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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여 기 업 명

국 제 공 동 연 구 상대국명 : 상대국 연구기관명 : 

위 탁 연 구 연구기관명 :경희대학교 연구책임자 : 장윤석

요약(연구결과를 중심으로 개조식 500자 이내로 작성합니다.) 보 고 서  면 수 280p.

◎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원자로용기의 장기가동 조사취화 안전성 보증을 위한 가압열충격 정밀평가 신기술 개발 및 국내 

고유 데이터베이스, 기술종합 플랫폼 구축

 Ÿ 국내 원전재료의 고선량 조사취화 특성 DB 확장 및 파괴인성 평가 신뢰도 향상

 Ÿ 원자로용기의 가압열충격 안전성 정량적 평가기술 개선 및 전산코드 개발 

 Ÿ 원전 합금강의 고온계통수 환경 피로균열성장속도 특성 자료 확보

◎ 주요 결과 요약

 Ÿ 제조공법이 다른 국산 원자로용기강 2종에 대한  80년 이상 가동 고선량 중성자 조사취화 특성시

험, 조사 취화특성 DB 확장 및 파괴인성 분포특성 정량평가. 국내 재료의 조사취화 시험데이터에 

기초한 한국형 조사취화 예측모델의 최적 파라메터 도출

 Ÿ 선행 PTS 평가코드 분석 및 해석모델간 특성차이 분석을 통해 국내 PTS 안전성 평가코드에서 

결정론적 파괴역학 파라미터들의 신뢰도 향상 기술배경을 확립. NRC/FAVOR, VISA 코드 분석결

과를 바탕으로 국내 재료 고유특성이 반영된 윈도우 기반 확률론적 PTS 평가 프로그램 

PROFAS-RV를 개발

 Ÿ 원전수 피로조건 변화에 따른 피로균열성장속도 시험 및 특성평가 자료 확보. 이를 통한 균열성장 

가속화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 및 피로인자 분석. 기존 S/S강의 피로균열성장속도 모델과의 비교를 

통한 한국형 표준원전 S/S강의 원전수환경 피로균열성장속도 모델 개발

색 인 어
(각 5개 이상)

한글
원자로용기, 가압열충격, 고선량, 환경피로, 조사취화, 피로균열성장속도, 

고온파손, 확률론적, 결정론적, 파괴인성, 마스터커브

영어
Reactor Pressure Vessel, Pressurized Thermal Shock, High Fluence, 

Environmental Fatigue, Fatigue Crack Growth Rate, High Temperature 
Failure, Probabilistic, Deterministic, Fracture Toughness, Master Cu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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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제 목

원자로용기 조사취화 안전성 보증기술 개발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원자로용기 재료에서는 핵반응에 의한 중성자조사에 의해 대표적 경년열화현상인 조사

취화가 발생한다. 원자로용기는 핵물질을 외부세계와 차단해주는 중심기기이며, 수명기간

동안 교체가 거의 불가능하므로, 가동 원전의 안전수명은 원자로용기의 경년열화 안전여

유도에 의해 결정된다고 말할 수 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급증한 일반 국민들의 원전 안전성에 대한 우려와 

관심은, 단순히 관련 법과 기술규정의 만족 이외로, 원전의 안전여유도에 대한 기술적 입

증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폐로가 결정된 국내 최초의 원전인 고리 1호기를 포함하여 현

재 우리나라에는 9기의 원전이 20년 이상 가동되고 있다. 2023년에 운영허가가 만료되

는 고리 2호기를 시작으로 이후의 원전들은 미국과 같이 40년 이상의 계속운전에 돌입할

지 여부를 결정해야하는 중요한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의 원자력 선발국에서는 60년 이상의 원전 장기가동 시대에 대비하여 원자

로용기의 고선량 조사취화 현상, 가압열충격 비상사고에 대응한 안전여유도 등 근본적인 

물음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기 위해 국제협력을 포함한 광범위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가동원전 25기와 다수의 원전수출을 진행 중인 우리나라가 원자력 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대내외적인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원전 경년열화의 기본인 원자

로용기의 조사취화 안전성 분야에서 국내 고유의 데이터베이스와 정밀평가 신기술 개발

을 위한 연구는 필수적이다. 

본 과제는 원자로용기의 중성자 조사취화 건전성 분야에 유일한 정부지원 연구개발과

제로서, 국내 고유의 데이터베이스 및 시험‧해석 기술 개발과 함께, 최신의 기술들을 국

내 산학연이 공유할 수 있도록 국가적 기술 인프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본 과제에는 원자로용기의 장기가동 조사취화 안전성 보증을 위한 가압열충격 정밀평

가 신기술 및‘ 국내 고유의 데이터베이스와 예측모델을 개발하고 최종적으로는 수요자 중심의 

기술종합 플랫폼을 구축하여 제공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

요 약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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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1. 국내 원전재료의 고선량 조사취화 DB 확장 및 파괴인성 평가 신뢰도 향상

⚫ 연구로를 이용한 국산 원자로용기강 2종에 대한 80년 이상 가동에 대응한 고선량 

중성자 조사취화 특성 시험평가 및 조사취화 특성 DB 확장

⚫ 국산 압력용기강의 파괴인성 분포특성 정량평가

⚫ 국내 재료의 조사취화 시험데이터에 기초한 한국형 조사취화 예측모델의 최적 파라

메터 도출

2. 원자로용기의 가압열충격 안전성 정량적 평가기술 개선 및 전산코드 개발

⚫ 선행 PTS 평가코드 분석 및 해석모델간 특성차이 분석을 통해 국내 PTS 안전성 

평가코드에서 결정론적 파괴역학 파라미터들의 신뢰도 향상 기술배경을 확립 

⚫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원자로용기 결정론적/확률론적 파괴역학 평가의 불확실성 저

감 및 정확도 향상 기술배경 확립

⚫ NRC/FAVOR, VISA 코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재료 고유특성이 반영된 윈도

우 기반 확률론적 PTS 평가 프로그램 PROFAS-RV를 개발

3. 원전 합금강의 고온계통수 환경 피로균열성장속도 특성 자료 확보

⚫ 원전수환경 피로실험 system 구축 및 원전수환경 피로특성 열화 확인

⚫ 원전수환경 피로조건 변화에 따른 국내 원전재료 피로균열성장속도 평가

⚫ Type 347 스테인리스강의 원전수환경 피로균열성장속도 예측모델 개발

Ⅳ. 연구개발결과 

1. 국내 원전 장기가동 PTS 안전성 해석기술 개발

⚫결정론적 파괴역학 응력강도 해석의 정확도 향상

본 연구에서는 원자로용기 건전성 평가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파괴역학 매개변수를 결정하

는 코드들 간의 차이를 비교분석하였다. OECD-NEA-IAGE group 주관으로 29개 참가기관

들이 수행하고 있는 K와 J의 해석적 평가법에 따른 벤치마크 결과 AFCEN 코드(RCC-MRx)

가 유한요소해석과 가장 잘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파괴역학 매개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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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확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된 RCC-MRx 코드를 기반으로 전산프로그램 3건을 개발하였

다. 또한, 최근 벨기에 Doel 원전에서 다수 발생되었던 라미나형 결함의 평가기법을 분석하여 

원전 장기가동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결함발생 형태를 사전에 평가할 수 있는 기술기반

을 마련하였다. 위와 같이, ASME 코드에 따른 평가법, RCC-MRx 코드에 따른 평가법, 라미

나형 결함에 대한 평가법들은 본 연구에서 개발한 원자로용기 확률론적 파괴역학 건전성 해석 

코드(PROFAS-RV)에 이식되어 다양한 형태의 원자로용기 파손확률 평가가 가능하도록 하였

다.

⚫국내외 확률론적/결정론적 파괴역학 안전도 평가 기술기반 분석

기존의 원자로용기 확률론적 건전성 평가의 불확실성을 개선하기 위한 선행연구로, 조사취

화로 인해 발생하는 원자로용기 파괴인성 저하 안전성 평가법으로 사용되는 국내외 (한국/미

국/일본) 확률론적 및 결정론적 파괴역학 평가법과, 관련 규정의 개선사항 및 확률론적 파괴역

학 평가코드들을 분석하였다. 또한 연방규제법 코드 (10CFR50.61a), PTS 사고에 대응하는 

파괴인성 요건 대안규정 (Alternative Requirements) 을 기반으로 PTS 안전 규제기준 만족

도 평가를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표준 절차화하였다.

⚫확률론적/결정론적 파괴역학 안전도 평가 전산 코드 개발

원자로 용기의 확률론적 파괴역학 안전도 평가를 위하여 NRC/FAVOR, VISA 코드 구조 분

석결과를 토대로 확률론적 평가코드 PROFAS-RV를 개발하였다. 유한차분법, 몬테카를로 시뮬

레이션을 통해 원자로용기의 파손확률을 계산하고 벽관통균열 발생빈도 (TWCF) 및 PTS 제한

값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PTS 평가 전산코드의 보유로 국내재료 DB 및 조사취화 예측모델 

등 국내 원전의 고유 특성을 반영한 평가가 가능하며 최신 기술을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하였

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다양한 변수에 대한 결정론적/확률론적 PTS 평가가 가능하며 정

상운전 및 비상사고에 대응한 파괴역학 안전도 평가 종합기술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원자로용기 파괴역학 안전성 종합 평가기술 구축

원자로용기 장기운전 및 PTS 안전성 평가의 신뢰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원자

로용기 형상, 재료물성, 조사특성, 파괴인성, 평가 규정 등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였다. 이러

한 데이터베이스는 원자로용기의 파괴역학적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PROFAS-RV 코드의 입

력자료로 활용되어 효율적인 안전성 평가가 가능하게 하였으며, PROFAS-RV 코드를 이용하

여 민감도 평가 및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는 연구를 수행하여 평가 기술의 수준을 향상시켰다. 

또한, 결정론적/확률론적 평가 절차와 규정 매뉴얼을 작성/제공함으로써 원자로용기 PTS 건전

성 평가를 위한 통합 기술 플랫폼을 구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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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형 원전 RPV강 고선량 조사취화 특성 평가, DB 구축 및 조사취화 예측모델 

개선

⚫한국형 원전 RPV 강 baseline 특성평가

한국 표준원전 RPV 강중 VCD 제강법으로 제작된 한국 표준원전 초기 원자로압력용기인 

한울 3호기와 VCD+Si+Al 제강법으로 제작된 APR 1400 개량 원자로압력용기강 소재를 사

용하여 중성자 조사전 특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인장, 충격, 파괴인성 시험결과, 전반적으로 

VCD+Si+Al 제강법이 사용된 최신 RPV 강의 특성이 초기 국산 RPV 강에 비해 우수한 것으

로 나타났다. J-R 파괴저항성은 최신 APR1400용 RPV 강의 특성이 한울 5호기 RPV 강의 

특성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형 조사취화 예측모델 개발

VCD (Vacuum-Carbon-Deoxidation) 정련법을 사용하여 제조된 초기 국산 압력용기강 

소재 중 대표소재인 한울 3호기 압력용기강 보존재 (archival material) 와 VCD+Si+Al 제강

법으로 제작된 APR 1400 개량 원자로압력용기 소재의 고선량 중성자 조사취화특성을 확보하

고자 각 소재에 대해 2개의 중성자 조사용 계장캡슐 13M-02K와 16M-01K를 제작하여 중성

자 조사시험 및 특성평가를 추진하였다. 13M-02K 캡슐은 30MW 출력의 하나로 OR5 조사

시험공에서 290oC의 조사온도로, 약 54일 (2주기 운전/1607.31 MWD) 동안 조사됨으로써, 

중성자 조사량이 최대 5.51×1019 (n/cm2) (E>1.0MeV) 에 도달되었다. 16M-01K 캡슐은 

OR4 조사시험공에서 13M-02K 캡슐과 동일하게 290oC의 조사온도로, 약 54일 (2주기 운

전) 동안 중성자 조사를 수행할 예정이다. 13M-02K 조사 시편에 대한 조사후 시험 결과, 초

기 국산 압력용기강인 한울 3호기 압력용기강의 조사취화 특성은 60년 이상 운전 조사량에 

해당하는 6.3⨯1019n/cm2의 고선량 조사후에도 충분히 안전성 기준 이상의 특성을 보이는 것

으로 판단된다.

⚫한국형 원전 초기 RPV 강 고선량 조사취화 특성 DB 구축

 국내 모든 경수로형 원자로 압력용기에 대한 48회에 걸친 감시시험 결과와 함께 연구용 

원자로 조사시험 결과를 정리 및 종합하였다. 또한 총 48개의 감시시험캡슐 평가결과를 대상

으로 각 발전소별 소재, 화학성분, 가동온도와 감시시험 캡슐별 조사위치, 조사량 그리고 수행

된 인장시험, 충격시험 결과를 정리하여 DB화하여 온라인 DB인 "MD-Portal"에 online DB 

형태로 포함시켰다.

⚫국내 원전 원자로용기강의 조사취화 예측모델 개발  

RPV 조사취화 현용 예측모델인 RG 1.99-Rev.2 및 10CFR50.61a의 모델을 분석하고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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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나라 감시시험결과에 맞게 최적화하였다. 기존 두 모델은 실제 감시시험 결과보다 조사취화

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10CFR50.61a를 개선한 모델은 감시시험 결과의 경향을 잘 

나타내었다.

3. 한국형 원전 RPV강의 실규모 재료특성 분포해석 및 확률론적 평가모델 개발

⚫표준원전 원자로용기강의 두께방향 특성평가

한국형 표준원전 초기 VCD 공법으로 제작된 OPR1000 원전 원자로압력용기 보존재와 

Si+Al 공법으로 제작된 APR1400 원전 원자로압력용기 소재를 이용하여 두께방향 위치별 인

장특성, 충격특성 및 천이영역에서의 파괴인성을 평가하고 불균일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확률평가 모델 개발을 위한 자료를 확보하였다. VCD 공법으로 제작된 소재의 경우, 전

체적으로 내부 표면쪽이 우수한 기계적 특성을 나타내었으며 외부표면으로 가면서 특성이 저

하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파괴인성은 기존 상용소재의 결과보다 우수한 특성을 나타내었으

나 충격특성은 다른 소재보다 다소 떨어졌다. 또한 충격시험에서는 위치에 따른 편차도 상당

히 크게 나타났다. APR1400 원전 원자로압력용기 소재에서는 인장, 충격, 파괴특성 모두 양

쪽 표면에서 우수한 특성을 보였으며, 중심부로 갈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두께방향 특성분포의 미세기구 영향인자 분석

냉각속도가 빠른 표면부분은 미세한 탄화물을 갖는 lower bainite 조직을 가지고 있었다. 

냉각속도가 느린 중앙으로 갈수록 두꺼운 lath를 갖는 upper bainite가 주로 생성되었으며, 

lath 사이의 탄화물의 크기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파면 및 파단면 분석을 통해서 조대한 

탄화물이 파괴개시점으로 작용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조대한 탄화물들을 정량화한 결과 내측

보다 외측에 더 많은 조대한 탄화물들이 분포해 있었고, 조대한 탄화물이 많이 분포된 영역에

서 파괴인성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충격특성은 조대한 탄화물의 양이 가장 적으며 조직

이 미세한 내부표면 부분이 가장 우수한 특성을 보였다. 탄화물들의 크기가 가장 크고 조대한 

upper bainite 조직을 지니는 1/4T의 충격특성이 가장 좋지 않았다. 

⚫국내 원전 RPV강의 파괴인성 정량분포 평가 모델 구축

파괴인성 데이터의 비균질성을 표면, 1/8T, 1/4T, 1/2T 등의 한국형 원전 초기 RPV강 소

재의 두께방향 위치별 파괴인성으로 대변하여 비균질 데이터의 산포를 정량화할 수 있는 바이

모달 마스터커브 방법을 파괴인성 평가에 적용하였으며 파라메터 추정 프로그램을 개발하였

다. 기존의 마스터커브 방법과 바이모달 마스터커브 방법으로 도출한 T0는 차이가 크지 않았

으나, 기존의 마스터커브 방법은 상한계와 하한계를 벗어나는 파괴인성 데이터의 산포를 적절

히 표현하지 못한 반면, 이봉분포를 사용하는 바이모달 마스터커브 방법은 이러한 데이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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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포를 더욱 잘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4. 원전 합금강의 고온계통수 환경 피로균열성장속도 특성 자료 확보

⚫347 스테인리스강의 원전수 환경에서의 피로균열성장 시험 

재료의 피로특성이 원전수 환경에서 열회되는 것이 밝혀짐에 따라 금속의 환경피로 문제가 

중요하게 되었다. 원자로 가동 중 균열이 발생한 구조물은 ASME Code Section XI에 따라서 

건전성을 평가해야 하지만, 스테인리스강의 경우에는 원전수환경에서의 피로균열성장속도 참조

곡선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실제 원전수환경에서의 피로실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피로시험기에 오토클래이브와 수환경 조절이 가능한 loop system 장착해 고온-고압의 원전수

환경에서의 피로균열평가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한국형 표준원전 가압기 밀림관에 사용되는 

347 스테인리스강을 원전수 환경에서 피로시험을 한 결과, 원전수 환경에서 피로균열 성장속

도가 가속화 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피로환경 변화가 균열성장속도에 미치는 영향

원전수환경과 하중반복속도 변화가 347 스테인리스강의 피로균열성장속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원전수의 pH, 용존수소, 용존산소와 피로하중반복속도를 바꿔가면서 

실험하였다. 이번 실험에서는 pH와 용존 수소의 변화는 피로균열성장속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반면에, 용존 산소와 하중반복속도의 변화는 피로균열 성장속도변화에 영향을 미쳤다. 용

존산소가 증가할 경우에 산화물의 생성량이 많아지고 그로 인해 수소유기균열 현상이 더 잘 

나타나기 때문에 피로균열성장속도가 증가하였다. 하중반복속도가 0.1Hz 이하로 감소하게 되

면 피로균열성장속도가 증가하는데, 하중반복속도가 느려질수록 균열선단이 수소유기균열에 더 

취약해져 피로균열성장속도가 가속화 되었다. 질소를 첨가하여 부식저항성을 향상시킨 Type 

347N 시편은 원전수환경 변화에도 피로균열성장속도변화가 크지 않은 것을 보여주어, 원전수

환경에서 더 우수한 피로균열 성장 저항성을 보여주었다. 

⚫347 스테인리스강의 피로균열성장속도 모델

원전수환경을 고려한 스테인리스강의 피로균열성장속도 모델들은 대부분의 발전소들에서 사

용되는 304, 316 스테인리스강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따라서 한국형 표준원전 가압기 밀림

관에 사용되는 347 스테인리스강의 피로균열성장속도가 반영되지 않은 모델이다. 따라서 한국

형 표준원전 가압기 밀림관에 사용되는 347 스테인리스강 고유의 원전수환경에서의 피로균열

성장속도 표준선도 모델이 필요하다. 347 스테인리스강의 다양한 피로실험 조건에서의 피로균

열성장속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ASME Code Case N-809의 스테인리스강의 PWR 환경에서

의 피로균열성장모델을 개선하여 347 스테인리스강의 피로균열성장속도 모델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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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국형 원전 원자로용기의 고온물성 DB 구축 및 원자로용기 하부 고온파손거동 평가

⚫한국형 원전 원자로용기강의 초고온 기계적 특성 및 열물성 평가

후쿠시마 사고에서와 같이 원자로 용융과 같은 중대사고 발생시 안전성 해석을 위해서는 원

자로용기의 고온손상에 대한 기계적 성질 data base 확보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 간접가

열 및 고주파 유도가열 시스템을 이용하여 1000℃ 이상의 고온 기계적성질 평가 실험장치를 

구축하였다. 새롭게 설계된 시험 치공구와 시험편을 활용하여 1300℃ 까지의 인장물성 확보에 

성공하였으며, Gleeble 장치를 이용한 인장시험과의 비교를 통해 신뢰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dilatometer를 이용하여 승온 및 냉각시 압력용기강의 상변태 온도를 평가하였다. TMA, 

DSC, LFA 실험 분석을 통해서 온도에 따른 열팽창계수, 비열, 열확산도와 같은 고온 물성해

석에 필요한 data base를 구축하였고, 기존의 SA508 Gr.3 강재의 열물성 자료도 조사하여 

비교하였다.

⚫중대사고시 원자로용기 하부 고온파손거동 평가

중대사고시 원자로용기 하부의 고온파손거동을 평가하기 위해, 확보한 고온물성자료와 참고

문헌을 통하여 원자로용기 고온 크리프 평가 방법론을 분석하여 고온 크리프 모델을 개선하였

다. 개선된 고온 크리프 모델을 이용하여 중대사고 조건에서의 원자로용기 유한요소해석을 통

하여 크리프 거동 고려 여부에 따른 영향 분석, 중대사고의 변수별 영향 분석 및 손상평가를 

통한 파손시간 예측을 수행하였다.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본 과제는 국내 원자력 산업 및 규제기술로 활용이 가능한 연구결과를 생산하는데 주

안점을 두어 추진되었다. 원자로용기 조사취화 안전성 보증기술을 제고함으로써 가동원

전의 안전성 보증뿐만 아니라 장기가동 원전의 설계수명 이상의 계속운전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기술적 기초를 제공하는데 많은 기여를 해왔다. 

본 과제에서 개발된 10CFR50.61a 압력용기 허용기준온도 평가 프로그램과 원자로 압

력용기의 확률론적 건전성 평가코드로 개발된 PROFAS-RV는 첨단 파괴역학적 기법을 

적용, 개별 원전이 가지고 있는 고유 통계자료를 사용하여 국내 원전의 안전성을 정량적

으로 제시하고 운전의 경제성을 동시에 제고하는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국내 원전에 대한 감시시험자료를 이용하여 개발된 한국형 조사취화 예측모델은 가동 

원전의 장기운전 조사취화 관리계획 및 수출형 원전의 국산 부품 품질보증 자료로 활용

될 수 있다. 이 결과는 원전 장기운전 안전성에 평가결과의 기술적 신뢰도를 향상하기 

위해 산업계와 규제기관에 공통 활용될 수 있는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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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347 스테인리스강의 원전환경 피로균열성장속도 종합평가 결과를 확보함에 따라 

국내 원전 부품의 환경피로 안전성 평가 기술기준을 마련하여 가동 원전 및 신규 원전의 

환경피로 수명현안 해결을 위한 대체 평가기술로 활용이 가능하다.

고선량 중성자조사 국산 압력용기강 조사취화 및 환경피로특성시험 DB는 국제 연구협

력을 통해 원자력 선진국들과 데이터 공유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지적자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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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Project Title

Development of Safety Assurance Technology against Radiation Embrittlement of 

Reactor Pressure Vessel

Ⅱ.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The neutron radiation embrittlement which is the primary aging degradation 

phenomenon must happen in the materials for reactor pressure vessels. The lifetime 

of an operating reactor could be determined by the safety margin of reactor 

pressure vessel because a reactor pressure vessel is the primary component which 

isolate the nuclear materials from the outside world and the replacement of reactor 

pressure vessel is practically impossible.

Nine nuclear power plants in Korea has been operated beyond 20 years. 

Furthermore, we are on the verge of additional life extension of Kori Unit 2 

beyond 40 years like some other nuclear power plants in USA.

The increased concerns on the safety of nuclear power plants which was busted 

by the  Fukushima accident in 2011 have required the more definite technical 

assurance of safety margin besides the observance of related laws and technical 

criteria.   

The extensive R&D programs including internationally collaborated researches have 

been pursued in the advanced countries with regards to nuclear technologies, 

those are USA and European countries, to suggest the solutions for the high-dose 

radiation embrittlement in RPV and the safety concerns relating with PTS events 

as a preparation for the extension of lifetime of nuclear reactors beyond 60 

years. The R&Ds for construction of our own database and development of 

sophisticated evaluation techniques for radiation embrittlement are indispensible 

to enhance the credibility and to be an advanced country with regards to nuclear 

technology. 

This research program, which is the only governmental R&D program in th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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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utron radiation embrittlement research field, takes a role of technical national 

infra. It enables a sharing of the top-notch nuclear technologies between industry 

and academia. 

The objectives of this research are the development of sophisticated evaluation 

techniques of PTS for a safety assurance against radiation embrittlement of RPVs, 

which is operated beyond design life, and the construction of Korean specific 

radiation embrittlement database and integrated technical platform. 

Ⅲ. Scope and Contents of Project 

1. Characterization and expansion of materials database for the domestic reactor 

pressure vessel steels after a high-dose neutron radiation and development of 

Korean reactor-specific radiation embrittlement prediction model

⚫ Characterization and DB expansion for domestic RPV steels after irradiation 

corresponding to beyond 80 years operation.

⚫ Quantitative evaluation of fracture toughness distribution in domestic RPV steel. 

⚫ Development of Korean reactor-specific radiation embrittlement prediction 

model 

2. Development of probabilistic/deterministic fracture mechanics PTS evaluation 

program

⚫ Establishment of technical background for improving the reliability of fracture 

mechanics parameters in the domestic computer code (PROFAS-RV) based on 

the analysis result of the existing PTS computer codes and analysis models

⚫ Establishment of technical background to reduce uncertainty and improve 

accuracy in deterministic/probabilistic failure evaluation of reactor vessel 

through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 Development of a window-based probabilistic PTS evaluation code, 

PROFAS-RV, that reflects the domestic material characteristics of reactor 

vessel,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of NRC/FAVOR and VISA computer 

codes analysis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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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evelopment of fatigue crack growth rate model for surge line piping 

material under primary water condition

⚫ Evaluation of the effects of fatigue conditions on fatigue crack growth rate 

under PWR water conditions.  

⚫ Development of fatigue crack growth rate model for Type 347 stainless steels 

under PWR water conditions.

⚫ Improvement of environmental fatigue crack growth for Type 347 stainless 

steels by nitrogen addition under PWR water conditions

Ⅳ. Result of Project

1. Development of the safety analysis technique against PTS events for 

long-term operation of domestic reactor vessels

⚫Improvement of accuracy of deterministic fracture mechanics analysis for 

stress intensity

For many design and ageing considerations, fracture mechanics is needed to 

evaluate the life of components with related fracture mechanics parameters. In 

this research, comparative overview was carried out for the fracture mechanics 

parameter estimation procedures which was proposed by different codes. ASME 

code estimated the fracture mechanics parameters more conservatively while 

RCC-MRx codes showed a good agreement with the FEA results. The 3 types of 

software for the assessment of fracture mechanics parameters based on RCC-MRx 

code were developed. It makes effective for conservative management and  

accurate assessment of reactor vessels. In addition, the evaluation technique for 

laminar type flaw, which is observed in Doel nuclear power plant, was analyzed 

and applied to PROFAS-RV PFM code.

⚫Analysis on the technical basis of domestic and foreign probabilistic/ 

deterministic fracture mechanics safety evaluation

As a pre-step for the improvement of uncertainty of conventional probabilistic 

assessment, domestic and international(Korea/Japan/USA) assessment proced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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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criteria as well as related guideline and computer codes for the radiation 

embrittlement of reactor vessel are compared and analyzed. A computer program 

AL-PTS for the assessment of safety analysis against PTS condition was developed 

based on US NRC regulatory guide, 10CFR50.61a.

⚫Development of computer code for probabilistic/deterministic fracture 

mechanics safety evaluation

A domestic computer code for the probabilistic fracture mechanics evaluation 

of RPV (PROFAS-RV) was developed based on review results of international and 

domestic computer codes(FAVOR, VISA and PREVIAS). Failure probability and 

through-wall crack frequency was calculated through the finite difference method 

and Monte Carlo simulation. RCC-MRx code as well as ASME code was applied 

to the calculation of stress intensity factors for high accuracy in the program. It 

is possible to update recent evaluation method, material DB and advanced 

radiation embrittlement prediction model to PROFAS-RV modules continuously.

⚫Establishment of comprehensive safety evaluation technology for reactor 

vessel based on fracture mechanics

In order to improve the reliability of reactor vessel for long-term operation and 

PTS safety evaluation, database of reactor vessel shape, material properties, 

irradiation characteristics, fracture toughness, regulation and standard document 

are constructed. These databases are used as input data of PROFAS-RV code that 

can perform probabilistic fracture mechanics evaluation of reactor vessel, and it 

enables performing safety evaluation of reactor vessel  efficiently. PTS　evaluation 

technique is also improved through the research on the sensitivity evaluation and 

reduction of uncertainty. Finally, the integrated technology platform for evaluating 

reactor vessel integrity under PTS was established.

2. Characterization of high dose radiation embrittlement of Korean-made RPV, 

establishment of DB and enhancement of embrittelment prediction models

⚫Base line characterization of Korea-made RPV steels

The pre-irradiation characterizations were performed for the early stage Korean 

made RPV steel of Hanul-3 which was made by VCD refining process and rec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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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V steel of APR 1400 reactor which was made by VCD+Si+Al refining process. 

As a result of tensile, impact and fracture toughness tests, the characteristics of 

the latest RPV steels using VCD+Si+Al steelmaking were found to be superior to 

those of the early Korean RPV steels. J-R fracture resistance is similar to that of 

RPV steel of Hanul-5 in the characteristics of the latest APR1400 RPV steel.

⚫High dose radiation embrittlement tests and evaluations of RPV steel for 

Korean Standard Nuclear Power Plant 

Two instrumented neutron irradiation capsules 13M-02K and 16M-01K were 

fabricated for the different materials and neutron irradiation test and 

characterization were conducted in order to ensure high-dose neutron irradiation 

embrittlement characteristics of the archival materiasl of pressure vessel of 

Hanul-3 which is the representative material of the early Korean-made pressure 

vessel steel manufactured by VCD (Vacuum-Carbon-Deoxidation) refining method 

and APR 1400 improved by VCD+Si+Al steelmaking. The 13M-02K capsules were 

irradiated at an irradiation temperature of 290°C in the OR5 irradiation hole of 

HANARO with 30 MW outputs for about 54 days (two cycle operation/1607.31 

MWD), so that the neutron irradiation dose was up to 5.51×1019 (n/cm2, E>1.0 

MeV). The 16M-01K capsules will be subjected to neutron irradiation for 

approximately 54 days (two cycles of operation) at an irradiation temperature of 

290°C in the same manner as the 13M-02K capsule in the OR4 irradiation hole. 

As a result of post-irradiation tests for specimens irradiated in 13M-02K capsule, 

the embrittlement characteristics of pressure vessels of Hanul-3, the early Korean 

domestic pressure vessels, were sufficiently good even after high-dose irradiation 

of 6.3⨯1019(n/cm2, E>1.0 MeV).

⚫Establishment of high dose radiation embrittlement characteristics DB for 

early Korean-made RPV steels

The results of 48 surveillance tests for all commercial reactor vessels in Korea 

were summarized and synthesized. In addition, the materials, chemical 

composition, operating temperature, survey location, irradiation dose for each 48 

surveillance obtained from tests results were collected and connected to 

MD-Portal in online DB form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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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of radiation embrittlement prediction model for RPVs of 

domestic reactors 

The radiation embrttlement prediction models of RG 1.99-Rev.2 and 

10CFR50.61a are analyzed and optimized for radiation embrittlement trend of 

RPV steels of Korean nuclear reactors. The existing models tended to 

underestimate the embrittlement beneath the actual surveillance test results, but 

the model which were optimized using 10CFR50.61a meet the trend of the 

surveillance test results.

3. Fracture toughness variability analysis and development of probabilistic 

evaluation model for Korea-made RPV steel.

⚫Evaluation of through thickness mechanical properties in RPV steels of 

Korean standard nuclear power plants

Mechanical properties such as tensile properties, impact properties, and 

fracture toughness of the domestic RPV steels manufactured by VCD and Si+Al 

processes were tested along thickness direction using RPV steels for OPR1000 and 

APR1400. And fracture toughness database was obtained for the characterization 

of inherent uncertainties from material inhomogeneity. In the case of OPR1000, 

inner surface generally shows better mechanical properties than outer surface. 

Although fracture toughness was superior than that of other commercial RPV 

steels, Charpy impact properties were not good as much as fracture toughness. 

In addition, there is huge fluctuation in Charpy test results along the specimen 

depth. In the case of APR1400, the tensile properties, impact toughness, and 

fracture toughness were excellent on both surfaces, and decreased toward the 

center.

⚫Microstructural analysis for characteristics of inhomogeneity in 

through-thickness properties

Surface region shows fine bainite structure with fine carbide distribution. 

Center region shows upper bainite structure with coarse inter-lath carbides. From 

the analysis of fracture surface, it is confirmed that coarse inter-lath carbides act 

as fracture initiation site. The quantification analysis data of coarse carbi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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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ws that outer part of RPV has lots of carbides and fracture toughness 

decrease as coarse carbides increase. The Charpy impact properties are superior 

at inner surface, having fine microstructure and fine carbides, and impact 

properties are poor at 1/4T, having coarse upper bainite and coarse inter-lath 

carbides.

⚫Establishing quantification model of material inhomogeneity effects on 

fracture toughness for domestic RPV steel

Four regions, the surface, 1/8T, 1/4T and 1/2T, were considered for the 

fracture toughness tests. To characterize material inhomogeneity effects, bimodal 

master curve approach was applied. The inhomogeneity owing to the extraction 

location and quenching rate was treated as random inhomogeneity. As a results, 

there was small difference of T0 values between bimodal and conventional master 

curve approaches, however, the bimodal master curve covered more KJC values 

(extended standard deviation) than that of conventional master curve.

4. Improvement of fatigue crack growth model under primary PWR water 

conditions for safety analysis

⚫Fatigue crack growth test of Type 347 stainless steels under PWR water 

conditions  

 Evaluation of fatigue properties under PWR water conditions is important 

because fatigue properties of metals are degraded in PWR water conditions. The 

integrity of nuclear power plant components which have cracks should be 

evaluated according to the ASME Code Section XI. However, in the case of 

stainless steels, reference curves of fatigue crack growth rate under PWR water 

conditions do not exist. Thus, fatigue crack growth rate test for stainless steels 

should be performed under PWR water conditions. For this, fatigue crack growth 

test system under PWR water conditions was constructed using uni-axial fatigue 

test machine, autoclave and water chemistry loop system. In this study, Fatigue 

crack growth rate tests of Type 347 stainless steels used in pressurizer surge line 

of nuclear power plant were performed under various PWR water conditions. 

Fatigue crack growth rates for Type 347 stainless steels were accelerated under 

PWR water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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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of environmental fatigue test conditions on fatigue crack growth rate 

In order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fatigue environments on fatigue crack 

growth rate, environmental fatigue tests were performed at different conditions; 

different levels of pH, dissolved hydrogen, dissolved oxygen, and load frequency. 

In this study, fatigue crack growth rates of Type 347 stainless steels were 

changed with levels of dissolved oxygen and frequency, but not with dissolved 

hydrogen and pH. Fatigue crack growth rate accelerated as dissolved oxygen level 

increased and load frequency decreased, because more hydrogen induced 

cracking occurred at crack tip. Nitrogen addition to Type 347 stainless steels 

increased corrosion resistance under PWR water conditions, also nitrogen added 

347N stainless steels showed better resistance to fatigue crack growth under PWR 

water conditions.

⚫Fatigue crack growth model for Type 347 stainless steels under PWR 

conditions

Almost fatigue crack growth models for stainless steels under PWR environment 

were determined from the database for 304 and 316 stainless steels mostly used 

in pipelines of nuclear power plants. Those models did not consider the fatigue 

crack grow rate of 347 stainless steels used in pressurizer surge lines of Korea 

standard nuclear power plants. Thus, fatigue crack growth rate model for 347 

stainless steels under PWR water conditions are needed. Based on the reference 

fatigue crack growth rate model in ASME Code Case N-809, modified reference 

fatigue crack growth rate model for Type 347 stainless steels were determined 

using the experimental crack growth rate database for 347 stainless steels under 

PWR water conditions.

5. Construction of high temperature property DB for RPV steel and high 

temperature failure analysis of RPV

⚫Construction of high temperature property DB for RPV steels in Korean NPP

After Fukushima accident in Japan, the safety analysis of severe accident like 

reactor core meltdown is being emphasized and consequently, there is growing 

need for database on high temperature mechanical properties which is essen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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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the safety analysis. Thus, mechanical test systems using indirect heater and 

high-frequency induction heating ares set up for the test at high temperature 

over 1000℃. Using newly-designed fixture, and specimen, high temperature 

tensile properties are successfully obtained up to 1300℃. Obtained high 

temperature data were confirmed by the comparison with tensile properties 

obtained from Gleeble test. From the dilatometer test, phase transformation 

temperature of RPV is estimated during heating and cooling. From TMA, DSC, 

and LFA tests, basic thermal properties like thermal expansion rate, specific heat, 

and thermal diffusivity are examined, and compared with reference data of SA508 

Gr.3. 

⚫High temperature failure analysis of RPV under severe accident condition

In order to evaluate the high temperature failure behavior of RPV lower head, 

the creep model was improved by analyzing the creep evaluation methodology 

through the obtained high temperature property data and references. By using 

this creep model, the effects of creep behavior, variables of severe accident on 

RPV integrity under severe accident condition were evaluated.

Ⅴ. Proposal for Applications 

This research program has focused on providing research results those are 

useful for nuclear industry and regulation body. Furthermore, the research results 

has been applied to provide technical basis for the extension of lifetime of 

reactors by enhancing the safety assurance technology against radiation 

embrittlement. 

Al-PTS, the PTS evaluation program in accordance with 10CFR50.61a and 

PROFAS-RV, probabilistic evaluation code can be used for suggesting safety margin 

of domestic reactors and enhancing the economic benefits of reactors. 

The Korean radiation embrittlement prediction model which was developed by 

using domestic surveillance data can be used for management plan for radiation 

embrittlement in long-term operating reactors and supporting data for quality 

assurance of components in reactors for exportation. The test results can be used 

by nuclear industry and regulatory body to enhance the credibility of safety 

evaluation results for long-term operation of re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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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mprehensive evaluation results for environmental fatigue crack growth rate 

in Type 347 stainless steel can be used as alternative evaluation technique to solve 

the environmental fatigue issue of operating reactors and planned reactors

The material databases of reactor pressure vessel steel after high fluence neutron 

irradiation and environmental fatigue in surge line material are the valuable 

intellectual resources for the collaborated research with the advanced countries 

with regard to nuclear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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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과제는 원자력기술개발사업 중 원자력안전분야의 조합형 대과제인 ‘장기가동 원전 

재료 안전성 향상 신기술 개발’ 중 제1 세부과제이다.

원자로용기의 장기가동 조사취화 안전성 보증을 위한 국내 원전재료의 고선량 조사취

화 특성 DB 확장 및 파괴인성 평가 신뢰도 향상, 원자로용기의 가압열충격 (Pressurized 

Thermal Shock, PTS) 안전성 정량적 평가기술 개선 및 전산코드 개발, 원전 합금강의 고

온계통수 환경 피로균열성장속도 특성 자료 확보를 통해 가압열충격 정밀평가 신기술 개

발 및 국내 고유 데이터베이스, 기술종합 플랫폼 구축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원자로용기 재료에는 핵반응에 의한 중성자조사에 의해 대표적 경년열화현상인 조사취

화가 발생한다. 원자로용기는 핵물질을 외부세계와 차단해주는 중심기기이며, 수명기간동

안 교체가 거의 불가능하므로, 가동 원전의 안전수명은 원자로용기의 경년열화 안전 여유

도에 의해 결정된다고 말할 수 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급증한 일반 국민들의 원전 안전성에 대한 우려와 

관심은, 단순히 관련 법과 기술규정의 만족 이외로, 원전의 안전여유도에 대한 기술적 입

증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폐로가 결정된 국내 최초의 원전인 고리 1호기를 포함하여 현

재 우리나라에는 9기의 원전이 20년 이상 가동되고 있다. 2023년에 운영허가가 만료되

는 고리 2호기를 시작으로 이후의 원전들은 미국과 같이 40년 이상의 계속운전에 돌입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의 원자력 선발국에서는 60년 이상의 원전 장기가동 시대에 대비하여 원자

로용기의 고선량 조사취화 현상, 가압열충격 비상사고에 대응한 안전여유도 등 근본적인 

물음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기 위해 국제협력을 포함한 광범위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25기의 원전을 가동하고 있으며 해외 원전건설을 차세대 고부가 가치 산업

으로 성장시킬 계획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원자력 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정

립하고, 대내외적인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원전 경년열화의 기본인 원자로용기의 조

사취화 안전성 분야에서 국내 고유의 데이터베이스와 정밀평가 신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

개발이 필수적이다. 

이 보고서는 ‘장기가동 원전 재료 안전성 향상 신기술 개발’ 대과제의 세부과제인 ‘원

자로용기 조사취화 안전성 보증기술 개발’ 과제에서의 1단계 3년(2012.3.1 – 2015.2.28)과 

2단계 2년(2015.3.1 – 2017.2.28.)간의 연구결과를 종합한 것으로 국내원전 장기가동 가압

열충격 안전성 해석기술 개발, 한국형 원전 RPV강 고선량 조사취화 특성평가, DB 구축 

및 조사취화 예측모델 개선, 한국형 원전 RPV강의 실규모 재료특성 분포해석 및 확률론

1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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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평가모델 개발, 원자로용기의 고온물성 DB 구축 및 하부 고온파손거동 평가, 원전 합

금강의 고온계통수 환경 피로균열 저항특성 평가 연구결과를 종합하였다. 본 연구와 관련

한 공개성과물인 논문, 산업재산권과 산업 현장 등에 기술지원실적 목록은 부록으로 수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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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국외 기술개발 현황

전세계적으로 40년 이상 조사량을 갖는 원자로재료의 조사취화 시험 자료는 많지 않으며 실

험로의 중성자 조사 시험결과에서는 고선량 조사량에서 일부 재료가 새로운 미세기구에 의해 

취화가 가속될 수 있다는 보고들이 있다. 또한 원자단위의 미세변화를 관찰할 수 있는 장비들

이 개발됨에 따라 기존의 취화이론에 수정이 필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기적 취화 예측모델의 

수정작업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미국, 일본을 중심으로 고선량 조사취화 시험결과 

데이터베이스의 확장 사업이 추진 중이다. 

미국 DOE에서는 원전의 장기가동 신뢰도, 생산성, 안전성, 보안성 문제를 해결하고 현재 

가동 원전의 운전수명을 60년 이상으로 연장하기 위한 기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경수로 

지속가능성 (Light Water Reactor Sustainability (LWRS)) 프로그램을  20년 예정으로 

2010년부터 시작하였다. 지난 수십 년간 조사취화의 메카니즘의 이해에 괄목할 만한 발전이 

있었으며, 샤르피 천이온도 모델이 수립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모델을 비롯한 조사손상에 대

한 이해의 정도는 현재까지도 완전하게 정량적이지 못할 뿐 아니라, 원전의 장기가동 규제 측

면에서 잠재적인 중요한 변수들과 문제점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U.S.NRC는 원자로용기의 조사취화로 인한 가압열충격 안전여유를 결정하는 screening 

criteria 10CFR50.61의 기술배경이 불합리하다는 판단 아래 지난 10년간 최신의 기술을 적

용한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수정된 규정 10CFR50.61a를 2010년도에 발간하였다. 새로운 규

정에는 조사취화 예측모델이 수정되었으며 비파괴검사 결과, 최소한의 요건이 만족되면 사업

자의 선택에 따라 기존 10CFR50.61을 대체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미국은 원전의 80년 이상 장기가동에 대비하여 원자로용기 및 부품의 중성자 조사취화 건전

성을 원점에서부터 재확인하는 중장기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DOE에서는 2009년에 

LWRS(Light Water Reactor Sustainability) R&D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으며, EPRI는 

2012년도부터 LTO(Long Term Operation) R&D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두 프로그램에서 

관련 연구분야는 각각 “Materials Aging and Degradation, MAaD”와 “Primary System 

Metals Aging”으로서 원자로 재료의 장시간 사용에 의한 열화문제를 모두 첫 번째 이슈로 다

루고 있다. 

일본의 조사취화 평가방법은 미국 RG1.99 rev.2를 바탕으로 1991년에 제정되었다

(JEAC4201-1991). 그동안 여러 차례 개정이 되었으며 최근에는 2007년에 CRIEPI에 의해 

2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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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된 새로운 식이 도입되어 개정되었다. 개정된 식에는 그동안 확장된 감시시험결과와 최근 

확인된 새로운 취화기구에 대한 개념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일본의 감시시험 결과도 주로 40

년 수명에 대한 결과만 확보하고 있어서, 60년 이상의 수명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 새로운 식

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유럽연합에서는 대형 구조물에 대한 건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유럽의 공동 연구 프로젝트인 

NESC를 1993년에 시작하였다. 90 개의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European Commission's 

Joint Research Center 가 관리를 하고 있다. 참여기관은 원전운영, 제작, 규정, 유지보수, 

그리고 연구를 담당하는 각 분야의 전문기관들로 구성되어 있다. 

NESC-I, NESC-II 프로젝트에서는 압력용기의 가압열충격에 대한 모사 연구가 수행되었고 

2001, 2003년에 종료되었다. NESC-III에서는 난류 조건에서의 배관 열피로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NESC-IV에서는 ORNL에서 수행되었던 HSST (Heavy Section Steel 

Technology) 에서의 2축 십자형시편 시험에 대한 추가 연구가 수행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정

상운전이나 PTS 상태에서 압력용기에 가상의 얕은 균열이 있는 것으로 모델링하였다. 균열에 

작용하는 응력은 실제 용기에 작용하는 다축하중의 조건을 적용하고자 하였다. 

또한, European Atomic Energy Community 산하의 European Commission에 의해 

VOCALIST (Validation of Constraint Based methodology in Structural Integrity) 연

구가 진행되어 2006년도에 완료되었는데, VOCALIST 의 연구 배경은 소형 시편과 다른 거동

을 보이는 압력용기의 파괴거동에 대하여 균열 선단의 응력, 변형율, 그리고 소성변형에 대한 

구속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였다. 2015년부터는 Horizon 2020 (과거 Frameworks 

Program 8(FP8)) 프로그램의 산하에 SOTERIA 프로젝트를 신설하여 원전의 장기가동에 따

른 원자로 구조재료의 조사거동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선행 연구 프로젝트였던 

LONGLIFE와 PERFORM60에 이어서 SOTERIA에서는 flux 효과, 고선량 효과, 감시시험 및 

조사취화 예측의 불확실성 및 금속학적인 불균질성을 고려한 압력용기의 잔여 수명 예측에 대

한 연구를 통하여 원자로 압력용기의 안전한 장기가동에 필요한 중요 key 이슈들을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AGE60+ 프로그램도 열취화 및 파괴역학 건전성 평가기술의 진

보를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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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국내 기술개발 현황

국내에서 원자로용기의 조사취화에 대응한 건전성 실험연구는 대부분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수행되었으나, KAERI의 시험결과를 기초로 전산해석을 통해 원자로용기의 안전여유도를 평가

하는 업무분야에서는 KAERI 뿐 아니라 KINS, 한수원중앙연구원, KEPCO E&C, 성균관대학

교 등 여러 기관이 협력하여 연구를 수행해 왔다. 이 과정에서 미국에서 개발된 확률론적 파

괴역학 해석 코드를 국내 실정에 맞게 수정하고, OECD/NEA 및 IAEA에서 주관하는 PTS 전

산해석 round robin 연구에도 국내 컨소시움 형태로 참여하는 등 기술발전을 지속적으로 유

지하여왔다. 

2000년대 초에는 한수원중앙연구원이 한수원의 기술용역사업으로 고리1호기 계속운전을 위

한 원자로용기의 확률론적 안전성평가를 수행하였으나, 당시 기술의 성숙도와 해석절차의 불

확실성 때문에 규제기관의 안전성 심사에 직접적으로 활용되지는 못하였다.  

우리나라는 원자로재료의 조사효과 시험연구의 인프라가 약하고, 투자도 상대적으로 빈약하

다. 초창기 외국에서 수입된 원자로재료의 경우는 대부분 도입국의 취화모델을 따르고 있으나, 

한국 표준형 원전재료의 조사취화 및 파괴특성 모델은 외국 자료와 잘 맞지 않아 우리재료 고

유의 DB 및 모델이 필요하다. 

가압열충격 등 비상사고에 대한 파괴역학 안전성 평가를 위해서는 재료물성의 불확정성, 파

괴인성 시험평가 및 실구조물 균열 안정성 평가 기술의 불완전성 등이 정량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결정론적으로 불확실성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기술과 검증 데이터의 개발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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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국내 원전 장기가동 PTS 안전성 해석기술 개발

1. 결정론적 파괴역학 응력강도 해석의 정확도 향상

가. 서론

원자로 압력용기는 원전에서 가장 중요한 기기중 하나로서 구조물의 파괴를 일으키는 인자

를 정량화한 학문체계인 파괴역학을 도입하여 원자로 압력용기의 안전성에 대한 기술기준을 

마련하고 수명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외부응력에 대한 균열진전력과 구조물(재료)의 균열저항

력을 균열 주위의 응력, 변형률 상태 및 파괴조건과 비교하게 되는 안전성 평가에서는 구조물

의 응력확대계수(K), J-적분값과 같은 파괴역학적 매개변수들을 사용한다. ASME B&PV 

Section XI, R6 Rev. 4, RSE-M, RCC-MRx Appendix 16, API 등의 코드에서 다양한 결

함과 하중조건을 고려한 파괴역학 매개변수 결정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들을 이용할 경우 구

조물의 결정론적 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코드를 사용하여 결정된 파괴역학 매

개변수간의 차이가 결정론적 파괴역학 평가를 다수 수행해야하는 확률론적 파괴역학 평가로 

전환될 경우 구조물의 파손확률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보다 신뢰

성 높은 수명 평가를 위해서는 정확도 높은 파괴역학적 매개변수를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결

정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OECD-NEA-IAGE Group의 주관으로 파괴역학 매개변수를 결정할 수 있는 

다양한 코드들을 적용하였을 때, 같은 문제에 대하여 각 코드로부터 도출된 파괴역학 매개변

수의 차이를 비교분석하는 국제공동연구를 수행하였다. 총 29개 기관이 참여하였으며, 균열의 

크기 및 방향, 하중조건, 재료물성 변화에 따라 다양한 형상 (배관, 평판, 엘보우, 용접부) 에

서의 응력확대계수 및 J-적분값을 구하여 비교분석하도록 하고 있다. 국제공동연구의 기술적 

연구테마와 고려된 형상은 표 1과 그림 1에 각각 나타내었다. 또한, 최근 벨기에 Doel 원전

에서 다수 발견되었던 라미나형 결함에 대한 파괴역학적 평가법을 분석하였다.

나. 균열평가법에 따른 파괴역학 매개변수의 차이 비교

국제공동연구에서 제시된 문제들에 대하여 RCC-MRx Code의 응력확대계수 및 J-integral 

3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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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절차에 따라 각 케이스별 계산결과를 도출하였다. Task 1 (11개 케이스) 에서는 ASME 

Sec. XI App. A, App. C, RCC-MRx 코드에 의한 계산결과와 별도로 유한요소해석을 수행

하여 응력확대계수값을 비교분석하였다. Task 2~3 (56개 케이스), Task 4 (62개 케이스) 에

서는 다양한 균열에 대한 자세한 파괴역학 매개변수를 계산할 수 있는 RCC-MRx A16 코드

를 사용하였으며, J-integral 값 계산에는 균열형상과 하중조건을 고려하여 비교적 간단히 참

조응력을 계산할 수 있는 EPS 옵션을 선택하였다. EPS 옵션 사용시 열하중에 의한 파괴역학 

파라메터의 계산 방법으로는 Kth2 상수를 사용하였다. 보수성을 고려하여 표면결함의 경우 결

함의 하부점과 표면점의 응력확대계수 중에서 큰 값을 결과값으로 채택하였다. Task 5 (11개 

케이스) 와 Task 6 (28개 케이스) 에서는 내재결함의 경우 RCC-MRx 코드를 사용하였다. 그 

외의 용접부와 PTS 과도상태에 따른 압력용기 또는 배관 균열선단의 응력확대계수 및 

J-integral 값은 ASME 또는 RCC-MRx Code를 사용하기에는 매우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거나 구체적인 평가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였

다. 유한요소해석에 사용한 프로그램은 ABAQUS Ver. 6.10이며 3차원 탄성/탄-소성 해석을 

수행하였다. 그림 2는 해석에 사용된 대표적인 유한요소모델들을 나타낸 것으로서 대칭성을 

이용하여 1/4만 모델링 하였으며, 20절점 요소(20-node brick element)를 사용하여 요소망

을 구성하였다. PTS 과도조건에서는 내압에 대한 인장력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였다. 

Task 1에 해당하는 “탄성응력확대계수 비교”에서는 ASME Sec. XI App. A, App. C 및 

RCC-MRx App. 16을 이용해 배관 및 열응력을 받는 평판에 대한 응력확대계수 비교평가를 

수행하였다. 그림 3은 대표적인 케이스 (원주방향 내부 표면결함)에 대하여 각 코드에 따른 결

과차이를 나타낸 것으로 유한요소해석 결과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각 기관들이 사용한 코드

별로 결과 값의 차이가 매우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ASME Sec. XI App. A의 경우 

단순평판을 기초로 한 선형응력성분을 이용함으로써 배관에 대해 보수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ASME Sec. XI App. C는 App. A보다 비보수적이었으나 형상적용기준의 

한계성으로 다양한 형상 및 조건에서의 응력확대계수를 적절히 예측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고려된 코드 중 R6 Code와 RCC-MRx Code가 유한요소해석 결과와 가장 잘 일치하

였고 JSME 코드는 전체적으로 비보수적으로 예측하였으나 그 차이는 최대 -10% 정도였다.

 Task 2~3는 실린더의 다양한 결함형상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모두 고려할 수 있

는 RCC-MRx 코드를 사용하였다. 국제공동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다른 참가자들이 사용한 코

드의 비율을 살펴보면, Task 1의 응력확대계수 계산에는 ASME 코드는 약 22%, AFCEN코드

는 약 39% 사용하였으나 Task 2의 J-integral 값 계산에서는 J-integral 값에 대한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지 않고 있는 ASME 코드는 사용되지 않았다. Task 2에서는 AFCEN 코드를 약 

57%, R6 코드를 약 22% 사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국제공동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평

판, 실린더, 엘보우, 용접부, PTS 조건들에 대한 모든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는 코드는 

AFCEN 코드, R6 rev. 4, API 코드 등으로 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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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k 2~3 분석결과, AFCEN 코드가 유한요소해석 결과와 가장 잘 일치함을 보였으며, 그 

차이는 원주방향 결함에 대해 -10%~45%, 축방향 결함에 대해 0~80%였다. JSME 코드는 

Task 1과 같이 원주방향 결함에 대해 J-integral 값을 약 20% 정도 작게 예측하며 비보수성

을 보였으나, 축방향 결함에 대해서는 매우 작은값을 도출함으로써 실제 다양한 문제의 

J-integral 값 계산에서 차이가 컸다. 그림 4는 원주방향 결함, 기계적 하중조건에서의 각 코

드의 결과를 비교한 대표적인 결과로 BS7910으로 계산된 J-integral 값이 유한요소해석 결과

와 비교하여 가장 큰 차이를 나타내었다. Task 4~6는 엘보우의 균열, PTS 조건에 대한 해

석, 용접부의 균열 해석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 고려하고 있는 원자로 압력용기의 건전성 평가

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Task 5의 PTS 조건에 대한 대표적인 해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Task 

5에서 주어진 열과도상태 (thermal transient) 를 하중입력조건으로 사용하여 a=12, 

a/c=1/3인 클래드 균열에 대한 균열 최심점 및 표면에서의 탄성, 탄소성 해석 결과를 표 2에 

나타내었다. 과도상태 초기에 탄성과 탄소성 해석의 차이는 미미하지만, 약 1000 초가 지난 

후 이들의 차이가 탄성과 탄소성 재료거동에 따라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최심

점에서의 응력확대계수 최대값이 표면에서의 값보다 크지만, 클래드의 열응력에 의해 표면점

에서도 최심점의 응력확대계수에 근접하는 상당히 높은 값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다. RCC-MRx 기반 균열 파괴역학 해석 프로그램 개발

결정론적 파괴역학 응력강도 분석을 통하여 RCC-MRx 코드가 유한요소해석과 가장 적합한 

결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 있는 확률론적 파괴역학 안전도 평가 전

산프로그램에 비교적 정확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된 RCC-MRx 코드를 적용하기 위해 별도의 

전산프로그램을 그림 5와 같이 작성하였다. 실린더 배관의 관통균열 파괴역학 해석 프로그램, 

부분관통균열 파괴역학 해석 프로그램, 엘보우균열 파괴역학 해석 프로그램을 엑셀 Visual 

Basic 기반으로 작성하였으며 프로그램 등록을 완료하였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다양한 

균열 형상 및 하중조건에 대하여 실린더 배관, 엘보우균열의 응력확대계수와 J-integral 값을 

비교적 간단히 계산할 수 있다.

라. 라미나형 결함 파괴역학적 평가기법 분석 및 적용

상기에서 기술한 결함들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부분관통균열과 관통균열에 대한 파괴역학

적 매개변수(K, J) 도출방법들이다. 최근 벨기에 Doel 원전의 원자로용기 내부에는 내벽에 평

행한 형태의 라미나형 결함들이 다수 발견되어 장기가동시 원자로용기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을 심도있게 분석해야하는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 결함의 평가법은 중앙부에 관통균열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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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형태의 응력확대계수 계산법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그림 6과 7, 표 3을 이용하여 반경방

향의 응력과 균열이 평면과 접한 각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반경방향 결함의 압력에 대한 응력 : 

 


















(1)

반경방향 결함의 열에 의한 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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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응력확대계수는 다음과 같다. 

 cos (4)

 sin cos (5)

라미나형 결함에 대한 평가는 본 연구에서 개발한 결정론적/확률론적 파괴역학 해석프로그

램인 PROFAS-RV에 적용되었으며, 이 전산코드를 통해 라미나형 결함이 원자로용기에 발생

했을 때 파손확률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 요약

본 연구에서는 원자로용기 건전성 평가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파괴역학 매개변수를 결정하

는 코드들 간의 차이를 비교분석하였다. OECD-NEA-IAGE group 주관으로 29개 참가기관

들이 수행하고 있는 K와 J의 해석적 평가법에 따른 벤치마크 결과 AFCEN 코드(RCC-MRx)

가 유한요소해석과 가장 잘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으며, 이를 원자로용기 건전성 평가시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ASME 코드에 따른 계산법과 병행하여 평가한다면 평가대상의 보

수적 평가뿐만 아니라 정확도 높은 평가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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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벨기에 Doel 원전에서 다수발생되었던 라미나형 결함의 평가기법을 분석하여 원전 장기가

동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결함발생 형태를 사전에 평가할수 있는 기술기반을 마련하였

다. 위와 같이, ASME 코드에 따른 평가법, RCC-MRx 코드에 따른 평가법, 라미나형 결함에 

대한 평가법들은 본 연구에서 개발한 원자로용기 확률론적 파괴역학 건전성 해석 코드

(PROFAS-RV)에 이식하여 다양한 형태의 원자로용기 파손확률 평가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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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Task presentation and scope of BENCH-KJ

Task Loading condition and crack geometry

Elastic KI Evaluation (Task 1)

Ø Simple cases on cracked pipes under 
mechanical loadings
Ø‘exponential’ stress distribution relevant 

of thermal loading

J Calculation for Surface Cracks 
in Pipes (Task 2)

Ø Single mechanical load
Ø Combined mechanical load
Ø Thermal(+mechanical) load

J Calculation for Through-wall Cracks in Pipes (Task 3)

J Calculation for Surface Cracks 
in Elbows (Task 4)

Ø Single mechanical load
Ø Combined mechanical load
Ø Thermal(+mechanical) load

Particular Cases (Task 5)

Ø Imposed displacement loading 
condition
Ø Embedded cracks
Ø Underclad cracks
Ø Through clad cracks

Consequences of welds (Task 6)

표 2. Stress intensity factors for clad defect under PTS condition (a=12, a/c=1/3)

t Point A (Deepest Point) Point B (Surface Point)
KI KI,cp KI KI,cp

0 22.69   22.69   16.75   16.94   
50 18.14   18.21   13.74   14.16   

100 15.28   14.35   11.97   11.66   
300 18.52   18.53   15.66   16.10   
520 22.96   23.32   19.94   21.40   
600 27.70   27.88   25.23   28.07   
700 36.23   36.07   33.66   38.92   
740 39.88   39.25   37.21   42.03   
800 46.69   44.76   43.96   46.37   

1000 66.91   60.98   63.17   56.98   
1300 81.76   72.69   77.14   63.63   
1800 84.36   74.41   80.45   64.20   
2800 66.13   56.17   66.81   49.55   
3800 49.99   40.02   54.51   35.01   
4800 38.33   28.35   45.56   21.23   
6300 21.82   11.76   31.8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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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Geometric Factor F for the Through-Wall Crack in the Center of a Plate

a/b=a/w F(a/b)
0.0 1.0000
0.1 1.0060
0.2 1.0246
0.3 1.0577
0.4 1.1094
0.5 1.1867
0.6 1.3033
0.7 1.4882
0.8 1.8160
0.9 2.5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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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Various geometries considered in BENCH-KJ (plate, cylinder, elbow and etc.)

그림 2. Typical 3-D FE meshes for elastic/elastic-plastic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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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Codes comparison for the case K1 (Task 1)

그림 4. Codes comparison for the cases of C1~C9 - circumferential defects/mechanical 

loading (Task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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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Layout of K/J fracture mechanics analysis program for cracked cylinder and elbow 

based on RCC-MRx code

그림 6. Description of Laminar F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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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Slanted Angle of Laminar Flaw

그림 8. A Through-Wall Crack in the Center of a P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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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외 확률론적/결정론적 파괴역학 안전도 평가 기술기반 분석

가. 서론

원자로 압력용기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압열충격에 대하여 압력용기가 충분한 안

전성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야 한다.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개별적 원전의 확률론적 가압열

충격 평가를 수행한 결과 이 심사기준온도가 보수적으로 결정되었다는 결과가 발표되어 왔다. 

2010년도에 발간된 10CFR50.61a에서는 10CFR50.61의 심사기준온도에 대한 보수성을 낮추

어 원전사용자에 대한 운전여유를 제공하였다. 이처럼 개별 원전에 대한 확률론적 가압열충격 

평가기술은 개별 원전이 가지고 있는 충분한 통계적 자료를 사용하고 발전된 파괴역학적 기법

을 적용함으로써 원전의 안전성을 정량적으로 제시하고 운전에 대한 경제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원전의 안전성 평가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기반 연구로 원자로 압력용

기 가압열충격의 확률론적 파괴역학 기법에 대한 국내외 연구현황을 정리하였으며, 최근 발간

된 10CFR50.61a에 따른 심사기준온도 평가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나. 확률론적/결정론적 파괴역학 평가절차

가압열충격 (Pressurized Thermal Shock, PTS) 등 비상사고에 대한 원자로 압력용기 안

전성 평가는 확률론적 및 결정론적 파괴역학 방법을 이용하여 수행된다. 확률론적 파괴역학에

서는 입력자료의 분산을 고려한 통계적 분석을 통하여 파손확률을 평가하고, 결정론적 파괴역

학에서는 물리량의 하한값 또는 상한값 등의 대표값을 사용하여 파손여부를 평가한다. 두 평

가법 모두 시험자료와 변수의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확률론적/결정론적 예측모델

의 불확실성을 최대한 줄이는 기술과 신뢰성 있는 데이터의 개발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

는 이러한 불확실성을 개선하기 위한 선행연구로, 조사취화로 인해 발생하는 원자로용기 파괴

인성 저하 안전성 평가법으로 사용되는 기존의 국내외 (한국/미국/일본) 확률론적 및 결정론적 

파괴역학 평가법과, 관련 규정의 개선사항 및 확률론적 파괴역학 평가코드들을 분석하였다.

(1) 미국의 원자로압력용기 평가 기술

1982년에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 (U.S.NRC) 는 조사취화 현상에 대한 원자로압력용기 건

전성과 관련하여 SECY-82-465에 RTNDT에 근거한 허용기준온도를 제시하였으며, 규정 및 

평가방법으로 10CFR50.61, Regulatory Guide 1.154 및 1.99가 제정되었다[1,2]. 

10CFR50.61에는 감시시험 프로그램으로부터 얻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한 압력용기의 PTS 규

제를 요구하고 있으며, 그 제한값을 축방향 용접부, 판재, 단조재의 경우 270°F, 그리고 원주



- 65 -

방향 용접부에 대해서는 300°F로 제시하고 있다. RG 1.154에서는 PTS 평가에서 허용기준온

도를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원전 개별 재평가 방법을 제시하며 심사기준으로 관통균열이 발

생할 빈도 (TWCF) 를 5x10-6/reactor year로 지정하였으나 2011년 초 삭제되어 새로 발간

된 10CFR50.61a에 이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켰다. 

PTS 평가에 주로 사용되는 기존의 10CFR50.61의 경우 (1) 매우 단순화된 원전의 비정상

운전 상태, (2) 운전원의 신뢰성에 대한 저평가, (3) RTNDT 값의 보수적인 결정, (4) 실제보다 

과장된 크기 및 분포의 결함, (5) 압력용기 전체를 취화한 상태로 가정, (6) 압력용기 전체가 

최고의 중성자 조사를 받았다는 가정 등을 취함으로서 매우 보수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NRC는 이러한 보수성을 고려한 개정 연구결과인 NUREG-1874 보고서를 발간하

였고 새로운 PTS 평가방법 및 제한값을 10CFR50.61a로 제시하게 되었다. 10CFR50.61a에

서는 TWCF가 1x10-6/reactor year일 때의 PTS 기준온도를 압력용기 두께별로 축방향/원주

방향 용접부, 판재, 단조재 (w, w/o under clad cracks) 로 나누어 세부적으로 제시하였다. 

그림 1은 SECY-82-465 와 이 평가의 보수성 고려하여 새롭게 제정된 10CFR50.61a의 근간

인 NUREG-1874의 TWCF를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이와 같은 PTS를 확률론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확률론적 위험도평가 (PRA), 열유체 해

석, 확률론적 파괴역학 해석(PFM)을 수행해야 한다. 관련 프로그램으로는 국외 VISA-II, 

FAVOR가 대표적이며, 국내에서는 RVIES, R-PIE, PREVIAS 등이 있다[3,4]. 국외 코드에서

는 VISA-II가 FAVOR보다 보수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FAVOR 코드는 그림 2 (a)와 같이 

하중을 결정론적 방법으로 계산하기 위한 모듈 (FAVLoad), Monte Carlo PFM 모듈 

(FAVPFM), 후처리 모듈 (FAVPost) 로 구성된다. FAVOR PFM 모듈에서는 결정론적 해석방

법을 매우 많은 횟수로 수행하는 Monte Carlo 기법을 사용하여 확률론적인 시도를 수행하며 

그림 2 (b)와 같이 균열의 생성, 성장을 모사하고 불안정 파괴를 일으키는 관통균열이 발생할 

확률을 계산하게 된다. VISA-II는 VISA-I에서 결함크기 분포, 원자로 압력용기 재료의 파괴인

성, 중성자 조사량이 미치는 영향을 등의 내용을 개선한 코드로 압력용기에 존재하는 결함의 

응력확대계수를 계산하기 위해 경계적분법 기반의 영향함수를 사용한다. VISA-II 코드와 

FAVOR 코드의 가장 큰 차이점은 VISA-II는 선형탄성 파괴역학 기반의 영향함수를 사용하는 

반면에 FAVOR 코드는 탄소성 파괴역학까지 고려한 유한요소법을 도입하였고 입력조건을 근

사화하지 않고 정확한 열수력조건 및 과도상태변화를 고려하여 정확도면에서 뛰어나다는 장점

을 가지고 있다. FAVOR 코드 이외의 국내 PREVIAS, R-PIE등도 기본적으로 Monte Carlo 

기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나, 평가에 사용된 데이터와 고려조건의 차이로 인해 파손확률의 

차이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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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의 원자로압력용기 평가 기술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국내 원자로 압력용기 안정성에 대한 전문가 및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일본과 국내에서 적용하고 있는 PTS 안전성 평가방법 (미국 기준) 을 비교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일본은 “원자로 구조재의 감시시험방법 (JEAC 4201-2007)" 과 ”원자력 

발전소용 기기에 대한 파괴인성의 확인시험 방법 (JEAC 4206-2007)" 을 적용하여 PTS 및 

조사취화를 예측하고 있다[5,6]. 이 규정들은 ASTM 시험법, ASME 코드, 미국의 연방규제법 

등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일본 자국의 최신 연구성과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

다.

본 연구를 통해 일본의 규정을 리뷰하고 미국 기준과의 차이점을 검토하였다. JEAC 4201

의 “중성자 조사에 의한 참조온도 변화량 및 최대흡수에너지 감소율의 예측방법” 규정의 구성

은 미국의 RG 1.99 rev. 2 "Radiation Embrittlement of Reactor Vessel Materials" 와 

같다. RG 1.99 rev. 2는 1988년에 규정된 이후 개정되지 않고, 구리의 함유량과 조사량으로

부터 USE의 저하율을 그래프로 구하고 있다. USE 조정치의 계산식은 미국의 규정과 같으나, 

미국의 RG 1.99에서는 구리의 함유량만을 고려하여 그래프로부터 읽어내는 형태이며, 일본은 

구리와 니켈의 함유량을 고려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차이가 있다. 또한, 최대흡

수에너지의 감소율 예측에서 미국에서는 마진 Mu의 규정은 없고, 그래프가 상한치를 이루고 

있어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림 3은 일본의 중성자조사에 의한 참조온도변화량 (RTNDT)

를 예측하는 평가의 예를 나타낸 것이다. 참조온도변화량 계산 시, 미국과 일본 모두 

Chemistry Factor를 Cu와 Ni의 함수로 테이블 형태로 제시하고 있지만, 자국의 연구결과를 

각각 사용하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또한, 일본의 규정은 Cu와 Ni 변수를 fluence와 같이 

표로 나타내어 △RTNDT 를 구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예측절차나 예측식의 기본적인 구조 

및 형태는 미국의 규정과 동일하다.

일본의 PTS 안전도 평가기준은 JEAC 4206 부록 3의 “가압 경수로 원자로용기의 노심영역

부위에서 비연성파괴방지를 위한 평가방법”에 기술되어 있다. 최대 가상결함선단부의 중성자조

사에 의한 감쇠평가를 수행하여 파괴인성저하를 추정하고 그림 4와 같이 평가 대상 시기에 예

상되는 KIC를 온도축으로 평행 이동시켜 예측파괴인성의 하한선을 추정하여 이를 PTS 사건에

서의 K값과 비교해 파괴인성이 더 크면 “PTS 사건에 대해서 건전하다.”라고 판단한다. 일본의 

규정은 PTS 사건에 대하여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응력확대계수의 온도의존성을 “최대가상결

함 최심점에서 온도에 따른 PTS 천이곡선과 평가시기의 파괴인성 천이곡선이 교차하지 않으

면 PTS 사건에 대하여 원자로용기 노심영역부는 건전하다”라는 결정론적 평가를 수행하지만, 

미국에서는 균열이 원자로 압력 용기벽을 관통하는 확률을 평가하는 확률론적 평가를 수행하

므로 두 규정간의 큰 차이가 있다. 또한, 결정론적 평가에 사용되는 최대가상결함의 크기 (원

자로용기 노심영역내 표면으로부터 깊이 10mm, 길이 60mm) 와 방향 (축방향 반타원 표면

결함) 을 일본 독자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모재 및 용접금속의 인성저하예측 (△TKIC) 에서도 



- 67 -

Cu, Ni, Si, P 등을 고려한 일본의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

다. 그러나 최대가상결함 최심점에서의 중성자 조사량 감쇠식은 미국의 현행 규제 (RG. 1.99 

Rev. 2) 와 같다.

또한, JEAC 4206 부록 7의 “상부흡수 에너지가 68 J 이하의 원자로 압력 용기의 건전성 

평가방법”에서 USE의 조정치를 평가하여 고온 파괴인성을 평가하는 일련의 평가 요령은, 

Regulatory Guide 1.161 "Evaluation of Reactor Pressure Vessel with Charpy USE 

less than 50 Ft-lb." 의 요령과 같다. 다만, JEAC4201 로 규정하고 있는 USE 조정치의 평

가식 (USE 예측식), 고온 파괴인성의 평가식 (상부선반 파괴인성 평가식) 은, RG 1.161의 식

과는 다르다. 최대 가상결함 치수는, 공용상태 A 및 B의 경우 RG 1.161의 최대 가상결함 치

수와 같으나 공용상태 C 및 D의 경우는 RG 1.161의 최대치 규정과 달리 개별적으로 설정하

고 있다. 이 규정에서 고려하고 있는 각 공용 상태를 대표할 수 있는 과도조건 및 포락조건, 

그리고 균열진전력 평가시 내압에 대한 안전계수, 균열진전성, 불안정성 평가규정 등은 RG 

1.161의 미국 현행 규제와 동등하다. 또한, 탄성해석결과를 바탕으로 소성역을 보정하여 Japp

를 평가하는 방법은 일반적인 방법으로 미국의 규정과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그 외, 파괴인성 평가방법 (JEAC 4206 부록 5) 은 낙중시험 데이터 및 샤르피 충격시험의 

full curve, 또는 단일온도의 샤르피 충격시험 데이터로부터 관련온도를 설정하여 평가하는 방

법을 규정한 것으로, 미국의 NUREG-0800과 같이 한정된 데이터로부터 천이온도와 파괴인성

을 평가하기 위한 온도 파라미터를 설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온도 파라미터와 별도로, 

일본의 규정에서는 충격시험에 대한 연성파면율이 50 %를 나타내는 천이온도 (vTrs) 를 설정

하는 방법을 정의하고 있고, 이 둘 중 보수적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파라미터를 선택하여 파

괴인성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모재와 용접금속 각각에 대해 파괴인성 평가를 할 수 있어 

NUREG-0800보다 자세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JEAC 4206 부록 6의 응력확대계수 계산

법은 일반적인 평가방법으로 미국의 규정과 동일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탄성해석에 의한 

J 적분 (JEAC 4206 부록 8) 규정은 미국의 RG 1.161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은 탄성해석결과

를 이용하여 Japp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내압 및 열하중에 대한 탄성해석 결과만으로 낮은 USE

를 갖는 원자로압력용기의 탄소성 Japp를 간단히 평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이 평가법을 이

용하면 3차원 탄소성해석으로 구한 Japp를 비교적 정확하게 또는 보수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 국외 PTS 평가 기준의 적용성 평가 및 절차 전산코드화

기존 가압열충격 (Pressurized Thermal Shock, PTS) 규정의 기술적 기반으로 사용된 확

률론적 허용한도 계산에는 1980년대 초의 데이터, 주요 인자들, 모델 지식들을 이용하였기 때

문에, 현시점에서는 너무 보수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 주요 보수성은 발전소 과도 (매우 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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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그룹(약 10개)에 105의 가동 추이) 상태의 단순화, 다중 열수력 계산 (multiple 

thermal-hydraulic(TH) calculations) 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계산 자원의 한계, 운영자 

(operator) 의 조치에 대한 신뢰 부족, RTNDT를 이용한 파괴인성 특성의 보수적 경향, RPV 

내벽의 결함에 전체 결함분포 (여기에 사용된 결함들은 일반적으로 RPV 내벽에서 가동 중 발

견되는 결함보다 더 큰 결함을 가지고 있음) 사용, RPV 재료 전체가 가장 취화된 성질을 가

지고 있다고 가정하는 모델링 접근방법 등이다.

이러한 보수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1999년부터 2007년까지 NRC는 위험도 정보기반 규제 

(risk-informed regulation) 대한 NRC의 지침 (guideline) 을 준수하여 미연방규제법의 

“Fracture Toughness Requirements for Protection against Pressurized Thermal 

Shock Events" 인 Title 10, Part 50, Section 61에 해당하는 10CFR50.61의 PTS Rule 

개정을 위한 기술적 기반 연구를 수행하였다. 2005년 초 원자로 보호자문위원회 (ACRS, 

Advisory Committee on Reactor Safeguards) 는 제안된 기술적 기반과 접근방법에 대해 

승인하였고 위 검토를 통하여 기존에 사용된 모델의 개선을 위한 확률론적 계산의 많은 면들

을 수정하였다. U.S.NRC는 개정된 PTS 안전성 요건을 10CFR50.61 규정의 대안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수정된 10CFR50.61a를 2010년에 공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방규제법 코드 (10CFR50.61a), PTS 사고에 대응하는 파괴인성 요건 대안

규정 (Alternative Requirements) 을 기반으로 이 절차를 이용하여 PTS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 (AL-PTS) 을 개발하였다. 그림 5는 10CFR50.61a에 기반한 평가프로

그램의 상세 계산 절차 순서를 나타낸 것이다. 프로그램은 FORTRAN 프로그램 언어로 작성

되었으며, 입력화일 (지정된 양식) 을 통해 PTS 평가에 필요한 입력데이터 (평가대상, 압력용

기 두께, 제작사, 비조사∙조사재의 RT값, 평균 중성자속, 전출력 운전시간, 재료의 P∙Mn∙Ni∙
Cu 함량, cold leg 온도, 감시시험 데이터 (fluence, △T30)) 등을 입력받아 10CFR50.61a에 

기술되어 있는 절차에 의해 계산하여, 허용한도와 데이터유효성 평가를 수행한 뒤 그 결과를 

출력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었다. 

AL-PTS 출력 결과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표 1에 나타낸 바와 같은 상용 spreadsheet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계산한 각 원전별 조사취화 천이온도 변화량 계산결과와 비교, 검토하였

다. 표 2에 예시한 바와 같이, AL-PTS 프로그램을 이용해 계산한 10CFR50.61a 모델에 따

른 조사취화에 의한 천이온도 변화량과 감시시험에서 측정된 값을 비교하였다. 전반적으로 계

산값이 감시시험 실측값보다 과소 산출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실측값의 산포도 계산에 의한 모

델 적용성 분석 결과, 고리 1호기 용접부에는 모델의 적용이 불합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AL-PTS 프로그램은 본 연구에서 개발한 확률론적/결정론적 파괴역학 해석 프로그램인 

PROFAS-RV의 일부로 이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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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요약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원자로용기 확률론적 건전성 평가의 불확실성을 개선하기 위한 선행

연구로, 조사취화로 인해 발생하는 원자로용기 파괴인성 저하 안전성 평가법으로 사용되는 국

내외 (한국/미국/일본) 확률론적 및 결정론적 파괴역학 평가법과, 관련 규정의 개선사항 및 확

률론적 파괴역학 평가코드들을 분석하였다. 또한 연방규제법 코드 (10CFR50.61a), PTS 사고

에 대응하는 파괴인성 요건 대안규정 (Alternative Requirements) 을 기반으로 이 절차를 이

용하여 PTS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 (AL-PTS)을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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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T30 determined by 10CFR50.61a irradiation embrittlement model

Fleet фte (x1019) f(Cue, P)
g

(Cue, Ni, фte)
MD CRP ΔT30

K1-1 0.509 0.30 0.86 21.25 124.88 146.13 

K1-2 1.115 0.30 0.95 31.47 137.47 168.94 

K1-3 1.228 0.30 0.95 33.02 138.36 171.39 

K1-4 2.988 0.30 0.99 51.51 142.95 194.46 

K1-5 3.938 0.30 0.99 59.14 143.58 202.71 

K2-1 0.284 0.00 0.00 16.14 0.00 16.14 

K2-2 1.105 0.00 0.00 31.86 0.00 31.86 

K2-3 2.110 0.00 0.00 44.02 0.00 44.02 

K2-4 3.705 0.00 0.00 58.33 0.00 58.33 

K2-5 4.831 0.00 0.00 66.61 0.00 66.61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표 2. △T30 determined by AL-PTS program

KORI-1 (Weld) KORI-2 (Weld) YG-1 (Forged)

Fluence
(x1019n/cm2)

Meas. AL-PTS
Fluence

(x1019n/cm2)
Meas. AL-PTS

Fluence
(x1019n/cm2)

Meas. AL-PTS

0.51 194 165 0.28 51.39 16.17 0.52 65.43 21.92

1.12 190 175 1.11 35.61 31.90 1.66 43.95 39.32

1.23 212 177 2.11 51.35 44.09 3.56 71.27 57.62

2.99 239 196 3.71 66.52 58.43 4.69 81.65 66.12

3.94 239 204 4.83 82.04 66.72 5.59 90.46 72.18

Inapplicable Applicable Applic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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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1. (a) Longitudinal crack extension and no arrest SECY-82-465 PRA results (b) RT 

limits and TWCF for plate-welded plants in NUREG-1874

(a)                                   (b)

그림 2. (a) FAVOR data streams flow through three modules (b) Flow chart for PFM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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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3. △RTNDT regression model in JEAC 4201 : (a) Surveillance data and prediction of 

embrittlement (b) Evaluation of neutron flux

그림 4. Shifting method for fracture toughness(KIC) according to JEAC 4206 (appendix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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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용

한

도

계

산

1 평가 대상결정
Axial weld, Circumferential weld, 

Plate(CE 제작, CE 비제작), Forging

2
용접재일 경우

용제 결정

  값 결정
(Linde 80 : 0°F)

(Linde 0091, 1092, 123, ARCOS B-5: 
-56°F)

3 대상에 따른 NDE 결과가 있는가?
예

NDE 결과 입력(, in)

4

 (°F), (°F),

 (평균 중성자 속 : sec),

t(전출력운전시간, ) 입력

통과 NDE 유효성 평가
(체적검사한 길이를 곱하고 1000을
나눈 값을 Table 2, 3과 비교)

5 Cu, P, Mn, Ni (wt-%) 입력
Table 4의 평균+표준편차

일반데이터를 사용하거나 재료사양서의
상한계값 입력.

6 MD, CRP, ∆   계산 식 (5) ~ (7)

7     계산 식 (1) ~ (4)

데

이

터

유

효

성

확

인

8
시험 ∆ 자료 입력

(플루언스,  ∆  )

9 잔차(r) 계산 식 (8)

10 평균잔차 계산 식 (9)

11
평균잔차가 식 (10)보다 작거나

같은가?

식 (10)의  (평균 잔차의 편차, 
98% 신뢰도)는 Table 5에서 주어짐.
단, 데이터가 8개 이상인 경우
반드시 식 (10)을 이용해야함.

12 잔차의 기울기(m) 추정
r vs. fluence의 상용로그 그래프에서
최소자승법을 이용한 잔차의 기울기

추정.

13 기준오차(standard error, se(m)) 계산


 

 


 : 결정된 기울기로 추정된 잔차값

 : 플루언스 데이터 포인트의 평균

14 T-통계량( ) 계산
식 (11)

Table 6보다 작거나 같아야 함.

15 최대 무차원 나머지(r*) 계산

식 (12)
최대값이 Table 7의 3번째 열보다

작거나 같고, 두 번째 값이 Table 7의
2번째 열보다 작거나 같아야 함.

허용한도와 데이터의 유효성 출력

그림 5. Detailed flow chart for AL-PTS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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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확률론적/결정론적 파괴역학 안전도 평가 전산 코드 개발

가. 서론

원자로 압력용기는 가동 중 중성자 조사에 의해 재료의 강도와 경도가 증가하고 연성 및 인

성이 감소하는 조사취화 현상이 발생한다. 이러한 조사취화는 가동년수 증가에 따라 취성파괴

의 위험을 증가시키며 원자로 수명을 단축시키는 재료열화의 대표적 기구로 알려져 있다. 원

자력발전소 장기가동에 따른 원자로 압력용기의 안전도 평가를 위해서는 심한 열충격과 압력

이 가해지는 가상의 과도상태를 고려해야 하며 원자로 압력용기에도 가상의 균열을 상정하여 

균열의 성장과 정지를 모사하는 일련의 절차를 통해 안전성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미국의 규

제요건인 10CFR50.61에서는 원자로 압력용기의 가압열충격 심사기준온도가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발전소를 계속 운전하기 위해서는 결정론적 파괴역학 해석을 수백~수천만번 반복 수행

하는 확률론적 파괴역학 해석 방법을 이용하여 가압열충격 평가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

며 상세한 방법론을 RG 1.154에 명시하였다. 현재 상세 확률론적 건전성평가 절차를 제시하

고 있었던 RG 1.154는 2011년에 폐지되었으나 개정된 PTS 심사규정인 10CFR50.61a에서 

별도의 확률론적 해석방법 및 절차를 제시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확률론적 평

가 수행을 위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참고문서로 간주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원자로 압력용기

에 대해 확률론적 건전성 평가를 수행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평가를 

보다 용이하게 수행하기 위해, VISA-II, FAVOR, OCA-P 코드 등의 전산 프로그램이 개발되

었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FORTRAN 언어로 개발되어 사용하기가 쉽지 않

고, FAVOR 를 제외하고는 오래 전에 개발되었기 때문에 최신 기술들을 반영하기 어려운 실

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기 언급한 프로그램들을 분석하여, 국외 및 국내 원전 재료에 적용

할 수 있으며 최신 기술들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는 원자로 압력용기의 확률론적 파

괴역학 해석 프로그램을 개발한 내용을 기술하고자 한다.

나. PTS 평가 절차의 주요 고려 사항

(1) 결함 크기 및 밀도(마샬 결함분포)

결함 크기 및 밀도는 PTS 평가시 랜덤으로 발생되는 균열 크기와 그 개수를 정의하는 것으

로 확률론적 파괴역학 평가시 파손확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인자 중 하나이다. 여러 결

함분포중 가장 널리 사용되는 마샬분포는 44개의 가압경수형 원자로 압력용기의 제작과정에서 

비파괴검사를 통해 발견된 결함에 근거하여 수립된 것으로서, 이를 수식화 하면 다음과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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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여기서, N(x)는 전체 용기에 대한 결함 크기분포, A(x)는 가동전 결함깊이 x에 대한 압력용

기당 평균 결함수, B(x)는 깊이 x인 결함이 비파괴검사에서 검출되지 않을 확률이다. 

사용자 정의 결함 분포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가동중 검사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총 결함

수를 위 식에서 언급한 N(x)의 적분항이 1이 될 수 있도록 변환한 값에 나누어 주어 결함깊

이별 분포를 도출하며, 본 연구에서 사용된 마샬결함분포는 표 1과 같다. 마샬 분포 이외에 

본 연구에서는 옥타비아 분포도 고려하였으며, 사용자가 정의한 분포를 사용가능하도록 하는 

알고리즘을 구현하였다.

(2) 유한차분법을 이용한 온도/응력분포 해석

온도 및 응력분포는 ASME Sec. III와 ASME Sec. XI. App. G에 각각 제시되어 있다 그

러나 ASME 코드에서 제시된 절차는 매우 보수적이며 운전이력을 고려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

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보다 정확한 해석 및 사고이력을 고려하기 위하여 유한차분법을 이용

하여 온도 및 응력 분포를 계산하였다. 

유한차분법에 의해 N절점(1<n<N 인 경우)에서의 온도를 구하면

1<n<N 인 경우

T t+ Δt
n = [1- ΔtK

ρc(Δr ) 2 (2+ Δr
r n

)]T t
n

+ ΔtK
ρc(Δr ) 2 [ (1+ Δr

r n
)T t

n+1+T t
n-1 ]

(2)

시간에 따른 온도분포에 의한 열응력은 다음 식에 의해 계산할 수 있다.

축뱡향 결함 :

σT(r , t)=
αE
1-ν

[ 1
r 2
⌠
⌡
r

r i

T(r,t)r dr -T(r,t)+

1
r 2

r 2+r 2i
r 2o-r 2i

⌠
⌡

r o

r i

T(r,t) r dr ]

(3)

원주방향 결함 :

σT(r , t)=
αE
1-ν

[ 2
r 2o-r 2i

⌠
⌡

r o

r i

T(r,t) r dr -T(r,t)]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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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응력확대계수의 계산

본 연구에서는 내압에 의한 응력확대계수, 온도변화에 의한 응력확대계수, 잔류응력에 의한 

응력확대계수, 클래딩에 의한 응력확대계수를 각각 도출하여 이를 중첩함으로써 균열선단에 

작용하는 총 응력확대계수 Kapp를 다음과 같이 구하도록 하였다.

    (5)

특히, 기존의 ASME Sec. XI. App. A에 기술되어 있는 내압에 의한 응력확대계수 계산법 

이외에 사용자 선택에 의하여 AFCEN 코드(RCC-MRx)에 의한 응력확대계수도 계산 가능하도

록 모듈을 추가하여 결정된 응력확대계수의 신뢰성을 향상시켰다[2, 3].

(4)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에 의한 파손확률

확률론적 파괴역학 해석 수행은 보통 2개의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부분은 특정 압력/

온도 과도상태에 대한 결정론적 파괴역학 해석을 수행하는 부분으로 이러한 해석 결과는 작용

응력확대계수 및 균열선단에서의 온도이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압력용기의 파손확률을 시뮬

레이션하기 위해 몬테칼로 시뮬레이션 기법 (Monte Carlo Simulation) 을 사용한다[4]. 일반

적으로 몬테칼로법은 랜덤변수에 대한 함수의 확률분포를 결정하는데 사용되는 방법으로 각각 

다른 랜덤변수들의 추출값을 사용하여 많은 결정론적 해석을 수행하는 것이다. 변수의 추출값

은 난수 발생기 모듈로부터 얻을 수 있다. 일반적인 확률론적 파괴역학에 사용되는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에 대한 기초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

 
(6)

파손이 발생했거나 t시간 전에 발생한 시뮬레이션수(NF(t))를 총 시뮬레이션 수(N)로 나누어

주면 파손확률을 산출할 수 있다.

다. 원자로용기 PTS 건전성 평가 프로그램 비교 검증

원자로용기는 핵연료와 냉각재를 포함하고 있는 주요 기기로써, 원자로 운전 중에 급격한 

냉각과 동시에 압력이 높게 유지되거나 재가압되는 가압열충격(PTS; Pressurized Thermal 

Shock)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PTS 현상은 고온(287.8℃)의 원자로에 냉각재가 유입됨에 따

라 37.8℃정도까지 급격히 냉각되어 열과 압력에 의한 응력이 동시에 작용하게 되고 원자로내

벽에 상당한 크기의 인장응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며, 더욱이 중성자 조사로 인해 취화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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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에서 원자로 내에 균열이 존재한다면 파손 확률을 무시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현재까지 

국내·외에서는 여러 코드 개발을 통해 원자로용기에 대한 PTS 평가를 수행한 바 있으나, 최

신의 평가법과 변화된 규정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불확실성이 매우 큰 

결함분포와 보수성이 큰 파괴인성치 등 여러 부분에서 가정된 사항에 대한 최적화는 이루어지

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외에서 개발·검증이 완료된 R-PIE, PASCAL, FAVOR 프로그램

을 이용한 PTS 평가 결과 비교를 통하여 각 코드간 파손확률 차이를 알아보았다. 국내 원전

의 PTS 유발 과도조건들 중 대표적인 4가지(SBLOCA I001, SGTR F016, MSLB C014, 

LOHS H001)를 선정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각각 R-PIE, PASCAL, FAVOR 코드를 이용하여 

PTS 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그림 2와 같이 FAVOR코드가 

가장 보수적이였으며 RPIE 코드가 비보수적이였다. 또한, 그림 3에 나타낸 바와 같이 Cu, Ni

의 함량과 초기 RTNDT값이 증가할수록 파손확률은 증가하였다. 

라. 확률론적/결정론적 파괴역학 안전도 평가 전산프로그램 개발(PROFAS-RV)

가압열충격 (Pressurized Thermal Shock, PTS) 등 비상사고에 대한 원자로 압력용기 안

전성 평가는 확률론적 및 결정론적 파괴역학 방법을 이용하여 수행된다. 국외에서는 미국 

NRC의 FAVOR 프로그램, VISA-I, VISA-II, OCA-P 프로그램, 일본의 PASCAL 프로그램이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KOPEC의 PREVIAS, KINS의 PROBie-Rx, R-PIE

코드 등이 개발되어 현재까지도 계속적인 코드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5]. PTS 평가 프로

그램은 그림 4와 같이 크게 결정론적 평가 부분과 확률론적 평가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확률론적 파괴역학에서는 입력자료의 분산을 고려한 통계적 분석을 통하여 파손확률을 평가하

고, 결정론적 파괴역학에서는 물리량의 하한값 또는 상한값 등의 대표값을 사용하여 파손여부

를 평가한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인 PROFAS-RV에서는 FAVOR, VISA, PREVIAS 

프로그램의 구조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최신의 평가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원형을 

작성하였다.

PROFAS-RV는 7개의 입력 창과 7개의 출력 창으로 구성되었다. 입력창에는 해석 모델의 

정의, 재료물성, 과도상태, 평가대상정보, 조사량 분포, 시뮬레이션 제어, 결함 분포 등의 탭이 

있으며, 출력창에는 계산결과를 텍스트 및 그래프 형태로 보여줄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수백만회의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이 수행되므로 해석성능 향상을 위해서 MPI(병렬처리)기법, 

허용 수렴도, 사용자 정의 해석 등을 추가하여 사용자의 컴퓨팅 환경에 따라 최소 50% 이상

의 해석 시간 감소와 기능개선을 수행하였다.

해석 모델의 정의에는 그림 5(a)와 같이 해석명, 해석방법 (PFM/DFM), WPS 고려 여부, 

총 과도시간, Film Coefficient, RPV Geometry (반지름, 모재 두께, 클래드 두께), 내벽에

서의 조사량, 조사량 Decay Rule 상수를 입력받도록 하였다. 이 탭에서 사용자는 결정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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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만을 수행하는 DFM 평가와 확률론적 평가까지 수행하는 DFM&PFM 해석 방법을 설정할 

수 있으며, 기본적인 조사량 데이터, 대상 용기의 형상, 과도 시간 및 모재와 내부유체간의 

Film Coefficient를 설정할 수 있다.

재료물성 탭에서는 모재의 Copper, Nickel 함유량, 초기 RTNDT값 (DFM 평가를 위함), 최

대 인성값을 입력할 수 있으며, 모재의 열적·기계적 물성치를 입력받도록 하였다. 또한 RTNDT 

Shift Equation으로 R. G. 1.99 Rev. 2, 10CFR50.61a, JEAC, K-Model을 설정할 수 있도

록 하였다. 각 RTNDT Shift Equation에 따라 입력받아야 하는 변수들이 동기화된다.

비상사고시 발생할 수 있는 과도상태를 입력받는 탭에서는 사용자가 각 시간 포인트마다 압

력 및 온도를 입력할 수 있는 사용자 입력 모듈을 사용하거나 Polynominal fit 또는 

Exponential Fit에 사용되는 상수를 입력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대상재 입력 탭에서는 균열방향, 이름, 구리/니켈의 함량 평균 및 표준편차, 초기 RTNDT 및 

표준편차, KIC/KIA 및 표준편차, 유동응력, 조사량 표준편차, 용접부 체적 및 길이 등 확률론

적 평가에 사용되는 확률변수들을 사용자가 입력하도록 하였다. 원자로 압력용기 재료의 구리

와 니켈의 함량은 RTNDT 변화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구리의 함량분포는 상한을 

0.4, 하한을 0.08로 끝이 잘린 형태의 정규분포라고 가정하였다[6]. 특히 인이나 황 등의 구리

와 니켈 이외의 다른 원소들의 영향은 압력용기의 파손확률 산출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뮬레이션 탭에서는 그림 5(b)와 같이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횟수, ISI 여부, 균열의 크기 

및 위치(균열 성장 전/후)등을 지정할 수 있으며 특히 균열 밀도는 결함분포 탭에서 사용자가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추가적으로 사용자의 감시시험 결과가 있거나 압력용기 내벽

에서 외벽까지의 Fluence map이 있을 경우 무차원화된 위치에 따라 Fluence를 입력받는 감

시시험 탭을 생성하였으며, 입력된 데이터를 유추하여 감쇠계수를 결정지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4가지의 잔류응력 분포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다. 

원자로용기의 확률론적 파괴역학 건전성 평가의 총 절차는 사용자에게 입력받은 시간에 따

른 내벽에서의 온도/압력 분포를 바탕으로 총 시간에 따른 시간증분을 계산하고 이를 연속적

인 함수로 변환한 후, RPV 내벽에서 외벽으로 이르는 두께의 온도 및 응력을 유한차분법을 

이용하여 계산함으로써 시작한다. 각 절점에서 얻어진 응력 분포는 정의된 균열 방향 및 위치

에 따라 열적/기계적 응력으로 합산되고, 이를 이용해 균열선단에서의 응력확대계수(SIF, KI)

를 계산한다. 균열선단에서의 응력확대계수는 기본적으로 ASME Sec. XI App. A의 절차를 

따르며 본 연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국제공동연구에서 도출된 최적의 파괴역학 파라메터 계산

법인 RCC-MRx 코드에 따라 계산되도록 사용자가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간증분에 따

른 내벽에서의 응력확대계수를 구하는 결정론적 파괴역학 평가를 확률변수 개념을 적용하여 

수십/수백만번 수행하여 파손확률을 예측하는 것이 기본적인 확률론적 평가이다. 본 연구에서

는 확률론적 평가에 사용되는 균열밀도 확률분포로 표 1과 같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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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마샬 분포 (Marshall distribution) 을 사용하였다. 또한,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OCTAVIA분포, 사용자정의 분포, 라미나결함 분포들을 지정할 수 있다. 용접부일 경우 용접

부의 체적으로부터 정의된 분포에 의한 균열의 개수와 확률분포가 생성되고, 최대 균열길이는 

무한길이 또는 용접부의 길이로 제한(벽두께의 20%를 넘는 경우)할 수 있으며 결함깊이 대 길

이의 비율은 무한 또는 유한으로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다. 또한, ISI 수행여부는 마샬+ISI 분

포를 사용한 것과 ISI가 없는 분포를 사용하는 것으로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다. 그 외의 확률

변수로는 초기 RTNDT, 구리/니켈 함량, KIC/KIA, 조사량 등이 있고 이들은 확률변수에 따라 

상/하한값이 있는 표준정규분포를 따르도록 하였다.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에서는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열/기계적 응력 및 

응력확대계수를 시간에 따라 계산하여 KI을 구하고, 재료물성과 균열분포로부터 KIC를 계산하

여 이 둘을 비교함으로써 파손여부를 결정한다. KI이 KIC보다 클 경우 균열은 성장하기 시작

하며 균열 깊이/길이를 증가시켜 구한 KI값이 KIA값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균열은 더 이상 성

장하지 않아 파손에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KI값이 KIA를 넘으면서 계속 균열이 성장하거

나 최대상부인성(200 ksi-in0.5)을 넘을 경우 파손에 이른다고 판단한다. 또한 벽두께에서 분

포하는 응력의 값이 지정한 최대 유동응력을 넘을 경우에도 파손횟수가 증가한다. 상기 절차

를 마샬분포를 따르도록 설정된 균열 크기의 확률변수에 따라 수십/수백만번에 걸처 수행한 

후 파손되는 횟수를 총 시뮬레이션 수로 나누어 주면 압력용기 1기당 파손확률을 계산할 수 

있다. 시뮬레이션으로부터 얻어진 파손확률을 주어진 과도상태의 빈도수와 곱하면 비상사고시 

압력용기에서 관통균열이 발생할 빈도를 결정할 수 있다. 출력모듈에서는 입력된 과도상태 

Curve, 샘플링된 파손 케이스에 대한 온도, 응력, KI 분포, 파손시의 시간, RTNDT, KI, KIA, 

KIC를 시간에 따라 보여주는 그래프들을 추가하였다. 이들 결과는 텍스트형태로도 저장할 수 

있다.

전체 프로그램의 구동성 확인을 위하여 기본적인 비상사고 및 원자로용기에 대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SBLOCA 비상사고 (frequency:2.557×10-3) 에 해당하는 과도상태 (온도/압력)

를 입력하였으며, 3개의 용접부에 대해 구리함량 0.35wt%, 니켈함량 0.6wt%, 초기 RTNDT 

20°F를 설정하였다. 가동중 검사가 없는 경우 (결함 크기가 큰 경우) 와 결함성장시 성장한 

결함을 무한결함으로 가정하였으며 내벽 조사량은 6E+19 n/cm2으로 하였다. 응력확대계수 

계산법을 AFCEN 코드를 사용한 경우 최종 파손확률은 3.74E-5이었으며 ASME 코드를 사용

한 경우 3.65E-5이었다. ASME 코드를 사용한 경우 파손확률이 보수적으로 평가됨을 확인하

였다. 그림 6은 ASME 코드를 사용한 경우의 응력확대계수와 AFCEN 코드를 사용한 경우의 

응력확대계수를 전두께에서 비교한 그래프로, ASME 코드에 의한 응력확대계수값이 전두께의 

80% 이상일 경우 (균열이 성장하여 관통하기까지)  불안정한 값을 도출함을 확인할 수 있으

며, 이는 ASME Sec. XI. App. A의 식을 사용함으로써 균열깊이가 깊어질수록 참조값인 유

한요소해석값과 그 차이가 점점 커지는 일반적인 경향을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7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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뮬레이션 수행시 약 0.375 인치의 균열이 발생했을 경우 균열의 성장과 정지를 보여주는 결

과 그래프로, 이 결함의 경우 약 5.5 인치까지 성장한 뒤, 균열정지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샘플문제에 대한 해석을 통해 개발된 확률론적 파괴역학 평가프로그램의 구동성을 

확인하였다.

마. 요약

NRC/FAVOR, VISA 코드 구조 분석결과를 토대로 확률론적 평가코드 PROFAS-RV를 개발

하였다. 유한차분법,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원자로용기의 파손확률을 계산하고 벽관통

균열 발생빈도 (TWCF) 및 PTS 제한값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다양한 

변수에 대한 결정론적/확률론적 PTS 평가가 가능하며 정상운전 및 비상사고에 대응한 파괴역

학 안전도 평가 종합기술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PTS 평가 전산코드 원형의 보

유로 국내재료 DB 및 조사취화 예측모델 등 국내 원전의 고유 특성을 반영한 평가가 가능하

며 최신 기술의 업데이트가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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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Marshall flaw distributions

Flaw Size Probability(w/o ISI) Probability(w/ISI)

0.125 0.53291779 0.72605798

0.25 0.78183421 0.92456979

0.5 0.95240369 0.99402941

1 0.99374891 0.99965403

1.5 0.99917901 0.99986436

2 0.99989217 0.99987554

2.5 0.99998584 0.9998765

3 0.99999814 0.99987661

3.5 1.00000000 0.99987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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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BLOCA I001 (b) SGTR F016

    

  

(c) MSLB C014 (d) LOHS H001

그림 1. Initiation event and transient condition of Kori-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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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BLOCA I001 (b) SGTR F016

(c) MSLB C014 (d) LOHS H001

그림 2. Evaluation results according to various PFM c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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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u content (b) Ni content

(c) initial RTNDT

그림 3. Sensitivity analysis results of PFM c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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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Flow chart for deterministic/probabilistic fracture mechanics evaluation for reactor 

vess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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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5. GUI of PROFAS-RV (a) Analysis model tab (b) Simulation t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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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6. Variation of total stress intensity factor variation with transient time (a) ASME code 

(b) AFCEN(RCC-MRx) code

그림 7. Crack growth/arrest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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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자로용기 파괴역학 안전성 종합 평가기술 구축

가. 서론

원자로용기의 결정론적/확률론적 파괴역학평가 종합기술은 국내원전 원자로용기의 조사이력, 

재료물성, 과도상태, 형상 및 치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구축된 DB

를 바탕으로 관련 기술 규정과 절차에 따라 결정론적 또는 확률론적 평가를 수행하게 되며, 

특히 확률론적 평가의 경우 몬테카를로시뮬레이션을 수행할 수 있는 전산해석코드를 사용한

다. 본 연구에 개발한 원자로용기의 결정론적/확률론적 파괴역학 해석을 수행할 수 있는 전산

코드 PROFAS-RV 코드 내에 과도상태, 재료물성 DB를 내장시켜 평가 기술기반을 마련하였

다. 또한, 확률변수와 사용된 파괴역학적 평가방법에 따른 파손확률의 민감도 변화가 평가결과

의 불확실성에 미치는 영향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향후 원자로용기 수명평가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한 종합평가 기술을 구축하였다.

나. 국내원전의 가압열충격 안전여유도 평가 DB 구축

PTS 평가를 위해서는 입력자료의 생산이 필수적이다. 특히, 원전의 장수명화에 따라 60년 

이상의 운전 조사량에 해당하는 데이터 획득을 위해 중성자속이 높은 연구로 조사 데이터 DB

를 축척하려는 노력이 전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하나로에서 조사한 표준원전 RPV 

강의 조사취화 데이터와 감시시험 데이터를 비교하여 DB에 추가하였다(그림 1). 하나로 조사

시험 결과는 감시시험 결과의 범위에 포함이 되기는 하였으나 조사량에 비해 조사취화량이 다

소 낮은 편이었다. 또한, 국내 원전의 원자로 형상, 열/기계 물성, 파괴인성, 조사특성 등 평가 

분석용 DB를 그림 2(a)와 같이 구축하여 PTS 해석에 사용되는 모재 및 용접재의 화학조성 

및 재료물성의 입력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그림 2(b)와 같이 전통적인 마스터커브 방

법 외에 이봉분포를 이용한 바이모달 마스터커브 방법, SPE 마스터 커브 방법을 이용한 균질 

및 비균질 재료의 천이온도를 평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MD-Portal 종합재료 플랫폼에 연

결하였다.

다. 원전 가압열충격 파손확률의 제어인자 민감도 평가

(1) 파손확률 제어인자 및 응력확대계수 계산법 변화

국내 고유의 DB 및 최신 해석모델이 적용된 확률론적 평가코드 PROFAS-RV를 이용하여 

파손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제어인자들의 민감도 평가를 수행하였다. 구리와 니켈의 함량, 원자

로용기 내벽면에서의 조사량, 초기 RTNDT 변화에 따른 파손확률의 변화를 응력확대계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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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ASME App. A, RCC-MRx A16)에 따라 살펴보았다(그림 3). 구리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파손확률은 선형적으로 증가하였고 초기 RTNDT는 낮은 조사량(0.02E+19 n/cm2)에서 파손확

률에 영향을 더 크게 미쳤다. 내벽면 조사량 증가에 따른 파손확률은 거듭제곱 형태로 근사되

며 증가하였다. 특히, ASME Sec. XI App. A에 따른 응력확대계수 계산법이 RCC-MRx에 

따른 응력확대계수 계산법보다 파손확률을 높게 예측하였다. ASME Sec. XI App. A는 평판

에 기초한 보수적인 평가를 하는 응력확대계수 계산법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PTS 불확실도 개

선을 위해서는 신뢰성 높은 응력확대계수 계산법을 사용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PTS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국내원전의 장기가동으로 조사량 증가에 대한 원자로용기 안전성 평가가 중요한 건전

성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조사량 증가에 따른 원자로용기 파손확률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

여 고선량 해석을 수행하였다. 그림 4는 SBLOCA 조건에서 고선량 조사취화의 영향을 살펴본 

것으로, R.G-1.99 rev. 2와 10CFR50.61a 조사취화 모델 모두 1.0E+19 n/cm2 이상에서 

파손확률의 차이는 0.5E-01 정도로 매우 작았다. 주요변수에 대한 민감도 평가 결과 그림 5

와 같이 초기 RTNDT 값, Cu 함량, Ni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파손확률이 증가하였으나, 

1.0E+19 n/cm2 이하의 조사량에서의 각 변수의 파손확률 증가에 비해 그 차이가 작았다. 저

조사량과 고조사량 모두에서 조사량이 증가할수록 파손확률의 차이는 감소하였으며, 고조사량

에서는 초기 RTNDT의 영향보다 Cu 및 Ni의 함량 증가에 따른 영향이 더 컸다. 본 해석을 통

해 국내원전이 60년 이상 가동할지라도 조사취화로 인한 파괴인성 저하는 낮을 것으로 예상되

나, 고선량 조사취화에 따른 인성저하는 재료역학 측면에서 좀 더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

다.

(2) 국제공동연구 A-Pro2

일본 JWES PFM 연구회에서 ASINCO 멤버들을 대상으로 제안된 A-Pro2 확률론적 파괴역

학 평가 국제공동연구에는 국내에서는 원자력연구원을 포함하여 5개 기관이 2015년부터 참여

하고 있다. 국제공동연구의 목표는 원전 설계관점에서 중요한 cool-down 과 LTOP 과도상태

에 대한 저조사량에서의 원자로용기 파손을 참가자들간의 코드를 이용하여 파손확률과 파손확

률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의 영향도를 비교 평가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체 개발한 

PROFAS-RV 전산코드를 이용하여 국제공동연구를 수행하였다. 국제공동연구에서는 표 1과 

같이 조사량, 초기 RTNDT, Cu, Ni, P, Mn의 함량변화에 따른 민감도해석을 기본적으로 수행

하며 조사취화모델 변화에 따른 민감도해석을 추가적으로 수행하였다. 그림 6은 초기 RTNDT 

변화량에 따른 파손확률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초기 RTNDT는 파손확률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초기 RTNDT가 증가할수록 파손확률도 선형적으로 증가하였다. 초기 

RTNDT의 파손확률에 대한 영향은 cool-down과 LTOP 과도상태 모두 낮은 조사량에서 민감

하였다. 구리와 니켈함량의 영향은 그림 7, 8에 나타내었다. 구리 함량의 영향은 초기 RTN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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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파손확률에 미치는 영향과 비슷하였다. 니켈함량에 따른 파손확률의 변화는 구리의 영향보

다는 작았다. 특히 0.02E+19 n/cm2과 같이 낮은 조사량에서 두 과도상태 모두에서 거의 파

손확률이 “0”이였다. 그림 9는 R.G.-1.99 Rev. 2와 10CFR50.61a의 조사취화 모델에 따른 

파손확률의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두 과도상태 모두에서 0.02E+19 n/cm2과 같이 낮은 조사

량에서는 R.G.-1.99 rev. 2 모델이 10CFR50.61a 모델보다 파속확률이 높았다. 그러나 그 

이상의 조사량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역전되어 10CFR50.61a 모델의 파손확률이 R.G.-1.99 

rev. 2보다 높았다. 이러한 경향은 각 모델에서 예측되는 RTNDT 값의 변화량에 기인한 것으

로 표 2와 같이 0.1E+19 n/cm2 이상에서는 10CFR50.61a 모델의 RTNDT값이 R.G.-1.99 

rev.2에 의한 값보다 커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국제공동연구 결과는 다른 참가

자들간의 결과 비교를 통해 검증될 예정이다. 현재까지 국내 참가자들간의 결과는 그림 10에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PROFAS-RV는 VISA-II 코드 결과와 경향이 일치하였으며 

참가기관들 사이의 중간적인  파손확률 결과를 나타내었다.

라. 원자로용기 조사취화 안전성 평가 종합 기술 플랫폼 개발

(1) 데이터베이스 구축

본 연구에서는 원자로용기 가압열충격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가압열충격 평가에 사용되는 주요 입력인자들을 데이터베이스화 하였다. 내부적으로 원자로용

기 주요재료의 성분함량, 열적/기계적 물성, 파괴인성, 조사특성들을 열람할수 있는 MatDB 

원자력 재료물성 DB를 구축하였다(그림 11). 또한, 국내원전 원자로용기의 형상 및 치수, 대

표적인 과도상태 등을 평가시 즉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PROFAS-RV 프로그램에 내장하

거나 DB화하였으며 관련 규정들을 정리하였다.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들은 본 연구에서 개발한 

원자로용기 결정론적/확률론적 파괴역학 해석 프로그램인 PROFAS-RV와 함께 하나의 플랫폼 

형태로 향후 국내외 원전의 PTS 평가시 적절히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그림 12).

(1) 불확실성 감소 기술

그동안의 원자로용기 장기운전에 따른 확률론적 가압열충격 안전성평가는 전문가가 사용하

는 전산코드, 조사취화 모델, 응력확계대수 계산법, 확률변수의 적용 등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

치는 인자들의 조합으로 인해 크게는 파손확률이 1E-02 이상 차이가 나는 결과를 보여준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원자로용기 PTS 평가에 관련한 재료물성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입력

변수로 사용되는 물성치의 산포를 줄이고자 노력하였으며, 파손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

의 민감도 분석을 통해 파손확률에 대한 영향도를 분석하였다. 첫 번째로, 응력확대계수 계산

법을 RCC-MRx에 서술되어 있는 방법을 사용할 경우 파손확률이 감소하였다. ASME 방법보

다 RCC-MRx 방법이 유한요소 해석결과보다 정확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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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AS-RV에 적용함으로써 신뢰도를 향상시켰다. 두 번째로, 조사취화모델간의 파손확률 민

감도 평가를 수행한 결과, 일본 JEAC 방법이 전 조사량에서 가장 보수적이었다. R.G-1.99 

Rev.2와 10CFR50.61a는 저조사량에서는 R.G.-1.99 Rev. 2가 파손확률이 낮았으나, 조사량

이 증가할수록 10CFR50.61a에 의한 파손확률이 증가하여 보수적으로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그림 13). 이러한 민감도 평가결과와 감시시험결과를 비교분석함으로서 좀 더 신뢰성 있

는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세 번째로, 라미나형 결함과 같은 특이 결함에 대한 평가

가 가능하도록 PROFAS-RV 전산코드에 관련 파괴역학 파라메터 계산법을 추가하였으며, Full 

Monte Carlo Simulation 방법을 병렬처리기법과 함께 도입하여 샘플링 방법에 따른 지엽적 

해석결과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용접부 잔류응력을 고려할 수 있도록 4개의 

모델을 추가함으로써, 이로 인한 불확실성을 줄였다.

마. 요약

원자로용기 장기운전 및 PTS 안전성 평가의 신뢰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원자

로용기 형상, 재료물성, 조사특성, 파괴인성, 평가 규정 등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였다. 이러

한 데이터 베이스는 원자로용기의 파괴역학적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PROFAS-RV 코드의 입

력자료로 활용되어 효율적인 안전성 평가가 가능하게 하였으며, PROFAS-RV 코드를 이용하

여 민감도 평가 및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는 연구를 수행하여 평가 기술의 수준을 향상시켰다. 

또한, 결정론적/확률론적 평가 절차와 규정 매뉴얼을 작성/제공함으로써 원자로용기 PTS 건전

성 평가를 위한 통합 기술 플랫폼을 구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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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Analysis matrix for A-Pro2

Fluence
(1019n/cm2, E>1MeV) 0.02, 0.1, 0.2, 0.3, 0.4, 0.5 

Initial RTNDT(°C) -30, -15, 0
Cu(wt%) 0.1, 0.15, 0.2
Ni(wt%) 0.6, 0.8, 1.0
P(wt%) 0.02 (SD:0.001)

Mn(wt%) 1.4 (SD:0.02)

표 2. △RTNDT determined by R.G-1.99 and 10CFR50.61a

Fluence (n/cm2) R.G.-1.99 rev.2 (°C) 10CFR50.61a (°C)

0.02E+19 3.14 -6.41
0.1E+19 33.13 36.56
0.2E+19 51.88 65.88
0.3E+19 64.31 81.06
0.4E+19 73.65 90.16
0.5E+19 81.13 9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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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Comparison between HANARO irradiation test and surveillance test result

(a) (b)

그림 2. (a) Construction of nuclear material DB for PTS analysis, (b) Transition temperature 

calculation program(embedded in MD-Por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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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Effect of key factor on the failure prob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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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Sensitivity analysis results in high fluence region

1.E-07

1.E-06

1.E-05

1.E-04

1.E-03

1.E-02

1.E-01

1.E+00

-40 -30 -20 -10 0 10

Pr
ob

ab
ili

ty
 o

f F
ai

lu
re

Initial RTNDT(°C)

0.02
0.1
0.2
0.3
0.4
0.5

R.G. 1.99
Cooldown

Cu : 0.2 wt%, Ni : 1.0 wt%
Fluence (E19n/cm2)

(a) Cooldown

1.E-07

1.E-06

1.E-05

1.E-04

1.E-03

1.E-02

1.E-01

1.E+00

-40 -30 -20 -10 0 10

Pr
ob

ab
ili

ty
 o

f F
ai

lu
re

Initial RTNDT(°C)

0.02
0.1
0.2
0.3
0.4
0.5

R.G. 1.99
LTOP

Cu : 0.2 wt%, Ni : 1.0 wt%
Fluence (E19n/cm2)

(b) LTOP

그림 6. Effect of initial RTNDT on the failure probability (in A-Pro2)



- 96 -

1.E-07

1.E-06

1.E-05

1.E-04

1.E-03

1.E-02

1.E-01

1.E+00

0.05 0.1 0.15 0.2 0.25

Pr
ob

ab
ili

ty
 o

f F
ai

lu
re

Cu content(wt%)

0.02
0.1
0.2
0.3
0.4
0.5

R.G. 1.99
Cooldown

Ini. RTNDT : -30°C, Ni : 1.0 wt%
Fluence (E19n/cm2)

(a) Cooldown

1.E-07

1.E-06

1.E-05

1.E-04

1.E-03

1.E-02

1.E-01

1.E+00

0.05 0.10 0.15 0.20 0.25

Pr
ob

ab
ili

ty
 o

f F
ai

lu
re

Cu content(wt%)

0.02

0.1

0.2

0.3

0.4

0.5

R.G. 1.99
LTOP

Ini. RTNDT : -30°C, Ni : 1.0 wt%
Fluence (E19n/cm2)

(b) LTOP
그림 7. Effect of Cu content on the failure probability (in A-Pro2)

1.E-07

1.E-06

1.E-05

1.E-04

1.E-03

1.E-02

1.E-01

1.E+00

0.40 0.60 0.80 1.00 1.20

Pr
ob

ab
ili

ty
 o

f F
ai

lu
re

Ni content(wt%)

0.02

0.1

0.2

0.3

0.4

0.5

R.G. 1.99
Cooldown

Ini. RTNDT : -30°C, Cu : 0.2 wt%
Fluence (E19n/cm2)

1.E-07

1.E-06

1.E-05

1.E-04

1.E-03

1.E-02

1.E-01

1.E+00

0.40 0.60 0.80 1.00 1.20

Pr
ob

ab
ili

ty
 o

f F
ai

lu
re

Ni content(wt%)

0.02

0.1

0.2

0.3

0.4

0.5

R.G. 1.99
LTOP

Ini. RTNDT : -30°C, Cu : 0.2 wt%
Fluence (E19n/cm2)

그림 8. Effect of Ni content on the failure probability (in A-Pr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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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Nuclear materal DB(matDB) and summary of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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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Total solution for PTS PFM evaluation tech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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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한국형 원전 RPV강 고선량 조사취화 특성 평가, DB 구축 및 
조사취화 예측모델 개선

1. 한국형 원전 RPV 강 baseline 특성평가

가. 서론

국내에서 가동 중인 경수로는 미국 Westinghouse에서 제작한 고리 1~ 4호기, 한빛 1, 2

호기와 프랑스 Framatome에서 제작한 한울 1, 2호기 이후, 한빛 3, 4 호기부터 국내에서 

제작되었다. 국내 기술로 개발된 한국 표준형 원전인 OPR 1000은 1000MW급 가압경수형 

원전(PWR)으로 한울 3호기 이후 신고리 1, 2호기, 신월성 1, 2호기까지 적용되었다. 이후 

OPR 1000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크게 높인 개량형 원전인 APR 1400이 개발되어 해외수출까

지 이루어지게 되었고 국내에서 건설되고 있는 신규 원전에도 적용되고 있다. APR 1400 원

전은 원자로압력용기 두께가 최소 23 cm로 기존 OPR 1000 보다 두께가 증가하였고, 또한 

shell 하나의 크기도 기존보다 크게 증가하였다[1,2]. 

Framatome에서 제작한 한울 1, 2호기부터 국내 가동원전의 원자로압력용기는 모두 두산

중공업에서 제작되었다. 물론 한울 1, 2호기는 프랑스 규격을 따라 제작된 16MND5 소재를 

이용하였으나[3,4], 이 규격은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ASME 규격의 SA508 Gr.3와 동

급의 소재이다. 한빛 3호기 이후 모든 국내 원전에 두산중공업에서 생산한 SA508 Gr.3 저합

금 단조강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제작제강법은 원자로압력용기강의 청정도와 기계적 특성

을 향상시키기 위해 초기 VCD(Vacuum Carbon Deoxidation) 제강법에서 VCD+Al 제강

법, 현재 사용되고 있는 VCD+Si+Al 제강법으로 변화하였다. 한빛 3, 4호기, 한울 3호기에 

적용된 VCD 제강법에 비해 VCD+Al, VCD+Si+Al 제강법으로 제작된 한울 4호기 이후 소재

들이 전반적으로 더 우수한 재료물성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5-12]. 

본 연구에서는 한국 표준원전에 적용된 원자로압력용기 소재의 중성자 조사취화 특성 평가

를 위한 중성자 조사전 기계적 특성평가 자료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특성평가에는 VCD 제강

법으로 제작된 한국 표준원전 초기 원자로압력용기인 한울 3호기와 VCD+Si+Al 제강법으로 

제작된 APR 1400 개량 원자로압력용기강 소재가 사용되었다. 중성자 조사취화 전․후의 특성

을 비교하기 위해서 연구용 원자로에 조사시험용 계장캡슐에 장입하는 시편과 동일한 위치에

서 채취한 동일한 규격의 시험편에 대한 기계적 특성평가 및 파괴저항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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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상소재 및 시험방법

(1) 대상 소재

본 연구에서는 VCD 제강법으로 제작된 한국형 원전 초기 원자로 압력용기강 중 대표 소재

로 한울 3호기 압력용기강 보존재와 VCD+Si+Al 제강법으로 제작된 APR 1400 원전에 적용

된 소재를 사용하였다. 한국형 원전 초기 원자로 압력용기강은 두산중공업 (구 한중) 에서 

VCD (Vacuum carbon deoxication) 제강법으로 제작, 공급한 ASME SA508 Grade 3 

Class 1 보존재 (archival material) 로 오스테나이트화 열처리, 템퍼링, 용접후열처리가 적

용되었다. 소재의 규격은 두께 약 210 mm, 외측 330 mm, 내측 298 mm이었다. APR 

1400 원전 소재는 UAE에 건설중인 BNPP 4호기 원자로 압력용기용으로 한울 3호기 소재와 

동일한 SA508 Grade 3 Class 1 Mn-Mo-Ni계 저합금강 단조재이다. 중간동체의 노즐부 절

단소재로서, 두께는 292 mm 이었다. BNPP 4호기 중간동체는 VCD+Si+Al 제강법으로 제강

번호 2C133475 (127t), 2C133476 (152t), 2B133477 (107t) 총 3개의 heat로 제작되었으

며, 단조가공후 최종 제품의 무게는 158톤이었다. 단조가공을 통해 shell 형태의 제작된 소재

는 오스테나이트화 열처리(880oC, 9.5hr)후 수냉과 템퍼링 열처리(655oC, 9hr)의 품질열처리 

공정을 거쳤다. 각 소재의 화학성분은 표 1에 정리된 바와 같다. 

(2) 시험방법

시편은 모두 압력용기강의 두께의 1/4t 위치에서 채취하여 가공되었다. 조사전, 후 시험에 

동일한 크기와 형태의 시편을 사용하였다. 인장시험에는 두께 1 mm, 너비 4 mm, 평행부 

18 mm 의 판상시편을 사용하였으며 Charpy 충격시험과 마스터커브 파괴인성 평가에는 가

로 10 mm, 세로 10 mm, 길이 55 mm 의 사각 막대 형태의 3점 굽힘 시편을 사용하였다. 

파괴인성 시험편에는 반복적인 피로하중을 가하여 precrack을 생성한 후, 시험 전 총 균열길

이 대 시편폭의 비가 약 0.5가 되도록 하였다. J-R 특성평가에는 10 mm 두께의 디스크형

(0.4T-DC(T)) 시편을 사용하였다. 시험전 시편에 precrack을 삽입하였으며 시편의 양 측면에 

각각 두께의 10% 깊이에 해당하는 V 홈을 가공하였다. 

인장시험은 상온, 149oC, 288oC, 343oC, 371oC의 온도에서 변위제어 방식을 사용하여 

4.6⨯10-4/s 의 변형률 속도로 실시하였다. 시험 시, 시편의 온도는 목표온도에서 ±1oC 이내

로 유지되었다. 상세한 시험절차는 ASTM E8-13a[13]을 따랐다. 충격시험은 ASTM 

E23-12c[14]의 시험절차를 따라 수행되었다. 마스터커브 파괴인성시험은 응력속도가 1 MPa

√m/s 가 되도록 변위를 제어하여 시험하였으며, 상세 시험방법 및 T0 측정방법은 ASTM 

E1921-13a[15]를 따랐다. J-R 특성평가의 상세한 절차는 ASTM E 1820-13을 따랐으며 균

열길이는 정규화법(normalization method)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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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표준원전 OPR 1000 초기 RPV강의 특성

(1) 인장특성

상온, 149oC 288oC, 343oC, 371oC에서 실시한 인장시험결과를 그림 1에 정리하였다. 상

온에서의 항복강도와 인장강도는 각각 404 MPa과 557 MPa로 이후 다른 제강법으로 제작된 

소재에 비해 다소 낮은 값을 보였다. 288oC 까지는 항복강도와 인장강도가 다소 증가하고 연

신율이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이후부터는 강도가 감소하고 연신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

타내었다. 

(2) Charpy 충격특성

Charpy 충격시험 결과를 그림 2에 나타내었다. 상부흡수에너지 (Upper shelf energy, 

USE) 는 254 J로 다른 상용소재와 비슷한 값을 보였다. 그러나 특성온도인 T41J은 –14oC, 

T68J은 –5oC로 최근 제작된 다른 압력용기강에 비해 20oC 이상 천이온도가 높았다.

(3) 마스터커브 파괴인성

노치 및 예비균열 방향이 각각 단조축의 길이방향과 횡방향을 따르도록 시편한 후, 연성-취

성 천이온도영역에서 파괴인성 시험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그림 3에 나타내었다. 천이영역 파

괴인성을 특징짓는 참조온도인 T0는 균열 진전 방향이 단조축의 길이방향 (L-T)일 때 -96oC, 

단조축의 횡방향일 때 약 –111oC로 시험편 채취방향이 T-L 방향일 때 천이특성이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격천이온도와 달리, 파괴인성 평가에서 얻어진 참조온도 T0는 최근 제작제

강법으로 제작된 소재보다 다소 우수한 특성을 보였다.

라. 신형 표준원전 APR1400 RPV강의 특성

(1) 인장특성

상온, 149oC, 288oC, 343oC, 371oC에서 실시한 인장시험결과를 그림 4에 정리하였다. 상

온에서의 항복강도와 인장강도는 각각 436 MPa과 587 MPa로 앞서 제시하였던 VCD 제강

법으로 제작된 초기 소재보다는 다소 높은 값을 나타냈었다. 온도에 따른 강도변화 경향은 초

기 소재와 유사하나, 상온에서와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초기 소재보다 다소 높은 강도를 보

였다.

(2) Charpy 충격특성

Charpy 충격시험 결과를 그림 5에 나타내었다. 상부흡수에너지 (Upper shelf energy, 

USE) 는 302 J로 다른 상용소재보다 우수한 값을 보였다. 또한 특성온도인 T41J은 –53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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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68J은 –37oC로 최근 제작된 다른 압력용기강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으며, 초기 소재에 비해서

는 30oC 이상 향상된 값을 보였다. 

(3) 마스터커브 파괴인성

노치 및 예비균열 방향이 각각 단조축의 길이방향과 횡방향을 따르도록 시편을 제작한 후, 

연성-취성 천이온도영역에서 파괴인성 시험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그림 6에 나타내었다. 천이

영역 파괴인성을 특징짓는 참조온도인 T0는 균열 진전 방향이 단조축의 길이방향 (L-T) 일 때 

-81oC, 단조축의 횡방향일 때 약 –83oC로 시험편 채취방향과 상관없이 유사한 값을 나타내었

다.

(4) J-R 파괴저항특성

고선량 중성자 조사에 사용될 0.4T-DC(T) 시편과 표준 1T-C(T) 시편을 이용한 시험결과의 

호환성을 평가하기 위해 먼저 unloading compliance 방법으로 상온에서 J-R 시험을 수행하

여 비교한 결과를 그림  7에 나타내었다. 그림 7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유사한 결과를 보

이기는 했으나 0.4T-DC(T) 시편에 대한 J-R 곡선의 기울기가 1T-C(T) 시편에 비해 다소 낮

은 경향을 보였다. 이는 0.4T-DC(T) 시편의 폭이 좁아서 균열이 진전할수록 시편 폭에서 균

열 길이를 뺀 ligament가 과소하게 남기 때문이다. 

핫셀에서 로봇팔을 이용해 시험하기 위해 적용하는 정규화법에 의한 J-R 파괴저항시험 결과

와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unloading compliance 방법 간의 결과 호환성을 알아보기 위

해 동일 형태 시편에 대해 수행한 시험결과를 그림  8에 나타내었다. 그림 8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두 시험방법 간의 결과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 표준원전 호기별 원자로용기강 특성 비교

(1) 인장특성

한국형 국내표준원전에 사용된 원자로압력용기강의 인장특성을 그림 9에 비교하여 나타내었

다. 각 호기별 인장특성은 baseline 평가보고서 및 감시시험 보고서에 제시된 값을 이용하였

으며, 비교를 위하여 호기별 제작제강법과 제작시기 순서로 분류하여 정리하였다.[9-16] 초기 

VCD 제강법으로 제작된 원자로압력용기강의 경우, 410~430MPa 정도의 항복강도를 나타내

고 있으나, VCD+Al, VCD+Si+Al 제강법을 제작된 소재들은 440~470MPa 정도의 값을 나

타내고 있다. 그 차이는 크지 않으나, 전체적으로 강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Al 첨

가에 따라 결정립의 크기가 감소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연신율의 경우에는 제

작제강법과 제작시기에 따라 뚜렷이 개선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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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harpy 충격특성

한국형 원전에 사용된 원자로압력용기강의 천이온도와 상부흡수에너지를 그림 10에 비교하

여 나타내었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각 호기별 특성은 baseline 평가보고서와 감시시험 보고서

에 제시된 값을 이용하였으며, 비교를 위하여 호기별 제작제강법과 제작시기 순서로 분류하여 

정리하였다.[9-16] 천이온도 T41J의 경우, 제작시기에 따라 뚜렷이 특성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초기 VCD 제강법으로 제작된 소재의 3.6oC에서 최근 제작된 소재는 -50oC 이

하로 크게 개선이 되었다. 상부흡수에너지는 다소 편차가 있고 경향성이 뚜렷하지는 않으나 

전체적으로 제작시기와 제작제강법에 따라서 완만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충격천

이특성의 개선은 제작제강법의 변화와 함께, 공정 및 합금성분의 최적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으

로 생각된다.

(3) J-R 파괴저항특성

APR 1400 원자로 압력용기용 재료의 상온과 가동온도(288oC)에서의 J-R 파괴저항곡선을 

제강법이 제작시기가 다른 국산 압력용기강과 비교하여 그림 12의 (a)와 (b)에 각각 나타내었

다. 상온과 가동온도에서 공히 APR 1400 압력용기강의 파괴저항특성이 국산 압력용기 중 가

장 우수한 한빛 5호기와 유사한 특성을 보였다.

바. 요약

한국 표준원전 RPV 강중 VCD 제강법으로 제작된 한국 표준원전 초기 원자로압력용기인 

한울 3호기와 VCD+Si+Al 제강법으로 제작된 APR 1400 개량 원자로압력용기강 소재를 사

용하여 중성자 조사전 특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인장, 충격, 파괴인성 시험결과, 전반적으로 

VCD+Si+Al 제강법이 사용된 최신 RPV 강의 특성이 초기 국산 RPV 강에 비해 우수한 것으

로 나타났다. J-R 파괴저항성은 최신 APR1400용 RPV 강의 특성이 한울 5호기 RPV 강의 

특성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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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Chemistry of reactor pressure vessel steel of Hanul Unit 3 and BNPP#4 in wt%

C Mn P S Si Ni Cr Mo Cu Al

HU3 0.19 1.42 0.007 0.003 0.002 0.86 0.14 0.51 0.035 0.006

BNPP
#4

0.20 1.34 0.007 0.002 0.20 0.89 0.20 0.50 0.02 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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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Tensile properties of SA508 Gr.3 low alloy steel(HU3) at different test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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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Comparison between J-R curves for DC(T) specimen and 1T-C(T) specimens

그림 8. Comparison between J-R curves generated by unloading compliance method and 

normalization method for DC(T) speci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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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Comparison of Tensile properties of RPV steels used in KSNPPs

그림 10. Charpy impact test results of RPV steels used in KSNP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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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그림 11. J-R curves for APR 1400 RPV steel in comparison with those for the other 

domestic RPV steels (a) at room temperature and (b) at 288oC



- 113 -

2. 한국형 원전 초기 RPV 강 고선량 조사취화 특성 시험‧평가

가. 서론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저항 및 원자로 폐로에 따른 막대한 경제적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안전성이 확인된 원전에 대해서 60년 이상 장기가동을 추진하는 것이 원

자력 선진국들의 추세이다. 설계수명이 40년인 원전을 60년 이상 가동하기 위해서는 원자로 

구조재료를 장기 사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열화에 대한 정밀한 평가가 필요하다

[1]. 특히 원자로 압력용기(RPV)의 경우, 고선량 중성자 조사에 의한 조사취화 평가가 필수적

이나 60년 이상 가동시 조사량에 해당하는 조사취화 시험자료는 매우 제한적이다. 그러나 근

래에 들어 일부 해외 연구결과에서는 Cu 함량이 낮은 저합금강 재료에서 고선량 조사시, 조

사량 증가에 따라 조사취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소위 late-blooming-phase 현상이 발견되었

다[2]. 따라서 미국, 일본을 중심으로 고선량 조사취화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 

추진 중이다.

국내 원전에 있어서는 운전 중 감시시험 결과와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

를 이용한 조사후 시험결과가 조사취화 자료의 전부인 실정이다. 또한 1995년에 상업운전을 

시작한 한빛 3, 4호기부터는 국내에서 제조한 원자로 압력용기강을 사용하고 있으나, 원자로

용기의 조사취화 감시를 위한 감시시험캡슐의 낮은 선배율(lead factor)로 인하여 고선량 중

성자 조사취화 특성을 미리 파악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VCD (Vacuum-Carbon-Deoxidation) 정련법을 사용하여 제조된 초기 국

산 압력용기강 소재 중 대표소재인 한울 3호기 압력용기강 보존재 (archival material) 와 

VCD+Si+Al 제강법으로 제작된 APR 1400 개량 원자로압력용기 소재의 고선량 중성자 조사

취화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각 소재에 대해 2개의 중성자 조사용 계장캡슐 

13M-02K와 16M-01K를 제작하여 중성자 조사시험 및 특성평가를 추진하였다.

나. 연구용 원자로를 이용한 고선량 중성자 조사시험

(1) 캡슐별 장입시편 종류와 수량 및 조사시험 조건

13M-02K 캡슐은 VCD 제강법에 의해 제조된 한국형 표준원전 초기 RPV강인 한울 3호기 

압력용기강 보존재(SA508Gr.3 Cl.1)의 중성자 조사시험을 목적으로 제작되었다. 장기가동을 

고려하여 80년 조사량에 해당하는 3.6×1019 n/cm2(E>1MeV) 이상의 고선량 중성자 조사를 

290℃에서 수행하도록 설계하였다. 캡슐내에는 상용원전의 원자로감시시험에서와 같이 보존재

의 1/4T 위치에서 시편을 채취하여 인장, 충격, 마스터커브 파괴인성 등 총 35개의 시편을 

장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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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1400 원자로용기강의 조사취화 특성을 평가를 위해서는 16M-01K 캡슐을 제작하였다. 

16M-01K 캡슐도 13M-02K 캡슐과 동일하게, 장기가동을 고려하여 하나로 OR 조사공에서 

2주기 동안, 조사온도 290±10℃에서 중성자 조사를 목표로 제작되었다. 16M-01K 캡슐은 

그동안 조사시험에 주로 활용되었던 OR5 조사공이 아닌 OR4 조사공에서 조사시험이 진행됨

에 따라, 캡슐내 위치별 조사량 분포를 재계산하여 시험편을 배치하였다. 예상되는 중성자 조

사량은 2.6~9x1019 n/cm2 (E>1MeV)이다. 충격시험편은 80년 이상 가동을 고려하여 평균 

조사량이 4.7x9x1019 n/cm2 (E>1MeV)이 되도록 캡슐내에 배치하였고, 이밖에 ST-PCVN, 

1/2-PCVN, 0.4T-DC(T) 파괴인성 시험편과 2종의 판상 인장시험편 등 총 102개의 시험편을 

장입하였다. 특히, 캡슐 내 위치에 따른 조사량 차이를 고려하여 1/2 PCVN 15개씩과 소형판

상 5개씩 3세트를 장입하여, 조사량 변화에 따른 파괴인성 변화를 한 캡슐내에서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하나로 조사시험용 계장캡슐 제작

캡슐의 주요설계는 하나로 CT/IR 공에서 조사시험을 수행해온 4공 구조의 표준형 재료계장 

캡슐의 기본 설계를 따랐다. 캡슐 본체는 직경 60 mm의 Type 316 스테인리스강 튜브 내부

에 5단의 알루미늄 열매체 (compartment) 로 구성되었다. 조사시편의 온도는 하나로 출력조

건에서 캡슐 내 He 진공도를 제어하여 1차 조절되며, 각 단별로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전기히

터로 최종 조절된다. 조사시험 중 조사시편의 온도 및 조사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14개의 열전

대 및 5개의 Ni-Ti-Fe-Ag-Nb-Co 중성자 모니터가 설치되었다. 조사캡슐은 모든 시편이 목

표 조사온도인 290℃에 도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그림 1, 2에 13M-02K 및 16M-02K 

계장캡슐의 외부 사진과 내부 조립품의 사진을 나타내었다.

(3) 하나로 중성자 조사

13M-02K 캡슐은 30MW 출력의 하나로 OR5 조사시험공에서 290oC의 조사온도로, 약 54

일 (2주기 운전/1607.31 MWD) 동안 조사됨으로써, 중성자 조사량이 최대 5.51×1019 

(n/cm2) (E>1.0MeV) 에 도달되었다.

시편 온도는 그림 3에 나타낸 바와 같이 대부분의 시편에 대해 목표 조사온도인 290±10℃ 

범위로 유지할 수 있었다. 시험 기간 중 캡슐 내 시편의 온도는 다른 캡슐들에서 확인된 상부 

1, 2, 3단의 경우 점차 온도가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고, 하부 4, 5단의 경우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하나로 제어봉의 영향 때문이다. 

그림 4는 각단 시편의 중성자 조사량을 시편 위치별로 나타낸 것으로 표 1에 조사량을 시

편 위치별로 정리하였다. 조사 시편이 받는 고속중성자 조사량은 제어봉 450 mm 기준에서의 

07M-21K 캡슐 계산 flux 값을 기준으로 하여 30MW OR5 시험공에서 53.58일간의 조사시

험한 것에 대해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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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슐 내 시편은 0.1MeV 이상의 1.50x1013~4.06x1013 n/cm2/sec의 고속중성자 flux 조

사조건에서 53.58일 조사시험 후에는 9.54x1019~2.16x1020 n/cm2의 고속중성자 조사량을 

가지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또한 1.0MeV 이상의 6.40x1012~1.72x1013 n/cm2/sec의 고속중

성자 flux 조사조건에서 53.58일 조사시험 후에는 3.99x1019~9.11x1019 n/cm2의 고속중성

자 조사량을 가지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0.1 MeV 이상의 고속중성자 조사량 최대값은 노심 

중심 부근 (0.5 & -5.2cm/3단) 에서 나타났으며, 1.0MeV 이상의 고속중성자 조사량 최대값

은 노심 중심 부근 (-11.9cm/4단 상부) 에서 나타났다. 

16M-01K 캡슐은 OR4 조사시험공에서 13M-02K 캡슐과 동일하게 290oC의 조사온도로, 

약 54일 (2주기 운전) 동안 중성자 조사를 수행할 예정이다.

다. 표준원전 RPV강의 조사후 특성변화

(1) 인장특성

중성자 조사 후에 그림 5에 나타낸 바와 같이 항복강도가 증가하고 연신율은 감소하는 현상

이 모든 온도에서 관찰되었다. 이는 중성자 조사에 의한 압력용기강의 경화에 기인한 것으로 

이미 잘 알려져 있는 현상이다. 그림 6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전체 온도에 걸쳐 중성자 조사에 

의한 항복강도의 증가폭이 최대인장강도의 증가폭에 비해 월등히 컸다. 이는 소성변형량이 그

만큼 감소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항복 및 최대인장강도의 증가폭은 온도가 증가에 반비례하였는데 이는 고온으로 갈수록 

annealing 효과에 의한 조사손상의 회복이 더 많이 일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중성자 조사에 의한 인장특성의 변화와  충격시험으로부터 구할 수 있는 연성취성천이온도 

(Ductile to Brittle Transition Temperature, DBTT) 의 상관관계를 구하려는 시도는 많은 

연구자들이 해왔다[3,4]. 최근, 미국 U.S.NRC의 Mark Kirk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중성자 조

사에 의한 항복강도 증가와 DBTT 온도의 지표값으로서 원자로 압력용기 안전성 해석에 사용

되는 Charpy T41J 온도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다[5].

ΔT41J = 0.84⨯ΔYS (oC/MPa)

원자로가동온도인 288oC에서의 ΔYS인 39 MPa을 위 식에 대입하면, ΔT41J 는 32.8oC 로 

계산된다. 

(2) Charpy 충격특성

그림 7에 중성자 조사전, 후 온도에 다른 Chrapy 충격에너지 곡선을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조사후에 upper shelf energy (USE) 가 259 J에서 212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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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47 J 감소하였고, T68J 및 T41J 온도는 각각 33.4oC 와 29.8oC 만큼 증가하는 조사취화 현

상을 나타냈다. 

T41J 온도 상승량은 미국 U.S.NRC에서 발간한 Regulatory Guide 1.99 Revision 2 (RG 

1.99 Rev.2) 에 제시되어 있는 천이온도상승 예측식 (Transition Temperature Shift, TTS) 

으로부터 얻은 15.8oC에 비해서는 큰 값이나, 최근에 사업자가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원자력 관련 미국 연방규제법인 10CFR50.61a 에 포함되어 있는 예측식에 의해 구한 28.1oC

와는 매우 유사한 값이다. 또한, 앞서 인장시험 결과를 이용해 항복강도 변화로부터 예측한 Δ

T41J인 32.8oC와도 큰 차이가 없는 값이다.

(3) Master Curve 파괴인성

조사전, 후 천이온도 구간에서 3점 굽힘 시험을 실시하여 KJc 파괴인성을 구하였다. 온도와 

KJc 파괴인성과의 관계를 ASTM E1921의 절차에 따라, 그림 8과 같이 Master Curve로 나

타내었다. 

Master Curve 상에서 파괴인성이 100 MPa √m일 때의 온도를 T0 참조온도 (reference 

temperature) 라고 하고 조사취화에 의한 T0 참조온도의 상승 (ΔT0) 은 Charpy 충격시험에

서의 ΔT41J 에 해당한다. 그림 8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조사전, 후 압력용기강의 T0 참조

온도는 각각 -109oC와 -60oC였으며 조사취화에 따른 ΔT0은 따른 49oC로 계산되었다. 이는 

Charpy 충격시험 결과나 인장시험으로부터 유추한 ΔT41J 보다는 상당히 큰 값이다.

라. 초기 국산 압력용기강의 고선량 중성자 조사에 따른 안전여유도 평가

운전 중인 원자로의 압력용기강의 안전성 평가하는 데는 그림 9에 나타낸 바와 같이 크게 

2가지 기준이 적용된다. 첫째, 미국 연방규제법 10CFR50 App.G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Charpy 충격시험결과, 조사전 재료의 upper shelf energy가 102 J (75 ft-lb) 이하이어서

는 안 되며 운전 중에도 항상 68 J (50 ft-lb) 이하로 내려가면 안 된다. 둘째, 10CFR50.61

에 의한 가압열충격 (Pressurized Thermal Shock, PTS) 해석 결과, PTS 참조온도 (RTPTS) 

가 270oF (132oC) 미만이어야 한다. PTS 해석시에는 충격시험 결과로부터 구한 ΔRTNDT 대

신에 마스터커브 해석 결과로부터 구한 ΔRTT0 를 사용할 수 있다. 

고선량 중성자 조사후 한울 3호기 압력용기강에 대해 이러한 규정에 적용해 본 결과, 2가지 

기준을 모두 충분히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USE의 경우, 6.3⨯1019n/cm2의 중성자 조사

후에도 200 J을 훨씬 상회하였다. RTPTS의 경우, RTPTS 충격시험 결과와 마스터커브 해석으로

부터 구한 결과가 모두 132oF (55oC) 이하였으므로 충분히 기준값 (screening criteria) 을 

만족하였다. 

따라서, 초기 국산 압력용기강인 한울 3호기 압력용기강의 조사취화 특성은 60년 이상, 운

전 조사량에 해당하는 6.3⨯1019n/cm2의 고선량 조사후에도 충분히 안전성 기준 이상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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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고선량 조사에도 높은 파괴인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기존에 보고되었던 LBP 현상을 

보이는 재료에 비해 석출물을 형성하는데 필수적인 Ni 함량이 월등히 적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2].

마. 요약

VCD (Vacuum-Carbon-Deoxidation) 정련법을 사용하여 제조된 초기 국산 압력용기강 

소재 중 대표소재인 한울 3호기 압력용기강 보존재 (archival material) 와 VCD+Si+Al 제강

법으로 제작된 APR 1400 개량 원자로압력용기 소재의 고선량 중성자 조사취화특성을 확보하

고자 각 소재에 대해 2개의 중성자 조사용 계장캡슐 13M-02K와 16M-01K를 제작하여 중성

자 조사시험 및 특성평가를 추진하였다. 13M-02K 캡슐은 30MW 출력의 하나로 OR5 조사

시험공에서 290oC의 조사온도로, 약 54일 (2주기 운전/1607.31 MWD) 동안 조사됨으로써, 

중성자 조사량이 최대 5.51×1019 (n/cm2) (E>1.0MeV) 에 도달되었다. 16M-01K 캡슐은 

OR4 조사시험공에서 13M-02K 캡슐과 동일하게 290oC의 조사온도로, 약 54일 (2주기 운

전) 동안 중성자 조사를 수행할 예정이다. 13M-02K 조사 시편에 대한 조사후 시험 결과, 초

기 국산 압력용기강인 한울 3호기 압력용기강의 조사취화 특성은 60년 이상 운전 조사량에 

해당하는 6.3⨯1019n/cm2의 고선량 조사후에도 충분히 안전성 기준 이상의 특성을 보이는 것

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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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Neutron irradiation results for 13M-02K capsule (87-88 cycle, 1607.31MWD)

단 위치 시편 (번호)
노심위치

(cm)
열전대

조사온도 (℃) 조사량 MeV

측정 대표 E>0.1 E>1.0

1

#1 (0°)
Charpy 26.65 TA 275-280

285±10

1.76E+20 7.24E+19

Charpy 20.05 　 　 1.05E+20 4.35E+19

#2 (90°)
Tensile(N211-220) 26.65 T2 283-290　 7.96E+19 3.16E+19

Charpy 20.05 　 　 1.03E+20 4.67E+19

#3 (180°)
Charpy 26.65 T1 272-278 5.87E+19 2.39E+19

20.05 T3 298-301 7.73E+19 4.08E+19Charpy

#4 (270°)
Charpy 26.65 　 　 6.34E+19 2.58E+19
Charpy 20.05 　 　 8.15E+19 3.56E+19

2

#1 (0°)
Charpy 12.90 　 　

290±10

1.60E+20 6.94E+19

PCVN 7.20 　 　 1.86E+20 7.83E+19

#2 (90°)
Charpy 12.90 　 　 1.50E+20 6.38E+19

PCVN 7.20 　 　 1.82E+20 7.77E+19

#3 (180°)
PCVN 12.90 T4 285-293 1.18E+20 5.14E+19

PCVN 7.20 T5 289-295 1.33E+20 5.42E+19

#4 (270°)
PCVN 12.90 　 　 1.18E+20 5.23E+19
PCVN 7.20 　 　 1.42E+20 5.93E+19

3

#1 (0°)
PCVN 0.5 T7 285-298

290±10
2.09E+20 8.88E+19

PCVN -5.2 　 　 2.16E+20 9.11E+19

#2 (90°)
PCVN 0.5 　 　 　 2.16E+20 8.20E+19

PCVN -5.2 　 　

290±10

1.62E+20 8.75E+19

#3 (180°)
PCVN 0.5 T6 279-293 2.06E+20 6.34E+19

PCVN -5.2 T8 287-295 1.62E+20 6.53E+19

#4 (270°)
PCVN 0.5 　 　 1.51E+20 6.21E+19
PCVN -5.2 　 　 1.60E+20 6.77E+19

4

#1 (0°)
PCVN -11.9 2.13E+20 9.39E+19

PCVN -17.6 　 　 1.98E+20 8.28E+19

#2 (90°)
PCVN -11.9 2.03E+20 8.88E+19

PCVN -17.6 　 　 1.86E+20 8.24E+19

#3 (180°)
PCVN -11.9 T9 283-295

290±10

1.49E+20 6.25E+19
PCVN -17.6 T10 293-297 1.44E+20 5.98E+19

#4 (270°)
PCVN -11.9 1.60E+20 6.42E+19
PCVN -17.6 　 　 1.46E+20 6.15E+19

5

#1 (0°)
Charpy -24.3 　 　

290±10

1.62E+20 7.21E+19
Charpy -30 　 　 1.41E+20 6.34E+19

#2 (90°)
Tensile(P201-210) -24.3 　TB 289-292 1.48E+20 6.38E+19

MC -30 　 　 1.34E+20 5.87E+19

#3 (180°)
PCVN -24.3 T11 289-295 9.54E+19 4.91E+19

Charpy -30 T12 283-289 9.54E+19 3.99E+19

#4 (270°)
PCVN -24.3 　 　 1.16E+20 5.10E+19

PCVN -30 　 　 1.09E+20 4.18E+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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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13M-02K and 16M-01K instrumented capsules for materials irradiation tests in 

research reactor (HANARO)

그림 2. Inner parts of 13M-02K instrumented capsule for materials irradiation tests in 

research reactor (HANA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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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Temperature profile of 13M-02K in material irradiation capsule

그림 4. Fast neutron fluence profile in 13M-02K material irradiation capsule (E>0.1, 1.0M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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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Comparison of the stress-strain curves between pre-irradiated and post-irradiated 

RPV (Hanul Unit 3) steels

그림 6. Comparison of the yield strength and ultimate tensile strength between 

pre-irradiated and post-irradiated RPV (Hanul Unit 3) steels at various temper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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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Comparison of Charpy transition curves between pre-irradiated and post-irradiated 

RPV (Hanul Unit 3) steels

그림 8. Comparison of Master Curve toughnesses between pre-irradiated and post-irradiated 

RPV ste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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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Safety assessment procedure for RPV steel of operating re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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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 원전 RPV 강 고선량 조사취화 특성 DB 구축

가. 서론

가동 중 원자로 압력용기에 대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 2014-14호 “원자로 압력용

기 감시시험기준”에 근거해 원전 건설시 장입된 감시시험캡슐을 주기적으로 인출하여 수행한 

감시시험 결과에 따라 안전성을 평가하고 있다[1-16]. 또한,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1990년

대 후반부터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를 이용하여 압력용기강의 중성자 조사취화 특성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여 왔다. 이러한 연구로를 이용한 중성자 조사시험은 실제 보다 가속된 중성자 

조사를 통하여, 감시시험보다 고선량 조사시 취화특성을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원전의 계속

운전 등과 같이 설계수명 이상으로 상용원전을 가동시키고자 할 때, 감시시험에 앞서 원자로

의 건전성을 미리 예측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감시시험 결과와 연구로 조사시험 결과들은 가

동원전의 건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로서 활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수행되

었던 국내 모든 경수로형 원자로 압력용기에 대한 48회에 걸친 감시시험 결과를 정리 및 종

합하였다. 또한 연구용 원자로를 이용한 조사시험 결과도 함께 정리하여, 국내 원자로 압력용

기강의 조사취화 특성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다. 이러한 자료는 1차적으로 국내 원전의 

건전성 평가에 활용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 한국형 중성자 조사취화 예측모델 개발을 위한 

자료로서도 활용될 수 있다.

나. 감시시험 DB 확장 및 고선량 조사취화 특성 DB 추가

현재까지 감시시험 수행 현황은 표 1과 같다.

본 과제에서는 한울 5, 6호기 1차 감시용기 및 한빛 3, 4호기 2차 감시용기를 포함하여 국

내에서 수행된 총 48개의 감시시험캡슐 평가결과를 대상으로 각 발전소별 소재, 화학성분, 가

동온도와 감시시험 캡슐별 조사위치, 조사량 그리고 수행된 인장시험, 충격시험 결과를 그림 

1에 보인 바와 같은 양식으로 정리하여 DB화하였다. DB는 datasheet와 report 형태로 정리

된 offline DB를 지속적으로 추가하면서 유지하고 있으며 원자력재료안전부의 원자력재료 특

성 종합 온라인 DB인 "MD-Portal"에 online DB 형태로 포함시켜서 구축하였다.

다. 연구용 원자로를 이용한 원자로용기강의 조사취화 특성 DB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를 이용한 중성자 조사시험은 무계장 캡슐인 97M-01K, 98M-01K 2

기와 계장캡슐 98M-02K, 99M-01K, 99M-02H, 00M-01U, 00M-02K, 02M-02K, 

04M-17U, 08M-01K, 08M-02K, 10M-15K, 11M-25K, 13M-02K 12기 등 총 14기가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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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되었다. 이밖에 ’99년 체코 NRI와 ’09년 할덴에서 진행한 2기의 조사시험이 있다[17-28]. 

연구로를 이용한 원자로 압력용기강의 조사취화 특성평가 결과를 국내 상용원전 조사취화특성 

예측을 위한 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초기 진행되었던 무계장 캡슐 2기를 제외한 나머지 

조사시험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각 캡슐별 시편 종류, 수량, 배치위치, 배치도면 등 

캡슐제작과 관련된 사항과 조사량, 조사온도 등 조사시험 결과 자료를 확보하고 소재별, 시험

편별 조사량과 조사온도를 결정하고 표준시험편 충격시험 결과와 ASTM E1921에 따른 파괴

인성 평가 결과를 정리하였다. 마스터커브 시헙법을 이용한 조사취화 특성평가는 12종의 강종

에 대해 총 17세트의 시험이 진행되었다.

라. 요약

국내 모든 경수로형 원자로 압력용기에 대한 48회에 걸친 감시시험 결과와 함께 연구용 원

자로 조사시험 결과를 정리 및 종합하였다. 또한 총 48개의 감시시험캡슐 평가결과를 대상으

로 각 발전소별 소재, 화학성분, 가동온도와 감시시험 캡슐별 조사위치, 조사량 그리고 수행된 

인장시험, 충격시험 결과를 정리하여 DB화하여 온라인 DB인 "MD-Portal"에 online DB 형

태로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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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감시시험 현황 소재 비고 

고리1,2 
5차까지 수행

1호기: 1기 재장입, 1기 신규설치
2호기: 2기 신규설치, 1기 대기  

1호기:SA508Gr.2
2호기:SA533B W.H.  

고리3,4 5차까지 수행(1기대기) SA533TypeB W.H. 
영광1,2 5차까지 수행(1기대기) SA533TypeB W.H. 
영광3,4 2차까지 수행 SA508Gr.3 KSNP 
영광5,6 1차 수행, SA508Gr.3 KSNP 
울진1,2 4차까지 수행(2기 설치) SA508Gr.3 Framatome 
울진3,4 1차 수행 SA508Gr.3 KSNP 
울진5,6 1차 수행 SA508Gr.3 KSNP 

표 1. Status of surveillance tests of Korean RPVs (as of Jan. 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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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내 원전 원자로용기강의 조사취화 예측모델 개발

가. 서론

원자로 압력용기는 핵물질의 누출을 막는 결정적 역할을 하며 현실적으로  교체가 불가능하

기 때문에 원전의 실질적 수명은 압력용기의 건전성에 따라 결정된다.

원전의 수명기간동안 원자로 압력용기의 건전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원자로 압력용기 재료

의 파괴인성을 나타내는 기준무연성천이온도 (RTNDT) 를 정확히 측정하고 운전 중 중성자 조

사에 따른 변화량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원자력 선진국들은 원자로 압력용기재료에서부터 

얻은 중성자 조사취화평가 데이터를 분석하여 조사량에 따른 압력용기강의 천이온도 이동 

(Transition Temperature Shift, TTS) 예측식을 개발하여 압력용기 건전성 평가에 활용하고 

있다[1-4]. 우리나라는 미국 NRC에서 발간한 Regulatory Guide 1.99 Revision 2 (RG1.99 

Rev. 2)에 기초하여 수행하고 있다. RG1.99 Rev. 2는 1988년에 발간되었으며, 그 당시에 

이용 가능했던 미국내 감시시험 결과 데이터를 이용해 만들어진 중성자 조사에 따른 기준무연

성천이온도의 변화와 최대흡수에너지의 변화에 대한 예측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이 모델은 한

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다. 2010년에는 조사취화 현상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 

및 수십년간 축적된 데이터에 기반한 조사취화 예측모델을 미국 U.S.NRC에서 10CFR50.61a

로 발간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운전되고 있는 원자로의 압력용기는 미국 Westinghouse, 프랑스 

Framatome, 및 국내의 두산중공업 등 다양한 제조사로부터 제작되었을 뿐 아니라 재료 및 

제작 방법도 각기 다른 특징이 있다. 따라서 외국에서 개발된 조사취화모델을 사용하여 국내 

원자로 압력용기강의 조사취화를 예측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국내 감시시험 자료들을 

활용하여 국내 원자로 압력용기강의 조사취화 거동을 가장 잘 예측할 수 있는 한국형 조사취

화 예측모델의 개발이 필요하다.

여러 가지 통계적, 실험적 접근 방법을 사용하여 전세계적으로 많은 조사취화모델이 개발되

었지만, 미국의 규제기술을 차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한다면  앞으로도 미국에서 

개발된 모델을 사용하여 조사취화를 예측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의 연구

결과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10CFR50.61a 식을 개량하여 한국형 조사취화모델로 최적화하고

자 하였다.

나. 현용 조사취화 예측모델

현재 국내 원자로의 감시시험 자료를 분석하여 안전성을 평가하는데 사용되고 있는 RG1.99 

rev.2의 조사취화 예측식은 Cu와 Ni이 주가 되는 석출물의 생성이 조사취화의 원인이라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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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개념 하에, Cu와 Ni 함량의 조합으로부터 구할 수 있는 chemistry factor (CF) 와 

fluence factor (FF) 의 곱에 의해 아래 식과 같이 ΔRTNDT를 구하고 있다. 

 

ΔRTNDT = (CF)⨯f (0.28-0.10logf)                       (1)

여기서, f는 E> 1 MeV 이상인 중성자 fluence를 f⨯1019n/cm2으로 나타냈을 때의 f 이며 

CF는 RG1.99 rev. 2에 주어진 표에서 찾을 수 있다. 

2010년에 공표된 미국연방규제법 10CFR50.61a는 가압열충격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원자

로 압력용기강의 파괴인성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선택택으로 적용이 가능한 법규이다. 

10CFR50.61a는 지난 십수년간의 비교적 최근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천이온도 이

동 (Transition Temperature Shift, TTS) 예측식을 제공하고 있다.  

10CFR50.61a는 RG1.99 Rev.2와는 달리, 중성자 조사에 의해 matrix damage (MD) 와 

조사에 의한 형성된 copper-rich precipitate (CRP) 에 의한 손상으로 나누어 조사취화에 

의한 천이온도 변화량을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T41J = MD + CRP                                        (2)

MD = A × (1 - 0.001718 · TC) × (1 + 6.13 × P × Mn2.471) × Фte
0.5       (3)

CRP = B × (1 + 3.77 × Ni1.191) × f(Cue,P) × g(Cue,Ni,Фte)                (4) 

P, Mn, Ni, Cu [wt-%]: phosphorus, manganese, nickel and copper 

contents

   A  = 1.140x10-7 for forgings, 1.561x10-7 for plates, 1.417x10-7 for welds

   B  = 102.3 for forgings, 102.5 for plates in non-Combustion 

Engineering vessels,

         135.2 for plates in Combustion Engineering vessels, 155.0 for 

welds

   Фte = Фt for Ф greater than or equal to 4.39×1010n/cm2/sec 

       = Фt × (4.39×1010/Ф)0.2595 for Ф less than 4.39×1010n/cm2/sec

   Ф [n/cm2/sec] = average neutron flux

   t [sec] = time that the reactor has been in full power operation

   f(Cue,P) = 0 for Cu ≤ 0.072

          = [Cue - 0.072]0.668 for Cu > 0.072 and P ≤ 0.008

          = [Cue - 0.072 + 1.359×(P - 0.008)]0.668 for Cu > 0.072 and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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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8       and Cue = 0 for Cu ≤ 0.072

          = MIN(Cu, maximum Cue) for Cu>0.072 and maximum Cue=0.243 

for       Linde 80 welds

          = 0.301 for all other materials

g(Cue,Ni,Фte) = 0.5 + 0.5×tanh{[log10(Фte) + 1.1390×Cue-0.448×Ni-8.120] 

/ 0.629}

RG1.99 Rev.2와 10CFR50.61a를 비롯해 일본의 JEAC 모델, 프랑스의 FIM, FIS 모델에 

의한 예측결과가 모두 국내 감시시험 결과와 잘 맞지 않을뿐더러 특히 RG1.99 Rev. 2와 

10CFR50.61a를 비롯한 대부분 모델을 이용한 예측결과가 실제 국내 원자로 압력용기강의 조

사취화량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음은 지난 단계 보고서에서 밝힌 바와 같다.

다. 조사취화 예측모델 국내 최적화

2010년 미국 U.S.NRC에서 발표한 10CFR50.61a의 조사취화 예측모델은 미국내 많은 원

전의 감시시험 데이터에 대한 통계적 분석뿐만 아니라 미세기구적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수립

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화학조성의 영향 등, 물리적 의미 및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상수 등은 수정하지 않고, matrix 손상과 copper-rich-precipitate에 의한 손상 정도를 구

하는 식에 포함되어 있는 곱셈 계수(예측식 중 A, B 계수)만을 국내 감시시험 데이터와 일치

하도록 조정하는 접근법을 사용하였다. 

10CFR50.61a의 예측식을 적용하면, 국내 원전의 감시시험 데이터의 조사후 천이온도 상승 

(ΔT41J) 은 Cu 함량이 높은 고리 1호기 용접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matrix 손상에 기인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예측식에 의해 도출된 "MD" 가 실제 천이온도 상승치와 잘 맞도록 계

수를 도출하여야 한다.

감시시험 데이터 중 모재들의 경우, 예측식에서 "MD" 는 Фte
0.5와 선형적인 관계가 있으므

로 그림 1에 보인 바와 같이 "MD" vs Фte
0.5 의 best fit 기울기를 구한 후, 운전조건과 화학

조성을 대입하여 곱셈 계수 "A" 를 도출하였다.

용접부 경우, "CRP" 항 기여분이 있는 고리 1호기 데이터를 제외하고 위와 동일한 방법으

로 그림 2에 보인 바와 같이 best fit 기울기를 구한 후, 곱셈 계수 "A" 를 도출하였다. 

고리 1호기 용접부의 경우, 다른 용접부들로부터 구한 계수 "A" 를 사용하여 "MD" 를 구한 

후, 실측 ΔT41J 에서 "MD" 를 제한 나머지를 "CRP" 로 가정하였다. "CRP" 는 그림 3과 같이 

g(Cue,Ni,Фte) 와 선형적인 관계에 있으므로 best fit 기울기를 구한 후, 조사량과 화학조성을 

대입하여 곱셈 계수 "B" 를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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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에 10CFR50.61a에 제시된 조사취화예측 모델 중 계수 "A"와"B" 값과 국내 원자로 압

력용기의 조사취화 거동에 부합하게 새롭게 구한 한국형 조사취화모델의 계수 "A"와"B" 값을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MD" 계산에 포함되어 있는 "A" 계수의 경우, 용접부나 CE 제작 판재

에 대해서는 두 모델이 대동소이하였으나 단조재의 경우에는 한국형 모델의 A" 계수가 훨씬 

컸다. 용접부의 "CRP" 계산에 포함되어 있는 "B" 계수의 경우도 한국형 모델이 훨씬 크게 계

산되었다. 

그림 4에 한울 1, 2호기 압력용기강 모재의 실측 천이온도상승치 (ΔT41J) 와 한국형 조사취

화예측 모델, RG1.99 Rev.2 및 10CFR50.61a의 조사취화예측 모델에 의한 예측치를 비교하

여 나타내었다. RG1.99 Rev.2 및 10CFR50.61a의 조사취화예측 모델이 천이온도상승치를 

과소평가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형 모델은 조사량에 따른 천이온도상승 경향을 잘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5에 나타낸 바와 같이 고리 1호기 용접부의 경우에도 한국형 모델이 

다른 두 모델에 비해 실제 경향을 월등히 잘 나타내었다.

라. 국내 판재 원자로용기강의 조사취화 거동 예측

우리나라에서 현재 운전 중인 총 20기의 경수로 중에, 1980년대에 운전을 시작한 총 5기 

(고리 2/3/4, 한빛 1/2)의 웨스팅하우스형 원자로의 40년 설계수명 말기가 목전에 와있다. 이

들 원자로의 압력용기는 미국 CE에서 공급하였으며 SA533 Grade B Class 1(SA533B-1) 압

연 판재와 용접부로 제작되었다. 국내 최초 원자로인 고리 1호기가 2017년에 운전을 정지할 

예정이기 때문에 원자력계 및 국민적 관심은 이들 원자로에 집중되고 있다.  

 SA533B-1 저합금강 판재는 한빛 3호기 이후 국내 원전의 압력용기 재료로 사용된 

SA508 Grade 3 Class1 과 거의 유사한 화학조성을 갖고 있으나 조사취화거동은 화학조성 

뿐 아니라 가공형태, 중성자 조사 스펙트럼, 원자로 운전조건 등에 여러 요인에 따라 변화될 

수 있음이 알려져 있다[5]. 따라서 먼저 SA533B-1 판재의 조사취화거동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 원전의 계속운전을 위한 필수요건이라 할 수 있다.

앞선 언급한 5개 호기의 원자로에 대해서는 각각 다섯 차례의 감시시험이 실시되었다. 따라

서 모재와 용접부에 대해 각각 25개의 조사취화량(transition temperature shift, TTS)이 측

정되었다. 5개 원자로 압력용기강 판재 및 용접재의 화학조성을 표 2에 정리하였다. 

국내 감시시험 결과로부터 얻은, 중성자 조사량에 따른 SA533B-1강 모재와 용접부의 천이

온도변화를 그림 6에 나타내었다. 그림 6의 조사취화경향 곡선(embrittlement trend curve, 

ETC)은 멱함수(power law) 형태의 곡선으로 나타내었다. 모재와 용접부에 대한 곡선은 기울

기가 거의 유사하였으나 조사량이 적을 때는 용접부의 조사 취화량이 더 많았으나 두 곡선이 

약 2x1019n/cm2(E>1 MeV) 이었을 때 서로 교차한 후, 조사량이 많을 때는 모재의 조사 취

화량이 더 커지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용접재의 TTS 값의 산포가 상대적으로 모재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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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며 상한곡선도 모재에 비해 높게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TTS의 산포도

는 화학조성 및 미세조직의 차이, 원자로 가동 조건, 감시시험의 불확실성 등의 데이터에 영향

을 받는다 [1].

RG 1.99-Rev.2와 10CFR50.61a 조사취화예측모델에 의해 계산한 SA533B-1 판재와 용접

재의 TTS 값들을 실측값에 대비하여 그림 7(a)와 7(b) 에 각각 나타내었다. 그림 중 직선은 

실측값에 대한 예측값의 비를 나타내는 것으로 즉, 직선의 기울기가 1보다 작으면 조사취화예

측모델이 압력용기강의 취화를 과소평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7(a)와 그림 7(b)에 나타

낸 것처럼 RG 1.99-Rev.2 모델은 SA533B-1 모재와 용접부의 조사취화를 공히 과소하게 예

측하였다. 반면에 10CFR50.61a의 모델에 의하면 예측치와 실측치의 비가 모재와 용접부에 

대해 각각 0.90과 0.86이었으므로 비록 약간의 과소평가가 있지만 상대적으로 실측값과 근사

한 예측값을 얻을 수 있었다.

10CFR50.61a의 조사취화예측식은 중성자 조사에 의한 기지부의 손상(matrix damage, 

MD)과 Cu-rich 상(Cu-rich phase precipitation, CRP) 생성에 의한 경화항의 2개 항으로 

구분할 수 있다. Cu 함량이 0.072 wt% 미만인 SA533B-1 강 모재와 용접재의 경우에는 

CRP 항은 0이 되므로 MD 항만이 조사취화에 기여한다. 따라서, MD 항의 계수 “A”가 예측

모델과 실측값의 일치도를 결정한다. 10CFR50.61a의 예측모델에서는 CE 공급 판재와 용접

재에 대해서는 계수 “A”를 단조재에 비해 각각 1.37배와 1.24배 크게 설정함으로써 실측값과 

일치도가 크게 향상된 것으로 판단된다.

마. 요약

RPV 조사취화 현용 예측모델인 RG 1.99-Rev.2 및 10CFR50.61a의 모델을 분석하고 우

리나라 감시시험결과에 맞게 최적화하였다. 기존 두 모델은 실제 감시시험 결과보다 조사취화

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10CFR50.61a를 개선한 모델은 감시시험 결과의 경향을 잘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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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Comparison of coefficients in TTS prediction formula drawn by KAERI and those 

presented in 10CFR50.61a

10CFR50.61a KAERI

MD
(A)

Forgings 1.140x10-7 1.895x10-7

CE plates 1.561x10-7 1.623x10-7

Welds 1.417x10-7 1.383x10-7

CRP
(B) Welds 155.0 198.5

표 2. Chemical composition of SA533B-1 RPV materials (in wt%)

C Mn P S Si Ni Mo Cr Cu Al

A-2
plate 0.23 1.38 0.004 0.008 0.22 0.63 0.52 0.10 0.05 0.020
weld 0.11 1.70 0.01 0.01 0.41 0.07 0.50 0.16 0.03 0.009

A-3
plate 0.20 1.36 0.008 0.01 0.26 0.65 0.58 0.05 0.06 0.040
weld 0.13 1.53 0.012 0.007 0.51 0.18 0.46 0.15 0.02 0.016

A-4
plate 0.23 1.31 0.023 0.014 0.25 0.66 0.58 0.058 0.043 0.040
weld 0.12 1.54 0.019 0.014 0.50 0.12 0.53 0.066 0.023 0.025

B-1
plate 0.23 1.45 0.012 0.018 0.23 0.52 0.51 0.18 0.054 0.016
weld 0.13 1.38 0.016 0.011 0.47 0.11 0.50 0.07 0.031 0.015

B-2
plate 0.20 1.50 0.015 0.006 0.20 0.54 0.49 0.16 0.051 0.020
weld 0.11 1.44 0.018 0.012 0.49 0.11 0.53 0.18 0.029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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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Lines of best fit for MD vs Фte
0.5 datasets of base metals of Korean RPVs

그림 2. Lines of best fit for MD vs Фte
0.5 datasets of weld metals of Korean RP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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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Lines of best fit for CRP vs g(Cue,Ni,Фte) datasets of weld metals of RPV in Kori 

Uni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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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ΔT41J (ΔT30) vs fluence curves for base metals of RPVs in Hanul Unit 1 &2 

predicted by formulae of KAERI, RG1.99 Rev.2 and 10CFR50.61a

그림 5. ΔT41J (ΔT30) vs fluence curves for the weld metal of RPV in Kori Unit 1 predicted 

by formulae of KAERI, RG1.99 Rev.2 and 10CFR50.6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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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Relationship between transition temperature shift and neutron fluence for SA533B-1 

RPV steel plates and we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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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그림 7. Comparison of the predicted TTS values by models and the measured TTS values 

for; (a) SA533B-1 plates and (b) we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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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한국형 원전 RPV강의 실규모 재료특성 분포해석 및 통계적 평
가모델 개발

1.  표준원전 원자로용기강의 두께방향 특성평가

가. 서론

원자로압력용기는 핵반응열을 직접 전달하는 고온, 고압의 1차냉각수를 외부와 격리하는 대

형 용기로 원자력발전소의 건전성과 사용수명을 결정짓는 핵심부품이다. 이러한 압력용기용 

소재는 내부로부터의 높은 압력을 포함하는 가혹한 가동조건과 장기가동에 따른 취화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파손을 방지하기에 충분한 강도와 파괴인성이 반드시 요구된다. SA508 Gr.3 

Mn-Mo-Ni계 저합금강은 강도, 인성 및 용접성과 같은 기계적 특성이 우수하여 상용 원자로

압력용기용 소재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국내 원전에서는 한빛 3호기 이후 모든 한국형 

표준원전에 두산중공업에서 생산한 SA508 Gr.3 저합금 단조강을 사용하고 있다. 원자로압력

용기강의 제조는 ASME 규격에 따르고 있으나, 세부적인 제조공정은 변화되어 한빛 3, 4호기 

및 한울 3호기까지의 VCD공법에서 한빛 5호기부터는 Si+Al 공법으로 제조되고 있다. 이러한 

제조공법의 차이로 인해 호기별 원자로압력용기강의 기계적 특성에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자로압력용기는 두께 20 cm가 넘는 두꺼운 단조재로서 제작시 두께 방향 위치에 따라 

기계적, 파괴적 특성의 차이를 유발하는 미세조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 압력용기 퀜

칭시에 위치에 따라 0.3~1.2oC/sec 의 냉각속도의 차이가 발생한다[1]. 이러한 냉각속도의 차

이는 압력용기의 두께방향으로 미세조직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해 기계적 특성의 변

화가 나타나게 된다. IAEA reference 소재인 JRQ 소재의 두께방향 위치에 따른 인장특성과 

ASTM E1921 마스터커브 시험법으로 결정된 참조온도 T0의 경향을 보면, 냉각속도가 빠른 

표면쪽에서 가장 강도가 높고 내부로 들어가면서 강도가 감소하며 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파괴인성도 표면이 중심부보다 우수하여 중심부로 갈수록 참조온도 T0가 상승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2].

본 연구에서는 한국형 원전 초기 VCD 공법드로 제작된 한울 3호기 원자로 압력용기강 보

존재와 Si+Al 공법으로 제작된 APR1400 원전 원자로용기강 소재를 이용하여 두께방항 위치

별 인장특성, 충격특성 및 천이영역에서의 파괴인성을 평가하였다. 두꺼운 압력용기의 냉각속

도 차이에 의한 두께방향 기계적 특성의 변화를 고찰하고, 제작공법의 차이에 따른 두 소재의 

기계적 특성을 비교․평가 하였다. 특히 천이영역 파괴인성 평가에서 통계적 처리가 가능하도록 

충분한 수량의 시험결과를 확보하여, 확률적 파괴인성 평가모델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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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상소재 및 시험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VCD 공법으로 제작된 한울 3호기 원자로압력용기 소재와 Si+Al 공법으

로 제작된 APR1400 원전 원자로압력용기 소재의 화학성분은 표 1에 정리하였다. 한울 3호기 

소재는 두께 약 210 mm의 원자로압력용기 중간동체 소재이다. 한울 3호기 소재에서 특이한 

점은 제작시에 3번의 품질열처리 공정을 거쳤다는 것이다. 그림 1과 같이 보존재 블록에서 표

면, 1/8T, 1/4T, 1/2T 위치에서 T 방향으로 시험편을 채취하였으며, 1/4T에서는 L방향으로

의 시험편도 채취하였다. APR1400 원전 소재는 UAE에 건설중인 BNPP 4호기 원자로압력용

기 중간동체 소재이다. BNPP 4호기 중간동체는 Si+Al 공법으로 제강된 제강번호 2C133475 

(127t), 2C133476 (152t), 2B133477 (107t) 총 3개의 heat로 제작되었으며, 단조가공후 최

종 제품의 무게는 158t이었다. 단조가공을 통해 shell 형태의 제작된 소재는 오스테나이트화 

열처리(880°C, 9.5hr)후 수냉과 템퍼링 열처리(655°C, 9hr)의 품질열처리 공정을 거쳤다. 제

공된 CMTR(certified material test report)에 따르면, 이 재료의 항복강도는 450MPa, 낙

중시험과 충격시험을 통해 결정된 RTNDT(Reference nil-ductility transition temperature)

는 20℉(-29℃)이었다. 두께방향 위치에 따른 특성변화를 평가하기 위해, 내부표면부터 외부표

면까지 5군데(내부표면, 1/4T, 1/2T, 3/4T, 외부표면)에서 T 방향으로 시험편을 채취하였으

며, 1/4T에 대해서는 방향에 따른 특성차이를 평가하기 위해 L 방향으로도 시험편을 채취하

였다. 

인장시험은 ASTM E8-13a[3]에 따라 변위제어로 수행하였으며, 고온시험은 furnace를 사

용하였으며 ±1℃의 범위 내에서 온도를 조절하였다. Gage length 25mm, 직경 6.25mm의 

시편을 이용하여 상온과 288℃에서 5.2×10-4/s의 속도로 실험하였다. 0.2% offset 법에 준

하여 항복강도를 결정하였고, 인장강도는 최대하중점으로 결정하였다.

충격시험은 ASTM E23-12c[4]에 따라 수행하였으며, SATEC Systems, Inc.의 SATEC 

SI-1D3 시험기를 이용하였다. 시험기의 용량은 407J (300ft-lb) 이고 시험온도는 -70~300℃

의 범위에서 실시하였다. 충격곡선의 정량적인 평가를 위해 hyperbolic tangent (TANH) 

curve fitting 방법을 사용하였다. 

천이온도영역에서 파괴인성을 평가하기 위해 확률·통계적 방법을 이용하여 특성온도를 기술

하는 ASTM E1921-13a 표준시험법[5]을 사용하였다. PCVN (Precracked Charpy 

V-Notch specimen, 10×10×55mm) 시험편에 시편 폭의 약 50%까지 예비피로균열을 삽

입하여 사용하였으며, 시험온도는 저온 챔버에 액체질소를 순환시켜 ±1℃ 이내로 조절하였다. 

시험은 0.15mm/min의 하중선 변위속도로 수행하여 불안정 취성파괴가 발생할 때까지 시편

에 가해진 J-integral 값 (Jc) 을 결정한 후 이를 탄소성 벽개파괴인성값 (KJC)으로 환산하였으

며, 통계처리를 통한 확률적 평균값 (KJC(med)) 을 구하기 위해 반복시험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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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OPR 1000 초기 원자로용기강 두께방향 기계적 특성

상온과 288℃에서 수행한 인장시험결과를 그림 2에 정리하였다. 전체적으로 JRQ 소재처럼 

위치에 따른 큰 강도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상온과 288℃ 모두 유사한 강도특성을 나

타내었다. 1/8T 지점에서 채취한 시험편이 약간 높은 강도를 보였으며, 중심을 지나 외부표면

으로 갈수록 강도가 약간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온 연신율의 경우도 내부표면에서 외

부표면으로 가면서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전체적으로 24~28% 범위에서 나타났

다. 연신율은 시험온도가 상승하면 다소 감소하였다. 이러한 인장특성의 경향은 앞서 문헌에서 

보고된 두께방향에 따른 인장특성 분포와 다소 상이한 결과이다. 

두께방향 위치별 Charpy 충격시험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내부 표면부터 외부표면까지 총 

7세트의 충격시험결과와 추가로 1/4T LT 방향 시험결과를 함께 나타내었다. 전체적으로 내부

표면에서 가장 낮은 천이온도와 높은 상부 흡수에너지 (USE) 를 보이며 가장 우수한 천이특성

을 나타내었다. 그림 4에서와 같이 USE는 내부 표면에서 가장 높았으며, 1/4T에서 가장 낮게 

나오며 나머지 영역에서는 비슷한 값을 보였다. 그림 5의 천이온도 경향도 내부표면에서 가장 

좋게 나오고 1/4T부터 외부표면까지는 상당히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특히 1/4T와 7/8T 지

점에서 가장 높은 천이온도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기존 문헌들에서 보고된 SA508 또

는 SA533 소재에서 1/2T 지점을 기준으로 천이온도 분포가 좌우 대칭되는 경향과 상이한 결

과이다. 한편 시험편 방향에 따른 특성평가를 위해 수행된 1/4T 지점의 L 방향 시험편의 시

험결과는 기존 보고에서와 마찬가지로 T 방향에 비해 차이는 크지 않으나 천이온도가 다소 낮

게 나왔다. 

두께방향 위치에 따른 파괴인성 평가를 위하여 예비피로균열을 삽입한 PCVN  

(Pre-Cracked Charpy V-Notched) 시험편을 이용하여 ASTM E1921 마스터커브 시험법으

로 연성-취성 천이온도영역에서 파괴인성 시험을 수행하였다. 그림 6은 본 연구를 통해 수행

된 모든 영역에서의 시험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이러한 실험을 통해 

재료의 파괴인성 분포를 확률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총 270여개의 시

험편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였다. 마스터커브 시험법으로 결정된 참조온도 T0는 그림 7과 같이 

내부표면에서 외부표면으로 갈수록 증가하다가 3/4T 이후부터는 비슷한 값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표면이 가장 낮은 T0값 (-133.8℃) 을 나타내며 가장 우수한 천이특성을 나타

내었다. 1/8T 지점과 1/4T 지점은 유사한 T0을 보였으며 7/8T 지점이 가장 높은 T0값 

(-95.8℃) 을 나타내었다. 일반적으로 baseline test에서 주로 사용되는 1/4T 지점에서의 T0 

값은 약 -110℃로 이전에 수행되었던 한국형 원전 원자로용기강 소재의 1/4T 지점에서의 T0

값보다 상당히 우수한 결과이었다. 가장 우수한 특성을 보였던 한빛 5호기 소재의 경우도 약 

-80 ~ -70℃ 정도로, 한울 3호기 소재보다 최소 30℃ 정도 높은 온도를 나타내었다. 앞서 

충격천이특성에서는 중심부(1/2T)에 비해 1/4T 지점이 더 높은 천이온도를 보이며 가장 나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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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이특성을 나타내었으나, 파괴인성 평가에서는 중심부보다 1/4T 지점의 파괴인성이 더 우수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울 3호기 원자로용기강의 두께방향 기계적 특성 분포는 기존에 알려진 문헌을 통해 알려

진 SA508 또는 SA533 소재와 달리 중심지점을 기준으로 내부표면과 외부표면의 특성이 대칭

되는 형태로 나타나지 않았다. 내부표면쪽의 천이특성이 외부표면쪽 보다 우수하게 나타났다. 

또한 충격천이특성에 비해 파괴인성이 우수하게 평가되었다는 점도 특이하다 할 수 있다. 이

러한 현상의 원인으로는 제작시 수행된 3번의 품질열처리 공정이나 또는 퀜칭 열처리나 단조 

공정상의 불균일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정확한 원인을 유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라. APR 1400 개량 원자로용기강 두께방향 기계적 특성

두께방향 위치에 채취한 시험편을 이용하여 상온과 288℃에서 수행된 인장시험 결과를 그

림 8에 정리하였다. 초기 한국형표준원전에 적용된 VCD 공법을 제조된 한울3호기 원자로용

기강에서의 결과와 달리 표면부에서 강도가 높게 나타나고 중심부로 들어가면서 강도가 감소

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경향은 JRQ 소재를 이용한 연구결과[1]와 유사한 경향이다. 

그러나 JRQ 소재 결과보다는 중심부와 표면의 강도차이가 다소 작게 나타나고, 외부표면에서

는 내부표면보다 다소 낮은 강도를 보였다. 일반적으로 냉각속도가 빠른 표면쪽이 저온변태 

조직이 많이 나타나, 강도가 높게 나타나게 된다. 미세조직을 관찰해 보면 냉각속도가 빠른 표

면부분에서는 미세한 결정립 크기를 갖는 베이나이트 조직이 생성된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베이나이트 상들은 내부의 전위밀도가 높은 저온변태상으로 강도가 높다고 알려져 있다. 내부

쪽으로 갈수록 베이나이트 래스가 조대해지고, 결정립 크기도 커지게 된다. 주목할 점은 1/4T 

지점에서 연질의 폴리고날 페라이트가 생성되고 중심부분으로 갈수록 그 양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중심부분으로 갈수록 강도가 감소하게 된다.

두께방향 위치별 온도에 따른 Charpy 충격시험 결과를 그림 9에 제시하였다. 내부표면부터 

외부표면까지 총 5세트의 충격시험결과와 시편방향에 따른 영향을 보기위해 수행한 1/4T LT

방향 시험결과를 함께 나타내었다. 충격시험으로부터 얻어진 천이온도와 상부흡수에너지를 정

리하여 그림 10과 11에 나타내었다. 전체적으로 내부 및 외부 표면에서 낮은 천이온도를 보

이며 우수한 천이특성을 나타내었다. 한편 시험편 방향에 따른 특성평가를 위해 수행된 1/4T 

지점의 LT방향 시험편의 시험결과는 기존 보고에서와 달리 LT 방향이 오히려 TL 방향보다 

높은 천이온도를 보였다.  

그림 12는 ASTM E1921 마스터커브 시험법에 따라 평가된 각 위치별 시편의 천이영역 파

괴인성 결과이다. 모든 시편은 천이온도영역에 걸쳐 시험하여 불안정 취성 벽개파괴가 발생하

였으며 연성균열 진전은 보이지 않았다. 각 위치에 대한 시편의 KJc 값들로부터 Master 

curve 방법을 통해서 위치별 파손확률 50% KJc(med) curve와 5%, 95% tolerance b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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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참조온도를 나타내었다. 두께방향 위치별 평균적인 파괴인성 경향은 시험온도가 상승

할수록 파괴인성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연성-취성 천이거동을 보이고 있다. 각 위치에 따라 온

도별로 측정된 모든 시편들의 파괴인성 KJc값이 시험온도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시험온도가 높아질수록 그 편차도 커졌다. 동일한 시험조건에서도 파괴가 일어날 때까지의 소

성변형량은 시편에 따라 서로 달라서 파괴인성 값의 편차를 보이며, 이는 천이온도영역에서의 

전형적인 현상으로 알려져 있다[28]. 신뢰도 곡선에 위치한 각 위치의 시험 데이터들 중 대부

분이 5%, 95% tolerance bound 내에 분포하였으나 일부 결과는 2%, 98% tolerance 

bound를 벗어나는 결과가 나왔으나, 전체적으로 균일한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참

고로 초기 VCD공법으로 제작된 소재의 경우에는 전체의 9.7%가 2%, 98% tolerance 

bound를 벗어나는 결과를 보이며 전체적으로 약간의 소재 불균일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

되었었다.

내부 및 외부표면에서는 T0 값이 각각 –115℃와 -106℃로 유사한 값을 보였으며, 중심부

(1/2T)에서는 -72℃로 가장 높은 값을 보였다. 전체적인 참조온도 분포를 그림 13에 나타내

었다. 그림에서와 같이 충격시험결과와 마찬가지로 중심부를 기준으로 대칭적인 분포를 보이

면서 표면에서 내부로 가면서 참조온도가 증가하였다. 이는 기존 문헌에서 보고된 JRQ 소재

의 위치별 특성차이와 유사한 경향으로, 표면의 파괴인성이 내부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특성분포는 재료 내의 미세조직과 연관지어 설명할 수 있다. 마르텐사이트 혹은 

베이나이트 내부의 블록 경계(block boundary), 패킷 경계(packet boundary)와 같은 

substructure와 구 오스테나이트 결정립계는 균열 꺾임을 발생시켜 균열의 진전을 막기 때문

에 파괴인성 향상에 효과적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substructure가 잘 발달한 미세한 베이

나이트를 조직으로 하는 표면부분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한 파괴인성을 보인다. 반면에 냉각속

도가 느린 중심부분으로 갈수록 오스테나이트의 변태온도가 높기 때문에 베이나이트 내부의 

substructure의 형성이 적고, substructure가 존재하지 않는 폴리고날 페라이트 형성이 증가

하게 된다. 따라서 내부로 갈수록 취성파괴에 대한 저항성이 떨어지는 결과가 발생한다.

마. 요약

두꺼운 원자로용기강의 두께 방향 위치에 따른 기계적 특성의 변화를 확인하고, 나아가 재

료의 파괴인성 불균일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확률 평가모델 개발을 위한 자료를 확

보하기 위해 한국형 원전 초기 VCD 공법 원자로용기강 보존재와 Si+Al 공법으로 제작된 

APR1400 원전 원자로압력용기 소재를 이용하여 두께방향 위치별 인장특성, 충격천이특성, 천

이영역 파괴인성을 체계적으로 평가하였다. 

한울 3호기 보존재의 경우, 전체적으로 내부표면쪽이 우수한 기계적 특성을 나타내었으며 

외부표면으로 가면서 특성이 저하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파괴인성의 경우, 전체적으로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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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소재의 결과보다 우수한 특성을 나타내었으며 내부표면에서 외부표면으로 가면서 천이온

도가 상승하는 일정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충격인성은 다른 소재들보다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파괴인성 결과와 상반된 결과를 보였으며 위치에 따른 결과의 편차도 상당히 

크게 나타났다. 

BNPP 4호기 소재에서는 표면부분에서 중심부분으로 갈수록 항복강도와 인장강도가 감소하

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어 1/2T 기준으로 위치별로 대칭적인 인장특성이 나타났으며, 전체적으

로. 한울 3호기 소재보다 강도와 연신율이 더 우수하게 나타났다. 천이특성의 경우에는 내부 

1/2T 위치를 기준으로 표면에서 1/2T로 갈수록 천이온도가 증가하는 대칭적인 형태를 보였

다. 그러나 상부흡수에너지의 경우에는 위치에 따른 뚜렷한 경향성은 보이지 않았다. ASTM 

E1921에 따른 천이영역 파괴인성 평가에서는 내부표면에서의 참조온도가 -115°C로 가장 낮

았고, 시편 중심부분으로 갈수록 참조온도가 증가하여 중심부분(1/2T)에서 -72°C로 가장 높

은 1/2T 위치를 기준으로 대칭적인 형태의 천이특성을 보였다. 이러한 경향은 충격시험을 통

한 천이특성의 경향과 일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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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Chemistry of reactor pressure vessel steel of Hanul Unit 3 and BNPP#4 in wt%

C Mn P S Si Ni Cr Mo Cu Al

HU3 0.19 1.42 0.007 0.003 0.002 0.86 0.14 0.51 0.035 0.006

BNPP
#4

0.20 1.34 0.007 0.002 0.20 0.89 0.20 0.50 0.02 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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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Block of archive material HU3 used in this study and schematic drawing for 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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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Tensile properties at RT and 288℃ as a function of specimen depth (HU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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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Charpy transition curves of HU3: (a) inner surface, (b) 1/8T, (c ) 1/4T, (d) 1/2T,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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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두께방향 특성분포의 미세기구 영향인자 분석

가. 서론

현재 상용 원자로 압력용기용 소재로는 SA508 Gr.3 Mn-Mo-Ni계 합금의 저합금강을 주

로 사용한다. 원자로용기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200 mm 이상의 두꺼운 후물로 제작되며 

축방향 용접부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단조과정을 통해 ring 형태를 만든 후, 열처리 과정을 

통해서 필요한 기계적성질을 얻는다. 열처리 과정으로 오스테나이징 이후 수냉하고 템퍼링 공

정을 거쳐 제작된다[1]. 하지만 원자로용기는 두꺼운 두께로 인해서 단조과정에서 단조량의 불

균일성이 발생할 수 있고, 수냉시 표면과 내부의 냉각속도 차이로 인해 미세조직의 차이가 발

생하여 두께방향에 따른 기계적 물성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저합금강은 냉각속도가 느리면 ferrite 조직이 생성되고, 냉각속도가 빨라질수록 quasi 

polygonal ferrite, acciular ferrite, granular bainite, bainite, martensite가 생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bainite 조직 역시 냉각속도가 느리면 upper bainite, 빠르면 lower 

bainite로 carbide의 분포 및 lath의 형태로 다르게 구별되고 있고, 각각의 미세조직에 따라

서 기계적 성질 및 충격인성이 변화하게 된다. 최근 원자로 용기의 미세조직에 대한 분석 중 

냉각속도가 느린 중심 부분에서 macro-segregation 현상이 발생하거나 중앙 부분에서 

widmanstätten ferrite가 관찰되는 연구결과도 있다[2,3]. 따라서 두께에 따른 미세조직적 불

균일성이 발생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미세조직의 차이로 인해 위치별 기계적 성질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지만, 현재 원자로 압력

용기의 기계적 성질 평가는 실제 사용된 압력용기와 동일하게 제작된 보존재의 1/4T 지점에

서 채취한 시편에서만 실행되고 있고, 조사취화 평가 역시 1/4T 지점에서 채취한 시편을 조

사시켜서 평가한다. 따라서 두꺼운 압력용기의 전반적인 충격인성 및 파괴인성에 대한 평가는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앞으로 원자로 용기의 좀 더 정확한 안전성 평가 및 조사취화 안정

도 예측을 위해서는 압력용기의 위치별 파괴인성과 천이특성에 대한 기본 database 확보가 

시급하다. 이를 위해 본 과제에서는 한국형 초기 원전인 한울 3호기 보존재 (archival 

material) 를 이용하여 두께별 충격인성 및 파괴인성을 측정하였고, 미세조직 분석을 통해서 

파괴인성 불균일성에 미치는 미세기구 영향인자를 분석하였다.

나. OPR 1000 초기 원자로용기강의 깊이별 미세조직

(1) 미세조직 구분

원자로 용기에 사용되는 저합금강은 흔히 bainite 조직으로 알려져 있다. 압력용기용 

bainite 조직의 특징으로는 빠른 냉각속도에서 변태한 조직으로 prior austenite g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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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undary에서 grain 내부 방향으로 lath 형태로 성장하기 때문에 prior austenite grain 

boundary가 잘 남아있고, 전단변형에 의한 변태가 주를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내부에 

substructure가 잘 발달되어 있다. SEM을 통해서 동일 부분의 미세조직을 고배율로 관찰하고 

OM과 비교해본 뒤 미세조직을 구분하였다. prior austenite boundary가 잘 보존되어 있고 

grain 내부로 lath가 성장한 모습을 보고 전반적인 bainite 조직임을 알 수 있었다. 조직에 

사용된 보존재는 뜨임 처리 후의 조직으로 tempered lower bainite와 tempered 

martensite의 구별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lath가 뚜렷하지는 않고 전반적으로 매우 미세한 

carbide가 분포되어 있는 경우를 Martensite (M) 로 구별하였다. 미세한 lath가 존재하고 

lath 사이뿐만 아니라 lath 내부에도 미세한 carbide가 형성되어 있으면 lower bainite (LB) 

로 구별하였고, lath 사이에 carbide가 조대하게 형성되어 있는 경우는 upper bainite로 구

별하였다. upper bainite 중에서도 lath가 두껍게 발달되어 있는 경우를 UB로 표기하였고, 

upper bainite이지만 bainite lath가 미세하게 형성된 경우는 B로 표기하여 구별하였다.

(2) 위치별 미세조직 정량화

광학현미경을 통하여 미세조직을 관찰하여 내측 (Inner surface (0T) 에서부터 1/8T, 

1/4T, 1/2T (center)까지) 과 외측 (outer surface (1T), 7/8T, 3/4T, 1/2 (center)) 의 미

세조직을 각각 그림 1과 2에 나타낸 뒤 각 위치별 상의 분율을 정량화하여 표 1에 나타내었

다. 그림 1을 보면 냉각속도가 빠른 표면인 0T 부분은 lower bainite (LB) 가 주를 이루며 

중간에 Martensite (M) 와 미세한 lath의 upper bainite (B) 가 함께 혼재되어 있다. 중앙 

부분으로 갈수록 LB와 M의 분율은 줄어들고 B의 분율은 늘어나며, 1/4T 지점에 가서는 조대

한 UB가 생성되기 시작하여 조대한 UB가 주조직으로 미세한 bainite와 함께 형성된다. 

1/2T 지점에서는 두꺼운 lath를 지니는 UB가 주조직으로 생성된다. 외측인 1T 미세조직을 

보면 LB가 주를 이루지만 빠른 냉각속도에도 불구하고 UB가 함께 형성되어 있다. 외각부분에

서 중앙으로 갈수록 LB가 감소하며 B, UB의 분율이 증가하기 시작하며 1/2T 부분에서는 UB

가 주로 생성되었다.

(3) Prior austenite grain size 측정 및 effective grain size 측정

Prior austenite grain size 측정을 위해서 저배율의 OM 사진으로 ASTM E1181, E1382

의 기준에 따라 교차점 도수법을(Intercept Method) 통해서 grain size를 측정하여 표 2에 

나타내었다. Grain size를 살펴보면 내측인 0T 부분이 가장 prior austenite grain size가 

미세하게 형성되었다. 전반적으로 보면 중앙부분으로 갈수록 prior austenite grain size가 

커지는 것 같은 경향을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85 μm로  조대한 prior austenite grain size

를 보인다. 특히 7/8T 부분에서는 101 μm 정도로 prior austenite grain size가 가장 컸

다. 



- 159 -

유효결정립크기(effective grain size) 측정을 위해서, EBSD를 통해서 저배율의 EBSD 

image를 측정한 뒤 grain 간의 방위각이 15도 이상인 boundary를 유효결정입도로 정의하고 

유효결정립 크기를 구하였다. 각 위치별 Inverse Pole Figure map (IPF map) 과 Image 

Quality map (IQ map) + Effective grain boundary (>15도) 를 그림 3과 4에 나타내었

다. Image를 보게 되면 0T 부분은 하나의 prior austenite grain boundary 내부에 많은 

수의 effective grain boundary가 관찰되었으나, 1/4T와 7/8T 지역은 effective grain 

boundary 수가 적어 상대적으로 조대한 effective grain size를 보였다. 

(4) 탄화물 분포 관찰 및 정량화

깊이에 따른 탄화물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서 SEM을 통해서 3,500 배의 배율에서 탄화물

들의 변화를 관찰하여, 내측과 외측의 두께에 따른 탄화물 분포를 그림 5와 그림 6에 각각 나

타내었다. 내측은 0T 탄화물 분포를 보면 매우 미세한 탄화물들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중앙 부분으로 가면 탄화물의 크기는 점차 커지며 (1/8T), UB가 주조직으로 나

타나는 1/4T 부분에서는 lath boundary를 따라 탄화물이 조대하고 긴 형태로 형성되었다. 

UB lath가 두껍게 형성된 1/2T 부분에서는 UB 사이에 길게 형성된 탄화물뿐만 아니라 lath 

사이에 carbide cluster zone이 형성되었다. 이는 lath 사이의 남아있는 austenite가 많은 

탄소 함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변태하면서 많은 양의 탄화물을 형성시키기 때문이다. 외측

은 (그림 6) 1T 부분이 미세한 carbide 분포를 보이지만 0T와 비교하여 다소 조대한 형태로 

분포가 되어있고 7/8T 부분부터 조대한 UB가 형성되기 때문에 길고 조대하게 형성된 탄화물

이 일찍부터 나타나며, carbide cluster zone 역시 쉽게 관찰할 수 있다.

탄화물의 분포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3,500 배의 배율로 측정한 SEM image 20

장을 image analysis를 통해서 탄화물 분포를 계산하였다. 이를 통해서 전체 탄화물의 부피

분율 (volume fraction), 평균 면적 (area), 평균 종횡비 (aspect ratio), 평균 지름 

(diameter), 전체 탄화물 개수를 표 3에 나타내었다. 관찰된 carbide의 총 개수는 위치당 

15,000 개 정도로 충분히 많은 수의 탄화물 분포를 통해서 정량화 한 것을 알 수 있다. 탄화

물의 부피분율을 비교해보면 전체적으로 내측보다 외측에 10% 정도로 탄화물의 양이 더 많이 

형성된 것을 알 수 있었지만 전체적인 크기, 종횡비에서 위치에 따른 경향성은 관찰되지 않았

다.

다. APR 1400 개량 원자로용기강의 깊이별 미세조직

(1) 미세조직 구분

OPR1000과 APR1400 모두 2 loop-type의 경수로 이지만 발전용량의 증가에 따라 원자

로 압력용기의 직경은 414cm에서 463cm로 49cm 증가하였고, 최소 두께도 23.0cm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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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cm 증가하게 되었고, 압력용기의 무게는 436톤에서 533톤으로 약 100톤 정도 증가하였

다. 따라서 원자로용기 제작 과정에서 냉각속도 차이로 인한 미세조직 분포도 앞서 관찰한 

OPR1000 원전인 한울3호기의 원자로용기와 다른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원자로용기에 사용되는 저합금강은 흔히 bainite 조직으로 알려져 있다. OPR1000 원자로 

용기인 한울3호기의 보존재의 두께방향 미세조직 관찰결과에서도 두께방향에 따라서 bainite

의 형태, lath의 크기, 석출물의 분포 등에서 차이가 발생하였지만, 모두 bainite를 기본조직

으로 하였다. OM과 SEM을 통해서 미세조직을 관찰한 뒤 미세조직을 구분하였다. OPR1000

인 한울3호기의 원자력용기와는 다르게 높은 온도에서 변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polygonal ferrite가 생성된 것을 볼 수 있다. Bainite 조직의 경우에는 OPR1000의 미세조

직과 마찬가지로 B, UB로 포현하였다. polygonal ferrite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에

서 생성되어 불규칙한 모양을 갖는 quasi-polygonal ferrite (QPF)와 높은 온도에서 생성되

어 등축정 방향으로 조대하게 생성된 polygonal ferrite (PF)로 구별하여 나타내었다.

(2) 위치별 미세조직 정량화

광학현미경과 주사전자현미경을 통하여 내부표면(Inner surface(0T))에서부터 외부표면

(outer surface(1T))까지 1/4T 간격으로 미세조직을 관찰한 사진을 그림 7과 8에 나타내었

고, 탄화물의 분포 및 형상을 보여주는 고배율 SEM 사진을 그림 9에 나타내었다. 각 위치별 

상의 분율을 정량화 하여 표 4에 나타내었다. 내부표면과 외부표면에서의 조직을 살펴보면 구 

오스테나이트 결정립계의 형태가 남아있는 베이나이트 조직이 형성된 것을 볼 수 있다. lath

의 간격이 넓고 lath 내부에 탄화물이 생성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보아 upper bainte가 주 

미세조직인 것을 알 수 있다. 1/4T와 3/4T 위치에서는 ORP1000에서 관찰되지 않았던 

PF(+QPF) 조직이 관찰되기 시작하였다. 1/4, 3/4T 위치에서는 PF+QPF 분율이 7.5% 정도

였지만, 냉각속도가 감소하는 1/2T 지점에서는 QPF+PF 분율이 25%정도로 크게 증가한 것

을 볼 수 있고, QPF보다 PF가 더 많이 생성된 것을 볼 수 있다. 미세조직적 대칭성은 1/2T 

위치를 기준으로 내측과 외측이 대칭적인 미세조직을 가지고 있었다. APR 1400 개량 원자로

용기강은 OPR1000 초기 원자로용기강과는 다르게 원자로용기 내부에서 polygonal ferrite가 

형성된 것을 볼 수 있었다. polygonal ferrite는 높은 온도에서 생성되는 조직이다. 규모가 

커진 개량 원자로용기강을 냉각시키는 과정에서 냉각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이와 같은 조직이 

나오게 되었을 것이다.

(3) grain size 측정 및 탄화물 정량화

OM과 SEM 이미지의 교차점 도수법을 이용하여 결정립 크기(bainite packet & 

polygonal ferrite)를 측정하였고, 고배율 SEM 사진을 통해서 탄화물의 분포를 구했다. 이러

한 미세조직적 특징들을 정량화하여 표 5에 나타내었다. 0T, 1T의 결정립 크기는 9.75μm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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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이 미세하게 형성되었다. 냉각속도가 느린 1/4T, 3/4T 위치에서는 결정립 크기가 14μm 

정도로 커졌고, 1/2T 지점에서는 약간 더 증가한 15μm 정도의 결정립 크기를 보였다. 앞서 

연구한 표준원전 초기 원자로용기강의 미세조직이 구 오스테나이트 결정립 크기 65~90μm, 

유효 결정립크기 20~50μm의 크기를 갖는 베이나이트 조직인 것을 보면, APR 1400　표준원

전 개량 원자로용기강의 미세조직은 상당히 미세하다. 이는 APR1400 개량 원자로 용기강은 

VCD+Si killing＋Al addition 제강법으로 제조했기 때문에 초기 제강공정에 비해서 오스테나

이트 결정립 크기를 미세하게 생성했기 때문이다. 석출물들의 형성 위치를 보면 주로 베이나

이트 래스(bainite lath)사이와 결정립계에 주로 형성된 것들을 볼 수 있다. 조대한 석출물들

의 분율을 비교해보면 조대한 lath의 bainite가 많이 형성되는 1/4T, 3/4T 위치에서 상대적

으로 많이 형성되며, PF의 형성이 많이 나타나는 1/2T 위치에서는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라. 충격 및 파괴인성 crack 개시점 및 전파거동

(1) 파괴인성 crack 개시점 

파괴인성 실험은 매우 미세한 피로균열 선단에서 발생한 파괴개시점에서 시편 전체적으로 

벽개파괴가 발생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파괴개시점을 찾기 위해서 SEM을 통해서 피로균열 

선단에서 파괴 개시부분을 찾아 그림 10에 나타내었다. 균열선단에서 70 μm 떨어진 위치에 

벽개파괴가 개시되어 시편 전체로 벽개파괴가 진행된 것을 볼 수 있다. 벽개파괴 개시점을 확

대해서 살펴보면 파괴개시점에서 탄화물이 존재한 흔적을 볼 수 있다. 즉 피로균열 선단에 위

치한 조대한 탄화물에서 파괴가 발생하였다.

(2) 충격특성

파괴개시에 미치는 미세조직적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SEM을 통해서 벽개파면과 연성파면

의 파단면을 관찰하여 그림 11에 나타내었다. 연성파면 부분을 Ni coating 후 파단면을 관찰

한 결과 lath 사이에서 void 들이 관찰한 것을 볼 수 있고, 이를 확대해서 관찰하면 lath 사

이의 void에 탄화물들이 관찰되었다. 또 벽개파괴 파면을 보면 파괴 개시점에서 탄화물이 관

찰된 것을 볼 수 있다. 즉 파괴모드에 상관없이 조대한 탄화물이 파괴개시점으로 작용한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조대한 탄화물을 줄이는 것이 파괴 개시를 억제하는 방법임을 알 수 있

다.  

파괴전파에 미치는 미세조직적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SEM을 통해 벽개파면의 파단면을 

관찰하여 그림 12에 나타내었다. 벽개파괴 파단면을 보면 prior austenite grain boundary

나 lath boundary에서 균열 꺾임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는 이러한 boundary가 균열전파를 

억제하여 충격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미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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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or austenite grain을 갖고, 미세한 lath boundary를 갖는 조직이 균열 전파저항성이 우

수할 것을 예측할 수 있다. 

마. 임계 크기 이상의 탄화물 분포 특성

(1) 임계 탄화물 크기 계산

저온 파괴인성 실험은 균열선단에서 발생한 최대 주응력이 국부파괴응력과 같거나 클 때 전

체적인 파괴가 발생한다는 응력제어 파괴기구에 기초를 두고 있다[4]. 위 파면 및 파단면 분석

을 통해서 lath 사이에 형성된 조대한 탄화물들이 미소균열이나 void를 형성하기 때문에 균열 

발생의 주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다른 연구자들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을 보였

다[5]. 즉 파괴인성은 피로균열 선단에 생성되는 최대 주응력과, 벽개파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임계 탄화물 크기와의 상관관계로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McMeeking의 유한

요소해석 (FEM) 을 이용하여 균열선단에 생성되는 최대 주응력을 계산하였다[6]. 균열 선단에

서 작용하는 최대 주응력은 항복강도와 work hardening rate에 대한 함수로 본 연구에서 실

험한 온도에 대해서 파괴강도를 σf=4.4σ0 로 추정하여 계산하였으며, 저온 항복강도는 다음 

식으로 계산하여 최종 파괴강도를 구하였다.

  

     exp  

이를 통해서 계산한 파괴강도값은 시험온도 (-160°C ~ -90°C)에서 2479 MPa ~ 3273 

MPa 이다. 이렇게 구한 파괴강도를 Griffith crack propagation equation을 통해서 최대 

주응력이 작용할 시 파괴를 발생시키기 위한 탄화물 크기를 다음 식으로 계산하였다[7,8].

  




 critical carbide size, E: elastic modulus,  poisson ratio,  effective surface 

energy of the ferrite matrix (7 ) 이다.

 온도에 따른 Elastic modulus 변화는 다음 식을 이용하였다. 

E = 207200-57.09 x Temp.

이렇게 구한 임계탄화물 size는 0.49 ~ 0.84 μm로 계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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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탄화물 분포 정량화

전체 탄화물을 비교한 경우에는 탄화물의 양, 크기와 충격 및 파괴인성과의 상관관계를 밝

혀내기 어려웠다. 이번 실험에서 수행된 온도에 대해서 벽개파괴를 일으키는 임계탄화물의 크

기는 0.49~0.84 μm로 전체온도 구간에서 파괴를 일으키는 임계 탄화물 크기를 0.6 μm 이

상의 탄화물로 가정하고, 0.6 μm 이상의 탄화물만을 정량화 분석하여 이를 표 6에 나타내었

다. 또한 위치별로 비교하여 그림 13에 나타내었다. 내측 (0T) 에서 중심부로 갈수록 임계크

기 이상의 탄화물 수 및 부피분율은 증가하였고, 외측부터 중앙부분까지는 탄화물의 수 및 부

피분율은 3/4T 위치가 좀 낮은 것을 제외하면 비슷하였다. 임계크기 이상의 탄화물들의 평균 

크기는 내측의 1/4T 지점, 그리고 외측의 1T, 7/8T 지점이 크게 발생한 것을 볼 수 있다. 

종횡비를 보면 0T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조대한 UB가 주조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1/4T, 

7/8T 지점이 크게 나타났다.

바. 미세조직 불균일성이 파괴인성에 미치는 영향

(1) 파괴인성에 미치는 탄화물의 영향

기존에 연구된 결과에서는 냉각속도가 느린 중앙으로 갈수록 파괴인성이 나빠지는 결과를 

보인다. 하지만 VCD 공법으로 제작된 한국형 초기 원전에서는 내측 (0T) 에서 가장 좋은 파

괴인성 특성을 보이고 중앙으로 갈수록 파괴인성 나빠지는 결과를 보이고, 외측부분도 외측부

분으로 갈수록 파괴인성이 나빠지는 결과를 나타내어 기존 연구결과와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 

이에 대한 원인 분석을 위해서 McMeeking 유한요소해(FEM)를 사용하여 피로균열선단 부분

에서의 최대주응력을 계산하여 이때 파괴를 일으키는 임계탄화물 크기를 구한 뒤 위치별 임계

탄화물 크기 이상의 탄화물 크기와 부피분율을 reference T와 비교하여 그림 13에 나타내었

다. 탄화물 수와 마스터커브 방법을 통한 reference temperature (T0) 를 비교해본 결과 두 

결과가 일치하였으며 탄화물의 부피분율과 reference temperature (T0) 를 비교해본 결과에

서도 두 결과가 일치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임계크기 이상의 탄화물이 파괴인성 감

소의 주요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VCD공법으로 제강된 표준 원전 

압력용기의 파괴인성을 감소시키는 요인은 diameter 0.6μm 이상의 lath 사이의 탄화물들인 

것을 알 수 있었다. 

(2) 충격인성에 미치는 미세조직적 영향

충격시험은 파괴인성 시험과는 다르게 파괴역학에 기초를 두지 않지만, 재료의 toughness

를 비교적 손쉽고 빠르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충격 시험 시편은 파괴인성 시험에서 쓰

이는 PCVN 시편과는 다르게 상대적으로 무딘 노치를 가지고 있고 다양한 온도에서 빠른 속

도의 파괴를 측정해 온도별 흡수에너지를 구하고 이를 통해서 천이특성을 결정하기 때문에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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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적으로 편차가 크다. 그렇기 때문에 충격특성의 분석을 위해서는 파괴를 일으키는 탄화물의 

수 및 부피분율 뿐만 아니라 탄화물의 형상 및 크기와 함께 재료의 미세조직적 특징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충격특성에서는 균열의 개시뿐만 아니라 균열의 전파도 함께 생각해야 되는데, 균열의 

진전을 방해할수록 균열 전파에 대한 저항력은 증가하게 된다. 보통 균열 꺾임을 일으키기 위

해서는 grain의 방위차가 커야 하고, grain 간의 방위차가 15도 이상이어야 효과적으로 균열

전파 막는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Gladman-Pickering에 의하면 샤르피 충격시험으로 구한 

천이온도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T = f(composition) + g(strength) – 11.5·( d )-1/2

여기서 f(composition)은 화학 조성의 함수, g(strength)는 강도의 함수이며, d는 결정립의 

크기이다. 이는 결정립의 크기가 감소할수록 천이온도는 감소되는 경향을 보인다. 

3.1절의 그림 4, 5를 보면, 0T 지역에서 USE가 높고 index temperature가 낮게 나타나

는 반면, 1/4T지점에서는 USE가 낮고 index temperature가 높다. 또한 7/8T 부분은 USE

는 다른 외측부와 비슷하게 나타나지만 index temperature는 높게 나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를 미세조직적 요인들과 함께 고려해보면, 조대한 탄화물의 석출이 적고, prior-austenite 

grain size와 effective grain size가 가장 작은 0T 시편이 파괴 개시저항성 및 파괴 전파저

항성이 우수하여 가장 높은 USE와 낮은 index temperature를 보인다. 시편 중심부로 갈수

록 조대한 탄화물이 많아지고, grain size가 커져 충격인성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1/4T은 파괴개시점으로 알려진 lath 간에 길게 연신된 조대한 탄화물이 많이 생성되어 USE

가 낮은 동시에, 조대한 effective grain size를 보이기 때문에 파괴저항성이 낮아서 index 

temperature가 높게 발생하여 충격인성이 좋지 않았다. 또한 7/8T은 파괴 개시점으로 작용

하는 탄화물의 부피분율이 높고, 구 austenite boundary가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index temperature를 보인다. 또한 외측 부분은 내측부분에 비해 파괴 개시점으로 작용하는 

탄화물의 양이 많기 때문에 외측에서의 충격특성이 좋지 않게 나타났다.

사. 요약

본 연구에서는 VCD 공법으로 제작된 한울 3호기 원자로용기 소재의 미세조직적 불균일성

이 파괴특성(파괴인성, 충격인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PCVN 시편 및 충격시편의 파

면 및 파단면을 분석한 결과 조대한 탄화물에서 파괴가 개시된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McMeeking 방법과 Griffith equation을 통한 노치 선단의 최대 주응력 해석을 통해서 파괴

를 발생시키는 임계탄화물 크기 0.6 μm를 구한 후 각 위치별 임계 크기 이상의 탄화물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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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화 한 결과 파괴인성의 경향과 잘 일치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는 특정크기 (0.6 μ

m) 이상의 탄화물에서 파괴가 발생하는 것을 잘 증명하였다. 

충격특성의 경우에는 상대적은 무딘 노치의 영향과 빠른 파괴 속도로 인해서 균열의 개시뿐

만 아니라 전파특성을 함께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탄화물의 크기 및 형상 그리고 미세조직적 

특성들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균열의 전파를 위해서는 균열의 진전을 방해하는 균열 꺾임 

현상을 많이 유발시키기 위해서 유효결정립의 크기가 작아야 되는 것을 관찰하였다. 그 결과

로 탄화물의 크기와 부피분율이 낮고 grain이 미세하게 형성된 0T 부분이 가장 우수한 충격

흡수에너지와 천이특성을 보였다. 반면에 조대한 UB가 주조직으로 형성되면서 grain이 조대

하게 형성되고 lath 사이에 조대하고 길게 형성된 탄화물이 많은 1/4T 지역에서 가장 나쁜 

충격 흡수에너지와 천이 특성을 보였다. 또한 조대한 탄화물과 조대한 prior austenite grain 

size를 갖는 7/8T 지역에서는 조직의 편차로 인해서 천이특성이 나쁘게 나탔다. 또 내측에 비

해서 외측이 탄화물의 형성이 많았기 때문에 내측보다 파괴특성이 좋지 않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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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Quantification of total carbides at different location of RPV(HU3)

Location
Major Phase 

(Minor Phase)

Volume Fraction

UB Fine B LB M

0T LB (M) - 10 Bal. 5

1/8T LB + B 35 Bal.

1/4T UB (B) Bal. 10 - -

1/2T UB Bal. - -

3/4T B + UB Bal. 5 - -

7/8T UB + B Bal.

1T B  (LB + UB) 20 Bal. 15 2

표 1. Quantification of microstructure at different location of RPV(HU3)

　 0T 1/8T 1/4T 1/2T 3/4T 7/8T 1T

γ-Grain size (μm) 66.1 83 81.6 88.5 83.6 101.3 78.2

표 2. Measurement of prior austenite grain size using intercept method at different location 

of RPV(HU3)

Total

0T 1/8T 1/4T 1/2T 3/4T 7/8T 1T

Volume Fraction (%) 4.68 4.85 4.37 4.86 4.64 5.12 5.10

Area (μm2) 0.0551 0.0554 0.0655 0.0751 0.068 0.064 0.066

Aspect Ratio 2.16 2.02 2.22 2.19 2.16 2.31 2.50

Diameter (μm) 0.239 0.231 0.254 0.271 258 0.249 0.25

Counts 15674 16639 12309 11930 12603 14882 14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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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Quantification of carbides over 0.6 diameter (critical size) at different location of 

RPV(HU3)

표 5. Quantification of microstructure at different location of RPV(BNPP4)

  

Location

  

Major Phase 
(Minor Phase)

  Volume Fraction (%)

  UB QPF PF

0T UB Bal. - -

1/4T UB (QPF) Bal. 6 1.5

1/2T UB+PF Bal. 5 20

3/4T UB (QPF) Bal. 6 1.5

1T UB Bal. - -

표 6. Quantification of grain size and carbide area fraction of RPV(BNPP4) according to the 

Locations

Over 

Diameter 

0.6 μm

0T 1/8T 1/4T 1/2T 3/4T 7/8T 1T

Volume Fraction (%) 0.58 0.85 1.01 1.37 1.10 1.36 1.50
Area (μm2) 0.30 0.36 0.37 0.37 0.36 0.36 0.37
Aspect Ratio 5.32 3.98 5.12 4.35 4.37 5.21 4.85

Diameter (μm) 0.70 0.71 0.74 0.72 0.71 0.73 0.74
Counts 356 437 498 688 567 699 749

Location
Grain size (μm) Area fraction of Carbides (%)

Packet Total Over 0.3 μm2

0T 9.75 3.22 0.22

1/4T 14.30 3.29 0.36

1/2T 15.18 2.30 0.18

3/4T 13.76 3.56 0.29

1T 9.75 3.35 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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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Optical microstructure image of inner part of RPV(HU3). (a) 0T (Inner surface), (b) 

1/8T, (c) 1/4T, and (d) 1/2T (center)

그림 2. Optical microstructure image of outer part of RPV(HU3). (a) 1T (outer surface), (b) 

7/8T, (c) 3/4T, and (d) 1/2T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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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EBSD IPF (Inverse Pole Figure) map and IQ(Image Quality) map of inner part of 

RPV(HU3). (a) 0T (Inner surface), (b) 1/8T, (c) 1/4T, and (d) 1/2T (center)

그림 4. EBSD IPF (Inverse Pole Figure) map and IQ(Image Quality) map of outer part of 

RPV(HU3). (a) 1T (outer surface), (b) 7/8T, (c) 3/4T, and (d) 1/2T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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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SEM microstructure image of inner part of RPV(HU3). (a) 0T (Inner surface), (b) 

1/8T, (c) 1/4T, and (d) 1/2T (center)

그림 6. SEM microstructure image of outer part of RPV(HU3). (a) 1T (outer surface), (b) 

7/8T, (c) 3/4T, and (d) 1/2T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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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Optical micrographs of BNPP4 according to position from inner surface to outer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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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SEM micrographs of BNPP4 according to position from inner surface to outer 

surface(1000x)



- 174 -

그림 9. SEM micrographs of BNPP4 according to position from inner surface to outer 

surface(3500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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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Fracture surface of tested PCVN specimen

그림 11. Fracture Initiation site of Charpy impact test; (a) Intersection of ductile fractured 

CVN specimen beneath the fracture surface and (b) fracture surface of cleavage fractured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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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Intersection SEM image of cleavage fractured CVN specimen beneath the fracture 

surface

그림 13. Relationships between (a) number of carbides and reference temperature (T0), (b) 

volume fraction and reference temperature (T0) at the different location of RPV



- 177 -

3. 국내 원전 RPV강의 파괴인성 정량분포 평가 모델 구축

가. 서론

전통적인 마스터커브 방법은 보통의 균질한 재료를 적용 대상으로 유도되었다는 한계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3]. 현실적으로 재료는 거시적으로 비균질하여 파괴인성 데이터의 

산포가 커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마스터커브 방법을 사용하는 것

이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파괴인성 데이터의 비균질성을 표면, 1/8T, 1/4T, 1/2T 

등의 한국형 원전 초기 RPV강 소재의 두께방향 위치별 파괴인성으로 대변하였으며, Single 

point 평가법, 바이모달 (bimodal) 마스터커브, Randomly inhomogeneous 마스터커브 방

법 중 확률적으로 2개의 분포를 사용하여 비균질 데이터의 산포를 비교적 간단히 표현할 수 

있는 바이모달 마스터커브 방법을 사용하여 파괴특성 신뢰도를 정량분석하였다[4].

나. 바이모달 마스터커브 방법을 이용한 비균질재료 파괴인성평가

본 연구에서는 한국형 원전 초기 RPV강 소재의 두께방향 위치에 따른 특성을 평가하기 위

하여 두께 약 210 mm의 한울 3호기 보존재 중간동체의 표면, 1/8T, 1/4T, 1/2T 위치에서 

시편을 채취하여 수행한 3.1절의 파괴인성 database를 활용하였다. 우선 전통적인 마스터 커

브방법의 적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두께방향 위치에 따라 데이터를 구분하였으며 각 위치에 

따른 파괴인성 변화를 한 지점에서의 불균일성으로 가정하여 비교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림 1은 원자로용기 대상 블록의 중간지점인 1/2T, 1/4T 지점에서 채취한 시편을 이용하여 

파괴인성 평가를 수행한 결과를 전체지점 (표면~1/2T) 에서의 파괴인성 데이터를 이용한 마스

터커브와 함께 나타낸 것이다. 중간지점의 파괴인성 데이터를 사용하여 결정된 마스터커브(실

선)의 상한과 하한이 모든 데이터의 분포를 비교적 잘 나타내고 있지만 상하한을 벗어나는 몇 

개의 데이터들은 기존의 마스터커브 분포를 잘 따르지 않아 비균질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블록의 중간지점에 채취한 시편을 이용하여 결정된 T0는 -100.2°C로 각각의 

1/4T (T0=-103.9), 1/2T (T0=-96.2) 위치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만약, 모든 영역에서의 

파괴인성 데이터를 하나의 지점에서 측정된 파괴인성으로 가정할 경우(점선) 그림 1과 같이 

T0 값은 -116°C가 되며, 표면과 1/8T 위치의 비교적 높은 파괴인성값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들 데이터에 의해 낮은 파괴인성값이 오히려 하한선을 벗어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반면, 

중간지점을 이용하여 결정된 T0값 (-100.2°C) 을 사용할 경우 단일위치의 1/4T 지점의 T0값 

(-103.9°C) 과 차이가 크지 않아, 1/4T 지점을 이용한 기존의 마스터커브 방법이 어느 정도 

타당함을 보였다. 이를 통해 기존의 마스터커브 방법으로 결정된 T0는 본 연구에서 고려하고 

있는 SA508 Gr. 3강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나, 냉각속도와 시편 채취지점에 의한 영향을 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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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 불균일성으로 가정하여 전 영역에서의 파괴인성 데이터를 고려하면 상/하한선을 벗어나는 

파괴인성 데이터가 다수 발생하게 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데이터의 분산을 효과적으

로 고려할 수 있는 바이모달 마스터커브 방법을 본 연구를 통해 적용하였다.

Bimodal 마스터커브는 Wallin에 의해 제시된 방법으로 파괴인성 데이터를 두 부분으로 나

누고 각각의 분포를 이용하여 비균질재료의 마스터커브를 구하는 방법으로써 K01과 K02 두가

지 분포로 각각의 파괴인성을 표현하며 Pa로 첫 번째 분포의 파괴인성 확률을 나타낸다. 이 

방법은 기존의 방법보다 다소 복잡하기는 하나 비균질재료에 적용성은 우수한 것으로 판단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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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식의 바이모달 마스터커브의 파라미터를 구하기 위해서는 확률밀도(fc)와 생존함수(Sc)를 

계산한 뒤 최대 가능성 방법을 이용하여 다음 식을 최대화한다.


 




·

  (4)

먼저, 기존의 마스터커브 방법보다 복잡한 계산을 수행해야 하므로 그림 2와 같이 Excel 기

반의 VB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시험결과를 분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바이모달 마스터커브에서 

사용되는 3개의 파라미터 (Pa, K01, K02) 를 결정하기 위하여 -100°C, -110°C, -120°C의 파

괴인성 데이터를 그림 3과 같이 등가의 -120°C 데이터로 변환하였으며, 결정된 파라미터는 

Pa=0.62, K01=69 , K02=130 이다. 

그림 4는 전 온도 및 영역의 파괴인성 데이터를 사용하여 전통적인 마스터커브와 바이모달 

마스터커브를 비교한 그래프로, 참조온도인 T0는 전통적인 마스터커브 방법으로는 -116.9°C, 

바이모달 마스터커브 방법으로는 -111.3°C로 결정되었다. 전통적인 마스터커브 방법과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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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달 마스터커브 방법 모두 대상 재료에 대하여 T0는 비슷한 결과를 보였지만, 주된 차이점은 

데이터의 분산도이다. 바이모달 마스터커브의 5% 하한계 곡선과 95% 상한계 곡선을 살펴보면 

기존의 마스터커브 방법에 의한 상/하한계보다 데이터의 폭이 넓은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바이모달 마스터커브 방법이 이봉분포를 사용함으로써 파괴인성의 불균일성을 더욱 잘 

대변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냉각속도와 시편 채취 지점에 따른 결정론적 불균일성

을 랜덤 불균일성으로 가정할 때 바이모달 마스터커브 방법은 데이터의 산포를 더욱 잘 대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요약

본 연구를 통해 SA508 Gr. 3 재료의 4개의 지점 (표면, 1/8T, 1/4T, 1/2T) 에서 시편을 

채취하여 파괴인성 시험을 수행하였고, 이를 기존의 마스터커브 방법과 재료의 불균일성을 효

과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바이모달 마스터커브 방법을 이용하여 비교, 평가하였다. 기존의 마

스터커브 방법을 이용하여 결정된 참조온도 T0는 높은 냉각속도로 인하여 표면에서 가장 낮은 

값을 보였으며 중간지점 (1/2T) 으로 갈수록 상승하였다. 이러한 냉각속도의 차이와 채취지점

의 차이로 발생하는 파괴인성 데이터의 불균일성을 한 지점에서 측정한 데이터로 가정하여 바

이모달 마스터커브 방법이 파괴인성 데이터의 불균일성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기존의 마스터커브 방법을 사용한 T0와 바이모달 마스터커브 방법을 

사용한 T0는 유사하였으며, 1/4T지점에 채취한 시편에 대한 T0값과 차이가 크지 않았다. 따

라서, 기존의 실험방법과 마스터커브 방법을 사용하여 T0를 결정하여도 대상 재료인 SA508 

Gr. 3에 대하여 적절한 평가를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마스터커브 방법으로

는 상한계와 하한계를 벗어나는 파괴인성 데이터를 잘 표현할 수 없었으며, 이봉분포를 사용

하는 바이모달 마스터커브 방법을 사용했을 때 이러한 데이터의 산포를 더욱 잘 나타내는 것

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를 통해 비균질 재료의 파괴인성 데이터를 정량화할 수 있는 바이모달 

마스터커브 방법을 한국형 원전 초기 원자로용기강 소재에 적용하였으며, 이러한 바이모달 마

스터커브의 파라미터를 보다 효과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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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Comparison of the bimodal and conventional master curve analyses for all dataset 

corresponding to temperature depen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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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1차계통 안전성 평가를 위한 환경피로 균열성장속도 모델 개선

1.  347 스테인리스강의 원전수환경에서의 피로균열성장 시험

가. 서론

세계적으로 원전의 노후화에 맞춰 가동원전의 수명증가와 60년 이상의 장기가동을 목적으로 

신설되는 원전의 안전문제가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기존 원자력발전소들이 40년 수명을 

기준으로 건설되었고, 수명연장을 위한 License Renewal (LR)을 위해서는 원자력발전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품의 누구성 혹은 열화에 대한 안전성을 입증해야 한다. 이때 원자력발전

소 구성품의 안전도 평가는 Time-Limited Ageing Analysis (TLAA)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

진다. Standard Review Plan for Review of License Renewal Application for Nuclear 

Power Plant (SPR-LR:NUREG-1800)에서 정한 잠재적 TLAA 항목에 원자로용기 중성자 조

사취화뿐만 아니라 금속피로항목이 포함이 되어있다 [1]. 따라서 금속피로 현상은 원자력용기

의 조사취화 현상과 마찬가지로 원자력 발전소의 계속운전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에 따라 원전 구성품의 피로현상에 대한 규제지침 역시 변화하고 있다.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NRC)에서는 Generic safety issue (GSI)-166 “Adequacy of 

Fatigue Life of Metal Components”를 통해서 초기 40년 인허가기간 동안 원전기기의 환

경피로 문제를 다루었고, 가동 원전 피로평가에 환경영향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라

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이는 40년 기준의 위험도 연구이며, 20년 연장운전에 대해서는 환경영

향을 고려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2-5]. GSI-190 “Fatigue Evaluation of Metal 

Component for 60-year Plant Life”에서는 60년 발전소 수명동안 설계기준 피로 과도상태

를 포함해서 선정된 기기의 피로파손 확률과 피로파손이 노심손상빈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

하였고, 노심손상 가능성은 낮으나 발전소 운전연수가 증가함에 따라 배관누설 빈도가 증가함

을 확인하였다 [6]. 따라서 NRC는 계속운전기간동안 금속피로문제를 GSI-166에서 분리하여 

GSI-190에서 별도로 취급하고 Reactor Coolant System (RCS) 환경이 피로수명에 미치는 

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10CFR54.21을 근거로 License Renewal 신청 시 환경

영향으로 인한 피로수명을 평가하도록 요구하였다. 신규원전에 대해서는 기술배경서 

NUREG/CR-6909 Rev.1을 근거로 Regulatory Guide 1.207 Rev.1을 통해 환경영향을 고

려한 피로설계를 하도록 규제지침을 제정 및 수정 중에 있다 [7-8]. 이에 맞추어 국내 규제지

침도 변화하고 있다. 경수로형 원전 규제기준 및 규제지침 5.4 (KINS/RG-N05.04) “환경영향

에 의한 금속기기의 수명감소 관련 신규원전 피로해석 평가”에서는 안전등급 1기기에 대해 경

수로형 원전 환경을 고려하여 허용 가능한 피로수명을 결정하는데 사용되는 지침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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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이러한 지침은 Reg. Guide 1.207 Rev.0에 근간하여 발간되었기 때문에 Reg. Guide 

1.207 Rev.1 발간 후 이에 맞추어 국내 규제지침인 5.4의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10]. 

나. 피로균열성장속도 평가 필요성

원자로 가동 중 균열이 검출된 구조물은 ASME Code Section XI “Rules for Inservice 

Inspection of Nuclear Power Plant Components”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서 건전성을 평

가한다 [11]. 구조물에 결함이 존재하더라도 외부하중에 의해서 결함이 취성파괴를 일으킬 정

도로 성장하지 않는다면 구조물의 건전성을 입증할 수 있다. 원자로 가동 중 검출된 결함의 

경우에는 건전성 평가를 위해서 결함의 크기 및 모양을 특성화 한 뒤 건전성을 평가하게 되는

데, 합격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되면, 수리 혹은 대체 하거나 파괴역학적으로 해석하여 결함이 

특정기간동안 구조적 건전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비파

괴 검사 등으로 검출된 복잡한 형태의 실제 결함을 ASME Code Section XI IWA-3300 

Flaw characterization에 의해서 해석 가능한 단순결함으로 형상화 한 뒤, ASME Code 

Section XI IWB-3500 Acceptance Standards 절차에 따라 합격기준과 비교하여 합격여부

를 결정한다 [11]. 비교결과 합격기준을 만족한다면, 다음 가동 중 검사 시에 참고가 되도록 

기록 및 보고하는 것으로 끝나지만, 불합격한 결함에 대해서는 해석적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이 방법은 Nonmandatory 방법으로 Appendices에 표기되어 있고, 파이프 결함의 경

우에는 Appendix C “Evaluation of Flaw in Piping”의 절차를 따르고 있다. 

균열이 존재하는 구조물의 건전성 평가를 위해서는 가해진 하중, 결함의 크기, 피로균열전파

속도 곡선, 재료특성, 재료온도 등 다양한 물성자료가 필요하다. 현재 ferritic steels, nickel 

alloys, austenitic stainless steels의 피로균열성장속도 참조곡선은 ASME Section XI에 기

술되어 있다 [11]. Ferritic steels과 nickel alloys의 경우에는 대기 중 뿐만 아니라 원전수환

경이 고려된 피로균열성장속도 참조곡선이 존재하지만 austenitic stainless steels의 경우에

는 원전수환경이 고려된 피로균열성장속도 참조곡선이 없었으나 최근 Code Case N-809에 

발간되었다. 하지만 한국형 표준원전에 사용되는 347 스테인리스강의 피로특성에 대해서는 충

분히 고려되지 않았다. 따라서 국내 원전기기의 피로건전성 연구를 위해서는 한국형 원전에 

사용되는 재료의 고온-고압의 원전수환경의 영향을 고려한 피로시험이 필요하다.

다. 원전 고온수환경에서의 피로균열평가 시스템 구축

실제 원전기기 재료의 피로건전성 연구를 위해서는 고온-고압의 원전수환경의 영향을 고려

한 피로시험기가 필요하다. 기계적 피로실험 모사를 위해서 피로실험 하중장치는 하중제어

(load control)가 가능하고 하중 반복속도 (loading frequency) 조절이 기본적으로 가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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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원전수환경에서 피로실험을 위해서 고온-고압의 원전수 환경을 만들기 위한 autoclave 

chamber가 피로시험기에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원자력발전소 1차 냉각수환경을 모

사할 수 있도록 용존산소 (Dissolved Oxygen, DO), 용존수소 (Dissolved Hydrogen, DH), 

pH, 전기전도도 (conductivity) 등의 수화학환경이 제어 가능한 loop system이 필요하다. 

실험을 위해서 구축된 환경피로시험기는 기계적 재료시험기 (INSTRON, model:8502)에 

오토클래이브 (Autoclave Engineers, mode:AE301A-8162)를 장착하여 구성하였으며, 최대

하중 2.5kN, 최대하중반복속도 30Hz, 최대온도 400°C, 최대압력 4000psi 까지 실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오토클래이브 내부의 압력이 load cell에 미치는 영향을 방지하기 위하여 

pressure balance를 장착하였다. 원전수환경 조성을 위해서 오토클래이브와 연결된 수화학환

경 조성 loop system을 연결하였다. 수화학 loop system에는 용존산소 센서, 용존수소 센

서, pH 센서, 전기전도도 센서를 장착하여 수화학환경을 실시간 모니터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

다. 그림 1에 환경피로시험기과 기기의 모식도를 나타내었다. 

고온-고압의 원전수환경에서의 피로균열길이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시편에 정전류를 

흘려 균열이 진전하면 균열선단에 증가하는 전위차를 이용하여 균열길이를 측정하는 직류전위

차법 (Direct Current Potential Drop, DCPD) 방식을 이용하였다. DCPD를 이용한 피로균

열성장속도 측정 실험법에 대해서는 ASTM-E647에 나온 방법을 활용하였다 [12]. DCPD 법

을 이용한 균열길이측정은 미세한 전위차를 측정하기 때문에 실험 데이터가 매끈하게 얻어지

지 못하고 편차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data 편차는 균열성장이 느린 낮은 ∆K 구간에서 

더 크게 발생하게 된다. 실험결과를 보다 명확히 해석하기 위해서 ASTM E647에서는 제시한 

second-order polynomial fitting 법을 이용한 recommended data reduction 

techniques 적용하여 피로균열성장속도를 계산하였다.

라. 모사원전환경에서의 피로균열성장속도 측정

피로균열성장속도 측정은 한국형 표준원전의 가압기 밀림관에 사용되는 상용 Type 347 스

테인리스강을 사용하였다. 피로균열 성장속도 시험에는 폭 25.4mm 두께 5mm인 compact 

tension (CT) 시편을 사용하였고, 실험 전 초기균열이 0.24W가 되도록 공기 중에서 예비피

로균열을 삽입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시편의 조성과 실험 조건을 표 1과 2에 나타내었다. 

347 스테인리스강의 대기 중 그리고 PWR 환경에서의 피로균열성장속도를 측정한 뒤 ASME 

Code Section XI의 대기 중 피로균열성장속도 참조선도를 비교하여 그림 2에 나타내었다. 

실험 후 DCPD 방법을 통해 측정된 균열길이와 프로젝터를 이용하여 시편을 관찰하여 측정한 

실제 균열길이를 확인해본 결과 두 결과가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DCPD를 이용한 균열길

이 측정이 신뢰도 있는 결과임을 보여주었다. 316°C 대기 중에서 실험한 347 스테인리스강

의 피로균열성장속도는 ASME XI의 표준선도와 거의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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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고압의 원전수환경에서 실험한 347 스테인리스강의 피로균열성장속도는 ASME XI의 표준

선도보다 빨랐다. 347 스테인리스강이 원전수환경에서 피로균열성장속도가 가속화됨에 따라, 

피로균열성장속도의 정확한 예측을 위해서는 347 스테인리스강의 피로균열성장속도에 대해서 

더 자세한 연구가 필요하다.

마. 요약

GSI-190에서는 60년 발전소 수명동안 발전소 운전연수가 증가함에 따라 배관누설 빈도가 

증가함을 확인하였고, 수명연장 신청 시 Reactor Coolant System 환경이 피로수명에 미치는 

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평가하였다. 이에따라 Regulatory Guide 1.207에서는 환경영향을 고

려한 피로설계를 하도록 규제지침을 제정하였고, 국내 경수로형 원전 규제기준 역시 이를 근

거로 개정을 검토하고 있어 금속의 환경피로 문제가 중요하다. 원자로 가동 중 균열이 검출된 

구조물은 ASME Code Section XI에 따라서 건전성을 평가해야 한다. 스테인리스강의 경우에

는 ASME Code Section XI에 대기 중 피로균열성장속도 참조곡선이 있으나, 원전수환경에서

의 피로균열성장속도 참조곡선은 존재하지 않는다. 최근 발행된 Code Case N-809에서 원전

수환경에서의 스테인리스강의 피로균열성장속도 참조곡선을 표기하였으나, 이는 한국형 표준원

전에 사용되는 347 스테인리스강의 피로특성이 크게 고려되지 않았다. 따라서 국내 원전기기

의 피로건전성 연구를 위해서 고온-고압의 원전수 환경의 영향을 고려한 피로시험이 필요하

다. 이번 연구에서는 원전 고온수환경에서의 피로평가 시스템 구축을 위해 피로시험기에 오토

클래이브를 장착하였고, 수환경 조절이 가능한 수화학 loop system을 연결하여 고온-고압의 

원전수 환경에서 피로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DCPD 방법을 이용하여 피로균열을 성공

적으로 측정하여 원전수 환경에서 피로실험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한국형 표준

원전 가압기 밀림관에 사용되는 347 스테인리스 강을 사용하여 원전수 환경에서 피로시험을 

해본 결과 원전 수 환경에서 피로균열성장속도가 가속화 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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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Chemical composition of Type 347 stainless steel

표 2. Experimental condition for environmental fatigue tests

 C Cr Ni Nb

Type 347 0.043 17.08 9.11 0.52

Test Condition

DH (cc/kg) 0, 10, 30, 50 Pressure (psi) 2250

DO (ppb) 5, 100 Temp. (°C) 316

Frequency (Hz) 0.01, 0.1, 1, 10 pH 2.7, 6.2, 7, 10.6

Conductivity (μS/cm) 0.05 Load Ratio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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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a) Environmental fatigue test system and (b) schematic diagram of environmental 

fatigue test system

그림 2. Fatigue crack growth rate of Type 347 stainless steels under air and PWR water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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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로환경변화가 균열성장속도에 미치는 영향

가. 서론

모사원전수 환경에서는 스테인리스강의 부식으로 인해 일반적인 피로균열 이외의 부식피로

균열 현상이 더해져 피로균열 성장이 가속화 된다. 부식피로균열은 비 부식성 환경에서 연성

을 보이는 재료가 부식 환경에서는 취성파괴의 모습을 보이는 점에서 Stress Corrosio 

Cracking (SCC)과 비슷해 보이나, SCC는 인장응력에 의해 유발되지만, 부식피로균열은 반복

거동응력에 의해 균열이 성장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고온-고압의 원전수환경에서 균열성

장속도 가속화현상은 slip dissolution & oxidation mechanism 또는 수소유기균열

(hydrogen induced cracking, HIC) 현상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1-2]. Slip 

dissolution-oxidation mechanism은 균열선단에 생성된 산화막이 응력변형에 의해 파괴되

면, 균열선단에는 산화되지 않는 부분이 부식 분위기에 노출되어 matrix에서 dissolution이 

발생하여 피로균열성장속도가 증가하는 것을 말한다 [1]. 이러한 slip dissolution-oxidation 

mechanism은 높은 온도의 수화학환경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오스테나이트 스

테인리스강에서는 그 영향이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수소유기균열 현상은 재료 내부로 

침투한 수소가 재료 내부의 결함으로 이동해 재료의 열화를 발생시켜 균열을 야기하는 현상이

다 [2]. 따라서 원전수환경이 스테인리스강의 피로균열성장속도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분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로균열성장에 미치는 요인은 원전수환경, load ratio, stress intensity factor, 

load frequency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영향을 미친다. 이번 연구에서는 

다양한 조건에서의 피로실험을 통해서 각 요인들이 피로균열성장속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고, 질소 첨가를 통한 부식저항성 향상으로 원전수환경에서 피로균열성장속도 증가를 둔화

시켰다.

나. 균열성장속도에 미치는 원전수환경의 영향

원전수환경 변화가 피로균열성장속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pH, 용존수소, 용존

산소와 같은 원전수환경 조건들을 변화시켜가면서 실험을 하였다. 각 영향을 다음과 같이 정

리하였다.

(1) pH의 영향

보론은 강력한 중성자흡수제로 1차 계통에 용해된 보론은 제어봉과 함께 연쇄반응을 조절하

는데 쓰인다. PWR 냉각수에는 중성자 조절을 위해 붕산을 첨가한다. 붕산을 첨가할 경우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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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LiOH를  추가로 첨가하여 pH를 조절하게 된다. Type 347의 pH 7

인 초순수수에서의 피로균열전파속도와 붕산과 LiOH 함량 변화로 pH를 2.7, 6.15, 10.6으로 

조절한 수환경에서의 피로균열 전파속도를 그림 1에 나타내었다. 초수순수에서의 피로균열 성

장속도와 붕산과 LiOH 함량 조절로 pH를 변화시킨 수환경에서의 피로균열성장속는 큰 차이

를 보이지 않았다. 

(2) 용존수소의 영향

원전수환경에서의 피로균열성장속도의 가속화는 수소유기균열의 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수소 유기균열은 재료내부로 침투한 수소가 재료를 열화시켜 균열발생을 야기하는 것을 의미

한다. 원전수내의 용존수소의 함량변화가 피로균열성장속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용존수소의 함량이 0, 10, 30, 50 cc/kg으로 다른 316°C 수환경에서 347 스테인리스강의 

피로균열전파속도를 측정한 뒤 그 결과를 그림 2에 나타내었다. 용존수소의 함량이 변화하더

라도 피로균열성장속도는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피로균열성장시험 후 파면을 관찰한 뒤 그림 

3에 나타내었다. 피로파면에서도 용존수소에 의한 차이는 눈에 띄지 않았다.

(3) 용존산소의 영향

원전수내부의 용존산소의 차이가 피로균열성장속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용존산

소함량이 5 ppb, 100 ppb로 다른 두 원전수 환경에서의 피로균열성장속도를 비교하여 그림 

4에 나타내었다. 원전수안의 용존산소의 함량이 100 ppb로 증가했을 때 더 빠른 균열성장속

도를 보였다. 25°C의 수환경, 316°C-150 atm 5 ppb PWR 수환경, 316°C-150atm 100 

ppb의 수환경에서의 347 스테인리스강의 피로균열성장실험 후 파면의 모습을 관찰하여 그림 

5에 나타내었다. 상온의 수환경에서는 부식이 발생하지 않던 347 스테인리스강은 고온-고압

의 수환경에서 부식이 발생하였고, 용존산소함량이 높은 100 ppb 수환경에서 더 많은 부식이 

발생한 것을 볼 수 있었다. 고온-고압의 원전수 환경에서는 균열끝이 부식으로 인해서 재료가 

열화되어 균열성장속도가 빨라지는데, 용존산소의 함량이 높으면 더 많은 부식이 발생해 피로

균열성장이 더욱 가속화 된다. 

스테인리스강의 피로균열성장속도 가속화는 수소유기균열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3]. 하지만 이번 실험에서 용존수소의 증가는 피로균열성장속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

지만, 용존산소의 증가는 피로균열성장속도를 가속화시켰다. 이는 수소유기균열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수소가 재료 내부로 침투하고 균열선단으로 집중되서 균열 끝을 열화시켜야 한다. 

이번 실험 조건에서는 용존수소 자체로는 재료 내부로 침투하기 어렵지만, 용존산소의 증가는 

표면에 부식생성물의 생성을 증가시켜 부식생성물 생성 후 침투되는 수소의 양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용존 산소 함량이 변화했을 때 피로균열성장속도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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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원전수 환경에서 균열성장속도에 미치는 피로하중속도의 영향

ASME XI의 대기 중 스테인리스강의 피로균열성장속도에 load frequency의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왔다 [4]. Load frequency 차이가 수환경에서의 347 스테인리스강의 피로균열성장

속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용존산소 5 ppb와 100 ppb의 수환경에서 load 

frequency를 0.01Hz, 0.1Hz, 1Hz, 10Hz로 변경하여 실험한 뒤 그 결과를 ASME XI의 대

기중 스테인리스강의 피로균열 선도와 비교하여 그림 6에 나타내었다. 원전수환경에서의 피로

균열성장속도는 load frequency가 0.1Hz 이하일 때는 피로균열 성장속도가 ASME XI의 스

테인리스강의 표준선도보다 빨라 피로균열성장속도가 가속화 되었지만, load frequency가 

1Hz 이상일 때는 오히려 ASME XI의 표준선도보다 느리게 나타나 피로균열성장속도가 둔화

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100 ppb의 원전수환경에서 더욱 크게 나타났는데, 특히 

100 ppb 10Hz 조건에서 초기 균열전파 때 crack growth retardation이 많이 발생한 것을 

볼 수 있다. 

Seifert는 원전수환경에서 피로균열성장 가속화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load frequency가 

0.1 이하인 조건에서 발생한다고 하였다  [5]. 이번 실험결과에서 0.1Hz 이하의 하중반복속도

에서 가속화가 발생하였다. 이처럼 load frequency에 따라서 균열성장속도 가속화와 둔화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부식환경에서 생기는 oxide의 역할이 다르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부식

환경하에서 crack tip 생성되는 oxide는 재료내부로 수소를 침투시켜 Hydrogen 

embrittlment (HE)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crack tip에 생성된 산화물은 균열닫힘 (oxide 

induced crack closer (OICC)) 현상을 발생시켜 균열 끝에 걸리는 effective stress 

intensity factor (Keff)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6]. 따라서 생성된 부식생성물이 

유발하는 HE 현상과 OICC 현상의 작용으로 인해서 피로균열 가속화 혹은 둔화가 발생하게 

된다. load frequency가 느린 경우에는 crack tip opening time이 증가하게 되고 crack 

tip이 부식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부식생성물에서 생기는 수소가 침투되고 균열선단

에 집중되서 재료열화가 발생할 시간이 충분히 가지게 된다. 따라서 HE 현상이 OICC 현상보

다 더 크게 작용하여 균열성장속도가 가속화되는 것이다. 반대로 load frequency가 빠를 경

우 crack tip opening time이 감소해 OICC 현상이 HE보다 크게 작용해 균열둔화가 발생

하게 된다. 이러한 경향은 부식생성물이 더 많이 생성되는 100 ppb의 원전수환경에서 더 뚜

렷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OICC가 나타나는 빠른 load frequency는 실제 가

압기 밀림관에서 발생하기 힘든 피로조건으로 OICC 현상으로 인한 피로균열성장속도 둔화는 

실제 원전환경에서 기대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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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질소첨가를 통한 347 스테인리스강의 균열성장특성 향상

다양한 피로환경 조건에서의 실험결과 원전수에서 스테인리스 부식현상으로 인해 피로균열

성장속도가 가속화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원전수환경에서 피로균열전파 저항성이 좋은 347 

스테인리스강을 만들기 위해서 crack tip 내부의 부식생성물 생성을 억제해야만 한다. 최근 

스테인리스강에 질소를 첨가하면 산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 발견되면서 강에 질소첨

가 연구가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7-10]. 부식특성 개선을 위해서 질소(N)가 첨가된 347 스

테인리스강 (347N)을 제작하였다. 사용된 347N 스테인리스강의 조성을 347 스테인리스강과 

비교하여 표 1에 나타내었다. 347N 스테인리스강을 원전수환경에서 피로균열 성장시험을 수

행한 뒤 그 결과를 그림 7에 나타내었다. 347 스테인리스강과 다르게 347N 스테인리스강은 

수환경 변화에도 피로균열성장속도의 변화가 적었다. 347N 스테인리스강의 5 ppb, 100 

ppb 수환경에서의 피로시험 후 파면에 생성된 부식생성물의 모습을 그림 8에 나타내었다. 

347 스테인리스강의 경우에는 100 ppb로 용존산소함량이 증가했을 때 부식생성물의 크기 및 

부식생성물 층의 두께가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었지만, 347N의 경우에는 용존산소 함량에도 

부식생성물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모사원전수 환경하에서 하중을 가하지 않고 

부식실험을 수행하여 347, 347N의 부식특성을 비교해 그림 9에 나타내었다. Type 347 스테

인리스강의 경우에는 용존산소 변화에 따라서 전위 potential의 변화가 나타났지만, 질소를 

첨가한 Type 347N 스테인리스 강의 경우에는 용존산소 변화에도 전위 potential이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다. 부식 속도차이를 계산하여 비교한 결과 Type 347 시편은 5 ppb 수환경에

서 2.15mm/y, 100 ppb 수환경에서 3.8로 증가한데 반해 Type 347N 시편은 5 ppb 수환

경에서 2.22mm/y, 100 ppb 수환경에서 2.68로 상대적으로 작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었

다. 부식시험 후 산화막의 두께를 측정한 결과를 그림 10에 나타내었다. 용존산소량이 100 

ppb로 증가했을 때 347 시편에서는 산화막의 두께가 36nm에서 62nm로 두꺼워진 것과는 

달리 질소가 첨가된 Type 347N 시편에서는 산화막의 두께가 34nm에서 37nm로 변화가 크

지 않았다. 질소가 첨가된 347N 시편이 347 스테인리스강보다 더 우수한 부식저항성을 보여

주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부식저항성의 상승으로 인해 원전수환경변화에도 피로균열성장

속도 변화가 크게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347스테인리스강의 질소첨가는 부식저항성을 

향상시켜 피로균열성장에 대한 저항성을 높일 수 있는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마. 요약

본 연구에서는 원전수환경과 하중반복속도 변화가 347 스테인리스강의 피로균열성장속도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pH와 용존수소의 함량을 변화시킨 원전수환경에서는 

피로균열성장속도 차이가 발생하지 않은 반면에 용존산소의 함량을 변화시킨 원전수환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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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용존산소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산화물의 생성량이 많아지고 피로균열성장속도도 증가한 것

을 볼 수 있었다. 피로균열성장속도의 가속화는 재료의 수소 취약화 현상으로 인해 나타나는

데, 수소는 원전수 내부의 용존수소가 재료로 침투하기 보다는 산화물을 생성시키면서 침투하

고 재료를 열화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균열선단에 생성된 산화물은 하중반복

속도가 0.1Hz 이하로 느린 경우에는 균열성장을 가속화하지만, 하중반복속도가 1Hz 보다 빠

른 경우에는 수소침투에 의한 재료열화 현상보다 산화물에 의한 균열닫힘 발생의 영향이 더욱 

커 균열성장속도가 오히려 둔화되는 경우도 나타났다. 하지만 산화물에 의한 균열닫힘 현상은 

실제 발전소 운영조건에서는 발생하기 힘든 조건으로 실제 원전수환경에서는 피로균열성장속

도는 가속화 된다. 질소를 첨가하여 원전수환경에서 부식저항성을 향상시킨 질소첨가 347N 

스테인리스강은 원전수환경 변화에도 피로균열성장속도 변화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아 원전

수환경에서 더 우수한 피로균열성장 저항성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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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Chemical composition of Type 347 and Type 347N stainless steels

 C Cr Ni Nb N
Type 347 0.043 17.08 9.11 0.52 -

Type 347N 0.049 17.06 9.95 0.63 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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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Fatigue crack growth rate of Type 347 stainless steels under PWR water conditions 

with different level of 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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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Fatigue crack growth rate of Type 347 stainless steels under PWR water conditions 

with different level of dissolved hydrogen(DH); DH levels of 0, 10, 30, 50 cc/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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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Fracture surface images of Type 347 stainless steels after Fatigue crack growth 

tests under PWR water conditions with different level of dissolved hydrogen(D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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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Fatigue crack growth rate of Type 347 stainless steels under PWR water conditions 

with different level of dissolved oxygen(DO); DO levels of 5 ppb and 100 pp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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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Fracture surface images of Type 347 stainless steels after Fatigue crack growth 

tests under PWR water conditions with different level of dissolved Oxygen(DO)

그림 6. Fatigue crack growth rate of Type 347 stainless steels under 5 ppb and 100 ppb 

DO levels PWR water conditions with different load frequencies; 0.01Hz, 0.1Hz, 1Hz, and 

10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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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Fatigue crack growth rate of Type 347N stainless steels under 5 ppb and 100 ppb 

DO levels PWR water conditions with different load frequencies; 0.1Hz, 1Hz, and 10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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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Oxide particle images of Type 347 and Type 347N stainless steels after Fatigue 

crack growth tests under PWR water conditions with different level of dissolved 

Oxygen(DO)

그림 9. Potentiodynamic polarization curves of Type 347 and Type 347N stainless steels in 5 

ppb and 100 ppb PWR water at 316°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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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Cross sectional images of oxide layer of Type 347 and 347N stainless steels in 5 

ppb and 100 ppb PWR water at 316°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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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47 스테인리스강의 피로균열성장속도 모델

가. 서론

수환경에서 부식이 발생하지 않는 스테인리스강이 고온-고압의 원전수환경에서 부식이 발생

하고 그로 인해 피로균열성장저항성 및 피로수명이 감소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1]. 원전 1차계

통의 가압기 밀림관의 경우에는 찬물과 뜨거운 물의 혼합으로 인해서 열적-기계적 피로현상에 

노출될 뿐만 아니라 고온-고압수환경으로 인한 스테인리스 부식으로 피로문제를 가속시킬 우

려가 있다. 현재 국내 표준원전 가압기 밀림관에는 347 스테인리스강을 사용한다. 만약 밀림

관에 균열이 검출된다면 ASME XI에 따라 균열성장속도를 근거로 균열길이를 예측한 뒤 안전

성을 평가해야 한다 [2]. 하지만 현재 스테인리스강의 대기 중 피로균열성장속도 참조선도 모

델은 ASME Code Section XI에 나와 있지만, 원전수환경에서의 피로균열성장속도 참조선도 

모델은 없었다. 이에 대응하여 ASME draft Code Case N-809에 스테인리스강의 피로균열 

성장속도 모델을 만들었고, revision 7A까지의 개정 과정을 거쳐 ASME Code Case N-809

로 등록되었다 [3]. Code Case N-809에는 304, 316 스테인리스강과 304L,316L 스테인리

스강 2분류의 피로균열성장속도 선도모델을 표기하였다. 일본에서는 JSME Code에 PWR, 

BWR환경에서의 스테인리스강의 피로균열성장속도 참조선도 모델을 만들었다 [4]. 하지만 

ASME, JSME 두 모델 모두 대부분의 원자력 발전소 배관에 주로 쓰이는 304, 316 스테인리

스강의 피로균열성장속도 데이터를 통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347 스테인리스강의 피로특성

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 따라서 국내 원자력발전소의 정확한 건전성 평가를 위해서는 원

전수환경에서의 347 스테인리스강의 고유 피로균열성장속도 모델이 필요하다. 현재 피로균열

성장속도 모델은 da/dt 형태의 time-domain 방식의 모델과 da/dN 형태의 

frequency-domain 방식의 모델이 있다. 이번 절에서는 각기 다른 방식의 균열성장속도 모델

들과 347 스테인리스강의 피로균열성장속도 데이터를 비교하고, 347 스테인리스강 고유의 피

로균열성장속도 모델을 산출하였다. 

나. Time-domain 방식의 피로균열성장속도 모델

ASME XI의 스테인리스강의 대기 중 피로균열성장속도 참조선도는 환경적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다. 하지만 Engineering적인 관점에서 기존 ASME XI의 대기 중 피로균열성장속도 참조

선도를 사용해서 원전수환경에서의 피로균열 성장속도를 예측하는 time-domain curve가  

BWR/NWC, BWR/HWC, PWR 환경에서 stainless steels의 피로균열성장속도를 보여주는 

curve로 활용되기도 한다. Time-domain 형태의 참조선도는 da/dt로 표현되며 현재 만들어

진 austenite stainless steel의 time-domain model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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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hack and Kassner Model 

Argon National Laboratory (ANL)의 Shack과 Kassner는 compact tension(CT) 시편

으로 제작된 스테인리스강의 LWR 환경에서의 피로균열성장속도(da/dt)를 얻었다 [5]. 이 결

과들은 대기 중에서 CGR이 10-10m/s미만일 경우에 DO 함량이 높은 수환경에서 CGR이 크

게 증가함을 보였다. 그들은 NUREG/CR-6176 (1994)에 BWR과 PWR 환경에서 austenitic 

stainless steels의 피로균열성장속도는 다음 식과 같이 표현하였다 [5].


 



이 식을 보면 피로균열성장속도는 SCC에 의한 균열 성장속도, Corrosion fatigue에 의한 

균열 성장속도 + 대기 중 균열성장속도의 합으로 나타난다.  

SCC에 대한 영향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    

 ×    

PWR 수환경과 BWR/HWC 수환경에서의 SCC의 영향력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다. 

대기 중 균열성장속도는 ASME Code Section XI의 피로균열선도를 이용하면 된다. 

환경적 영향을 고려한 corrosion fatigue 항목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의℃수환경
× 


 × 




의℃수환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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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echtell Bettis model

304 grade를 갖는 스테인리스강들을 243°C~343°C의 PWR 수환경에서 실험한 data를 바

탕으로 모델을 만들었다. PWR 원전수환경에서의 Bettis model은 다음과 같다 [6].

  ×   
    

(3) PSI BWR/HWC model

250°C~320°C (주로 288°C)의 BWR/HWC 또는 PWR 수환경에서의 low carbon 

stainless steels과 stabilized stainless steels의 피로균열성장속도를 구해서 식으로 나타내

었다 [1]. 

  ×   
    

이때 모든 data의 70%가 예상되는 corrosion fatigue crack growth rate의 ±50%안에 

존재하는 결과를 얻었다. 

(4) PSI BWR/NWC model 

Solution annealed 된 stainless steel의 BWR/NWC time-domain curve로 SCC에 의

한 영향은 제외하고 식을 만들었다 [1].

  ×   
   

(5) Time-domain 모델 비교

위 time-domain 모델의 식과 ASME XI의 대기중 피로균열 성장속도와 비교하여 그림 1

에 나타내었다. Paul Scherrer Insitit (PSI)의 Seifert는 BWR/HWC, PWR 환경에서 환경적 

영향으로 인해 피로균열성장속도가 가속화되기 위해서는 loading frequency가 0.1Hz 이하, 

온도가 150°C 이상, ∆K 값이 3MPam1/2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1]. 각 모델의 피로

균열성장속도는 대기중 피로균열성장속도에 따라서 피로균열성장속도 차이가 발생하였고 ∆K 

값이 3MPam1/2이상일때 Shack and Kassner (ANL) 모델이 환경적 영향이 고려된 피로균열

성장속도가 가장 느렸고, Bettis 모델이 가장 빨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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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Frequency-domain 방식의 피로균열성장속도 모델

Time-domain 모델의 경우에는 대기 중에서 측정한 피로균열성장속도를 통해서 수환경에

서의 피로균열성장속도를 예측하였다. 이 방법은 기존 공기 중에서 실험한 결과를 통해서 수

환경에서의 피로균열성장속도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engineering 적으로 상대적으로 편리

하게 수환경에서의 피로균열성장속도를 예측할 수는 있지만, time-domain model의 경우에

는 피로균열성장속도에 영향을 주는 strain rate, DO level의 영향이 들어가 있지 않다. 따라

서 수환경에서의 피로균열성장속도를 좀 더 정확하게 예측하는 방법으로 단위 cycle당 피로균

열성장속도를 보여주는 frequency-domain 방식의 피로균열성장속도 모델이 필요하다. 

Frequency-domain 방식의 피로균열성장속도 모델은 환경적 영향을 나타내주는 변수에 단위 

cycle당 stress가 증가하는 시간인 rising-time을 활용하기 때문에 rising-time 방식의 피로

균열성장속도 모델로도 불린다.

(1) Shack and Kassner Model 

Shack과 Kassner는 NUREG/CR-6176에서 스테인리스강의 LWR 환경에서 Compact 

tension (CT) 시편을 사용하여 피로균열성장 (da/dN) data를 얻었다. 앞의 절에서 설명했듯

이 time-domin 형태와 da/dN 형태의 피로균열 성장속도 모델도 만들었다. 그들의 모델에서 

대기 중에서의 피로균열 성장속도를 나타내는 da/dNair는 ASME Section XI에 있는 대기 

중 모델을 사용하였고, 환경적영향을 나타내는 da/dNEnv은 다음과 같이 나타내었다 [5]. 

R<0.9 조건에서 실험한 data들의 empirical power-law curve fit 결과로부터 모델을 만들

었다. 그 식은 다음과 같다.

i) 200 ppb DO의 288°C 수환경

 ×
  

  ≤
 

ii) 8 ppm DO의 288°C 수환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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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JSME-PWR Model

ASME Code Section XI에서는 스테인리스강의 피로균열성장속도 모델은 없었지만, 일본에

서는 그들의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PWR 수환경에서의 스테인리스강의 피로균열성장속도 모

델을 만들었고 JSME Code에 수록되어 있다 [4,7]. JSME-PWR 모델은 304, 316, 그리고 이 

재료들의 weld metal들의 PWR 환경에서의 피로균열성장속도 데이터를 바탕으로 95% 

confidence limit 방법을 통해서 만들어졌다 [8].

×  
  

(3) JSME-BWR/NWC Model 

ASME Code Section XI에서는 스테인리스강의 피로균열성장속도 모델은 없었지만, 일본에

서 만든 JSME Code에는 BWR/NWC 환경에서의 스테인리스강의 피로균열성정속도 모델이 

존재한다 [4,8]. JSME-PWR 모델에서는 온도에 대한 영향이 있지만 이번 JSME-BWR/NWC 

모델에서는 288°C의 온도에서의 모델식이다.  

× 
  

JSME-BWR/NWC 모델은 J-PWR 모델과는 다르게 outlier 데이터를 제외한 피로균열성장

속도 데이터들의 upper bound로 정해졌다 [8]. 하지만 이는 피로균열성장속도 데이터의 

95% confidence limit 방법을 통해서 만들어진 curve와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어 

JSME-PWR과 JSME-BWR의 커브 방식이 일치하는 것을 보였다 [8]. JSME-BWR/NWC 모델

은 J-PWR 모델의 2.7배 정도이다 [9].

(4) ASME Code Case N-809

스테인리스강의 원전 수환경에서의 피로균열성장속도는 ASME draft Code Case N-809에 

처음 등재된 이후로 7A까지의 revision을 거쳐 2015년도에 ASME Code Case N-809로 등

록되었다 [3]. ASME Code Case N-809의 피로균열성장속도 모델은 기존에 전 세계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진 304, 316 스테인리스강의 피로균열성장속도 data에 일본 측의 데이터를 추

가한 광범위한 database를 기반으로 best-fit 방법을 통해서 만들어졌다 [10,11]. ASME 

Code Case N-809에는 상온에서부터 343℃까지의 온도 범위 내에서 스테인리스강의 피로균

열성장속도 참조선도가 나타나 있다. ASME Code Case N-809에 기재된 피로균열성장속도 

모델의 형태와 Normalized 피로균열성장속도 참조 선도 모델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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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로균열성장속도는 온도, Load ratio (R), 환경적 영향에 의존함을 알 수 있다. ASME XI

의 대기 중 선도와 비교하면 수환경이 고려된 식에서는 환경적 영향을 나타내주는 SEnv 항목

이 새로 들어감을 알 수 있는데, SEnv은 load rising time (TR)에 의존한다. load rising 

time (TR)은 stress cycle 동안 stress가 증가하는 시간(초)이다. Load rising time은 hold 

time과 stress가 감소하는 시간을 배제한 minimum stress 에서 steady state까지 그리고 

steady state에서 maximum stress까지의 시간을 포함하는 것이고, hold time은 stress 변

화가 1.92kPa/sec을 넘지 않는 것을 포함한다.  

ASME Code Case N-809에서는 300시리즈 stainless steel과 탄소함량이 적은 L등급의 

300시리즈 stainless steel 2개로 구분하여 피로균열성장속도 모델을 만들었다. 각 모델은 다

음과 같다.

I) Type 304 and 316 stainless steels and associated weld metal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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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Type 304L and 316L stainless steels and associated weld metal

 

 ×  ≥ 

   

    and≤≤

  

 
  ℃≤℃

 ×
   ℃≤℃

 


이때 TR<1sec일 경우에는 TR=1sec 이다.

각 용어들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da/dN: fatigue crack growth rate, mm/cycle

∆K=stress intensity factor range, MPam1/2

TK=T+273.15K

T=metal temperature, ℃

TR=loadingrisetime,sec

∆Kth=1.10MPam1/2

위 스테인리스강의 식들로부터 모든 transient condition에서 보수적인 loading rise 

time-independent reference curve는 SEnv를 20으로 놓고 사용 가능하다. Cast 

Austenitic Stainless Steels(CASSs)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등급으로 취급할 수 있다 

(CF8- Type 304, CF3-Type 304L, CF8M-Type 316, CF3M-Type 316L)

라. Type 347 스테인리스강의 피로균열성장속도 모델 개선

Type 347 스테인리스강의 피로균열성장속도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PWR 수환경에서 실험

한 피로균열성장속도 data와 기존의 모델들을 비교했다. 비교 후 347 스테인리스강의 피로균

열성장속도와 가장 잘 일치하는 모델을 기준으로 347 스테인리스강의 PWR 수환경에서의 피

로균열성장속도 모델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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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ime-domain 방법의 피로균열성장속도 선도와의 비교

Frequency-domain (Rising-time) 관점에서의 피로균열성장속도는 단위 cycle당 균열성장

속도인 da/dN으로 나타낸다. time-domain 방식의 균열성장속도(da/dt)와 da/dN과의 상관

관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TR은 fatigue cycle에서의 cycle당 stress가 증가하는 시간인 rising-time(초)이다. 

Load ratio R=0.1 조건에서 0.1Hz, 0.01Hz strain rate에서의 347 스테인리스강의 피로

균열성장속도를 time-domain 방식의 식으로 변환한 후 비교하여 그림 2에 나타내었다. 

Rising-time 방법으로 제시된 JSME/BWR, JSME/PWR 식도 time-domain 형태의 da/dt 

식으로 나타낸 뒤 함께 비교하였다. 0.1Hz 조건에서는 time-domain 방법의 모델식과 rising 

time 방식의 모델식이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으나, 환경적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되는 느린 

strain rate (0.01Hz)에서는 rising time 방식의 JSME-BWR, JSME/PWR 식이 더 빠른 균

열성장속도를 보여주고 있고, 실험 data들도 rising time 방식의 JSME 커브와 더 잘 일치하

는 모습을 보인다. 반면에 time-domain 방식의 모델식들은 347 스테인리스강의 피로균열성

장속도 실험 data보다 더 느린 균열성장속도를 보여준다. 따라서 347 스테인리스강의 피로균

열성장속도 모델은 환경적 영향을 더 잘 나타낼 수 있는 rising-time 방식으로 만들어질 필요

가 있다.

(2) Rising time 방법의 피로균열성장속도 선도와의 비교

347 스테인리스강의 5 ppb, 100 ppb의 원전수 환경에서의 피로균열성장속도를 

Frequency-domain 방식으로 만들어진 JSME-BWR, JSME-PWR, ASME code case 

N-809와 비교하여 그림 3에 나타내었다. 347 스테인리스강의 피로균열 성장속도는 

JSME/PWR보다는 빠르고 JSME-BWR보다는 느렸다. ASME Code Case N-809와 비교하면 

비슷하거나 다소 빠른 수준의 피로균열성장속도를 보였다. 347 피로균열선도는 ASME Code 

Case N-809와 가장 잘 일치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slope의 기울기는 N-809 선도보다 살짝 

가파른 것을 볼 수 있다. 

(3) Type 347 스테인리스강의 피로균열성장속도 모델

347 스테인리스강의 원전수 환경에서의 피로균열성장속도 data를 바탕으로 347 스테인리

스강의 피로균열성장속도 모델을 산출하였다. 환경적 요인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tim-do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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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의 모델보다 rising-time 방식의 모델이 더 적합하였다. rising-time 방식의 모델 중 

ASME Code Case N-809가 가장 Type 347 스테인리스강의 수환경에서의 피로균열 데이터

와 일치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ASME Code Case N-809 모델식을 기반으로 347 스테

인리스강의 피로균열선도를 만들었다. 이번 실험에서는 온도는 316°C, load ratio는 0.1로 

고정하고 실험을 수행하였고, load rising time과 원전수의 용존산소 함량을 변경시켜가면서 

실험했기 때문에 load ratio와 온도의 영향은 ASME Code Case N-809와 동일하게 사용하

였다. 원자력 발전소의 수환경의 용존 산소는 5 ppb 이지만, 이번 모델링에서는 5 ppb, 100 

ppb의 용존산소 함량을 따로 나누지 않고 통합된 데이터로 모델링을 만들었다. 347 스테인리

스강의 피로균열선도는 다음과 같다.



 

 
   

     

 


 

 × 

mod 
 ××

  


347 모델의 기울기는 2.7정도로 ASME N-809에 나오는 2.25보다는 크고, JSME에 나오는 

3.0보다는 작은 값을 나타냈다. 환경영향을 나타내는 rising time 함수의 지수 값은 0.32로 

ASME N-809의 0.3보다는 미세하지만 크고 JSME/PWR의 0.333에 비해서는 미세하지만 작

은 값을 보이지만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이를 ASME N-809에 있는 normalized 

da/dN식과 비교하여 그림 4에 나타내었다. 347 스테인리스강의 피로균열 성장속도 모델은 

실제 데이터와 잘 일치하는 모습을 보였다. 

마. 요약

원전수환경에서 스테인리스강의 피로균열성장속도를 나타내는 model들이 있지만, 기존 모

델들은 대부분의 원자력발전소에서 주로 사용되는 304, 316 스테인리스강을 기반으로 한 모

델들이다. 따라서 한국형 표준원전 가압기 밀림관에 사용되는 347 스테인리스강의 원전수 환

경에서 피로균열성장속도 데이터는 희귀하기 때문에 기존 모델들에 반영이 되지 않았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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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원전수환경에서 347 스테인리스강 고유의 피로균열성장속도 표준선도 모델이 필요하다. 기

존 피로균열성장속도 모델은 da/dt 형태의 time-domain model과 da/dN 형태의 

frequency-domain (rising time) model이 있다. 원전수환경에서 347 스테인리스강의 피로

균열성장속도 data와 각 models을 비교해본 결과 frequency-domain model이 다양한 원

전수 피로환경에서의 피로균열성장속도 변화를 잘 표현해 주었다. JSME와 ASME Code Case 

N-809 모델 중 347 스테인리스강은 ASME Code Case N-809와 더 잘 일치하는 형태를 보

여주었다. 따라서 347 스테인리스강의 피로균열성장속도 선도 모델은 N-809 모델을 모사하

여 347 스테인리스강의 피로균열성장속도 data들의 best fit으로 다음과 같이 제작하였다. 

Fatigue Crack Growth Rate model of Type 347 Stainless Steels under PWR 

water conditio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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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Comparison of time-based fatigue crack growth rate models of stainless steels 

under PWR, BWR/HWC, and BWR/NWC enviro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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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Comparison of fatigue crack growth rate of type 347 stainless steels with other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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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Comparison of fatigue crack growth rate of type 347 stainless steels with 

environmental fatigue crack growth model in ASME and JS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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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Comparison of normalized fatigue crack growth rate of type 347 stainless steels 

with normalized 347 fatigue crack growth model and N-809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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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한국형 원전 원자로용기강의 고온물성 DB 구축 및 원자로용기 
하부 고온파손거동 평가

1.  한국형 원전 원자로용기강의 초고온 기계적 특성 및 열물성 평가

가. 서론

2011년 일본 동북지방에서 발생한 지진은 역사상 기록된 지진 중에서 가장 강력한 지진 중

의 하나였다. 지진과 강력한 쓰나미에 의해 후쿠시마 다이치 원전에서 발생한 냉각수 손실 사

고는 원자력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였고, 또한 원자력의 이용 기술에 커다란 전

환점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었다. 최근 원전 압력용기의 안전성 평가에 가장 중요한 이슈인 가

압열충격에 대한 개념은 1970년대 까지 안전성 평가항목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1978년 

미국의 Ranco Seco 원전에서 발생한 과급수 유량 사건이 발생한 후 압력용기의 안전을 위해

서는 가압열충격에 대한 평가가 필요함을 확인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원전의 사고 발생 및 

경험을 통해 그 동안 고려하지 않았던 안전 평가 항목을 도출 할 수 있었으며, 더욱 안전한 

원전의 설계 및 운전의 기반을 마련해 왔다. 이와 같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해석 및 평가를 

통해 그동안 예측하지 못했던 압력용기의 안전성 평가에 대한 새로운 개념이 제시됨으로써 가

동원전의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후쿠시마 사고의 분석을 통해 전원의 안정적 확보와 용기 내 냉각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

록 하는 대책이 설계 및 운전 부분에서 마련되고 있다. 압력용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core 부의 고온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냉각수를 공급하고 이 경우 발생하는 용기의 파손 확률

은 PTS 평가를 통해 이미 수행하고 있다. PTS에 의해 용기의 파괴역학적 손상이 발생하고 냉

각수의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 고온에 의한 core 의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

에 대한 용기의 용융 손상, 즉 PTS 평가 후 용기 파손에 의한 노 내의 고온 발생 및 용기의 

손상에 대한 평가와 시간에 따른 사고의 확산 예측이 원전의 안전성과 손상 확산 방지대책 면

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원자로용기의 고온손상에 대한 평가와 예측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노심 발열량, 재료의 열적 

기계적 특성, 융융된 노심 및 용기재료의 유동특성, 그리고 냉각수 혹은 용융 노심과 용기 사

이의 막 전달계수, 냉각수의 막 유동거동 등에 대한 자료 및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수치해석

을 위해서 필요한 압력용기재료의 1000℃ 이상 고온 물성자료는 매우 제한되어 있고, 그나마 

출처가 불확실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원자로 용기재료의 고온물성 확보

를 위하여, 1200℃ 이상의 고온에서 소재의 특성을 평가할 수 있는 시험장비의 구축과 시험

자료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또한 초고온 상황에서의 압력용기강 모재 및 용접부의 열물성을 

확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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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고온물성 평가를 위한 시험장치 구축

고온에서 기계적 특성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실험 방법은 기존의 시험장비에 전기유도가열

로나 간접가열방식의 가열로를 부착하거나 통전가열장비를 활용한 방법 등을 고려할 수 있다. 

Gleeble 장비와 같은 통전가열방식의 장비는 시편의 국부적인 영역을 가열하여 시험할 수 있

는 장비이다. 가열속도 및 냉각속도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으며, 불활성 가스 분위기에서 수

행하기 때문에 시편이 산화되지 않으며, 온도의 제약 없이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이점이 있

다. 그러나 국부적인 가열방식이라 시험편 크기가 매우 작으며, 온도의 균일성도 떨어져 신뢰

성 있는 결과를 확보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보다 큰 시험편을 활용할 수 있는 가열로 방식이 

결과의 신뢰성 측면에서 유리하다. 그러나 가열로를 이용한 고온에서 실험에서는 시험편뿐만 

아니라 시험편을 잡아주는 지그부분도 함께 가열이 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안정적인 실험

을 위해서는 고온 실험을 위한 시험편 및 지그의 설계가 필요하다. 일반 가열로를 활용한 시

험에서 SiC 발열체의 경우 최대 1300℃, Super Kanthal의 경우 최대 1500℃ 온도범위에서 

비교적 균일한 온도를 유지하며 실험할 수 있다. 전기유도가열로를 활용한 시험법은 시편에 

코일을 이용하여 고주파 자장을 가하여 가열하는 방식으로, 시편 및 그 주변부에 국한되는 비

교적 좁은 영역을 선택적으로 가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저합금강과 같은 steel 재질의 경

우 용융온도까지 가열이 가능하며, 국부적인 영역을 가열하기 때문에 시편에 부착하는 지그의 

재질도 시편 주변부의 재질만 고려하여 설계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유도가열로의 경

우 thermal fluctuation이 발생하여 상대적으로 균일한 온도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림 1과 같이 2개의 간접가열로를 이용한 실험장비와 1개의 유도가열로

를 이용한 실험장비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여 원자로압력용기강의 고온인장물성을 확보하고

자 하였다. 

그림 1(a)는 일반적인 칸탈 발열체를 사용하는 장비로 최고 1100℃까지의 실험을 수행할 

수 있다. 이 장비를 활용하여 하나로를 이용한 조사시험을 위해 주로 사용되는 게이지 길이 

18mm, 두께 1mm, 폭 4mm의 판상시험편에 대한 371℃ 까지의 인장시험을 수행하였다. 온

도측정을 위해 시험편에 그림에서와 같이 열전대를 부착하여 온도를 확인하였다. 이 장비는 

원자로용기강과 같은 저합금강의 경우, 약 600℃까지 실험이 가능하다. 저합금강의 경우, 온

도가 높아지면 표면에서 산화가 발생하여 시편의 그립부분에 시험편이 고착되어버리는 현상이 

발생한다.   

600℃ 이상 고온에서의 시험을 위하여 그림 1(c)와 같이 SiC 발열체를 사용하는 MTS사의 

가열로를 주로 이용하였다. 시험지그가 가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림 2에서와 같이 시

험편의 길이를 늘여서 제작하여 시험지그가 가열로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시험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유도가열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시험지그의 간격이 좁으며 시험지그가 가열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인장시험편 보다 조금 길이를 늘여서 제작하였다. 시험편은 한국형 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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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보존재를 이용하여 제작하였다. 시험시 시험편내의 온도분포 측정을 위해서 그림과 같이 5

개의 열전대를 부착하였다. 그림 1(b)는 유도가열용 코일 안에 시험편이 장착되어 있는 모습

으로, 이 경우에는 시험편 온도 측정을 위한 열전대와 코일 조절을 위한 열전대가 각각 부착

된다. 

그림 3은 그림 1(c)와 같이 열전대를 부착한 시험편을 이용하여, MTS사의 가열로 이용시 

시험온도에서 시험편내의 온도분포를 측정한 결과이다. 시험편의 산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20~30분 정도로 단시간에 시험편을 가열하고 목표온도에서 20분간 유지한 후에 시험을 수행

하였다. 초기 시험에서는 게이지부의 중간과 끝사이에 19~34℃ 정도의 큰 온도차이를 보였으

나, 가열로 내부 구조의 개선을 통하여 0~6℃ 정도의 온도편차를 얻을 수 있었다. 

다. 원자로용기강 모재의 고온인장물성

간접가열방식의 MTS사의 가열로를 부착한 장비를 이용하여 표준원전 RPV강의 인장시험을 

600℃~1300℃ 구간에서 수행한 결과를 그림 4과 표 1에 제시하였다. 시험온도가 매우 높아 

시험편에 extensometer와 같은 별도의 측정기구를 부착하지 않고 시험을 진행하였다. ASTM 

E 21에서 요구하는 시험시 온도조절을 위하여 시험편 게이지부 가운데에 부착된 열전대를 기

준으로 진행하였으며, 게이지부 양쪽에 추가 2개의 열전대를 부착하여 온도분포를 확인하였다. 

800℃에서의 인장강도가 상온 (566MPa) 대비 16% 정도인 93MPa로 상당히 낮은 강도를 나

타내었으며, 연신율은 27%에서 83%로 증가하였다. 온도가 상승하면서 1300℃에서는 9MPa 

정도의 인장강도를 보이고 연신율은 83% 이었다.  

판상 인장시험편을 이용해 얻은 371℃까지의 시험결과와 함께 온도에 따른 인장특성을 그

림 5에 나타내었다. 비교를 위해 기존 문헌에서 고온 해석을 위해 사용되어 왔던 SA508 

Gr.3 소재의 항복강도와 인장강도치를 함께 제시하였다. 시험결과를 살펴보면, 항복강도는 

600~700℃ 구간에서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인장강도의 경우에는 항복강도보다

는 다소 낮은 온도인 400℃부터 급격히 저하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기존 문헌에서 확인된 

고온인장특성과 비교하여 보면, 항복강도는 전체적으로 실제 시험결과보다 다소 낮은 값들이 

사용되었고, 600~700℃ 구간의 항복강도의 변화 거동도 반영되지 않아 300~700℃ 구간에서

는 실제보다 상당히 낮은 값들이 사용되었다. 인장강도의 경우, 시험에서 나타난 400℃부터의 

급격한 강도의 감소경향은 비슷하나 전체적으로 실제 값보다 상당히 높은 값들을 제시하고 있

었다. 

고온에서의 인장시험시 그림 6과 같이 시험편 표면이 고온산화에 의한 산화막이 형성되고, 

1000℃ 이상에서는 산화막의 박리현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산화막의 형성은 실제 시험편의 단

면적 감소를 유발하게 된다. 실제 1200℃까지 약 50분에 걸쳐 가열한 후 30분간 유지시킨 

시험편의 표점부 단면 관찰결과, 약 220㎛ 정도의 산화막이 형성되는 확인하였다. 따라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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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에서의 인장시험에서는 이로 인한 단면적의 감소를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시험 후의 게이

지부 단면적 변화를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본 실험에서는 단면적감소부가 끝나는 부분 바로 

위 그립부의 시험 전후 치수를 측정하여 보정을 하였다. 

산화막 형성으로 인한 고온인장특성치의 변화를 확인하기 Gleeble 장비를 이용한 비교 인

장시험을 진행하였다. 그림 7은 Gleeble 장비 내부와 사용된 시험편 규격이다.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Gleeble 장비를 이용한 시험에서는 챔버 내부를 불활성 기체로 채워 시험편의 산

화를 억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국부만 가열이 되어 온도 균일도가 떨어지는 10mm 

내외의 uniform zone을 갖는다는 단점이 있다. 가열은 10℃/s 의 속도로 이루어졌으며, 목

표온도 도달후 60초간 유지하고 0.3mm/min의 속도로 시험을 수행하였다. Gleeble 장비를 

통해 얻어진 인장곡선은 그림 8과 같으며 얻어진 인장특성은 표 2에 정리하였다. Gleeble 장

비를 이용한 인장시험에서는 고온에서의 시험결과에서는 상당한 노이즈가 함께 검출되어 결과

처리과정에 주의가 필요하였으며, 온도 균일부가 작기 때문에 일반적인 인장시험과 같은 연신

율 측정은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표에서는 얻어진 항복강도와 인장강도만을 제시하였다. 얻어

진 인장특성을 가열로를 이용한 실험결과와 비교해보면 600~900℃까지의 강도는 가열로를 

이용한 결과보다 다소 낮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산화막 형성이 문제되었던 

1000℃ 이상의 결과에서는 두 실험결과가 유사한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9는 

Gleeble 장비를 이용한 인장시험 후의 시험편 모습으로, 산화막의 영향은 없는 것을 확인하였

다.

라. 원자로용기강 모재 및 용접부 열물성 평가

(1) 상변태 온도 측정 - Dilatometer 실험

철강재료의 특징은 온도에 따라 열처리에 따라서 다양한 물성을 얻을 수 있는데, 이는 철강

재료는 온도에 따라서 상변태를 하기 때문이다. 철강재료는 액체 상태에서 응고시 delta 

ferrite (δ-Fe, BCC), austenite (γ-Fe, FCC), alpha ferrite (α-Fe, BCC) 구조로 상변태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열물성 측정 및 분석을 위해서는 상변태 거동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열물성 측정에 앞서 dilatometer 실험을 통해서 상변태 온도를 체크해보았다. 

Dilatometer 실험은 승온 및 냉각시 온도변화에 따른 선형열팽창 길이를 측정하여 열팽창 

계수의 변화를 통해서 상변태 온도를 예측할 수 있다. 이번 실험에서는 0-1000oC 범위 내에

서 10oC/min의 속도로 승온·냉각하여 열팽창을 측정하였고 그 결과를 그림 10(a)에 나타내

었다. 그래프를 보면 승온과 냉각과정에서 열팽창계수가 변화한 것을 볼 수 있다. 승온 과정에

서는 ferrite (BCC) 가 austenite (FCC) 로 변태하는 것이며, 반대로 냉각과정에서는 

austenite가 ferrite로 변태하는 것이다. austenite-ferrite 변태이지만 승온시와 냉각시 상변

태가 온도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번 고온 열물성 측정에는 온도가 높아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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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상황에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온 상황에서의 상변태 온도를 측정하였다. 그림 10(b)

와 같이 각 line의 접선의 교차점을 통해서 상변태 온도를 예측할 수 있다. 이번실험에서 원

자로 압력용기의 BCC에서 FCC로의 상변태는 772oC에서 시작되어 815oC에서 완료되는 것

을 알 수 있다.  

(2) 열물성 측정 – TMA, DSC, LFA 실험

초고온 열물성 측정을 위해서 열팽창 측정기 (Thermo-Mechanical Anlayzer, TMA), 시

차주사열량계 (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ry, DSC), 섬광법 (Laser Flash 

Apparatus, LFA) 를 활용하였다. DSC를 통해서 Ar 분위기에서 승온속도 6K/min로 상온에

서 600oC 까지의 비열을 측정하여 그림 11에 나타내었다. 상온 근처에서는 모재가 더 비열이 

높았으나 400oC를 넘어서는 용접재의 비열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비열의 경

우에는 0K에서 녹는점의 90% 정도까지 온도에 따라 다음 식과 같은 선형관계를 갖는다[6]. 

cp = a + B × T

cp는 비열(J/(kg⦁K)), T는 온도(K), a는 상수, b는 가열시 격자팽창과 전자의 영향을 고려

한 상수이다. 하지만 다음 식은 비자성, 비상변태 오스테나이트계 철강에서만 유효하고, 상변

태 구간에서는 비열이 증가한다[6,7]. 따라서 다른 금속재료와는 다르게 선형관계로부터 고온 

비열을 예측 못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고온 DSC 실험을 통한 실험이 추가로 필요하고 이를 진

행하고 있다.    

 추가로 TMA 실험을 통해서 Ar gas 분위기에서 승온 및 냉각속도 10oC/min으로 압력용

기의 모재와 용접재의 녹는점 바로 밑인 1400oC까지 가열시킨 후 냉각 시켜 열팽창 정도를 

측정하여 그림 12에 나타내었다. 그림 10(b)와 같은 방법으로 상변태 시작과 종료온도를 결정

한 결과, 모재는 755oC 용접재는 775oC로 20oC 정도 차이가 작게 발생했지만 상변태 완료

온도는 모재는 812oC, 용접재는 897oC로 80oC정도의 큰 차이를 보였다. 냉각시에는 상변태 

시작온도는 모재가 610oC, 용접재가 750oC 정도로 큰 차이가 났지만 상변태 완료 온도는 모

재가 493oC, 용접재가 519oC로 비슷하였다. 승온 및 냉각시 상변태가 일어나는 구간 이외에

는 열팽창정도의 차이는 거의 발생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LFA 장비를 통해서 열확산도

를 측정하였다. 고온 실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화에 의한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서 Ar gas 

분위기에서 실험을 하였으며, data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 각 온도에서 3번씩 실험을 수행하

여 표 3에 나타내고, 온도별 열확산도의 변화를 그림 13에 나타내었다. 열확산도는 weld 

metal은 800oC에서 100oC로 온도가 증가할 때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제외하고, 모재와 용접

재 모두 온도가 높아지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모재와 용접재의 비교에서는 낮은 온도구

간에서는 모재가 용접재보다 열확산도가 높지만 온도가 올라갈수록 그 차이는 감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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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oC에서는 용접재의 열확산도 증가로 인해서 용접재의 열확산도가 더 크게 나타난다.

직접적인 실험 이외에도 기존 data와의 열물성 비교를 위해서 자료조사를 통해 SA508 

Gr.3. 강재의 열물성에 대한 data를 수집한 뒤 표 온도별 비열과 열전도도를 표 4에, 탄성계

수와 열팽창계수를 표 5에 나타낸 뒤 온도별 열물성을 그림 14에 나타내었다[2,8,9]. 비열의 

경우에는 상변태 온도구간에서 높게 측정되었다. 열전도도는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감소하

다 FCC 구조로 변화하게 되면서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열전도도 역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

다. 열팽창계수는 온도가 증가하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상변태에 따라서 큰 차이를 보

이지 않고 있다. Elastic modulus의 경우에는 온도가 증가하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

다.  

마. 요약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로 원자력 발전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였으며, 원자로 용

기 온도가 올라가는 비상상황시 손상평가 및 방지대책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원자로용

기의 고온손상에 대한 평가와 예측을 위해서는 원자로용기 등 1차측 주요 부품소재들의 고온

물성 data 확보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원자로용기의 고온손상에 대한 평가와 예측을 수

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압력용기재료의 1000℃ 이상 고온 물성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1200℃ 

이상의 고온에서 소재의 특성을 평가할 수 있는 시험장비의 구축과고온 기계적 특성 및 열물

성 자료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고온 기계적 특성자료 확보를 위해 간접가열 및 고주파 유도가열 시스템을 이용한 기계적 

특성평가 장치를 구축하고 예비실험을 통하여 적용성을 평가하였다. 또한 MTS사의 가열로와 

고온 실험을 새롭게 설계된 시험 치공구와 시험편을 이용하여 1300℃까지의 인장물성을 생산

하였다. 실험을 통해 얻어진 실험결과는 Gleeble 장치를 이용한 인장시험과 비교하여 결과의 

신뢰성을 확인하였다. 압력용기소재인 SA508 Gr.3 저합금강의 온도에 따른 인장특성은 그동

안 고온 손상해석에 사용되어 왔던 자료와 다소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인

장강도는 해석에 사용된 자료보다 상당히 낮은 값으로 나타났다. 

열물성 실험 관련해서는 dilatometer를 이용하여 압력용기강은 승온시 772oC 부근에서 

BCC 구조의 ferrite 조직이 FCC구조의 austenite 조직으로 상변태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TMA를 통한 열팽창 분석을 통해서 모재와 용접부의 열팽창 정도를 비교해본 결과 용접부는 

모재에 비해서 약간 낮은 온도에서 상변태를 시작하지만 상변태 종료온도는 더 고온에서 마치

는 것을 확인하였다. 모재와 용접부의 열팽창정도의 차이는 상변태 온도 구간에서 차이가 났

을 뿐 그 이외의 구간에서는 동일한 거동을 보여주었다. 또한 DSC, LFA를 사용하여 열물성을 

측정하여 온도에 따른 비열, 열확산도와 같은 고온 물성해석에 필요한 data base를 구축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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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원자로용기 소재의 고온물성 자료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국내외 관심이 높아진 원

자로 하부 용융과 같은 중대사고시 안전성 해석을 위한 필수 자료로 활용이 될 것이다. 고온 

용융사고 해석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속적인 고온물성자료의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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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Summary of tensile properties at different test temperature obtained from MTS 

system

Temperature 
(oC)

Yield 
strength (MPa)

Tensile 
strength (MPa)

Uniform 
Elongation 

(%)

Total 
Elongation 

(%)
600 303 320 2 42 
700 124 178 1 44 
800 64 93 17 83 
900 60 56 18 103 

1000 19 35 17 103 
1100 12 22 14 106 
1200 8 15 11 82 
1300 6 9 10 83 

표 2. Summary of tensile properties at different test temperature obtained from Gleeble 

system

Temperature 
(oC)

Yield 
strength (MPa)

Tensile 
strength (MPa)

600 218 297 
700 86 165
800 54 96
900 42 60

1000 19 41
1100 12 25
1200 7 15 
1300 6 11

표 3. Diffusivity and standard deviation of Hanul Unit 3 base and weld materials

Base Material Weld Material

Temp. (oC) Diffusivity 
(mm2/s)

Std_Dev
(mm2/s) Temp. (oC) Diffusivity 

(mm2/s)
Std_Dev
(mm2/s)

99.8 12.368 0.064 100.3 11.323 0.03
199.9 10.733 0.015 199.8 10.135 0.041
401 8.081 0.012 401.1 7.93 0.02

601.3 5.597 0.006 601.3 5.482 0.026
801.4 5.575 0.01 801.4 5.243 0.028

1001.4 5.253 0.091 1001.5 6.099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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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Thermophysical properties (specific heat and conductivity) of SA508 Gr.3[2,8,9]

표 5. Thermophysical properties (elastic modulus and thermal expansion coefficient) of 

SA508 Gr.3[2,8,9]

Temp. Specific heat
 (J kg/K) Temp. Conductivity 

(W/m·K)
21 460.24 0 51.88927
50 485.344 100 50.09483

150 518.816 200 48.37515
200 531.368 300 46.1321
250 556.472 400 42.69276
300 573.208 500 39.40295
350 598.312 600 35.58976
450 661.072 700 31.77657
550 748.936 800 26.0194
650 845.168 1000 27.2157
700 1430.928 1200 29.68305
750 949.768
850 899.56

1000 845.168
1200 840.984

Temp. Elastic Modulus
 (MPa)

Thermal Expansion Coefficient
 (1E-6/°C)

22 212262.1 13.806
316 198624.6 13.806
538 176745.5 14.994
760 100253.3 15.498
982 70625.9 16.002

1500 1399.685 16.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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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Test equipments with heating system for high temperature tensile test

그림 2. Shapes of rod type tensile specimens for each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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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Temperature profiles in the gage length of tensile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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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Stress-Strain curves of SA508 Gr.3 low alloy steel at different test temperature 

obtained from MTS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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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Temperature dependency of Yield and Tensile strength in SA508 Gr.3 low alloy steel

그림 6. Image of specimens after tensile test at various temperature



- 232 -

그림 7. Inside view of Gleeble system and specimen for tensil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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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Stress-Strain curves of SA508 Gr.3 low alloy steel at different test temperature 

obtained from Gleebl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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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Image of Gleeble specimens after tensile test at various temperature

그림 10. (a) dL/L0-temperature curve of dilatometer test during heating and cooling. (b) 

determination of transformation start and finish temperature using dL/L0-temperature 

curv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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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Comparison of specific heat-temperature curve of Base metal and Weld metal 

during heating 

그림 12. Comparison of dL/L0-temperature curve of Base metal and Weld metal during 

heating and coo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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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Comparison of Diffusivity of Base metal and Weld metals

그림 14. Temperature dependence of Thermophysical properties ( (a) specific heat, (b) 

thermal conductivity, (c) elastic modulus and (d) thermal expansion coefficient) of SA508 

Gr.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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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대사고시 원자로용기 하부 고온파손거동 평가

가. 서론

원자로 압력용기는 핵연료와 냉각재를 보호하고 있는 주요 기기로써, 운전조건 하에서 다양

한 열적, 기계적 하중에 노출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원전 중대사고는 냉각재 상실 및 발전소 

전원공급중단 등의 요인에 의한 냉각재 소실로 인해 발생하는데, 만약 노심용융까지 동반하는 

경우에는 코륨(corium)이라고 불리는 핵연료 물질을 포함하는 노심용융물이 형성되어 원자로 

압력용기에 수 백 ~ 수 천 oC 이상의 열하중이 작용하게 되고 이는 즉각적인 항복점 이상의 

열 및 기계적 하중에 의한 손상 및 파손으로 이어지거나 혹은 항복점 이하의 하중이라 할지라

도 크리프 거동에 따라 심각한 재료의 변형이나 파손을 야기할 수 있다. 한편 중대사고의 평

가는 실제 원전의 사고 사례가 극히 드물어 관련 데이터가 적고 원전 재료에 대한 상세한 고

온 재료물성치 역시 파악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큰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

구에서는 중대사고 조건에서의 원자로용기의 고온 거동을 분석하고, 이를 활용하여 원자로용

기 건전성 평가 절차를 수립해 보고자 하였다.

나. 원자로용기 하부 손상평가

(1) 고온 크리프 평가모델 작성

미국 DOE의 AP600 원전에 대한 외벽침수냉각 효용성 분석 연구와 USNRC 및 

OECD/NEA의 원자로용기 하부헤드 크리프 파손 연구 등 기존에 수행된 원자로용기 고온 파

손 거동 분석을 위한 실험적 및 해석적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크리프 평가모델은 다음과 같은 

Bailey-Norton 멱급수 형태를 활용하였으며, 재료의 특정 크리프 파단 실험 조건에 따른 값

을 적합하여 적용하였다. 

εcr=A(T)σntm

여기서 εcr은 크리프 변형률이고 σ는 작용응력, t는 시간이며 A(T), n, m은 온도 기반으로 

결정되는 크리프 상수이다. 이때 각 크리프 상수를 온도에 따른 상관관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lnA(T) = exp(a3T3+a2T2+a1T+ao)

m = b3T3+b2T2+b1T+bo

n = c3T3+c2T2+c1T+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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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ai, bi, ci는 상관관계식 변수이고, T는 온도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관관계식을 통

해서 전체 온도 범위에 대한 연속적인 크리프 모델을 작성하였다. 그림 1은 SA508 Gr. 3 재

료의 온도에 따른 크리프 상수 A(T), n, m의 온도에 따른 연속 크리프 모델을 나타낸 것이

며, 사용된 상관관계식 변수는 표 1에 나타내었다. 

(2) 중대사고 조건에서의 원자로용기 변수별 유한요소해석

일반적인 중대사고 조건에서의 해석적 변수로 표 2와 같이 코륨 층상구조, 재배치 시간, 외

벽침수냉각 수위의 3가지를 결정하고 이에 대한 변수별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였다. 그림 2와 

같이 크리프를 고려할 경우 원자로용기 하부헤드 하단 중심부부터 30°까지는 등가 변형률이 

약 1.5배 증가하였으며, 이후 하부헤드 측면부(45~85°)로 갈수록 등가변형률의 차이는 증가하

다가 최측면(90°)에서는 그 영향이 줄어들었다. 등가 그리프 변형률은 그림 3과 같이, 포커싱 

효과에 의해서 2-layer(case 1~4)보다 3-layer(case 5~8)에서 더 큰 응력과 변형이 발생하

였고 재배치 시간이 길수록 변형이 작게 발생(case 4, 8)하였으며, 외벽침수냉각의 수위는 원

자로용기 하부까지만 유지된다면 큰 영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요약

- 선행연구 및 참고문헌을 통하여 원자로용기 고온 크리프 평가 방법론을 분석하고, 더 정

확한 고온 크리프 모델을 작성하였다. 

- 작성한 고온 크리프 모델을 이용하여 중대사고 조건에서의 원자로용기 유한요소해석을 통

하여 크리프 거동 고려 여부에 따른 영향 분석, 중대사고의 변수별 영향 분석 및 손상평가를 

통한 파손시간 예측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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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Creep coefficient correlation equation parameter of SA508 Gr.3 steel

i ai bi ci
0 1798.56 269.06 -7.9534
1 4.7525 -0.6948 0.0228
2 -0.0041 0.0005 -1.9676
3 1.2153 -1.6782 5.5876

표 2. Sensitivity analyses conditions

Case no. Corium 
formation

Relocation time 
(sec)

Water level 
(mm)

1 2-layer 3,600 6,608

2 2-layer 3,600 2,108

3 2-layer 6,120 6,608

4 2-layer 9,360 6,608

5 3-layer 3,600 6,608

6 3-layer 3,600 2,108

7 3-layer 6,120 6,608

8 3-layer 9,360 6,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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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Creep constants (A(T), n, m) of SA508 Gr.3 steel depending on temperature

그림 2. Variation of equivalent strain in each case due to considering creep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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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Variation of equivalent creep strain in each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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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년도 (2012.3-2013.2)

번호 세부연구목표 목표달성 및 기여내용
달성도
(%)

1
확률론적 /결정

론적 파괴역학 평
가코드 분석 

⦁PTS 평가코드 개정사항들과 대표적 확률론적 평가 
프로그램인 NRC/FAVOR를 분석함으로써, 국내 PTS 
평가 코드 개발의 기술적 배경과 개선점을 도출.

⦁미국(ASME), 프랑스(RCC-MR) 코드에 따라 응력확대
계수 및 J-적분을 계산하고, FEM해석을 수행하여 파
괴역학 파라미터 산출 방법에 따른 결과의 차이를 
확인함. 

100

2

한국형 원전 초
기 RPV강 고선량 
중성자 조사시험
편 제작

⦁한빛 3,4호기, 한울 3호기 등 VCD 제강법을 사용하
여 제조한 초기 국산 RPV강의 60년 이상 80년까지
의 장기 가동을 고려하여 40년 수명에서의 조사량 
1.8x1019n/cm2 (E >1 MeV)의 2배 이상에 해당하는 중
성자 조사량 조건을 설정함으로써 고선량 중성자 조
사시의 국산 RPV강의 거동을 파악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연구가 될 수 있도록 함.

⦁Charpy 충격시편 24개, 인장시편 40개, 마스터커브 파
괴인성 시편 40개의 총 104개의 시험편을 제작함.

100

3

국외 PTS 평가
기준의 적용성 평
가 및 절차 전산
코드화

⦁10CFR50.61a에 서술된 평가절차에 따라 PTS 허용 기
준온도를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표준절차를 
전산 프로그램화하여, 사용자가 표준 입력데이터를 작
성하고, 평가 오류를 제거할 수 있도록 함. 

⦁개발된 전산코드의 신뢰성 분석을 위해 국내원전 감
시시험결과를 입력하여 사용된 평가모델의 적용성을 
확인함.

100

4
1차 압력계통 

환경피로 균열저
항 특성시험 (I)  

⦁모사원전환경에서 가동 중에 발생 할 수 있는 환경
변화에 따른 피로균열성장속도 곡선을 작성함으로서 
가동조건 설정에 필요한 데이터로서 활용될 수 있도
록 함.

100

5

원자로용기 고
온 손상기구 및 
후쿠시마 손상 연
관성 분석

⦁현재까지 발표된 후쿠시마원전의 사고 분석을 통해 
압력용기 고온손상에 대한 평가 필요성을 제시함으
로써 압력용기 안전성 향상에 기여.

⦁고온용융 손상 해석을 위한 용접공정 해석기법 적용
성을 확인하였으며, 시편특성에 따른 고온물성 시험
방안을 제안함.  

100

4 목표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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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년도 (2013.3-2014.2)

번호 세부연구목표 목표달성 및 기여내용
달성도
(%)

1

확률론적 /결정
론적 파괴역학 안
전도 평가 전산프
로그램 작성

⦁NRC/FAVOR, VISA 코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유한
차분법, MC 모사기법을 적용한 윈도우 기반 확률론
적 PTS 평가프로그램인 PROFAS-RV 원형을 개발. 편
의성이 향상된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적용절차 수정이 
가능한 모듈부착형 프로그램으로서 확장성이 우수함.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다른 국외 코드(일본의 JSME, 
API 코드 등)와의 차이를 파악하여 결정론적 파괴역
학에 사용되는 파괴역학 파라미터들을 보다 정확도 
높게 계산할 수 있는 기술 배경을 확립하였으며 특히, 
PTS 조건에 따른 파괴역학 파라미터의 비교 결과를 
바탕으로, PROFAS-RV의 결정론적 파괴역학 계산절차
를 개선할 수 있는 기술 배경을 확립함.

100

2

한국형 원전 초
기 RPV강 고선량 
조사취화 특성 시
험‧평가 

⦁하나로 재료조사 시험용 계장캡슐(13M-02K)을 제작하
여 초기 VCD 제강법이 적용된 한울 3호기 RPV 보존
재에 대해 6.3x1019n/cm2의 고선량 중성자 조사를 실
시. 비조사재 및 조사재로부터 얻어지는 인장, Charpy 
충격, 마스터커브 파괴인성 특성자료는 장기가동에 대
비한 한국형 원전의 건전성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고선량 조사
취화 기구를 규명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

100

3

국내 원자로용
기강의 실규모 파
괴인성 분포해석 
및 정량화 시험

⦁원자로압력용기의 두께방향 깊이에 따른 특성변화를 
정량평가하기 위해 한울 3호기 RPV 보존재를 표면, 
1/8, 1/4, 1/2t 지점으로 세분화하여 평가를 수행하였음

⦁국산소재의 위치별 파괴인성에 대한 정량적인 평가 
및 해석은 처음으로 시도되는 것으로 한국형 표준원
전의 원자로압력용기 건전성 해석 및 안전성 평가 코
드를 개량하기 위한 중요 자료로 활용 기대.

100

4
1차 압력계통 

환경피로 균열저
항 특성시험 (II)

⦁산화물이 피로균열전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
하여 원전환경변화에 따른 산화물의 변화를 관찰하여 
원전가동시 원전환경 조절에 필요한 기본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서 원전 가동조건 결정에 활용됨.

⦁원전환경 변화에 따른 임계응력확대계수를 제시함으
로서 구조물의 건전성 평가시 균열이 진전할 수 있는 
하중조건 결정에 활용됨.

100

5

원자로용기 모
재 및 용접부의 
고온 파손 모사시
험

⦁원자로용기강의 baseline 특성평가와 동일한 규격의 인
장시험편을 이용하여 초고온 특성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시험장치 구축 및 ~1300℃ 고온인장물성 확보

⦁중대사고 해석에 필요한 원자로용기재료의 초고온 강
도특성 자료를 구하기 위한 국내 최초의 시도로써, 구
축된 장비를 통하여 지속적인 원전재료의 고온물성 
생산이 가능함.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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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년도 (2014.3-2015.2)

번호 세부연구목표 목표달성 및 기여내용
달성도
(%)

1

원전 비상사고 
시나리오 분석 및 
PTS 안전성 해석‧
평가 

⦁국내원전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샘플 과도상태에 따
른 ASME Code, RCC-MRx Code의 응력확대계수 차이
와 최종 파손확률 변화를 비교분석하는 파괴역학 안
전여유 예비평가를 수행함. PROFAS-RV의 결정론적 
파괴역학 계산절차를 개선하고 국내 원전의 고유 특
성을 반영한 평가가 가능함으로써 국내 원전의 결정
론적/확률론적 PTS 평가의 정확도 향상에 크게 기여.

100

2

한국형 원전 초
기 RPV강 고선량 
조사취화 특성 
DB 및 예측모델 
개선

⦁한울 3호기 RPV강 보존재에 대하여 60년 이상 원자
로 운전시 조사량에 해당하는 고선량 중성자조사후 
특성 데이터 (인장(20개), Charpy 충격(12개), 마스터커
브 파괴인성(25개)) 를 얻어 오프라인 및 온라인 DB
화함으로써 장기 가동시, 실제 국산 RPV강의 안전성
평가에 참고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함. 국산 초기 RPV 
강의 고선량 조사후 건전성을 확인함.

⦁미국 RG-1.99 Rev.3 draft 등 최신 조사취화 예측모델
을 분석, 개량하여 국내 RPV강의 조사취화 거동을 예
측할 수 있는 한국형 조사취화 예측 모델을 개발함.

100

3

국내 원전 RPV
강의 파괴인성 정
량분포 평가 모델 
구축

⦁국산 RPV강의 두께방향 천이특성분포를 IS, 1/8, 1/4, 
1/2, 3/4, 7/8, OS로 세분화하여 미세조직과의 상관관
계를 체계적으로 고찰. 재료의 불균일성을 효과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bi-modal 분포를 이용한 정량화 모델
을 개발하고 3-파라미터 추정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함.

⦁두꺼운 RPV강과 같은 불균일 소재의 파괴인성을 확
률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모델 개발은 한국형 표준원
전 RPV의 건전성 평가의 신뢰성 향상에 기여할 것임.

100

4
피로균열 저항

성의 환경인자 민
감도 평가

⦁모사 원전환경하에서 온도를 상온과 316℃, DO 함량
을 5-100 ppb, DH 함량을 0-50 m3/kg, pH를 2.7- 10.6, 
변형속도를 0.01-10 Hz 범위로 변화시키면서 피로균열
전파속도를 평가하여 피로균열전파가 DO와 변형속도
에 매우 민감하다는 것을 확인. 

⦁피로균열전파속도에 미치는 주요 기구는 변형속도가 
높을 경우에는 균열닫힘, 변형속도가 낮을 경우는 부
식임을 밝힘으로써 밀림관용 고성능 질소첨가 Type 
347N 강을 개발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확보함. 

100

5

원자로용기 모
재 및 용접부의 
고온 파손 특성 
DB 구축

⦁RPV강의 모재 및 용접재의 1300℃까지의 고온인장물
성 및 열팽창계수, 비열 등 열물성 자료를 실험을 통
해 확보하고 기존 자료와 비교하였음.

⦁RPV 재료의 초고온 강도특성자료 및 열물성 자료는 
매우 드문 자료로서, 최근 부각되고 있는 원자로용기
의 중대사고시 건전성 해석을 위해 귀중한 기초자료
로 활용 가능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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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년도 (2015.3-2016.2)

번호 세부연구목표 목표달성 및 기여내용
달성도
(%)

1

원전 가압열충
격 파손확률의 제
어인자 민감도 평
가 

⦁파손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화학조성, Fluence, Initial 
RTNDT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고, 
RCC-MRx 응력확대계수 계산법, 국내 조사취화모델
(K-Model)등 최신 기술, 평가방법이 반영된 전산코드 
모듈을 병렬처리 계산기법과 함께 도입하였음. 제어인
자에 따른 파손확률의 변화는 원전 장기가동을 대비
한 원자로 용기 건전성을 정확히 예측하고, 안전도를 
향상하는 절차를 마련하는데 활용될 것으로 기대됨.

100

2

한국형 원전 표
준 RPV강의 고선
량 조사취화 특성 
시험(II)

⦁VCD 제강법으로 제조된 한국형 초기 원전 RPV 강과 
VCD+Si+Al 제강법으로 제조된 APR1400 개량 한국형 
원전 RPV 강에 대해 마스터커브 시험, J-R 파괴저항
성 시험, 샤르피 충격시험, 인장시험 등 Base line 특
성 평가를 실시하여 160개 이상 데이터를 획득하였다.

⦁한국형 초기 원전 RPV강에 대해 80년 운전에 해당하
는 조사량까지 중성자 조사된 총 58개 시편에 대해 
인장시험, 충격시험, 마스터커브 시험 등을 실시하여 
장기 운전시의 고선량 조사취화 거동을 평가하였다.

⦁총 48개의 감시시험캡슐 평가결과를 대상으로 각 발
전소별 소재, 화학성분, 가동온도와 감시시험 캡슐별 
조사위치, 조사량 그리고 수행된 인장시험, 충격시험 
결과를 정리하여 DB화하였다. 

100

3

국내원전의 가
압열충격 안전여
유도 평가 종합 
DB 구축

⦁대표적인 8개의 비상사고 시나리오에 따라 대상원전
에 대하여 조사취화모델, 균열형상별 안전여유도를 평
가하였음. 파손확률 평가 자료는 장기가동 대비 최적 
조사취화모델 개발의 특성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PTS 평가의 입력자료로 사용되는 국내원전의 원자로 
형상, 열/기계물성, 파괴인성, 조사특성 DB를 확보함
으로서 PTS 안전성 평가 현장적용을 위한 중요 기술
자료로 활용 기대됨.

100

4
환경피로 균열

저항성 평가모델 
개선

⦁용존산소, 용존수소 함량을 변화시킨 원전수환경에서 
스테인리스강의 피로균열성장시험을 통해, 피로균열성
장속도 가속화는 부식생성물의 생성으로 침투하는 수
소로 인한 Hydrogen induced cracking (HIC)임을 확인. 

⦁높은 용존산소 함량, 느린 하중반복속도 일수록 균열
끝에 HIC 현상으로 인한 균열성장속도 가속화가 많이 
발생하고, 질소첨가를 통한 부식저항성 향상은 균열성
장속도 가속화를 둔화시키는 방안으로 활용 가능.

100



- 249 -

5차년도 (2016.3-2017.2)

번호 세부연구목표 목표달성 및 기여내용
달성도
(%)

1
국내원전 조사

취화 안전도 종합
평가 기술개발 

⦁국내원전 PTS 평가 및 재료특성 DB, 자체 개발한 확
률론적 파괴역학 평가 프로그램 PROFAS-RV 및 천이
온도 계산 프로그램 등을 종합 기술 플랫폼 
MD-Portal과 연계하였으며, PFM 국제 공동연구
(A-Pro2)에 참여하여 파손 인자별 민감도 분석, 코드 
신뢰도 검증 등을 통해 원자로용기 조사취화 안전성 
종합관리 기술과 노하우를 보유함.

⦁국내외 결정론적/확률론적 PTS 평가에 모두 적용 가
능하며 잠재적 확장성을 보유함으로써 평가기술의 불
확실성 감소에 기여할 것임.

100

2

국내 원자로용
기강의 고선량 조
사취화 DB  및 
파괴인성 평가모
델 확장

⦁APR1400 개량 RPV강의 고선량 조사취화 특성 평가
를 위해서 16M-01K 계장조사캡슐을 제작하였으며 총 
102개의 중성자조사용 시편을 제작하였다.

⦁Offline DB를 지속적으로 추가, 유지함과 함께 원자력
재료안전부에서 구축한 원자력재료 특성 종합 온라인 
DB인 "MD-Portal"에 탑재하여 운용하고 있다.

⦁30년 이상 가동 중인 W/H형 원전 판재 RPV강에 대
한 감시시험 데이터와 현용 RG1.99-rev.2 및 
10CFR50.61a의  조사취화예측모델 결과를 비교, 분석
하여 조사취화예측모델의 정확도를 평가하였으며 모
델의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100

3

국내원전의 장
기가동 PTS 안전
성 검증 기술 매
뉴얼 개발

⦁원전 장기가동에 따른 원자로용기 고선량 파손확률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최근 국제적 현안인 라미나형 
결함에 대한 파괴역학적 평가법을 PROFAS-RV 코드
에 적용하여 장기가동 대비 안전성 평가 기반기술을 
확보함.

⦁PTS 평가에 사용된 DB, 이론, 규정, 평가 방법, 주요 
파라메터 민감도 평가 결과, 프로그램 등을 통합한 기
술 매뉴얼 보유로 신뢰도 높은 최신의 일괄 PTS 평가 
기술 제공 가능.

100

4

1차계통 안전성 
평가를 위한 피로
균열 전파속도 곡
선 개선

⦁모사 원전수환경에서의 347 스테인리스강의 피로균열 
성장속도 실험 data들을 확보하고 이를 기존에 만들어
진 스테인리스강의 원전수환경에서의 피로균열성장속
도 선도와 비교함. 실험 database의 best-fit 방법으로 
347 스테인리스강의 원전수환경에서의 피로균열성장
속도 모델을 만듦.

⦁347 스테인리스강의 원전수환경에서의 피로균열성장
속도 실험 database 및 균열성장속도 모델은 매우 드
문자료로, 347 스테인리스강을 사용하는 국내 원자력
발전소 배관의 균열 건전성 해석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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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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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과제는 국내 원자력 산업 및 규제기술로 활용이 가능한 연구결과를 생산하는데 주안점을 

두어 추진되었다. 원자로용기 조사취화 안전성 보증기술을 제고함으로써 가동원전의 안전성 

보증뿐만 아니라 장기가동 원전의 설계수명 이상의 계속운전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기술적 기

초를 제공하는데 많은 기여를 해왔다. 

10CFR50.61a 기술규정에 근거한 압력용기 PTS 기준온도 평가 프로그램 AL-PTS, 원자로 

압력용기의 확률론적/결정론적 건전성 평가코드 PROFAS-RV에 최신의 평가기법 및 모델이 

적용되었으며, 원자로용기 재료 특성 DB (MatDB, MD-Portal)와 함께 플랫폼 형태로 제공됨

으로써 국내 원전의 안전성을 보다 정밀하게 평가하는 동시에 운전의 안전성 및 경제성을 제

고하는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  

초기 한국형 원자로 및 최신 개량형 원자로의  고선량 조사취화 거동 평가 자료는 한국형 

원전의 60년 이상 장기운전 조사취화 관리계획 및 수출형 원전의 국산 부품 품질보증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이 결과는 원전 장기운전 안전성에 평가결과의 기술적 신뢰도를 향상하기 위

해 산업계와 규제기관에 공통 활용될 수 있는 기술이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서 얻어진 특성

평가 자료와 조사재는 가동원전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원자로용기 등 1차측 주요부품의 기계적 

특성을 비파괴적인 방법으로 평가하기 위한 소형압입시험 활용 취화량 평가기술 개발에도 활

용될 예정이다.   

고선량 중성자조사 국산 압력용기강 조사취화특성 DB는 국제 연구협력을 통해 원자력 선진

국들과 데이터 공유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고리 2호기를 비롯한 30년 이상 운전 중인 W/H형 판재 RPV의 감시시험 자료를 이용한 

현용 조사취화예측 모델의 적합도 분석 자료는 조사취화예측 모델을 국내 원전에 최적화될 수 

있도록 개량, 원전의 장기운전의 기초자료로 활용성이 높다.

Type 347 스테인리스강의 원전수 환경에서의 피로균열성장속도 측정과 균열성장속도 예측 

모델을 확보함에 따라 한국형 표준원전에 사용되는 347 스테인리스강 배관의 균열 안전도 평

가를 좀 더 정밀하게 할 수 있는 기술적 배경을 마련하였다. 또한 환경피로시험 기반구축으로 

가동 원전 및 신규 원전의 환경피로 현안 해결을 위한 기술로 활용이 가능하다.

고선량 중성자조사 국산 압력용기강 조사취화 및 환경피로특성시험 DB는 국제 연구협력을 

통해 원자력 선진국들과 데이터 공유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지적자산이다.

5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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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ght Water Reactor Sustainability Program : Materials Aging and Degradation 

Technical Program Plan, ORNL/LTR-2012/327 Revision 2, U.S. DOE, August 

(2014)

• Reactor Pressure Vessel Task of Light Water Reactor Sustainability Program: 

Milestone M2LW-13OR0402013, Progress Report on Status of Advanced Test 

Reactor-2 Reactor Pressure Vessel Materials Irradiation Project, 

ORNL/LTR-2013/129, ORNL (2013).

• Development of Neutron Irradiation Embrittlement Correlation of Reactor 

Pressure Vessel Materials of Light Water Reactors, Materials Science Research 

Laboratory Report Q06019, CRIEPI (2007). 

• Fracture Analysis of Vessels – Oak Ridge, FAVOR v12.1, Computer Code: 

Theory and Implementation of Algorithms, Methods, and Correlations, 

ORNL/TM-2012/567, ORNL  (2012). 

• Application of Advanced Master Curve Approaches to the EURO Fracture 

Toughness Data Set, SCK·CEN-BLG-1036, SCK-CEN (2007).

• Review of Draft NUREG Report on Technical Basis for Revision of Regulatory 

Guide 1.99, ORNL/NRC/LTR-08/03, ORNL (2008).

• PWR Industry Reactor Vessel Roadmap, Maurice Dingler, EPRI/PWROG/NRC 

Meeting 발표자료 (2011).

• David-Besse Nuclear Power Station License Renewal Application, FirstEnergy 

Nuclear Operating Company (2010).

• Light Water Reactor Sustainability Fact Sheet, U.S.DOE (2011).

• Design and Construction Rules for Mechanical Components of nuclear 

installations, RCC- MRx, AFCEN (2013).

• Literature Survey on Corrosion Fatigue of Austenitic Stainless Steels under 

Primary LWR Coolant Conditions, PSI TM-43-07-08, Villigen PSI (2007). 

• Review of Environmental Effects on Fatigue Crack Growth of Austenitic 

Stainless Steels, NUREG/CR-6176, ANL-94/1, U.S.NRC (1994). 

•  Effect of LWR coolant environment on the fatigue life of reactor materials, 

NUREG/CR-6909 Rev.1, ANL-12/60, U.S. NRC (2014).

6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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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는 공개보고서로서 해당 사항 없음

7 연구개발성과의 보안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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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과제에서는 3천만원 이상 신규 구매하고 NTIS에 신규 등록한 연구장비가 없음

8 연구장비의 구축 및 활용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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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험실 및 연구실 안전시설 조치

⦁연구원에서 추진하는 안전보건 경영방침에 따라 KOSHA/OHSAS 18001 요구사항에 부

합하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구축함. 원기사 과제수행에 관련된 모든 실험실에 대하여 

주기적 실험실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안전장비 및 시설을 구축하였음. 그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음.

  - 인화성 및 가연성 가스 저장고의 건물 외부 이전 설치

  - 실험실 공기정화 시설 설치

  - 실험실 환기식 시약장 설치 또는 교체사업 실시

  - 폐시약 안전 케이스 보관함 설치

  - 응급처치 키트 구비 및 교체사업 실시 

  - 인화성 및 가연성 가스 저장고의 건물 외부 이전 설치

  - 실험실 비치 모든 시약병에 대한 식별 가능한 경고 표지 부착

  - 연구실 및 실험실 내부에 초기 진화용 소화기 배치

  - 실험실 가스용기 상태 상시 점검 및 보호구 착용 의무화

  - 밀폐형 보안경 구비

  - 실험실 누수 알림 시설 설치

  - 실험실 통행로 재정

2. 안전교육 강화

  ⦁연구참여원에 대한 주기적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주요 교육 내용은 실험실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위험성,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행한 화학물질취급, 중량물취급, 소방안전, 설비 및 기계 취급 자료를 활용하여 교육을 

실시함. 

  - 안전교육 및 훈련 실시 : 매월 1회, 결과보고서 제출

  - 산업안전보건 정기교육 및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이수

  - 방사선 작업자 교육 이수

9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 조치 

이행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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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과제의 주요 실험실(한국원자력연구원 재료연구동)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KOSHA 18001 인증기준에 준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인증번호 제 1904호)과 및 국

제인증기준인 OHSAS 18001에 준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인증번호: 15-119-34S)의 

현장점검 대상시설로 지정되어 현장실사를 통해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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