   used in the neutron exposure assessments.

4. Comparisons of the plant specific calculations with all available dosimetry results

   from the 3-Loop reactor (neutron pad type) surveillance program.

상기 조건  제1단계 (PCA 비교)는 기본 인 성자 수송계산과 성자 선량평가 기술, 

그리고 련 핵반응 단면 의 성을 시험하기 함이고 상업용 노심에 한 성자 

계산  련 불확실도의 정확도를 시험하는 것은 아니다.

제2단계 조건(H. B. Robinson 비교)은 속 성자 피폭계산에 있어서 일반 으로 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요 방법론에 한 불확실도에 한 조건이다. 

제3단계 조건은 계산과정에서 근사식으로 표 한 부분 는 여러 발 소마다 다른 입력 

자료에 한 정보부족 등, 잠재된 반 인 불확실도이다. 원자력 2호기 수송계산 상

에 존재하는 불확실도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통합 불확실도는 상기 3가지 조건의 결과로

부터 확립된다. 

불확실도 평가의 제4단계 (Dosimetry DB와 원자력 2호기 선량측정값과의 비교)는 

단순히 성자 수송계산의 성과 이론 으로 구한 결과의 불확실도 값을 확인하는 것

으로서 감시용기에 한 성자 조사량의 계산 값을 보정하거나 조정하는 것에는 사용하

지는 않고 단순히 검증용으로만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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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sule Vessel IR

 PCA Comparisons

 H. B. Robinson Comparisons

 Analytical Sensitivity Studies

 Additional Uncertainty for Factors not Explicitly Evaluated

3%

3%

10%

5%

3%

3%

11%

5%

 Net Calculational Uncertainty 12% 13%

상기 3가지 단계로부터 확립된 불확실도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으며 추가 인 련 자료

는 WCAP-15557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표에서 순수 계산 불확실 도는 각각의 불확실도를 조합하여 결정된 것이며 표 3-27과 표 

3-28에 나타난 측정값과 계산값의 비교값으로부터 원자력 2호기 불확실도 평가의 타

당성을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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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감시시험 결과 평가

  

    가. 성자 조사효과 평가

          원  가동  원자로 노심  1차 냉각계통을 포함하는 압력용기의 괴 항

성 유지여부는 원 의 안 성 확보 측면에서 단히 요한 요소이다. 특히 속 성자의 

조사 향을 가장 많이 받는 노심  지역은 원자로 압력용기의 건 성을 좌우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재료의 성자 조사취화 효과는 충격시험 결과로부터 평가할 수 있

다.  즉, 취화된 재료의 충격곡선은 천이 역(ductile-brittle transition region)이 고온 쪽

으로 이동하고 고온 상부 역에서의 최 흡수에 지의 감소가 발생한다. 이는 재료가 취

성 괴를 일으킬 수 있는 온도 역이 확장되었음을 의미하며  한 원자로 가동  압력

용기재료가 하 에 견딜 수 있는 한계여유가 작아졌음을 뜻한다. 

 

성자 조사취화에 의해 원자로 압력용기가 발 소 수명기간동안 건 성 유지여부를 

단하는 기 은 무연성천이온도의 변화(△RTNDT)와 최 흡수에 지의 변화(△USE) 로서 

과학기술부고시 제2005-3호와 USNRC Regulatory Guide 1.99, Revision 2에 발 소 수명

말기까지 각각 ART<200℉ 와 USE>50ft-lb를 만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충격시험

으로부터 얻은 두 가지 변화와 성자 조사량을 결합하여 발 소 수명연장 시 까지 이

들을 측할 수 있다. 번 원자력 2호기 제5차 감시시험 수행 후 성자조사에 의

한 △RTNDT와 △USE의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무연성 천이온도의 변화 (△RTNDT)

         USNRC Regulatory Guide 1.99, Revision 2에 의거 ART(Adjusted RTNDT)는 다

음 식으로 구한다. 이 식은 원자로용기 벽두께 1/4t  3/4t 치에서의 RTNDT를 계산하

여 향후 원자로 조사취화 정도를 측한다.

ART = Initial RTNDT + △RTNDT + margin

여기서 Initial RTNDT는 ASME Section III, N-2331에 규정된 조사  재료의 RTNDT 측정



- 30 -

값이며  한 △RTNDT 는  다음 식으로 구한다.

△RTNDT = 〔CF〕*〔ff〕

[CF]는 chemistry factor 이며, Cu 와 Ni의 양에 따라 정해지는 값으로써 Regulatory 

Guide 1.99, Revision 2의 Table 1  2 에 주어져 있다.  Table 1 & 2에 따라 원자로 노

심 지역 부 의 각 부 별 CF 값은 표 4-2와 같다.  표 4-2의 [CF] 값은 조사하지 않은 

재료의 △RTNDT를 측하거나 신뢰성 있는 감시시험결과가 충분하지 못한 제1차 감시시

험 결과를 비교할 경우에 한해서 쓰이며, 제2차 감시시험부터는 최근의 감시시험 자료, 

즉, 감시시험으로부터 구한 △RTNDT 측정값과 fluence 를 이용하여 다음 식으로 계산하

도록 규정하고 있다.

[CF ]= 
Σ

i 〔ff〕 i * 〔△RTNDT〕 i

Σ
i〔ff〕2

i

여기서, [ff] 는 f
[0.28 - 0.1*log(f)]

로 주어지는 fluence factor이며, f 는 10
19

n/cm
2 

(E>1.0 MeV)

를 단 로 한 조사량이다. 이때, 상기 식의 △RTNDT 값은 10CFR 50.61
[51]

, (c)(2)(ii)(B)의 

요건에 따라 감시시험편 용 부의 Cu  Ni 함량과 압력용기 용 부의 Cu  Ni 함량

에 분명한 차이를 보일 경우 Regulatory Guide 1.99, Revision 2, 1.1, table 1 & 2에 의

거 각각의 CF를 구하여 두 재료간의 CF비 (CFvessel/CFsurveillance)를 측정된 △RTNDT 값에 

보정하고 이 보정된 값으로부터 CF를 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USNRC 10CFR 50.61,(c)(2)(ii)(B)에 따라 원자력 2호기 제1～5차 감시시험 결과를 이

용한 CF 값을 구하기 하여 표 4-1로 부터 감시시험편 용 부와 압력용기 용 부의 Cu

와 Ni 함량 차이에 따른 CF 비를 구하면 CFvessel/CFsurveillance = 30.96/29.84 = 1.038이 된

다. 

이 값을 감시시험 결과로 부터 얻은 측정된 △RTNDT 값에 보정하여 감시시험 결과를 이

용한 CF 값을 구하면 표 4-3과 같이 용착 속의 CF = 26.96℉ 가 된다. 한 모재의 CF 

값 계산결과는 표 4-3과 같이 각각 48.58℉와 43.08℉로 나타났다. 

Margin은 Regulatory Guide 1.99, Revision 2에 의거 Iintial RTNDT 값, Cu 와 Ni 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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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uence  계산 차서 등에 기인한 불확실성을 보상하기 한 값이며, 10 CFR 50.61에

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

 

이때  Initial RTNDT 가 있는 경우에는  σI = 0℉ 이며, σ△는 용착 속에 해서는 28℉, 

노심 지역의 재  단조강 모재에 해서는 17℉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상기 margin 

값은 신뢰성있는 감시시험 결과를 이용하는 경우와 이용하지 않는 경우(Cu  Ni 함량

으로부터 구한 [CF] 사용 시)에 하여 각각 달리 용토록 개정되었다. 

여기서 감시시험 자료, 즉 충격시험 자료에서 얻은 △RTNDT 측정값의 신뢰성 여부를 평

가하기 한 방법으로써, 재 감시시험 련규정에 언 된 방법으로는 다음 2가지가 있

다. 먼 , 기존의 조사취화 평가규정인 Regulatory Guide 1.99, Revision 2에서는 1.1 의 

equation 2 평가 식(△RTNDT = [CF]*f[0.28-0.1log(f)])을 이용하여 신뢰성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며, 10CFR 50.61에서는 신뢰성 평가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하나의 원자로로부터 2개 이상의 감시시험 데이터가 존재할 경우에는 Regulatory 

Guide 1.99, Revision 2, 2.1에 기술된 바 로 작성된 최 선(best-fit line)으로부터의 △

RTNDT 값 변 는 용착 속 재료에 해서는 28℉, 모재에 해서는 17℉ 이상이 되어서

는 안 된다. 만일 조사량 범 가 넓다고 하여도(크기에 있어서 두 자리 수 이상), 그것의 

변 는 이 값의 2배를 넘어서는 안 된다. 만일 데이터들이 이동계산(shift calculation)을 

하는데 있어서 사용되는 이러한 기 을 만족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최 흡수에 지(USE)

가 ASTM E185-82에 주어진 규정에 따라 명확하게 결정될 수 있다면 이들 데이터들은 

최 흡수에 지의 감소량을 결정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원자력 2호기 제1～5차 감시시험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고자 Regulatory Guide 

1.99, Revision 2, 1.1, equation 2를 이용하여 모재와 용착 속에 한 충격시험 데이터들

에 한 최 선(best-fit line)을 결정하면 그림 4-1～그림 4-3  표 4-4와 같다.  

그림 4-1  4-2에서 모재(TL & TT)의 제1∼5차 충격시험결과 모재의 변  기 치인 17 

℉를 횡방향(TT)은 만족하고 있으나 종방향(TL)은 이를 과함으로써 margin값은 각각 

17℉  34℉를 용하 다. 한 그림 4-3의 용착 속 재료(TW)의 충격시험 결과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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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선으로부터 변  기 치인 28℉를 과하지 않음으로써 margin 값의 용 시 28℉

를 용하 다.

원자로용기 내부의 어떤 지  x (inch)에서의 성자속 계산은 다음 식으로 결정한다.

f(depth x) = [fsurface] * exp(-0.24x)

여기서, fsurface (x1019n/cm2, E>1.0MeV)는 원자로 압력용기 내벽에서의 성자속이다.

 

USNRC Regulatory Guide 1.99, Revision 2에 의거 수명말기(32EFPY)까지의 △RTNDT와 

ART 측 값을 구하고자 표 4-2  표 4-3의 CF값을 이용하여 각 EFPY 별 원자로 압력

용기재료의 △RTNDT와 ART 측값을 계산한 결과는 표 4-5와 같다. 

계산결과 설계수명 말 원자로용기 노심 부 의 최  ART 값은 모재부 로써 133.30℉

(1/4T)  120.80℉(3/4T)로 계산되었으며, 이 값은 제4차 감시시험에서 측한 ART 값, 

117.47℉(1/4T)  104.61℉(3/4T) 보다 보수 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번 제5차 감시

시험편 조사량에 해당하는 설계수명 이후 48EFPY에서의 ART 값은 137.79℉(1/4T)  

125.93℉(3/4T)로 측되었다. 

     2) 최 흡수에 지의 변화 (△USE)

         USE 값은 일정한 크기의 충격시험편을 부러뜨리는데 필요한 최 에 지이다. 

10CFR50, Appendix G에 따르면, 이 값이 50ft-lb 이상만 되면 취성 괴가 일어나지 않는

다고 단하고 있다. 즉, USE가 50ft-lb 될 때까지는 압력용기가 가동하 에 하여 견딜 

수 있는 안 여유가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발 소  설계수명 동안 USE가 50ft-lb 이

상을 유지하려면 기의 USE가 75ft-lb 이상이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만일 

발 소 설계 수명말기 이 에 원자로 압력용기 내벽 1/4T 지 에서의 USE 값이 50ft-lb 

이하로 상되는 경우에는 USNRC 10CFR50, Appendix G에 따라 다음과 같은 한 

조치사항을 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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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장 최신  ASME code Section XI, Appendix G
[5]

에서 요구하는 기 과 등한 

    정도의 안 여유를 갖고 있음을 입증할 것.

(나) 조사후 재료의 괴인성은 감시시험편에서 유보된 괴인성 시험편을 이용하여 상  

    기 (가)의 안 여유를 확인할 것.

(다) 이상의 조치는 최 흡수에 지가 50ft-lb 이하로 상되는 시기보다 어도 3년 에  

    NRC에 제출하여 검토  인가를 득할 것.

상기 조치사항  기존의 규정에서 요구하고 있는 100% 체  비 괴검사를 통한 결함 

유무 확인은 제외되었다. 이상의 조치결과 안 여유도가 있음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10CFR part 50.66
[52]

에 따라 열처리를 할 수도 있으며 열처리 후의 기 무연성천이온도

(RTNDT)와 최 흡수에 지(USE)값을 사용해서 상기 조건을 만족하는 시기까지는 운  가

능하다.

 

원자력 2호기는 번 제5차 감시시험까지 5차례의 원자로용기 조사취화 평가결과 모

두 10CFR50, Appendix G의 규제기 을 만족하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표 4-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성자조사에 따른 압력용기 재료의 최 흡수에 지 변화를 측한 결과 설계

수명 말  설계수명 이후  20년 연장 가동의 경우에도 압력용기 노심 부   재료의 

최 흡수에 지값 모두가 10CFR50, Appendix G의 규제기 을 만족하는 것으로 평가되

었다. 따라서 원자력 2호기 원자로 압력용기재료의 최 흡수에 지 변화는 규제기

을 충족함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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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제6차 감시시험 일정  

         원자력 2호기 감시시험은 과학기술부 고시 제2005-3호에 따라서 다음과 같

이 수행된다.  즉,

    

1. 제1차 감시시험 :

         

2. 제2차 감시시험 :

3. 제3차 감시시험 :

4. 제4차 감시시험 :

5. 제5차 감시시험 :

6. 제6차 감시시험 :

1.5EFPY 는 시험편의 조사량이 5x10
18

n/cm2 상되는 시기

나 시험편의 최고 △RTNDT가 28℃(82.4℉)가 되는 시기  빠

른 시기.

3EFPY 는 시험편의 조사량이 제1차 감시시험편이 받는 조

사량과 제3차 감시시험편이 받게 될 조사량의 간 시기  

빠른 시기.

6EFPY 는 시험편의 조사량이 압력용기 내벽면으로부터 

1/4T(두께)부분이 수명말기에 받게 될 조사량과 같은 시기  

빠른 시기.

15EFPY 는 시험편의 조사량이 압력용기 내벽면이 수명말기

에 받게 될 조사량과 같은 시기  빠른 시기.

EOL 는 시험편의 조사량이 수명말기에서 압력용기 내벽면

최  조사량의 1.5배에 가까운 핵연료 교체시기.

단, 이 까지의 시험결과에 따라서 이 시험은 유보할 수 있다.

Standby 시험편(제5차 시험편과 동시 인출  보 )

  

상기 요건에 의거 제5차 감시시험용 감시용기 Y는 시험편의 조사량이 수명말기에서 압

력용기 내벽면 최 조사량의 1.5배에 가까운 핵연료 교체시기에 해당하는 제13차 핵주기

말에 인출  시험을 수행하 다. 

번 평가한 제5차 감시용기 Y의 성자조사량 최 치는 4.8662E+19 n/cm
2
로서, 이는 

약 55년 (43.9EFPY)의 원자로 압력용기 내벽면 최 조사량에 해당하며, 원자로용기 성

자 조사취화 평가결과 련요건을 모두 충족함으로써 원자로용기 건 성에는  문제

가 없는 것으로 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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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잔여 감시용기인 제6차 감시용기(Z : 340도)는 원자로용기 60년차 이후의 성자 

조사취화를 평가하기 한 용도로 사용되어야 하며, 과학기술부 고시 제2005-3호, 제12조

(감시시험의 이행), 2항에 의거 비 감시용기로서 시험편의 조사량이 수명말기에서 압력

용기 내벽면 최 조사량의 1.5배에 가까운 핵연료 교체 시기에 인출하여 보 하여야 한

다. 

재 비용 제6차 감시용기는 련고시에 의거 제 13차 핵주기 말에 제 5차 감시용기와 

동시에 인출하 어야 하나 개정된 신규 과학기술부 고시 제 2003-3호 (추후에 2005-3호로 

재개정) 용 시  이 에 해당하고 한 원자로 내 성자 조사량 감시 로그램의 미비

로 원자로에 장입된 상태 으나 제 14차 핵주기말에 성자 조사취화 감시시스템( 체감

시자)이 설치됨과 동시에 인출되어 보 이다.

제6차 비용 감시용기를 원자로용기 60년차 이후의 성자 조사취화를 평가하기 한 

용도로 사용하기 해서는 원자로용기 성자 조사조건을 주기 으로 감시하여 정확한 

조사년수를 평가한 후 재 조사시 과 조사기간을 결정하여야 한다. 재 제14차 핵주기

말을 기 으로 단할 때 재사용(재조사) 시 은 향후 20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상되므로 추후 사용을 하여 안 하게 보 하여야 하며, 재조사 시에는 제14차 핵주기 

이후 실제 장기간의 성자 조사환경이 반 된 원자로용기 내벽면에서의 성자조사량을 

재평가하고 이에 따른 제6차 감시용기의 조사량 검증  추가 조사기간을 정확히 평가한 

후 재 장입시   인출시 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 향후 원자로용기 성자 조사취화 감시계획

         원자로 압력용기 노심 재료는 가동  심한 속 성자의 조사로 괴 항성이 

떨어지는 조사취화 상이 발생한다. 따라서 원  안 성 확보 측면으로 원자로 가동 

에 6개의 감시용기를 장입해 놓고 4～5개의 감시용기를 활용하여 주기 인 감시시험을 

통하여 원  설계수명 말까지의 성자 조사에 따른 조사취화의 경향  정도를 지속

으로 감시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며 잔여 감시용기 1-2개를 비로 운용한다. 

최근 USNRC는 미국 내 많은 원 의 원자로 압력용기재료 설계수명 말 조사취화 평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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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되고, 평가결과 원  설계수명인 40년 이후에도 조사취화에 따른 원자로 건 성에는 

문제가 없음이 확인됨에 따라 원자로 내에 장입된 잔여 감시용기 2개를 원  수명연장에 

최  활용키 한 방안으로 NUREG-1801[11]로서 향후 원  수명 리를 한 기 을 마련

하 다. 즉, 원  수명연장을 한 잔여 감시용기는 기본 으로 원  가동 후 감시시험편

의 조사량이 원자로용기 내벽면에서의 60년의 조사에 해당하는 시 에 잔여 감시용기를 

모두 인출한 다음, 1개의 감시용기(제5차 감시용기)를 평가하여 가동 후 60년(설계수명 

이후 20년) 까지의 수명연장에 활용하고, 나머지 1개 비 감시용기(제6차 감시용기)는 

추가 인 수명연장 (설계수명 이후 40년 수명연장 등)을 해 보 하고 있다가 추가 수

명연장이 고려될 때 재 장입시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련하여 국내 감시시험 련규정인 과학기술부고시 제2005-3호, 제12조, “감시시험

의 이행”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② 감시시험 계획표에 근거하여 감시시험계획에 따라 인출되는 감시용기 외에 추가 으

로 삽입한 비 감시용기(제6차 감시용기에 해당)는 시험편의 조사량이 수명말기 압력용

기 최  조사량의 1.5배에 가까운 핵연료 교체시기에 인출하여 보 하여야 한다.

③ 감시용기를 모두 인출한 경우에는 원자로용기의 실제 조사취화 조건이 측에 사용된 

조건과 수명말기까지 계속해서 일치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도록 원자로용기의 조사상

태를 감시할 수 있는 선량측정 로그램  주기 인 검 로그램이 수립되어야 한다.

④ 원자로용기의 조사취화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향을 평가하여 과학기술부장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상기 근거에 의거 원자력 2호기 제6차 감시용기는 제14차 핵주기 말에 인출하여 보

이며, 이로서 원자로 내에는 감시용기가 없게 된다. 따라서 련규정에 따라 원자로

용기의 성자 조사상태를 지속 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원자력 2호기 제14차 계획

방정비보수기간 에 성자 선량측정 로그램을 설치하 으며 주기 인 검이 수행

될 계획이다. 

원자력 2호기 원자로용기 성자조사량 감시를 한 선량측정 로그램은 원자로 외

벽 공동부(Cavity)에 선량감시자(Ex-vessel neutron dosimetry system : 이하 체감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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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s
Reaction of

Interest
Neutron Energy 

Response(a)
Product
Half-Life

Dosimeter
Capsule

Position(b)

Gradient
Chain(c)

Copper
63

Cu(n,α)
60

Co 4.53～11MeV 5.271 year 2-Cd No

Titanium 46Ti(n,p)46Sc 3.70～9.43MeV 83.79 day 2-Cd No

Iron 54Fe(n,p)54Mn 2.27～7.54MeV 312.3 day 1-B & 2-Cd Yes

Nickel
58

Ni(n,p)
58

Co 1.98～7.51MeV 70.82 day 2-Cd Yes

238U(d) 238U(n,f)137Cs 1.44～6.69MeV 30.07 year 3-Cd No

237Np(d) 237Np(n,f)137Cs 0.68～5.61MeV 30.07 year 3-Cd No

Cobalt-Al
59

Co(n,γ)
60

Co Thermal 5.271 year 1-B & 2-Cd Yes

를 설치하는 방법으로서, 재 미국 웨스 하우스사가 공 한 고리1,2,3,4호기  1,2

호기의 원자로용기 선량감시를 한 체감시시스템으로 채택되어 원자력 1, 2호기

와 고리원자력 1, 2, 3, 4호기에 이미 설치 완료된 상태이며, USNRC Regulatory Guide 

1.190에서 원자로용기 성자 선량감시시스템으로 권고하고 있는 기술 으로 검증된 시

스템으로서 기존의 감시용기 내 선량감시자와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어 원자로 내․외부

에서의 선량평가의 일 성을 유지할 수 있다. 

원자력 2호기 원자로용기 성자 선량감시를 한 체감시자시스템은 기존 원자로 

감시용기 내의 성자선량감시자 측정결과와 조합함으로써 원자로용기 벽두께 내의 속

성자 조사분포  기 계산결과의 검증이 가능하고, 원자로용기의 성자 조사선량을 장

기 으로 감시할 수 있으며, 원자로용기 벽 두께를 포함한 성자조사량 측 불확실도

를 감소시킬 수 있다. 한 동 시스템은 USNRC 10CFR50, Appendix H  Regulatory 

Guide 1.190 요건을 충족한다.  

체감시자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기본 으로 원자로 감시용기 내의 선량감시자와 동일한 

구성으로 이루어진다. 

Notes:

(a) Energies between which 90% of activity is produced(235U fission spectrum). ref. ASTM 844.

(b) B denotes bare and Cd denotes cadmium shielded

(c) Determined with additional chemical analysis

(d) For the fission monitors 95Zr(64.02day) and 103Ru(39.26day) activities are also reported

체감시자는 원자로 압력용기 외벽 단열재와 1차 생물학  콘크리트 차폐체 사이의 공

간부 (원자로 cavity)에 치하며, 방 각 0
o
, 15

o
, 30

o
 & 45

o
 치의 핵연료 상단, 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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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단부 치에서의 선량을 측정한다. 

체감시자를 이용한 원자로용기 성자 선량 주기  검은 일반 으로 최  설치 후 1 

핵주기 동안 성자 조사 후 인출하여 원자로용기 벽 두께를 통과한 속 성자에 조사된 

선량감시자의 선량을 평가하여 감시자 설치 치(노심 상단, 앙  하단부 치)에서의 

선량기 을 마련하고, 체감시자 지지용 bead chain을 분석하여 원자로심 상단부터 하

단부까지의 축 방향 선량기 을 설정한다. 그리고 체감시자 평가결과와 원자로 내 기

존 감시용기 선량감시자의 평가결과를 조합하여 overall uncertainty 평가  overall bias 

factor를 도출하여 원자로용기 최 추정 성자 조사량을 평가한다. 

원자력2호기 원자로용기 성자 선량감시계획은 KAERI-ST-EX-05-06
[53]

로 마련되어있

으며, 동 감시계획에 따라 주기 으로 원자로용기 성자 선량감시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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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원자력 2호기 제13차 핵주기말에 인출한 제5차 감시시험(감시용기 Y)은 원자로

용기 설계수명 말 평가에 해당하는 제4차 감시시험의 측결과에 한 검증과 향후 설계

수명 이후의 원자로용기 조사취화 측 평가자료를 제공하며, 번 수행한 감시용기 Y에 

한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다.

￭ 감시시험편 U, V, X, W  Y의 속 성자 조사량(E > 1.0MeV) 평가결과 감시시험편이 

맞은 속 성자조사량은 각각 0.5777E+19n/cm
2
(U : 0.92EFPY), 1.5371E+19 n/cm

2 
(V 

: 3.09EFPY), 3.7634E+19n/cm
2
(X : 6.94EFPY), 4.3045E+19 n/cm

2
(W : 10.64EFPY)  

4.8662E+19 n/cm2(Y : 13.14EFPY)로 계산되었다. 제1～5차 감시시험편의 속 성자측

정값/계산값의 비(bias factor)는 0.953이며, 평균 uncertainty는 7.2%로써 USNRC 

Reg. Guide 1.190의 기 치인 ≤ ±20%를 충족하 다.

￭ 원자로용기 내벽이 맞은 최 추정 성자조사량(best estimated neutron fluence)은 제13

차 핵주기말(13.14EFPY) 기 으로 1.659E+19n/cm
2
이며, 제1∼5차 계산결과로부터 추

정한 32, 48, 56  64EFPY의 원자로용기 내벽 상조사량은 각각 3.625E+19n/cm2, 

5.293E+19n/cm
2
,
 
6.127E+19n/cm

2 
 6.960E+19n/cm

2
이다. 

￭ 과학기술부고시 제2005-3호, 제12조 2항에 의거 14차 핵주기말에 인출한 제6차 감시

용기(Z)는 향후 설계수명 이후의 원자로용기 조사취화 평가용으로 히 보 하여야

한다.

￭ 원자로용기 가압열충격(PTS) 해석결과, PTS에 한 우려는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세부 평가결과는 부록 A와 같다. 

￭ 원자로 압력-온도 한계곡선은 원자로 설계수명(32EFPY)까지 사용할 수 있는 운 조건

을 설정하 으며, 제4차 감시시험 결과로부터 생산된 운 곡선보다 보수 으로 나타

났다. 운 곡선 평가 세부사항은 부록 B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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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

원자력 2호기 가압열충격 해석

(Evaluation of Pressurized Thermal Shock for the Yonggwang Unit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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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압력용기의 건 성을 분석‧평가하는데 있어 재료의 기계  성질이 어느 기 치를 만족할 

경우에는 안 하다고 단하도록 하는 것이 제반규정이다. 를 들면, 원자로 압력용기재료의 

경우 원자로의 정상 인 운 조건에서는 USE>50 ft-lb 이며 ART<200℉를 만족하면 압력용기

는 수명 말까지 안 하다고 평가한다.
[1]  

따라서, 이 조건만 만족하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

아도 큰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Loss-Of-Coolant-Accident(LOCA)나 계통의 손 등에 의해서 원자로 가동  냉각수의 

온도가 격히 내려가면 온도구배(thermal gradient)에 의해 압력용기에 상당한 응력이 가해지

게 되어 가압열충격(pressurized thermal shock : PTS) 이라고 하는 원자로 건 성에 한 제

한조건이 발생될 수 있다. 즉, 성자조사에 의한 압력용기 재료의 취성이 어느 정도의 수 에 

도달하 을 경우 이와 같은 상치 못한 PTS 발생으로 고압이 걸려있는 상태에서 용기내벽의 

과냉각 상이 발생하게 되어 압력용기의 내벽에 어떤 한계치 이상 크기의 결함이 존재할 경우 

압력용기 내벽에 걸린 최  인장응력에 의하여 압력용기가 심각한 손 험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이 PTS 문제의 해결을 하여 1985. 7. 23일 USNRC에서 경수로형 원자로에 한 

RTPTS 라는  규제기
[2]

을 마련하 다.  이는 1991. 5. 15일 10CFR part50.61
[3]

로 RTPTS 계산방

법이 개정되었으며, 그 후 신뢰성 있는 감시시험 결과가 있는 경우, 기존의 감시시험 결과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재 10CFR Part 50.61(1996.1.18)의 RTPTS 해석에 한 개정사항[1]

은 RTPTS 계산과 margin값의 용에 있어서 신뢰성 있는 감시시험 자료가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에 하여 각각 RTPTS 계산을 달리 수행하도록 하며 이때의 margin값도 달리 용토록 세

분화되었다.  

번 원자력 2호기의 PTS 해석을 수행하고자 미국 규정에 하여 최신 개정 인 10CFR 

Part 50.61[1]에 의거 발 소 수명말기(32EFPY)까지와 원  가동후 60년(48EFPY)  추후 계속

운 을 고려하여 56EFPY  64EFPY의 경우에 하여도 RTPTS 해석을 수행하 으며 세부내용

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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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RTPTS 계산방법  기

   PTS에 한 Reference Temperature(RT)는 정상운 시의 RTNDT와 구분하기 하여 RTPTS로 

표시한다. 이는 RTNDT와 마찬가지로 재료의 연성-취성천이온도로부터 구해지는 parameter 이

며 RTNDT 계산식과 동일하다.  

원자로 압력용기 beltline 부 의 모재  용 부에 한 RTPTS 값은 다음 식으로부터 구한다.

                   RTPTS  = IRT + △RTPTS + M

                  △RTPTS = [CF] * [ff]

여기서,

IRT = Initial reference temperature(IRTNDT)이며 ASME Code Section III, NB-2331에 따라 측

정한 조사  재료의 reference temperature에 해당한다.

[ff] = fluence factor로써 f
(0.28 - 0.1*log(f)) 

이다. 한, f 는 neutron fluence(10
19

n/cm
2
, E≥1.0      

MeV)로써 가동 기간  가장 높은 fluence를 받는 치의 압력용기 내벽 clad/base    

metal interface 에서의 fluence 이다.

[CF] = chemistry factor(℉)이며 Cu와 Ni 함량의 함수로써 Regulatory Guide 1.99, Revision 2, 

Table 1(weld)과   Table 2(base metal)로 주어진다. 그러나 감시시험 결과가 USNRC 

10CFR 50.61,(c)(2)(i)(C)에 따라 신뢰성 있는 결과로 평가될 경우 [CF] 값은 아래 식으

로부터 구한다. 즉, 

                       




 〔  〕

  

 〔  〕  〔△〕
   

이때, 상기 식의 △RTNDT 값은 10CFR 50.61,(c)(2)(ii)(B)의 요건에 따라 감시시편 용 부의 Cu 

 Ni 함량과 압력용기 용 부의 Cu  Ni 함량에 분명한 차이를 보일 경우  Regulatory 

Guide 1.99, Revision 2, 1.1, table 1 & 2에 의거 각각의 CF를 구하여 두 재료간의 CF 비

(CFvessel/CFsurveillance)를 측정된 △RTNDT 값에 보정하고 이 보정된 값으로부터 CF를 구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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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하고 있다. 

M = Margin이며 Regulatory Guide 1.99, Revision 2에 의거 IRTNDT 값, Cu 와 Ni 함량, 

fluence  계산 차서 등에 기인한 불확실성을 보상하기 한 값이며, 10CFR50.61에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Margin =  2 [σI
2 + σ△

2 ]0.5

단,  σI = 0℉ (IRT 값이 측정값일 경우)

    σI = 17℉ (IRT 값이 generic value in Regulatory Guide 1.99, Revision 2) 

    σ△ 값 : 1) 노심 지역의 재  단조강의 경우 ;

               σ△ = 17℉ (감시시험 결과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σ△ = 8.5℉ (감시시험 결과를 이용할 경우)

            2) 노심 지역의 용 부의 경우 ;

               σ△ = 28℉ (감시시험 결과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σ△ = 14℉ (감시시험 결과를 이용할 경우)

          이때 σ△ 은 △RTNDT 값의 1/2을 과할 수 없다.

상기 margin 값은 신뢰성있는 감시시험 결과를 이용하는 경우와 이용하지 않는 경우(Cu  

Ni 함량으로부터 구한 [CF] 사용시)에 하여 각각 달리 용토록 개정되었다. 

여기서 감시시험 자료, 즉 충격시험 자료에서 얻은 △RTNDT 측정값의 신뢰성 여부를 평가하기 

한 방법으로써, 재 감시시험 련규정에 언 된 방법으로는 다음 2가지가 있다. 먼 , 기존

의 조사취화 평가규정인 Regulatory Guide 1.99, Revision 2에서는 1.1 의 equation 2 평가 식

(△RTNDT = [CF]*f[0.28-0.1log(f)])을 이용하여 신뢰성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며, 10CFR 50.61에서는 

신뢰성 평가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하나의 원자로로부터 2개 이상의 감시시험 데이터가 존재할 경우에는 Regulatory Guide 1.99, 

Revision 2, 2.1에 기술된 바 로 작성된 최 선(best-fit line)으로부터의 △RTNDT 값 변 는 용

착 속 재료에 해서는 28oF, 모재에 해서는 17oF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만일 조사량 범

가 넓다고 하여도(크기에 있어서 두 자리 수 이상), 그것의 변 는 이 값의 2배를 넘어서는 

안 된다. 만일 데이터들이 이동계산(shift calculation)을 하는데 있어서 사용되는 이러한 기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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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최 흡수에 지(USE)가 ASTM E185-82에 주어진 규정에 따라 명확

하게 결정될 수 있다면 이들 데이터들은 최 흡수에 지의 감소량을 결정하는데 사용될 수 있

다.”

미국 원 의 경우 이 두 가지 평가방법을 모두 사용하고 있었으나, 재는 Regulatory Guide 

1.99, Revision 2에서는 1.1 의 equation 2를 이용하여 이들 데이터들에 한 최 선(best-fit 

line)을 결정하고, 이 최 선에 한 △RTNDT
 
값의 변 가 용착 속 재료는 28

o
F,  모재는 17

o
F 

이하인 경우를 신뢰성있는 결과로 단하며, 이에 따라 상기에 언 한 바와 같이 Margin 값을 

각각 달리 용한다.  

상기 RTPTS 계산식에 의해 구한 RTPTS의 screening criteria 값은 USNRC 10CFR part 50.61, 

(b).(2)와 같이 압력용기 beltline 지역의 부 별로 각각 다음 조건을 만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압력용기 노심 지역  RTPTS 기 치

재, 단조재  축방향 용 부 ≤ 270℉

원주방향 용 부 ≤ 300℉     

여기서 beltline 지역은 가장 심각한 성자 조사손상이 상되는 원자로 노심의 유효높이 부분

을 둘러싸고 있는 원자로 압력용기내의 해당부분과 성자에 의한 손상을 충분히 받을 것으로 

상되는 인근부분을 포함하여 말한다.   

원자력2호기 원자로 압력용기 원주방향 용 부의 가압열충격에 한 규제기 치는 압력용

기 내벽에서 300℉이며 모재  축방향 용 부는 270℉ 이내로 규정되어 있어 이 온도에 도달

하는 시 까지 운 이 가능하다. 그러나 발 소 수명 말 는 수명연장 목표기간 동안에 이 기

치를 과하는 발 소에 해서는 련규정에서 요구하고 있는 발 소 고유자료를 이용한 

가압열충격 해석
[5]

을 수행하여 원자로 압력용기재료의 안 성을 입증하거나, 는 재료의 정확

한 괴인성을 직  측정
[6,7]

하여 규제기 을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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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가압열충격(PTS) 평가

   가. 속 성자 계산  

       번 원자력2호기 감시용기 Y (5차 감시시험 : 13.14EFPY)의 심부에서의 속 성

자 측정치는 4.8662x10
19 

(n/cm
2
, E≥1.0 MeV)로 나타났으며,  한 압력용기의 성자속이 최

인 0°방향에서 압력용기 내벽(clad/base metal interface)이 맞는 속 성자는 1.659x1019 

(n/cm
2
, E≥1.0 MeV) 이었다. 따라서 발 소 수명말(32EFPY)  추후 20년 수명 연장(48EFPY)

을 고려한 압력용기 내벽이 맞는 속 성자를 계산하면 3.625x10
19

(n/cm
2
)  5.293x10

19
(n/cm

2
) 

이 된다.  RTPTS 계산을 하여 각 EFPY별로 압력용기 내벽에서의 속 성자(E≥1.0 MeV) 조사

량을 계산한 값은 표 1과 같다.

    

   나. RTPTS 계산    

       원자력2호기의 노심 부  재료에 한 copper  nickel 함량은 원자력2호기 

제5차 감시시험 보고서 본문에 기술되어 있으며 이를 요약하면 표 2와 같다. 표 2의 화학조성

성분을 이용하여 원자로 압력용기 노심 지역의 재료에 한  chemistry factor(CF)를 구하면 

표 3과 같다. 여기서 표 3의 CF 계산 값은 조사 이나 제1차 감시시험과 같이 신뢰성 있는 감

시시험 자료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USNRC Regulatory Guide 1.99, Revision 2, position 1.1),  

copper 와 nickel의 양에 의한 CF 값에 해당하며, 번 제5차 감시시험과 같이 5번에 걸친 감

시시험을 통해 얻은 △RTNDT 와 속 성자 값 등, 신뢰성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USNRC 

Regulatory Guide 1.99, Revision 2, position 2.1)에 하여 CF 값을 계산하면 표 4와 같다. 

표 4의 용착 속 재료의 CF 계산값은 10CFR 50.61
[1]

, (c)(2)(ii)(B)의 요건에 따라 표 3의 감시시

험편 용 부의 Cu  Ni 함량과 압력용기 용 부의 Cu  Ni 함량에 의한 CF 값의 비

(CFvessel/CFsurveillance)를 측정된 △RTNDT 값에 보정하고 이 보정된 값으로부터 CF를 구한 것이

며 용착 속 재료의 CF = 26.96℉ 가 된다. 이 값은 용 부 화학 조성으로부터 구한 CF = 

29.84℉ (Regulatory Guide 1.99, Revision 2, table 1 & 2)값과 비교해 볼 때 약간 덜 보수 인 

결과라 할 수 있다. 한 모재의 CF 값 계산결과는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각각 48.58 ℉와 

43.08 ℉로 나타났다. 한 margin값 용을 하여 제1～5차 충격시험 결과에 한 신뢰성을 

평가한 결과 본 보고서 본문 “IV,가,1)“에 평가된 바와 같이 모재(TL & TT)의 충격시험 결과 

모재의 변  기 치 17
o
F를 횡방향(TT)은 만족하고 있으나 종방향(TL)은 이를 과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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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gin은 각각 17
o
F  34

o
F를 반 하 으며, 용착 속 재료(TW)의 충격시험 결과는 최 선으

로부터 변  기 치인 28℉를 과하지 않음으로써 margin 값은 28 ℉를 용하 다.

표 1의 압력용기 내벽에서의 속 성자 조사량 측값과 표 3  4의 CF 계산값을 이용하여 각 

노심 지역 재료의 EFPY 별 RTPTS를 계산하면 표 5와 같다. 

표 5에서 10CFR Part 50.61
[1] 

 Regulatory Guide 1.99, Revision 2, position 1.1에 따른  Cu

와 Ni의 양에 의한 CF는 모재(TL) 부 의 CF=48.58℉가 가장 크고 제1～5차 충격시험 자료의 

신뢰성으로 인하여 margin 값으로 34℉를 용함으로써 RTPTS 값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노심 지역의 모재부 가 가압열충격에 한 향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으며 

USNRC Regulatory Guide 1.99, Revision 2, 1.1  2.1에 의해 평가한 RTPTS 값 모두가 원

자력 2호기 설계수명 이후 20년 이상 계속운 에도 10CFR Part 50.61의 RTPTS 기 치인 270℉

에 훨씬 미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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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  론

      번 원자력2호기 제5차 감시시험 (13.14EFPY)에서 얻은 속 성자 측정값을 이용하

여  RTPTS를 계산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에서 USNRC Regulatory Guide 1.99, Revision 2, 1.1과 2.1에 의한 RTPTS 값을 비교해 볼 

때 원자로용기 설계수명 말(32EFPY)과 설계수명 이후 48EFPY에도 가장 보수 인 측면으로 

RTPTS를 평가한 값(Regulatory Guide 1.99, Revision 2, 2.1)이 각각 138.83℉, 142.66℉로써 

10CFR Part 50.61의 RTPTS 기 치인 270℉에 훨씬 미달하 다. 한 번 제5차 감시시험 결과

와 기 수행한 설계수명 말 평가인 제4차 감시시험 측결과(123.18℉)를 비교하면 번 제5차 

감시시험 결과로부터 측된 RTPTS 값이 약간 높게 평가되었으나 원자력2호기의 가압열충

격 해석결과 련요건을 충족하므로 설계수명 말까지 원자로용기 가압열충격에 한 우려는 

없는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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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B

원자력 2호기 압력-온도 한계곡선

(Yonggwang unit 2  Pressure-Temperature Limit Curves

for Normal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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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압력-온도 한계곡선(pressure-temperature limit curves)은 원자로 냉각계통 (reactor 

coolant system, RCS) 운   주기기의 취성 괴를 방지하기 하여 선형탄성 괴역학

(linear elastic fracture mechanics : LEFM) 개념을 도입하여 여러 가지 운 조건(가열, 냉각, 

수압시험, 설시험 그리고 노심운  등)에 하여 주기기의 구조  건 성을 확보하기 

한 최 압력과 최소온도를 한계하는 곡선이다.
[1～4]  

   

압력-온도 한계곡선의 기본개념은 압력용기에 작용하는 각종 외부응력과 열응력에 한 재

료의 괴 항성을 비교하는 것이며, 여기에 한 안 여유도(safety factor)를 가산하여 

더욱 안 하게 운 하고자 하는 운  한계를 나타낸 것이므로 실제 원 의 모든 주기기에 

하여 건 성 해석을 수행하여야 하나, 주기기  원자로 압력용기가 운   성자 조사

에 의해 재료의 기계  성질이 가장 크게 변하므로 원자로 압력용기에 한 평가로써 RCS

의 건 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 곡선으로 나타나는 운 조건을 만족하는 한 

원 의 건 성에는 무리가 없다고 단한다.

압력-온도 한계곡선 설정은 원자로 압력용기 노심 지역 재료들의 ART(adjusted RTNDT : 

reference temperature for nil-ductility transition)값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이 ART는 조사 

 재료의 RTNDT(IRTNDT)와 원자로 가동기간  재료에 조사된 속 성자의 향을 고려한 

RTNDT 변화량(△RTNDT)에 한 margin을 더한 값에 해당(IRTNDT+△RTNDT+margins for 

uncertainties)하며 USNRC Regulatory Guide 1.99, Revision 2
[1] 

에 하여 계산한다. 다음, 

이 ART 계산값을 ASME section XI, appendix G
[5]

의 원자로 운 조건 설정기 식에 용하

여 평가하고 가장 보수 인 측면으로 운 조건을 설정한다. 평가방법은 선형 탄성 괴역학 

개념에 따른다. 일반 으로 원자로 가동온도 정도에서 철강재료는 상당한 연성을 유지함으

로 탄소성 괴역학(elastic-plastic fracture mechanics : EPFM)으로 평가하여야 하나, LEFM 

방법이 비교  간단하며 이 단계에서는 근사 인 계산만으로도 충분하고 한 보수 으로 

평가되므로 LEFM 개념으로 평가를 수행한다.

번 원자력 2호기 제5차 감시시험은 기 생산된 제4차 감시시험의 설계수명 말에서의 

압력-온도 한계곡선을 검증하고, 제5차 시험결과로부터 32EFPY까지 사용할 수 있는 원자로 

가열/냉각과정  정상상태, 설, 수압시험과 노심운 조건 등에 하여 각각 평가 하 으

며, 아울러 설계수명 이후 48EFPY까지 사용할 수 있는 한계곡선도 참고로 수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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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압력-온도 한계곡선

    가. ART 계산 

        원자로 압력용기 노심 지역 재료에 한 ART 값은 USNRC Regulatory Guide 

1.99, Revision 2로부터 다음과 같이 구한다.

        

                   ART  =  Initial RTNDT + △RTNDT + Margin                  (1)

여기서, Initial RTNDT는 ASME code section III, NB-2331
[3]

에 따라 측정한 조사  재료의 

기 온도에 해당한다.  만일 Initial RTNDT 값이 없을 경우는 USNRC Regulatory Guide 

1.99, Revision 2, 1.1에 언 된 바와 같이 generic mean value를 사용할 수도 있다. 

한  △RTNDT 는 성자 조사에 의해 변화한 RTNDT 값으로써 다음 식으로 구한다.

 

                      △RTNDT = [CF] * f
(0.28 - 0.1*log(f))                            

(2)

  

원자로 압력용기의 어느 깊이(1/4t 는 3/4t 지 )에서의 △RTNDT를 계산하기 해서는 먼

 특정 깊이에서의 성자 감쇠(attenuation) 정도를 악하여야 하며, 이는 다음 식으로부

터 구해진다. 

                      f(depth X)  = fsurface * e
(-0.24X)                                

(3)

여기서 x (inches)는 압력용기 clad/base metal 경계부로부터의 깊이이며, fsurface는 neutron 

fluence (10
19

 n/cm
2
, E≥1.0MeV)로써 압력용기 내벽에서의 fluence이다.

CF(℉)는 Cu와 Ni 함량의 함수로써 USNRC Regulatory Guide 1.99, Revision 2, table 

1(weld)과 table 2(base metal)로 주어진다.  그러나 번 제5차 감시시험과 같이 신뢰성 있

는 감시시험 결과를 이용하는 경우는 USNRC Regulatory Guide 1.99, Revision 2, 2.1에 의

거 다음 식으로부터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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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CF ]= 
∑
n 

i= 1
〔ff〕 i * 〔△RTNDT〕 i

∑
n

i= 1
〔ff〕 2

i

   이다.               (4)

한, Margin은 Margin =  2 [σI
2 

+ σ△
2 

]
0.5

   이며 σI = 0℉(Initial RTNDT값이 측정값일 경

우), σI =17℉ (Initial RTNDT값이 USNRC Regulatory Guide 1.99, Revision 2의 generic 

value 일 경우)이다.  한 σ△는 노심 지역의 재  단조강의 경우 σ△ = 17℉,  용 부

의 경우 σ△ = 28℉ 이다.  이때 σ△ 은 △RTNDT 값의 1/2을 과할 수 없다.

먼  CF를 구하기 하여 노심 부 지역의 Cu와 Ni 원소의 평균값을 계산하면 표 1과 같

다.  표 1을 이용하여 USNRC Regulatory Guide 1.99, Revision 2, position 1.1에 따른 CF

를 구하면 표 2와 같으며,  번 감시시험 결과를 이용한 CF를 구하고자 식 (4)로부터 계산

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의 용착 속 재료의 CF 값 계산에는 10CFR 50.61
[6]

, (c)(2)(ii)(B)

의 요건에 따라 표 2의 감시시험편 용 부의 Cu  Ni 함량과 압력용기 용 부의 Cu  

Ni 함량에 의한 CF 값의 비(CFvessel/CFsurveillance)를 측정된 △RTNDT 값에 보정하여 CF를 구

한 것이며, 용착 속 재료의 CF는 26.96℉ 가 된다. 이 값은 용 부 화학 조성으로부터 구한 

CF = 29.84℉ (Regulatory Guide 1.99, Revision 2, table 1 & 2)값과 비교해 볼 때 약간 덜

보수 인 결과라 할 수 있다. 한 모재의 CF 값 계산결과는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각각 

48.58℉와 43.08℉로 나타났다.   

한 margin값 용을 하여 제1～5차 충격시험 결과에 한 신뢰성을 평가한 결과 본 보

고서 본문 “IV,가,1)“에 평가된 바와 같이 모재(TL & TT)의 충격시험 결과, 모재의 변  기

치 17
o
F를 횡방향(TT)은 만족하고 있으나 종방향(TL)은 이를 과함으로써 margin은 각각 

17oF  34℉ 를 반 하 으며, 용착 속 재료(TW)의 충격시험 결과는 최 선으로 부터 변

기 치인 28℉를 과하지 않음으로써 margin 값은 28℉를 용하 다.

번 5차 감시시험(13.14EFPY) 결과를 토 로 발 소 설계수명 말까지의 압력용기 clad/모

재 경계부에서의 속 성자 조사량을 계산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이 값으로부터 식 (3)을 

이용하여 압력용기 벽두께 1/4T  3/4T 치에서의 속 성자 조사량을 구한다.  

따라서 ART 계산 식 (1)을 이용하여  원자력 2호기 노심 지역 재료의 1/4T  3/4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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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가동기간 32, 48  56EFPY에서의 ART를 계산하면 표 6과 같다.  표 6의 계산결과로

부터 원자력 2호기의 압력-온도 한계곡선을 설정하기 한 ART 값을 요약하면 표 7과 

같다.  표 7에서 ART 값  감시시험 결과를 이용한 모재부 가 32EFPY에서는 133.30℉ 

(1/4t) 와 120.80℉ (3/4t)로서 가장 큰 값을 나타내고 있음을 볼 때 이 재료가 원자로 운

조건에 가장 민감하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원자력 2호기의 32EFPY까지의 운 조건 설

정은 상기 각각의 ART 값을 사용하여 계산하 다.

   나. 압력-온도 한계곡선 설정기  

        압력용기에 작용하는 외부응력에는 내부압력(P)에 따른 막응력(membrane stress)에 

의한 응력확 계수(KImIm)와 온도구배(temperature gradient)에 따른 열응력(thermal stress)에 

의한 응력확 계수(KIT)의 합이 재료가 항하는 괴 항성(KIR)보다 작을 때 압력용기는 안

하다. 여기서 KIm = Mm(Ri P/T) 로 주어지며,  KIT는 미분방정식으로 계산된다.  이 때 압

력용기는 깊이 1/4t, 길이 3/2t 인 날카로운 결함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한다. 그리고 재료의 

KIR은 지 까지 시험으로 얻어진 값들(정 괴인성치:KIc, 동 괴인성치:KId,
 
균열정지 괴

인성치:KIa) 에서 가장 작은 값을 택하여 온도의 함수로 나타낸 것이며 ASME code, 

section XI, appendix G에 규정된 아래의 식으로 계산된다. 이 값을 재료의 괴 항성으로 

사용한다.

            KIR = 26.78 + 1.223 exp[0.0145 (T - ART + 160)] ksi(inch)
0.5          

(5)

  단,  KIR = RTNDT와 온도(T)의 함수인 기 응력확 계수(reference stress intensity factor)

다음, ASME code section XI, Appendix G 에 규정된 원자로 가열  냉각조건은 아래와  

같다.

                 C * KIm + KIT < KIR 
                                         

(6)

   여기서,   KIm = Stress intensity factor caused by membrane(pressure) stress.

             KIT = Stress intensity factor caused by the thermal gradients through 

                   the vessel wall.

             KIR = Reference stress intensity factor as a function of the metal

                   temperature T and the metal ART. 

             C  = 2.0 for Level A and Level B service limits for heatup and cool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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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 1.5 for hydrostatic and leak test conditions during which the reactor  

                   core is not critical.  

상기 식을 이용하여  가열  냉각 시 발생하는 용기 벽 내의 온도구배에 의한 열응력과 압

력에 의한 막응력, 그리고 가상결함(postulated flaw)에 한 이때의 KIT  KIm 를 계산한 

후, 허용압력(allowable pressures)을 결정한다.    

원자로 가열  냉각과정에서 냉각수 온도에 따른 허용압력의 계는 ASME code section 

XI, appendix G와 같이 용기 내부 1/4t와 3/4t 지 에 가상결함을 가정하고 계산한다. 이때 

정상상태와 가열조건, 그리고 정상상태와 냉각조건에 하여 각각 계산을 수행한 다음,  보

다 보수 인 측면을 고려하여 이 곡선들을 합성한다. 왜냐하면 상기 식으로부터 계산된 허

용압력은 가상결함 선단에서의 온도로부터 구한 값인 반면, 실제 발 소의 가열  냉각시

는 냉각수로부터 측정한 온도를 기 으로 압력을 조 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허용압

력을 과하는 경우도 발생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해서  가열  

냉각기간 동안 보수 인 운 조건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상과 같이 10CFR50, appendix G, IV, 2,  ASME section XI, appendix G에 따른 원자로 

압력용기 압력-온도한계조건 설정기 은 매우 보수 인 계산결과를 낳는다. 즉, ASME 

section XI, appendix G, 2120 요건에서는 원주방향 용 부의 원주방향 가상결함과 축방향 

용 부에 존재하는 축방향 가상결함까지 모두 고려하고, ASME section XI, appendix A의 

KIC가 아닌 KIR을 기 하여 압력-온도한계곡선을 설정하므로 보수 일 수밖에 없어 ASME 

Code 원회에서는 이러한 문제 을 고려하여 최근에 ASME Code case N-588
[10]

  

N-640
[11]

[code case N-641
[12]

(2000.1.17)로 통합]로써 발 소 별로 합리 인 압력-온도한계곡선

을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함에 따라 원자로용기 조사취화가 심각한 원  등은 새로운 code 

case를 용하여 압력-온도한계곡선을 생산함으로써 원자로 운  시 많은 운 여유를 확보

하고 있다.

번 원자력 2호기의 압력-온도 한계곡선 설정은 미국 Westinghouse사가 개발하여 

USNRC로부터 승인받은 WCAP-14040-NP-A, Revision 4, 차서
[7]

와 컴퓨터 코드인 

OPERLIM 5.2 code를 사용하여 계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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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압력-온도 한계곡선 결정

    가. 설  수압시험 (In-service Leak and Hydrostatic Tests)

        설  수압시험은 일정온도(isothermal condition)에서 수행되므로 KIT = 0 이다.  

설  수압시험의 한계조건은 다음과 같다.

                             1.5 KIm < KIR
                                     

(7)

여기서, 안 도는 1.5 를 취한다. USNRC SRP, NEUREG-0800, sec.5.3.2
[4]

, ASME code 

section III & XI, appendix G
[5]

  WRC-175
[8]

 의 요구조건에 의거 계산하 다.  계산결과는 

실제 운 조건에서의 온도  압력계기에서 발생되는 계기오차를 고려한 값이다. 계기오차

는 원자력 2호기 최종안 성분석보고서(FSAR)
[9]

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압력  온도계

기의 오차가 각각 60psig(4.2°Kg/cm
2
)와 10℉(5.6℃) 이다.

   나. 가열  냉각 과정(Heat-up and Cool-down Operation)

       정상상태의 운 조건에서 압력용기의 괴 험성은 가열  냉각조건에 따라  험

도가 달라진다. 따라서 압력용기에 온도와 압력이 작용할 때 냉각과 가열에 따라 각각 해석

을 달리 수행하여야 한다. 즉, 냉각조건의 경우에는 원자로 용기내벽에 균열이 존재할 때 압

력에 의한 응력과 온도구배에 의한 열응력이 동시에 인장으로 작용하고 성자조사에 의한 

향도 크므로 이와 반 인 외부균열보다 응력이 크게 작용한다. 한 가열조건일 경우, 용

기 내부균열에 하여 열응력은 압축으로, 막 응력은 인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용기 외부

균열보다 응력이 작게 작용할 수 있으나 성자 조사에의 향이 압력용기 내부 쪽이 외부

보다 심하므로 가열조건의 경우는 내․외부 균열에 한 평가를 동시에 수행한다. 

ASME code, section XI, appendix G에 규정된  가열  냉각 운 조건은 다음과 같다.

                         2 KIm +  KIT <   KIR                                 (8)

여기에서 상기 식 (8)의 조건은 압력에 2배의 안 도를 고려한 것이며, 열응력확 계수 K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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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computer를 이용하여 압력용기 벽두께 내의 온도분포를 해석한 후, 이에 따른 열응력을 

해석하여 구한다.

번 계산에는 100℉/hr, 60℉/hr의 가열조건과 20℉/hr, 40℉/hr, 60℉/hr  100℉/hr의 

냉각조건, 그리고 steady state 조건을 설정하여 압력용기 1/4t  3/4t 부 에서의 32EFPY

까지의 압력-온도 한계치를 각각 구하 다. 이 한계치로부터 정상운  상태의 원자로 냉각

조건을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으며, 가열조건은 그림 2에 각각 나타내었다. 한 그림 3  

그림 4는 48EFPY 까지를 참고로 수록하 다.

   다. 노심 운 (Core Operation)

       노심운 의 경우는 앞의 수압시험의 최하온도보다 같거나 높아야 하며, 한 가열 

 냉각시의 압력-온도 한계곡선보다 최소한 40
0
F(22

0
C) 이상이어야 한다. 

따라서 그림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가열조건을 가열속도 60℉/hr와 100℉/hr의 경우에 

하여 노심운 조건을 설정하 다. 여기서 그림 2  그림 4의 노심 운 조건은 원자력 

2호기 1차 냉각계통의 계기오차 값(압력: 60psig, 온도: 10℉)을 고려한 것이다.

그림 2의 노심운 조건은 32EFPY까지의 ART 값을 기 으로 계산한 것이며, 32EFPY를 기

으로 할 경우 온도-압력 한계곡선 생산을 한 원자로용기 모재재료의 ART 값은 압력용

기 1/4T와 3/4T 지 에서 각각  133.30℉  120.80℉가 된다. 이 값은 기 수행된 제4차 감

시시험에서 측된 ART 값인 117.47℉  104.61℉ 보다 약간 높으므로 번 제5차 계산결

과가 보수 인 운 곡선이라 할 수 있다.  

번 32EFPY에서의 설  수압시험조건, 가열  냉각조건, 그리고 노심 운 조건에 한 

세부 온도(℉)-압력(psig) 한계조건의 계산결과는 표 8  9와 같다. 아울러 제5차 감시시험 

결과로부터 설계수명 이후 48EFPY에서의 계산결과는 표 10  표 11에 수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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