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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원자로압력경계재료 (‘원자력재료기술개발’ 과제의 세부과제)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원전의 가동년수가 증가함에 따라 중성자조사/고온/고압/부식 환경하에서 원자로압력

경계 부품재료의 특성이 열화(degradation)되기 때문에 원전의 안전운전을 위해서는 부품

재료의 개선/개발 및 기계적 물성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 특히, 원

전 부품중 가장 중요한 원자로 압력용기 재료의 개발 및 1차계통 배관 등 압력경계재료

의 물성 평가기술과 평가자료의 확보는 국내외 현실을 감안할 때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

는 원자로압력경계(압력용기/배관)의 안전 및 건전성 보증을 위해 재료를 개선하고 기계

적/파괴적/미세조직적 특성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요소 기술 및 중성자 조사취화 

(neutron irradiation embrittlement) 특성평가/조사효과분석 기술을 확보하여, 이러한 기

술들을 통해 생산된 자료의 체계화 및 d-base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 다.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본 연구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크게 4 항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원자로 압력경계 재료의 내구성/건전성 평가 요소기술 개발 

- 소형시편을 이용한 파괴인성 마스터커브 특성 평가기술

- 동적하중속도에서 탄소강 배관재의 J-R 파괴저항특성 시험/평가기술

- 압입시험을 이용한 파괴인성 마스터커브의 평가기술

- 압력용기강 취성파괴 해석을 위한 균열선단에서의 미세파괴기구 및 국부응력 해석기술 

- Charpy 충격시험의 계장화 신호분석에 의한 파괴인성평가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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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형펀치 (SP) 시험 및 해석기술

- Nanoindentation 법을 이용한 저합금강의 미소 역 물성 및 미세조직 특성 분석

2. 원자로 압력용기 재료 조사취화특성 평가 및 조사효과 분석 기술개발

- 국산 원자로 압력용기 재료의 중성자 조사취화특성 평가

- 소형시험편을 이용한 조사효과 평가기술 개발

- 자기적 방법을 이용한 구조재료의 비파괴적 평가

- 소각 X선 및 중성자 산란에 의한 조사효과 기초연구

- 양전자 소멸법을 이용한 조사효과 평가 기초연구

- 가속기와 PAS를 이용한 조사율 및 조사량 효과 연구

- 조사재 증식 및 재생 접합기술 

3. 원자로압력용기 및 1차 배관재료 물성자료 생산 및 체계화/d-Base 기반 구축

- 원자로압력용기 재료 기본 물성

- 원자로압력용기 용접부 물성

- 저인성 고리 1 호기 압력용기 용접부 재료 물성

- 1차 배관재료 물성

- 원자로압력경계재료 물성 d-Base 기반 구축

4. 압력용기/배관 재료의 건전성/수명 향상을 위한 우수 재료 개발 및 적용

- 고강도/고인성 원자로재료 설계 및 개발

- 원자로재료의 고인성화를 위한 이상 역열처리법 개발

- 1차배관 등 원자로재료용 고강도 고인성 스테인리스강 개발

- 1차배관용 저탄소 합금강, SA516, SA508에서의 동적파괴저항성 향상기술개발

Ⅳ. 연구개발결과

1.  원자로 압력경계 재료의 내구성/건전성 평가 요소기술 개발

가. 소형시편을 이용한 파괴인성 마스터커브 특성 평가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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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시시편 크기의 PCVN 시편은 파괴인성 천이특성 평가 시험에 적용하는데 기술적, 해

석적으로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 다. 천이특성 기준온도 TO 결정에 시험온도 및 측면홈

의 향은 거의 없으나, 1T-CT, PCVN, 그리고 1/3-PCVN 시편 사이에는 약 ±10
o
C 이내

의 시편크기 향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파괴인성 TO와 충격시험 T28J 사이에는 일대

일의 관계가 유지되었으며, 이는 비조사재와 조사재에서 동일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동적하중속도에서 탄소강 배관재의 J-R 파괴저항특성 시험/평가기술

  동적하중 속도의 J-R 시험에서 탄소강은 magneto-strictive 효과로 인한 전압펄스가 발

생하여 정상적인 DCPD 방법의 적용이 불가하다. 입력전류를 높이고 데이터 취득속도 및 

해상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약 1000 mm/min 이하의 속도에서는 비교적 신뢰성있는 

DCPD J-R 해석이 가능하 다. 동하중 속도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으로는 Load 

ratio method나 Normalization method와 같은 직접해석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다양

한 조건의 실험결과를 통해 동기술의 신뢰도를 입증하 다.

다. 압입시험을 이용한 파괴인성 마스터커브의 평가기술

  연속압입 시험결과를 이용하여 파괴인성 천이특성을 평가할 수 있는 압입에너지(IEF) 

모델을 개발하 다. 또한 노치인장 시험결과를 통해 3축응력도와 파괴응력, 파괴변형률간

의 관계를 유도하 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원자로압력용기강의 파괴인성 천이특성

을 준비파괴적으로 평가하 다. 실제 표준 파괴인성 시험법과 비교결과는 ±10
o
C 이내 

오차로 매우 정확한 값을 예측해 주었다.

라. 압력용기강 취성파괴 해석을 위한 균열선단에서의 미세파괴기구 및 국부응력 해

석기술 

  파괴인성 시편의 취성 파단면을 주사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하여 벽개파괴의 개시점을 각 

시편마다 결정하 다. PCVN 시편의 경우는 모든 시편에서 1개씩의 뚜렷한 벽개파단 개

시점을 관찰할 수 있었다. 균열선단 앞에서 탄소성 응력해석 결과를 이용하여 결정된 국

부파괴응력은 온도에는 크게 향을 받지 않는 재료의 특성값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예비

균열선단 앞에서 취성벽개파괴를 발생하는 주된 미세조직 인자는 탄화물의 크기와 분포

로 판단된다.

마. Charpy 충격시험의 계장화 신호분석에 의한 파괴인성평가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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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샤피 충격시험기에 고속응답/고분해능 신호기록 장치를 구축하여 충격순간의 하

중-변위 신호를 분석함으로써, 연성/취성 균열의 진전과 정지를 구분할 수 있고, 이로부

터 파괴인성을 간단하게 유추할 수 있는 기술개발의 가능성을 다각적으로 확인하 다.  

바. 소형펀치 (SP) 시험 및 해석기술

  소형펀치 시험후에 취성파괴된 시편의 최대 잔류균열 크기를 측정하고, 이로부터 파괴

인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초이론을 확보하 다. 취성파괴의 에너지 평형식과 함께 최대 잔

류균열 크기 측정결과를 이용하여 소형펀치 시편에서의 국부파괴응력을 계산하 으며, 

그 결과가 표준 파괴인성 시편에서의 국부파괴응력과 선형적인 관계를 가짐을 확인하

다.

사. Nanoindentation 법을 이용한 저합금강의 미소 역 물성 및 미세조직 특성 분석

  Nanoindentation 시험법을 이용하여 저합금강의 조직 내부에 존재하는 대표적인 미세

상들의 기계적 물성값들을 확보하 다. 그 결과와 현미경으로 관찰되는 미세조직의 분포

를 이론적으로 연관지음으로써 저합금강의 겉보기 기계적 특성에 향을 주는 미세조직

적 인자들을 구분해내고, 이로부터 재료 개선의 방향설정에 이용될 정보들을 유도해낼 수 

있었다.

2. 원자로 압력용기 재료 조사취화특성 평가 및 조사효과 분석 기술개발

가. 국산 원자로 압력용기 재료의 중성자 조사취화특성 평가

  조사취화특성 평가 및 조사효과 분석 기술개발연구 결과 제조공정에 따른 조사취화특

성의 차이를 확인하 다. 미세조직 관찰을 통하여 VCD 공법으로 제조한 압력용기 소재

는 조사취화량이 상대적으로 컸고 균질도도 타 재료에 비하여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소형시험편을 이용한 조사효과 평가기술 개발

  소형시편 시험결과 본 시험방법은 방사성시편에 대한 기계적성질 측정에 매우 효과적

인 시험 방법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같은 조건의 재료에 대한 표준 및 소형시험을 수행

하여 신뢰할 수 있는 size effect 상관관계 data base 가 마련된다면 소형시험을 통하여 

방사성시편의 기계적성질을 결정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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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기적 방법을 이용한 구조재료의 비파괴적 평가

  자기적 방법을 이용한 구조재료의 비파괴적 평가 연구결과 본 방법은 특히 원자로 압

력용기 재료의 조사손상 평가에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향후 자기적 방법을 이

용한 비파괴 평가는 관련 전자기술과 컴퓨터의 성능개선으로 빠른 속도로 기술개발이 진

행될 것으로 판단된다. 

라. 소각 X선(SAXS) 및 중성자 산란(SANS)에 의한 조사효과 기초연구

  SAXS 수행결과 본 장치를 이용하여 금속 내의 석출물의 크기와 절대 함유량을 분석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수행된다면 조사에 따른 재료특성 규명 등 

중성자조사손상 연구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SANS 결과 4 종류의 압력용기강은 기 발표된 바와 같이 낮은 Cu 함유량 (0.03∼0.06 

wt%)으로 인하여 “조사경화 입자 형성에 의한 산란(scattering)" 이 매우 약한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재료간의 차이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작은 Cu 함량에서의 약한 산란

은 반경 ∼0.5 nm, 도 ∼10
23
 m

-2
, volume fraction 0.05% 이하의 sub-nanometer 

cascade vacancy-solute cluster complexes 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양전자 소멸법(PA)을 이용한 조사효과 평가 기초연구

  PA를 이용한 조사결함 분석결과 본 장비는 조사에 따른 미세조직 변화에 매우 민감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본 장비는 vacancy type 조사결함에 매우 민감한 PA parameter 

변화 (lifetime, intensity)를 보여준다. PA를 이용한 보다 정량적인 조사결함 분석에는 상

호보완적인 연구결과가 필요함이 확인되었다. 

바. 가속기와 PAS를 이용한 조사율 및 조사량 효과 연구

  가속기와 PAS 를 이용한 경수로 압력용기강 조사경화에 미치는 조사율(flux) 및 조사

량(fluence) 효과 연구결과 interstitial atom(carbon)은 조사에 따른 조사결함의 형성 및 

안정화에 커다란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따른 경도상승 원인 결함분석결과 

기 존재하던 dislocation 과 조사에 따라 형성된 vacancy 및 interstitial 과의 interaction 

및 이에따른 defect cluster 형성, 조사유기 석출물 등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조사율 및 

탄소함유량에 따른 조사결함의 형태와 크기는 거의 같고 탄소함유량이 큰 CM 24에서 조

사결함의 포화경향이 확인되었다. 중성자조사에서 나타나는 경수로 압력용기강의 조사율 

효과(flux effect)와 같이 본 실험조건에서도 낮은 조사율(lower flux)에서 높은 조사결함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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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관찰되었다. 

사. 조사재 증식 및 재생 접합기술 개발 

  Hot cell 밖에서의 장치의 설치 및 예비 가동 결과는 비교적 만족할 만한 것으로 나타

났다. 용접열 향부의 시험결과와 온도측정 결과는 ASTM에서 제안하는 기준을 만족시키

고 있다. 현재 hot cell 내에 설치하여 가동하기 위해 원격 조정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jig 

등을 일부 보완중에 있으며, 용접후 가공을 위해 EDM 혹은 Milling M/C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3. 원자로압력용기 및 1차 배관재료 물성자료 생산 및 체계화/d-Base 기반 구축

가 . 원자로 압력용기강 물성 평가  

  국산 및 외산 원자로 압력용기강에 대한 인장시험, 낙중시험, 충격시험, 파괴저항특

성시험, 피로 및 부식피로 균열성장 시험 등의 조사전 기계적시험이 체계적으로 수행

되었다. 기계적 특성은 제조방법에 따라서 차이를 보 는데, VCD 소재보다 VCD+Al 

소재나 Si+Al 소재의 특성이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파괴저항 특성 측면에서

는 VCD 소재에 비해서 VCD-Al 및 Si+Al 소재의 특성이 월등히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

다. 가장 우수한 특성을 보인 Si+Al 소재는 upper shelf 역에서의 J-R curve 특성이 외

국 소재에 비해 손색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저온천이온도에서의 파괴특성이 상대적

으로 취약하여 개선해야할 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원자로 압력용기강 용접부 물성

  원자로압력용기강 용접열 향부는, 용접용융선에 가까운 결정립조대화 역에서 모재에 

비해 높은 인성치를 기록했고, 오히려 모재측의 미변태 열 향 역에서 인성이 저하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강도와 경도의 경우도 미변태 열 향 역에서 낮아진 경향을 보 다. 

이러한 인성과 기계적특성의 저하는, A1 변태점 부근에서의 반복된 열 향으로 인해 탄

화물이 조대해진 것이 그 주요 원인중 하나로 생각되었다. 다층용접열 향부를 체계적으

로 접근하는데 있어서 단위모델을 설정한 방법은 매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위 열 향부 모델은 재료물성과 용접조건에 의해 설정이 가능하 다

다. 고리 1호기 압력용기 용접부 재료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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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원전중 가장 조사취화가 심한 고리1호기 원자로압력용기 노심대 용접부 (Linde 

80, WF-233) 재료의 조사전 파괴인성 천이온도 특성을 최근 미국의 표준시험규격 

(ASTM)에서 제정한 새로운 평가법 (ASTM E 1921-97: Standard test method for 

determination of reference temperature, To, for ferritic steels in the transition range)에 

기초하여 평가하 다. 시험에는 Charpy 크기의 PCVN 시편이 사용되었으며, -90
o
C에서 7

개의 시험결과로부터 천이특성 기준온도 To = -83
o
C를 결정하 다. 유사한 저인성 용접부 

파괴인성 database와의 비교검토를 통해 신뢰도를 확인하 으며, 이로부터 초기 RTNDT 

값을 충분한 보수성을 감안하여 -26
o
F로 추천하 다. 화학성분 및 미세조직, 파면 관찰로

부터 WF-233 소재는 WF-70나 72W와 유사하거나 약간 우수할 것으로 확인되었다.

라. 1차 배관재료 물성

  가압기 림관용 Type 347 SS의 인장강도는 광5/6후보재 ＜ 광3/4 pipe ≤ 울진

3/4 pipe ＜＜  광3/4 Elbow(C-L) 순을 보 고, 파괴저항성은 J-R data를 비교해 본 결

과 광5/6후보재 ＜＜  울진3/4 pipe ≤ 광3/4 pipe ＜ 광3/4 Elbow(C-L) 순으로 파

괴인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배관 소재인 SA508-1a 강은 정적 및 동적 하중속

도에서 높은 J-R 파괴저항성을 보여주었으나, SA516-Gr.70 강 중 한 재료는 동적변형시효

에 민감할 뿐 아니라 전체적인 파괴저항성이 나빴다. 동종의 SA516-Gr.70 강에서 J-R 파

괴저항성의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퍼얼라이트 함량 차이, 동적변형시효 민감성의 차이로 

분석된다.

마. 원자로압력경계 재료물성 Database 기반구축 

국내 원자로압력경계 사용재료를 부품별, 호기별로 분류하여 사양을 조사하여 자료집으

로 정리한 후 노심재료 및 종합 D/B 구축 과제에 제공하여, 재료 규격 자료집을 on-line 

database화하 으며, 인장성질 자료집을 구축하여 재료물성 D/B의 일부로 on-line 

database화하 다(homepage : matdb.kaeri.re.kr). 파괴인성 등의 재료물성 자료집은 

off-line으로 구축중이다. 

4. 압력용기/배관 재료의 건전성/수명 향상을 위한 우수 재료 개발 및 적용

가. 고강도/고인성 원자로재료 설계 및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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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로 압력용기강의 고인성화를 위한 합금개량을 추진하여 약 30여건의 시합금제조를 

통해 중요 성분원소들의 역할(파괴, 강도, 미세조직적)을 분석하 고, 특히 주된 5개의 합

금원소(C, Mn, Ni, Mo, Cr)를 적절히 조절하여 최종 5개의 시합금에서 강도의 저하없이 

연성-취성 천이온도를 약 30℃~100℃정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 다. 합금개량

의 주된 방향은 취성파괴를 유발하는 시멘타이트를 Mo2C로 치환, Ni함량 다소 증가, 템

퍼링조건 조절 등을 통해 인성의 개선을 도모하 다.

나. 원자로재료의 고인성화를 위한 이상 역 열처리법 개발

  합금성분 변화없이 제조공정 만을 조절하여 인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기술을 개발

하는데 성공하여 국내외 특허등록, 논문 등을 통해 우수성을 입증하 다. 개선 기술의 주

안점은 기존의 급냉과 템퍼링 공정사이에 725℃, 6시간 열처리하는 이상 역열처리 

(intercritical heat treatment) 공정을 도입하여 탄화물의 구상화 및 미세화를 도출한 것이

다. 개발된 공정은 주기기 생산업체인 두산 중공업을 통해 향후 시제품이 제조될 전망이

다.

다. 1차배관 등 원자로재료용 고강도 고인성 스테인리스강 개발

  1차 배관에서 LBB 안전여유도의 취약성으로 인해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가압기

림관 (Type 347 스텐레스강)의 합금 성분개량을 추진하여 파괴저항성을 약 20%이상 향

상시킬 수 있는 합금성분 시방서를 도출하 다. 주된 방안은 재료 내에 존재하는 조대한 

NbC 탄화물의 생성을 최소화시키는 적정 합금성분을 도출하는 것이었다. 또한 대체 재

료로 질소첨가 Type 316 스텐레스강의 우수성을 확인하 다. 

라. 1차배관용 저탄소 합금강에서의 동적파괴저항성 향상기술개발

  다양한 배관용 SA516 소재 및 508Cl.1a 소재에 대한 동적하중 조건에서의 파괴저항성 

평가를 통해 주된 파괴저항성 제어 인자를 도출하 고, 질소의 향을 분석하 다.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본 과제에서 개발된 평가기술의 일부는 노후화된 국내원전(고리1호기)의 수명관리/연

장계획에 실제 이용된 바 있으며, 미국의 Beaver Valley 원전평가 (W/H 기술수출 내용) 

등에서도 활용되었다. 소형시편 파괴인성특성 시험/평가 등 주요 재료특성 정 평가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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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원자력산업에서의 안전운전, 수명관리를 위한 부품재료 경년열화 물성자료 생산 시 활

용되어 왔고, 또한 고리 1호기 등의 수명연장 시 크게 활용될 수 있다. 조사취화 특성시

험 기초기술은 2단계에서도 계속 추진될 것이며, 국내 원전소재의 열화특성자료 데이터베

이스 기술기반으로 활용될 것이다. 2단계에서 추진될 조사재 시편에 대한 실증시험결과가 

확보되면 가동중 원전에 대한 경제적이고 안전성이 가시화된 종합적 운전기준의 수립이 

가능하다. 압력용기강 재질개선 열처리기술은 국내 및 미국의 특허등록을 완료하 으며, 

향후 국내 원자로 제작업체인 두산중공업(구, 한국중공업)에서 시제품을 제작하여 실증시

험을 거친 후 21세기 표준 제조공정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구축된 데이터베이스 및 소재

개선 기술은 국내 원전의 설계/제작/운전/규제/보증/수출을 위한 필수자료로 사용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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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U M M A R Y

Ⅰ. Project Title 

   Reactor Pressure Boundary Materials 

Ⅱ. Objectives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With a long-term operation of nuclear power plants, structural materials for reactor 

pressure boundary components are degraded under severe reactor conditions such as 

neutron irradiation, high temperature, high pressure and corrosive environmen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reliable and practical technologies for evaluating the 

mechanical properties of component materials, and further for improving and 

developing those materials. It is important to investigate the technologies for reactor 

pressure boundary materials such as reactor pressure vessel and pipings according 

their critical roles. This study, therefore, was focused on the development of various 

evaluation technologies which include microstructural/micro-mechanical properties and 

radiation induced property changes in the reactor pressure boundary materials. 

Attempts were made to establish the systematic database about production of material 

data on the basis of evaluation technologies described in this project. 

Ⅲ.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The present work is categorized into four parts. The contents are as follows.

A. Development of evaluation techniques for assuring structural integrity of reactor 

pressure boundary (pressure vessel & piping) materials

- Characterization of the fracture toughness master curve using small specimens

- Test and evaluation of J-R fracture resistance of ferritic pipe steels under dyna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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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ading conditions

- Prediction of the fracture toughness master curve using the ball indentation data

- Evaluation of the cleavage fracture by the analysis of the local stress and the 

micro-cracking mechanism at the crack tip 

- Estimation of the fracture toughness by the load-deflection analysis of the 

instrumented Charpy impact test data

- Small punch testing and evaluation technique

- Characterization of microstructural properties using the localized mechanical 

properties measured by nanoindentation tests

B. Evaluation of radiation embrittlement characteristics of RPV steels and 

development of radiation effects analysis techniques

- Evaluation of neutron radiation embrittlement characteristics of domestic RPV 

materials

- Development of radiation effect evaluation techniques by small scale specimen

- Nondestructive evaluation of structural materials by magnetic method  

- Preliminary study of radiation effects by small angle X-ray and neutron scattering

- Preliminary study of radiation effects by positron annihilation

- Study of flux and fluence effects on PWR RPV Steels radiation embrittlement by an 

accelerator and PAS. 

- Reconstitution technology of irradiated specimen 

C. Material property data/A basis of nuclear material database 

- Material properties of reactor pressure vessels 

- Weld properties of reactor pressure vessel

- Properties of weldment of Kori unit 1 RPV with low toughness

- Material properties of primary-loop piping

- Construction of a basis of reactor pressure boundary material property database 

D.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advanced materials for improvement of 

integrity/lifetime of pressure vessel/pi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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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ign and development of high strength/toughness reactor material

- Development of intercritical heat treatment(IHT) process for reactor materials having 

high toughness

- Development of high strength and toughness stainless steel for reactor materials

- Improvement of dynamic fracture resistance in low carbon steels, SA516, and SA508 

for primary-loop piping

Ⅳ. Results of the Project

A. Development of evaluation techniques for assuring structural integrity of reactor 

pressure boundary (pressure vessel & piping) materials

  The master curve method was readily implemented to the evaluation of the 

cleavage fracture toughness of the PCVN specimens. The effects of the test 

temperature and side-grooving may be negligible, while an effect less than ±10
o
C 

may be exist among the three different sizes of specimens, 1T-CT, PCVN and 

1/3-PCVN. A linear relationship between TO and T28J was found in the RPV steels 

both before and after irradiation. 

  The conventional DCPD method cannot be used for rapid loading J-R tests of 

ferritic steels because of the significant magneto-elastic voltage pulses. By increasing 

the input current up to 100A and using the sophisticated electronics, a reliable DCPD 

J-R data could be obtained below the maximum loading speed of 1000mm/min. 

Alternative methods are required for J-R tests at a faster rate than the above limit. 

The direct determination of J-R curves from load-displacement record, such as the 

load-ratio-method and the normalization method, was successfully applied for this 

purpose in various materials.

  The IEF (indentation energy to fracture criterion) model was developed to predict 

the fracture toughness transition from the simple ball indentation data. Important 

relations between the triaxiality and the fracture stress/strain were obtained by a 

series of notched tensile tests for enhancing the applicability of the model. The 

estimation errors were less than ±10
o
C for various RPV steels and we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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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eavage surfaces of fracture toughness specimens were thoroughly investigated to 

locate the cleavage initiation site using the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Only a 

single initiation site could be found in every PCVN specimen. The local fracture stress 

determined by the elastic-plastic analysis of the crack-tip field was not sensitive to the 

test temperature. It is considered to be a material parameter. The carbide size and 

distribution may be the dominant microstructural factors for the cleavage fracture in 

the transition temperature region. 

  A fracture mechanics parameter was determined by the measurement of remained 

cracks after small punch tests at low temperatures. It was found that the local 

fracture stresses determined by the SP tests showed a linear relationship to the ones 

by the standard fracture toughness tests.

  Mechanical properties of the micro-phases in the low alloy steels were measured by 

the nanoindentation method. A theoretical relationship between the individual 

properties of micro-phases and the global property of the material could be deduced. 

B. Evaluation of radiation embrittlement characteristics of RPV steels and 

development of radiation effects analysis techniques

  As a result of impact test on four different RPV steels, a moderate transition 

temperature shift was recorded in a range of 6 ∼35 ℃ after irradiation. The shift 

appeared to be acceptable and superior to the foreign made RPV steels. Results of the 

EOL embrittlement prediction were found to meet the current regulatory position. 

Differences in the irradiation characteristics, i.e., radiation embrittlement behaviour, 

were found in domestic RPV steels of different steel refining processes. 

Radiation-induced embrittlement of the VCD refining RPV steel was the largest among 

four steels of different steel refining process. This high embrittlement observed in the 

VCD refining steel was attributed to the slow cooling rate during quenching in the 

steel manufacturing process.

  The magnetic methods for the evaluation of materials state show that these methods 

can be applied to the evaluation of radiation damage in RPV steels. Owing to e rapid 

development in electronics and computer technology, the present magnetic techniques 

appear to be pro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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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reliminary study of the application of SANS to neutron irradiation effects in 

RPV steels showed that SANS measurements of the four domestic RPV steels 

irradiated in the UCSB IVAR facility at a dose of ∼ 0.5x10
19
 n/cm

2
 at a flux of ∼ 

8x10
11
 n/cm

2
-s and temperature of 290°C revealed a lack of strong irradiation-induced 

feature scattering. The weak scattering observed in the as-irradiated steels is generally 

consistent with previous reported results on steels containing low copper contents. In 

those cases, it is concluded that the scattering results from sub-nanometer cascade 

vacancy-solute cluster complexes, with mean radii of ∼ 0.5 nm, number densities of 

order 10
23
/m

3
 and volume fractions of less than about 0.05%. 

  The flux and fluence effects on the hardening in PWR RPV steels usng a PAS and 

a accelerator revealed that interstitial atoms, i.e., carbon in the present study, stabilizes 

irradiation-induced primary point defects and enhance the formation of 

"irradiation-induced defects". An increase in hardness from irradiation was attributed 

to the interactions between the pre-existing dislocations and irradiation-induced 

vacancies, and the evolution of irradiation induced precipitates that form interfaces 

between the matrix and precipitates. No differences were found in the type of defects 

(irradiation-induced annihilation centers) depending on the dose rate and carbon 

content. Saturation effects on defects density could be seen in high carbon CM 24 

steels but not in CM 23 of low carbon steels. Flux effects found in the present study 

showed the same trend in the neutron-irradiated RPV steels in that lower flux 

induces higher defect density.

  The equipment for reconstitution of the irradiated specimen was constructed 

successively and it has worked properly in out of the hot cell by satisfying the ASTM 

relevant criteria. Further efforts will be made to install the equipment in the hot cell 

with a EDM or milling machine.  

C. Material property data/A basis of nuclear material database 

  The material properties of Korean and foreign RPV steels (SA508-3) were evaluated 

breadily and systematically. The tests performed are tensile tests, drop weight tests, 

Charpy impact tests, fatigue crack growth tests, J-Integral fracture toughness tests and 

microstructure analysis. The test materials were obtained from five different he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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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ufactured by different processes such as VCD, VCD+Al, and Si+Al. VCD+Al and 

Si+Al materials are superior to VCD materials in most mechanical properties. With 

respect to the fracture resistance properties, the difference between materials were 

clearly indicated. The Si+Al material showed the highest fracture toughness. The 

fracture toughness of Korean RPV steels in the transition temperature region was not 

fully satisfactory; accordingly some improvement is needed. 

  Resulting from the weld property test, near-weld metal region (including three 

coarse-grained regions and two fine-grained regions) in the heat-affected zone (HAZ) of 

RPV steel showed relatively good toughness, while near-base metal region (an intercritically 

reheated and a subcritically reheated region) showed lower toughness than the original 

base metal. The main reason was assumed to be a carbide coarsening effect. A 

metallurgical model for predicting the welding characteristics such as final 

microstructure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HAZ was established and various kinetic 

parameters which were necessary in the model were measured and formulated 

through the isothermal grain growth and isothermal transformation experiments.

  The fracture toughness transition properties of the low upper shelf weld, Linde 80 

WF-233, from Kori-1 RPV were evaluated by the master curve method, which is 

designated by ASTM E 1921, "Standard test method for determination of reference 

temperature, To, for ferritic steels in the transition range". The reference temperature, 

To = - 83
o
C, was determined by PCVN specimens at -90

o
C. This value is similar to 

that of other high copper welds. The initial RTNDT was conservatively estimated as 

-26
o
F from the current fracture toughness results. From the studies on the chemistry 

and microstructure, the fracture mechanics properties of WF-233 weld is convincingly 

not worse than those of WF-70 and 72W welds.  

  In case of type 347 stainless steel for surgeline piping, the tensile strength was 

rated as follows : YG/6 candidates ＜ YG3/4 pipe ≤ UC3/4 pipe ＜＜  YG3/4 

Elbow(C-L). J-R fracture resistance was also rated as YG/6 candidates ＜＜  UC3/4 pipe 

≤ YG3/4 pipe ＜ YG3/4 Elbow(C-L). 

  SA508-Gr.1a steels showed good J-R fracture resistance under both quasi-dynamic 

and static loading conditions while a heat of SA516-Gr.70 steel showed relatively low 

J-R fracture resistance and it was sensitive to dynamic strain aging (DSA).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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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arity in J-R fracture resistance levels and DSA behaviors for the two heats of 

SA516-Gr.70 steels are mainly due to the disparity of the ratio of pearlite to ferrite 

and sensitivity to DSA.

The on-line material specification database was constructed on the basis of off-line 

material specification database and opened on website (http://matdb.kaeri.re.kr). The 

material property database including a fracture toughness is under construction on the 

off-line basis.

D.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advanced materials for improvement of 

integrity/lifetime of pressure vessel/piping 

  From designing more than 30 different alloys by changing major 5 elements (C, Mn, 

Ni, Mo, Cr), we obtained 5 excellent alloy systems having lower DBTT than the 

commercial alloys. The improvement was achieved by substituting cementite to Mo2C, 

increasing Ni content and modifying the tempering condition. 

  To improve the DBTT property of RPV steel, an IHT process was introduced right 

after the quenching step. The new process shifted the DBTT of the steel toward lower 

temperature(more than 30℃), and improved J-R fracture resistance compared to 

commercial alloys. 

  By reducing NbC precipitates through changing C and N contents in the surgeline 

piping material (Type 347 stainless steel), fracture resistance has improved more than 

20% compared to the commercial materials. Nitrogen added Type 316 stainless steel, 

which is a candidate material for substituting Type 347 stainless steel, showed an 

excellent fracture resistance compared to the commercial Type 347 SS. 

  For several piping materials such as SA516 steel and SA508 Cl.1a steel, we obtained 

the microstructural factors controlling dynamic fracture resistance of the steels. 

Ⅴ. Application plan of the results

  All the results including data and developed techniques in this work can be used 

as quality assurance data of domestic RPV steels, and a reference data for the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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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reactors in operation and for a future quality enhancement program. 

  Reliable and correct assessment of the fracture toughness for aged materials can 

improve not only the economical aspect but also the inherent safety of the power 

reactors. A part of the developed techniques was already applied and will be applied 

to the life extension program of Kori-1 nuclear unit. 

  The material property data and database will be used for modifications and 

developments of domestic nuclear structural materials for reactor pressure boundary 

components, and design/fabrication/operation /regulation/assurance.

  The developed RPV steels through changing alloying elements and improving 

manufacture processes will be irradiated at HANARO for the evaluation of irradiation 

properties of these ste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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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eratures.

Fig. 4. Estimated fracture toughness of SA508-3 steels by the IEF model (a) base metal and (b) 

weld metal.

Fig. 5. Variation of fracture strain with temperature in the smooth tensile specimens.

Fig. 6. Variation of fracture stress with temperature in the smooth tensile specimens.

Fig. 7. Stress triaxiality at fracture in the tensile deformation.

Fig. 8. Effect of stress triaxiality on the transition behavior of fracture strain.

Fig. 9. Relationship between fracture strain and stress triaxiality.

Fig. 10. Temperature dependence of critical mean contact pressure.

Fig. 11. Estimated KJC versus (T-T0) data.

Fig. 12. Comparison of measured and estimated reference temperatures.

Fig. 13. Estimated fracture toughness data sets using different sizes of indenter.

4. Evaluation of the cleavage fracture using the analysis of the local stress and the 

micro-mechanism in front of the crack tip 

Fig. 1. Geometry of Charpy-sized three point bend specimen(PCVN).

Fig. 2. SEM photograph to determine the location of the cleavage initiation on the fractured surface.

Fig. 3. OM microstructure: (a) Heat 1, (b) Heat 2, (c) Heat 3, (d) Heat 4.

Fig. 4. SEM microstructure: (a) Heat 1, (b) Heat 2, (c) Heat 3, (d) Heat 4.

Fig. 5. Master curve for the fracture toughness test results of four different materials, where 

test temperatures were normalized by the T0 values determined on each material.

Fig. 6. Relationship between the measured fracture toughness value and the distance to the 

cleavage initiation point from crack tip(Xf).

Fig. 7. A theoretical stress distribution in front of crack tip by McMeeking.

Fig. 8. Relationship between fracture stress and carbide size in the tested materials.

Fig. 9. Carbide size distribution of the tested materials.

Fig. 10. Carbide fraction over a certain carbide size(0.2㎛).



- lii -

5. Estimation of the fracture toughness by the load-deflection analysis of the 

instrumented Charpy impact test data

Fig. 1. Schematic diagram of instrumented Charpy impact test system.

Fig. 2. Dimensions of the Charpy V-notch impact test specimen

Fig. 3. (a) Load-displacement diagram and (b) Charpy V-notch impact load diagram for base 

metal (L) of ASME SA508 Cl.3 steel

Fig. 4. Crack arrest load vs. temperature diagram.

Fig. 5. Crack arrest load as a function of temperature for ASME SA508 Cl.3 steel.

Fig. 6. Correlation of (a) TPa=4kN, (b) TPa=3kN, (c) TPa=2kN and (d) TPa=1kN to TNDT and T41J

Fig. 7. Fractured surfaces of Charpy V-notch specimens tested at (a) -40
o
C, (b) 21.2

o
C, (c) 50

o
C 

and (d) 90
o
C.

Fig. 8. Correlation of crack arrest load to stable crack length for ASME SA508 Cl.3 steel.

Fig. 9. Correlation of calculated KIa to measures KId for ASME SA508 Cl.3 steel

6. Small punch testing and evaluation technique

Fig. 1. Schematic drawing of SP test jig.

Fig. 2. Comaprison of SP energy curves for the tested steels.

Fig. 3-(a,b) Comparison between Tsp and (a) CVNDBTT, (b) T41J and T68J 

Fig. 3-(c). Comparison between Tsp and To determined by the standard tests.

Fig. 4. The length of the largest surface residual cracks vs. SP energies. 

Fig. 5. Comparison of the local fracture stresses for the SP using the Griffith equation and 

PCVN specimens.

Fig. 6.  Changes of fracture stresses obtained using the FEM calculation.

Fig. 7. Comparison of the local fracture stresses for the SP and PCVN specimens using FEM 

calculation.

7. Characterization of the microstructural properties using the localized mechanical 

properties measured by nanoindentation tests

Fig. 1. The difference between the shapes of the residual indentation on the each phase.

Fig. 2. The difference between the shape of indentation curves.

Fig. 3. Indentation load-depth curve.

Fig. 4. Diagrams of the hardness and AFM images with the difference between: (a), (b) the 

Maximum indentation load; (c), (d) the loading late.

Fig. 4. Diagrams of the hardness and AFM images with the difference between: (a), (b)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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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imum indentation load; (c), (d) the loading late.

Fig. 5. Optical micrographs of the 7 materials.

Fig. 6. Optical micrographs of banding structure.

Fig. 7. Hardness distributions by microVickers indentation and nanoindentation.

Fig. 8. MicroVickers indentation for the average grain.

Fig. 9. AFM image of nanoindentation for VCD-2 specimen.

Fig. 10. AFM images of the nanoindentation for ferrite.

Fig. 11. Indentation load-depth curves for ferrite and cementite.

Fig. 12. AFM images of (a) ferrite and (b) cementite.

Fig. 13. Hardness/Yield strength of the 7 specimens.

Fig. 14. Example of the indentation size effect.

Section 2. 

1. Evaluation of Neutron Irradiation Embrittlement Characteristcis of Domestic RPV 

Materials.

Fig. 1. Charpy impact transition curve for (a) Y4,  (b) U4, (c) Y5, (d) U4W and (e) U4H 

(unirradiated)

Fig. 2. Fracture toughness (KJC) test results for un-irradiated materials.

Fig. 3.-(a) Comparison of J-R curves of the 1/2T-CT and the 0.4T-RCT specimens for an RPV 

material.

Fig. 3.-(b) The comparison of the J-R curve by the unloading compliance method and by the 

load-ratio method.

Fig. 4. Comparison of J-R curves of various RPV steels at the room temperature and 288
o
C. 

(un-irradiated)

Fig. 5. J-R curves of the unirradiated Y5 RPV steels at various temperatures.

Fig. 6. Activation rate for 54Mn vs. height in the assembly.

Fig. 7. Adjusted neutron spectra using the measured activation rates.

Fig. 8. Charpy impact energy curves: (a) Y4,  (b) U4, (c) Y5, (d) U4W and (e) U4H 

(before/after irradiation)

Fig. 9. Fracture toughness (KJC) test results before and after irradiation: (a) Y4 (VCD) base 

metal, (b) Y5 (Si+Al) base metal and (c) U4W weld specimens.

Fig. 10. Comparison of J-R curves between un-irradiated and irradiated RPV steels: (a) at room 

temperature, (b) at 149℃ and (c) at 288℃.

Fig. 11. J-R curves of irradiated Y5 RPV steel at different temper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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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Comparison of the measured USE (upper shelf energy) values after irradiation to those 

predicted by embrittlement models.

Fig. 13. Comparison of the measured ΔTT (ΔT41J, TTS, the transition temperature shift) values 

after irradiation to those predicted by embrittlement models

Fig. 14. Comparison of the measured ΔTT values after irradiation to those predicted by 

embrittlement models for several modern SA508-3 forging steels from different producers. 

(research reactor data)

Fig. 15. Trend of USE change with the neutron fluence, the measured values and the guidance 

lines with the Cu content. (Note that the test materials showed the Cu contents less than 

0.10%.)

Fig. 16. Comparison of the measured TTS values with those predicted by embrittlement 

models as a function of neutron fluence; (a) Y4, (b) U4, (c) Y5 and (d) U4W

2. Development of Radiation Effect Evaluation Techniques by Small Scale Specimen

Fig. 1. SP specimen (a) and SP test jig (b).

Fig. 2. Weibull statistical analysis procedure to determine SP energy transition temperature.

Fig. 3. Maximum SP load as a function of the testing temperature.

Fig. 4. Maximum displacement as a function of the testing temperature.

Fig. 5. SP energy change as a function of the testing temperature.

Fig. 6. SP energy curves for the test materials. (un-irradiated)

Fig. 7. Comparison of Tsp with the Charpy T41J and T68J values.

Fig. 8. Peak load vs. testing temperature for the irradiated. (a) Y4, (b) U4, (c) Y5 and (d) U4W 

Fig. 9. Maximum displacement vs. testing temperature for the irradiated. (a) Y4, (b) U4, (c) Y5 

and (d) U4W 

Fig. 10. SP energy vs. testing temperature for the irradiated. (a) Y4, (b) U4, (c) Y5 and (d) 

U4W

Fig. 11. The Tsp shift (ΔTsp) by irradiation as a function of fluence level.

Fig. 12. The plot of Tsp vs. T41J for the unirradiated and irradiated steels.

Fig. 13. The comparison of the transition temperature shifts from SP test and Charpy test 

(Tsp(1.2J) vs. T41J)

Fig. 14. Comparison of the small specimens with the standard-size specimens in the yield 

strength(YS) and the ultimate tensile strength(UTS).

Fig. 15.-(a) Yield strength (YS) of the unirradiated materials obtained from the small tensile 

specimens at the various temperatures.



- lv -

Fig. 15.-(b) Ultimate tensile strength (UTS) of the unirradiated materials obtained from the 

small tensile specimens at the various temperatures.

Fig. 15.-(c) Total elongation values of the unirradiated materials obtained from the small tensile 

specimens at the various temperatures.

Fig. 15.-(d) Uniform elongation values of the unirradiated materials obtained from the small 

tensile specimens at the various temperatures.

Fig. 16. An example of the difference in the stress-strain curves between the unirradiated and 

the irradiated RPV steels. 

Fig. 17-(a) Yield strength (YS) of the irradiated materials obtained from the small tensile 

specimens at the various temperatures.

Fig. 17-(b) Ultimate tensile strength (UTS) of the irradiated materials obtained from the small 

tensile specimens at the various temperatures.

Fig. 17-(c) Total elongation values of the irradiated materials obtained from the small tensile 

specimens at various temperatures.

Fig. 17-(d) Uniform elongation values of the irradiated materials obtained from the small 

tensile specimens at various temperatures.

Fig. 18. Tensile property changes after the neutron irradiation. (1.4×10
19
 n/cm

2
, E>1MeV, 290

o
C)

Fig. 19. Vickers hardness changes after neutron irradiation.

Fig. 20. Change of mechanical properties due to irradiation embrittlement evaluated by 

different test methods.

Fig. 21. Comparison of ΔTT measured by Charpy impact tests with those estimated by other 

tests after irradiation.

3. Nondestructive Evaluation of Structural Materials by Magnetic Method  

Fig. 1. Working principle of material evaluation.

Fig. 2. Fig. 2. Hysteresis loop of ferromagnetic materials; (a) Hysteresis parameters, (b) 

Discontinuity of htsteresis loop and (c) Oscilloscopic record of Barkhausen noise. 

Fig. 3. Relation of hysteresis and non-linearity in B-H loop.

Fig. 4. Schematic diagram of 2'nd harmonics.

Fig. 5. Variations of BN before and after irradiation.

Fig. 6. Variations of harmonics before and after irradiation; (a) YG4, (b) YG5, (c) UC4 and JSW

Fig. 7. Variations of GMI peak before and after irradiation.

4. Preliminary Study of Radiation Effects by Small Angle X-ray and Neutr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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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ttering

Fig. 1. Scattering intensity spectrum with respect to grain size in low angle region

Fig. 2. Change of Q value with respect to grain size

Fig. 3. Log-log scale plot and linear fitting for center region of scattering intensity; (a) Y5, (b)Y4, 

(c) U4 and (d) K1W

Fig. 4. Guinier fitting; (a)Y5, (b)Y4, (c)U4 and (d)KIW

5. Preliminary Study of Radiation Effects by Positron Annihilation

Fig. 1. Lattice configuration in 2 dimensional metal model

Fig. 2. Potential in lattice

Fig. 3. Schematic diagram of PL measurement system.

Fig. 4. 
22
Na source.

Fig. 5. Intial window of PALMAS

Fig. 6. Dependence of the positron lifetime, 2 on (a) grain size and (b) lath width in the RPV 

steels.

6. Study of Flux and Fluence Effects on PWR RPV Steels Irradiation Embrittlement 

by an Accelerator and PAS. 

Fig. 1. TRIM95 result on the absorbed energy distribution in depth. Damage peak(range) and 

FWFM(Full Width at Half Maximum) are seen to be occur at 1.5 ㎛ and 0.7 ㎛, respectively.

Fig. 2. Dose dependence of lifetime (ps) and intensity (I2).

Fig. 3. Dose dependence of Vickers Microhardness (test load: 10 g, 15 s).

Fig. 4. Dose rate dependence of lifetime (ps) and intensity (I2, %).

Fig. 5. Dose rate dependence of Vickers microhardness. Test load  and dose are 10g and 1.13 

x 10
-2
 dpa, respectively.

7.  Reconstitution technology of irradiated specimen

Fig. 1. Illustrations of irradiated materials joining system

Fig. 2. Temperature measurement of insert specimen

Fig. 3. Temperature variations with position and time

Fig. 4. Appearance of reconstituted specimens 

Fig. 5. Macrostructure of the heat-affected zone of reconstituted specimens 

Fig. 6. Hardness variation with position of heat-affected zone 

Fig. 7. Notch impact toughness variation with test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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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3. Production and systemization of material property data/Construction 

of the bases of material properties databases of RPVs and primary nuclear 

piping 

1. Material properties of reactor pressure vessels 

Fig. 1. Micrographs of the (a) VCD, (b) VCD+Al, and (c) Si+Al refined SA508-Gr.3 steels.

Fig. 2. SEM micrographs showing carbides morphology and distribution of the (a) VCD, (b) 

VCD+Al, and (c) Si+Al refined SA508-Gr.3 steels.

(a) Y4,  (b) U4, (c) Y5, (d) U4W and (e) U4H

Fig. 3. Carbides size distribution of the (a) VCD, (b) VCD+Al, and (c) Si+Al refined 

SA508-Gr.3 steel.

Fig. 4. SEM micrograph which shows overall precipitates distribution.

Fig. 5. TEM micrographs VCD-2 precipitates (a) within grain  (b) grain boundary & lath (c) 

lath boundary (d) within lath.

Fig. 6. TEM micrographs of VCD-3 precipitates (a) within grain (b) grain boundary & lath (c) 

lath boundary (d) within lath.

Fig. 7. TEM micrographs VCD+Al precipitates (a) within grain (b) grain boundary & lath (c) 

lath boundary (d) within lath.

Fig. 8. TEM micrographs of Si+Al-1 precipitates (a) within grain (b) grain boundary & lath (c) 

lath boundary (d) within lath.

Fig. 9. TEM micrographs of Si+Al-2 precipitates (B2) (a) within grain (b) grain boundary & 

lath (c) lath boundary (d) within lath.

Fig. 10. TEM micrographs of Si+Al-2 precipitates (B3) (a) within grain (b) within lath. 

Fig. 11. (Fe,M)3C precipitates and diffraction pattern analysis (a) spheroidal type (b) rod type 

(c) diffraction pattern and schematic representation.

Fig. 12. (Mo,M)2C Precipitates and diffraction pattern analysis (a) typical morphology (needle) 

(b) diffraction pattern and schematic representation.

Fig. 13. (Mo,M)6C Precipitates and diffraction pattern analysis (a)typical morphology (small 

spheroidal shape) (b) diffraction pattern and schematic representation.

Fig. 14. Comparison of room temperature tensile properties for different materials.

Fig. 15. Tensile properties of SA508-Cl.3 steel (VCD-1) versus temperature.

Fig. 16. Tensile properties of SA508-Cl.3 steel (VCD-2) versus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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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 Tensile properties of SA508-Cl.3 steel (VCD-3) versus temperature.

Fig. 18. Tensile properties of SA508-Cl.3 steel (VCD+Al) versus temperature.

Fig. 19. Preirradiation Charpy impact properties of VCD-1 RPV materials.

Fig. 20. Preirradiation Charpy impact properties of VCD-2 RPV materials.

Fig. 21. Preirradiation Charpy impact properties of VCD-3 RPV materials.

Fig. 22. Preirradiation Charpy impact properties of VCD+Al RPV materials.

Fig. 23. Notch toughnesses of HAZs compared with those of base and weld metal.

Fig. 24. Preirradiation Charpy impact properties of various base metal (longitudinal) of Korean 

RPV materials

Fig. 25. Preirradiation Charpy impact properties of various base metal (transverse) of Korean 

RPV materials.

Fig. 26. Preirradiation Charpy impact properties of various weld metal (transversel) of Korean 

RPV materials

Fig. 27. Preirradiation Charpy impact properties of various HAZs of Korean RPV materials.

Fig. 28. Variations of preirradiation Charpy impact properties of various Korean RPV materials 

with steelmaking precesses.

Fig. 29. Temperature dependences of J-R curves in an RPV steels.

Fig. 30. J-R fracture resistance of SA508-Gr.3 steels at (a) RT, (b) 149℃, and (c) 288℃.

Fig. 31. J0.1 values of SA508-Gr.3 steels, corresponding to crack growth of 0.1 inch on J-Δa 

plots at various temperatures.

Fig. 32. Tearing modulus of SA508-Gr. 3 steels at various temperatures.

Fig. 33. Unstable cleavage fracture during J-R testing at 43
o
C in some VCD materials.

Fig. 34. Fracture toughness characteristics of various RPV steels in the transition temperature 

region.

Fig. 35. EBSD crystallographs of the (a) VCD, (b) VCD+Al, and (c) Si+Al refined SA508-Gr.3 

steel. (tolerance angle = 30°).

Fig. 36. SEM fractograph of J-R tested SA508-Gr.3 steel.

2. Weld properties of reactor pressure vessel

Fig. 1. Macrostructure of the actual weld HAZ and typical HAZ regions indicating simulation 

conditions

Fig. 2. Charpy V-notch test results for actual weld HAZ.

Fig. 3. Peak temperature changes with distance from fusion line.

Fig. 4. Thermal cycles for various peak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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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Unit HAZ model for various welding condition.

Fig. 6. Notch toughness, strength and hardness variations in various HAZ regions (S1∼S7) 

and positions.

Fig. 7. Optical microstructures of the simulated HAZ specimens.

Fig. 8. Thin foil ((a) and (b)) and extraction replica ((c) and (d)) TEM microstructures of base 

metal ((a) and (c)) and reheated HAZ region ((b) and (d)) showing carbides coarsened by 

repeated thermal cycle effects at around A1 temperature.

Fig. 9. Dilation vs. temperature diagram for peak temp. of a) 800-800℃, b)750-750℃, and c) 

700-700℃ in the IRHAZ.

Fig. 10. Optical microstructures of base metal and simulated IRHAZs etched by 2% Nital (Tp1 

= 800℃, 750℃ and 700℃, respectively).

Fig. 11. Optical microstructure of simulated IRHAZs etched by Le Pera etchant (Tp1 = 800℃, 

750℃ and 700℃, respectively).

Fig. 12. Microstructures of the simulated IRHAZ specimens etched by Le Pera etchant.

Fig. 13. SEM microstructures showing transformed phase after holding the HAZ specimens at 

700℃ for 10, 30 and 60sec, respectively.

Fig. 14. TEM microstructures showing twin martensite in the simulated IRHAZ (specimen C1); 

a) bright image, b) dark image and c) SAD pattern.

Fig. 15. Microstructures of the simulated IRHAZ specimens after PWHT etched by nital.

Fig. 16. SEM microstructures of base metal and simulated IRHAZ specimens (C1P, C5P and 

C9P, respectively).

Fig. 17. Typical TEM microstructure of a) base metal and b) C9P IRHAZ.

Fig. 18. Variations of mechanical properties with the peak temperatures of simulated thermal 

cycles for the IRHAZ.

Fig. 19. Comparison of carbide size distribution between base metal and simulated IRHAZ 

specimen C9P.

Fig. 20. Sectional views of fractured surfaces for blunted region((a) and (b)) and cleavage 

region((c) and (d)) of C5((a) and(c)) and C9P((b) and (d)).

Fig. 21. Schematic diagram of multi-pass welded HAZ.

Fig. 22. Three point bending test results and fracture toughness curves of simulated HAZ and 

base metal.

Fig. 23. Fracture toughness test results of simulated HAZ and base metal : the test temperature 

were normalized by T0 values.

Fig. 24. Reference temperature of simulated HAZ and base me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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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5. Optical microstructure of simulated HAZ and base metal.

Fig. 26. SEM microstructure of simulated HAZ and base metal.

Fig. 27. Reference temperature variation with fraction of tempered martensite.

Fig. 28. Reference temperature variation with prior austenite grain size.

Fig. 29. Reference temperature variation with mean particle size.

Fig. 30. World-wide trends in the research for the database and modeling.

Fig. 31. A schematic diagram of the various sub-zones of the HAZ approximately corresponding 

to the alloy C0(0.15 wt% C) indicated on the Fe-Fe3C equilibrium diagram.

Fig. 32. Comparison between measured and predicted thermal cycles in a Nb-Microalloyed 

steel.

Fig. 33. Temperature dependences of the time exponent in isothermal grain growth.

Fig. 34. Variation of the time exponent of copper with the concentration of aluminum in solid 

solution.

Fig. 35. The effect of second-phases on grain growth in a Mn-Al alloy.

Fig. 36. The mechanism of precipitate pinning of migrating grain boundaries.

Fig. 37. Schematic representation of the concentration profile around a dissolving spherical 

particle in an infinite matrix.

Fig. 38. Schematic illustration of the additivity rule.

Fig. 39. Thermal history of as-received base metal.

Fig. 40. The shape and dimensions of specimen for experiment.

Fig. 41. Schematic thermal cycle for isothermal grain growth tests.

Fig. 42. Schematic thermal cycle of A1,A3 temperature test.

Fig. 43. Schematic illlustration of HAZ microstructure simulation thermal cycle.

Fig. 44. Microstructures of base metal observed by (a) OM and (b) SEM.

Fig. 45 TEM micrograph of carbon extraction replica of base metal (a) ×10000 - shape and 

size of precipitates, (b) [110] diffraction pattern and (c) EDS sepctrum of precipitate.

Fig. 46. Dilatation curve during heating cycle.

Fig. 47. Heating-rate dependences of transformation temperatures.

Fig. 48. Example for the determination of n and k at 1350℃.

Fig. 49. Time-dependences of time exponent n at (a) Tp=900
o
C, (b) Tp=1000

o
C and (c) Tp=1350

o
C

Fig. 50. TEM micrographs of carbon extraction replica for (a) base metal, (b) Tp=900
o
C and (c) 

Tp=1000
o
C

Fig. 51. Values of (a) n and (b) k which were measured by isothermal grain growth experiments. 

Fig. 52. Analysis for the activation energy of boundary mi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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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3. Flow chart of the prediction program for grain growth.

Fig. 54. Prediction result of thermal cycle as a function of heat inputs in the CGHAZ.

Fig. 55. Comparison between predicted and measured grain sizes at various peak temperatures 

(Heating rate : 100℃/s, Cooling rate : 70℃/s)

Fig. 56. Comparison between predicted and measured grain sizes at various peak temperatures 

(Heat input : 40kJ/cm)

Fig. 57. Optical microstructures observed at (a) Tp=1350
o
C, (b) Tp=1250

o
C and (c) Tp=1100

o
C 

(heat input : 40kJ/cm)

Fig. 58. Grain size results of the HAZ as a function of peak temperature and heat input.

Fig. 59. Calculated behaviors of the particle size at 30 and 120kJ/cm.

Fig. 60. Calculated behaviors of the volume fraction ratio at 30 and 120kJ/cm.

Fig. 61. Predicted grain sizes considering and ignoring the dissolution of precipitates at heat 

input, 40kJ/cm.

Fig. 62. Change of volume fraction ratio for M3C at 40kJ/cm.

Fig. 63. Prediction results of (a) pinning force exerted by M3C and (b) driving force for grain 

growth at heat input, 40kJ/cm.

Fig. 64. HAZ grain size diagram.

Fig. 65. Grain growth behavior during thermal cycle (120kJ/cm).

Fig. 66. CCT diagrams applicable to various weld zones (a) FGHAZ, (b) CGHAZ and (c) weld 

metal.

Fig. 67. Schematic representation of influence of compositional factors and prior austenite grain 

size on movement of CCT diagram phase regions.

Fig. 68. Schematic morphology of bainite sheaves at early stages of isothermal transformation
[80]
 

(a) The growth rate of bainite sheaves is not as high compared with the nucleation rate at the 

austenite grain boundaries.

(b) The growth rate is relatively high compared with the rate of      nucleation at the 

austenite grain surfaces.

Fig. 69. Schematic 2-dimensional illustration of the growth of a nucleus.

Fig. 70. Schematic 2-dimensional illustration of the impingement process.

Fig. 71. Principle of Scheil's additivity rule.

Fig. 72. Schematic microstructures (a) with large growth rate and small nucleation rate and (b) 

with small growth rate and large nucleation rate.

Fig. 73. Schematic presentation of delay of transformation and deviation from the additivity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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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4. The Thermal history for an isothermal transformation experiment.

Fig. 75. Schematic illustr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deal and experimental 

incubation time at temperature Tt.

Fig. 76. Schematic illustr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deal and experimental incubation 

times for different initial cooling rate.

Fig. 77. Schematic illustrations of thermal cycle for the isothermal transformation tests for (a) 

the effect of prior austenite grain size and (b) the effect of initial cooling rate.

Fig. 78. Schematic illustration of thermal cycle for HAZ microstructural simulation test.

Fig. 79. Dimension of micro-hardness test specimem.

Fig. 80. CCT diagram for SA508-cl.3 

Fig. 81. Optical micrographs for various cooling rates (a) 0.05℃/s  (b) 0.1℃/s  (c) 0.6℃/s  (d) 

1℃/s  (e) 5℃/s.

Fig. 82. Plot of length change against time for specimens transformed isothermally at different 

test temperatures (Initial cooling rate : 80℃/s, Prior austenite grain size : 210㎛)

Fig. 83. Optical micrographs for specimens isothermally transformed at (a) 560℃, (b) 540℃, (c) 

520℃ and (d) 500℃.

Fig. 84. Examples for the determination of incubation time and Avrami kinetic parameters: (a) 

Isothermal dilatometry curves at 440℃(1350℃, 1sec holding and 80℃/s initial cooling rate), (b) 

Conversed volume fraction and (c) plot of ln(ln(1/(1-X))) against ln(t-ts).

Fig. 85. Effect of initial cooling rates on isothermal incubation time.

Fig. 86. Relations between ideal incubation time and isothermal incubation time masured at (a) 

480℃ and (b) 440℃.

 Fig. 87. Plot of lnτ vs. ln dγ for isothermal temperatures of 500 and 440℃.

Fig. 88. Comparison of incubation time calculated from empirical equation of Eq. 69 with 

measured data.

Fig. 89. Measured n values for SA508-cl.3 and reported values.

Fig. 90. Measurement of rate constant and activation energy for bainite transformation (a) 

Measured value of K for 210㎛ AGS (b) Activation energy 

Fig. 91. Relations between carbon content and activation energy for formation of bainite.

Fig. 92. Effect of prior austenite grain size on reaction constant at 440℃.

Fig. 93. Effect of prior austenite grain size on bainite reaction rate.

Fig. 94. Comparison between calculated and measured rate constant for different prior austenite 

grain sizes

Fig. 95. Relations between relative length change and fraction of bainite: (a) Relative l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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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e and hardness and (b) Relationship between relative length change and measured 

fraction 

Fig. 96. Flow chart of the prediction program for volume fraction.

Fig. 97. Diagram showing the calculation for applying isothermal transformation data to 

predict continuous-cooling transformation kinetics.

Fig. 98. Comparisons of calculated isothermal kinetics with data which were measured (a) at 

480℃ and (b) at 500℃.

Fig. 99. CCT diagram for the start of bainite transformation .

Fig. 100. Comparison of calculated fraction with measured data for various cooling rates (Prior 

austenite grain size : 210㎛).

Fig. 101. Calculated hardness and tensile strength and measured hardness.

Fig. 102. Calculated fraction of bainite for various prior austenite grain sizes.

Fig. 103. Calculated hardness for various prior austenite grain sizes .

Fig. 104. Flow chart for prediction model for HAZ characteristics.

Fig. 105. Prediction results for heat input 150kJ/cm.

Fig. 106. Prediction results for various heat inputs: (a) Microstructural calculation and (b) Prior 

austenite grain size and mechanical properties

Fig. 107. Prediction results: (a) Microstructure calculation, (b) Prior austenite grain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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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원자로 압력경계는 핵반응 열을 직접 전달하는 고온, 고압의 1차 냉각수를 외부와 격리

하고 있는 원자로압력용기와 1차계통 냉각재 배관을 포함하여 지칭하며, 이 부품의 건전

성은 원자력발전소의 건전성으로 직결된다. 특히 원자로압력용기는 가동중 고속중성자에 

의해 파괴저항성이 감소하는 조사취화 (irradiation embrittlement) 현상을 나타내며, 원자

로용기의 급작스런 파손은 상상할 수 없는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이와 관

련된 연구개발은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운전 측면에서 항상 첫 번째 고려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고리1호기는 전 세계적으로 조사취화 현상이 가장 심한 용접

재 (high copper, Linde-80 flux weld)로 제조되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상태에 있고, 그

후 광 3, 4호기부터 원자로 용기재료의 국산화에 성공하여 상용 공급하고 있으나 인성 

및 강도에서 충분한 안전여유도를 확보치 못하고 있다. 따라서 가동중인 원자로 용기의 

건전성을 유지, 평가하기 위한 체계적인 기술 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며, 고품질의 원자로 

용기 재질을 위한 설계 및 재료 개선이 반드시 달성되어야 하겠다. 이와함께 1차계통 배

관과 노내구조물의 구조건전성 확보도 발전소의 전체수명관리와 앞으로의 신형로 설계에

서의 안전여유도 확보를 위해서 매우 절실한 시점에 있다. 특히, 최근 원전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정세 동향은 자국 및 주변국가의 원전 건설 경기를 동시에 부양케 하

고 부품 및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심리를 부추기고 있다. 이에 따른 기술개발 경쟁도 치

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원자로압력경계재료 건전성평가기술과 데이터베이스 확보 및 기술사양 토착

화를 목표로, 원자로 압력경계재료의 건전성 요소기술 개발 및 평가체계 구축, 원자로재

료 비조사/조사특성 데이터베이스 구축, 원자로압력경계재료 고인성 합금 설계/제조 기

준확립, 그리고 조사취화 모델개발 및 조사취화 저항성 원자로재료를 개발하는 것으로 내

용이 구성되어 있다. 

  본 보고서는 ‘원자력재료기술개발’ 대과제의 세부과제인 ‘원자로압력경계재료’ 과제에서

의 1 단계 약 5 년간(1997. 7. 21 - 2002. 3. 31)의 연구결과를 종합한 것으로, 이 가운데에

는 이미 기술보고서로 발간한 연구내용과 국내외 학술지 등에 발표한 연구내용 및 위탁

과제의 연구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와 관련한 공개성과물인 논문, 지적재산권, 보

고서 목록과 산업 현장 등에 기술 이전 및 지원한 실적 목록은 부록으로 수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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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1) 국외 동향 

  미국은 NRC 지원으로 1972년부터 HSST (Heavy Section Steel Tech.) 및 HSSI (HSS 

Irradiation) 등 국가적 연구과제(ORNL 중심)를 통해 원자로압력용기강의 조사취화 특성시

험자료 및 모델개선을 지속적으로 수행중이다. 또한 DOE에서는 재료문제를 포함하여 원전

의 안전운전 및 미래원전에 대비한 중점적 연구프로그램인 NEPO와 NERI를 가동하고 있

다. KAERI도 참여중인 IAEA 국제협력연구(CRP-5)는 파괴인성 마스터커브법의 감시시험 

적용 기술기준 마련을 목표로 미국, 일본, 유럽, 한국을 포함한 범세계적인 연구활동이 활발

히 진행중이다. 유럽연합(EU)에서는 AMES (Aging Materials Evaluation Studies) network

을 구성하여, 원전의 재료열화 및 손상에 대비한 재료평가 및 개선을 위한 거대 프로그램을 

운 중이다. 재료의 조사취화, 열화관련 연구는 그 특수성 뿐 아니라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의 모두가 국가지원의 원자력연구소에서 중장기적 연구로 수행되고 있

다. 

  미국, 프랑스, 국, 일본 등 자국내 원자력발전소를 많이 가동하고 있는 나라들은 모두가 

독자적인 재료열화/손상 모델 및 방지기술의 개발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으며, 미래형 원

자력시스템(HTGR, 수소생산로, 액금로, 미임계로, 핵융합로 등)의 구현을 위한 재료개발을 

위해 조사효과 및 조사손상에 대한 기반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중이다. 여기에는 기존의 

금속재료뿐 아니라 세라믹스, 복합체 등이 모두 고려되고 있다. 이는 미래형 원자력시스템

을 실제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고성능의 재료특성이 필히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원

자력재료에서 조사효과 연구분야는 최우선적 연구 역으로 미국 ORNL, ANL, PNNL, 유

럽 각국, EU, 일본 공히 집중 투자하고 있으며 연구기반이 구축되어 있다. 

  일본은 JAERI, NRIM, JNC 등을 중심으로 원자력재료 데이터베이스 (data free way)를 

과기청 주관으로 독자 개발하고 있다. 프랑스는 CEA를 중심으로 DB를 구축하 다. 원전재

료의 조사 거동 데이터는 IAEA 및 OECD 등 국제협력 기구 등과 여러 나라는 공동평가와 

시험결과의 공동사용을 추구하고 있다. 원자력 선진국에서는 재료물성 DB를 구축해 오고 

있으며, 계속 보완하고 있다. DB는 입력데이터를 생산하기 위하여 많은 예산과 긴 시간을 

요구하는 과제로서, 자국의 설계기준과 건전성 평가의 신뢰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기본 자

산이다. 따라서 각국에서는 DB를 구축, 관리함에 국가 차원에서 관심을 쏟고 있으며,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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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2) 국내 동향

  KAERI는 PWR 원자로용기 감시시험(surv. test)을 1983년도 부터 수행해왔으며, 1단계 원

자력장기과제 수행을 통하여 30 MW 급 연구로 하나로와 조사재시험시설 (IMEF)을 이용하

여 원자로재료의 고유 환경인 중성자 조사취화 특성평가 시험을 외국에 의존하지 않고 자

체 실시할 수 있는 기반기술을 구축하 다. 두산중공업(구, 한중)은 1990년부터 원자로압력

용기 및 1차배관, 노내구조물, 증기발생기, 가압기를 제조하고 있으며, 한국원자력연구소와 

협력으로 소재특성 평가를 통한 품질 개선을 이룩하고 있다.

  원자로압력용기 재료의 중성자 조사취화 특성평가와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는 그 특성상 

한국원자력연구소에 집중되어 있으나, 지난 1단계의 원자력중장기과제를 통해 두산중공업

(구.한중)/포철/RIST/KEPRI/KOPEC/표준과학(연)/서울대/한양대/포항공대 등의 유기적

인 산.학.연 연구개발 체계가 구축되어, 재료개발/미세조직분석/특성시험/모델구축 및 컴

퓨터시뮬레이션 등 국가 전반적인 기술력이 상승하고 있는 시점에 있다. 

  KAERI는 하나로, IMEF, 중성자빔이용시설 등을 수년전 준공하여 운 중이며 계속 보완

중이나, 원자력재료의 조사효과 시험/해석 등 연구기반이 매우 취약하다. 특히 방사성물질

인 조사시편을 이용한 공통핵심의 시험 및 분석기술이 매우 부족하다. 또한 중.저준위 시료 

및 소형.미소시편의 취급.시험을 위한 semi-hot lab의 구축이 절실하다. 

  KAERI는 미국의 EPRI, USNRC, ORNL, B&W, PNNL, 일본의 JAERI, NRIM, 국의 

UKAEA, 러시아 ARSRIIM, 체코 NRI, 캐나다 AECL, IAEA, OECD 등과 협력하여 시험평

가기술 및 데이터의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원자력 선진국 및 수출국으로의 진입을 목전에 

둔 지금, 원자력환경하에서 재료 특성 및 열화손상에 대한 국내 고유의 종합물성 DB와 지

식 DB의 확보가 매우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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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 수행내용 및 결과

제 1 절  원자로압력경계(압력용기/배관) 재료의 내구성/

         건전성평가 요소 기술 개발

제 1 항  소형시편을 이용한 파괴인성 마스터커브 특성 평가기술

1.1 서론

  ASME SA508-3 혹은 SA533-B-1 등의 페라이트계 저합금강으로 제조되는 가압경수로형 

원자로 압력용기는 가동중 고속중성자에 조사되어서 파괴인성이 열화되는 조사취화 현상

을 보인다.[1,2] 이로 인하여 비상사고시 급작스런 취성파괴의 위험도가 높아지므로 원자

력발전소의 운전조건 및 안전여유도는 용기재료의 파괴인성 특성변화를 고려한 파괴역학 

해석에 기초하여 결정되고 있다. 페라이트계 강은 특정온도 이하에서 온도가 감소함에 따

라 파괴인성이 급격히 감소하고 파괴모드가 연성 안정균열성장 모드에서 불안정 취성파

괴 모드로 전환된다. 종래에는 이런 파괴모드의 변화 혹은 온도에 따른 파괴인성 특성의 

변화를 평가하기 위하여 샤르피 충격시험[3]과 낙중시험 (DWT, drop weight test)[4] 등

의 비교적 정성적인 노치인성 시험을 적용하여 왔다. 이는 소성변형 혹은 안정균열진전을 

수반한 불안정한 취성파괴의 양상을 나타내는 천이온도구역에서 기존의 표준시험법[5]에 

따라 파괴인성 KIC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매우 큰 시험편이 요구되며, 비록 충분히 큰 시

험편을 사용하더라도 측정된 파괴인성값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기 때문이다.[6] 

  지난 십여년간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벽개파괴가 발생하는 천이온도 역에서 균열을 포

함한 시편의 취성파괴 특성은 3-파라메터 와이불(Weibull) 확률이론에 의해 평가될 수 있

다.[7] 또한 대부분의 페라이트계 강에서 온도에 따른 취성 파괴인성의 변화는 특성온도 

(To)로 보정된 하나의 마스터 곡선(master curve)으로 잘 나타내어진다고 보고하고 있

다.[8] 이를 기초로 최근 ASTM[9]에서는 페라이트계 강의 저온 파괴인성 특성온도를 결

정하는 새로운 통계적 파괴인성 시험/해석 방법을 제정하 으며, 현재 이의 적용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10,11] 

  본 연구에서는 원자로 압력용기 재료로 사용되는 SA508-3 및 SA533-B1 저합금강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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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재료에 대하여 취성파괴가 발생하는 저온 천이온도 역에서 샤르피 시험편 크기의 3

점굽힘 파괴인성 시험 결과를 새로운 ASTM 시험방법에 따라 와이불 분포를 이용한 확

률․통계적 방법으로 해석하 다. 이로부터 각 재료의 파괴인성 천이 특성온도(To)를 구

하고 그 결과와 종래의 샤르피 충격시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들과의 연관성 등을 

고찰하 다. 또한 조사취화 건전성 평가에 새로운 시험․해석방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현

실적으로 직면할 수 있는 시험변수의 향 등에 대한 실험결과를 요약하 다. 

1.2 마스터커브법의 기술배경

1.2.1 이론적 배경

  페라이트계 혹은 베이나이트계 철강재료는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레스강에 비해 훨씬 

경제성이 높을 뿐 아니라 강도가 우수하면서도 비교적 좋은 파괴인성 특성을 보이기 때

문에 대형구조물이나 압력용기의 재료로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파괴인성 측면에

서 BCC 구조를 갖는 페라이트/베이나이트계 저합금강은 온도가 내려감에 따라 파괴인성

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연성-취성 천이특성을 보인다는 것이 공학적으로 가장 유의해야 

할 단점중의 하나이다. 연성-취성 천이거동을 간단하게 보여주는 평가방법으로는 지난 백

년동안 꾸준히 사용되어온 Charpy 충격시험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비록 이 방법에 

의해 재료의 충격흡수에너지를 정량적으로 비교할 수 있기는 하지만 현대적 파괴역학 개

념에서 볼 때는 매우 정성적인 평가방법이다. 

  소재의 발달과 시스템의 규모와 기능이 커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구조물의 건전성을 파

괴역학 기법에 의해 보다 정확하게 평가해야할 필요성이 점차 커져왔다. 특히 원자력발전

소와 같은 대형 고비용 구조물의 경우는 수명관리 및 안전성 확보 측면에서 파손에 대한 

안전여유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이때 필수적으로 확보해야하는 특성이 재료

의 파괴인성이다. 파괴인성의 정의로는 역학적 인자 혹은 적용방법 등에 따라 몇 가지의 

매개변수들이 사용되고 있으며, 미국 표준시험규격(ASTM)에서 채택하고 있는 표준시험

방법도 KIC(E399), JIC(E813), J-R curve(E1152), CTOD(E1290) 등 여러 가지가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되어 왔다. 또한 최근에 제정된 ASTM E1820-96에서는 위의 4가지 파라

메타들을 통합하여 평가하는 종합적 파괴인성 시험법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

로 파괴인성을 지칭할 때는 KIC나 JIC를 뜻하는 경우가 많다. KIC는 완전취성파괴가 발생

하는 저온 역에서 평면변형 파괴인성을 의미하며, JIC는 연성안정균열성장이 진행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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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온 역에서 연성균열 시작저항성을 뜻한다. 이 두가지 파라메타에 대하여는 지난 수십

년간 많은 실험과 이론적인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시편의 크기 제한조건 등을 만족할 경

우 비교적 일관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재료 특성값으로 사용되고 있다.

  파괴역학 측면에서 공학적으로 가장 결정하기 어려운 부분은 연성-취성 천이온도구역

에서의 파괴인성 값으로 어떤 인자를 취하는가 하는 점이다. 이 온도구역에서의 파괴인성 

시험결과들의 대표적인 특징으로는 ①파단면에서는 약간의(혹은 거의 없는) 안정균열성장

을 수반한 취성벽개파괴 모드임이 관찰된다. ②측정된 파괴인성 결과의 편차가 비교적 크

고 시편의 크기 의존성이 뚜렷하다. 지난 십여년간의 연구결과 이 역에서의 취성파괴 

기구는 균열선단 앞에서의 응력상태와 함께, 재료내에 분포되어 있는 석출물이나 개재물 

등이 균열전파의 방아쇠 역할을 하는 통계적인 거동과 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

되고 있다[12-15]. 이에 따라 파괴인성 측정값의 편차 및 시편크기 의존성을 와이불

(Weibull) 확률이론으로 설명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16]. 이를 바탕으로 수천개의 시

험결과들을 동일한 크기의 시편(1인치 두께, 즉 1T-CT)에 해당하는 값으로 환산하여 온도

축에 대해서 도시한 결과 대부분의 페라이트/베이나이트계 철강재료가 예측 가능한 편차

범위내에서 동일한 상대적 천이거동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단지 재료간의 차이는 

절대적 온도축의 위치만 다르게 나타나며 이를 보정해주는 인자로서 천이특성 기준온도

(To)가 정의되었다. 따라서 BCC 철강재료의 파괴인성 천이특성은 다음과 같은 하나의 실

험식으로 표현될 수 있으며 이를 Master curve로 부른다[9]. 

             KJC (med ) =  30 + 70⋅exp [ 0.019 (T-To )]       (
o
C, MPa√m)    (1)

  ASTM에서는 Master curve 방법을 표준 시험규격 E1921-97로 발간하 다. 현재까지 동 

시험방법은 원자력 산업계를 중심으로 적용범위가 점차 넓혀져가고 있으며, 일반 철강 구

조물의 안전진단 시험에도 적용이 확대될 것이 예상된다. 

1.2.2 실험방법

  시험절차는 일반 파괴인성 시험과 마찬가지로 예비피로균열을 가진 CT 시편이나 3점

굽힘시편을 사용하여 일정속도로 인장 혹은 압축하여 cleavage 파괴가 발생할 때까지 수

행한다. 각 시험편의 파괴인성 (KJC)은 시험중에 얻어진 하중과 하중선변위 곡선으로부터 

cleavage 까지 시편에 가해진 J-integral 값 (Jc)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환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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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JC =  E⋅J C   (2)

  시험온도는 주어진 시편에서 대략 100 MPa√m 정도의 평균값이 얻어질 수 있는 온도

로 결정하는 것이 적당하다. 이에 따르면 Precracked Charpy 시험편에서 대략적으로 추

천되는 시험온도는 Ttest = T28J - 50
o
C 정도이다 (여기서 T28J은 Charpy 충격곡선에서 28J 

정도의 흡수에너지가 얻어지는 온도). 시험조건에서 취성벽개파괴 이전에 0.5mm 이상의 

안정균열성장이 수반되면 시험결과는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다른 파괴인성 시

험법과 마찬가지로 본 시험에서도 측정된 결과가 유효한 파괴인성값으로 간주되기 위하

여 시편크기에 따른 제한 조건이 있으며 다음 식과 같다. 이 제한조건은 다른 파괴인성 

표준시험법에 비해서 비교적 완화된 것이다. 

                              K JC ≤ (E b o σ ys / 30)
1/2   (3)

여기서 E=탄성계수, bo=리거멘트 길이, σ ys=항복강도

1.2.3 해석방법 (파괴인성 천이특성 기준온도 (To)의 결정)

  동일한 시험온도에서 6∼10개 이상의 유효한 data가 얻어지면 모든 data를 다음과 같

이 통계처리하여 기준 특성온도 To를 결정할 수 있다. 이때 (3) 식의 유효범위를 넘는 측

정값들은 (3)식의  최대유효 상한값을 대입하여 계산한다.

  먼저 각각의 시험편으로부터 얻어진 KJC 값을 weakest-link-theory에 의거한 확률이론

에 기초하여 1T-CT 시편에서 예상되는 파괴인성값을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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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m

  (4)

여기서 B는 시험편의 두께, B(1T)는 기준이 되는 1T-CT의 두께로 1인치이며, Kmin은 20 

MPa√m로 정의된다. 

  최소 6∼10개이상의 유효한 data를 포함하는 data set에 대하여 파괴인성값의 50%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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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적 평균값(KJC(med))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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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때 Ko =  [ ∑
N

i=1
(KJC ( i )-20)

4 /(r-0.3068 ) ]
1/4

 + 20MPa m           (6)

여기서 N은 시험된 시편의 총 숫자, r은 그 중 유효한 data의 개수이다.

  1인치 두께의 시험편에 있어서 페라이트계 강의 온도에 따른 파괴인성 변화는 (1) 식의 

실험적 경험식(Master Curve)으로 나타내어지므로 ferritic steel의 천이특성 기준온도 (To)

를 다음 식으로부터 계산할 수 있다.

                     To =  T - 
1

0.019
ln [

KJC (med )-30

70 ] (7)

보다 상세한 시험 및 해석절차는 표준시험법 및 관련 문헌들을 참고하기 바란다.

  구해진 특성온도를 이용하여 master curve와 그에 따른 확률적 허용오차범위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K JC, 1T =  D 1 + D 2⋅ exp [ 0.019 (T-To )]       (8)

여기서 신뢰도 범위에 따른 D1 및 D2 계수값은 다음과 같다.

Tolerance Bound (TB) %

1 2 3 5 10 90 95 97 98 99

D1 23.5 24.3 24.7 25.4 26.4 33.6 34.6 35.3 35.8 36.5

D2 24.5 30.0 33.2 37.8 44.9 95.1 102.2 106.8 110.3 115.5

1.3 재료 및 시편, 실험조건

  본 연구에 사용된 재료는 가압경수로형 원자로 압력용기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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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508-3 단조재 및 SA533-B1 판재이며, 이들 저합금강의 미세구조는 전형적인 tempered 

bainite 이다. 표 1과 2에 실험에 사용된 5개 heat의 화학성분 및 상온 인장성질을 정리하

다. VCD-1, VCDA, SKA은 한국중공업(주)에서 각각 서로 다른 정련과정으로 제조된 

상용 재료이며, JFL과 JRQ는 IAEA (국제원자력기구)에서 국제공동실험을 위해 특수 주문 

제작한 연구용 재료이다. 각 재료는 모두 두께 200mm 이상의 대형 실 구조품과 동일한 

크기로, 두께의 1/4 깊이 지점에서만 시료를 채취하여 파괴인성 시험편을 T-L 방향으로 

가공하 다. 

  연구에 사용된 시편의 종류는 Charpy 시험편(10*10*55, mm) 크기의 3점 굽힘시험편

(PCVN) 및 그것을 1/3로 축소한 1/3-PCVN 시편, 그리고 표준 CT (1T or 1/2T) 시험편 

등이다. 초기균열길이가 시편폭의 약 50% 정도 되도록 예비피로균열을 실온에서 생성하

다. 일부시편에는 피로균열 생성후에 양측면에 두께의 10% 깊이씩 측면홈을 가공하

다. 일부 중성자 조사된 시편의 시험은 방사능 차폐시설 (hot cell) 내에서 로봇 팔을 이

용하여 원격시험되었다. 시험온도는 Isopentane을 냉매액으로한 저온조에 액체질소를 순

환시키거나, 강제 대류형 chamber 내에서 액체질소를 직접 분사하여 ±0.5
o
C 이내로 정

히 조절하 다. 

1.4 실험결과 및 고찰

1.4.1 각 시험조건별 파괴인성 시험결과

  시험온도 범위 내에서 모든 시편의 최종 파괴모드는 불안정 취성파괴 양상을 나타내었

으나, 하중-변위 곡선 상에서 파단시까지의 소성변형량은 재료 및 시험온도 뿐만 아니라 

동일 조건에서도 각 시편 사이에 편차를 보 다. 시험온도가 증가할수록 파괴가 일어나기 

전까지의 소성변형량은 대체로 증가하 으며, 천이구역의 상부에서는 많은 소성변형후에 

약간의 안정균열진전이 발생한 후에 불안정 취성파괴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파괴모드의 

천이현상을 보여주었다. 

  그림 1의 (a)~(e)에는 각 재료별로 파괴인성시험 결과를 온도에 따라 도시하 다. 모든 

시험결과는 식 (4)를 이용하여 1T-CT 시편에 해당하는 파괴인성값으로 보정하 으며, 각 

재료에서 구해진 기준특성온도(To)도 함께 도시하 다. 각 그림에서 실선과 점선은 각각 

ASTM 표준시험법에 따라 결정된 파괴인성 천이특성곡선 및 90% 신뢰도 구간 (5% 및 

95% 상․하한선)을 나타낸다. 비교를 위하여 실제 1T-CT (혹은 1/2T-CT) 시험편으로부터 



- 11 -

얻어진 실험결과도 사각형 표시로 함께 도시하 다.

  파괴인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VCD-1 재료의 경우 비교적 분산범위가 크고, 시험편 종

류에 따른 향도 나타났으나 예상되는 신뢰도 구간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다. 다른 4

개 재료의 경우에는 시험결과의 분산도 및 시편 종류에 따른 향이 그다지 크지 않았다.  

  그림 2는 여러재료의 PCVN 시험편으로부터 얻어진 파괴인성 시험결과를 온도에 대해 

함께 도시한 것이다. 이때 각각의 파괴인성값은 식 (4)를 이용하여 1T-CT 시편크기에 해

당하는 값으로 환산하 다. 또한 수평축은 각 재료의 천이특성 기준온도 (To) 값으로 보

정된 온도를 적용하 다. 그림 2에서 보는바와 같이 5개 재료를 모두 종합한 시험결과는 

실제 파괴인성의 온도에 대한 의존성이 ASTM E1921에서 제시된 Master curve에 의해 

잘 기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부 실험 data는 비교적 큰 편차를 보여주는 경우도 있

지만 이 또한 동 방법에서 제시되고 있는 이론적 data 분산범위 (5% 및 95% 오차허용범

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이로부터 천이특성 기준온도(To)는 각 재료의 파괴인성 

천이거동을 정량화 할 수 있는 재료 특성값으로 충분히 적용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

다. 표 3에는 각 재료별로 시험조건에서 구해진 천이특성 기준온도 To 값들을 도표로 정

리하 다. 

1.4.2 와이불 피팅

  ASTM E1921-97 표준시험법은 취성파괴에 대한 weakest-link-theory와 3-parameter 와

이불 확률분포 이론에 기초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얻어진 실험결과들이 그에 잘 

일치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와이불 피팅(Weibull Fitting)을 행하 다. 3-파라메터 와이

불 함수에 의한 파괴확률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P f =  1 - exp [-(
KI-K min

Ko-K min )
m

]   (9)

여기서 Pf는 응력확대계수 KI에 해당하는 외부하중이 가해질 때 시편이 파괴될 확률을 

나타낸다. Ko는 주어진 조건에서 재료의 특성값이며, 개념적으로는 63.2%의 파손확률을 

갖는 파괴인성값이다. 계수 m은 와이불 분포의 기울기이며, Wallin[7] 및 Anderson 등

[13]에 의하면 균열 첨단 응력장(crack tip stress field)으로부터 유도된 이론적인 와이불 

계수는 약 4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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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 (9)로부터 양변에 더블 로그를 취하고 KI를 각 시편에서 실제 측정된 KJC 값으로 대

체하면, 다음과 같이 lnln[1/(1-Pf)] 를 수직축으로 하고, ln[KJC-Kmin] 를 수평축으로 하는 

3-파라메터 와이불 그래프를 얻는다.

      ln ln [
1

1-P f
] =  m⋅ln (KJC-K min ) - m⋅ln (Ko-K min )     (10)

여기서 각 측정치의 발생확률(Pf)은  동일조건에서 얻어진 N개 시편의 파괴인성 측정값

들을 크기 순서로 정렬한 후, i-번째 순위의 값에 대한 발생확률로 다음과 같이 근사적으

로 정의된다.

          P f, ( i ) =  
i - 0.3
N + 0.4

     (11)

  그림 3은 예비균열처리된 샤르피 시험편에 대한 소형 3점굽힘 시험결과를 3-파라메터 

와이불 그래프에 도시한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이론적인 기울기 4에 잘 일치하고 있으

나, 그림 3-(a)에서 온도가 높은 경우는 다소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는 고온에서 소성 구

속력의 상대적인 효과가 작은 때문으로 생각할 수 있다. 상대적인 소성구속력의 효과를 

인위적으로 크게 하기 위하여, 보다 큰 시험편 (1T-CT) 및 양쪽면에 10%씩의 측면 홈

(side groove)을 가공한 샤르피 크기 소형시험편을 시험한 결과에서는 동일온도에서도 그

림 3-(b)에서와 같이 비교적 일정한 기울기의 분포를 얻을 수 있었다. 

1.4.3 시험편의 크기효과  

  일반적으로 파괴인성 시험 결과의 큰 특징은 시편이 클수록 측정되는 파괴인성치가 작

아진다는 것이다. 이는 주로 소성구속력의 차이에 기인하는 효과[17]로 설명되어 왔으나 

그 효과를 정량화 하기란 쉽지 않다. 한편, 불안정 취성파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험편

의 크기효과(specimen size effect)를 확률적 취성파괴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18] 재료

내에 무작위로 분포되어 있을 수 있는 작은 취약지역의 하나에 임계응력이 작용하여 벽

개 파괴가 시작하면 시편전체가 파단된다는 최대취약결합설(Weakest Link Theory)을 가

정하면, 재료내의 국부적인 취약지역이 시편의 균열선단 부근에 분포할 수 있는 확률은 



- 13 -

균열선단의 폭(즉, 시편의 두께)에 비례하므로 파괴인성의 시편크기 의존성을 다음과 같

이 정량화 할 수 있다.

  임의의 두께를 갖는 시험편의 균열선단은 단위 두께를 갖는 여러개의 시편이 직렬로 

조합된 상태로 단순화하자. 이중 한 개의 시편이 파단되면 전체 시편이 취성파괴되는 것

으로 가정할 수 있다. 따라서 시편의 전체두께를 X 라하면 이의 파손확률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P f,X =  1 - 1 - P f, oX  (12)

여기서 Pf,X 와 Pf,o은 각각 임의의 두께를 갖는 시편과 단위두께 시편에 대한 파괴확률을 

의미한다. 식 (12)를 식 (9)에 대입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P f,X = 1 - exp [-(
X
1/m
⋅(KI-K min )

Ko-K min )
m 

]                     (13)

이를 식 (9)와 비교하면 단위 시편 (1T-CT) 크기에 대한 파괴인성값의 보정식이 식 (4)와 

같이 얻어진다.

  Master curve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적 특징은 측정되는 파괴인성값을 시편크기의 

함수로 표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weakest-link-theory에 기초한 Weibull 확률해석절

차에 의해 유도된다. 균열선단의 이론적 응력장을 기초로 하여 유도된 Weibull 기울기는 

4이며, 이 값을 적용할 경우 두께가 10mm인 PCVN 시편에서 측정되는 파괴인성값은 

1T-CT (두께 25.4mm) 시편에서 측정되는 값을 20∼40% 정도 과대평가한다. 이렇게 시편

크기에 따라 다르게 측정될 수 있는 파괴인성 값을 식 (4)로 보정하여 일정크기의 시편에 

해당하는 값으로 환산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실제로 실험 결과가 이론적 보정식과 잘 맞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직접 1T-CT 

시편을 시험해야한다. 하지만 1T-CT 시편 1개의 부피는 PCVN 시험편 18개 정도의 분량

으로 많은 재료가 소요된다. 이 때문에 모든 재료를 다 1T-CT 시편으로 확인시험은 하지 

못하 으며 SKA 재료 및 용접재(Lnde 1092) 등 두 개의 재료에서만 실제 시험을 수행하

다. 또한 JFL과 JRQ 두 개의 재료에 대하여는 1/2T-CT 시편을 시험하 다. 그림 4는 

그 결과를 도시한 것이다. 그림에서 보듯이 천이온도 역에서 취성파괴시에 측정되는 파

괴인성 값에 대한 이론적 보정식 (4)를 사용할 경우 실제 실험결과를 만족스럽게 예측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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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주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하지만 JRQ 재료의 경우는 약간의 오차를 보여주었으며 이

는 주로 이 재료가 Phosphorus와 Sulfur 등 잔류 미량원소가 많고 기지내에 segregation 

효과가 뚜렷한 미세조직적으로 비교적 불균질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되나 이에 대

해서는 보다 상세한 연구가 필요하다. VCD-1과 VCDA 재료의 경우는 평가에 필요한 실

험결과의 수가 충분치 못하지만, 역시 결정립과 탄화물이 커서 미세조직적으로 다소 불균

질한 것으로 평가되는 VCD-1 재료에서 실험편차가 더 크게 나타났다. 

1.4.4 극소형 크기 (1/3-PCVN) 파괴인성 시편의 적용

  표준 Charpy 시험편을 1/3로 축소한 극미소 파괴인성 시험편을 이용하여 동 시험방법

을 적용하여보았다. 시편 크기의 축소는 재료의 조사취화 연구를 위해서 연구용 원자로나 

입자가속기를 사용할 시에 입자조사 및 방사능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편이다. 그림 5

는 이 시편으로 얻어진 파괴인성 시험결과를 PCVN 시편에서 얻은 Master curve와 비교

하여 도시하 다. 이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식 (4)에 근거하여 표준 1T-CT 시편크기에 

해당하는 값으로 환산하 다. 하지만 시험결과는 이 시편 크기에 대해 ASTM E1921의 유

효조건을 만족치 못하는 시험결과를 다수 포함하 다. 또한 data의 편차도 예상범위에 비

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가지 고무적인 결과는 측정된 파괴인성의 평균값은 비교

적 재료별 특성값과 일정한 경향을 주었다는 점이다. 5개의 재료 모두 -140
o
C 동일 온도

에서 시험되었으며 그림 6에 보는 바와 같이 비교적 일정하게 표준 크기시편 보다 약 

10
o
C 정도 낮은 값으로 상관관계를 보 다. 이의 적용성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실험자료

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1.4.5 측면홈 (side-groove)의 향

  일반적으로 J-R 시험과 같은 연성 파괴인성 시험에서는 시편의 양쪽면에 10%씩의 측면

홈을 가공하는 것이 여러면에서 추천되고 있다. 이는 시편 표면부의 소성구속력을 높이

고, 균열선단에 평면변형과 유사한 환경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줌으로써 균열진전을 균일

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 또한 측정된 파괴인성 값은 약간 보수적인 값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취성파괴에서 측면홈의 향은 분명치 않다. ASTM E1921-97 시험

법에서 측면홈의 가공은 선택사항으로 제시되어 있다. 그림 7은 본 연구에서 실험으로 얻

어진 측면홈의 향을 종합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7에서 볼 때 마스터커브 시험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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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측면홈의 향은 별로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PCVN 시편의 경우는 두 시험조건에서 

모두 측면홈 가공 유무에 상관없이 거의 같은 TO 값이 결정되었다. 1/3-PCVN의 경우는 

일관되지 않은 시험편차를 보여주고 있으나, 이는 주로 측면홈을 가공한 시편에서 편차가 

큰 때문이다. 시편이 매우 작은 경우 측면홈 가공부위와 균열진전면이 정확히 일치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실험 오차를 유발할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마스터커브 취성파괴인성 평가시험시에는 측면홈의 긍정적인 효과는 없는 것으

로 판단된다. 이는 조사재 시험편과 같이 시편에 측면홈을 가공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시

간과 인력을 소비하지 않아도 됨을 의미하므로, 원자로압력용기강의 조사취화 평가에 있

어서 현실적으로 매우 고무적인 결과이다. 

1.4.6 시험온도의 향

  마스터커브 시험법을 이용하여 파괴인성 천이특성을 평가함에 있어서 직면하는 또하나

의 중요한 변수는 적절한 시험온도의 선택이다. 시험법에서는 샤르피 충격커브로부터 적

절한 시험온도를 결정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결정된 온도에서 

시험을 하여도 최적의 실험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실제 시험온도가 최종

적으로 결정되는 TO값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각 시험온도에서 결정된 TO값과 그 

재료의 기준온도(TO 평균)과의 차이를 Y축으로 하고, 실제 시험온도의 측정된 TO 값으로

부터 벗어난 정도를 X축으로하여 그림 8과 같이 도시하 다. 그림 8로부터 전체적인 경

향은 어느정도 범위내에서 시험온도에 따른 TO의 향은 그리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동일한 시편형상의 경우는 시험온도가 낮을수록 약간 보수적인 결과를 주는 경향도 발견

할 수 있으나, 그 차이가 뚜렷하지는 않다. 

1.4.7 샤르피 충격시험 결과와의 연관성

  전통적으로 충격시험 결과로부터 천이온도 특성을 나타내는 특성 값으로는 FATT, 

TNDT, T50ft-lb, T30ft-lb, T28J 및 T35mil 등 여러 가지 값들이 적용되어왔다. 그림 9는 각각의 재

료들에 대하여 충격시험 결과로부터 얻어질 수 있는 여러가지 특성 온도들을 본 연구에

서 구한 파괴인성 특성온도(To)에 대하여 도시하고 그 상관관계를 알아본 것이다. 그림에

서 보는 바와 같이 전통적인 천이온도 지시값 들 중에서 FATT와 NDT(낙중시험)는 파괴

인성시험으로 구한 기준특성온도 To와 상관관계가 매우 좋지 않았다. 그 밖의 Charpy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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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시험 곡선의 특정 에너지 온도는 TO와 어느 정도의 상관 관계를 보 다. ASME 코드에

서 원자로압력용기의 초기 기준무연성 천이온도 결정에는 충격시험과 낙중시험 결과 중 

보수적인 값을 선택하도록 되어있으므로, RTNDT 와 TO와의 상관관계는 그다지 좋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Wallin[19]은 비교적 많은 데이터베이스에 근거하여 충격시험으로부터 구한 T28J 값과 

To 사이에 선형적인 관계를 다음과 같이 보고하 다. 

       TO =  T 28J - 18
o
C       (14)

 

그때의 표준편차는 약 14
o
C이다. 그림 10은 본 연구에 PCVN 시편으로 얻어진 관계를 도

식화 한 것이며, 그 선형관계는 Wallin의 경우와 같이 유지되지만 절대값의 크기는 약 

10
o
C 정도 벗어난다.

       TO,PCVN =  T 28J - 28
oC       (15)

이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PCVN 의 시편두께가 Wallin이 사용한 데이터베이스의 평균 

시편 두께 1.2인치에 비해 작기 때문으로 사료되며, 앞에서 설명한 시편크기의 향을 고

려할 때 매우 신뢰성있는 값이다. 참고를 위해서 그림 10에는 중성자 조사에 의해 천이온

도가 급격히 높아진 일부 데이터를 첨가하 다. 그림 10으로부터 마스터커브 시험에 의한 

파괴인성 천이특성 기준온도(TO)와 충격곡선(T28J) 사이에는 선형적인 관계가 유지되는 것

으로 판단되며, 이는 비조사재와 조사재에서 동일하다. 샤르피 충격시험의 간편성 및 과

거에 축적된 많은 시험자료의 유용성을 고려하면 그 결과와 파괴인성 시험결과와의 연관

성에 대해 이론적/실험적으로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20]

1.5 결 론

  연성-취성 천이온도 역에서 파괴인성 특성을 평가하기 위한 새로운 표준시험법

(ASTM E1921-97 for Determination of Reference Temperature, To, for Ferritic Steels in 

the Transition Range)을 적용하여 베이나이트계 압력용기용 저합금강의 파괴인성 시험을 

수행하 다. 동 시험법의 가장 큰 특징은 파괴인성 측정값의 시편크기에 대한 의존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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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성파괴 확률이론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며, 본 연구의 실험결과도 그 타당성을 뒷받

침해주었다. 또한 Charpy 시편정도의 소형 시편을 이용하여 파괴인성을 평가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함을 확인하 으며, 실험결과들은 제시된 Master curve 특성곡선과 예측되는 

편차범위에서 잘 일치하 다. 1/3-PCVN 과 같은 극미소 시편의 적용은 주어진 제한조건

을 만족하기가 매우 어렵고 실험편차도 매우 커서 표준값으로 이용은 힘들지만, 실험결과

의 평균값은 어느 정도 실제 재료특성과 비교적 좋은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미세조직적

으로 다소 불균질성을 보이는 일부 재료에서는 시편 크기의 차이가 비교적 크게 나타났

으며, 이에 대한 추가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취성파괴인성 마스터커브 시험

법에서 시편에 측면홈을 가공하는 것은 결과에 큰 향을 미치지 않았다. 측면홈의 가공

에 소요되는 비용 및 가공 오차를 고려하면 동 시험방법에서 측면홈 가공은 하지 않는 

것이 더욱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어느 정도 범위내에서 선택된 시험온도는 최종 결과

에 뚜렷한 향을 미치지는 않았으나, 동일한 시편을 사용할 경우 시험온도가 낮을수록 

약간 보수적인 결과를 주는 경향도 일부 관찰되었다. 파괴인성 천이특성 기준온도(TO)와 

샤르피 충격특성 기준온도(T28J) 간에는 선형적인 관계가 비교적 잘 유지되었으며, 그 관

계는 조사재와 비조사재에서 동일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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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emical compositions of the tested materials.

 

Heat

No.

Material

Id. *

Chemical composition (wt.%)

C Si Mn P S Ni Cr Mo Al Cu V

1 VCD-1 0.18 0.08 1.43 0.008 0.003 0.78 0.04 0.52 0.005 0.06 0.006

2 VCDA 0.18 0.10 1.46 0.006 0.003 0.86 0.15 0.51 0.018 0.03 0.004

3 SKA-1 0.21 0.24 1.36 0.007 0.002 0.92 0.21 0.49 0.022 0.03 0.005

4 JFL 0.17 0.25 1.44 0.004 0.002 0.75 0.20 0.51 0.016 0.01 0.004

5 JRQ 0.18 0.24 1.42 0.017 0.004 0.84 0.12 0.51 0.014 0.14 0.002

       * Materials H1∼H4 : ASME SA508-3,   Material H5 : SA533-B-1

Table 2. Summary of tensile test results at room temperature.

Heat

No.

Material

Id.

YS (MPa)

at R.T.

UTS (MPa)

at R.T.

Elongation (%)

at R.T.

1 VCD-1 424 597 24

2 VCDA 431 560 27

3 SKA-1 457 602 27

4 JFL 478 613 22

5 JRQ 477 63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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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ummary of Elastic-Plastic Cleavage Fracture Toughness Test Results.

Material Specimen 
Test 

Temperature
(oC) 

KJC(med) 
for 1T 

(MPa√m) 

TO 
(oC) 

No. of data 
(valid/total) 

VCD-1 PCVN -100 60.5 -56.2 8/8 
 PCVN -75 86.8 -64.0 8/8 
 1/3-PCVN -140 49.8 -73.0 7/8 
 1/3-PCVN-SG -140 44.0 -55.2 8/8 
      

VCDA PCVN -100 67.9 -67.8 7/7 
 PCVN -75 105.2 -78.8 6/10 
 1/3-PCVN -140 56.4 -88.7 7/9 
      

SKA-1 PCVN -100 82.6 -85.0 9/9 
 PCVN -80 94.1 -75.4 6/7 
 1/3-PCVN -140 55.1 -86.0 6/8 
 1/3-PCVN-SG -140 55.3 -86.5 7/10 
 1T-CT -60 123.8 -75.3 6/6 
 PCVN (Irr.)* -100 97.2 -97.9 6/9 
 PCVN (Irr.)* -80 115.7 -90.6 4/7 
      

JFL PCVN -100 99.6 -99.7 7/8 
 PCVN -120 -74.6 -96.2 8/8 
 PCVN-SG -100 104.9 -103.6 7/10 
 PCVN-SG -120 67.9 -87.8 10/10 
 1/3-PCVN -140 62.9 -100.3 8/15 
 1/3-PCVN-SG -140 - - 3/8 
 1/2T-CT -90 120.1 -103.3 6/6 
      

JRQ PCVN -100 61.2 -57.4 8/8 
 PCVN -75 90.7 -67.5 7/8 
 PCVN -60 101.0 -60.8 6/8 
 PCVN-SG -75 92.1 -68.7 7/8 
 PCVN-SG -60 101.1 -60.8 6/10 
 1/3-PCVN -140 48.0 -68.5 7/8 
 1/3-PCVN-SG -140 55.7 -87.2 6/8 
 1/2T-CT -60 86.9 -49.1 10/10 
 PCVN-SG (Irr.)* 60 91.6 66.8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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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Fracture toughness (KJC) test results of the test materials: (a) VCD-1 (b) VC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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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Fracture toughness (KJC) test results of the test materials: (c) SKA (d) JF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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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Fracture toughness (KJC) test results of the test materials: (e) JR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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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항  동적하중속도에서 탄소강 배관재의 J-R 파괴저항특성

         시험/평가기술

2.1 서론

  광 3/4 호기 이후 국내 표준형 원자력발전소의 설계에는 탄소성 파괴역학 

(Elastic-Plastic Fracture Mechanics) 에 근거한 파단전누설 (LBB, leak before break) 개념

을 적용하고 있다. 파단전누설 설계 개념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원자로 구조용 재료의 가

동온도에서의 정적 하중뿐만 아니라 지진하중을 고려한 동적 하중 하에서의 J-R 파괴저

항 특성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정적 파괴저항 시험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탄성해중법 (Unloading Compliance 

Method) 을 많이 사용하며, 그 상세한 시험 방법 및 결과의 해석 방법이 ASTM E 1820 

에 표준화되어 있다. 그러나 지진하중 정도까지의 하중속도 하에서의 동적 파괴저항시험

의 경우에는 하중선 변위속도가 10
3
mm/min 의 단위에 이르므로 탄성해중법에 의한 파

괴저항성 평가가 불가능하여, 직류전위차법 (DCPD, direct current potential drop 

method) 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직류전위차법은 앞선 많은 연구자들의 연구를 거

쳐 근래에는 파괴연구에 있어서 균열의 진전량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가장 간편하고, 비교

적 정확하다고 알려져 왔다. 그러나 직류전위차법을 이용한 파괴저항시험법은 ASTM 에 

의해 표준화되어 있지 않을뿐더러, 특히 동적 하중 하에서 시험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해

석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기술적인 난점이 뒤따른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자체적으로 구축한 시험 시스템 및 해석 방법을 적용하여, 

원자력중장기 연구개발사업의 일부로 수행한 원자로 1차 계통 배관 및 엘보우용 소재들

에 대한 정적/동적 파괴저항시험 결과를 이미 보고한 바 있다. 여기서는 이때 축적된 기

술을 바탕으로 동적 파괴저항 시험에 직류전위차법을 적용하는데 있어서의 문제점 및 해

결방법에 대한 토의와 그 적용결과를 종합적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2.2 직류전위차법을 이용한 J-R 파괴저항 시험에 관한 문헌 분석 

  J-R 파괴저항 곡선의 결정에 있어서의 직류전위차법 (DCPDM, direct current potential 

drop method) 에 관한 기본 사항에 대해 간략히 정리하 다. 다음의 내용은 Wilkows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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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Maxey, Schwalbe, Wei 와 Brazill, Ritchie 와 Bathe 등이 발표한 문헌들에서 토의되었

던 사항을 바탕으로 정리된 것이다.

 

2.2.1 직류전위차법의 기초

  직류전위차법은 전류를 전달하는 물체에 어떤 불연속이 생기면 그 주위의 전기장에 방

해가 일어난다는 사실에 기초한다. 이때 방해의 정도는 불연속의 크기와 형상에 직접적으

로 의존한다. 이것을 균열 진전량을 측정하는데 적용할 때는, 균열이 존재하는 시편에 정

전류를 흘려주고 균열이 진전함에 따른 전위차의 변화를 측정하게 된다. 균열 길이가 증

가함에 따라서 시편 내에 균열이 나지 않은 부분의 면적이 줄어들게 되고, 시편의 전기적 

저항은 증가하게 되므로, 균열을 가로지르는 두 측정점 간의 전위차는 증가하게 된다. 전

위차 증가량을 통해 균열길이의 증가량을 계산한다. 따라서 이 방법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는 균열진전량과 전위차 변화량 사이의 관계를 올바로 도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Johnson은 center cracked tension (CCT)시편 내의 균열진전량과 전위차의 변화량과의 

관계를 결정짓는 아래 식 (1)을 고안하 다. 

a = (2w/π)/cos
-1  cosh(πy/2w)

cosh { (U/U 0)cosh
-1
 [ cosh (πy/2w)/cos (πa0/2w)]}

  (1)

         U : 시편에서 측정된 전압, U0 : a0 에서의 전압

          y : 전압 측정점 사이의 거리/2, W : 시편의 너비

          a0 : 실측 초기균열 길이, a : 계산된 균열길이 

  Schwalbe와 Hellman은 CCT 시편 형상의 대칭성을 고려할 때 이 관계식은 single 

edge notch (SEN) 시편에서뿐만 아니라, 약간의 오차는 있지만, 형상적으로 SEN 시편의 

축소형이라고 할 수 있는 compact tension (C(T)) 시편에서도 성립한다고 하 다. 또한 

이들 연구자들과 Wilkowski 등은 이 식이 실험적으로 잘 맞음을 입증한 바 있다. 이러한 

검증들을 거쳐 현재는, Johnson의 식이 일반적으로 직류전위차법을 이용한 파괴저항성 

시험에서 C(T) 형상 시편에서의 전위차와 균열길이 변화량의 관계식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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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균열 시작점 (Crack Initiation Point) 의 결정

  J-R 곡선 결정에 직류전위차법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정은 균열이 시작

될 때까지 전위차 대 균열열림변위 (COD, crack opening displacement) 가 선형적인 관

계에 있고, 이 선형적인 관계에서 벗어나는 점이 균열의 시작점이라는 것이다. Lowes 와 

Fearnehough 는 구조용강에 대한 Charpy 크기 시편을 시험에 직류전위차법을 사용하여 

이런 사실을 처음으로 밝혔다. 

2.2.3 직류전위차 신호의 해석

  J-R 파괴저항 시험과 같은 연성파괴시험 (Ductile Fracture Tests) 에서는 균열 길이의 

증가 외에도 전위차의 증가에 향을 주는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요인들이 있을 수 있다.

•변형 : 소성변형에 의해 시편의 고유 전기저항과 리가먼트 (ligament)가 변할 수 있다.  

•Blunting : 균열 선단에서의 심한 국부적인 변형은 상당한 균열의 성장을 가져 온다.

•공동 성장 (Void Growth) : 균열선단 역에서의 심한 국부적 변형은 공동을 성장케 

하여 전기저항에 향을 준다. 

이러한 요인들은 모두 전기저항을 증가시키고, 따라서 측정된 전위차에 향을 미친다. 

그러나 변형과 공동 성장에 의한 전위차의 변화는 균열의 성장에 의한 전위차의 변화에 

비해 상당히 작으므로 이들의 향은 무시될 수 있다. 그러므로, 전기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균열 진전량은 blunting에 의한 것과 진정한 균열 성장에 의한 것의 합이라 할 수 

있다.

2.2.4 시편의 전류 입출력점과 전위차 측정점의 위치

  시편에 전류를 입출력하는 단자를 설치하는 위치와 전위차를 측정할 수 있는 선을 연

결하는 위치는 측정오차와 정 도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측정점의 위치변화에 대해 신호

의 변화가 크지 않으며 균열 길이의 변화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곳이 가장 좋은 

위치이다. 유한요소 해석결과에 의하면 시편 윗면에서 밑면으로 전류를 통하여 균열 입구

에서 서로 엇갈려 전위차를 측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전위차 측정

에 사용하는 선은 위치선정 오차를 줄이기 위해 가능한 한 가는 것을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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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동적 하중 시험에의 직류전위차법의 적용성

  

  균열진전량을 측정하는데 직류전위차법을 적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잇점은 

빠른 하중속도에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빠른 하중속도 하에서는 강자성 

(ferromagnetic) 시편에서의 자구 (magnetic domain) 가 변형방향으로 정렬하기 위해 회

전하기 때문에 입력전류가 없을 때도 자체 유도 전위 (self-induced potential) 를 발생시

킨다. 이런 현상은 Bardal 등에 의해 밝혀진 magneto-strictive 효과의 역의 현상으로써 

magneto-elastic 효과라 불린다. 따라서 동적 하중 시험 시에는 균열 진전에 의한 전위차

와 자기적으로 유도된 전위차를 분리해 내는 것이 data를 정확히 해석하는데 가장 큰 관

건이 된다. 그러나 균열 진전에 따라 자기 유도된 전위차가 개입하는 정도가 변화하기 때

문에 이들을 분리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2.3 직류전위차법을 이용한 동적 J-R 파괴저항시험 시스템 구축

  J-R 파괴저항 시험 시 시편으로부터 직류전위차를 정확히 측정하는데는 기술적으로 많

은 어려움이 따른다. 특히 짧은 시간 동안에 시험이 이루어지는 동적 파괴저항시험에 적

합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는 상당한 주의와 기술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보고된 원자로재

료에 대한 동적 파괴저항 특성 자료가 거의 전무한 것도 상당 부분 이러한 실험상의 어

려움에 기인한다. 직류전위차법을 이용한 동적 파괴저항시험에서 기술적으로 가장 어려

운 부분은 시편과 시험기 사이의 전기적 절연문제, 잡음 신호 (noise signal) 의 차단 문

제, magneto-elastic 효과의 최소화 및 분리, 고성능의 data acquisition 시스템의 구축 등

이다. 그림 1과 2에 직류전위차법을 이용한 동적 파괴저항시험 시스템의 사진 및 개략도

를 나타내었다. 여기서는 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기술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에 대해 기

술한다.

2.3.1 절연장치

  시험기와 시편을 전기적으로 분리하면서도 하중을 정상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적절한 

절연방법이 사용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시편과 시험기 사이에 절연물질을 삽입하는 방

법이 사용된다. 시편을 지지하는데 사용되는 pin을 원통형 절연체로 감싸서 clevis 와 절

연하는 방법과 clevis 에 연결된 rod를 절연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전자의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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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n 과 pin hole 사이에 상당한 마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data 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있

다. 또한 절연체가 변형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며, 실험상의 번거로움도 따른다. 따라서 

동 연구자들은 rod 중간에 절연체를 삽입할 수 있는 특수한 하중 전달체를 고안하여 사

용하 다. 

2.3.2 Data Acquisition 시스템 

  직류전위차를 이용한 파괴저항 시험의 경우, 시험 중에 하중 및 직류전위차, 하중선 변

위, COD (crack opening displacement) 등의 신호를 동시에 기록하여 data 해석에 사용

하여야 한다. 동적 파괴저항시험에서는 1초 이내의 매우 짧은 시간 동안에 시험이 완료되

고, 그 동안 각각의 신호당 1000 개 이상의 data point를 얻어야 신뢰성 있는 결과를 얻

을 수 있다. 따라서 전산화된 고성능의 data acquisition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 동 

연구자들은 미국 National Instrument 사의 AT-MIO-16X DAQ board (A/D converter 및 

amplifier, simultaneous sample & hold 기능) 를 같은 회사의 상용 Labview software로 

전산화하여, 시험 중 자동적으로 하중, 직류전위차, 하중선변위, COD 의 신호가 거의 시

간차 없이 (Δt ≤ 100ns) 동시에 PC 에 저장되게 시스템을 구축하 다. 이 시스템에서는 

초당 4000 개의 data point를 저장하는 것이 가능하다. 

2.3.3 전류입출력 장치 

  파괴저항 시편으로부터 측정되는 직류전위차 값의 크기는 입력한 전류의 크기에 비례

하므로 data 해석의 분해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전류를 입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탄소강과 같은 강자성체에 대한 동적 하중 시험시 발생하는 

magneto-elastic 효과에 의한 직류전위차 신호의 요동(fluctuation) 및 시스템 자체의 전기

적 잡음에 대한 신호의 비(signal to noise ratio)를 높이기 위해서도 고전류를 공급하는 

것이 유리하다. 본 연구에서는 최고 100A의 직류 정전류를 공급할 수 있는 Hewlett - 

Packard model 6672A power supply 를 사용하 다. 전류 공급선으로는 고온용 절연 섬

유로 피복된 약 5mm 직경의 동선을 사용하 으며 볼트를 이용해 시편에 체결하 다.

 

2.3.4 직류전위차 측정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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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십 ampere 에 이르는 고 전류를 입력하는 경우에도 SA516-Gr.70 강과 같은 탄소강

으로 만든 표준 C(T) 시편의 표면에서 측정할 수 있는 전압 값은 ㎶ ~ ㎷ 단위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입력 전압 범위가 V 단위인 A/D 변환기 (Analog/Digital 

converter) 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시편으로부터 얻어진 전압값을 적절하게 증폭하여 측정

해야 한다. 또한 data 해석의 분해능을 높이기 위해서도 증폭은 필요하다. 

  동 연구자들은 동적 하중 시험 시에는 National Instrument Model SCXI - 1140 signal 

conditioner를 사용하여 시험 중 시편에서 측정된 전압을 800배까지 증폭하여 DAQ 

board 에 입력하 다. 정적 하중 시험 시에는 nano-voltmeter를 사용하여 10000 배 증폭

하 다. 

2.4 실험방법

2.4.1 재료

  본 연구에 사용된 재료는 광 5/6 호기 및 울진 5/6 호기 원자로 1차 냉각재계통 엘

보우용 후보재인 SA516-Gr.70 강이었다. 

2.4.2 시편

  시편은 ASTM 표준 1T-C(T) 시편을 사용하 으며 시편의 초기 균열 길이가 시편 폭의 

약 60%가 되도록 피로예비균열을 생성한 후 시편 두께의 20% (양쪽 각 10%) 가 되는 측

면홈을 가공하 다. 이 때 측면 홈은 root radius 가 0.5 mm, 각도는 45° 다. 전류입출

력은 시편 상하면 중 시편 너비 (W) 의 ½ 지점에 볼트 홈을 가공하여, 시편과 power 

supply 사이를 연결한 동선의 전기선을 통하여 하 다. 시험 중 시편으로부터 직류전위

차를 측정할 수 있도록 에나멜 피복된 0.8 mm 직경의 동선을 시편 앞면 중 균열면에 가

까운 위치에 서로 대각선으로 은납땜 (silver brazing)하여 부착하 다. 

2.4.3 시험장치

  시험기로는 100 kN 용량의 MTS 유압식 만능재료시험기가 사용되었으며, PID 온도조

절기가 장착된 전기식 가열로를 사용하여 고온시험을 수행하 다. 시편의 온도는 열전대



- 40 -

를 직접 시편의 균열선단 부근에 점용접하여 시험 중 ±1℃ 이내로 유지되도록 하 다. 

하중선변위 측정에는 고온용 COD gage (Capacitec Model P 및 SP-3200 amplifier)가 사

용되었다. 

2.4.4 시험조건

  상온~500℃의 온도범위에서 정적 하중속도에 해당하는 0.3 mm/min에서부터 지진하중

을 모사한 동적 하중속도에 해당하는 1000mm/min까지의 하중속도로 시험하 다. 본 연

구에서 동적 하중속도는 미국 Battele 연구소가 제안한 고유진동수법 (natural frequency 

method) 을 사용하여 결정하 고, 그 식은 다음과 같다. 

      VLL = 4×natural frequency (mode 1)×Di (균열 시작점의 하중선 변위)      (1) 

여기서 동적 하중속도는 1차 배관계통 모드해석결과 (10~21 Hz) 와 1T-C(T) 시편의 정적 

파괴저항 결과를 토대로 결정되었다.

2.4.5 시험절차

a. Magneto-elastic 효과 확인 시험

  J-R 파괴저항 시험 전에, 동일한 시스템에서 강자성체 시편에 하중이 가해질 때 발생하

는 magneto-elastic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을 하 다. 비교를 위한 재료로써 

SA516-Gr.70 강 외에 Type 316 stainless 강을 사용하 다. 시편이 소성변형되지 않는 변

위까지 인장하여 전위차를 측정하 다. 시편에 전류 (25A) 를 입력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의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도 비교하 다.

b. J-R 파괴저항 시험 

  시험편을 전류 입력선과 볼트를 이용해 체결한 후, 고온시험의 경우에는 폐된 전기로 

내에서 30분 이상 시험온도에 유지하여 평형에 도달하게 하 다. 시편장착과 온도 조절이 

끝나면 동적 시험의 경우 90A, 정적 시험의 경우 15A의 직류전류를 가하여 전압이 안정

된 후 stroke control로 시편을 인장하 다. 동적 시험과 정적 시험에서 입력하는 전류를 

달리하는 이유는, 1T-C(T) 시편의 경우에 90A를 입력했을 때, 40분 경과 후에는 시편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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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가 약 30℃ 증가하고 이에 따른 시편의 고유저항의 증가로 인해 측정 전압도 상당히 

증가하므로 정적시험의 경우 고전류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20A 이하의 전류를 입

력했을 때는 시편표면 온도의 변화가 무시해도 될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험 중 변

위, 하중, 하중선변위, 직류전위차 신호가 동시에 PC에 저장되게 하 다. 시험이 끝난 시

편은 약 300℃에서 1 시간 정도 열착색하고 액체질소 온도에서 완전 파단하 다. 균열길

이는 profile projector 를 사용하여 측정하 다.

c. J-R 파괴저항 시험에서 균열 길이 결정 

  직류전위차 vs COD 선도가 직선성을 벗어나는 점의 전압값을 U0로 정하고, Johnson의 

식에 대입하여 균열 길이를 계산하 다. U0에 도달하기 전의 균열 길이는 blunting line

을 구하는 식으로부터 유도된, Δa = J/(4σY)로부터 구하 다. 앞의 식에서 연성 재료인 

경우 일반적으로 실제상의 blunting line 의 기울기가 높은 것을 감안하여 괄호 안의 상

수를 표준으로 쓰는 2 대신에, 4로 결정하 다. 

2.5 결과 및 고찰 

2.5.1 Magneto-elastic 효과 

  그림 3과 4에는 SA516-Gr.70 강 시편에 각각 전류를 입력하지 않았을 때와 25A 의 전

류를 입력한 상태에서의 동적 하중으로 시편을 인장했을 때 측정된 직류전위차 값과 하

중 값을 도시한 그래프를 나타내었다. 두 경우 모두에서 하중이 증가할 때 측정 전압이 

감소하 다가 다시 원래의 값으로 회복되는 현상을 보 다. 전압의 감소는 특히, 하중 값

이 최대 하중의 중간 부분에 왔을 때 가장 크게 나타났다. 전류를 입력하지 않은 상태에

서는 약 0.05mV의 전압이 감소하 으나, 25A의 전류가 흐를 때는 약 0.4mV의 전압이 감

소하 다. 즉 입력전류가 클수록 측정 전압 값이 요동하는 폭은 심했다.

  SA516-Gr.70 강과의 비교를 위해 Type 316 stainless 강에 대해, 각각 전류를 입력하지 

않았을 때와 25A의 전류를 입력한 상태에서 동적 하중으로 시편을 인장했을 때 측정된 

직류전위차 값과 하중 값을 그림 5와 6에 도시하 다. 전류입력과 관계없이 stainless 강

에서는 전압 값의 갑작스런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하중을 가했을 때 전위차 곡선에 요동이 생기는 현상이 강자성(ferro-magnetism)을 띄

는 SA516-Gr.70 강에서는 관찰되나, 상자성(para-magnetism)을 띄는 stainless 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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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되지 않았으므로, 이 현상은 전형적인 maneto-elastic 효과에 의한 것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입력전류량을 증가시킬수록 magneto-elastic 효과도 커지므로 입력전류량 증가를 통해

서 maneto-elastic 효과를 상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2.5.2 SA516-Gr.70 강의 J-R 파괴저항 특성 

  그림 7에 직류전위차법에 의한 J-R 파괴저항 시험의 결과로 얻은, 원자로 가동 온도인 

316℃ 에서의 두 heat의 SA516-Gr.70 강에 대한 동적 및 정적 파괴저항 곡선들을 나타내

었다. J-R 파괴저항 시험 결과에 대한 상세한 설명 및 토의는 다른 문헌들을 참조하기 바

라며,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2.5.3 균열 시작점(crack initiation point) 결정에 대한 J-R 파괴저항곡선 민감도 

  직류전위차법을 사용한 J-R 파괴저항 시험에서는 측정된 직류전압강하선도 (DCPD 

curve graph) 상에서 균열이 진전하기 시작하는 위치를 정확히 선택하여야 균열길이를 

정확히 계산할 수 있다. 균열 시작점은 이론적으로는 직류전위차 값이 직선성 (linearity) 

을 벗어나는 점이나, 실제상으로 완만한 곡선 상에서는 이 점을 결정하기는 매우 힘들어

서 다분히 연구자의 주관에 의존한다. 현재까지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알려진 방법이 없

으며 다만, 많은 전위차 data point로부터 얻은 곡선을 충분히 구간 확대해서 균열 진전

점을 결정하는 공학적 판단 방법이 최선이다. 동 연구자들은 정적 하중 시험결과로부터 

균열 시작점의 결정에 따른 J-R 곡선의 민감도를 알아보기 위해 그림 8(a)의 1, 2, 3 지점

을 균열 시작점으로 선택했을 때의 J-R 곡선의 변화를 그림 8(b)에 나타내었다. 지점 1을 

선택했을 때는 지점 2를 선택했을 때와 J-R 곡선의 차이가 심하지 않았으나, 지점 3을 선

택했을 때는 균열 진전 초기에서 상당히 큰 차이를 보 다. 이는 지점 2까지는 전위차 곡

선의 기울기가 완만하나 이를 지나서는 곡선의 기울기가 가팔라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균

열 시작점 선택에 따른 J-R 파괴저항곡선의 차이는 균열이 약 2mm 진전한 후부터는 거

의 무시할 수 있을 정도 다. 앞에서는 의도적으로 균열시작점들을 달리 선택하 던 점과 

배관재와 같은 큰 구조물에서는 균열 시작 초기의 파괴특성 보다는 파괴저항 곡선 전체

의 형태가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균열시작점 선택에 따른 J-R 파괴저항 곡선의 민감

도는 소재의 전체적인 파괴저항성을 평가하는데 큰 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인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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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된다. 

2.5.4 직류전위차법을 이용한 파괴저항곡선 결정의 신뢰성 확인

  직류전위차법에 의해 구한 SA516-Gr.70 강에 대한 정적 파괴저항 시험 결과의 신뢰성

을 확인하기 위해 같은 시험조건에서의 표준 탄성해중법 (elastic unloading compliance) 

에 의한 결과와 비교해 보았다. 그림 9에 보는 바와 같이 두 시험법에 의해 구한 J-R 곡

선들이 약간의 시험오차를 감안한다면 거의 일치함을 확인하 다.

  정적 하중시험의 경우에는 ASTM에 규정된 표준 탄성해중법에 의한 결과와 비교가 가

능하나, 동적 하중시험의 경우에는 직류전위차법으로 얻은 결과의 신뢰성을 검증할 수 있

는 비교 대상이 되는 결과가 없다. 따라서 동 연구자들은 파괴저항 시험 중 얻어지는 하

중-하중선변위 곡선 자체만을 이용하여 균열진전량을 예측하고 J-R 파괴저항 곡선 특성을 

결정하는 새로운 방법인 load-ratio 해석법과 비교하여 직류전위차법에 의해 얻은 결과의 

신뢰성을 확인하 다. 여기서 사용된 load-ratio 해석법은 James Joyce 등이 제안한 방법

을 개량한 것이다. 그림 10에 직류전위차법에 의해 얻어진 J-R 파괴저항 곡선을 

load-ratio 해석법으로 얻은 곡선과 함께 도시하 다. 두 곡선이 거의 오차 없이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6 결론

직류전위차법을 이용하여 J-R 파괴저항성을 평가하기 위해 필수적인 신뢰성 있는 시험 

장치 및 data acquisition 시스템을 구축하 다. 이들을 활용하여 원자로 1차 냉각재 배관 

엘보우용 SA516-Gr.70 강의 동적 및 정적 파괴저항 특성을 평가하 다. 동적 하중 시험

의 경우 load-ratio 해석법에 의한 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정적 하중 시험의 경우에는 표

준 탄성해중법과에 의한 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시험 및 data 해석의 신뢰성을 확인하

다. SA516-Gr.70 강과 같은 탄소강을 대상으로 한 동적 하중시험의 경우에는 

magneto-elastic 효과 등으로 인한 data 해석상의 난점이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으나 

본 연구에서 적용한 공학적인 해석 방법에 의해서도 상당히 신뢰성 있는 data를 얻을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직류전위차법에 의한 J-R 파괴저항성 평가는 ASTM 에 의해 아직 표

준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지만, 원자력발전소에 파단전누설 설계 개념의 적용에 따라 원

자로 재료의 동적 파괴저항 특성 평가는 필수적이며, 또한 직류전위차법을 통해서 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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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괴저항 특성을 평가해야하는 것이 불가피한 현실이다. 따라서 앞으로 현재의 실험적 방

법뿐만이 아니고 해석적인 방법을 보완할 수 있는 개선의 시도가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

각된다.

참고문헌

1. USNRC, Leak Before Break Evaluation Procedure, USNRC Report NUREG- 800, 

Standard Review Plan. 3.6.3 (1987).  

2. E. M. Hackett et al., An Evaluation of J-R Curve Testing of Nuclear Piping 

Materials using the Direct Current Potential Drop Technique, USNRC Report 

NUREG/ CR-4540 (1986).

3. J. H. Hong et al., KAERI Report, KAERI/CR-35/97 (1997).

4. J. H. Hong et al., KAERI Report, KAERI/CR-43/97 (1997).

5. J. H. Hong et al., KAERI Report, KAERI/CR-54/98 (1998).

6. G. M. Wilkowski and W. A. Maxey, Application of the Electiric Potential Method 

for Measuring Crack Growth in Specimens, Flawed Pipes and Pressure Vessels, 

ASTM STP 791 (1981).

7. K. H. Schwalbe and D. Hellman, The Application of the Electrical Potential Method 

to Crack Length Measurements Using Johnson's Formula, JTEVA, Vol. 9, No. 3 

(1981) 218-221.

8. R. P. Wei and R. L. Brazill, An Assessment of AC and DC Potential Systems for 

Monitoring Fatigue Crack Growth, Lehigh University Report.

9. R. O. Ritchie and K. J. Bathe, On the Calibration of the Electrical Potential 

Technique for Monitoring Crack Growth Using Finite Element Methods, 

International Journal of Fracture, Vol. 15, No. 1 (1979).

10. H. H. Johnson, Calibrating the Electrical Potential Method for Studying Slow Crack 

Growth, Materials Research and Standards, Vol. 5 (1965) 442-445.

11. J. M. Lowes and G. D. Fearnehough, The Detection of Slow Crack Growth in 

Crack Opening Displacements Using the Electrical Potential Method, Engineering 

Fracture Mechanics, Vol. 3 (1971) 103-108.

12. G. H. Aronson and R. O. Ritchie, J. Test and Evaluation, Vol. 7, No. 4, (1979) 208.



- 45 -

13. Badal, et. al., In the Measurement of Crack Length and Shape during Fracture and 

Fatigue, (1980) 468, Engineering Material Advisory Services, West Midlands, United 

Kingdom.

14. ESIS, ESIS Procedure for Determining the Fracture Behavior of Materials, P2-92 

(1992)

15. J. H. Yoon et al., Kor. Inst. Met. & Mater. Vol.37, No. 6 (1999) 686-693.

16. J. H. Yoon et al., Int. J. Press. Vess & Piping in print. 

17. B. S. Lee et al., Proceedings of Autumn Meeting of Kor.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 (1997).



- 46 -

Fig. 1. Photographs of DCPD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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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chematic J-R fracture resistance test system for DCPD method and data acqui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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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DCPD and load vs. time curve for SA516-Gr.70 steel during tension without currunt in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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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DCPD and load vs. time curve for SA516-Gr.70 steel during tension with 25A currunt in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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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항  압입시험을 이용한 파괴인성 마스터커브의 평가기술

3.1 서 론

  

  원자력발전소 혹은 화력발전소의 압력용기나 배관 등이 고온/고압/중성자 등의 가혹한 

환경하에서 장기간 사용될 때 나타나는 재료열화 현상을 정량적으로 시험평가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준비파괴적인 연속압입시험법이 최근 많이 연구되고 있다[1-4]. 볼압입자를 사

용한 연속압입법은 특히 별도의 시편을 채취하지 않고서도 현장에서 실제 부품에 대해 

직접 시험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매력적이다. 시험장치로는 재래적인 경도시험과 

유사하게 초경합금으로된 볼압입자를 재료 표면에 압입하면서 이때 발생하는 압입변위와 

하중을 연속적으로 정 하게 기록할 수 있는 장비가 필요하다. 볼압입자를 사용하는 연속

압입시험은 압입 깊이에 따라 볼압입자에 접촉하는 재료부위의 변형률이 점차 심화되기 

때문에 이를 적절히 해석함으로써 응력-변형률 선도를 구할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이

미 미국의 ATC 사와 국내의 FRONTICS 사에서 상용제품을 시판하고 있다. 

  대부분의 연구는 연속압입시험을 이용하여 재료의 일축 인장유동특성을 예측평가하는 

데에 집중이 되어왔으나, 궁극적으로 구조물의 열화도 평가를 위해서는 파괴인성의 변화

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복잡한 파괴역학 시험없이 파괴인성을 예측/평가하고

자 하는 노력들은 여러연구자들에 의해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되고있으나, 실제 적용상 만

족스러운 결과는 찾아보기 힘들다. 본 연구기간 동안에는 연속압입시험 결과를 천이온도

구역에서 취성파괴인성과 연관짓는데에 많은 가능성이 있음을 발표하 으며, 정량적인 

예측모델도 제시하 다[5-9]. 이는 IEF (임계압입에너지) 모델로 명명되며, 연속압입시험을 

이용하여 파괴인성을 정량적으로 예측하는데에 성공한 최초의 그리고 현재까지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본 항에서는 현재까지 실제 파괴인성시험을 통해 검증된 

결과들과, 취성파괴에 대한 역학적 관계, 그리고 천이구역에서의 취성파괴인성 표준평가

법 (ASTM E 1921-97)[10] 등을 바탕으로, 개발된 임계압입에너지 모델의 물리적 당위성

과 제약성 등을 정리하 다. 

3.2 IEF 모델개발

3.2.1 저합금강의 취성파괴에 대한 역학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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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 취성파괴에 대한 모델로는 RKR (Ritchie, Knott, Rice)이 대표적이다[11]. 이들은 

균열선단 앞의 특성거리 지역내의 인장방향 주응력이 임계파괴응력을 넘어설 때 취성파

괴가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하 고, 특성거리는 대략 결정립크기의 두배정도로 가정하

다. RKR 모델을 적용하면 lower shelf 역에서 온도에 따라 약간씩 증가하는 파괴인성

을 온도에 따라 변화하는 항복응력의 항으로 어느정도 설명이 가능하다. 비록 RKR 모델

이 고전적으로 취성파괴에 대한 필요충분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

으나, 천이온도 역에서 급격히 증가하는 파괴인성의 변화를 설명하지 못한다. 또 다른 

중요한 모델로는 CK (Curry, Knott)로서[12] 이들은 취성파괴를 발생시키는 임계조건으로

서 탄화물 등 제2상의 역할을 강조하 으며, 이를 바탕으로 Wallin은 천이온도 역에서의 

취성파괴가 Webull 확률적 거동으로 표현될 수 있음을 보 다[13,14]. 이에 따라 천이온

도 역에서의 취성파괴인성은 시편의 크기에 의존하는 값을 나타내며, 미국 표준시험법 

(ASTM E 1921-97)은 Wallin의 모델을 바탕으로 1T-CT 시편의 크기에 해당하는 파괴인성 

마스터커브 (파괴인성의 온도의존성에 대한 기준곡선)를 제시하고 있다.

  여러 가지 다른 모델에도 불구하고 취성파괴의 임계조건은 균열선단 앞의 응력상태가 

지배한다는 임계응력 개념은 대부분의 연구자들에게 이해되고 있다[15-18]. 균열선단 앞의 

응력분포에 대한 탄소성 수치해석 결과는 대표적으로 McMeeking에 의해 그림 1과 같이 

정리된다[19]. 탄소성거동을 하는 일반 재료는 하중이 가해짐에 따라 균열선단에 매우 큰 

응력집중이 발생하지만, 이로인해 균열선단이 둔화되므로 새로운 자유표면이 생겨서 응

력의 완화가 발생하므로 실제 최대 주응력은 균열선단에서 어느정도 (대략 COD 크기정

도) 떨어진 거리에서 발생한다. 한가지 중요한 사실은 균열선단앞에서 최대 주응력의 크

기는 재료의 일축인장시 항복강도의 3∼5배로 증폭되며, 하중에 따라서는 크게 변하지 않

는다는 점이다. 다만 최대 주응력이 작용하는 지역의 범위가 하중에 따라 점차 넓어진다. 

  탄소성 거동을 보이는 재료의 파괴인성은 J-적분(JC)으로 평가되며, 취성벽개파괴가 발

생하는 임계시점까지 시편에 소비된 에너지로부터 그림 2와 같이 결정된다. 다시 그림 1

의 해를 고려하면, 균열선단앞에서 파괴과정을 주도하는 역에서 소비되는 총에너지는 

외부의 J-적분값에 비례함을 알 수 있다. 파괴과정에 관여하는 에너지 관점에서 파괴인성

을 예측하고자 하는 노력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다. 단적인 예로 일축인장 유동곡선에서 

파괴가 발생할 때까지 시편에 가해진 총에너지 (혹은 일부에너지)를 파괴인성과 실험적으

로 연관지어보려는 노력은 대부분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 가장 단순한 접근

방법에는 두가지의 커다란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다. 첫째로 일축인장시험에서 시편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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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균열선단과 같이 높은 주응력 (항복강도의 수배에 해당하는) 이 얻어질 수 없다. 이

는 균열선단의 3축응력도에 비해 일축인장시편의 경우는 매우 미미하기 때문이다. 둘째로 

역시 3축 응력도의 차이 때문에 일축인장시편에서 취성파괴가 발생하는 온도는 파괴역학

시편의 온도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일축인장시편에서의 파단점을 임계값으로 취하는 것

은 분명 문제가 있다. 일축인장시편에 측면홈을 가공한 노치인장시편을 사용하면 3축응력

도를 약간 높일 수 있으나 역시 균열선단의 응력집중도를 모사하기에는 충분치 못하다.

3.2.2 압입에너지 모델 (IEF, indentation energy to fracture criterion)

  볼압입자를 사용한 연속압입 시험시에는 압입자와 접촉하고 있는 재료의 응력(혹은 변

형률)이 압입 깊이에 따라 연속적으로 증가하게된다. 이러한 기하학적 성질때문에 연속압

입시험으로부터 진응력-진변형률 곡선을 유추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이 또한 단순한 일은 

아니다. 왜냐하면 볼압입자 하부에서는 일축인장시편과 달리 3축 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 효과를 해석적으로 분리해내어야 하는 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볼압입자 하부

의 응력상태는 일축인장시편보다 균열선단앞의 응력상태와 더욱 유사한 것으로 판단된

다. 탄소성 유한요소해석 결과들은 볼압입자 하부의 3축응력도가 균열선단앞의 그것과 유

사하게 약 2∼3 정도가 되는 것을 보여주었다[8]. 이렇듯 높은 3축응력도에서는 재료의 

국부적 주응력이 항복강도의 수배까지 상승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림 3은 대표적인 볼연

속압입시험시 얻어지는 하중-압입깊이 곡선이다. 구형압입자의 기하학적 요인과 철강재료

의 일반적 가공경화 효과가 상쇄하여 거의 선형적인 하중-변위 선도를 나타낸다. 

  에너지 관점에서 볼때 파괴인성 J-적분은 단위면적의 균열을 생성하는데에 소비된 일, 

즉 단위면적당 에너지의 단위를 갖는다. 볼압입자와 접촉하고있는 재료의 3축 응력상태가 

균열선단 앞에서와 비슷한 점을 고려하면, 압입시 얻어지는 응력-변형률 혹은 하중-변위 

곡선의 에너지와 균열선단의 파괴에너지를 연관짓는 것이 그 어떤 다른 시험방법보다 가

능성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비록 압입시의 응력성분은 음의 값(압축)으로 균열선단 앞에

서의 인장성분과 다르지만, 가공을 받지않은 등방성 재료에서 압축유동특성은 인장유동

특성과 동일한 것으로 가정할수 있으므로, 실제 변형에너지의 크기를 결정하는데에 실제

적 문제는 없다. 여러 가지 시도 끝에 다음과 같은 단위면적당 압입에너지의 정의가 실제 

파괴인성과 매우 잘 연관지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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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IEF =  
4

π d
2
f

⌠
⌡

h f

0
Pdh       (1)

여기서 hf와 df는 각각 임계점에서의 압입깊이 및 최대접촉직경이다. 위 식을 임계압입에

너지(IEF, indentation energy to fracture criterion)로 정의하 다. 이 때 임계점에서 볼압

입자의 평균접촉압력은 실제 재료의 파괴응력에 비례하는 어떤 값으로 가정할 수 있다. 

볼압입시 최대응력은 압입자 수직하부에서 발생하며 이는 다음식으로 표현되는 평균접촉

압력의 약 1.1배 정도이다[6]. 실험결과에 적용해본 결과 이 최대접촉응력이 재료의 파괴

응력에 이를 때의 압입에너지가 실제 파괴인성과 가장 좋은 연관성을 보 다. 

    pfm = 
4Pf

π d
2
f

   (2)

일반화된 Griffith 에너지 이론에 의하면 파괴에너지와 평면변형 파괴인성과의 관계를 다

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Wf = 
(1-ν

2
)

2E
K
2
IC
   (3)

 

여기서 한가지 추가로 고려해야할 사항은 임계압입에너지가 거의 무시될 정도로 작아지

는 극저온에서도 철강재료는 어느 정도의 파괴인성 값을 보인다는 점이다. 이는 재료에 

파괴가 발생할 때 내부에 새로운 자유표면을 만드는데 필요한 최소의 에너지 정도로 해

석될 수 있겠으나, 연속압입시험시에는 실제로 균열이 생성되지는 않으므로 여기에 해당

하는 에너지가 제외되어있다. ASTM 표준시험법 E 1921-97에서는 극저온에서도 철강재료

의 파괴인성은 최소 30MPa√m 정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그대로 이용하 다. 연속

압입시의 하중-변위선도를 다음과 같이 선형으로 근사화하고, 하중과 압흔직경과의 사이

에 Meyer 관계식을 이용하면 임계압입에너지를 이용하여 파괴인성을 예측하기 위한 최

종식은 (6)식과 같이 정리된다.

       
Pf

d
2
f

 = A (
df
D )

m-2

     (4) ;                 P = Sh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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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JC = [ 2E

1-ν
2 {Wo+ 2A 2D 2

πS ( π p
f
m

4A )
( 2m-2)/(m-2)

}]
1/2

    (6)

여기서 A와 m은 압입곡선의 Meyer 관계 계수들이며, S는 하중-압입변위선도의 기울기, 

D는 볼압입자의 직경이다. 철강재료의 극저온에서 최소 파괴인성을 30MPa√m 로 가정

하면 Wo는 약 2000J/m
2
 의 값을 갖는다. (6)식에서 임계접촉압력 pm

f
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인수들은 압입시험곡선으로부터 직접 구해지는 값들이다. pm
f
의 경우는 문헌자료들

로부터 재료의 취성파괴응력을 구하여 사용하거나, 혹은 실제로 구한 파괴인성 결과를 

(6)식에 대입하여 구한 후 전 온도구간에서 동일한 값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4-(a),(b)는 여러가지 원자로압력용기용 모재와 용접재에 대하여 -196
o
C부터 상온

까지 온도를 변화시키면서 연속압입시험을 수행한 후, IEF 모델을 이용하여 파괴인성

(KJC)을 예측하여 온도별로 도시한 것이다. 이때 각 재료의 특정온도에서 실제 파괴인성

값과 IEF 모델값을 비교하여 임계접촉압력을 결정하 으며, 동일한 값을 전 온도구간에 

걸쳐 사용하 다. 그림에서 보듯이 IEF 모델에 의한 파괴인성 천이특성곡선은 ASTM의 

파괴인성 마스터커브와 거의 동일한 정도의 온도 의존성을 나타내었다. 이로부터 IEF 모

델을 이용하여 연속압입시험으로부터 재료의 취성파괴인성 천이특성을 간편하게 평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았다. 

  여기서 한가지 문제점은 위의 방법으로 임계접촉압력(혹은 임계파괴응력)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몇 개의 파괴인성 데이터를 가지고 최적화 작업을 수행해야한다는 것이

다. 이는 새로운 재료 혹은 파괴인성 시험편을 채취하기 곤란한 경우에 명백한 제약점이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료역학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인장특성으로부터 

임계파괴응력을 직접 유추하기 위한 방법을 개발하고자 다음과 같이 시도하 다.   

3.2.3 3축 응력도와 파괴응력의 관계

  

  노치 혹은 균열을 가진 시편에서는 국부적인 소성구속력이 발생하여 균열(혹은 노치) 

주위의 응력-변형율에 향을 미친다. 이러한 소성구속력이 커질수록 측정되는 파괴인성 

값은 작아지는 것으로 많은 연구자들이 보고하 다. 만일 봉상의 인장시편에서 원주방향

으로의 360도 대칭성을 고려하면, 이러한 관계들을 정리하여 간단히 정리할 수 있다. 소

성구속력의 세기를 나타내는 3축응력도(t)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등가응력(σeq)과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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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응력(σm)의 비율로 정의된다. 

 t = 
σm
σ eq
   (7)

이때 등가응력과 평균응력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σ eq = 
1
2
[ (σ11-σ22)

2 + (σ22-σ33)
2 + (σ33-σ11)

2]
1/2
   (8)

σ eq = 
σ11 + σ22 + σ33

3
   (9)

여기서 σ11, σ22, σ33 은 각각 반경방향, 원주방향, 그리고 축방향의 주응력을 나타낸다.  

Bridgeman[19]과 Miannay[20]는 힘의 평형방정식으로부터 인장을 받고있는 axisymmetric 

notched specimen에 대한 응력분포를 유도하 다. 

  소성변형이 지배하는 경우 incompressibility rule을 적용하면 ε11+ε22+ε33 = 0 이다. 

따라서 축방향(33-방향)의 힘이 가해지는 경우 변형률 성분, 등가변형률, 등가응력 등은 

아래와 같이 정리된다.

ε33 = -2ε11 = -2ε22    (10)

ε eq = 
2
3 [ (ε11-ε22)

2 + (ε22-ε33)
2 + (ε33-ε11)

2]
1/2
 = ε33   

(11)

σ11 = σ22   (12)

σ eq = σ33 - σ11 = σ33 - σ22    (13)

σm = σ33 - 
2
3
σ eq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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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상 인장시편의 파괴시에 측정될 수 있는 값들인 축방향의 응력, 변형률 (σf, εf)를 

이용하여 3축응력도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이 간단히 정리된다.

t f = 
σ f

σ
f
eq

 - 
2
3
  (15)

여기서 파단시의 등가응력은 Holomon type의 재료 유동곡선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얻어

진다.

σ
f
eq = K(ε f )

n   (16)

  파단된 봉상시편으로부터 파괴시의 응력과, 변형률은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ε f = 2 ln (
do
df )   (17)

σ f = 
4Pf

πd2f
   (18)

여기서 do와 df는 각각 게이지부분의 초기 직경과, 파단시의 최소 직경을 뜻하며, Pf는 파

단시의 하중이다.

  많은 실험결과들로부터 파괴변형률이 3축응력도에 따라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

으며, 다음과 같은 지수적 감소식이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다. 

ε f(t f) = α e
-λ t f   (19)

여기서 α는 온도에 의존하는 값이며, λ는 재료상수로서 연성파괴인 경우 약 1.5 정도의 

값으로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노치시편의 인장시험을 통해 압력용기강에서 취성

파괴시의 λ 값을 실험적으로 결정하고, 일반 인장시험결과로부터 파괴응력/변형률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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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는 과정을 유도하 다.

  앞의 식을 파괴응력에 대해 정리하면,

σ f ( t f ) = ( t f + 23 ) σ
f
eq = ( t f + 23 )Kα

n
e
-λnt f   (20)

일련의 노치 인장시험으로부터 λ 값이 결정되면, 나머지 값들은 모두가 인장시험으로부

터 얻어지는 값이다.

  압입시험에서 임계접촉압력을 구하기 위하여 동일한 계산절차를 사용하면, 식(2)와 (4), 

그리고 (16) 식으로부터, 

p
f
m = 

4A
π (

df
D )

n

   (21)

ε f = 0.2
df
D
   (22)

t
ID
f  = 

p
f
m

σ
f
eq

 - 
2
3
 = 

4A5
n

π K
 - 

2
3
   (23)

p
f
m = ( tIDf  + 23 ) K α

n
e
-λ n tIDf    (24)

따라서, 식 (24)를 이용하여 임계접촉압력을 인장결과로부터 유추할 수 있다.

3.3 실험방법

  6종의 원자로 압력용기강 모재에 대한 검증실험을 실시하 다. 사용된 재료의 화학조성

은 표 1과 같다. 인장시험은 봉상형 시편을 이용하여 -160
o
C에서 상온까지 온도를 변화시

키며 수행하 다. 시편 게이지 부분의 직경은 5mm, 길이는 30mm 이다. 노치인장시험의 

경우는 KFU4 재료에만 수행되었다. 노치인장시편의 게이지부 직경은 8mm, 최소 단면부

의 직경은 4mm이다. 노치인장시험시 3축응력도를 다르게 하기 위하여 노치 뿌리의 곡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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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경을 0.25~3mm로 변화를 주었다.

  연속압입시험의 경우는 Charpy 충격시편 크기의 사각바를 사용하 다. 시험장치는 

ATC 사의 ABI 시험기 (model: PortaFlow-P1)을 이용하 으며, 압입자는 0.508mm 직경

의 텅스텐카바이드 볼을 사용하 다. 압입속도는 0.01mm/s로 고정하 다.

3.4 결과 및 고찰

3.4.1 일축인장시험시의 변형 및 파괴거동

  표 2는 인장시험으로부터 구한 각 재료의 유동특성 계수를 정리하 다. 각 재료에서 강

도계수 K는 온도감소에 따라 거의 선형적으로 증가하 으며, 가공경화지수 n은 편차는 

있지만 시험온도 구간에서 거의 일정한 값으로 볼 수 있다. 

  일축인장 시험으로부터 파단변형률은 초기 및 최종 게이지 직경으로부터 (17)식을 사용

하여 구할 수 있다. 그림 5는 이렇게 결정된 파괴변형률을 온도에 따라 도시한 것이다. 6

종 재료 모두에서 -100
o
C 이하의 저온에서 뚜렷한 연성-취성 천이현상이 관찰되었다. 또

한 파괴응력은 (18)식으로부터 얻어진다. 그림 6은 일축인장시편으로부터 얻어진 파괴응

력을 온도에 대해 도시한 것이다. 변형률의 경우와는 달리 인장시험으로부터 결정된 파괴

응력은 온도에 따라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일축인장시험시 균일변형 범위내에서 3축응력도는 이론적으로 1/3이다. 변형이 진행되

어 불균일변형(네킹)이 시작되면 이 부위가 노치와 유사한 작용을하여 3축응력도가 증가

할 것이다. 그림 7은 파단시점에서의 네킹양을 고려하여 계산된 3축응력도를 나타내었다. 

3축응력도는 온도가 증가할수록 증가하여 1/3으로부터 약 0.7 정도로 증가하 다. -100
o
C 

이하에서는 이론적 최소값인 1/3 정도가 얻어졌다. 이는 시편에 네킹이 발생하기 이전에 

파단되었음을 의미한다. 

3.4.2 파괴변형률과 3축응력도의 관계

  파괴변형율에 미치는 3축응력도의 향은 노치인장시험 결과로부터 그림 8과 같이 얻

어진다. 파괴응력은 비교적 온도에 둔감하므로 파괴인성은 주로 파괴변형률에 의존할 것

이다. 그림 8로부터 온도에 따른 파괴변형률의 변화를 다음과 같은 hyperbolic tangent 

curve로 나타내었다.



- 65 -

ε f = A[ 1 + tanh (
T-TTR
B )]   (25)

여기서 2A는 upper shelf value, TTR은 천이온도를 의미하며, 2B는 천이구역의 범위를 의

미한다. 표 3은 각 시험조건에서 fitting parameter와 파단시의 최대 3축응력도를 함께 정

리하 다. 그림 8과 표 3으로부터, 3축응력도가 커질 때 파괴변형률은 감소하고, 천이온도

는 상승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천이구역의 범위도 약간씩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

  그림 9는 파괴변형률과 3축응력도 간의 상관관계를 도시한 후 (19)식으로 fitting 한 것

이다. 여기서 λ 값은 약 1.2 정도로 얻어졌으며 이는 연성파괴에서 이론치인 1.5와 약간

의 차이를 보 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으로 얻어진 λ=1.2를 모든 재료와 온도에서 동일

한 값으로 가정하 다. 식 (19)를 이용하면 각 재료의 시험온도에서 인장결과로부터 α 

값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값은 0.5~4 범위로 온도에 따라 증가하 다.

  

3.4.3 임계접촉압력의 결정

 

  앞에서 얻어진 α와 λ을 이용하여 식(24)로부터 각 재료의 임계접촉압력을 온도별로 

구할 수 있다. 그 결과를 그림 10에 도시하 다. 그림 10으로부터 임계접촉압력도 역시 

온도에 크게 의존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1은 이렇게 계산된 임계접촉압력 값을 이용하여 (6)식으로 표현되는 IEF 모델에 

적용하여 온도에 따른 파괴인성 천이특성을 연속압입시험으로 구한 결과이다. 그림에서 

보듯이 시험결과는 ASTM의 마스터커브 파괴인성 특성과 온도의존성이 거의 같은 결과

를 주었다. 그림 12는 각 재료에 대해 연속압입시험으로 결정된 천이특성 기준온도 TO,IEF

를 실제 파괴인성시험(PCVN)으로 구한 TO 값과 비교한 것이다. IEF 모델을 이용하여 압

입시험으로 평가한 파괴인성 천이특성 기준온도는 6종의 압력용기강에서 ±10
o
C 이내의 

매우 우수한 예측결과를 주었다. ASTM E 1921-97 표준시험법에 따라 결정되는 To 값의 

일반적 오차범위가 ±10
o
C 임을 감안하면, 임계압입에너지 개념으로 평가된 파괴인성 특

성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다고 할 수 있다.

3.4.4 시편의 크기 의존성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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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 제시한 임계압입에너지 모델에서 시편의 크기에 대한 고려는 없다. 이는 

다른 이론적 파괴모델에서도 마찬가지 문제점이나, 실제로 측정되는 취성파괴인성은 시

편의 크기에 의존성을 보인다. 임계압입에너지 모델의 경우는 임계파괴응력 값을 시편의 

크기에 의존하는 값으로 설정함으로써 이 문제를 어느정도 해결할 수는 있다. 하지만 현

재의 모델 결과가 왜 ASTM에서 기준이 되는 1T-CT 시편 크기의 파괴인성 값에 잘 일치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하기 어렵다. 이는 아마도 볼압입자와 접촉하고있는 재료면

에서 효과적으로 변형에 참여하는 면적(혹은 부피)와 상관이 있을 것이다. 그림 13은 현

재 사용하고 있는 볼압입자 (직경 0.508mm)의 크기를 1/2과 2배로 축소/확대 했을 때 

얻어진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볼압입자의 크기가 축소되었을 경우에는 평균접촉압력이 

약간 더 커지도록 임계점을 설정함으로써 실제 측정결과와 잘 일치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압입자가 2배로 커진 경우는 그다지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하 다. 이는 실제 연속압

입시험시에 볼압입자와 재료 접촉면 사이에 발생하는 마찰력 때문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임계압입에너지 모델을 실제 적용하기 위해서는 각 시험장비의 특성에 따른 최적 시험조

건을 찾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0.508 mm 직경의 WC 볼

압입자의 경우 현재까지 실험된 모든 재료에 대해서 실험적으로 매우 만족스러운 결과를  

주었다.  

3.5 결론

  볼연속압입시험으로부터 천이온도구역의 취성파괴인성 거동을 예측하기 위하여 임계압

입에너지 개념을 도입한 평가모델은 여러 가지 압력용기강의 실제 파괴인성 시험결과와 

매우 잘 일치하 다. 비록 이론 및 적용상에서 몇 가지 극복되어져야 할 사항들이 있지

만, 현재까지의 시험결과는 매우 성공적일 뿐 아니라 많은 가능성을 보인 것으로 판단된

다. 또한 온도에 따라 연속압입시험으로 얻어진 재료의 변형유동특성 차이로부터 온도에 

따른 취성파괴인성의 변화를 정확하게 기술해주었다는 사실은 근본적으로 취성파괴에 대

한 역학적 개념의 정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과정의 저온 인장시험(일

축, 노치)을 통해서 얻어진 주요 결과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압력용기강의 일축인장시험에서 파괴변형률은 -100
o
C 이하의 저온에서 뚜렷한 연성-취

성 천이현상을 나타내었으나, 파괴응력은 시험온도에 거의 무관하게 일정한 값을 주었

다.

- 일축인장시편에서 3축응력도는 시험온도(혹은 연성)에 따라 1/3에서 0.7 사이의 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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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었다. 

- 노치인장시편으로부터 얻은 결과는 3축응력도가 클수록 파괴변형률은 감소하고, 천이온

도는 증가한다.

- 압입에너지 모델의 주요 인자인 임계압입접촉압력도 시험온도에 거의 의존하지 않으며, 

그 값은 재료별로 2500-2800MPa 정도로 균열선단에서의 파괴응력 2100-2500MPa 보다

도 오히려 약간 높은 값을 주었다. 이는 압입시험시의 3축응력도가 2.8-3 정도로 균열선

단 앞에서의 2-2.8 보다도 약간 높은 것과 일치하는 현상이다.

- 시험에 사용된 모든 재료에서 IEF 모델을 사용하여 연속압입시험으로 평가된 파괴인성 

천이특성은 ASTM E1921-97 표준시험법에 의한 PCVN 파괴인성 시험결과와 매우 잘 

일치하 다. 각각의 방법으로 결정된 천이특성 기준온도(TO)는 ±10
o
C 이내의 오차를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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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emical compositions of RPV steels.

0.19  1.35  0.08  0.009  0.82  0.17  0.51  0.006  0.002  0.03  0.002KFU4(SA508-3)

0.21  1.24  0.25  0.008  0.88  0.21  0.47  0.007  0.002  0.03  0.004KFY5(SA508-3)

0.20  1.42  0.07  0.005  0.79  0.15  0.57  0.007  0.003  0.06  0.005KFY4(SA508-3)

0.17  1.39  0.08  0.004  0.77  0.04  0.49  0.007  0.003  0.05  0.005KFY3(SA508-3)

0.17  1.44  0.25  0.016  0.75  0.20  0.51  0.004  0.002  0.01  0.004JFL(SA508-3)

0.18  1.42  0.24  0.014  0.84  0.12  0.51  0.017  0.004  0.14  0.002JRQ(SA533-B)

C      Mn Si Al       Ni     Cr    Mo      P        S       Cu    VMaterial

0.19  1.35  0.08  0.009  0.82  0.17  0.51  0.006  0.002  0.03  0.002KFU4(SA508-3)

0.21  1.24  0.25  0.008  0.88  0.21  0.47  0.007  0.002  0.03  0.004KFY5(SA508-3)

0.20  1.42  0.07  0.005  0.79  0.15  0.57  0.007  0.003  0.06  0.005KFY4(SA508-3)

0.17  1.39  0.08  0.004  0.77  0.04  0.49  0.007  0.003  0.05  0.005KFY3(SA508-3)

0.17  1.44  0.25  0.016  0.75  0.20  0.51  0.004  0.002  0.01  0.004JFL(SA508-3)

0.18  1.42  0.24  0.014  0.84  0.12  0.51  0.017  0.004  0.14  0.002JRQ(SA533-B)

C      Mn Si Al       Ni     Cr    Mo      P        S       Cu    VMaterial

Table 2.  Coefficients in the flow curves of RPV steels.

0.153969 - 2.34TKFU4

“0.1561008 - 1.99TKFY5

“0.142893 - 2.49TKFY4

“0.168897 - 2.62TKFY3

“0.160971 - 2.72TJFL

-160 oC < T < 0 oC0.162983 - 2.90TJRQ

Temperature n  (average)K [MPa]Material

0.153969 - 2.34TKFU4

“0.1561008 - 1.99TKFY5

“0.142893 - 2.49TKFY4

“0.168897 - 2.62TKFY3

“0.160971 - 2.72TJFL

-160 oC < T < 0 oC0.162983 - 2.90TJRQ

Temperature n  (average)K [MPa]Mat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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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Fitting parameters of fracture strain vs. temperature curves and stress triaxiality at 

fracture, where R = notch root radius, 2A = upper shelf value, TTR = transition temperature at 

f=A, 2B = transition temperature span.

-152301.283< 0.65∞

-150331.025< 0.873.0

-140490.952< 0.892.0

-133500.939< 0.971.5

-119360.786< 1.051.0

-107400.756< 1.100.75

-81590.792< 1.060.5

-75590.628< 1.260.25

TTR [oC]B2A
(=upper 
shelf)

tfR [mm]

-152301.283< 0.65∞

-150331.025< 0.873.0

-140490.952< 0.892.0

-133500.939< 0.971.5

-119360.786< 1.051.0

-107400.756< 1.100.75

-81590.792< 1.060.5

-75590.628< 1.260.25

TTR [oC]B2A
(=upper 
shelf)

tfR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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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lastic-plastic stress distribution in front of the crak tip(by McMeeking[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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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chematic diagram of J-integral fracture toughness t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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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Estimated fracture toughness data sets using different sizes of ind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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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항  압력용기강 취성파괴 해석을 위한 균열선단에서의 

         미세파괴기구 및 국부응력 해석기술 

4.1 서론

  일반적으로 BCC 구조의 페라이트/베이나이트계 저합금강은 온도가 감소함에 따라 파

괴모드가 연성에서 취성으로 변하는 천이거동을 보인다. 특히 연성-취성 천이온도 역에

서 파괴인성은 온도에 따라 급격히 변하고 동일 온도에서도 심한 편차를 나타낸다[1,2].  

천이 역에서의 파괴인성특성을 기존의 평면변형 파괴인성(KIC)시험법[3]으로 평가하기 위

해서는 시험편의 크기가 너무 커지는 문제점이 있으며, 뚜렷한 안정균열성장 이전에 불안

정 취성 파괴가 발생하기 때문에 JIC 시험법[4]도 적용할 수가 없다. 뿐만 아니라 동일조

건에서의 편차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가 불가능하다. 이와같은 파괴인성 천이특성을 평

가하기 위해 최근에 ASTM에서는 확률․통계적 방법을 이용한 마스터 커브(Master 

Curve)개념이 제안[5]되었으며 이에 따르면 천이온도 역에서 파괴인성 특성을 하나의 

특성온도(T0)로 나타낼 수 있다[6-8]. 마스터 커브방법은 균열선단 미세조직에서 가장 취

약한 부분(탄화물이나 제2상의 개재물등)이 벽개시발점으로 작용하여 파괴에 이르는 최대

취약결합설(weakest-link-theory)[9]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벽개시작이 파괴를 주도하는

(initiation-controlled) 천이 역에서 파괴인성값의 편차를 하나의 확률․통계적 현상으로 

해석한다.

  천이온도 역에서의 전형적인 파괴는 균열선단에서 어느 정도의 소성변형 후에 불안정

한 취성 벽개파단 모드로 발생한다. 이러한 파괴거동을 설명하기 위하여 탄화물의 확률적 

특성과 응력분포에 의한[10,11] 파괴응력을 이용하여 균열선단에서 벽개균열을 일으키는 

미시적 파괴기구에 대한 연구가 일부 연구자들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12-16]. 

  본 연구에서는 최근 제정된 ASTM E1921-97 표준방법에 따라 Charpy 시편크기의 소형 

3점 굽힘시편을 이용한 파괴인성시험을 통하여 Mn-Mo-Ni계 저합금강인 원자로 압력용

기강의 천이온도 역에서 파괴인성특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 다. 또한 각 시편에서 측

정된 파괴인성값 및 균열선단에서의 이론적인 응력분포와 파면 관찰결과를 이용하여 국

부적 파괴응력을 결정하고 취성파괴특성에 향을 미치는 미세조직 인자의 향을 탄화

물의 관점에서 고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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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실험방법 및 절차 

4.2.1 재료 및 시편

  본 연구에 사용된 재료는 가압경수로형 원자로 압력용기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SA508 Cl.3 단조재이다. 표 1과 2에 실험에 사용된 4개 재료의 화학성분 및 주요 기계적 

성질을 정리하 다. Heat 1, 2, 3은 한국중공업(주)에서 각각 서로 다른 정련과정으로 제

조된 상용 재료이며 Heat 4는 IAEA (국제원자력기구)에서 국제공동실험을 위해 제조된 

연구용 재료이다. 각 재료는 모두 두께 200mm 이상의 대형 실 구조품과 동일한 크기로, 

두께의 1/4 깊이 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샤르피 시험편 크기의 3점 굽힘시험편 

(PCVN, Pre-cracked Charpy V-Notch specimen)을 T-L 방향으로 가공하 다. PCVN 시

편의 형상을 그림 1에 나타내었다. 시편을 기계가공 후 초기균열길이가 시편폭의 약 50% 

정도 되도록 예비피로 균열을 실온에서 생성하 다. 예비피로 균열 생성시 균열선단에 소

성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하중을 규정[5]에 따라 적절히 조절하 다.

4.2.2 탄․소성 벽개파괴인성 시험

  PCVN 시편의 3점굽힘 파괴인성시험(TPB, Three Point Bending)을 ASTM E1921-97에 

따라 벽개파괴가 발생하는 저온 역에서 수행하 다. 시험온도는 Isopenthane을 냉매액

으로 하는 저온조에서 액체질소를 사용하여 ±0.5℃ 이내의 정 한 온도조절을 실시하

다. 각 시편마다 열전대를 부착하여 실제 시험온도를 측정하 다. 시험은 0.5mm/min의 

하중선 변위속도로 수행하여 불안정 취성파괴가 발생할때까지 시편에 가해진 J-integral 

값 (JC)을 결정한 후 다음의 식을 이용하여 탄소성 벽개파괴인성값(KJC)으로 환산하 다.

     

        KJC = E․JC                                             (1) 

여기서 온도에 따른 탄성계수 E 값은 다음의 실험식[17]으로부터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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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시편에서 구해진 파괴인성값은 다음의 제한조건을 만족할 때 유효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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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JC ≤ (E b o σ ys / 30)
1/2                                         (3)

      E=탄성계수, bo=리거멘트 길이, σ ys=항복강도
동일한 시험온도에서 6개 이상의 유효한 파괴인성값이 얻어지면 다음과 같이 통계처리하

여 특성온도 To를 결정할 수 있다. 이때 (3)식의 유효범위를 넘는 측정값들은 (3)식의 최

대유효 상한 값으로 고정한다.

  먼저 각각의 시험편으로부터 얻어진 KJC 값을 weakest-link-theory에 의거한 확률이론

에 기초하여 1T-CT 시편에서 얻어질 수 있는 파괴인성값으로 다음과 같이 환산한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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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m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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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결과로부터 경험적으로 20 MPa√m로 정의된다. 

  최소 6개이상의 유효한 data를 포함하는 파괴인성값에 대하여 파괴인성값의 50% 확률

적 평균값(KJC(med))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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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Ko =  [ ∑
N

i= 1
(KJC( i)-20)

4
/( r-0.3068 ) ]

1/4

 + 20MPa m          (6)

여기서 N은 시험된 시편의 총 숫자, r은 그 중 유효한 data의 개수이다.

  1인치 두께의 시험편에 있어서 페라이트계 강의 온도에 따른 파괴인성 변화는 다음과 

같은 특성곡선 (Master Curve)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5,18].

    KJC(med) =  30 + 70⋅exp [ 0.019 (T-To )]     (MPa√m)           (7)

따라서 ferritic steel의 천이온도 특성온도 (T0)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To =  T - 
1

0.019
ln [

K JC(med)-30

70 ]                              (8) 

여기서 T0는 1T-CT 시편에서의 파괴인성값이 100MPa√m 일때의 온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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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파면관찰 및 탄화물 정량화

  파괴된 각 시편의 파면관찰을 통하여 그림 2와 같이 피로 균열선단으로부터 불안정 취

성파괴 시작점까지의 거리(Xf)를 측정하 다. 여기서 SZW( stretch zone width)은 균열선

단에서의 둔화(blunting)량이다. 또한 파괴인성값에 향을 미치는 미세조직 인자를 탄화

물의 관점[19]에서 고찰하기 위해 선분법(linear analysis)을 이용하여 각 재료에 대해 동

일면적상의 탄화물의 개수 및 크기를 결정하 다. 

4.3 실험결과 

4.3.1 미세조직 및 결정립 크기

  그림 3과 4에 광학현미경과 주사전자현미경으로 각각 관찰된 시험재료의 대표적인 미

세조직을 나타내었다. 미세조직은 Normalizing-Tempering-Quenching-Tempering 및 

PWHT (post weld heat treatment)를 거친 전형적인 템퍼드 베이나이트이다. 

  Heat 1 재료의 경우 결정립의 크기가 80㎛ 정도로 비교적 조대하 으며, 또한 래스의 

폭이 타 재료에 비하여 넓을 뿐만 아니라 결정립계 및 래스경계에 존재하는 탄화물도 비

교적 조대하 다. Heat 2, 3의 경우는 30㎛내외의 비슷한 결정립크기를 가졌으며 Heat 4

는 23㎛로 결정립의 크기가 가장 작았다. 결정립계 및 래스 경계에 존재하는 탄화물의 크

기 및 형태가 재료에 따라 서로 다름을 볼 수 있다.

4.3.2 파괴인성 시험결과

  각 재료별 PCVN 시험편을 이용한 파괴인성시험 결과를 시험온도에 대하여 그림 5에 

도시하 다. 이때 X축은 각 시험온도를 재료별로 결정된 특성온도로 보정한 T-T0값을 의

미한다. 이렇게 T0로 보정된 파괴인성 시험결과들은 재료에 상관없이 하나의 특성곡선

(master curve)형태를 취하게 되어 T0가 각 재료의 파괴인성천이특성을 나타내는 특성인

자로 적합함을 보여주었다. 여기서 T0란 연성-취성 천이온도 혹은 취성파괴의 경향을 나

타내는 온도이므로 이 값이 낮을수록 재료는 취성파괴의 저항성이 우수한 재료임을 나타

내며  Heat 1 재료가 취성파괴에 대한 저항성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Heat 4 재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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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이 역에서의 파괴저항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4.3.3 벽개파괴 시작점

  각 시편에 대해 피로 균열선단으로부터 벽개파괴 개시점까지의 거리와 그때 측정된 파

괴인성값과의 관계를 그림 6에 도시하 다. 그림에서 보듯이 측정된 파괴인성값이 큰 시

편에서 벽개파괴 개시점의 위치도 피로 균열선단에서 멀리 떨어진 것으로 관찰되었다. 그

림에서 실선은 다음절에서 보다 상세히 고찰될 균열선단 앞의 주응력이 이론적으로 최대

가 되는 지점을 나타내며 점선은 주응력이 그 최대값의 90% 되는 위치를 가리킨다. 각 

시편의 취성파괴시에 파괴개시점 위치에서의 주응력값을 파괴응력으로 정의하 다.

4.4 고찰 

4.4.1 국부파괴응력

  탄․소성 변형거동을 보이는 재료의 균열선단 앞에서 주응력 방향의 응력분포는 

McMeeking[10]의 유한요소법(FEM)결과로 부터 그림 7과 같이 나타난다. 즉 파괴인성시

편에 하중이 가해짐에 따라 균열선단의 소성변형에 의해 무디어지고 균열선단 앞의 어느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주응력의 최대값이 발생한다. 주응력의 최대값이 되는 지역의 위치

와 범위는 하중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균열선단으로부터 멀어지고 폭도 넓어진다. 그림 7

과 같은 응력분포는 각 재료의 온도에 따른 유동응력특성에 따라 달라지게 되므로 각각

의 조건에 맞게 결정이 되어야 한다. Chen 등[20-22]은 실험적으로 파면에서 관찰된 피로

균열선단과 벽개파괴 시작점 까지의 거리로부터 균열선단의 이론적인 응력분포를 이용하

여 균열앞의 국부적 파괴응력을 결정하 다. 본 연구에서도 동일한 방법을 이용하여 4가

지 원자로 압력용기재료에 대해 국부파괴응력을 결정하 다. 이때 각 시험편에 대해 균열

선단 앞에서의 응력분포는 McMeeking의 결과를 바탕으로 각 시험조건에서 가공경화지

수 및 항복응력을 이용하여 내삽법(interpolation method)[11]으로 각 해당조건에 맞는 응

력분포를 구하여 사용하 다. 계산한 응력분포[10]를 바탕으로 각 시편에서 측정된 파괴

인성값 및 균열선단에서의 응력분포와 균열첨단으로부터 불안정 취성파괴 개시점까지의 

거리를 이용하여 국부파괴응력(σf
*
)을 구하 다. 각 시편에서 구해진 파괴응력은 그림 6

에서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이 최대 주응력(σmax)의 90% 이상의 범위 으며 시험조건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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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술평균하여 천이특성온도와 함께 표 3에 나타내었다. 표 3에서 평균 국부파괴응력은 재

료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특성온도가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Heat 3 재료

의 경우 서로 다른 온도에서 결정된 국부파괴응력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여러 연구

자들의 연구결과에서처럼 국부파괴응력은 온도에 크게 의존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23].

4.4.2 탄화물의 향

 

 천이 역에서의 벽개파괴는 탄화물같은 제2상 입자에 형성된 임계 길이를 가진 미소균

열이 충분한 응력하에서 기지를 통해 불안정하게 전파함으로 발생한다. 따라서 재료의 파

괴특성은 탄화물의 크기에 매우 향을 받게되며 이러한 특성을 고찰하기 위하여 각 재

료별로 선분법을 이용하여 동일면적상에 존재하는 탄화물의 개수와 평균크기를 구하

다. 표 4에 그 결과를 나타내었다. Heat 1 재료는 상대적으로 탄화물의 수는 적지만 평균

크기는 가장 크게 나타났고 Heat 4 재료의 경우는 이와 반대로 탄화물의 수는 가장 많았

지만 평균크기는 가장 작았다.

  Griffith[24]의 균열진전에 대한 국부파괴응력과 탄화물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25,26].

  σ f=[
ΠE(γ s+WP)

2(1-ν 2)r
] 1/2                                               (9)

여기서 σf : 국부파괴응력, E : 탄성계수, γs : 계면에너지, Wp : 균열성장에 필요한 소성

일, ν : Poisson's ratio, r : 탄화물의 반경

  국부파괴응력과 탄화물크기와의 관계를 그림 8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평균 탄화물 크

기와 파괴응력의 관계는 σf
* 
∝ r

-1/2
의 경향을 보 다. 이는 탄화물의 크기가 증가할수록 

미소균열의 응력집중이 커서 낮은 국부파괴응력에도 쉽게 불안정벽개파괴가 발생할수 있

음을 의미한다. 즉 탄화물이 미세한 재료일수록 조대한 탄화물 재료의 경우보다 외부하중

으로 인하여 생긴 탄화물 크기의 미소균열이 불안정한 전파로 연결되는 것이 어려우므로 

파괴응력 및 파괴인성값이 높게 측정된다. 그러나 재료내의 모든 탄화물들이 불안정 취성

벽개파괴를 야기시키지는 않는다. 실제로 불안정한 벽개파괴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취약

한 제2상에서 임계크기이상의 미소균열이 발생하여야 하며 크기가 작은 입자에서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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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열은 충분한 벽개파괴를 일으킬 때 까지 성장하여야 한다[27-28]. 비교적 큰 탄화물은 

그 자체로 충분한 벽개파괴를 일으킬수 있는 인자로 작용하게 되지만 미세한 탄화물의 

경우는 미소균열이 성장하는 동안 다시 소성변형에 의해 둔화되므로 벽개파괴를 일으키

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어느정도 크기 이상의 탄화물만이 벽개파괴를 일으킨다고 볼 

수 있다. 그림 9는 각 재료에 대한 특정크기 이상의 탄화물 개수를 보여준다. 크기가 0.2

㎛이상에서는 탄화물의 수가 Heat 1 재료에서 Heat 4 재료로 갈수록 작아지며 파괴인성

시험 결과로부터 불안정한 벽개파괴특성을 나타내는 특성온도와의 관계를 고려하면 최소 

0.2㎛이상의 탄화물이 벽개파괴를 일으키는 유효크기라 판단된다. Heat 1 재료의 경우 탄

화물의 전체 수는 적지만 벽개파괴를 일으키는 조대한 크기의 탄화물의 개수는 가장 많

으며 천이특성이 가장좋은 Heat 4 재료의 경우는 전체 탄화물의 개수는 가장 많지만 벽

개파괴를 일으킬 수 있는 비교적 조대한 탄화물의 수가 가장 적어 벽개파괴의 저항성이 

가장 크게 평가되었다. 그림 10에 전체 탄화물에 대한 0.2㎛이상되는 탄화물의 분율을 나

타내었다. 따라서 천이온도 역에서 재료의 벽개파괴특성을 결정짓는 주요 인자는 취약

한 탄화물의 전체적인 양이 아니라 비교적 큰 탄화물의 양에 의해 결정되어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4.5 결 론

  Charpy 시편 크기의 소형 3점 굽힘시편을 이용한 파괴인성시험을 통하여 SA508 Cl.3 

원자로 압력용기강의 천이온도 역에서의 취성파괴특성을 평가하고 이러한 파괴특성과 

파괴인성에 향을 끼칠 수 있는 국부파괴응력 및 탄화물의 향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

은 결론을 얻었다.

- 천이 온도 역에서의 파괴인성값은 벽개파괴의 특징인 큰 편차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재료별로 결정된 특성온도(T0)를 이용하여 정량적으로 평가할수 있었다. 

- 결정된 평균 국부파괴응력은 재료별로 측정된 파괴인성과 잘 관계지어졌으며 온도에 

따른 의존성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 천이 역에서의 파괴인성값은 국부파괴응력이 증가할수록 높은값을 보 다. 그리고 벽

개시발점으로 작용하는 탄화물의 크기와 국부파괴응력은 σf
* 
∝ r

-1/2
의 관계를 나타내

었다.

- Heat 1 재료의 경우 탄화물의 전체 수는 적지만 벽개파괴를 일으키기 쉬운 조대한 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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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의 개수가 가장 많았으며 파괴특성이 가장좋은 Heat 4 재료의 경우는 전체 탄화물

의 수는 가장 많지만 벽개파괴를 일으킬 수 있는 조대한 탄화물의 수는 가장 적었다. 

이로부터 천이 역에서 벽개파괴는 비교적 큰 탄화물에 의해 주도되는 것으로 판단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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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emical compositions of the tested materials.

Heat

No.

Material

Id.

Chemical composition (wt.%)

C Si Mn P S Ni Cr Mo Al Cu V

1 VCD 0.18 0.08 1.43 0.008 0.003 0.78 0.04 0.52 0.005 0.06 0.006

2 VCD+Al 0.18 0.10 1.46 0.006 0.003 0.86 0.15 0.51 0.018 0.03 0.004

3 Si+Al 0.21 0.24 1.36 0.007 0.002 0.92 0.21 0.49 0.022 0.03 0.005

4 JFL 0.17 0.25 1.44 0.004 0.002 0.75 0.20 0.51 0.016 0.01 0.004

     * VCD : Vacuum Carbon Deoxidation

     * VCD + Al : VCD + Aluminum-Killing 

     * Si + Al : Silicon and Aluminum-Killing

     * JFL :  Silicon and Aluminum-Killing

Table 2. Mechanical properties of the tested materials.

Heat 

No.
Material Id.

YS(MPa)

at R.T

UTS(MPa)

at R.T
Elongation(%)

1 VCD 424 597 23.6

2 VCD+Al 431 560 27.3

3 Si+Al 457 602 26.6

4 JFL 478 613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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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Fracture stresses and reference temperatures determined in the tested materials.

Heat 

No.

Material 

Id.

Test Temp.

(℃)

Local fracture 

stress(MPa)

Reference 

temperature(℃)

1 VCD -75 2260 -64

2 VCD+Al
-75 2440

-68
-100 2497

3 Si+Al -100 2719 -75

4 JFL -100 2770 -102

Table 4. Quantitative analysis of carbides.

Heat 

No.

Material 

Id.

total number of 

carbides per same area(1050㎛2)

average carbide 

size(㎛)

1 VCD 700 0.26

2 VCD+Al 806 0.21

3 Si+Al 810 0.19

4 JFL 860 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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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Geometry of Charpy-sized three point bend specimen(PCV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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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EM photograph to determine the location of the cleavage initiation on the fractured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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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OM microstructure : (a) Heat 1, (b) Heat 2, (c) Heat 3, (d) Heat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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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EM microstructure : (a) Heat 1, (b) Heat 2, (c) Heat 3, (d) Heat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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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temperatures were normalized by the T0 values determined on each mat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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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Relationship between the measured fracture toughness value and the distance to the 

cleavage initiation point from crack tip(X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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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A theoretical stress distribution in front of crack tip by McMeeking[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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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항  Charpy 충격시험의 계장화 신호분석에 의한 파괴인성

         평가 기술 

5.1 배경

  원자로압력용기는 원자력발전소의 수명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부품으로서 취성파괴

에 대한 건전성 확보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하여 천이 역에서의 파괴인성과 조사취화에 

의한 파괴인성변화의 정량적인 평가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원자로압력용기강의 

파괴인성은 정적하중하에서의 균열진전에 대한 저항성을 나타내는 정적파괴인성(crack 

initiation static fracture toughness, KIc)과 하중속도가 비교적 빠른 동적하중하에서의 균

열진전에 대한 저항성을 나타내는 동적파괴인성(dynamic fracture toughness, KId) 그리고 

이미 생성된 균열의 진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파괴저항성을 나타내는 균열정지파괴인성

(crack arrest fracture toughness, KIa) 등이 있으며, 이러한 파괴인성들의 평가를 통하여 

원자로압력용기강의 파괴저항성을 예측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원자로압력용기강의 정적파괴인성(KIc)은 CT시험편(compact tension 

specimen)을 이용하여 구해지고 있으나, 정적파괴인성(KIc)의 하한값(lower bound)은 CT

시험편과 비교하여 적은 수의 균열정지파괴인성 시험편(KIa testing specimen)을 이용하여 

구해질 수 있으며, 따라서 중성자조사 후 파괴인성의 하한값이 요구되는 조건에서는 정적

파괴인성(KIc)보다 균열정지파괴인성(KIa)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보고되어 있

다.[1] 그러나 이러한 KIa 평가시험도 매우 복잡한 시험조건과 고비용을 요구하므로, 최근

에는 계장화샤피충격시험(instrumented Charpy impact test)으로부터 얻어진 정보를 이용

하여 KIa를 예측하는 방법이 많은 연구자들로부터 주목받고 있다.[2-5] 원자로압력용기강

의 인성평가방법 중 샤피충격시험은 시편제작 및 시험방법이 간편하고, 파괴인성치를 비

교적 정확하게 상대평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원자로의 가동 전 및 가동 중의 감시시험에 

있어서 필수적인 시험항목이다. 특히, 충격시의 하중과 변위를 기록할 수 있도록 고안된 

계장화샤피충격시험은 하나의 시험편으로부터 보다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더욱이 예

비균열을 내지 않은 무딘 노치 샤피시편을 이용하여 파괴인성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유용한 시험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무딘 노치만을 갖는 샤피시편의 계장화충격시험으로부터 얻어진 샤피충

격 하중-변위 곡선의 해석을 통하여 원자로압력용기강의 균열정지파괴인성을 평가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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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고 그 타당성을 고찰하고자 하 다. 샤피충격 하중-변위 곡선

으로부터 균열정지하중(crack arrest load)을 결정하고, 균열정지하중의 온도에 따른 변화

로부터 원자로압력용기강의 파괴특성을 나타낼 수 새로운 특성온도를 도출하고자 하 으

며, 균열정지하중과 파면으로부터 측정된 균열길이를 이용하여 원자로압력용기강의 하한

값의 균열정지파괴인성치, KIa를 평가하고자 하 다. 

5.2 실험

  본 연구에 사용된 재료는 원자로압력용기로 사용되는 Mn-Mo-Ni계 저합금강인 ASME 

SA508 Cl.3 단조강이며, 충격시험편은 동합금이 원자로압력용기로 사용될 때의 모재(Base 

Metal, L/T방향), 용접부(Weld Metal) 및 용접열 향부(Heat-Affected Zone, HAZ)로부터 

채취하 다. 모재와 용접부의 화학조성 및 각 소재에 대한 상온 기계적 성질은 표 1 및 

표 2에 나타내었다. 그림 1은 샤피충격 하중-변위 곡선을 얻기 위한 계장화샤피충격시험

의 모식도를 나타낸 것이다. 계장화샤피충격시험은 일반적인 샤피충격시험기에 시간에 

따른 충격하중 및 변위의 변화를 기록할 수 있도록 dynamic load cell과 광센서를 장착

하여 수행되었다. 충격하중은 충격텁(tup)에 내장된 로드셀(load cell)에 의해서 계측되고, 

충격순간으로부터의 변위는 햄머(hammer)에 부착된 나이프에지(knife edge)가 광센서를 

통과하게 되어 계측되며, 이러한 계측데이터는 컴퓨터프로그램으로 이동되어 처리 및 저

장 된다. 충격시험은 표준형 샤피 V-노치 시험편(10×10×55mm
3
)을 이용하 으며, 시험

편의 형상 및 크기는 그림 2에 도시하 다. 동적파괴인성값을 얻기 위한 피로균열시험편

의 경우 균열선단의 응력집중계수(Kf)는 26.6kg/mm
3/2
(Pmax=180kg)으로, 균열길이와 시험

편 두께의 비(a/W)는 0.45∼0.55로 제어하 다.

  충격시험은 -100℃∼288℃의 온도범위에서 수행되었고, 시험온도의 정 한 조절을 위하

여 항온조(bath)는 고온용과 저온용으로 구분하여 사용하 다. 고온용 항온조는 내장된 

전열체를 이용하여 시험온도를 조절하 고, 저온용 항온조는 액체질소를 주입하여 시험

온도를 조절하 다. 이 때 사용된 열 유지매체로는 상온이상에서는 물(상온∼98℃) 또는 

실리콘오일(silicon oil)(98℃이상)을 사용하 고, 상온이하에서는 알코올(상온∼-60℃) 또는 

아이소펜탄(isopentane)(-60℃이하)을 사용하 다. 시험방법과 관련된 제반 사항 및 동적파

괴인성값을 얻기 위한 해석절차는 모두 ASTM 규격[6-8]을 준수하여 수행되었으며, 충격

시험 후 파면분석은 주사전자현미경(SEM)을 이용하여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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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결과 및 고찰

  그림 3(a)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무딘 V-노치 시편의 계장화샤피충격시험으로부터 얻어

진 전형적인 샤피충격 하중-변위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Py는 충격하중하에서의 

항복하중(yield point load), Pm은 최대하중(maxium load), Pu는 불안정 균열전파하중

(unstable crack growth load) 그리고 Pa는 균열정지하중(crack arrest load) 등 특성화된 

하중값들을 나타낸다. 저자 등은 이전의 연구결과[9]를 통하여, 이러한 특성화된 하중값들

을 이용하여 원자로압력용기강에 대한 충격시험시의 shear fraction 및 lateral expansion 

등 파괴인성과 관련된 인자들을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었으며, 기존의 ASTM 등

에서 제안된 방법에 의한 결과들[10]과도 잘 일치하고 있음을 보임으로써 원자로압력용기

강의 인성평가에 있어서 계장화샤피충격시험의 유용성을 입증한 바 있다. 

  그림 3(b)는 그림 3(a)의 샤피충격 하중-변위 곡선으로부터 얻어진 각각의 특성화된 하

중값들의 온도에 따른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각각의 특성화된 하중값들은 서로 다른 온

도의존성을 나타내며, 이는 재료의 파괴특성이 온도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이다. 항복하중

(Py) 및 최대하중(Pm)은 모든 온도구간에 걸쳐서 온도가 감소할수록 증가하다가 0℃부근

에서는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한편, 불안전균열전파하중(Pu) 및 균열정지하

중(Pa)은 각각 균열전파 및 정지시의 하중이므로 100% 벽개파괴가 일어나는 lower shelf 

역 및 100% 연성파괴가 일어나는 upper shelf 역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천이온도 역

에서만 나타나는 하중값이다. 이러한 특성으로부터, 그림 3(b)에 나타낸 것과 같이, 천이

역이 시작되는 온도(TI) 및 upper shelf 역이 시작되는 온도(TO) 등을 예측할 수 있

다. 특히, 위에서 서술한 4종류의 하중값들 중 균열정지하중(Pa)은 높은 응력장의 조건에

서 균열전파를 정지시킬 수 있는 재료의 능력을 나타내는 값으로서, ASTM규격 E 208에 

의해 결정되는 무연성천이온도(TNDT)와 같은 의미에서 재료의 특성을 나타내는 인자로 보

고되어 있다.[1] 또한, 균열정지하중은 천이 역에서만 나타나는 하중값으로서 원자로압력

용기강의 천이특성을 잘 나타내며, 충격시험편의 노치형상에 관계없이 파괴인성과 접

한 관련을 가진 인자로 보고되어 있다.[2] 따라서 계장화샤피충격시험결과 얻어지는 균열

정지하중값은 원자로압력용기강의 균열정지파괴인성을 예측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하중

값으로 판단된다.

  그림 4는 각각의 시험편에 대한 샤피충격 하중-변위 곡선으로부터 얻어진 균열정지하

중의 온도에 따른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균열정지하중은 시험편의 종류에 따라 서로 다

른 값을 나타내었고 일반적인 샤피충격시험결과에서 나타나는 정도의 편차를 보 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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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의존성은 모든 시험편에서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균열정지하중은 천이온도 역

에서만 나타나는 하중값으로서 충격시험편의 노치형상에 관계없이 재료의 천이특성을 잘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2] 한편, 천이온도 역에서 KIc 및 KIa 등의 온도의존성은 

다음의 식 (1)과 식 (2)에서와 같이 특성온도(index temperature)로 보정된 지수함수의 형

태로 표현된다.[2]

         K Ic= 30+70exp [0.019(T-T 0 )]       (MPa m )                   (1)

             

         KIa= 30+70exp [0.019(T-TKIa )]     (MPa m )                   (2)

여기서 T0 및 TKIa는 KIc 및 KIa가 각각 100MPa√m일 때의 특성온도이다. 따라서 온도에 

따른 균열정지하중의 변화도 위의 식들과 유사하게 특성온도로 보정된 지수함수의 형태

인 다음의 식 (3)과 같이 표현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Pa= A exp [0.019(T-TPa= A )]          (kN)                       (3)

               

여기서 A는 특정한 균열정지하중값, TPa=A는 균열정지하중값이 A kN일 때의 특성온도이

다. 따라서 특정한 균열정지하중값(A)과 그에 따른 특성온도(TPa=A)를 변화시킴으로써 균

열정지하중의 온도에 따른 변화를 가장 적절히 표현할 수 있는 함수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5는 균열정지하중의 온도에 따른 변화를 식 (3)을 이용하여 나타

낸 것으로서, 여기서 특정한 균열정지하중값 A는 2(kN)이며, 특성온도는 균열정지하중이 

2 kN일 때의 온도(TPa=2kN)이다. 그림에서 나타낸 것과 같이 본 연구에서 사용된 원자로압

력용기강에 대한 균열정지하중의 온도에 따른 변화는 특성온도로 보정된 지수함수의 형

태로 잘 표현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식 (3)의 지수함수를 이용하여 균열정지하중의 온도에 따른 변화를 가장 

적절히 표현할 수 있는 식과 그 때의 특성온도를 결정하고자 하 다. 표 3은 각각의 재료

들에 대하여 식 (3)을 이용하여 특정한 균열정지하중값(A)을 변화시키면서 특성온도

(TPa=A)를 구하고, 이를 기존의 무연성천이온도(TNDT) 및 샤피충격흡수에너지가 41J일 때의 

온도(T41J)와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특정한 균열정지하중값(A)이 높을수록 특성온도

(TPa=A)도 높은 값을 나타내며, 기존의 TNDT 및 T41J이 높은 재료일수록 식 (3)을 이용하여 

새롭게 구한 특성온도(TPa=A)도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그림 6은 표 3에 나타낸 특성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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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a=A)들과 기존의 TNDT 및 T41J과의 상관성을 조사한 것으로서, 그림에 실선으로 표시한 

직선이 점선으로 표시한 대각선(기울기 1)에 가까울수록 식 (3)을 이용하여 새롭게 구한 

특성온도(TPa=A)와 기존의 TNDT 및 T41J과의 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T41J과

의 상관성은 TPa=2kN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TNDT와의 상관성은 TPa=3kN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그림 6(c)에 나타낸 것과 같이, 균열정

지하중이 2kN일 때의 온도를 특성온도로 결정할 경우, 기존의 특성온도인 TNDT 및 T41J과

의 상관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Planman 등의 연구[3]에 의하면, 다양한 페라이

트계 강에서 균열정지하중이 4kN일 때의 온도를 특성온도로 결정할 경우 TNDT 및 TKIa

와의 상관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 사용된 원자로압력용기강

의 경우는 균열정지하중이 2kN일 때의 온도(TPa=2kN)가 더욱 적절한 특성온도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특성온도는 원자로압력용기강의 파괴인성을 표현하는 새로운 특성

온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림 7은 천이온도 역에서 샤피충격시험 후 시험온도에 따른 파면의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서, 시험온도가 증가할수록 shear fraction이 증가하는 경향을 관찰할 수 있었다. 

각각의 파면으로부터 불안정균열전파가 시작된 지점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그림에 표시), 

이 지점으로부터 불안정균열전파가 종료된 지점까지의 거리(불안정균열길이, a0)를 측정하

여 표 4에 나타내었다. 또한, 시편의 리가먼트(ligament, b)에서 불안정균열길이를 뺀 길

이를 안정균열길이(aa)로 가정하여 함께 나타내었다. 그림 8은 안정균열길이에 따른 균열

정지하중의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서 안정균열길이가 증가할수록 균열정지하중도 함께 증

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위에서 가정한 안정균열길이는 재료의 파괴인성을 직접적으

로 나타내는 인자로서 안정균열길이가 증가할수록 파괴인성도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파

괴인성이 높은 재료에서는 균열정지하중도 높게 나타나며, 이러한 균열정지하중은 파괴

인성을 직접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인자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결과

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 사용된 원자로압력용기강의 균열정지파괴인성(KIa)은 균열정지하

중 및 안정균열길이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

다.[11,12]

     

         KIa=
3PaS

2BW 2 πa a f(a a/W )     (MPa m )                        (4)

         f(a a/W ) =
1.99-(a a/W )(1-a a/W )(2.15-3.93a a/W+2.7a a

2/W 2 )

π ( 1+2a a /W )(1-a a/W )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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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Pa는 균열정지하중, B는 시편의 두께(thickness), W는 시편의 폭(width), S는 시편

의 스팬(span), aa는 안정균열길이이며, f(aa/W)는 안정균열길이에 따른 형상인자이다.

  그림 9는 균열정지하중 및 안정균열길이를 이용하여 식 (4)로부터 구해진 파괴인성치

(KIa)와 실험적으로 구한 동적파괴인성치(KId)의 상관성을 나타낸 것이다. 동적파괴인성치 

KId는 동재료에 대한 예비균열샤피충격시편을 이용하여 ASTM규격[8]에 따라 구해진 것

으로서, 선형파괴역학으로부터 도출된 KId와는 동일하지 않으나, 비선형조건에서 가장 근

사한 값을 얻을 수 있었다. 두 종류의 파괴인성값은, 그림 9에서 보는 것과 같이 비교적 

높은 상관성을 나타내었으며, 따라서 계장화샤피충격시험을 통한 균열정지하중 및 안정

균열길이의 측정으로부터 비교적 정확하게 원자로압력용기강의 균열정지파괴인성을 예측

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5.4 결론 

  샤피충격 하중-변위 곡선으로부터 얻은 균열정지하중을 이용하여 원자로압력용기강의 

균열정지파괴인성을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그 타당성을 고찰하 다.

- 샤피충격 하중-변위 곡선으로부터 얻은 균열정지하중값의 온도에 대한 변화는 특성온도

로 보정된 지수함수의 형태로 잘 표현될 수 있었으며, 특성온도 TPa=2kN은 실험적인 무

연성천이온도(TNDT) 및 T41J과 높은 상관성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특성온도 TPa=2kN은 원

자로압력용기강의 파괴인성을 표현하는 새로운 특성온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

단되었다.

- 샤피충격 하중-변위 곡선으로부터 얻은 균열정지하중값의 변화는 안정균열길이의 변화

와 매우 높은 상관성을 나타내었다. 또한 균열정지하중 및 안정균열길이의 측정으로부

터 구해진 균열정지파괴인성치는 피로균열시험편을 이용하여 실험적으로 구한 동적파

괴인성치와 비교적 높은 상관성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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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ASME SA508 Cl.3 steel.

Elements 
(wt.%) C Mn P S Si Ni Cr Mo V Cu Al N Fe

Base 
Metal

0.18 1.43 0.008 0.003 0.08 0.78 0.04 0.52 0.006 0.06 0.005 - Bal.

Weld 
Metal

0.06 1.82 0.012 0.005 0.40 0.02 0.07 0.52 0.006 0.02 0.007 0.004 Bal.

Table 2. Mechanical properties of base metal and weld metal at room temperature (20℃).

Materials
Yield strength

(MPa)

Ultimate tensile 

strength (MPa)

Elongation

(%)

Base Metal (L) 410.4 548.7 23.7

Base Metal (T) 413.1 553.3 24.0

Weld Metal 478.5 568.5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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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Index temperatures of ASME SA508 Cl.3 steel.

Materials T41J(℃) TNDT(℃) TPa=4kN(℃) TPa=3kN(℃) TPa=2kN(℃) TPa=1kN(℃)

BM (L) -3.3 -12.2 29.86 14.72 -6.62 -43.10

BM (T) -3.3 48.75 33.61 12.26 -24.21

Weld Metal -66.1 -45.6 -40.84 -55.99 -77.33 -113.80

HAZ -82 -40 -68.82 -83.97 -105.31 -141.79

SRM
*

-12.8 40.52 25.38 4.04 -32.44

   *SRM : Standard Reference Materials (A533 Plates)

Table 4. Stable crack length measured from the fracture surface.

Test temperature

(℃)

Crack arrest load,

Pa (kN)

Unstable crack 

length, a0 (mm)

Stable crack length 

aa=b-a0 (mm)

-40 1.41 7.31 0.69

21.1 3.05 3.92 4.08

50 5.02 2.65 5.35

90 7.28 1.17 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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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diagram of instrumented Charpy impact tes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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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Fractured surfaces of Charpy V-notch specimens tested at (a) -40
o
C, (b) 21.2

o
C, (c) 50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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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d) 90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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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항  소형펀치 (SP) 시험 및 해석기술

6.1 서 론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되는 압력용기 및 배관을 포함하여 상당부품이 페라이트계 철강

소재들로서 저온으로 가면서 취성파괴의 경향이 높아지면서 파괴인성이 급격히 저하되는 

연성-취성 파괴특성 천이 거동을 보인다. 특히 원자로 압력용기 저합금강들은 원자로 가

동 중 중성자 조사에 의해 계속적인 재질 특성의 저하가 발생하며, 이 경우 초기 재료가 

가지고 있는 강도, 파괴인성 특성의 저하가 발생하고 연성-취성 천이온도가 상승하는 현

상이 생긴다. 발전소의 안전성 및 경제성을 높이고 수명을 예측,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러

한 특성 변화를 계속적으로 추적할 필요가 있으며, 적용되는 주된 시험법은 낙중시험, 충

격시험 및 파괴역학 개념에 기초한 파괴인성 측정법 등이 있다[1]. 그러나 조사시편의 크

기 및 수량이 극히 제한되어 있고, 높은 방사능으로 인해 시험여건상 표준시험편

(Standard, large-specimen)을 이용한 시험법으로 평가하는데 있어 제약을 받게 된다. 또

한 표준시험편을 실제 운전 중인 설비에서 시편을 채취하는 것도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로 소형시편을 이용하여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험법 개발의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1970년대 말경부터 발달한 소형펀치시험은 주로 소려취화(Temper embrittlement)나 조

사취화(Irradiation embrittlement)로 인한 강의 연성저하(Ductility loss)를 평가하기 위하

여 수행되어져 왔다. 그 후에 소형펀치시험과 일축인장시험으로 측정된 항복강도, 최대인

장응력 값들간의 상호연관성, 샤피충격시험으로 측정된 연성-취성천이온도와의 연관성뿐

만 아니라, 파괴인성(KIC, JIC)과의 상호연관성의 규명을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

다[2-9]. 그리고 최근에는 인장특성 및 파괴인성 평가뿐만 아니라 Creep 특성[10], 부식특

성[11], 가스 터빈 블레이드에 이용되는 산화물 또는 질화물 코팅층의 계면특성[12], 박막

에서의 계면특성을 평가하려는 노력과 더불어 의공학에 이용되는 UHMWPE 소재 등의 

기계적인 특성을 평가하려는 노력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13].

지금까지 소형펀치 시험을 위한 장치기술의 개발 및 표준시험법과의 연관성을 도출하기 

위해 여러 가지 시도가 있어 왔지만 원자로 압력용기용 저합금강에 대해서는 아직 소형

펀치 시험자료 및 연관성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소형펀치시험으로 구한 

천이특성온도와 표준시험법에 의한 다양한 천이특성온도들과의 연계성이 제대로 확립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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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원자로 압력용기강 소재에 대한 소형펀치시험을 

수행하여 표준시험법과의 연계성을 평가하고자 하 다. 특히 소형펀치 시험에서의 취성

파괴에 대한 국부파괴응력을 계산하여 표준시험편에서의 결과와 비교함으로써 표준시험

법과 소형펀치시험법의 연계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6.2 실험 및 결과해석 방법

6.2.1 재료 및 시편제작

  H1∼H7까지의 총 7종의 압력용기용 저합금강이 시험되었다. H1∼H4는 각각 제강공정

이 다른 SA 508 Cl.3 단조재이다. H5는SA533B Cl.1 저합금강 이며, H6, H7는 각각 SA 

508 Cl.2 단조강 모재 및 용접부이다. 각 재료는 모두 200mm이상의 대형 실 구조품과 동

일한 크기로, 두께의 1/4 깊이 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10×10×0.5mm 크기로 시편을 

가공하 다. 시편 두께의 허용오차는 ±0.01mm이었다.

6.2.2 시험장치 및 표면관찰

  SP 시편의 홀더는 하부다이, 상부다이, 4개의 나사로 구성되어 시편을 고정할 수 있도

록 하 다.(Figure 6.1) 시편을 홀더 중앙에 위치시키고 시스템의 축일치를 위해서 펀처

(puncher)가 상부다이의 홈을 통하여 펀치 선단의 볼을 누름으로써 시편에 하중을 가하

도록 하 다. 볼은 HRC 62∼67의 경도를 갖는 지름 2.4㎜의 강구를 사용하 고, 시편을 

고정하는 하부다이 구멍의 직경은 시편이 하부다이 홈의 안쪽 벽에 접촉되어 생기는 마

찰력을 받지 않고 변형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설계하 다. SP시험은 상온에서부터  -196
o
C

의 온도범위에서 수행하 으며, 천이특성이 나타나는 -150℃이하의 온도 범위에서는 15
o
C

간격으로 각 온도에서 6회 이상의 시험을 하 다. 변형속도는 1mm/min로 하 으며, 최

대하중으로부터 약 30%의 하중감소가 일어나는 시점에서 시험을 중단하 다. 펀치변위는 

시편 고정 그립에 접촉된 LVDT 센서로부터 측정하 고, 하중-변위 곡선을 구하 다. 시

편의 온도는 K-type 열전대를 하부다이 홈을 통하여 삽입시켜 시편과 접촉된 부위에서 

측정되도록 하 으며 냉각은 RTD thermocouple과 온도 controller를 이용하여 액체질소

의 양을 변화시켜 직접 또는 간접 분사방식으로 시편의 온도를 ±1℃이내로 조절하여 시

험하 다. 시험한 시편의 파괴모드 및 양상은 주사전자현미경(SEM)을 통하여 관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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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 소형펀치 연성-취성천이온도 결정

  페라이트계 강들에서는 천이 역에서 파괴인성 데이터의 편차가 심하게 나타난다. 일반

적으로 파괴확률개념이 도입된 와이블통계 처리방법은 취성파괴시 인성 데이터를 처리하

는데 매우 유용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14]. 본 연구에서는 천이 역에서 큰 편차를 보

이는 SP 에너지 값들의 평균값(median value)을 SP에너지(E)를 매개변수로 한 

2-parameter Weibull 통계법을 적용하여 구하 다.

  2-parameter Weibull 함수에 의한 파괴확률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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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E는 각 온도에서의 SP 에너지이며 Eo는 주어진 조건에서 재료의 특성값이며 개

념적으로는 파손확률이 63.2%가 될 때의 에너지를 가리킨다. 그리고 m은 파손확률분포의 

형상을 결정하는 변수로 와이블 분포의 기울기이다. 이 기울기가 커질수록 변수 E에 따

라 편차가 작아진다. 그리고 기울기 m이 커지면 주어진 매개변수의 좁은 역에서 파손

이 급격히 발생하며, 매개변수에 민감해짐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지수분포, 

Rayleigh 분포, 정규분포는 와이블 분포의 일종이며, m값이 1, 2, 3.44일 때 각각 이러한 

분포함수의 형태가 된다. 

  소형펀치시험법으로 동일조건에서 얻어진 N개의 시편의 SP 에너지 값들을 오름차순으

로 배열하여 순위를 정한 다음, 이로부터 ｉ번째 순위의 파괴확률을 구하는 식은 다음과 

같이 근사적으로 정의된다[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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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3.0

+
−=
N
iEF i   (2) 

  여기서 N은 시험한 시편 개수이며, ｉ는 파괴된 시편의 SP에너지의 순열이다. 초기의 

2-파라미터 와이블 분포함수인 식 (1)을 정리하여 양변에 더블 로그를 취하면 다음과 같

은 선형적인 와이블 식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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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EmEm
EF

lnln
1
1lnln −=








− (3)

  따라서 각 온도에서 시험하여 얻은 SP 에너지 E와 F(x)의 실험자료를 가지면 최소자승

법 등의 곡선핏팅(Curve fitting)을 이용하여 m, Eo를 구할 수 있다. 

  위에서 얻어진 m, Eo값으로부터 와이블 모델에서 파괴가 일어날 때의 SP 에너지의 평

균값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15].







 +Γ=

m
Eo

11µ
(4)

  이렇게 최종적으로 구하여진 각 온도에서의 평균값(Median value)들을 이용하여 

-spline의 방법으로 온도에 따른 SP 에너지의 천이곡선을 그린 후 최대에너지 값과 196
o
C

의 최저에너지 값의 중간 값이 되는 지점에서의 온도를 계산하여 SP 천이온도(Tsp)를 구

하 다.

6.2.4 SP시편의 유한요소(finite Element) 계산

  소형펀치 시편에 대한 유한요소계산은 ABAQUS code를 이용하 고, 파괴까지의 펀치

변위량에 대해 응력과 변형량을 계산하 다. 

6.3 시험결과 및 고찰

6.3.1 SP 천이특성 및 표준시험결과와 비교

  그림 2는 7종의 시편에 대해 얻어진 SP 에너지 천이곡선을 보여준다. 뚜렷한 SP에너지

의 천이현상이 -150
o
C 이하에서 나타나고 있다.

  표준시험법인 Charpy 충격시험으로부터 얻은 천이특성온도들(DBTT, T41J, T68J)과 3점 

굽힘 시험으로 얻은 To값 등은 모두 압력용기강의 조사전후의 파괴인성 특성을 규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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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값들이며, 이를 기초로 원자로의 건전성을 평가하고 운전조건(압력, 온도범위)을 

설정하는데 이용된다. 따라서 이들 특성온도들과 소형펀치시험에 의한 연성-취성천이온도

와의 연계성을 확립하는 것은 매우 유용하다.

  현재까지 보고된 바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소형펀치천이온도(TSP)와 샤피충격시험에 의

한 DBTT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경험식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8].

( ) ( )CVNsp DBTTDBTT ⋅= α                                  

다양한 재료에 대하여 실험적으로 구하여 보고된 비례계수는 0.4±0.02이다.

  그림 3은 표준시험법으로 얻어진 천이특성온도들과 소형펀치시험으로 결정된 연성-취

성천이온도(TSP)와의 관계를 나타내었다. 그림 3-(a)는 충격시험에서 상부에너지와 하부에

너지의 중간값으로 결정된 DBTT와 TSP사이의 연관성을 나타낸 것으로 DBTT와 TSP사이

에 선형성이 다소 떨어지나 비례관계가 나타났다. 7개의 재료에 대해 상한선(upper limit)

과 하한선(lower limit)의 간격은 약 30K정도 다. 압력용기강에 대한 충격시험 데이터로

부터 천이온도를 결정하는 기준은 대개 특정 충격에너지 값에 해당하는 온도로 정의되고 

있다. 68J(50 ft․lb)에 해당하는 온도(T68J)는 재료의 조사 전 천이특성을 규정하는데 기준

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재료의 방사선 조사 후 천이특성의 변화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41J(30 ft․lb)에 해당하는 온도(T41J)가 기준으로 이용되고 있다. 그림 3-(b)는 샤피충격시

험으로 얻은 T41J 및 T68J과 TSP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T41J과는 선형적인 비례관계

가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T68J과는 샤피충격시험에서 상부에너지(upper shelf energy)가 극

히 낮은 1개 재료를 제외하고는 선형적인 비례관계를 보인다. 동일한 TSP에 대해 T41J 및 

T68J의 오차범위는 약 20K정도 다. 

  최근 들어 샤피충격시험에 의한 압력용기강의 파괴특성평가보다 통계 및 파괴역학에 

근거한 더욱 직접적인 평가법인 'Master curve'법에 의한 천이온도 결정법이 개발되었고 

현재 적용과정 중에 있다[17]. 최근에 ASTM 표준으로 확립된 이 방법에 따르면 

pre-cracked CT 또는 샤피충격시험편을 이용하여 KJC를 구하고 Weibull 통계에 근거한 

다음 식으로부터 파괴인성 천이특성기준온도(To)를 구한다[17].

( ) ( )[ ]oJC TTmedK −⋅+= 019.0exp7030       

  그림 3-(c)는 본 연구에서 구한 TSP를 평가 결과가 보고된 5개의 재료에 대해 파괴역학



- 129 -

에 근거한 특성온도 To와 비교하 다. 동일한 SP 에너지에 대해 최소 및 최대의 To값의 

오차는 약 10K정도로 상당히 의미있는 선형적인 비례관계를 보 다.

 

6.3.2 SP파괴강도 및 표준시험법과 연계성

  그림 3-(c)에서 본 바와 같이 SP 시험에 의한 천이온도(TSP)는 파괴역학에 근거한 천이

특성 평가법인 'Master curve'에 의한 천이특성온도(To)와 분명한 상관관계를 보 다. 취

성파괴는 재료 고유의 임계파괴강도와 접한 관련이 있다. 국부파괴응력은 균열선단에

서 최초 취성파괴가 발생하는 특정시점에 부과되는 파괴시의 응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시

험 온도와는 무관하며 파괴를 발생시키는 미세조직적 인자들과 관계한다. 따라서 재료의 

파괴응력을 파악함으로써 재료들간의 취성파괴에 대한 매우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본 장에서는 소형펀치시험에 대해 임계파괴강도 개념을 도입하여 계산 

및 실험적인 방법으로 구한 후 표준시험법에서의 파괴강도와 비교함으로써 두 시험법간

의 연계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삼접굽힘 표준시험편에 대해 국부파괴응력을 구하는 상세한 과정은 참고문헌 [18]에 기

술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FEM 해석에 의한 균열선단 응력분포 곡선에 균열개시점의 

위치를 적용하여, 그 위치에서의 응력값을 읽어서 결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 적용된 3개 

재료에 대하여 삼점굽힘시험으로부터 구한 국부파괴응력은 기보고된 자료를 인용하 다

[18].

  본 연구에서는 SP 시험시 국부파괴응력의 계산을 표면잔류균열측정법과 유한요소계산

의 2가지 다른 방법으로 각각 접근하여 보았다. 첫번째는 표면에 잔류하는 최대균열크기

( fa )와 SP에너지와의 상관관계에 Griffith 식을 도입하여 국부파괴강도를 구하 다. 관찰

결과 SP 시험시 최종파단 개시점은 볼의 중심부에서 일정 거리 떨어진 위치에 있었다. 

일반적으로 이 위치는 펀치에 의한 응력과 변형이 최대로 작용하는 지점으로 알려져 있

고 중심부에서 같은 반지름 거리는 동일한 응력 및 변형을 받고 있다[5,6]. 최종파단 개시

점과 유사한 반지름에 위치하는 지점들에서 많은 잔류균열들이 관찰되었고, 이러한 잔류

균열들 중에 가장 큰 균열은 취성파괴가 일어나기 직전의 연성균열크기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그림 4는 천이 역의 시편에 대해 구한 최대잔류균열길이와 SP 에너지의 상관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4종의 재료에 대해 각각 다른 기울기 값으로 직선적인 관계가 나

타났다. Griffith 이론에 따르면 2 ca 의 임계균열을 확장시키는데 필요한 에너지와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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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열확장력( cG )는

E
a

G fc
c

2σπ
=

         

E는 Young's modulus이다. 

  소형펀치 시험의 경우 최종파단연성균열이 형성된 뒤 균열선단의 응력집중으로 최종취

성파단에 이르게 되므로, 임계균열을 확장시키는데 필요한 에너지와 관련된 균열 확장력

( cG )는 파괴인성 및 변형에너지와 관련된 인자로서 SP 에너지(Ef)와 관련이 있다. 그러나 

Griffith 이론과는 달리 소형펀치시험에서는 SP 에너지가 연성균열을 형성시키는데 에너

지가 일부 소요되고 볼이 닿은 접촉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하부 다이의 홈에 맞닿은 시편 

부위에서도 소형변형이 동반되기 때문에 취성균열을 성장 및 전파시키는데 SP에너지 전

체가 공급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전체에너지 중 일정한 부분이 최종취성파단에 작용된다

는 가정 하에 다음과 같이 소형펀치 시험에서의 국부파괴응력(
*

)(SPFσ )을 정의할 수 있다.

 

*
)(SPF

f

f AE
a
E

σ
π

⋅=










                  

  여기서 
*

)(SPFσ 는 그림 4에서 기울기 값에 해당한다. A는 재료와 무관한 비례계수로서, 

총 작용에너지와 실제 취성파괴에 소요된 에너지와의 상관관계, 표면균열의 길이와 깊이

간의 상관관계 등을 내포하고 있는 상수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구하여진 A=3.424

다. 그림 5에 H1, H3, H4강에 대한 소형펀치 국부파괴응력과 삼점굽힙시험으로 결정된 

국부파괴응력(
*
fσ )과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는데, 이들간에 선형적인 비례관계가 보인다.

  그림 6은 FEM계산으로 구한 천이 역의 SP시험편의 σ 22응력(시편 판재에 평형하며 

ball 중심에서 radial 방향)을 보여준다. 3개 온도에서의 σ 22값을 평균하여 FEM 계산에 

의한 파괴강도값 σ *F(SP-FEM)으로 정의하고 표준시험편의 국부파괴강도결과와 비교하

다. 그림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표면잔류균열측정에 의한 결과와 마찬가지로 비례관계가 

나타났다. 취성파괴는 최대파괴강도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이러한 결과들

로부터 그림 3-(c)에서 나타난 SP 시험에 의한 천이온도(Tsp)와 파괴인성 표준시험법의 천

이온도(To)와의 비례관계는 두 시험법간의 파괴강도의 유사성에 근거한다는 것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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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향후 시험편을 추가하여 보다 상세한 해석을 통해 두시험법의 천이온도차를 정량적

으로 해석할 예정이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해 볼 때, SP 시험에 의해 측정된 천이특성은 파괴역학에 근거한 

표준시험법으로 측정된 천이특성과 매우 접한 관계가 있으며, SP 시험은 압력용기 재

료의 천이특성을 평가하는 신뢰할 수 있는 방법임을 확인하 다. 향후 보다 상세한 상관

관계 규명을 위해 유한요소해석과 시험법의 개량이 계속될 예정이다.

6.4 결 론

  원자로 압력용기강으로 사용되고 있는 저합금강에 대해 소형펀치시험을 수행한 결과 

아래와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 소형펀치 시험으로 결정되어진 연성-취성 천이온도(Tsp)는 Charpy 충격시험으로 얻어진 

T41J 및 T68J과 약 20K의 오차의 범위를 가지고 비례관계를 보 다. 파괴역학에 근거한 

삼점굽힘시험에 의한 특성온도(To)도 TSP와 선형적인 비례관계를 보 고, 약 10K의 To

값 오차범위를 보 다. 

- SP 시험을 수행한 후 파괴된 시편의 표면 관찰을 통하여 응력 및 변형 상태가 동일한 

역에서 관찰된 최대 잔여 균열크기와 SP 에너지와의 연관성을 알아 본 결과, 4종의 

강들에 대하여 선형적인 비례관계가 나타났다. 이러한 비례관계로부터 Griffith 식을 적

용하여 구한 소형펀치 국부파괴응력은 삼점굽힘시험에 대해 구한 국부파괴응력과 비교

적 잘 일치하는 경향을 보 다.

- 소형펀치 시편에 대해 FEM계산을 통해 파괴시점에 최종 취성파괴 위치에서의 응력값

을 구하여 표준파괴인성 시험편에 대한 결과와 비교한 결과 표면균열측정법과 마찬가

지로 비례관계를 보 다. 이로부터 두 시험법으로부터 구한 천이온도가 비례하는 이유

는 파괴강도의 유사성에 있음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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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roperties of the tested materials.

Types Chemistry (wt%) USE (J) T68J(
o
C) T41J(

o
C)

SA508Cl.3 H1(KFY3) 0.78 0.06 0.008 0.18 239 7.2 -3.3

H2(KFY4) 0.78 0.06 0.007 0.19 281 -9.4 -21.5

H3(KFU4) 0.86 0.03 0.006 0.18 282 -28.5 -24.6

H4(KFY5) 0.92 0.03 0.007 0.21 267 -34.0 -44.7

SA533B1 H5(JRQ) 0.84 0.14 0.017 0.18 207 -5.9 -19.6

SA508Cl.2 H6(K1) 0.73 0.07 0.010 0.22 238 -28.1 -38.0

Linde 80

flux weld

H7(K1W) 0.61 0.23 0.012 0.10 91 28.9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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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drawing of SP test j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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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maprison of SP energy curves for the tested ste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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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항  Nanoindentation 법을 이용한 저합금강의 미소 역 물성

         및 미세조직 특성 분석

7.1 서론

 

 기존의 재료보다 좋은 강도특성을 갖는 재료를 개발하기 위해서 미세조직의 제어가 필

요하게 되었고 이들 재료에 대한 기계적 물성의 평가는 미세조직적인 접근이 필요하게 

된다. 하지만 인장시험과 같은 기존의 물성 평가기법은 시편의 크기 등에 의해 전체의 평

균적인 물성값만을 얻을 수 있을 뿐이었다. 미세조직의 변화에 따른 강도 변화를 평가하

기 위한 결정립계 등의 계면특성 평가나 nm 크기의 강화입자 강도분석, 재료의 미세조직

별 강도 특성 분포에 대한 연구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μN 수준의 하중을 이용하여 주변

의 다른 상의 향을 받지 않는 nm 수준의 미세한 압입깊이를 이용하여 재료의 미세조

직별 강도 평가가 가능한 nanoindentation 기법이 제안되었다. 일정하중을 가한 뒤 하중

을 제거한 후에 남아 있는 압흔의 크기를 조사하여 경도값을 측정하는 경도시험법은 시

편의 준비가 간편하고 시험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으며, 시편의 형태나 크기에 큰 제한이 

없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경도값이 재료의 정량적인 값이 아닌 정성적인 값이며, 

고무와 같은 재료에 있어서는 경도값이 무한대에 가까운 값이 나오는 문제점을 갖고 있

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안된 nanoindentation 기법은 경도시험의 장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며 압입하중의 증가에 따른 연속적인 압입깊이의 변화를 측정하여 얻

어진 압입하중-변위곡선을 분석하여 다양한 기계적 물성을 평가할 수 있다[1-12]. 현재 주

로 평가되는 물성은 경도값과 탄성계수이며 항복강도, 유동특성 및 가공경화특성을 구하

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Nanoindentation 기법을 이용하여 미세조직 별 강도특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용 저합금강의 미세조직 분석이 우선 필요하다. 광학현미경, SEM 및 AFM(atomic force 

microscope)을 이용하여 강에 존재하는 다양한 상을 판별하여 형태, 크기분포, 부피분율 

등을 평가한다. 이와 함께 nanoindenter에 부착되어 있는 AFM으로 각 상간의 단차를 이

용하여 각 상을 판별하는 방법을 개발하 다. 각 상 별 고유 물성과 경계부의 물성을 평

가하기 위해 필요한 실험조건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각 상별 경도 및 탄성계수를 평가하

고 이를 database화하여 향후 원자로 관련 재료의 선택이나 유지 보수에 기초자료로 활

용될 수 있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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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이론적 배경

7.2.1 Nanoindentation 기법을 이용한 상별 특성 평가

  각각의 재료는 자신 고유의 물성을 가지게 된다. 단결정이나 단일 상을 가지는 재료에

서는 이방성을 가지는 경우나 결정립계의 향과 같은 요인들에 의해 약간은 다른 특성

을 갖는 특징을 보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각각의 상에 따라서 동일한 기계적 특성을 나

타낼 것이다. 하지만 다상 재료의 경우는 각 상들이 갖는 기계적 특성이 다르며, 재료 전

체의 overall한 물성은 인장시험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각 상이 가지는 고유한 물성의 

경우는 그러한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알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상에 대한 물성 

평가와 그에 대한 다양한 각도로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각 상에 따라서 압입잔흔과 압입 

깊이가 서로 다르다는 점에 착안한 연구가 수행되었다[13].

  그림 1과 같이 페라이트상과 오스테나이트상에 대하여 나타나는 잔류압흔의 모양이 서

로 다르고, 이때의 변형 특성도 서로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림 2에서와 같

이 연속압입시험을 행할 경우 나타나는 압입 깊이에 있어도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다. 

페라이트상의 경우는 뚜렷한 소성변형 거동을 보이는 재료에서 나타나는 concave 형의 

압흔을 가지고, pile-up 양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남을 그림들로부터 알 수 있다. 오스테나

이트의 경우 하중 제거 시 탄/소성 변형거동을 거치는 특징이 있는 convex 형의 압흔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철강 재료에 대해 위치를 조금씩 이동하면서 압입을 행하는 경우 서로 다른 상이

나 석출물들에 의해 다양한 경도 값이 얻어지며, 이로부터 서로 다른 상들의 분포를 알 

수 있으며, 이는 상을 판별해 낼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14].

  원자로용 저합금강의 경우 사용 중의 높은 열과 압력, 방사선 조사에 의해 미세조직이 

변화함으로써 지속적인 열화 거동을 보임과 동시에 강도 특성이 다양하게 변화되는 특성

을 보인다. 이러한 원자로용 저합금강의 열화 정도의 진단 및 수명 예측을 위해서는 강이 

가지는 미세조직 강도 특성 평가가 우선되어야 한다.

  Nanoindentation 기법은 기존의 경도 시험과 유사하지만 μN 단위의 극 저하중을 이

용, AFM과 같은 광학 시스템을 병행하여 재료에 있어 원하는 부위와 원하는 조건하에서 

국부적인 물성을 평가할 수 있는 연속압입시험 기법이다. Nanoindentation 기법에서는 

재료가 압입될 때, 압입하중에 대한 재료의 압입깊이를 나타내는 압입하중-변위곡선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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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데이터로 얻게 되며, 이 곡선과 탄성회복, 탄성 및 소성 변형 이론에 근거한 분석을 통

해 나노 경도를 비롯하여, 탄성계수, 진응력-진변형률 곡선, 항복강도, 인장강도, 가공경화

지수, 잔류응력 등 기존의 인장시험에서 얻을 수 있었던 유동 특성을 비롯하여 박막 등 

다층 접합 재료의 특징인 잔류응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계적 물성을 평가할 수 있다

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14-16].

  따라서 μN 범위의 부가하중 크기와 nm 수준의 잔류 압흔 크기를 갖는 nano- 

indentation 기법은 미세 상에 대한 압입시험이 용이하고, 압입하중-변위곡선으로부터 간

단하게 경도 값을 얻을 수 있는 장점 등으로 인해 원자로용 저합금강의 미세조직적 강도 

특성 평가에 매우 적합하다.

  따라서 AFM을 부착한 nanoindenter를 이용하여 미리 준비된 시험재의 상을 구별하고, 

이렇게 구별된 상에 압입을 행하여 얻어진 압입하중-변위곡선 분석을 통해 경도 값들을 

얻어 구별된 상들과의 비교를 통해 상을 판별해 낼 수 있는 것이다.

7.2.2 Nanoindentation 기법을 이용한 경도, 탄성계수 평가

  Nanoindentation 기법에서는 공통적으로 실험에 대한 기본 데이터로서 그림 3과 같은 

압입하중-변위곡선이 얻어지게 된다. 이 곡선을 이용하여 상 판별을 위한 각 상이 가지는 

경도와 탄성계수를 이용하여 분석이 가능하다. 

  기존의 경도는 일정한 형태의 압입자로 하중을 가하고 이를 제거한 후에 남아 있는 압

흔의 면적을 이용하여 평가하 다. 그러나 반도체 박막, 마이크로 소재 및 미세상 등의 

경우에는 이들만의 물성 평가를 위해서 미소한 하중 인가만 허용되며, 압흔 크기 역시 광

학 현미경을 통해서 관찰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압입하중-변위곡선과 압입자 하부의 

탄/소성 변형 분석을 통해 소재의 경도 치를 평가하는 나노 경도 평가법이 제시되었다. 

Nanoindentation으로부터 얻어진 압입하중-변위곡선과 압입자 하부의 변형 거동을 탄성 

회복 이론에 근거하여 분석함으로써, 최대하중인가시의 접촉 면적을 구하고, 이로부터 소

재의 나노 경도를 시험과 동시에 얻을 수 있다. 

  시험이 시작되면 재료는 압입되며 실제 접촉 깊이, 최대 압입 깊이, 최종 압입 깊이 등 

다양한 압입 깊이에 대한 정의들이 내려진다. 이들 압입 깊이를 이용하여 실제 접촉 면적 

A는 식 (1)과 같이 압입자의 재료에 대한 접촉 깊이 hc의 함수로 얻을 수 있으며 결국 

경도 값은 식 (2)와 같이 주어진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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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4.5 h 2c                                 (1)

H=
L max

A
                                 (2)

  Nanoindentation 기법에서 재료의 탄성계수는 압입하중-변위곡선의 초기 부분의 접선

의 기울기를 stiffness로 정의하고, 탄성계수와는 식 (3)과 같은 관계식을 가진다[16].

    S=Km(h- h f )
m-1

                  =β
2
π
E r A                              (3)

  여기서 K와 m은 fitting 상수이며,  A는 경도 정의에서의 것과 동일하다. ν는 Poisson

비, β는 압입자의 기하학적 형태와 관련된 상수이며, Er은 reduced modulus로서 식 (4)

와 같이 주어진다.

1
E r
=
1-υ
E
+
1-υi
Ei

                         (4)

첨자 i는 indenter를 의미하며, 무첨자는 재료 고유의 값을 의미한다. 식 (3)과 식 (4)의 

조합으로부터 재료 고유의 탄성계수 값을 얻을 수 있다.

7.2.3 복합물성의 평가

  경도 값과 부피분율에 관한 데이터들로부터 식 (5)와 같은 경도와 부피분율의 곱의 합

으로 나타나는 혼합률(rule-of-mixture)을 이용하여 복합 경도를 평가하 다.

H=H (phase A)․V f( phase A)+H (phase B)․V f( phase B)+H (phase C)․V f( phase C)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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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실험 방법

7.3.1 실험재료 및 시편연마

  본 연구에서는 원자로 압력 용기용 SA508-3 저합금강을 실험재료로 사용하 다. 이들

은 VCD-1, VCD-2, VCD-3 등 VCD(Vacuum Carbon Deoxidation) 공법에 의해 제조된 3

가지 시편과 VCD+Al(VCD 공법에 Al을 미량 첨가) 공법에 의해 제조된 시편, 

Si-killing+Al(Si 탈산 및 Al 첨가) 공법에 의해 제조된 시편 등 서로 다른 공정법으로 제

조한 재료들 및 일본산 SA508-3 단조강(JFL)과 일본산 SA533-B1 압연재(JRQ)를 사용하

다. 이들 각각에 대한 조성은 표 1과 같다.

  각 시편들은 nanoindenter를 사용하기 용이하도록 10mm×10mm×1mm의 정사각형 판

상 형태로 가공되었다.

  압입 시험에 앞서 시편 표면 준비는 기계적 연마와 전해 연마, 두 가지의 연마 방식을 

통해 진행되었다. 또한 에칭은 기계적 연마된 시편은 2% nital etching 방법을 통해, 전해

연마된 시편은 연마시 사용된 50% 물, 50% perchloric acid를 혼합한 용액을 이용하여 전

해 전압, 전류 조건의 변화를 통한 전해 에칭 두 가지 방식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처럼 

두 가지 방법에 따라 연마와 에칭을 수행하여 시편을 마련한 것은 연마 및 에칭 방법에 

따라 시편 표면 상태가 달라 짐으로 인해 다른 실험 결과를 낳는다는 기존 연구가 있어 

이러한 오차요인에 대한 사전 검증의 방법으로 행하 다.

7.3.2 압입시험

  각각의 상들이 가지는 강도특성 평가를 위해서 미소경도 시험기인 AKASHI사의 

MVK-H2를 이용하 다. 또한 보다 정 한 특성 분석을 위해서 AFM이 부착된 Hysitron

사의 Tribscope II를 이용하여 nanoindentation을 실시하 다.

  MicroVickers 경도 시험법의 경우는 Vickers 압입자를 이용하여 25gf, 50gf에 대해서 

경도 평가를 수행하 으며, 실험 수행 전 표준시편을 통한 수차례의 사전 실험으로부터 

눈으로 관찰하여 얻어지는 결과에 의한 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 다.  

Nanoindentation 기법의 경우, 압입자는 저하중 연성 재료의 물성평가를 위해 널리 사용

되는 삼각뿔 형태를 가지는 Berkovich 압입자를 사용하 으며, 상의 관찰을 통해 압입 위

치를 선정하고 압입된 양상을 관찰하기 위해서 nanoindenter와 일체를 이루고 있는 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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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현미경(AFM)을 이용하 다. 압입 위치의 선정 후에는 그 지점에 대한 

nanoindentation을 행하고, 이로부터 압입하중-변위곡선으로 나타나는 기본 데이터들을 

얻게 된다. 또한 압흔 및 상 분포 양상에 대한 2차원 및 3차원 상을 AFM으로부터 얻

게 된다. 

  Nanoindentation에서는 nN ∼ μN 역의 아주 작은 하중을 사용하므로, 최대하중 및 

하중 부가 시간에 따라 측정된 경도 값과 탄성계수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실험

에서는 상대적으로 상의 크기가 크고 상의 구성이 단순한 API X65강을 이용하여 다양한 

최대 압입 하중과 하중 부가 속도에서 얻어지는 경도 값을 통해 최적의 실험 조건을 각

각 1000μN, 100μN/sec로 결정하 으며, 이 조건을 SA508-3강에도 적용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 다.

7.3.3 미세상 판별

  각각의 재료들에 있어서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상들은 특정 역에 속하는 경

도 값을 가지게 됨을 이용하여 원자로용 압력 용기강 재들의 경우에 있어서도 경도 값의 

분포에 따라 몇 가지 역으로 나뉘게 된다. MicroVickers 경도 값의 분포에 따라 상을 

구분함과 동시에 nanoindentation 기법을 통해 압입하중-변위곡선을 얻을 경우 각 곡선에 

따라 압입 위치에 대해 자세히 기록하고 또한 그 위치에 대한 압입 결과를 AFM image

로 얻게 된다.

  분류된 경도 값의 경우 실험시 기록한 자료와 얻어진 광학 image와 AFM image를 통

해 동일한 상에 대해 다른 값이 나오는 경우와 유사한 사례의 경우임에도 전혀 다른 결

과가 얻어지는 등의 착오와 오차를 막기 위해 자세한 검증과 데이터 처리를 통해 상을 

판별하고 분류한다.

  분류된 기준과 결과에 대해서는 기존의 사료를 통해 타당성을 검증하고, 분류된 상에 

대한 SEM image, EDS, 기존 연구 자료 등의 분석을 통해 그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을 조사하여 상을 보다 더 자세하게 판별할 수 있도록 하 다.

7.3.4 복합 물성의 평가

  분류된 기준과 결과에 대해서는 기존의 사료를 통해 타당성을 검증하고, 분류된 상에 

대한 SEM image, EDS, 기존 연구 자료 등의 분석을 통해 그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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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조사하여 상을 보다 더 자세하게 판별할 수 있도록 하 다.

  원자로 압력 용기강재들은 미세조직의 미세한 차이들로부터 서로 다른 강도 특성을 나

타냄으로 인해, 상 별 물성을 평가한 후 이로부터 확장하여 복합 물성을 추론하려는 시도

를 함으로써, 강도 특성에 미치는 미세 요인들의 분석의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 으며, 

그 방법으로써 부피분율 및 개별 물성의 곱들의 합으로 복합 물성을 평가하는 혼합률

(rule of mixture)을 이용하 다.

  우선 일정한 간격을 가지도록 indentation을 행하고, 그로부터 압입하중-변위곡선을 얻

은 후 경도 값들을 산출해 낸다. 이렇게 얻어진 경도 값들은 앞에서와 같이 분포하고 있

는 범위에 따라 기준에 맞게 적절히 분류를 하고, 분류된 데이터의 경우는 역에 속하는 

경도값의 수와 각 상의 기하학적 형태를 고려하여 부피 분율을 계산하게 된다. 재료의 특

성에 대해 부피비가 클수록 재료의 물성 대해 미치는 향은 크다는 이론에 근거하여 부

피 분율과 경도 값을 이용하여 재료 전체의 물성을 평가할 수 있다.

7.4 실험 결과

7.4.1 실험조건의 최적화

  그림 4와 같이 API X65 강에 대한 다양한 최대 압입 하중과 하중 부가 속도에 따른 

결과를 보면 그 값을 달리하여도 얻어지는 경도 값은 비교적 일정하나 초기부분에 약간

의 감소를 관찰할 수 있다. 이에 경도 값이 수렴한다고 볼 수 있는 최대하중 1000μN과 

하중 부가 속도 100μN/sec를 최적의 실험조건으로 결정하 다.

  기계적 연마 후 2% nital액을 통해 에칭된 표면에 대해 얻어진 결과와 전해 연마와 에

칭 방식에 따라 얻어진 결과 역시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번 실험에서는 최대하중 1000μN과 하중 부가 속도 100μN/sec를 사용하

으며, 연마 방법은 상대적으로 용이한 기계적 연마를 사용하 으며, 에칭시에는 Nital을 

이용하여 다양한 조건으로 최적의 시편 상태를 선택하 다.

7.4.2 미세조직의 분석

  이번 연구에서 사용된 SA508-3 강과 일본산 SA533-B1 강의 시편 블록에서 기본적으로 

관찰되는 조직은 베이나이트이며, 이들 조직들에 대한 분류를 시도하 다. 이러한 분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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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재료들이 가지는 미세조직적 특성 분석을 바탕으로 상별 물성 평가를 용이하게 진행

하기 위해서 선행되었다. 먼저 조대한 페라이트 래스 사이에 두꺼운 세멘타이트의 층이 

존재하는 조직을 B1이라 하 으며, 이 조직은 거의 전 시편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고루 나타나고 있었다. 한편 페라이트 래스 사이에 막대 형태의 세멘타이트가 분포한, 전

형적인 상부베이나이트 형태를 가지는 조직을 B2라 하 다. 또한 페라이트 래스 내부에 

세멘타이트가 일정한 방위를 가지고 존재하는 조직을 B3라고 하 다.

  VCD 계열의 시편들은 그림 5에서 보는 것과 같이 페라이트 래스 사이에 막대 형태의 

세멘타이트가 널리 분포한 전형적인 상부베이나이트 형태, 즉 B2의 조직을 나타내고 있

다. VCD-1, VCD-2는 B2가 거의 주를 이루고 있는 반면, VCD-3의 경우는 B2가 주를 이

루고 여기에 B1이 상당량 분포하고 있음을 광학사진으로부터 알 수 있다. 

  한편 VCD+Al 시편은 조대한 페라이트 래스 사이에 두꺼운 세멘타이트 층이 존재하고 

있는 B1 조직임을 알 수 있다. Si-killing+Al 시편의 경우 B1 조직과 유사하지만 뚜렷하게 

B1으로써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B2와 B1 중간 단계의 상 분포를 보임을 알 수 있다. JFL 

시편은 앞서의 VCD+Al 시편과 거의 유사하지만 페라이트가 뚜렷한 래스 형태를 가지지 

않고 오히려 래스 형태가 아닌 구형 또는 타원형의 페라이트와 세멘타이트가 혼재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JRQ 시편은 B1 조직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VCD+Al

에서와 같이 균일하게 B1이 분포하고 있지는 않으며 세멘타이트 역시 일정한 규칙성을 

가지고 분포하고 있지는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시편들에서 특이한 것은 미세조직 관찰결과를 살펴보면 모두 밴딩(banding)구조

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밴딩구조는 Mn의 집중에 의해 주변에 비하여 상대적

으로 저온 변태조직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림 6에서와 같이 주변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검게 나타나고 있으며, 세멘타이트의 분포양이 상대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

다.

  이들 각 재료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밴딩구조들에서의 미세구조는 B2, B3 조직이 분포

하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페라이트 래스 사이에 침상의 세멘타이트들이 집중적으로 

분포하여 매우 세 한 모습의 미세구조를 형성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밴딩구조는 그림 6

에서 보는 것과 같이 방향성을 가지고 시편 전체에 걸쳐 비교적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

으며, 시편의 에칭시 얼룩무늬로 나타난다.

  한편 서로 다른 공정에 의해 제조된 각 재료들은 결정립 크기 및 결정립의 분포에 있

어서도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재료의 강도 특성을 결정 짓는 중요한 요인중의 하

나인 결정립 크기에 있어서 VCD 계열의 재료들이 비교적 큰 결정립을 가짐을 알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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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며 결정립 크기 감소를 위해 Al을 추가한 VCD+Al은 상대적으로 VCD 계열의 재료

들에 비해 결정립 크기가 작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실험에서 사용된 시편들에서는 

VCD > VCD+Al > Si-killing+Al > JFL,JRQ 공정에 의한 재료순으로 결정립 크기가 감소

함을 알 수 있었다. 이들의 결정립 크기에 대한 자세한 수치는 표 2에서 정리하 다.

7.4.3 상 별 경도 특성 평가

(가) Nanoindentation 기법 및 MicroVickers hardness test

  각 압입하중-변위곡선의 분석으로부터 얻어진 경도 값 들은 일정한 범위를 가지고 분

포하는 경향을 살펴볼 수 있었다.

  API X65 강재의 단일 상에 대한 압입의 경우 그림 7과 같이 nanoindenation을 통해 

얻어진 경도 값들은 2 GPa 전후에서 일정한 분포를 가지며, microVickers 시험을 통해서 

얻어진 경도 평균 값인 1.92 GPa에 거의 근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7종의 원자로 압력 용기용 재료들에 대해 microVickers 경도 

시험법과 nanoindentation 법을 병행하여 상 별 경도 및 강도특성을 평가하 다.

(나) 7종의 원자로 압력용기용 강재의 상 별 강도 특성 평가

  7종의 원자로 압력용기용 강재의 경우 미세구조에 있어 기본 구조와 밴딩 구조로 구성

되어 있으므로 이들 둘에 대한 동시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기본 구조 및 밴딩 구조에서 

평균을 이루는 결정립을 선정하여 그림 8에서와 같이 이들에 대한 microVickers 

indentation을 행한 결과를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VCD 계열의 세가지 재료들은 비슷한 

경도 값을 보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VCD-3의 결과가 VCD-1, VCD-2에 비해서 다소 낮

게 나오고 있는데 이는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VCD-3가 가지는 결정립 크기가 다른 

두 재료들에 비해 크게 나타나고 있음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앞서 설명한 미

세조직 분석에서도 VCD-1, VCD-2 조직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페라이트 양이 많은 B1 조

직을 다소 포함하고 있음으로부터도 이를 판단할 수 있다.

  한편 VCD+Al 시편에 대한 microVickers indentation 결과는 VCD-1에서의 결과와 거

의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결정립 크기가 VCD-1에 비해서 월등히 작

은 VCD+Al에서의 경도 분석 결과가 VCD-1에서의 결과와 유사하다는 것은 재료를 구성

하는 베이나이트 종류인 B1, B2 조직간의 강도 차이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러한 판단을 뒷받침하기 위해 두 개의 결정립 크기가 비슷한 것으로 평가된 VCD+Al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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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killing에서의 경도 평가 결과를 비교해 보았다. B1, B2 조직의 중간 단계의 양상을 보

인 Si-killing에서의 경도 결과가 B1 조직이 주를 이루고 있는 VCD+Al 조직에서의 결과

보다 더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로부터 B1, B2 조직 등 미세조직에 의한 

강도 특성의 발현에 대한 앞에서의 판단을 뒷받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JFL, JRQ에 

대한 결과에서는 두 재료가 거의 비슷한 강도 특성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AFM을 부착한 nanoindentation tester를 통한 세부 특성 평가

  공정에 따라 각각의 재료들은 다양한 베이나이트 상의 분포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

들이 어떻게 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 베이나이트 상을 구성하고 있

는 페라이트와 세멘타이트가 갖는 각각의 강도 특성을 nanoindentation 기법을 통해 살

펴보았다.

  이 중 대표값으로써 VCD-2에 대한 세부 특성 평가를 수행하 는데, AFM을 통해서 연

마 후 에칭을 통해 준비된 시편을 관찰하면 그림 9에서와 같이 평평하게 나타나고 있는 

페라이트 래스와 하얗게 나타나는 세멘타이트로 구분될 수 있다. 이들에 대해서 그림 10

에서와 같이 nanoindentation을 행하여 그림 11과 같은 압입하중-변위곡선을 얻고 이를 

분석함으로써 페라이트와 세멘타이트에 대한 경도 값을 얻을 수 있었다. 페라이트의 경우  

1.74GPa, 세멘타이트의 경우 3.15GPa로 각각 나타났으며, 경도를 나타내는 방법의 차이를 

고려하여 Vicker 경도 값으로 나타내면 대략 HV 165, HV 300의 값으로 각각 나타났다. 

그림 12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페라이트는 시편전체에 걸쳐 고르게 분포하고 있으면 마치 

기지상처럼 보이는 부분이다,  페라이트는 평평한 형태로 널리 분포하고 있어 압입을 통

한 평균적인 경도 값의 평가가 용이했으며, 이들 상이 가지는 경도 값은 1.5GPa ∼ 

2.05GPa 사이에 집중 분포하고 있다. 한편 세멘타이트의 경우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낮은 배율에서는 하나의 덩어리 형태로 나타나지만 높은 배율을 통해 살펴보면 하나의 

봉우리 형태의 것들이 모여 있는 집합체와 같이 구성되어 있음으로써 압입자가 상에 다

가가 압입을 할 경우 압입자가 상에서 미끄러지는 현상이 빈번히 발생함으로써 압입을 

통한 경도 평가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점으로 인해 측정된 결과에 대한 편차가 

큰 편이었으며, 압입자의 미끄러짐으로 인해 발생하는 초기 변위의 급격한 증가가 없는 

결과를 분석하면 세멘타이트의 경우 2.5GPa∼3.5GPa 범위내에서 경도 값들이 분포하

다.

  이러한 결과의 범위에 대해서 다른 공정에 의해서 제조된 시편들에 대한 

nanoindentation 결과 역시 이들 범위내에서 분포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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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 복합 물성의 평가와 통합 강도의 비교 분석

(가) 단일 결정립의 복합 물성 평가

  앞서 nanoindentation법을 통해 평가된 VCD-2에서의 페라이트와 세멘타이트의 경도 

값에 대해서 평가한 결과와 표 3에서 나타난 lath boundary thickness와 lath boundary 

spacing을 이와 결합함으로써 간략히 복합 물성을 평가하 다. 결정립계 및 미세석출물의 

효과는 앞서 평가된 경도 평균 값에 포함된 것으로 판단하고, lath boundary에는 세멘타

이트가 나머지부분에는 페라이트가 존재하는 것으로 간략화 하여 복합 경도를 평가하면 

nanoindentation 경도 값으로서 2.107GPa의 값이 얻어진다. 이는 HV 경도 값으로는 

HV199에 해당하는 값이며, 표 2에서 보여지는 기본 구조에서의 Vicker 경도 보다는 다소 

높게 평가되긴 하 지만 거의 근사한 값을 보임을 알 수 있다.

(나) 복합 경도 평가 및 인장 결과와의 비교 검토

  각 재료들에 대한 인장 물성이 이미 구해진 바 있으며 이는 표 2에 나타나 있다. 또한 

각 재료들에서 기본 구조 및 밴딩 구조에서 상이 가지는 개별 경도 값들은 microVicker 

경도 시험으로부터 얻어졌으며, 역시 표 2에 나타나 있다. 표 3에 나타나 있는 밴딩 구조

의 두께와 간격과 함께 표 2에 나타나 있는 각 구조의 경도 값을 고려하여 복합 경도값

을 간략히 구해 보면 구해진 복합 경도 값은 표 4와 같이 얻어진다. 직접적인 측정에서 

얻어진 값과 유도되어 얻어진 값이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10% 전후의 오차 

범위에서 잘 일치하고 있으며 그 경향성 역시 잘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재료의 항복강도와 압입경도 값은 일정한 비를 가진다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7종의 재료들에 대해 기존에 알려진 항복강도 값과 유도된 경도 값 사

이에서 얻어지는 비는 식 (6)과 같이 약 3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H
σ y
≈ 3   (6)

  또한 이러한 경도와 항복강도 사이의 비에 대해서는 수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3 이외에 다양한 값들에 대한 결과가 발표되고 있는 가운데 3∼4 전후의 상수 값에 의해 

비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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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연구에서는 그림 13에서 보는 것과 같이 4 전후의 비를 가지고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서 평가된 시편들에서의 복합 경도 값이 macroindenation으로부터 얻어진 

값보다 크게 나타난 것과 경도와 항복강도의 비가 4 전후로 나타난 것은 관련이 있으며 

이는 ISE(indentation size effect)로 판단된다. ISE란 좁은 뜻으로는 그림 14와 같이 압입

하중이 작아짐에 따라 평가되는 경도 값이 증가하는 현상을 의미하며, 넓은 뜻으로는 압

입하중의 감소에 따라 평가되는 값들에 향을 주는 다양한 인자들의 효과를 포괄하는 

뜻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협의의 ISE에 대해서 생각하 는데, 평가된 경도값에 있어서 

2kgf로 행해진 경도 시험으로부터의 결과에 비해 50gf의 하중에 대해서 얻어진 경도 값

을 통해 얻어진 복합 경도 결과 값이 전반적으로 과대 평가되고 있음으 로부터 하중의 

감소에 의한 평가되는 경도 값의 증가 양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양상

이 고려된다면 이번에 얻어진 결과는 어느 정도의 신뢰성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

다.

7.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원자로 압력 용기용 강재인 SA508-3 저합금강을 실험재료로 사용하

다. VCD-1, VCD-2, VCD-3 등 VCD(Vacuum Carbon Deoxidation) 공법에 의해 제조된 3

가지 시편과 VCD+Al(VCD 공법에 Al을 미량 첨가) 공법에 의해 제조된 시편, 

Si-killing+Al(Si 탈산 및 Al 첨가) 공법에 의해 제조된 시편 등 서로 다른 공정법으로 제

조한 재료들 및 일본산 SA508-3 단조강(JFL)과 일본산 SA533-B1 압연재(JRQ)를 사용하

다. 이들 재료들은 제조 공정의 차이로부터 각기 다른 미세조직적 특성을 가지며 이로 인

해 서로 다른 강도 특성을 보이고 있어 이번 연구에서는 이들의 미세조직과 강도 특성을 

서로 연관시키고자 하 다. 

- 7종의 강재에 대해 정 한 기계적 연마 방법과 최적의 nital 에칭 방법을 통해 최적의 

표면 상태를 얻음으로써 각 강재들이 가지는 베이나이트 조직 특성을 분석함과 동시에 

분류를 할 수 있었다.

- 각 강재를 구성하고 있는 상들에 대해서 indentation 기법을 통해서 얻어지는 경도 값

은 일정 역을 이루면서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특히 nanoindentation 기법을 

통해서 얻어지는 압입하중-변위곡선의 분석을 통해 얻어지는 경도 값은 페라이트, 세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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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트에 대해서 각기 다른 역에서 경도 값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A=24.5 h 2c   

H=
L max

A

- 경도 값들의 규칙성 있는 분포로부터 분류된 상 특성에 대해, microVickers indentation

으로부터 얻어진 경도 값들과 광학 image로부터 베이나이트 기본 구조와 밴딩 구조로 

구분되는 조직에서 서로 다른 경도 값의 역이 주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결정립 

크기 및 베이나이트의 종류에 따라 역시 다른 경도 값이 얻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 기본 구조 및 밴딩 구조를 구성하고 있는 세부 상인 페라이트와 세멘타이트에 대해서 

nanoindentation 기법을 행함으로써 각 상이 가지는 경도 특성을 평가할 수 있었으며, 

페라이트는 1.74GPa, 세멘타이트는 3.15GPa의 경도를 가짐을 알 수 있었다.

- 재료가 갖는 복합 경도는 rule of mixture 이론으로부터 구할 수 있었으며, 각 상에 대

해서 얻어진 경도 값들의 평균과 부피분율을 이용하여, 7종의 원자로 압력 용기강재들

에 대한 복합 경도를 평가할 수 있었으며, 또한 이 값들이 높은 하중에서 시편 전체에 

대해서 얻어진 경도 값들과 잘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H=H (phase A)․V f( phase A)+H (phase B)․V f( phase B)+H (phase C)․V f(phase C)

- 압입시험법으로부터 얻어진 재료의 경도 값은 항복 강도 값과 일정한 비를 가짐이 알

려져 있으며 이에 대해, 본 연구에서 얻어진 실험 결과는 이를 잘 만족시킴으로써 압입

으로부터 얻어진 경도 및 복합 경도 값은 신뢰성을 확보하 음을 알 수 있었다.

- 이러한 특성들을 기반으로 7종의 강재에 대한 강도 특성 분석에서 경도 특성을 통한 

강도 특성 유추가 가능함을 알 수 있다. 이에 평가된 경도 값을 기반하여 살펴보면 결

정립 크기가 작을 수록 각 상이 가지는 경도 값은 기본 구조, 밴딩 구조 모두에 대해서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으며, 세부적으로는 B2, B3 조직이 B1 조직에 비해 세멘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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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의 집중으로 인해 더 큰 경도 특성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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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emical compositions of the tested materials.

Chemical composition (wt.%)

C Si Mn P S Ni Cr Mo Al Cu V

VCD-1 0.18 0.08 1.43 0.008 0.003 0.78 0.04 0.52 0.005 0.06 0.006

VCD-2 0.19 0.07 1.38 0.007 0.003 0.78 0.16 0.54 0.006 0.06 0.007

VCD-3 0.19 0.04 1.42 0.007 0.002 0.86 0.14 0.51 0.006 0.035 0.003

VCD+Al 0.18 0.10 1.46 0.006 0.003 0.86 0.15 0.51 0.0018 0.03 0.004

Si-killing+Al 0.21 0.24 1.36 0.007 0.002 0.92 0.21 0.49 0.022 0.03 0.005

JFL 0.17 0.25 1.44 0.004 0.002 0.75 0.20 0.51 0.016 0.01 0.004

JRQ 0.18 0.24 1.42 0.017 0.004 0.84 0.12 0.51 0.014 0.14 0.002

Table 2. Various mechanical & material properties for the 7 materials.

Specimen
VCD VCD+Al Si killing JFL JRQ

A B C D E F G

Grain Size(㎛) 59.72 62.03 68.52 30.88 26.633 18.03 16.09

Hardness(HV) 184.9 179.8 176.2 186.7 194.4 201.3 202.1

Yield Strength(MPa) 427 417 401 431 457 478 477

Hardness

(HV)

Basic

sturcture
187.8 185.4 178.1 187.3 196.5 203.6 198.6

Banding

structure
218.7 217.6 211.4 218.6 230.1 225.4 22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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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ickness & spacing of the banding structure & lath boundary.

Banding 

Structure

Thickness

(㎛)
170 170 150 170 190 200 170

Spacing(㎜) 1.00 1.00 1.10 0.70 0.65 1.50 0.70

Lath 

boundary

Thickness

(㎛)
1.45 1.76 1.69 - 1.73 1.22 0.51

Spacing(㎛) 3.88 4.96 6.45 - 4.34 6.08 2.03

Table 4. Hardness obtained by direct test and indirect deriviation.

Specimen
VCD VCD+A

l

Si 

killing
JFL JRQ

1 2 3

Hardness(HV)

MicroVickers

(2kgf)
184.9 179.8 176.2 185.7 194.4 201.3 199.1

Deriviation

(50gf)
192.28 190.10 182.096 192.82 203.30 206.17 204.14

Yield Strength(MPa) 427 417 401 431 457 478 477



- 158 -

  (a) ferrite                            (b) austenite

Fig. 1. The difference between the shapes of the residual indentation on the each p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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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difference between the shape of indentation cur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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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Indentation load-depth cu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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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Diagrams of the hardness and AFM images with the difference between: (a), (b) the 

Maximum indentation load; (c), (d) the loading 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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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Diagrams of the hardness and AFM images with the difference between: (a), (b) the 

Maximum indentation load; (c), (d) the loading 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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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VCD-1

(b) VCD-2

Fig. 5. Optical micrographs of the 7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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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VCD-3

 

(d) VCD+Al

Fig. 5. Optical micrographs of the 7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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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Si-killing+Al

(f) JFL

Fig. 5. Optical micrographs of the 7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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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JRQ

Fig. 5. Optical micrographs of the 7 materials.



- 167 -

(a)

(b)

Fig. 6. Optical micrographs of banding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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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Hardness distributions by microVickers indentation and nanoind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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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MicroVickers indentation for the average g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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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AFM image of nanoindentation for VCD-2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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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op view

(b) 3D view

Fig. 10. AFM images of the nanoindentation for ferr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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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Indentation load-depth curves for ferrite and cement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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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AFM images of (a) ferrite and (b) cement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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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Hardness/Yield strength of the 7 speci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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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Example of the indentation size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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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원자로 압력용기재료 조사취화 특성 평가 및 조사 

효과 분석 기술개발

제 1 항  국산 원자로 압력용기재료의 중성자 조사취화 특성 평가

1.1 서 론

  원자로 압력용기는 핵연료 반응 및 고온․고압의 냉각수를 외부와 격리시키는 핵심구

조품으로서, 핵반응으로 생기는 높은 에너지의 고속중성자에 직접 조사되는 극한 환경에

서 사용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가동중의 건전성 확보는 원전 전체의 안전성과 직결되는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원자로 압력용기용 강은 고인성 고강도 재료로서 

품질에 대한 엄격한 보증이 필요하다. 원자로 압력용기의 제조는 고급의 소재기술을 보유

한 선진 몇몇 국가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두산중공업(주)(전, 한국중공업

(주))에서 SA508-3 저합금 단조강[1]으로 원자로 압력용기를 생산하여 광 3호기부터 상

업용 원전에 사용하고 있다. 국산 원자로의 건전성을 입증하고 경쟁력을 갖추어 세계시장

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중성자 조사효과에 대한 실증 데이터가 필요하나 감시시험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국산재료에 대한 조사취화 특성자료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감시

시험결과는 수년 혹은 수십년이 지나야 확보되므로 현재 필요한 국산 원자로 압력용기재

료에 대한 조사취화 특성을 얻기 위해서는 연구로를 이용한 조사시험이 수행되어야 한다. 

  특히 두산중공업(주)에서 생산한 국산 원자로압력용기는 그동안 제강공정에 있어서 몇

번의 변천이 있어왔다. 광 3/4호기와 울진 3호기까지는 진공탄소탈산법(VCD, vacuum 

carbon deoxidization)이 적용되었으며, 울진 4호기에는 여기에 결정립미세화를 위해 Al을 

첨가하 다(VCD+Al). 광 5호기 이후의 원자로압력용기 제조에는 Si 탈산법에 Al을 첨

가하여 결정립 미세화를 꾀하는 (Si+Al) 제강방법이 가장 최적화된 방법으로서 적용되고 

있다. 용접금속은 수량이 작은 관계로 전량 외국에서 수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비록 같은 

사양의 재료라고 하더라도 서로 다른 제조공정으로 생산된 재료간에는 물성의 차이가 있

을 수 있으며, 조사취화에 대한 거동도 다를것이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조공

정이 서로다른 두산중공업(주)(구 한중) 생산 국산 원자로압용기강의 조사취화 특성을 비

교평가하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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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재료 및 시편

1.2.1 재료 및 성분

  국내 원전에서 광 3호기 이후의 원자로 압력용기는 모두 두산중공업(주)에서 

SA508-3 저합금 단조강을 사용하여 제작한 국산품을 사용하고 있다. SA508-3강의 제조는 

ASME 규격 (ASME specification on SA508/SA508M)에 따르고 있으나 세부적인 제조공

정이 향상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동일 제조요건에 의하여 만들어진 이들 국산재료의 

경우에도 제조공정에 따라 특성이 약간씩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본 조사

특성 평가시험에서 재료의 선정은 국산 원자로 압력용기재료의 제조공정 발전이력을 고

려하여 실제 발전소에 적용된 재료중 대표적인 것들로 선정하 다. 

  먼저, 모재(Base Metal)의 경우 두산중공업(주)에서 직접 제조한 SA508-3 저합금 단조강

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인성, 강도 문제로 인해 재열처리를 실시하 던 진공탄소탈산

(VCD)법 제강소재 ( 광 4호기 하부동체) 및 최근 개선소재인 Si+Al 탈산 소재 ( 광 5

호기 중간동체)를 주 대상으로 하고 VCD+Al 소재 (울진 4호기 하부동체)는 일부 확인 

시험용으로 사용하 다. 

  용접부는 외국에서 수입하는 용접금속을 사용하여 제작된다. 따라서 용접부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1개 호기 (울진 4호기) 재료만을 시험하 다. 용접열 향부(HAZ) 재료는 시

험자료의 편차가 심하고 재료 또는 부위에 따라 매우 다르므로 대표적인 1개 호기 (울진 

4호기 HAZ) 재료에 대해 일부 시편 시험만 수행하 다. 

  표 1에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원자로압력용기강의 성분을 나타내었다. 본 절에서는 과

제수행에 사용된 재료들의 명칭을 편의에 따라 표 2와 같이 구분하여 정하 다.

1.2.2 시편 및 수량

 

  원자로압력용기의 조사취화 정도는 전통적으로 샤르피 충격시험으로 평가되어왔다. 재

료가 중성자 조사를 받게되면 충격흡수에너지가 감소하고, 연성-취성 천이온도가 고온으

로 상승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최근에는 ASTM E1921-97을 통하여 천이온도 역에서 직

접 파괴인성시험을 수행하여 조사취화를 평가하고자 하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으며, 고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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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성 역에서는 J-R 파괴저항특성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산 원자로압력용

기강의 중성자조사취화 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재래적인 샤르피충격시험(ASTM E 23)은 

물론, ASTM E 1921-97의 취성파괴인성 평가시험과 E 1152에 따른 고온 J-R 파괴저항특

성 등 파괴역학적인 관점에서의 특성변화를 시험평가하 다. 

  본 연구에서는 조사 전.후의 시험에서 동일한 종류의 시편을 사용하고, 모든 시편은 압

력용기강 두께의 1/4t 지점에서만 T-L 방향으로 채취하 다. 샤르피충격시험 및 취성파괴

인성(KJC) 시험에는 표준 샤르피 크기의 시편이 사용되었으며, J-R 시험에는 disc-type의 

10mm 두께 시편이 사용되었다.

- Charpy 충격시험 : 표준 Charpy 크기, Cv

   (10×10×55mm, 2mm V-홈)

- 정적파괴인성(KJC) : 표준 Charpy 크기, PCVN

  (10×10×55mm, 3.5mm EDM notch, 1.5mm 피로균열)

- 파괴저항성(J-R) : 10mm 두께 원형 CT 시편, 0.4T-RCT 

  (직경 27mm, t=10, W=20, a/W=0.6 피로균열)

  또한 특성시험 결과의 비교/검증을 위해 SP, 소형인장, 경도시험 등 소형시편을 이용한 

기술개발 및 추가의 시험결과도 확보하고자 하 으며, 그 결과는 본 절의 제 2항에서 별

도로 고찰될 것이다.

1.3 시험 및 해석 방법

1.3.1 Charpy 충격인성 시험

  조사재 및 비조사재 공히 Charpy 충격시험편은 ASTM A type, 즉 표준 크기 10×10×

55(mm) V-notch 시험편을 사용하 다. 모든 충격시험 절차는 ASTM E 23 "Standard 

Test Methods for Notched Bar Impact Testing of Metallic Materials [2]의 내용을 준수

하 다. 시험기는 비조사재의 경우 SATEC Systems, Inc. 의 SATEC SI-1D3를 이용하 으

며 시험기의 용량은 407 J (300ft-lb) 이고 충격속도 (striking velocity) 는 5.18 m/sec (17 

ft/sec) 이다. 조사재의 경우 Tinus Olsen Model 84를 이용하 으며, 시험기 용량은 407 J 

(300ft-lb) 이고 충격속도 (striking velocity) 는 5.5 m/sec (18 ft/sec) 이다. 모든 장비들은 

시험전에 교정 검사를 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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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 온도는 각 재료에 대해 저온에서의 lower shelf, 고온에서의 upper shelf  그리고 

중간온도에서의 취성.연성 천이거동을 결정하기 위해, 즉 전체 Cv-curve를 획득하기 위해 

약 -100 ℃ 에서 +288 ℃ 까지의 온도 범위에서 수행되었다. 온도 조절은 비조사재의 경

우 4가지 종류의 bath (고온 또는 저온조)를 제작하여 -100℃ ∼ 50℃ 는 Isopentane ＋ 

dry ice or liquid nitrogen으로, -50℃ ∼ 상온은 Alcohol ＋ dry ice or liquid nitrogen 

으로, 상온 ∼95℃ 는 물 ＋ heater 로 95℃ ∼300℃ 는 silicon oil ＋ heater 를 사용하는 

방법을 이용하 으며, 조사재 시험의 경우, 저온 chamber에서는 liquid nitrogen를 이용하

고 고온에서는 유도가열하는 방법을 사용하 다. 온도 측정을 위한 온도계 역시 모두 

검정 및 교정되었다.  

  충격시험편 가운데 파단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시험편은 ASTM E 23 에 따라 " 

unbroken " 으로 표시하 으며, 이 가운데 충격치가 시험기 용량의 80 % 를 초과할 경우

는 " approximately " (data sheet 에는 App. 로 표기)로, 충격치가 시험기 용량을 초과하

여  tup 이 시험편을 완전히 통과하지 못했을 경우는 " exceeding the machine capacity 

" (data sheet 에는 Exceed. 로 표기) 를 표시하 다.  충격곡선 작성시 각 data 의 사용

여부는 ASTM E 23 의 기준을 따랐다. 

  해석을 간단히하고 인위적인 오차를 줄이기 위해 시험온도에 따른 충격 흡수에너지 값

의 충격곡선 결정에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hyperbolic tangent (TANH) curve 

fitting 방법을 사용하 다. 사용된 TANH function 은 

       CvE = A + B․TANH [(T-To)/C]                                  (3-1)

이며, 여기서 CvE 는 충격흡수에너지, T 는 시험온도이며 A,B,C 및 To 는 regression 

analysis 로 결정되는 상수다. 온도에 따른 횡팽창량 및 전단분율 곡선 결정에서도 동일

한 curve fitting 방법을 사용하 다.

  조사재 및 비조사재 공히 횡팽창량 (lateral expansion)의 측정은 ASTM E-23 에서 제

안한 측정기를 제작하여 측정하 고, 전단분율 (shear %) 은 ASTM E-23 의 Fig. 14 및 

Table 1 에 따라 측정하 다. 

1.3.2 정적파괴인성(KJC) 시험

  원자로 압력용기 재료의 KIC 곡선 (온도에 따른 파괴인성 변화곡선)은 압력용기의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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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각 운전조건, 혹은 가압열충격 등의 비상사고 해석에 기본이 되는 재료특성이다. 종래

에 KIC 곡선은 RTNDT 값을 보정인자로 하는 ASME의 기준천이곡선[3]을 사용하여 왔으나 

최근 ASTM에서 새로이 제정한 시험방법[4] (ASTM E1921-97, Standard Test Method for 

Determination of Reference Temperature, To, for Ferritic Steels in the Transition Range, 

일반적으로 Master Curve 방법으로 칭함)에 따르면 Charpy 시편 크기의 소형 파괴인성 

시험편을 사용하여 직접 파괴인성곡선을 얻을 수 있으며 이때 기준이 되는 특성 값이 To 

이다. To로 파괴인성 시험결과를 보정할 경우 재료에 관계없이 일정한 범위의 통계적 편

차 거동을 나타내는 좋은 normalizing (혹은 indexing)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의 ASME 압력용기위원회(PVRC)는 재래적인 ASME KIC/KIR curve를 Master curve

로 대체하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단기적으로 급박한 적용성을 위해서 

RTNDT를 일대일로 대체할 수 있는 RTTo 인자를 사용하는 방안에 대한 기준을 Code Case 

N-629로 제시하 다[5,6] . 여기서 RTTo 는 ASTM 표준방법으로 구한 To 값에다 적절한 

여유온도를 더한 형태로 표시되며, 현재 기준에서는 적절한 여유도로 35
o
F를 제시하고 있

다.  ASTM 규정에 따라 파괴인성 천이특성온도 (To) 및 천이곡선을 얻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파괴인성 시험은 1T-CT 기준으로 약 대략 100 MPa√m 정도의 평균값이 얻어질 수 있

는 온도를 결정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를 위해 Precracked Charpy 시험편에서 대략적으

로 추천되는 시험온도는 Ttest = T28J - C (여기서 T28J은 Charpy 에너지가 28J 되는 온도이

며, C는 30∼50
o
C 정도이다). 시험온도 구간에서 파괴인성시험편은 모두 cleavage (벽개파

단)이어야 하며, 이때 각 시험편의 파괴인성(KJC)은 cleavage 까지 시편에 가해진 

J-integral 값 (Jc)로부터 다음과 같이 환산된다.

KJC =  E⋅J C    (3-2)

각 시편에서 구해진 파괴인성치는 다음의 제한조건을 만족할 때 유효한 것으로 간주된다. 

       K JC ≤ (E b o σ ys / 30)
1/2    (3-3)

동일한 시험온도에서 6개 이상의 유효한 data가 얻어지면 모든 data를 다음과 같이 통계

처리하여 기준 특성온도 To를 결정할 수 있다. 이때 위의 유효범위를 넘는 측정 값들은 

censoring 절차에 따라 위의 상한값으로 가정한다. 먼저 각각의 시험편으로부터 얻어진 

KJC 값을 weakest-link-theory에 의거한 확률이론에 기초하여 1T-CT 시편에서 얻어질 수 

있는 파괴인성치로 다음과 같이 환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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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C( 1T) =  K min  + [K JC - K min ]⋅( B
B ( 1T) )

1
m

    (3-4)

여기서 B는 시험편의 두께, B(1T)는 기준이 되는 1T-CT의 두께로 1인치이며, Kmin은 20 

MPa√m로 정의되었다. 최소 6개이상의 유효한 data를 포함하는 data set에 대하여 파괴

인성치의 50% 확률적 평균값(KJC(med))은 다음과 같다.

KJC (med ) =  (Ko-20)(0.9124) + 20 MPa m     (3-5)

Ko =  [ ∑
N

i=1
(KJC ( i )-20)

4
/(r-0.3068 ) ]

1/4

 + 20MPa m    (3-6)

여기서 N은 시험된 시편의 총 숫자, r은 그 중 유효한 data의 개수이다. 1인치 두께의 시

험편에 있어서 ferritic steel의 온도에 따른 파괴인성 변화는 다음과 같은 단일곡선 

(master curve)으로 나타내어 진다.

KJC (med ) =  30 + 70⋅exp [ 0.019 (T-To )],     MPa m    (3-7)

따라서 ferritic steel의 천이특성온도 (To)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To =  T - 
1

0.019
ln [

KJC (med )-30

70 ]    (3-8)

  시험은 표준 Charpy 시험편과 동일한 (10×10×55mm) 외형칫수를 갖는 소형 3점굽힘

시험편을 가공하여 수행하 다. 각각의 시험편은 상온에서 피로하중을 가하여 균열깊이

가 시편폭의 약 50% 정도 되도록 예비피로균열을 생성하 으며, 이때 균열 선단이 과하

중에 의해 소성변형을 받지않도록 규격에 정해진 하중범위내에서 조절하 다. 시험은 모

두가 저온에서 행해지기 때문에 Isopenthane을 냉매로하는 저온용 bath와 액체질소를 사

용하여 ±0.5
o
C 이내의 정 한 온도조절을 실시하 다. 모든 시험편에 측면홈은 가공하지 

않았으며 각 시편마다 열전대를 부착하여 실제 시험온도를 측정하 다. 시험은 0.5 

mm/min의 하중선 변위속도로 수행하 다. 

  조사재 시편의 경우는 조사재시험시설의 Hot cell 내의 원격조정기를 사용하여 수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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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험온도 조절을 위해 저온조내에 액체질소를 직접분사하는 기체방식을 사용하

다. 기타 시험 및 해석 절차는 비조사재 시편과 동일하다.

1.3.3 파괴저항성(J-R) 시험

  원자로 압력용기의 정상가동온도는 288
o
C 정도의 고온으로 이 조건에서 재료의 파괴는 

KIC (혹은 JIC) 값을 넘어서더라도 불안정한 취성 파괴로 이어지지 않고 연성 안정균열이 

서서히 성장하여 재료의 파괴저항성이 오히려 점차 증가하는 안정성향을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이 온도 역에서의 파괴역학 해석에 있어서는 안정균열성장에 의한 파괴저항성의 

증가정도를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 때 필요한 재료 특성이 파괴저항곡선 (J-R 

curve)이며 이는 ASTM의 관련 시험법[7-9]에 따라 얻을 수 있다. 

  시험은 상온과 정상 가동온도 (288
o
C), 그리고 그 중간온도 (149

o
C) 등 3개의 온도에서 

변위제어로 수행하 다. 비조사재 시험의 경우에는 ASTM E1820-99에 따라 unloading 

compliance 방법으로 수행되었다. 시험 중 시험편의 하중선변위 측정을 위해 고온용 

COD gage (Capacitec Model P-COD-B  및 SP-3200 Amplifier)를 시편에 부착하 다. 이

는 시험 도중에 특정한 간격으로 균열성장량을 평가하기 위해 약간의 탄성 해중(elastic 

unloading)을 가하는 것으로서, 이때 해중선 기울기로부터 균열길이를 예측할 수 있다. 

J-Integral 값은 각각의 해중점에서 그때까지 시편에 가해진 에너지 및 하중과 균열길이로

부터 구한다. 이렇게 하여 한 시편의 각 점에서 얻어진 균열성장량 (Δai)과 J-Integral 값 

( J i )를 도시하여 J-R curve를 얻는다. 상세한 해석방법은 ASTM E1820-99 를 참고하기 바

란다.

  조사재 시험의 경우에는 핫셀 내에서 로봇팔을 이용하여 원격으로 COD gage 를 부착

하는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고온 방사선 환경에서 안정한 COD gage도 구하

기 어렵다. 특히 조사시편은 계장캡슐의 핵적특성 때문에 모양이 원형인 0.4T-RCT 시편

으로 정해질 수 밖에 없었으므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준 unloading compliance 방법

을 적용하기가 힘들다. 따라서 hot cell에서 조사후의 J-R 시험은 load-ratio 방법[10]을 적

용하여, 하중-하중선변위 곡선으로부터 균열진전량을 예측하 고 이에따라 J-R 곡선을 결

정하 다. 본 시험에 적용된 load-ratio 방법은 Joyce 등[11]이 제안한 load-ratio 개념을 

바탕으로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개발되었으며, 그 다양한 구조재료 및 시험조건하에서 

적용해본 결과 실험적으로 신뢰성이 충분히 입증되었다. 상세한 해석방법 및 신뢰도 평가

결과는 참고문헌[10]을 참고하기 바라며, 조사재 시험전에 동일한 모양의 비조사재 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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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용하여 직접적인 검증을 하 으며, 조사취화에 의한 변화량 평가시에는 동일한 방법

을 적용하여 결정된 결과를 비교하 다.   

1.4 조사전 Baseline 재료특성

1.4.1 Charpy 충격인성

  광 4호기 압력용기 모재(Y4), 울진 4 호기 모재(U4), 울진 4 호기 용접부(U4W) 및 열

향부(U4H) 그리고 광 5 호기 모재(Y5) 각각에 대한 조사전 충격시험결과를 표 3의 

(a)∼(e) 에 나타내었다. 각 재료에 대해 전 온도구간 충격천이곡선은 그림 1의 (a)∼(e) 

와 같다. 

  그림 1(a) 는 광 4 호기 압력용기 모재의 시험온도에 따른 충격천이곡선이다. 상온에

서 흡수에너지 150 J 이상의 충격인성치를 보여주고 있으며, 상부흡수에너지(USE) 는 282 

J을 나타내고 있다.  T41J 및 T68J 천이온도는 각각 -21.5 
o
C 및 -9.4 

o
C를 기록하고 있다. 

한편, 울진 4 호기 모재는  그림 1(b)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광 4 호기 모재에 비

해 천이온도가 낮아졌다.  T41J 천이온도는 -21.5 
o
C 에서 -38.8 

o
C 로, T68J 천이온도는 

-9.4 
o
C에서 -28.5 

o
C 로 낮아졌다. 이는 광 4 호기 압력용기 재료에 비해 울진 4 호기 

압력용기 재료의 인성이 우수함을 의미한다.  울진 4 호기 재료의 USE 는 284 J 로 광 

4 호기와 비슷하다. 

  그림 1(c)는 광 5 호기 모재의 충격천이곡선이다.  T41J 및 T68J 는 각각 -51.5 
o
C 및 

-40.4 
o
C 이며, USE 는 268 J을 기록하고 있다. USE 가 약간 낮아졌지만 광 4 호기 및 

울진 4 호기 모재에 비해 우수한 천이특성을 나타냈다. 즉, 광 5 호기 > 울진 4 호기 > 

광 4 호기 순으로 우수한 충격인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인성변화의 차이는 압력용

기 재료의 제조공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재료의 제조공정에 따라 미세조직이 

결정되며, 이는 기계적특성 등에 향을 미친다. 

  울진 4 호기 용접부 충격천이곡선이 그림 1(d) 에 나타나 있다.  T41J 및 T68J 는 각각 

-24.6 
o
C 및 -9.4 

o
C 이며, USE 는 300 J을 보 다. 천이온도는 동일 호기 모재에 비해 다

소 상승하여 모재가 용접부에 비해 우수한 인성을 보이고 있다. USE 는 모재보다 용접부

가 높은 값을 보이고 있다.  울진 4 호기 용접재료는 이전 호기인 광 4 호기 용접재료

와 동일한 반면, 압력용기 재료는 두 호기가 제조공정이 상이하다. 즉, 용접부 성능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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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여 광 4 호기 모재와 비교하면 천이온도와 USE 모두 광 4 호기 모재보다는 우

수하지만, 천이온도가 개선된 울진 4 호기 모재에 비해 용접부 천이온도는 상대적으로 울

진 4 호기 모재에 비해 충격인성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울진 4 호기 용접열 향부의 경우는 그림 1(e)에서 볼 수 있듯이 모재에 비해 매우 우

수한 충격인성을 나나냈다. T41J 및 T68J 가 각각 -84.2 
o
C 및 -72.3 

o
C를 기록하고 있다. 

USE 는 293 J로 모재에 비해 다소 상승한 값을 보 다. 열 향부는 특성상 좁은 역에

서 미세조직과 기계적 특성이 급격히 변화하는 지역이다. 시험위치에 따라 물성치가 매우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시험결과의 편차가 매우 심하고 모재에 비해 열악한 

물성치를 나타낸다. 현재 규정에 의하면 원자로압력용기 용접열 향부에서의 시험 위치

는 용접용융선으로부터 0.8 mm 떨어진 곳으로 보통 결정립조대화 역으로 알려져 있으

며 인성과 기계적특성이 저하하리라고 예상되는 부분이다. 그러나 시험결과는 매우 우수

한 충격천이특성을 보고 있다. 이는 용접후열처리(PWHT, post weld heat treatment)의 

효과로 보여진다. 열 향부 위치를 달리하면 인성이 저하하는 등의 변수가 있을 수 있는

데,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문헌을 참고하기 바란다[11]. 

  이상의 각 재료에 대한 충격특성지수(Charpy indices)를 표 4에 정리하 다. 

1.4.2 정적파괴인성(KJC)

  정적파괴인성곡선 (KJC curve)를 얻기위하여 ASTM E1921-97 절차에 따라 Precracked 

Charpy (PCVN) 시험편을 이용하여 3점굽힘 파괴인성시험을 수행하 다. 정적파괴인성 

시험은 VCD(Y4), VCD+Al(U4), Si+Al(Y5) 3종의 모재 및 울진4호기 용접재(U4W)에 대해 

수행되었다. 각각의 재료들에 대하여 특정온도에서 6개 이상의 시험을 수행하여 연성-취

성 천이특성 기준온도 To를 구하 으며 그 결과를 보완하기 위하여 액체질소 온도부터 

온도를 변화하며 1∼2개 씩의 시험편을 추가로 시험하 다. 표 5는 각각의 재료에 대하여 

구해진 To 값 및 그 시험조건들을 정리하 다. 

  그림 2는 각 재료별로 측정된 파괴인성값들을 온도에 따라 도시한 Master curve plot 

들이다. 이 때 각각의 파괴인성 값들은 1T-CT 시편크기에 해당하는 값으로 시편크기 효

과가 보정된 것이며, Master Curve의 확률적 평균값과 5%-하한 및 95%-상한 곡선들을 

함께 도시하 다. 

  그림 2(a)에 나타낸 Y4 모재(VCD)의 경우 첫 번째 수행된 시험결과에서 시편간에 매우 

큰 편차가 발견되었으며, ASTM 기준에 따라 유효한 To를 결정할 수 없었다. 그 원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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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하지만 재료의 불균질성에 기인하거나 시편채취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서, 한조

의 시험편을 다시 채취하여 시험한 결과 그림과 같이 비교적 양호한 시험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따라서 Y4 재료의 To 값 결정에는 두 번째 set의 시험편 결과들을 이용하 다. 

이렇게 결정된 To 값 (-68
o
C)은 그림에서 보듯이 5% 하한 곡선이 첫 번째 시편군의 큰 

편차들을 하한특성으로 잘 구분지을 뿐 아니라 참고를 위해서 함께 도시한 실제 1T-CT 

시편의 경향과도 거의 일치하므로 Y4 재료의 조사전 특성값으로 사용되는 데 적절한 것

으로 판단된다.

  그림 2(b)에는 U4 모재 (VCD+Al)의 시험결과를 동일한 형식으로 도시하 다. U4 모재

의 조사전 To 값은 -100
o
C 와 -75

o
C에서 수행된 2set의 시험결과를 평균하여 -73

o
C로 결

정하 다. 두 온도에서의 값들은 약간의 차이를 보이지만 그 평균값은 실제 1T-CT 시험

결과의 경향과 비교할 때 매우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c)에는 Y5 모재 (Si+Al)의 시험결과들을 도시하 다. Y5 모재의 경우도 2개의 

온도에서 시험이 수행되었으며, To 평균값은 -80
o
C로 결정되었다. 동 소재 역시 Master 

curve 경향을 잘 나타내며 실제 1T-CT 시험결과와도 잘 일치하 다.

  그림 2(d)에는 U4 용접재 (U4W)의 시험결과를 도시하 으며, To 값은 -42
o
C로 결정되

었다. 시험의 총 수량은 타 재료에 비해서는 작지만 역시 1T-CT 시험결과와 비교하여도 

충분히 신뢰성있는 결과로 판단된다.

  조사전 파괴인성 시험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파괴인성 천이온도 (To) 특성은 Y5 

(-80
o
C) > U4 (-73

o
C) > Y4 (-68

o
C) > U4W (-42

o
C) 의 순서로 우열이 나타났다. 특이한 

사항은 용접재의 파괴인성 천이특성이 모재에 비해 현저히 나쁜 것으로 관찰되었다는 점

이다. 이는 연성 역에서의 파괴인성 특성이나, 천이온도 역에서 Charpy V-notch 시험

으로부터는 특이하게 관찰되지 못한 결과이다. 취성파괴에 있어서 V-notch 시편과 예비

균열 시편의 거동이 미세기구 관점에서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본 과제의 

범위는 아니지만 Y4 모재와 동일한 VCD 공법으로 제조된 Y3 모재의 경우는 To 값이 

-54
o
C 정도로 Y4 모재보다도 나쁘다[12]. 이에 관해서는 추후 계속되는 연구가 필요할 것

이다. Y5 모재의 경우는 비교적 양호한 조사전 파괴인성 특성을 나타내었다. 하지만 이 

역시 유사한 등급의 외국 재료인 JFL[12] 이 -98
o
C 정도의 매우 우수한 천이온도를 보이

는 것에 비하면 국산 소재의 조사전 천이온도 특성이 더욱 개선의 여지는 있다고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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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파괴저항성 (J-R Curve)

 

  본 연구에서 조사후 시험에 사용될 시편은 0.4 inch 두께의 disc 형상 시편 (이하 

0.4T-RCT 시편) 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CT 형태의 시편과는 두께 및 형상이 약간 다

르다. Baseline 시험에서는 1T-CT 혹은 1/2T-CT 시편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조사취화 효

과 평가시에 시편의 형상이 달라서 생길 수 있는 오류를 배제하기 위하여 먼저 1/2T-CT 

시편과 0.4T-RCT 시편 사이에서 생길 수 있는 J-R 특성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하 다. 그

림 3-(a)는 Y5 소재에서 1/2T-CT 및 0.4T-RCT 시편으로 구한 J-R 특성곡선을 대표적으로 

비교하 다. 그림에서 보듯이 두 시편의 형상차이가 J-R 곡선에는 큰 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다른 소재들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확인하 다. 또한 그림 3-(b)에는 

조사재 시편의 J-R 결과해석에 사용된 load ratio method 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

제 0.4T-RCT 시편을 시험한 후unloading compliance 법 및 load ratio 법 두가지로 결과

를 해석하여 비교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조사재 시편의 J-R 해석에 적용된 load ratio 방

법은 표준 unloading compliance 법과 거의 동일한 결과를 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림 4는 Y5 모재의 경우 온도에 따른 J-R 특성의 변화를 보여준다. 전형적인 압력용기

강의 특징과 마찬가지로 상온에서 가동온도까지 온도가 증가할수록 J-R 파괴저항성은 낮

아지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다른 소재에서도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현상

이었다. 그림 5에는 0.4T-RCT 시편을 사용하여 얻은 각 재료들의 조사전 J-R 곡선을 서

로 비교하 다. 상온 J-R 특성의 경우 재료간의 큰 차이는 없으나, Y5 소재가 가장 우수

하 으며 용접재가 약간 낮은 파괴저항성을 보 다. 288
o
C의 특성에서는 Y4와 U4W 용접

부가 상대적으로 Y5와 U4 모재에 비해 J-R 특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1.5 하나로에서 중성자 조사 및 조사량 해석

1.5.1 계장캡슐을 이용한 시편의 중성자 조사

  원자로 압력용기재료에서의 중성자 조사취화는 상업용 원자로의 경우 감시시험 

(surveillance test)을 통해 계속적으로 감시되며, 이로부터 얻은 시험자료는 안전운전 및 

수명 결정을 위한 기본자료로 활용된다. 중성자에 의한 조사취화에 향을 미치는 인자로

는 조사온도, 조사량, 중성자 조사속도, 에너지분포 등이 있으며, 이 중 특히 조사온도와 

조사량이 가장 크고 비교적 일관적인 향을 미친다. 상업로 압력용기(한국형 경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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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NPP의 경우)는 가동온도가 약 288
o
C이며 수명말기까지 용기내벽에 약 5.8 x 10

19
 

n/cm
2
 (E>1MeV) 의 고속 중성자를 받게된다 [13]. 

  연구용 원자로의 운전온도는 대부분 상온부근이며, 원자로 중심부의 조사공에서 중성자

속은 상업로의 용기벽 위치보다 훨씬 높다. 중성자속이 조사취화에 향을 미치기는 하지

만 그 향이 명확하게 일관된 차이를 주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연구로의 

조사공에서는 높은 중성자속을 이용하여 비교적 단시간 내에 상업로의 용기 내벽이 수십

년간 받을 조사량을 경험할 수 있다. 이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중성자 조사시 온도를 

상업로의 실제 가동온도와 유사하게 유지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용 원자로의 

조사공에 시편을 장착하기 위해 사용되는 조사캡슐은 엄격한 계산에 의거하여 설계/제작

되고 시편의 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특수장치들을 포함하게 되며 이를 계장캡슐

(instrumented irradiation capsule)이라고 부른다.

  계장캡슐의 온도를 올리는 데에는 우선적으로 내부시편의 고에너지 방사선에 의한 감

마 heating을 주 열원으로 이용한다. 하지만 방사선의 세기가 캡슐의 전체에 걸쳐 완전히 

균일하지 않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온도구배가 생긴다. 따라서 이를 잘 예측하여 시편의 

배치를 조절하고 시편과 캡슐외면간의 간격 및 캡슐의 진공도 등을 조절함으로써 일차적

으로 비교적 균일한 온도분포를 얻게된다. 또한 계장캡슐에는 여러단으로 이루어진 가열

장치 (micro-heater를 이용한 다단 전기로에 해당)가 장착되어 부분적인 온도조절이 가능

하며, 각 부위에서의 온도 및 조사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열전대 (thermocouple) 및 조사

량 측정시료를 시편과 함께 장입한다.

  조사기간동안 계장캡슐이 받은 고속중성자 조사량은 하나로 노심계산 전산체계 

(HANAFMS)에 의해 캡슐의 축방향 및 반경방향의 3차원 위치별로 평가되며, 몇 개의 중

성자 에너지 역별로 나뉘어서 평가된다. 원자로 재료의 중성자 조사취화 특성에 향을 

미치는 중성자는 1 MeV 이상의 높은 에너지를 갖는 고속중성자이므로, 해석결과는 다시 

1 MeV (혹은 0.1 MeV) 이상의 중성자 조사량에 대해서만 정리되어 조사취화 특성평가에 

사용된다. 정확한 조사량 해석을 위해서는 조사기간동안 실제 발생한 원자로 출력의 변

화, 연소도변화, 제어봉의 위치 등 실시간 자료가 모두 입력되어 사용된다. 또한 계장캡슐

에 장입된 중성자 모니터의 방사능을 측정하여 중성자 조사이력에 따른 유도방사능 및 

감쇄효과를 계산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캡슐의 조사량을 평가할 수도 있으며, 대부분의 경

우는 앞의 두가지 방법을 병행한다. 하나로 노심공의 경우 두가지 방법으로 구한 조사량

의 차이가 약 10% 이내이고, 노심 역의 중성자속 분포가 비교적 급격하므로, 본 연구에

서 제시하고 있는 고속중성자 조사량은 공간위치에 따라 상세 자료의 확보가 가능한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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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계산 방법의 결과를 이용하 다. 

  본 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하나로의 노심 조사공에서 시편에 중성자 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총 4기의 계장캡슐이 제작되었으며, 추가적인 실험보완을 위하여 체코의 국립연구소 

NRI에 있는 LVR-15 연구로에서 조사한 시편의 실험결과를 일부 활용하 다[14]. 모든 조

사캡슐은 중성자 조사기간동안 290±10
o
C의 범위내에서 온도조절이 되도록 하 다.

1.5.2 HANARO 조사시험용 Neutron Dosimetry

     

  계장 캡슐을 이용한 조사시험에서 재료의 성질을 조사량의 변화에 따라 기술하기 위하

여는, 고속중성자 조사량과 (E>1 MeV, 0.1 MeV),dpa 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중성자 

dosimetry capsule을 제작하여 조사시편과 함께 계장캡슐에 삽입하여야 한다. dosimetry 

capsule은 Bttelle Pacific Northwest National Laboratory 제작한 것을 사용하 으며, 각

각의 capsule 에는 Fe, Cu, Ti, Co-Cd, Nb wire 가 들어 있었다. 중성자속을 고려하여 5

개의 캡슐을 계장캡슐(00M-02K)의 상, 하부 와 중심 에 삽입하 다. 조사 후 캡슐은 

Battelle 로 운반되어 해체 및 측정되었다. 측정된 방사능은 포화방사능으로 변화되어 

spectrum unfolding code인 STAY'SL 과 dpa 계산 code 인 SPECTER 를 사용하여 각 위

치에서의 중성자 spectrum 및 dpa 를 구하 다.[15-17]

가. 감마 에너지 해석과 포화방사율

  각각의 dosimeter wire 는 PNL-AOL-450 절차에 따라 방사능을 측정하 다. 감마 검출

기는 NIST 및 다른 기준들에 따라 교정되었으며, 에너지와 검출효율을 유지하기 위하여 

매일 검출기 조정을 수행하고 있다. 측정된 방사능과 총 오차는 micro Curie/miligram 

의 단위로 표 6에 나타나 있다. 그림 6은 캡슐에서의 dosimeter 높이에 따라 표시한 것이

다. 모든 핵종은 원자로 운전정지 시점부터 붕괴되는 것으로 하 다. 핵 데이터는 

Radioactive Isotopes Table (E. Browne, R. Firestone, and V. Shirley, Wiley (1986))을 사

용하 다.

  표 7의 방사능은 조사중 붕괴, 원자량, ekemental abundance, isotopic abundance, 

gamma self absorption 및 burnup을 고려하여 교정하 다. 조사기간 중의 붕괴는 원자로

에서의 조사시간과 조사이력을 적분하는 BCF 전산 코드를 사용하여 결정하 다. 각 캡슐

의 조사이력은 00M-02K 의 경우 (2001, 5/2 18:06- 5/6 00:59) 3,129 EFPD 와 99M-01K 

(2000, 6/14 19:02-6/17 21:50) 3.117 EFPD 이었으며 원자로 출력은 모두 24 MW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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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된 감마 자기흡수 교정치는 각각의 wire에서 1-1.5% 다. 상대적으로 짧은 조사시

간으로 인하여 표적핵과 생성핵종의 nuclear burn 과 transmutation burnup 은 무시하

다. 열중성자 모니터의 경우 중성자 자기흡수에 의한 교정은 중성자 산란단면적에 평가된 

기하학적인 자기흡수를 적용하여 수행하 다. 

나. NB-93M 해석

  Nb 모니터는 ASTM E1297-89 의 방법에 따라 93mNb를 측정함으로서 해석하 다. Nb 

샘플은 HNO3 와 HF 의 혼합액을 사용하여 용해하 으며, 불순물은 필터를 사용하여 흡

수하 다. 16 과 18 keV 의 X-ray 방출이 Low Energy Photon Spectrometer를 사용하여 

측정되었다. 

다. 중성자 조사량과 spectrum 해석

  표 8과 9의 포화방사능은 원자로 출력 24 MW 규격화되었다.  이들 값은 각각의 위치

에서 모니터의 중성자 산란단면적과 flux를 중성자에너지로서 적분한 것과 동일한 값이

다. 이 값은 MCNP로 계산한 HANARO 초기 spectrum을 사용하여 교정된 spectrum을 

얻는데 사용 되었다. 중성자 spectrum 교정은 STAY'SL code를 사용하여 수행하 다. 

STAY'SL code 는 방사능 측정치와 초기 중성자 spectrum 및 중성자 반응단면적을 사용

하고, variance 및 covariance matrix 에 기반을 둔 최소자승법을 이용한 전산 code 이다. 

산란단면적은 ENDF/B-V dosimetry file 533을 사용하 다. 각각의 모니터 capsule 위치

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통계적 오차는  값으로서 0.7에서 2.3 사이 이다. 수정된 중성자 

spectrum은 그림 7에 나타나있다. 수정된 중성자 spectrum을 사용하여 각각의 에너지 

역에서 구한 중성자 spectrum값은 평균오차와 함께 표 10에 나타나 있다.

라. 조사손상량 계산

  수정된 중성자 spectrum을 사용하여 조사손상량 파라메타 dpa (displacements per 

atom)를 계산 하 다. dpa 계산은 원자로 압력용기 재료를 순수한 철로 가정하고 

SPECTER 전산코드를 사용하여 계산하 으며, Fe, Ni, Cr 및 V의 경우 dpa 와 He 생성

량을 표 11에 표시하 다. 다른 원소에 대한 것과 수소 생성량도 SPECTER code를 사용

하여 계산하 다.

1.6 조사후 재료특성 (조사취화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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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용 원자로를 이용한 중성자 조사의 경우 시편과 노심과의 거리가 짧아서, 상대적으

로 시편들이 축방향으로 길게 배치되기 때문에 동일 조사캡슐내에서도 각 시편의 중성자 

조사조건은 다를 수 밖에 없다. 조사취화 정도는 외부에서 가해진 고속중성자의 에너지 

및 총량 그리고 조사온도 등에 민감하므로, 중성자 조사에 따른 조사취화 특성을 해석하

기 위해서는 각 시편에 실제로 조사된 중성자의 조건을 먼저 알아야 한다. 본 과제에서 

수행된 조사재 시험에 사용된 각 재료의 중성자 조사량은 앞장에서 설명한 각 조사캡슐

의 중성자 조사이력 및 캡슐내 시편배치를 기초로 하여 각 시험종류별로 다시 분류하여 

표 12에 정리하 다. 조사온도는 290
o
C±10

o
C 이며, Y4 PCVN 시편의 경우만 실제 조사

온도가 270
o
C로 이 범위를 벗어났다. 표준 충격시험 및 PCVN 시편과 같이 동일 시편군

의 총 부피가 큰 경우는 각 시험종류별 동일 시편군 내에서도 조사량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그런 경우에는 해당시편들의 가중평균치를 취하 다. 

1.6.1 Charpy 충격인성

  각 소재에 대한 조사후 충격 data, 즉 충격흡수에너지, 횡팽창량, 전단분률에 대한 값을 

표 13(a)∼(e)에 정리하 다. 이를 시험온도에 따른 충격 천이 곡선으로 나타내어 비조사

재와 비교한 것이 그림 8의 (a)∼(e) 이다. 

   그림 8-(a)를 보면 광 4 호기 모재의 경우 중성자 조사에 따라 천이온도의 상승과 

상부흡수에너지의 저하가 뚜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T41J 천이온도는 조사전 -21.5 
o
C에

서 조사후 13.1 
o
C 로 크게 증가하 고, T68J 천이온도도 -9.4 

o
C에서 27.7 

o
C 로 증가하

다. USE 는 282 J에서 230.4 J로 저하하 다. 광 4 호기는 VCD 공정에 의해 제조된 압

력용기강으로, 조사전 모재의 미세조직이 다른 호기의 재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대하다. 

조대한 결정립크기와 탄화물 등 석출물의 향이 중성자 조사에 의한 천이온도 상승과 

상부흡수에너지의 저하와 유관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비해 VCD+Al 공정에 의해 제조된 울진 4 호기의 경우, 천이온도의 상승과 상부

흡수에너지의 감소는 비교적 작다. 특히, 그림 8-(b)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천이온도

의 상승량은 광 4 호기에 비해 절반 정도로 작다. T41J 천이온도는 조사전 -38.8 
o
C에서 

조사후 -21.1 
o
C 로 다소 증가하 으나 광 4 호기의 경우 ΔT41J 이 34.6 

o
C 던 것에 

비해 울진 4 호기의  ΔT41J 은 17.7 
o
C 로 1/2 수준이며, T68J 천이온도도 -28.5 

o
C에서 

-13.7 
o
C 로 증가하 으나 광 4 호기 ΔT68J 37.1 J에 비해 14.8 J 로 그 증가량은 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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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다. 압력용기 제조공정상 VCD 에 Al 첨가에 의한 결정립 미세화 효과가 울진 4 호

기 압력용기 모재에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USE 는 조사전 284 J에서 조사후 245.4 J로 

저하하 으나, 이 역시 광 4 호기의 ΔUSE 인 51.6 J 에 비해 38.6 J 로 그 감소량은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8-(c)는 광 5 호기 압력용기 모재의 중성자 조사전 및 조사후 충격천이곡선을 

비교한 것으로 천이 역에서의 조사효과는 매우 작은 반면 상부흡수에너지의 감소량은 

광 4 호기 및 울진 4 호기에 비해 큰 편이다. T41J 천이온도는 조사전 -51.5 
o
C에서 조

사후 -45.9 
o
C 로 증가량이 매우 작은 편이며, 광 4 호기 및 울진 4 호기의 경우 ΔT41J 

이 각각 34.6 
o
C 과 17.7 

o
C 던 것에 비해 광 5 호기의  ΔT41J 은 5.6 

o
C 로 가장 작

다. T68J 천이온도도 -40.4 
o
C에서 -32 

o
C 로 증가하 으나 광 4 호기 및 울진 4 호기의 

ΔT68J 인 37.1 
o
C 및 14.8 

o
C 에 비해 광 5 호기는 8.4 

o
C 로 그 증가량이 가장 작다. 

즉, 중성자 조사에 의한 충격인성의 감소가 광 4 호기 > 울진 4 호기 > 광 5 호기 

압력용기 순으로 작게 나타났으며, 이는 조사전 재료 특성에서 Si 탈산과 Al 미세화처리

를 한 광 5 호기의 기계적특성과 충격인성이 다른 호기 재료에 비해 양호하게 나타난 

것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세조직적으로 결정립크기와 탄화물의 크기 및 분포가 

중성자 초사 취화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된다. 광 5 호기의 USE 는 조사전 268 

J에서 조사후 211.8 J로 56.2 J 감소하 는데, 그 감소의 폭이 광 4 호기(ΔUSE = 51.6 

J)와는 거의 유사하거나 조금 큰 편이며 울진 4 호기(ΔUSE = 38.6 J)에 비해 다소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접부 및 열 향부의 조사후 충격특성은 모재와 다른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측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림 8-(d)에는 울진 4 호기 용접부 조사전과 조사후 충격천이곡선을 보

여주고 있다. 열 향부에 비하면 용착금속부는 비교적 충격치의 편차가 적은 편이다. T41J 

천이온도의 증가량은 조사전 -24.6 
o
C에서 조사후 -8.6 

o
C 로 ΔT41J 이 16 

o
C 로 나타났

으며, 동일호기 모재인 울진 4 호기 모재가 17.7 
o
C 던 것에 비해 천이온도의 증가는 

크지 않다. 즉, 중성자 조사에 의한 인성의 감소가 모재와 같거나 약간 작은 편이다. T68J 

천이온도도 -9.4 
o
C에서 -4.6 

o
C 로 ΔT68J 는 14 

o
C 이며 이는 동일 호기 모재의 14. 8 

o
C 

에 비해 같거나 약간 작다. 한편 ΔUSE 는 66.3 J 로 모재의 38.3 J 에 비해 다소 큰 편

이다. 그림 8-(e)는 울진 4 호기 용접열 향부에서의 조사전후 충격특성을 비교한 것이다. 

조사후 시험편의 시험자료가 6 개로 충분하지 않았으며, 이중 1 개는 unbroken 으로 

ASTM 규정대로 data sheet 에는 기록하고, 천이곡선 및 상부흡수에너지 결정에는 제외

시켰다. 천이곡선 전체적으로 일정한 형태는 보이지만, 용접열 향부에서의 data 편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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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안했을 때 여기서 천이온도의 변화를 나타내는 Charpy index 의 결정은 사실상 무리

라고 판단되어 생략하 다. 

  표 14 및 15는 광 4, 5 호기 원자로압력용기 모재, 울진 4 호기 모재, 용접부에서의 

중성자 조사전 및 조사후 Charpy indices를 정리한 것이다. 

1.6.2 정적파괴인성 (KJC)

  중성자조사가 파괴인성에 미치는 향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연성-취성 천이온도의 

상승이다. 이 현상이 적절히 조절되지 못하면 정상가동온도 역에서 취성파괴의 가능성

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게 되어 안전운전에 상당한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 그림 9는 각 

재료에 대해서 조사후의 PCVN 파괴인성 시험결과를 조사전 data와 함께 비교하여 도시

하 으며, 그 결과는 표 16에 요약 정리되어있다. 그림 9의 각 data point는 앞에서와 마

찬가지로 모두 1T-CT 크기에 해당하는 값으로 보정되었다.

  그림 9-(a)는 Y4 모재의 조사후 PCVN 파괴인성 시험결과이다. -68
o
C에서 시험된 총 9

개의 조사재 시편 중 그림에서 보듯이 1개의 시편에서 비정상적으로 높은 값이 얻어졌다. 

이는 -60
o
C의 1개 시편과 유사하다. 시편의 이력등을 면 히 검토한 결과로도 그 원인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었다. 다만 비조사재의 시험결과에서와 마찬가지로 동 재료의 국

부적인 불균질성이 유력한 원인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조사후의 To를 결정하는데에 그림

에서 비정상적으로 높이 측정된 1개의 값을 공학적인 판단하에 제외하 다. 이렇게하여 

결정된 조사후 To는 -33
o
C 로서 5% 하한곡선이 시험결과들을 잘 나타내고 있으며, 조사

전에 비해서는 약 35
o
C의 비교적 뚜렷한 변화를 관찰할 수 있었다. 

  그림 9-(b)에서 보는 Y5 모재의 경우는 조사후에 파괴인성의 뚜렷한 저하가 전혀 관찰

되지 않았다. 동 소재의 경우는 각각 1.8×10
19
 및 4.8×10

19
 n/cm

2
 의 조사량을 받았으나 

그림에서 보듯이 중성자 조사에 의해 파괴인성이 저하되는 것이 전혀 관찰되지 않았다. 

오히려 수치상으로는 천이온도 특성이 3
o
C 정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조사효

과로 인한 강도의 증가때문으로 사료되며 파괴특성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Y5 모재와 비교될 수 있는 외국의 소재로서 일본의 JFL SA508-3 강의 경우 조사전 

특성은 Y5보다 우수하지만 비교적 뚜렷한 조사효과가 보고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금번 

Y5 모재에 대한 시험결과는 매우 고무적인 결과이다. 두차례의 파괴인성 시험결과 모두

에서 일관되게 매우 우수한 조사취화 저항성을 보 기 때문에, 향후 동소재의 우수한 조

사취화 저항성에 대한 근본 원인 조사 및 광 6호기 등 동일 공법으로 제조된 소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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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조사시험을 통해 특성의 재현성이 입증된다면 국제적으로도 매우 가치있는 홍보 효

과를 얻을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9-(c)는 용접재 (U4W)의 조사후 파괴인성 시험결과이다. -40
o
C에서 시험된 7개의 

시편 data를 Weibull 통계처리하여 조사재의 To 는 -36
o
C를 얻었다. (총 9개의 시험편 중 

2개는 시험후 확인 결과 align에 문제가 있어서 제외하 음. 만일 이 두개를 모두 포함하

여도 To는 -43
o
C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이상의 파괴인성 조사취화 시험결과를 종합해 볼 때 Y4 (VCD) 모재의 경우는 타 소재

에 비해 뚜렷한 조사취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Y5 모재 (Si+Al)의 경우는 조사취화 효과

가 거의 나타나지 않을 정도로 조사취화 저항성이 우수하 다. 용접재 (U4W)의 경우도 

비록 조사전 특성은 좋지 않았지만 조사취화 저항성은 우수한 것으로 보인다. 금번에 시

험된 모든 소재에서 공히 조사취화에 의한 연성-취성 천이온도의 변화정도는 재래적인 

압력용기 강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작은 정도이다. 따라서 국산 원자로압력용기강의 전반

적인 조사취화 저항성은 충분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1.6.3 파괴저항성 (J-R) 

  그림 10의 (a)∼(c)는 조사전후의 J-R 특성곡선 차이를 재료별, 온도별로 취합하여 정리

한 그림이다. 조사후 시편의 상온 J-R 시험 결과에서는 조사전에 비해 J-R 특성이 약간 

감소하는 경향이나 그 폭이 그다지 크지는 않았다. 특히 Y5 모재의 경우는 조사전후에 

거의 차이가 없었다. U4W 용접재와 Y4 모재의 경우는 상온에서 균열이 약간 진전하다가 

불안정 취성파괴가 발생하여 J-R 곡선을 얻을 수 없었다. 이는 앞절에서 설명하 듯이 두 

재료에서 조사후의 연성-취성 천이온도가 비교적 높은 때문으로 상부온도 역의 연성파

괴 특성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149℃ 에서는 조사후의 J-R 특성이 조사전에 비해 떨어지는 것이 비교적 뚜렷이 관찰

되었으나, Y5 모재의 경우는 조사전후의 차이가 거의 없었다. 이러한 경향은 288
o
C 시험

결과에서도 거의 비슷하 다. 

  그림 11은 Y5 소재에서 조사후 J-R 특성의 온도에 따른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역시 조

사전과 마찬가지로 온도가 증가할수록 J-R 특성은 감소하 으며, 이러한 경향은 다른 소

재에서도 마찬가지로 관찰되었다. 압력용기강의 고온 J-R 특성은 시험온도와 하중속도에 

따라 동적변형시효 등의 향으로 간섭을 받기 때문에 일관된 해석이 어려운 경우가 많

다. 이를 고려하더라도 금번 수행된 J-R 특성시험결과를 종합해 보면, 중성자 조사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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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J-R 특성의 저하정도는 재료별 및 시험온도에 따라 차이를 주었다. 대부분의 경우는 

조사후의 J-R 특성이 조사전에 비해 약간 감소하 으나, Y5 소재의 경우는 모든 시험조건

에서 거의 조사효과가 관찰되지 않았다. 

1.7 중성자 조사취화 특성평가 종합

1.7.1 조사전 Baseline 특성 결과 요약

  조사전 재료시험 결과들을 표 17에 다시 요약하 다. Charpy 시험 및 PCVN 시편을 

이용한 파괴인성 Master curve 시험결과를 종합하면 조사전 모재의 특성은 Y5 > U4 > 

Y4 순서로 우열을 보 다. 이는 공교롭게도 제품이 생산된 연대순과 정확히 일치하여 그

동안 지속적인 제품의 성능 향상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비교적 초기제품인 광 

4호기 (VCD 제조공법 사용, 광3 및 울진 3호기에도 적용) 재료는 특성값 뿐 아니라 균

질성도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용접금속을 수입하여 제조하는 용접부

의 경우는 모재와 약간 다른 특성을 보이며, 그 결과도 평가방법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조사전의 강도 및 연성파괴저항성은 모재보다도 좋으나, 연성-취성 천이특성은 

모재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하지만 표 17에서 보듯이 조사전 낙중시험 결과의 

무연성온도는 모재보다 낮았기 때문에 현재 ASME 기준에 의한 초기 RTNDT 값은 오히려 

모재보다도 더 좋게 평가되는 기 현상을 초래하 다. 

  J-R 파괴저항성은 모든 재료에서 공히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전형적인 압력

용기강의 특징을 보여주었다. 재료간의 특성차이에서는 다른 시험에서와 유사하게 Y5가 

가장 우수하고 Y4가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Baseline test에서 적용한 

1/2T-CT 시편의 시험결과와 금번 조사재 시험에 적용된 0.4T-RCT 시편의 시험결과와 거

의 정확하게 일치하 으며, 또한 조사재 시험에 적용된 하중비방법(Load Ratio Method) 

결과도 표준 제하중법(Unloading Compliance Method)와 동일한 결과를 주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이에 따라 조사후 시험에 적용된 0.4T-RCT 시편의 Load-Ratio-Method 해석에 

의한 J-R 파괴저항성 평가는 충분한 신뢰도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1.7.2 중성자 조사취화 특성 평가시험 결과 요약

  앞에서 기술한 조사전․후의 재료특성 시험결과들을 표 18에 다시 종합하여 정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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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Charpy 충격시험 결과를 보면 시험소재들에 대한 Charpy 천이온도 변화량(ΔT41J)은 

6
o
C∼35

o
C 범위에 있었다. 모재의 경우 조사전 천이온도가 가장 낮은 Y5 소재가 가장 적

은 천이량을 보 고, 다음으로 U4, Y4 소재의 순으로 조사후 천이량이 증가하 다. 용접

부(U4W)의 경우 Y4 소재 수준으로 조사전 특성은 비교적 좋지 않은 반면에 조사취화에 

대한 저항성은 Y5 모재 다음으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PCVN 시편을 이용한 파괴인성 Master Curve 시험결과, 시험소재들의 천이온도 변화

량(ΔTo)은 0
o
C∼35

o
C의 범위에 있었다. Charpy시험에서 가장 뚜렷한 조사후 천이량을 

보인 Y4 소재의 ΔTo가 역시 35
o
C로 가장 큰 반면에, 용접부(U4W)에서는 조사취화 효과

가 매우 작았으며, 특히 Y5 모재의 경우는 중성자조사에 의한 Master curve 천이온도 변

화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J-R 파괴저항성의 경우 각 소재별로 공히 조사후에도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연성파괴

저항성이 감소하는 경향은 유지되었다. 재료별로 조사전후의 J-R 파괴저항곡선의 차이를 

비교해 본 결과, 시험온도에 따라 약간씩 다른 경향을 주지만 대체로 조사후의 J-R 특성

이 조사전에 비해 약간 감소하 다. 특징적인 것은 조사전 특성이 가장 우수하 던 Y5 

소재는 모든 시험조건에서 조사후에도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Y5 소재에서 조사

효과에 의한 미세조직상의 뚜렷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음을 간접적으로 나타내 준다. 

Y4와 U4W의 상온 J-R 시험중에는 약간의 연성균열 성장후에 취성파괴가 발생하 다. 이

는 연성 역의 파괴저항 특성과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으며, 앞에서 설명하 듯이 두 재료

의 조사후 무연성천이온도가 타 재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때문이다. 

  조사취화의 척도가 되는 조사 후의 특성변화량을 종합하면, 모재에서는 조사전 특성의 

우열순서(Y5>U4>Y4)가 그대로 유지되어 Y4의 조사취화량이 비교적 많았으나, Y5의 경우

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Y4 모재의 경우는 조사전과 마찬가지로 조사후 시험결과에서도 

재료의 불균질성 때문으로 추측되는 시편간의 큰 편차를 나타내었다. 용접부의 경우는 조

사전의 시험결과와는 달리 조사취화에 대한 저항성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1.7.3 해외 데이터베이스와의 결과 비교

  광 3호기 이후에 적용된 국산원자로 압력용기 재료(SA508-3 저합금 단조강)는 조사

취화에 큰 향을 미치는 구리(Cu) 및 인(P)의 함량을 매우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취

화의 절대량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이는 80년대 이후에 생산된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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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압력용기강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국산 원자로 압력용기 재료의 조사취화 특성 

시험결과를 외국 소재의 database와 비교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우리나라의 상업용 원자로 감시시험결과의 분석에 적용되는 조사취화 모델은 미국의 

기준 (NRC Regulatory Guide 1.99 - Revision 2)[18]을 근거로 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 

NRC는 NUREG/CR-6551에서 600개가 넘는 감시시험 database로부터 개선된 조사취화 

모델을 제시하 으며[19], 이는 ASTM E900-98의 기초가 되어 향후 RG1.99 - Revision 3

로 채택될 예정이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우선 국산 원자로 압력용기 소재의 연구로 조사

시험결과를 상기의 두가지 조사취화 모델식과 비교하여 보고자 한다.

  전통적으로 조사취화 특성은 대부분 간단한 Charpy 충격시험으로 평가되어 왔으며, 그 

중 USE (upper shelf energy)의 감소와 RTNDT (무연성기준온도)의 증가를 취화 기준으로 

사용하여 왔다. 최근에 원전의 수명관리 및 안전운전조건의 결정 등과 관련하여서는 

RTNDT 변화량에 대한 중요성이 훨씬 크다. 원자로용기 재료의 조사취화 (△RTNDT)와 여

러 인자들간의 상관관계를 맺는 조사취화 모델식들이 제안되었으며[20], 주요 인자들로는 

조사량, 조사온도, 화학성분, 중성자조사속도, 중성자 스펙트럼, 미세조직 등이 있다. 

RTNDT 변화량 (△RTNDT or TTS : Transition Temperature Shift)는 일반적으로 Charpy 곡

선으로부터 41J에 해당하는 온도의 변화량을 기준으로 하고있다.

  전술한 두가지 대표적 조사취화 모델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RG1.99-Rev.2

(1) 천이온도 변화량

      TTS =  CF⋅ f ( 0.28- 0.1 log f )  (7-1)

여기서 TTS는 천이온도변화 (transition temperature shift, △T41J)이고, CF는 화학성분 인

자로서 Cu와 Ni 함량에 의존하며 모재와 용접재에 대하여 각각 도표화 되어 있다. f 는 

1 MeV 이상의 에너지를 갖는 고속중성자의 조사량으로 단위는 10
19
 n/cm

2
 이다. Cu 등 

화학성분은 모두 wt%로 표시된다.

(2) USE의 감소량

  RG 1.99 - Revision 2는 초기 USE에 대한 USE의 감소량(△USE)을 백분율(%) 형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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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하고 있으며, 이는 재료의 Cu 함량과 관련된다. 동 규정에서는 △USE(%)를 Cu 함량 

및 조사량 (fluence, >1MeV)의 함수로 log 그래프 형태로 도시하고 있다. 아래의 식은 편

의를 위해 본 절에서 동 그래프를 읽어서 수식화 해 놓은 것이다.

    log (ΔUSE) =  0.234× log f + log (Cu×100+A)    (7-2)

여기서 A는 모재의 경우 9, 용접재의 경우 14이다. 한편 위 식으로 얻은 변화량이 다음

의 upper limit를 넘을 필요는 없다.

    log (ΔUSE upper limit) =  0.146× log f + log42    (7-3)

ASTM E900-98

(1) 천이온도 변화량

    ΔT=A exp ( 1.906×10
4

Tc+460 )(1+57.7P) f(φt)+B(1+2.56Ni
1.358
)h(Cu)g(φt)   (7-4)

    f(φt) = ( φt10 19 )
[ 0.4449+0.0597 log ( φt10 19 )]

   (7-5)

   g(φt)= 1
2
+
1
2
tanh [ log (φt+5.48×10

12
t i)-18.290

600 ]   (7-6)

h(Cu)=

ꀊ

ꀖ

ꀈ

︳︳︳︳

︳︳︳︳

0 Cu≤ 0.072 wt%

(Cu-0.072 )
0.678
 ; 0.072 < Cu < 0.300 wt%

0.367 Cu≥ 0.300 wt%

   (7-7)

용접재의 경우는 A=1.10×10
-7
, B=209; 판재의 경우는 A=1.24×10

-7
, B=172; 단조재의 경우

는 A=8.98×10
-8
, B=135를 각각 사용한다. 위 식에서 Φ는 중성자속(n/cm

2
-sec), Tc는 조사

온도(
o
F), ti는 조사시간(hr)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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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USE의 감소량

      

USE i =0.0570USE
1.456
u +{

55.4, welds
61.0, plates
66.3, forgings

-[17.5f(Cu)( 1+1.17Ni 0.8894)+305P]( φt10 19 )
0.2223

    (7-8)

       f(Cu)= [ 12 +
1
2
tanh ( Cu-0.1380.0846 )]    (7-9)

  그림 12와 13에는 본 연구에서 Charpy 충격시험으로 구한 각 재료들의 USE (최대흡수

에너지) 및 천이온도 변화량을 상기의 조사취화 모델들에서 예측되는 결과와 비교하여 

각각 도시하 다. 그림 12의 USE 변화량을 보면 미국 NRC의 Regulatory Guide (RG) 

1.99, Revision 2의 예측경향과 비교적 잘 일치하고 있으며, ASTM E900의 경우와 비교할 

때 재료들간의 경향은 일치하나 모델에 의한 결과가 실제보다 과대평가된 것을 보여준다. 

그림 13에 나타난 천이온도변화량(TTS)의 경우 실제 결과가 RG 1.99-Rev.2의 모델과 비

교적 적은 오차를 보이며 잘 일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비록 평가된 절대적인 

TTS 량이 적기는 하지만 E900와의 비교결과는 상대적으로 큰 오차를 보이고 있다. 따라

서 금번과제에서 평가된 두산중공업(주)에서 제조한 3종의 국산압력용기 모재와 1종의 용

접부의 조사후 특성들은 RG 1.99-Rev.2의 경향과 잘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각 재료들에서의 TTS 경향을 비교해 보면 그림 13에서 보듯이 조사취화량이 상대

적으로 큰 Y4와 U4 모재의 경우는 실험결과가 기준선의 우하단부에 있어서 두 모델식의 

예측보다 실제 조사취화량이 약간 더 큰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두 재료의 경

우 더 높은 중성자 조건에서 향후 계속적인 조사천이특성의 감시와 추적이 필요함을 의

미한다. 

  그림 14는 금번에 수행된 국산 원자로압력용기재료의 조사취화 시험결과를 외국의 시

험자료들과 비교하여 도시한 것으로, 연구로를 이용한 외국의 시험자료중 80년대 이후로 

생산된 SA508-3 단조강들 만을 선택하 다[21-23]. 그림 14에 제시된 재료들은 모두가 현

대적 제강공법으로 제조된 것으로 Cu 및 P의 함량이 최소한으로 조정된 것 들이다. 그림

에 제시된 data의 중성자 조사조건은 대부분 1~5×10
19
 n/cm

2
 (E>1MeV, 280∼300

o
C)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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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 크게 다르지 않다. 그림에서 보듯이 대부분의 data는 RG 1.99, Rev.2에 의해 예측되

는 조사취화 경향을 잘 따르고 있다. 중성자 조사에 의한 천이온도의 변화량은 대부분 2

0∼40
o
C 정도로 유사하며, 국산 소재의 조사취화 저항성이 평균적인 특성보다는 약간 우

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Y5 모재의 경우는 비교적 조사량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측

정된 천이온도변화(TTS)가 매우 작고, 모델에 의한 예측값보다도 실측치가 더욱 작았다. 

조사전의 파괴인성 특성에서 더 우수한 것으로 알려진 JFL 등의 소재에서도 뚜렷한 조사

취화가 관찰되는 것을 고려할 때, Y5 모재의 조사취화 저항성은 상당히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1.7.4 수명말기 조사취화량 예측 및 규제기준 여유도 평가

  광 3/4호기 이후의 한국 표준형 경수로의 설계기준에 의하면 40년 (32 EFPY, 

effective full power year) 설계수명동안 원자로 압력용기 내벽에서의 중성자 조사량

(E>1MeV)이 5.8×10
19
 n/cm

2
을 넘지않도록 조절된다. 만일 60년의 수명연장을 계획한다

면 그 값은 8.7×10
19
 n/cm

2
이 될 것이다. 실제 원자로용기 내벽의 안쪽으로 들어감에 따

라 재료가 실제 받는 조사량은 지수적으로 감소하여 1/4T 지점에서의 조사량은 대략 위

에 제시된 값의 60% 정도이다. 재료의 조사취화는 조사량에 따라 커지므로 8.7×10
19
 

n/cm
2
을 중성자 조사조건으로 가정하면 예상되는 수명말기까지 충분히 보수적인 규제기

준 평가를 할 수 있다.

  현재 가압경수형 원전의 규제지침이 되고있는 미국연방규제법 10CFR50.61에 의하면 원

자로압력용기의 조사취화 문제와 관련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위해 별도의 해석이 필요치 

않은 파괴인성 특성의 최저 요구조건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24]

ⅰ) 최대흡수에너지(USE, upper shelf energy)가 50ft-lb (68 Joule) 이상.

ⅱ) RTPTS가 270
o
F (132

o
C, 모재 및 축방향 용접부) 이하, 혹은 300

o
F (149

o
C, 원주방향 용

접부) 이하. 여기서 RTPTS는 수명말기 조사량에서 용기내벽의 조정된 (adjusted) 

RTNDT 값을 의미한다.

ⅲ) 만일 수명기간중 용기벽의 1/4T 지점에서 조정된 RTNDT 값이 200
o
F (93

o
C)를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는 원자로 압력용기의 회복열처리가 가능하도록 설계를 해야한다.

위의 요건중에서 ⅱ)와 ⅲ)은 원자로용기 내벽에서의 RTPTS가 200
o
F (93

o
C)를 넘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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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변경하여 평가하면 보수적으로 두 개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이다. 

  그림 15에는 측정된 USE 변화량을 조사량의 함수로 도시하 으며, 비교를 위해 

RG1.99-Rev.2의 경향선과 함께 도시하 다. 모든 시험재료의 구리함량은 0.06% 이하로 

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0.1%-Cu 경향선보다 모두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실제 측정

결과도 동일하므로 수명말기의 조사량을 고려하여도 그 변화량은 크지 않을 것이다. 특히 

조사전의 USE 값들이 250J 이상으로 충분히 높기 때문에, 수명기간중 규제기준에서 요구

하고 있는 USE 값의 만족여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므로 더 이상의 언급은 하

지 않는다.

  그림 16의 (a)∼(d)에는 실제 측정된 천이온도 변화량(TTS)을 앞절에서 설명한 두 개의 

조사취화 모델(RG 1.99-Rev.2와 ASTM E900)과 함께 중성자 조사량의 함수로 각 재료에 

대해 나타내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Y5와 U4W의 경우는 모델들의 예측보다 작은 

천이량을 보이는 반면에 Y4와 U4의 경우는 예측보다 큰 천이량을 보이고 있다. 그림으로

부터 원전 수명말기에 예상되는 TTS량을 계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보수적인 방법을 

적용하 다.

ⅰ) Y4와 U4의 경우 예측선이 실제 data point를 지나가도록 log(TTS)-logf plot상에서 수

평 이동하여 두 개의 접선(A, B)으로 나타내었다. 이 두 개의 접선 중 보다 심한 천

이량을 보이는 모델에 대해 각각 EOL(end of life)의 조사량과 EOLE(end of life 

extension)의 조사량에 해당하는 무연성기준온도 변화량(△RTNDT)의 최대 예상치를 결

정하 다 (화살표 위치).

ⅱ) Y5와 U4W의 경우 실제결과가 모델들보다 낮으므로 두 모델 중 보다 심한 천이량을 

보이는 모델에 대해 EOL 및 EOLE 조사량에 해당하는 △RTNDT의 최대 예상치를 결

정하 다.  

 

이로부터 얻은 결과를 표 19에 정리하 으며, 이를 바탕으로 EOL 및 EOLE에서의 RTPTS 

값을 다음과 같이 보수적으로 결정하 다.

      RTPTS (or adjusted RTNDT) = initial RTNDT + △RTNDT + Margin        (7-10)

여기서 △RTNDT 값은 그림 16에서 예측한 여러 경우의 값 중 가장 보수적인 값을 취하

다. 또한 Margin은 표준편차를 고려한 보수적인 upper bound를 결정하기 위해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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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적용되며, 여기서 조사전 및 조사후 시험의 표준편차인 σ I 와 σ Δ 는 10CFR50.61에

서 제시되어 있는 값으로 각각 17
o
F와 28

o
F를 보수적으로 모두 적용하 다.

    Margin =  2 σ
2
I  + σ

2
Δ     (7-11)

EOL 및 EOLE에서 보수적으로 예측된 RTPTS 값은 다시 표 19에 정리하 다. 상대적으로 

재료특성이 가장 좋지않은 Y4의 경우도 EOLE에서의 RTPTS 값이 65
o
C (149

o
F)로 규제 기

준인 270
o
F 및 200

o
F (93

o
C)를 충분히 만족한다. 

  비록 금번 시험결과가 실제 가동중인 원자로의 감시시험결과가 아닌 연구용 원자로를 

이용한 모사시험이고 그 수량도 많은 편은 아니지만, 평가방법의 신뢰도가 높고 비교적 

충분한 안전여유도를 보 기 때문에, 일단 국산 원자로 압력용기의 조사취화 특성은 수명

기간동안 최대흡수에너지 (USE)는 물론, 기준무연성천이온도 (adjusted-RTNDT 및 RTPTS)에 

대한 규제기준을 모두 만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후 계속되는 감시시험결과가 축적되고, 

조사취화특성이 특히 우수하 던 광 5호기 이후의 최신 소재들에 대한 추가시험에서 

재현성이 입증된다면, 향후 국산 원자로 압력용기의 해외 수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

이 기대된다. 이와는 별도로 상대적으로 조사전 특성 및 조사취화 특성, 재료의 균질성 

등에서 모두 타 소재보다 나쁜 결과를 보인 VCD 공법소재 ( 광3/4호기 및 울진 3호기 

적용)에 대한 계속적인 추적관리도 일부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1.8 요약 및 결론

  광3호기 이후에 사용된 국산 원자로 압력용기 소재의 중성자 조사취화 저항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연구용 원자로를 이용한 재료 조사 및 조사전․후 특성평가시험을 수행

하 다. 시험 대상 압력용기 소재는 각기 다른 원전에 사용되었으며 제조공정도 서로 다

른 3 종의 SA508-3 저합금 단조강 모재 (Y4, U4, Y5) 및 1 종의 용접부 (U4 weld)이었

다. 중성자 조사는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를 이용

하여 동 원자로의 노심특성에 적합한 계장캡슐을 제작하여 수행하 다. 시편의 조사온도

를 290
o
C±10

o
C로 조절하면서 고속중성자 (E > 1 MeV) 조사량이 1.2∼5.0×10

19
 n/cm

2
 

범위로 조사시킨 후, 충격시험, 파괴인성시험, 인장, 경도, 소형펀치 등 다양한 시험방법을 

적용하여 조사전․후의 특성 변화를 측정하 다.

  시험평가 결과 4종의 재료 모두에서 조사취화량은 80년대 이후에 생산된 외국의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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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과 마찬가지로 그다지 크지 않았다. 하지만 제조공정 차이에 따른 재료간의 조사취화 

특성은 뚜렷한 차이를 보 으며, 특히 VCD 공법으로 가장 먼저 제조된 Y4 ( 광4호기) 

소재는 조사취화량이 상대적으로 컸을 뿐 아니라 시편간의 편차도 매우 크게 나타나서 

재료의 균질도가 타 재료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반면에 최근에 적용되고 

있는 Si+Al 공법으로 제조된 Y5 ( 광 5호기) 소재의 조사취화 저항성은 외국의 동종재

료들 보다도 훨씬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외국에서 수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용접금속

을 사용한 용접부 소재의 경우는 조사전의 특성은 모재보다 좋지 않았으나, 조사취화 특

성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시험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상업용 원자력발전소의 조사취화 문제와 관련한 규제기준을 

적용하여, 수명말기까지 예상되는 조사취화 안전여유를 평가한 결과, 시험된 모든 소재에

서 수명말기까지 규제기준을 충분히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금번 시험결과가 실

제 가동중인 원자로의 감시시험결과가 아닌 연구용 원자로를 이용한 모사시험이고 그 수

량도 많은 편은 아니지만, 평가방법의 신뢰도가 높고 비교적 충분한 기 때문에, 일단 국

산 원자안전여유도를 보 로 압력용기의 조사취화 특성은 수명기간동안 기준무연성천이

온도 및 최대흡수에너지에 대한 규제기준은 모두 만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동중인 발전소의 감시시험결과가 축적되기 위해서는 향후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본 과제에서 수행된 연구로를 이용한 조사취화 가속시험 결과는 국내 원

전의 가동안전성 및 국산 원자로 압력용기의 품질보증 자료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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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emical compositions of the test materials.

       Material  

 Element

Y4 U4 Y5 U4W

VCD VCD+Al Si+Al Weld

Lower Shell 

Surveillance

Lower Shell 

Surveillance

Inter. Shell

Surveillance

Wire: SFA-5.23 EA3N 

(heat:EZ222309727) 

Flux: SFA-5.23 

F8A5-EA3N-A3N

(Lot: 3B619856)

Fe Bal. Bal. Bal. Bal.

C 0.20 0.19 0.21 0.08

Mn 1.42 1.35 1.24 1.74

P 0.007 0.006 0.007 0.011

S 0.003 0.002 0.002 0.002

Si 0.07 0.008 0.24 0.26

Ni 0.79 0.82 0.92 0.13

Cr 0.15 0.17 0.21 0.05

Mo 0.57 0.51 0.49 0.51

V 0.005 0.002 0.005 0.004

Cu 0.06 0.03 0.03 0.03

Al 0.005 0.009 0.022 0.01

Sb 0.001

As 0.0048 0.0046 0.0052

Sn 0.0036 0.0035 0.004

Nb 0.002 0.002 0.002

Ti 0.002 0.001 0.003

N 0.004 0.0042 0.005

Co 0.01 0.003 0.003

B 0.002 <0.001 <0.001

W 0.004 0.003 0.003

Zr 0.002 0.002 0.002

Ref.

HANJUNG 

Report CAL 

98-8-01

HANJUNG 

Report CAL 

96-06-55

CMTR
HANJUNG Report 

CAL 96-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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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Identification of the test materials.

Plant & Part  Material Id. Processing Processing Id. 

Y4 Lower Shell Y4 VCD VCD

U4 Lower Shell. U4 VCD+Al VCDA

Y5 Inter. Shell Y5 Si+Al SKA

U4 Weldment U4W Weld Weld

U4 HAZ U4H HAZ HA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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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a) Un-irradiated Charpy impact test data : Y4 base metal. 

 

Temperature

   

Impact Energy Lateral Expansion Shear 

(%)  
 Comments 

℃ ℉ J ft-lb mm mils

  -60

  -40

  -20

  -20

  -20

  -15

  -10

  -10

  -10

   4.4

   4.4

   4.4

   21.1

   21.1

   21.1

   50

   70

   80

   99

  110

  120

  149

  149

  -76

  -40

   -4

   -4

   -4

    5 

   14

   14

   14

   40

   40

   40

   70

   70

   70

  122

  158

  176

  210

  230

  248

  300

  300

    14

    18

    10

    16

    14

    16

    92

    10

   126

   144

   117

   153

   190

   169

   162

   200

   236

   264

   264

   306

   297

   298

   309

    10

    13

     7

    12

    10

    12

    68

     7

    93

   106

    86

   113

   140

   125

   119

   148

   174

   195

   195

   226

   219

   220

   228

  0.210

  0.205

  0.175

  0.375

  0.305

  0.255

  1.520

  0.230

  1.935

  2.035

  1.750

  2.270

  2.305

  2.375

  2.195

  2.175

  2.345

  2.175

  2.170

  1.805

  1.725

  2.040

  2.135

    8.3

    8.1

    6.9

   14.8

   12.0

   10.0 

   59.9

    9.1

   76.2

   80.2

   69.2

   89.4

   90.8

   93.6

   86.5

   85.7

   92.4

   85.7

   85.5

   71.1

   68.0

   80.4

   84.1

     0

     0

     6

    12

     6

    12

    25

    12

    37

    50

    44

    56

    82

    64

    76

    8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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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b) Un-irradiated Charpy impact test data : U4 base metal.

Temperature

   

Impact Energy Lateral Expansion Shear 

(%)  
Comments 

℃ ℉ J ft-lb mm mils

  -100  

   -80  

   -60  

   -40  

   -40  

   -35 

   -30  

   -30  

   -20  

     0  

    14  

    15  

    40  

    60  

    80  

    90  

    90  

   110  

   110  

   130  

   130  

   149  

   149  

   288  

  -148

  -112

   -76

   -40

   -40

   -31

   -22

   -22

    -4

    32

    57

    59

   104

   140

   176

   194

   194

   230

   230

   266

   266

   300

   300

   550

     5 

     6 

    10 

    16 

    22

    20

    65

    97

   133

   157 

   192 

   250 

   230 

   245 

   239 

   255 

   287 

   293 

   282 

   272 

   255 

   337 

   322 

   306 

     4

     4

     7

    12

    16

    15

    48

    72

    98

   116

   142

   184

   170

   181

   176

   188

   212

   216

   208

   201

   188

   249

   238

   226

   0.15

   0.04

   0.15

   0.24

   0.38

   0.33

   0.96

   1.36

   1.80

   1.98

   2.30

   2.38

   2.32

   2.23

   2.21

   2.16

   2.06

   1.83

   1.92

   1.78

   2.01

    -

    -

    -

   6.0

   1.6

   6.0

   9.4

  15.0

  13.0

  37.8

  53.6

  70.8

  78.0

  90.6

  93.8

  91.4

  87.8

  87.0

  85.0

  81.2

  72.0

  75.6

  70.0

  80.0

   -

   -

   -

  0  

  0

  0

  5

  5

  5

 17

 23

 35

 41

 69

 88

 86

 94

 96

100

100

100

100

100

100

 -

 -

 -

 

Unbroken/App.
Unbroken

Unbro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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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 Un-irradiated Charpy impact test data : Y5 base metal.

Temperature

   

Impact Energy Lateral Expansion Shear 

(%)  
 Comments 

℃ ℉ J ft-lb mm mils

 -110

-80

-59

-55

-52

-45

-40

-36

-20

0

40

60

80

98

288

-166

-112

-74

-67

-62

-49

-40

-33

-4

32

104

140

176

208

550

 6

13

18

14

58

28

70

92

171

188

242

262

260

282

289

4

10

13

10

43

21

52

68

126

139

179

193

192

208

213

0.06

0.19

0.30

0.25

0.85

0.49

1.0

1.35

2.31

2.23

2.38

1.94

2.1

2.13

1.57

2.4

7.5

11.8

9.8

33.5

19.3

39.4

53.1

90.9

87.8

93.7

76.4

82.7

83.9

61.8

0

0

5

5

21

16

35

44

67

75

92

100

100

100

100 Unbro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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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 Un-irradiated Charpy impact test data : U4W weldment.

Temperature Impact Energy Lateral Expansion Shear

(%)
 Comments

℃ ℉ J ft-lb mm mils

   -100 

    -80 

    -60 

    -40 

    -20

    -17.8

    -17.8

    -17.8 

      0  

     10  

     15  

     15  

     40  

     60  

     80  

     90  

     90  

    110  

    110  

    110  

    149  

    149  

    200  

    200  

    288  

    288  

    288  

   -148 

   -112

    -76

    -40

     -4

      0

      0

      0

     32

     50

     59

     59

    104

    140

    176

    194

    194

    230

    230

    230

    300

    300

    392

    392

    550

    550

    550

     5 

     7 

    14 

    22 

    42 

    42

    81

    85

    88 

   113 

   223 

   250 

   223 

   233 

   252 

   246 

   244 

   242 

   246 

   263 

   247 

   300 

   314 

   274 

   340 

   312 

   300 

     4

     5

    10

    16

    31

    31

    60

    63

    65

    83

   164

   184

   164

   172

   186

   181

   180

   174

   181

   194

   182

   221

   231

   202

   251

   230

   221

    0.05

    0.03

    0.21

    0.39

    0.65

    0.71

    1.09

    1.19

    1.35

    1.51

    2.46

    2.5 

    2.4 

    2.43

    2.41

    2.29

    2.3 

    2.29

    2.19

    2.12

    2.35

    1.7 

    1.92

    1.7 

    -

    -

    1.74

    2.0

    1.2

    8.2

   15.4

   25.6

   28.0

   42.9

   46.9

   53.2

   57.4

   96.8

   98.4

   94.2

   95.6

   94.8

   90.2

   90.6

   90.2

   86.2

   83.4

   92.6

   67.0

   75.0

   67.0

    -

    -

   68.6

 0

 0

 5

20

30

39

43

47

55

69

78

81

84

81

93

91

95

92

93

96

92

100

100

  100

-

-

100

Unbroken/App.
Unbro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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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e) Un-irradiated Charpy impact test data : U4H HAZ.

Temperature

   

Impact Energy  Lateral Expansion
Shear 

(%)  
Comments

℃ ℉ J ft-lb mm mils

   -120 

   -110 

   -100 

    -90 

    -80 

    -70 

    -60 

    -40 

    -20 

      0  

     16  

     16  

     40  

     60  

     70  

     70  

     80  

     90  

     90  

    110  

    110  

    149  

    149  

    288  

   -184 

   -166

   -148

   -130

   -112

    -94

    -76

    -40

     -4

     32

     61

     61

    104

    140

    158

    158

    176

    194

    194

    230

    230

    300

    300

    550

      6 

      6 

     19 

     80 

    148 

    170 

     48 

    208 

    255 

    273 

    282 

    284 

    259 

    268 

    377 

    397 

    303 

    385 

    283 

    342 

    390 

    377 

    390 

    358 

      4

      4

     14

     59

    107

    125

     35

    153

    188

    201

    208

    209

    191

    197

    278

    292

    223

    284

    209

    252

    288

    278

    288

    264

   0.02

   0.07

   0.02

   0.99

   1.71

   2.04

   0.73

   2.12

   2.36

   2.19

   2.11

   2.12

   2.36

   2.36

    -

    -

   2.03

    -

   2.03

   1.5 

    -

    -

    -

    -

    0.8

    2.8

    0.8

   39.0

   67.4

   80.4

   28.8

   83.4

   93.0

   86.2

   83.0

   83.4

   93.0

   93.0

    -

    -

   80.0

    -

   80.0

   60.0

    -

    -

    -

    -

     0

0

5

27

42

47

31

55

69

86

88

91

85

88

-

-

100

-

100

100

-

-

-

-

Unbroken/App.

Unbroken/App.

Unbroken/App.

App.

Unbroken/App.

Unbroken/App.

Unbroken/App.

Unbroken/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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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Summary of Charpy impact test results (un-irradiated materials).

Material

Upper Shelf

Energy

(USE)

41-J

(30-ft lb)

Index Temp.

68-J

(50-ft lb)

Index Temp.

0.89 mm

(35 mils)

Index Temp.

(J) (ft-lb) (℃) (℉) (℃) (℉) (℃) (℉)

 Y4 282 208  -21.5  -6.7 -9.4  15.1 -10.7  12.7  

U4 284 209  -38.8 -38.0 -28.5 -20.0 -29.3  -20.5

Y5 268 198 -51.5  -60.7 -40.4   -40.7  -42.8 -45.0 

U4W 300 221 -24.6 -12.0  -9.4  -15.0 -13.9 7.0

U4H 293 216 -84.2 -119 -72.3 -98 -71.8 -97.0

Table 5. The fracture toughness reference temperature, To, measured by ASTM E1921 Master  

Curve method using precracked Charpy (PCVN) specimens (un-irradiated).

Materials
To  (un-irr.)

(oC)

Data points

used for To 

determination

Test temperature

(oC)

VCD (Y4) -68 7/7 -90

VCD+Al (U4) -73 14/17 -100, -75

Si+Al (Y5) -80 13/14 -100, -80

Weld (U4W) -54 9/9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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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Activity Measurements in ìCi/mg

  Uncertainties are  2%.

Sample Ht,cm 54Fe(n,p)54Mn 58Fe(n,g)59Fe 93Nb(n,g)54Nb 59Co(n,g)50Co 63Cu(n,a)60Co 46Ti(n,p)46Sc

Experiment OOM-02K  values decay corrected to May 6, 2001 at 00:59

1-ZT 26 4.56E-1 1.92E+0 4.87E-3 5.76E-1 5.23E-3 3.81E-1

2-8R 2 1.00E+0 4.44E+0 4.87E-3 1.35EE+0 1.11E-2 8.41E-1

3-RY 2 9.96E-1 4.37E+0 1.13E-2 1.22EE+0 1.12E-2 8.09E-1

4-8Ll -19 9.22E-1 4.30E+0 1.13E-2 1.34EE+0 1.16E-2 8.02E-1

5-EA -31 6.16E-1 2.89E+0 6.98E-3 8.88EE-1 7.08E-2 5.08E-1

Experiment 99M-01K values decay corrected to June 17, 2000 at 21:50

X ? 9.98E-1 4.92E+0 1.05E-1 1.32E+0 9.51E-3 7.83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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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Calculated Saturated Activities in atom/atom-second(Values are normalized to a 

power level of 24 MW)

Sample Ht,cm 54
Fe(n,p)

54
Mn

58Fe(n,g)59F

e

93
Nb(n,g)

54
Nb

59
Co(n,g)

50
Co

63
Cu(n,a)

60
Co

46
Ti(n,p)

46
Sc

1-ZT 26 3.94E-12 5.00E-11 9.48E-11 1.60E-09 2.65E-14 5.34E-13

2-8R 2 8.66E-12 1.15E-10 2.20E-10 3.74E-09 5.60E-14 1.18E-12

3-RY 2 8.61E-12 1.14E-10 2.14E-10 3.38E-09 5.65E-14 1.14E-12

4-8Ll -19 7.97E-12 1.12E-10 2.13E-10 3.72E-09 5.88E-14 1.13E-12

5-EA -31 5.32E-12 7.51E-11 1.36E-10 2.47E-09 3.58E-14 7.14E-13

X ? 8.66E-12 1.28E-10 2.06E-10 3.69E-09 4.83E-14 1.10E-12

Table 8. 93mNb Measured Activities (mCi/mg) and Calculated Saturated Activities (at/at-s) 

(Values are normalized to a power level of 24 MW)

Values are accurate to 5%

Sample Ht,cm μCi/mg at/at-s

1-ZT 26 5.04E-1 7.81E-12

2-8R 2 1.15E+0 1.78E-11

3-RY 2 1.09E+0 1.69E-11

4-8L -19 1.13E+0 1.75E-11

5-EA -31 6.34E-1 9.83E-12

X ? 1.00E+0 1.56E-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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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Correction Factors for Each Reaction

Reaction

Atomic Weight Isotopic 

Abundance

Gamma 

Absorption

Reactor 

History*

93Nb(n,ã)94Nb 92.906 1.000 0.987 3.121E-7

58Fe(n,ã)59Fe 55.847 0.0028 0.993 4.985E-2

59Co(n,)60Co 58.933 1.000 0.996 1.184E-3

54Fe(n,p)54Mn 55.847 0.058 0.989 7.265E-3

46Ti(n,p)46Sc 47.867 0.0825 0.994 2.683E-2

63Cu(n,a)60Co 63.546 0.6917 0.990 1.184E-3

93Nb(n,n)93mNb 93.906 1.000 1.000 3.868E-4

     *Saturation corrections were slightly different for the 99M-01K irradiation.

Table 10  Measured Neutron Fluences

        Neutrons/cm
2
 x 10

19

Sample Ht,cm Thermal 0.5 eV  

0.11 MeV

Fast >0.11 

MeV

Fast > 1 

MeV Total

±6% ±10% ±11% ±10% ±6%

1-ZT 26 1.23 2.21 2.25 1.07 5.69

2-8R 2 2.89 5.12 5.12 2.46 13.12

3-교 2 2.65 4.89 4.93 2.37 12.47

4-8L -19 2.90 5.00 4.93 2.30 12.83

5-EA -31 1.94 3.14 3.04 1.43 8.12

X ? 3.02 4.61 4.80 2.35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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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Radiation Damage Parameters

Sample Fe Ni Cr V

dpa He,appb dpa He,appb dpa He,appb dpa He,appb

1-ZT 0.0154 4.3 0.0165 64.4 0.0173 2.6 0.0196 0.37

2-8R 0.0350 9.4 0.0374 139.8 0.0393 5.3 0.0447 0.69

3-RY 0.0339 9.4 0.0362 139.4 0.0381 5.3 0.0434 0.68

4-8L 0.0332 9.2 0.0357 138.8 0.0373 4.9 0.0425 0.59

5-EA 0.0208 6.0 0.0223 88.0 0.0233 3.5 0.0265 0.49

X 0.0332 8.3 0.0354 130.2 0.0374 4.7 0.0424 0.59

Table 12.  Summary of fast neutron fluences for individual specimens.

          ( ×10
19
 n/cm

2
, E>1MeV, at 290

o
C±10

o
C)

Y4 U4 Y5 U4W

Charpy 2.5 1.8 5.0 2.5

PCVN
2.7 

-

-

-

4.8

1.8

2.9

-

0.4T-RCT 1.6 2.2 1.8 2.0

Small Tensile 1.4 1.4 1.4 1.4

Small Punch
1.2

5.0

1.2

5.0

1.2

5.0

1.2

-

Hardness
1.2

2.9

1.2

2.9

1.2

2.9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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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3. (a)  Charpy test data after irradiation : Y4 base metal.

Temperature  Impact Energy Lateral Expansion
Shear

 (%)

           

Comments
    ℃     ℉      J    ft-lb    mm    mils

-60

-40

-20

0

22.4

50

60

100

125

150

287.7

287.8

-76

-40

-4

32

72.32

122

140

212

257

302

549.9

550

 6

9.1

11.9

52.3

27.7

153.1

126.7

220.6

229.5

220.7

275.8

205.8

4.4

6.7

8.8

38.6

20.5

112.9

93.5

162.7

169.3

162.8

203.4

151.4

0.02

0.06

0.08

0.63

0.27

1.87

1.52

1.86

2.13

2.17

1.88

2.08

0.8

2.4

3.1

24.8

10.6

73.6

59.8

73.2

83.9

85.4

74.0

81.9

0

5

10

22

20

45

40

86

100

92

100

100

 

   

Table 13. (b)  Charpy test data after irradiation : U4 base metal.

  

  Temperature   Impact Energy Lateral Expansion   Shear 

   (%)  
Comments 

   ℃    ℉      J    ft-lb    mm    mils

   -50  

   -20  

   -10  

     0  

    50  

    90 

   -58

    -4

    14

    32

   122

   194

   13 

   17.3 

  114.4 

  125.5 

  242.7

   248

    9.6

   12.7

   84.4

   92.6

   179

  182.9

   0.09

   0.14

   1.40

   1.49

   2.25

   2.01 

    3.5

    5.5

   55.1

   58.7

   88.6

   79.1

  0  

 13

 48

 52

 97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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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erature Impact Energy Lateral Expansion
Shear

 (%)

  Comments

   ℃    ℉     J   ft-lb    mm   mils

-100

-90

-80

-60

-45.6

-40

-28.9

-17.8

-10

10

20.4

65.6

100

200

288

-148

-130

-112

-76

-50.1

-40

-20.02

-0.04

14

50

68.7

150.1

212

392

550.4

3.3

16.2

9.4

9.9

18.7

103.7

86.6

141.6

108.9

126

212.3

204.6

192.3

203.8

246.1

2.44

11.96

6.94

7.31

13.8

76.5

63.9

104.5

80.4

93

156.7

151

141.9

150.4

181.4

0.13

0.02

0.02

0.08

0.01

1.30

0.89

-

1.37

1.53

-

-

-

-

-

5.1

0.8

0.8

3.1

0.4

51.2

35.0

-

53.9

60.2

-

-

-

-

-

0

7

11

15

21

37

39

-

49

69

-

-

-

-

-

Unbroken/App.

Unbroken/App.

Unbroken/App.

Unbroken/App.

Unbroken/App.

Unbroken/App.

Table 13. (c)  Charpy test data after irradiation : Y5 base metal.

Table 13. (d)  Charpy test data after irradiation : U4W weldment.

      

Temperature  Impact Energy Lateral Expansion Shear

 (%)
Comments

    ℃     ℉      J    ft-lb     mm     mils

-80

-50

-20

-10

 0

  22.1

75

100

125

200

250

287.8

-112

-58

-4

14

32

71.78

167

212

257

392

482

550

 3.5

15.2

32.5

52

40.3

116.8

234.1

226.1

232.5

242.5

252.8

309.6

 2.6

11.2

24

38.3

29.7

86.1

172.7

166.8

171.5

178.9

186.5

228.4 

0.00

0.00

0.39

0.78

0.63

1.21

2.09

2.07

2.17

2.03

1.97

1.35

 0.0

 0.0

15.4

30.7

24.8

47.6

82.3

81.5

85.4

79.9

77.6

53.1

0

5

30

35

37

50

91

85

87

100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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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3. (e)  Charpy test data after irradiation : U4H HAZ.

Temperature Impact Energy Lateral Expansion
Shear 

   (%)  Comments

℃ ℉ J ft-lb mm mils

 -100

-80

-80

-50

22.2

287.8

-148

-112

-112

-58

-71.96

-550

  5.7

109.8

141.5

211.4

283.7

383.6

4.2

81

104.3

155.9

209.3

282.9

0.00

1.15

1.54

2.19

1.78

-

 0.0

45.3

60.6

86.2

70.1

-

 0

30

40

70

90

- Unbroken/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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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4.  Summary of Charpy test results of test materials before and after irradiation.

Material

Upper Shelf
Energy
(USE)

41-J
(30-ft lb)

Index Temp.

68-J
(50-ft lb)

Index Temp.

0.89 mm
(35 mils)

Index Temp.

(J) (ft-lb) (℃) (℉) (℃) (℉) (℃) (℉)

Y4
un-irrad 282 208  -21.5  -6.7 -9.4  15.1 -10.7  12.7  

irrad 230.4 170.0 13.1 55.6 27.7 81.9 28.6 83.5

U4
un-irrad  284 209  -38.8 -38   -28.5 -20 -29.3  -20.5

irrad 245.4 181.1 -21.1 -6.0 -13.7 7.3 -13.3 8.1

Y5
un-irrad 268 197.8 -51.5  -60.7 -40.4   -40.7  -42.8 -45.0 

irrad 211.8 156.3 -45.9 -50.6 -32 -25.6 -37.5 -35.5

U4W
un-irrad  300  221  -24.6 -12   -9.4  -15  -13.9 7

irrad 233.7 172.5 -8.6 16.5 4.6 40.3 3.5 38.3

Table 15.  Change of Charpy index parameters after irradiation.

Materials ΔT28J(
oC) ΔT41J(

oC) ΔT68J(
oC) ΔUSE(J) ΔUSE(%)

Y4 33.4 34.6 37.1 51.6 18.3

U4 20.2 17.7 14.8 38.6 13.6

Y5 3.8 5.6 8.4 56.2 21.0

U4W 18.5 16 14 66.3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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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6.  The fracture toughness reference temperature, To, measured by ASTM E1921 Master 

Curve method using precracked Charpy (PCVN) specimens.  (before/after irradiation)

Materials state
To 

(oC)

Data points

used for To 

determination 
(*)

Test temperature

(oC)

VCD (Y4)

un-irr. -68 7/7 -90

irradiated -33 8/8 -68

△ 35

Si+Al (Y5)

un-irr. -80 13/14 -100, -80

irradiated -83 7/7 -90

△ 0 (-3)

Weld (U4W)

un-irr. -42 9/9 -75

irradiated -36 7/7 -40

△ 6

     (*) : number of valid data / total speci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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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7.  Summary of baseline material properties before irradiation.

Y4 U4 Y5 U4W

RTNDT (
oC) (*) -28.9 -28.9 -34.0 -37.5 

T41J (
oC) -21.5 -38.8 -51.5 -24.6

USE (J) 282 284 268 300

To (
oC) -68 -73 -80 -54

YS (MPa) 437 433 439 504

UTS (MPa) 576 577 592 608

Elong. (%) 15.5 19.2 20.0 17.6

Hv 201.2 198.5 202.0 218.3

DBTTSP (
oC) -164.7 -176.7 -177.4 -182.8

       (*) : controlled by TNDT except of U4W where TNDT was low, -51.1
o
C

Table 18.  Summary of the measured material property changes by neutron irradiation.

Y4 U4 Y5 Weld

△T41J (
o
C) 34.6 17.7 5.6 16.0

△USE (%) 18 14 21 22

△To (
o
C) 35 - 0 (-3) 6

△YS (MPa) 35 43 38 64

△Hv
13

26

12

27

11

10

12

22

△DBTTSP(1.2J) (
o
C)

11.7

19.8

10.7

16.9

1.0

7.5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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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9.  Conservatively estimated RTPTS values of each material at the EOL(end of life, 

40yrs) and EOLE(end of life extension, 60yrs)

                                                                         (unit : 
o
C)

Y4 U4 Y5 Weld

initial RTNDT -28.9 -28.9 -34.0 -37.5

△RTNDT at EOL 53.3 31.7 24.1 34.5

△RTNDT at EOLE 66.7 39.6 30.2 43.0

Margin 26.7 26.7 26.7 36.4

RTPTS at EOL 51.1 29.5 16.8 33.4

RTPTS at EOLE 64.5 37.4 22.9 41.9

Screening Reference 93 93 93 93

    RTPTS (or ART, adjusted RTNDT) = initial RTNDT + △RTNDT + Marg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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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  Charpy impact transition curve for Y4. (unirradi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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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b)  Charpy impact transition curve for U4. (unirradi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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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  Charpy impact transition curve for Y5. (unirradi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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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d)  Charpy impact transition curve for U4W. (unirradi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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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  Charpy impact transition curve for U4H. (unirradi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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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Fracture toughness (KJC) test results for un-irradiated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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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Fracture toughness (KJC) test results for un-irradiated materials.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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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a)  Comparison of J-R curves of the 1/2T-CT and the 0.4T-RCT specimens for an RPV 

mat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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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mparison of J-R curves of various RPV steels at the room temperature and 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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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a)  Charpy impact energy curves of Y4 before/after irra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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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b)  Charpy impact energy curves of U4 before/after irra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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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c)  Charpy impact energy curves of Y5 before/after irra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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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d)  Charpy impact energy curves of U4W before/after irra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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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e)  Charpy impact energy curves of U4H before/after irra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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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a)  Comparison of J-R curves between un-irradiated and irradiated RPV steels at room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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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b)  Comparison of J-R curves between un-irradiated and irradiated RPV steels at 1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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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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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J-R curves of irradiated Y5 RPV steel at different temper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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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ues after irradiation to those predicted by embrittlement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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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s as a function of neutron fluence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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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항  소형시험편을 이용한 조사효과 평가 기술 개발

  원자로압력용기강의 중성자 조사취화를 평가하기 위한 감시시험은 전통적인 샤

르피 충격시험편 크기의 (10×10×55mm) 시편을 사용하고 있다. 비록 이 크기도 

파괴역학적 특성을 평가하기에 충분한 크기는 아니지만, 극히 제한된 조사재 시편

의 양을 고려하여 평가시편을 더욱 소형화하려는 기술개발이 진행되어왔다. 본 항

에서는 제 1 항에서 소개한 전통적인 표준크기의 시편결과를 대체 혹은 보완할 

수 있는 소형시편을 이용한 조사효과 평가기술 개발 연구 및 적용결과를 정리하

다.  

 

2.1 소형펀치 (SP) 시험 

2.1.1 시험 및 해석방법

  본 연구에서 이용한 SP(Small Punch)시험은 10 mm × 10 mm × 0.5 mm의 square 

plate형 압력용기강 시편에 대하여 수행되었다. 시험장치 및 방법등은 아직 표준화 되어

있지 않지만,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공통적인 방법을 채용하 다[1-3]. 그림 1은 시험

편 형상 및 SP 펀치 부위의 개략도이다. 사용된 Ball의 직경은 2.4mm이며 하부die의 홀 

직경은 4mm이다. 상부 펀처의 이동속도는 1mm/min으로 하 다. 저온시험을 위해 납차

폐가 된 저온챔버를 설치하 고, 온도측정을 위해 시편에 직접 접촉하는 부위 및 시편에

서 약 5mm 떨어진 하부 pull rod 중심부에 각각 열전대를 설치하 다. 시험온도는 상온 

및 -130, -150, -165, -180, -196℃이며, 비조사재에 대해서는 각 온도에서 최소 6개, 조사재

에 대해서는 3∼4개의 시험을 수행하 다. 변위는 상부다이에 직접 접촉하는 LVDT에 의

해 측정되었고, 시험 중 하중-변위 data는 연결된 컴퓨터에 기록되도록 하 다. 하중-변위

곡선으로부터 최대변형률, 최대하중, 하중-변위곡선 하부 면적으로부터 얻어지는 SP 에너

지등을 계산하여 각 온도별로 기록 보존하 다. 각 온도에서 얻어지는 SP에너지의 평균

값은 그림 2에 나타낸 흐름도를 따라 Weibull 통계처리하여 계산하 다. 온도-평균SP에너

지 plot을 β-spline하여 선을 그은 후 (최대에너지+최소에너지)/2의 지점을 SP 천이온도 

(Tsp)로 규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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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결과 및 토의 

  그림 3, 4, 5는 각 재료에 대해 얻어진 조사전 소형펀치 시험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그

림 3는 시험온도에 따른 최대 하중의 변화이며, 그림 4는 시험온도에 따른 최대변위의 변

화이다. 약 -150℃이하에서 급격한 하중 및 변위의 감소가 나타난다. 그림 5는 SP에너지

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데, Weibull 통계처리를 통해 각 온도에서 평균값을 구한 후, β

-spline으로 선을 표시하 다. 하중 및 변위의 감소와 마찬가지로 -150℃이하에서 급격히 

SP에너지가 감소하고 있다. 그림 6은 그림 5-(a)∼(d)를 하나의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온도에 따른 SP 에너지변화가 재료들마다 다르게 나타나며 뚜렷한 변별력을 보이고 있

다. 그림 7은 그림 6으로부터 SP천이온도(Tsp)를 구하여, Charpy T41J 및 T68J 값과 비교한 

그림이다. 참고로 다른 4종의 압력용기에 대한 시험결과를 함께 나타내었다. 일반적으로 

Tsp와 연성취성천이온도(DBTT)간에 아래와 같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1,2]. 

Charpy DBTT = α Tsp  (K) (4-1)

  α값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고가 있지만, 아직 압력용기강에 대해 명확히 제시된 값은 

없는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 그림 7에 나타난 바에 따르면 T41J 및 T68J과에 관계에서 아래

와 같은 범위의 비례계수를 보 다.

T41J = (2.30∼2.75)․Tsp  (K) (4-2)

T68J = (2.40∼2.92)․Tsp  (K) (4-3)

  그림 8, 9, 10은 4개 재료에 대해 2개 조사량 조건에서 각각 최대하중, 최대변형률 및 

SP에너지 곡선이다. 중성자조사에 따라 최대하중 및 최대변형률 곡선이 동시에 고온 쪽

으로 이동해 있다. 또한 모든 시험재료에서 조사 후 SP에너지 곡선이 높은 온도 방향으

로 이동해 있으며, 조사량에 따라 그 정도가 커진다. 그림 11 및 표 1은 조사량에 따른 

ΔTsp의 변화이다. 두 가지 조사량 조건에서 Y4합금이 가장 큰 조사 천이량을 보 고, Y5

합금에서 가장 작은 조사 천이량을 보 다. 그림 12는 조사후 재료를 포함하여 T41J과 Tsp

간 plot를 나타낸다. Y4, U4 및 U4W에 대해 정확히 샤르피 충격시험 시편과 일치하는 

조사량조건의 SP 시편이 확보되지 않아, 샤르피 시편의 경우보다 작은 조사량(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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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9
n/cm

2
) 및 높은 조사량(5.0×10

19
n/cm

2
) 조건의 SP 시편에 대한 Tsp 값을 양극단으로 

하는 범위로 나타내었다. 비록 범위로 나타내었지만, 비조사재에 대해 얻어진 관계식 

(4-2)의 역내에 조사 data들이 위치하는 것을 보여준다. 조사재를 포함하여 T41J과 Tsp간 

평균적인 관계는 correlation factor가 2.43인 다음 식으로 표현된다.

   T41J = 2.43Tsp  (K) (6-1)

  위의 관계식을 표 1에 나타낸 ΔTsp에 적용하면 각 조사량 조건에서 SP 시험으로부터 

예측되는 조사후 샤르피 T41J 천이량(ΔT41J 또는 TTS)은 표 2와 같다. 2.5×10
19
n/cm

2
의 

조사량 조건에서 산술적으로 예측되는 조사천이량(TTS)은 Y4와 U4가 유사한 수준으로 

다소 높으며, U4W와 Y5가 낮은 조사천이량을 보일 것으로 예측되었다.

  한편 Chapry 에너지의 41J에서의 천이량 측정(TTS or ΔT41J)과 같은 개념으로 SP 에너

지의 특정값에서 온도천이량을 측정하 다. 표 3은 1.2J의 SP 에너지 값에서 측정된 천이

량 (ΔTsp(1.2J))을 나타내며, 그림 13은 이들을 ΔT41J과 비교하고 있다. Charpy 시편과 동일

한 조사량 조건에서의 ΔTsp(1.2J)은 그림의 두 직선 중간에 유사한 기울기를 갖는 선으로 

놓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3으로부터 얻어지는 correlation factor는 2.54이다. 표 4는 

이 factor를 사용하여 예상되는 Charpy T41J 천이량(TTS)을 보여준다. 이 결과에 따르면 

Y4 > U4 > U4W > Y5의 순으로 조사 천이량을 보이고 있고 절대값도 실제 TTS와 상당

히 유사한 결과를 보 다. 이러한 결과는 소형 Punch 시험으로부터 표준시험법에 의한 

파괴특성 parameter를 예측할수 있음을 보여준다.  

2.2 소형인장시험 

2.2.1 시험방법 및 결과

  소형인장 시험편은 표점거리 8.3 mm, 두께 0.5 mm, 너비 2 mm 의 소형 판상형 시편

이다. 소형 시험편의 시험에 적합하도록 특수 지그를 제작하여 사용하 다. 시험기로는 

전기로가 장착된 10kN 용량의 만능재료시험기를 사용하 다. 시험은 9.26×10
-4
/s 의 변

형률 속도로 상온, 43℃, 149℃, 288℃ 에서 각 재료에 대해 최소 2 개 이상 실시하 다. 

시험기 작동 및 data 획득은 32 bit PC 를 이용하여 자동 처리되도록 하 다. 

  시험후 각 시편을 디지털 카메라로 촬 하여, 연신률을 측정하 다. 인장시험에서 얻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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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응력-변형률 곡선에 항복점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하항복 점을 항복점으로 취하 고, 

항복점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0.2% offset법을 사용하여 항복점을 결정하 다. 

2.2.2 비조사재를 이용한 예비시험 결과

  소형인장시험은 소형시편시험 가운데 가장 널리 이용되어온 시험방법의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소형 인장시험편에서 얻은 결과의 유효성을 알아보기 위해, Y5 재료에 

대해서 표준시험편과 소형시험편으로부터 각각 얻어진 항복강도 (yield strength, YS) 와 

최대인장강도 (ultimate tensile strength, UTS) 결과를 비교하 으며 그 결과를 그림 14에 

나타내었다. 항복강도에 있어서는 두 시편의 차이가 별로 크지 않으나, 최대인장강도 결

과에 있어서는 소형시험편이 표준시험편에 비해 다소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그 차이는 

소형시편에서 시험편 지그 사이의 거리가 짧아서 변형의 불균일성(네킹) 현상이 약간 먼

저 발생하기 때문으로 사료되며, 각 조건에서 그 차이가 거의 일정하므로 재료간의 상대

적 특성변화를 비교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5-(a)와 (b)에는 각 재료에 대해 소형시편으로부터 얻어진 인장강도와 최대인장강

도 값을 나타내었다. U4 재료의 경우에는 항복강도와 최대인장강도 공히 다른 재료들에 

비해 낮은 값을 보 다. 그러나 용접재인 U4W의 경우는 항복강도는 다른 재료에 비해 

높았으나 최대인장강도는 중간값 정도를 보이고 있다. 모든 재료에서 공통적으로 149℃까

지 항복강도와 최대인장강도가 온도에 따라 감소하다가 288℃ 에서는 다시 약간 회복되

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그림 15-(c)와 (d)에는 총연신률과 균일연신률 결과를 나타내었다. 

Y4 재료가 공히 다른 재료에 비해 낮은 값을, U4 와 Y5 재료가 비교적 높은 값을 나타

내었다. 표 5에 조사전 인장결과 값을 온도별로 정리하 다.

2.2.3 조사재 소형인장 시험결과

  원자로압력용기 재료의 대표적인 조사전․후 응력-변형률 곡선을 그림 16에 도시하

다. 다른 조사후 시편에서도 모두 공통적으로 그림 16과 같이 조사전에 비해 항복강도와 

인장강도가 증가하고 연신률은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그림 17에는 광4호기, 울진4호기, 광5호기 3종의 모재 및 울진4호기 용접재에 대해 

상온, 43℃, 149℃, 288℃ 에서 얻은 조사 후 항복강도, 인장강도, 총연신률, 균일연신률을 

측정한 결과를 각각 나타내었다. 조사 전의 data 와 비교하여, 연신률에 있어서는 큰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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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없었으나, 항복강도와 인장강도는 조사 후에 다소 증가하 다.

  조사효과에 의한 항복 및 인장강도의 증가를 좀 더 명확히 볼 수 있도록 그림 18에 도

시하 다. 그림의 세로축은 항복 및 인장강도의 변화량이다. 조사효과에 의한 항복 및 인

장강도 증가는 약 20-60 MPa 이었다. 용접재의 경우에 모재들에 비해 전 온도에서 증가

량이 크게 나타났다. 모재에서는 취화 정도에 재료간의 뚜렷한 차이가 보이지 않았는데 

그것은 특정시험조건에서 동적변형시효현상이 발생함으로 해서 순수한 중성자조사에 의

한 인장강도 변화만을 분리하여 관찰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표 6에는 주요한 

조사후 인장결과 값을 정리하 다.  

2.3 경도시험 

2.3.1 시험방법

  3 종류의 원자로 압력용기 모재 및 1 종류의 용접재에 대해 원격 Monitor 가 부착된 

Micro Vickers Hardness 경도기 (Matzuzawa, 일본) 를 사용하여 각 시편에 대해 상온에

서 1kgf 의 하중을 가해 20 초간 경도시험을 실시하 다. 이 때 조사시편의 취급을 용이

하게 하고, 시편을 고정시키기 위해 특수한 지그를 제작하여 사용하 다. 각 시편에 대해 

10 회 이상 측정한 후 평균을 하여 경도값을 결정하 다.[4] 

2.3.2 시험결과 

  3종류의 원자로 압력용기 모재들과 1종류의 용접재에 대한 조사전 Vickers  경도시험

결과를 표 7에 정리하 다. 모재의 경우, 각 재료들간의 차이는 크지 않으며 공통적으로 

약 200 Hv 정도의 경도값을 나타내고 있으나, 울진 4호기 용접재의 경우는 약 218 Hv 

정도로, 모재들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경도값을 보 다. 

 그림 19에는 두 개의 중성자 조사량에 대해 (1.2 및 2.9 ×10
19
n/cm

2
, E>1MeV, 290

o
C) 

재료의 조사전/후 Vickers 경도시험 결과이다. 3종의 모재 중에서 광4호기(VCD) 소재

가 취화량이 가장 크고, 광5호기 재료가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용접재의 경우에

도 모재들과 비슷한 수준의 취화량을 보 다. 

  조사량이 많은 경우, 광4호기, 울진4호기 모재 및 용접재가 공히 20 이 넘는 경도값

의 증가를 보 으나, 광 5호기 모재의 경우에는 조사량이 작은 시편과 비슷한 정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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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도값의 증가를 보 다. 따라서 광 5호기 모재가 다른 재료에 비하여 조사량 증가에 

대한 취화 저항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표 8에는 조사된 시편들의 경도값을 조사전 시

편의 경도값과 함께 정리하 다.  

2.4 종합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 수행한 소형punch 시험, 소형인장시험 및 경도시험에 의한 조사취화 평가

결과를 앞서의 표준 샤르피충격시험 결과와 비교하여 고찰해 보기 위해 다시한 번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 1항과 제 2항에서 기술한 조사전․후의 재료특성 시험결과들을 표 9와 10에 다시 

종합하여 정리하 다. 이해를 돕기 위해 표 10의 시험결과 중 천이특성과 직․간접으로 

연계되는 특성들은 그림 20에 도식적으로 표시하 다. 

  Charpy 충격시험 결과를 보면 시험소재들에 대한 Charpy 천이온도 변화량(ΔT41J)은 

6
o
C∼35

o
C 범위에 있었다. 모재의 경우 조사전 천이온도가 가장 낮은 Y5 소재가 가장 적

은 천이량을 보 고, 다음으로 U4, Y4 소재의 순으로 조사후 천이량이 증가하 다. 용접

부(U4W)의 경우 Y4 소재 수준으로 조사전 특성은 비교적 좋지 않은 반면에 조사취화에 

대한 저항성은 Y5 모재 다음으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PCVN 시편을 이용한 파괴인성 Master Curve 시험결과, 시험소재들의 천이온도 변화

량(ΔTo)은 0
o
C∼35

o
C의 범위에 있었다. Charpy시험에서 가장 뚜렷한 조사후 천이량을 

보인 Y4 소재의 ΔTo가 역시 35
o
C로 가장 큰 반면에, 용접부(U4W)에서는 조사취화 효과

가 매우 작았으며, 특히 Y5 모재의 경우는 중성자조사에 의한 Master curve 천이온도 변

화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J-R 파괴저항성의 경우 각 소재별로 공히 조사후에도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연성파괴

저항성이 감소하는 경향은 유지되었다. 재료별로 조사전후의 J-R 파괴저항곡선의 차이를 

비교해 본 결과, 시험온도에 따라 약간씩 다른 경향을 주지만 대체로 조사후의 J-R 특성

이 조사전에 비해 약간 감소하 다. 특징적인 것은 조사전 특성이 가장 우수하 던 Y5 

소재는 모든 시험조건에서 조사후에도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Y5 소재에서 조사

효과에 의한 미세조직상의 뚜렷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음을 간접적으로 나타내 준다. 

Y4와 U4W의 상온 J-R 시험중에는 약간의 연성균열 성장후에 취성파괴가 발생하 다. 이

는 연성 역의 파괴저항 특성과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으며, 앞에서 설명하 듯이 두 재료

의 조사후 무연성천이온도가 타 재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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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 시험편을 이용한 조사전의 연성-취성 천이온도(DBTTSP) 시험결과는 3종의 모재에서 

역시 Y5 > U4 > Y4 순으로 표준 시험의 결과와 잘 일치하 다. 또한 조사량이 증가함에 

따라서도 같은 경향으로 취화량이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장특성의 경우 일반적으로 조사강화의 척도로 사용되는 중성자 조사에 의한 상온 항

복강도의 변화에서는 앞서 다른 시험 결과들과는 약간 다르게 3종의 모재에 비해서 용접

부의 항복강도 증가량이 커서 조사강화(irradiation strengthening)가 많은 것으로 평가되

었다.

  경도시험 결과에서 Hv 경도값은 3종의 모재에서 200±2 내외로 거의 유사한 반면에 

용접부의 경도가 218 정도로 다소 높았다. 중성자 조사후의 경도 변화량은 조사량이 작을 

경우 (∼1.2×10
19
 n/cm

2
)에 경도값 증가가 11∼13 정도로 재료간의 차이가 그다지 크지

는 않았으나, 역시 Y5 모재의 증가량이 가장 작았고 Y4 의 증가량이 가장 컸다. 조사량

이 클 경우 (∼2.9×10
19
 n/cm

2
)에는 비교적 재료간의 차이가 뚜렷해서, Y4와 U4 모재의 

경도증가가 가장 크고, 용접부의 증가량이 중간이며, Y5 모재의 경화량은 별로 변하지 않

았다. 따라서 경도측정으로 평가된 조사취화 저항성도 인성평가 결과의 경향과 거의 일치

하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조사취화의 척도가 되는 조사 후의 특성변화량을 종합하면, 모재에서는 조사전 특성의 

우열순서(Y5>U4>Y4)가 그대로 유지되어 Y4의 조사취화량이 비교적 많았으나, Y5의 경우

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Y4 모재의 경우는 조사전과 마찬가지로 조사후 시험결과에서도 

재료의 불균질성 때문으로 추측되는 시편간의 큰 편차를 나타내었다. 용접부의 경우는 조

사전의 시험결과와는 달리 조사취화에 대한 저항성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한편 그림 21은 본 연구에서 수행한 표준 Charpy 충격시험과 파괴인성시험, 그리고 소

형펀치 시험으로부터 평가된 조사취화효과 (천이온도 변화, TTS) 사이의 상관관계를 도시

한 것이다. 비록 변화의 절대량이 크지는 않지만, 파괴인성시험은 물론 소형펀치 시험으

로도 각 재료의 조사취화 효과를 평가하는 것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한 계속적인 연구가 진행된다면 추후에는 보다 작은 비용을 가지고도 원자로 압력용기 

소재의 조사취화효과를 평가/감시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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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mall punch transition temperature shifts by irradiation (ΔTsp).

Materials
ΔTsp (℃)

1.2×10
19
n/cm

2
5.0×10

19
n/cm

2

Y4 7.0 12.4

U4 8.2 11.3

Y5 3.4 8.7

U4W 5.3 -

Table 2.  Predicted transition temperature shifts (TTS) by irradiation from SP tests.

Materials
Predicted ΔT41J or TTS (℃)

1.2×1019n/cm2 2.5×1019n/cm2 5.0×1019n/cm2

Y4 17 ∼21 30

U4 22 ∼23 27

Y5 8 ∼11 21

U4W 13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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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mall punch transition temperature shifts by irradiation (ΔTsp(1.2J)) at 1.2J-SP energy.

Materials
ΔTsp(1.2J) (℃)

1.2×10
19
n/cm

2
5.0×10

19
n/cm

2

Y4 11.7 19.8

U4 10.7 16.9

Y5 1.0 7.5

U4W 2.5 -

Table 4.  Predicted transition temperature shifts (TTS) by irradiation from the ΔTsp(1.2J) at 

1.2J-SP energy.

Materials
Predicted ΔT41J or TTS (℃)

1.2×1019n/cm2 2.5×1019n/cm2 5.0×1019n/cm2

Y4 30 ∼34 50

U4 27 ∼30 43

Y5 3 ∼6 19

U4W 6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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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Tensile properties from small size specimens of the baseline materials for the RPVs. 

Test 

Temperature
Material YS (MPa) UTS (MPa)

Total El.

(%)

Uniform El. 

(%)

20℃

Y4 437 576 15.5 8.9

U4 433 577 19.2 10.6

U4W 504 608 17.6 10.3

Y5 439 592 20.0 11.0

43℃

Y4 437 572 14.6 8.1

U4 439 576 18.2 10.5

U4W 493 595 17.0 9.4

Y5 450 598 18.1 10.0

149℃

Y4 416 538 12.7 7.0

U4 408 533 13.8 7.7

U4W 454 541 13.0 7.2

Y5 431 563 12.8 7.1

288℃

Y4 431 576 12.7 8.0

U4 413 546 14.1 7.6

U4W 448 554 11.2 6.6

Y5 418 566 13.0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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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Tensile properties of the irradiated materials for RPVs. 

Test 

Temperature
Material YS (MPa) UTS (MPa)

Total El.

(%)

Uniform El.

(%)

20℃

Y4 471 606 16.5 9.7

U4 476 608 17.8 10.0

U4W 568 655 14.9 8.0

Y5 477 619 17.6 10.4

43℃

Y4 476 612 16.4 9.5

U4 465 591 17.7 10.2

U4W 550 632 14.1 8.1

Y5 499 632 17.1 10.7

149℃

Y4 447 566 12.4 7.6

U4 441 571 15.0 9.3

U4W 513 593 12.1 6.7

Y5 467 596 14.3 8.6

288℃

Y4 461 602 12.9 7.6

U4 434 604 14.1 8.5

U4W 488 590 11.8 7.0

Y5 450 607 12.2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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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Vickers hardness values of the baseline materials for the RPVs. 

Material Vickers Hardness (Hv)

Y4 (VCD) 201 ± 6

U4 (VCD+Al) 199 ± 5

U4W 218± 5

Y5 (Si+Al) 202± 5

             (1 kgf, 20 sec, min. at least 10 points averaged)

Table 8.  Vickers hardness values of the unirradiated and the irradiated RPV steels.

Material

Vickers Hardness (Hv)

Unirradiated
(1.2×1019n/cm2, 

>1MeV, 290
o
C)

(2.9×1019n/cm2, 

>1MeV, 290
o
C) 

Y4 (VCD) 201 ± 6 214 ± 7 227 ± 7

U4 (VCD+Al) 199 ± 5 210 ± 6 225 ± 4

U4W 218 ± 5 231 ± 5 240 ± 6

Y5 (Si+Al) 202 ± 5 213 ± 6 212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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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Summary of baseline material properties before irradiation.

Y4 U4 Y5 U4W

RTNDT (
o
C) (*) -28.9 -28.9 -34.0 -37.5 

T41J (
o
C) -21.5 -38.8 -51.5 -24.6

USE (J) 282 284 268 300

To (
o
C) -68 -73 -80 -54

YS (MPa) 437 433 439 504

UTS (MPa) 576 577 592 608

Elong. (%) 15.5 19.2 20.0 17.6

Hv 201.2 198.5 202.0 218.3

DBTTSP (
o
C) -164.7 -176.7 -177.4 -182.8

       (*) : controlled by TNDT except of U4W where TNDT was low, -51.1
oC

Table 10.  Summary of the measured material property changes by neutron irradiation.

Y4 U4 Y5 Weld

△T41J (
o
C) 34.6 17.7 5.6 16.0

△USE (%) 18 14 21 22

△To (
o
C) 35 - 0 (-3) 6

△YS (MPa) 35 43 38 64

△Hv
13

26

12

27

11

10

12

22

△DBTTSP(1.2J) (
o
C)

11.7

19.8

10.7

16.9

1.0

7.5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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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P specimen (a) and SP test jig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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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3 -

-200 -150 -100 -50 0 50
5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Y4
M

ax
im

um
 lo

ad
  [

kg
f]

Temperature [oC]

(a) Y4

-200 -150 -100 -50 0 50
5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U4

M
ax

im
um

 lo
ad

  [
kg

f]

Temperature [oC]

(b)U4

Fig. 3.  Maximum SP load as a function of the testing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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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Maximum SP load as a function of the testing temperature.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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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4.  Maximum displacement as a function of the testing temperature.



- 266 -

  
-200 -150 -100 -50 0 50

0.0

0.5

1.0

1.5

2.0

2.5

3.0

Y5

To
ta

l d
is

pl
ac

em
en

t  
[m

m
]

Temperature [oC]

(c) Y5

-200 -150 -100 -50 0 50
0.0

0.5

1.0

1.5

2.0

2.5

3.0

U4W

To
ta

l d
is

pl
ac

em
en

t  
 [m

m
]

Temperature  [ oC]

(d) U4W

Fig. 4.  Maximum displacement as a function of the testing temperature.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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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SP energy change as a function of the testing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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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SP energy change as a function of the testing temperature.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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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Peak load vs. testing temperature for the irradiated. (a) Y4, (b) U4, (c) Y5 and (d) U4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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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Peak load vs. testing temperature for the irradiated. (continued) (a) Y4, (b) U4, (c) Y5 

and (d) U4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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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Maximum displacement vs. testing temperature for the irradiated. (a) Y4, (b) U4, (c) 

Y5 and (d) U4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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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Maximum displacement vs. testing temperature for the irradiated. (continued)    (a) 

Y4, (b) U4, (c) Y5 and (d) U4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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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SP energy vs. testing temperature for the irradiated. (a) Y4, (b) U4, (c) Y5 and (d) 

U4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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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SP energy vs. testing temperature for the irradiated. (continued) (a) Y4, (b) U4, (c) Y5 

and (d) U4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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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b) Ultimate tensile strength (UTS) of the unirradiated materials obtained from the 

small tensile specimens at the various temper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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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d)  Uniform elongation values of the unirradiated materials obtained from the small 

tensile specimens at the various temper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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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b) Ultimate tensile strength (UTS) of the irradiated materials obtained from the small 

tensile specimens at the various temper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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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c) Total elongation values of the irradiated materials obtained from the small tensile 

specimens at various temper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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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d) Uniform elongation values of the irradiated materials obtained from the small 

tensile specimens at various temperatures.



- 288 -

0

10

20

30

40

50

60

70

80

2881494320

 

 

∆σ
U

TS
 (M

Pa
)

Temperature (oC)

 Y4  U4  Y5  U4W

Fig. 18.  Tensile property changes after the neutron irradiation. (1.4×1019 n/cm2, E>1MeV, 

290
o
C)



- 289 -

Y4 U4 Y5 U4W

180

200

220

240

260

+22

+12

+11+12

+27

+12

+26

+13  

 

Vi
ck

er
s 

H
ar

dn
es

s 
(H

V)

Material

 Unirrad.
 1.2x1019 n/cm2

 2.9x1019 n/cm2

Fig. 19. Vickers hardness changes after neutron irradiation.



- 290 -

Charpy PCVN Hv SP
0

10

20

30

40

50

∆Hv ∆T
SP(1.2J)

 (oC)∆To (
oC)∆T41J (

oC)

Zero

No test

 

 

∆,
  i

nt
en

si
ty

 o
f e

m
br

itt
le

m
en

t

Evaluation method

 Y4    U4    Y5    U4W

Fig. 20.  Change of mechanical properties due to irradiation embrittlement evaluated by 

different test methods.



- 291 -

-10 0 10 20 30 40 50 60 70
-10

0

10

20

30

40

50

60

70

-2σ

+2σ

 

 

∆T
T 

pr
ed

ic
te

d 
by

 o
th

er
 te

st
s 

(o C
)

∆TT measured by Charpy tests (oC)

 Master Curve
 Small Punch

Fig. 21. Comparison of ΔTT measured by Charpy impact tests with those estimated by other 

tests after irradiation



- 292 -

제 3 항  자기적 방법을 이용한 구조재료의 비파괴적 평가

3.1 서 론

  원자력 발전소와 같은 거대 구조물을 구성하고 있는 재료의 열화는 구조물의 

내구성 및 파괴저항성을 저하시켜 안전성에 큰 위협이 되며, 특히 원자로 압력용

기의 조사손상은 압력용기재료의 파괴저항성을 약화시켜 취성파괴의 위험을 증가

시키므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원자로 재료의 성질변화를 초기에 감지하

기 위해서는 비파괴 기술을 사용하여 계속적인 감시(monitoring)를 수행, 구조물

의 갑작스런 파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발전소의 안전

운전 뿐만 아니라 수명연장을 위하여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재료의 열화를 평

가할 수 있는 비파괴적인 방법은 매우 제한되어 있으나, 열화에 의한 재료의 자기

적 성질변화를 이용하는 미소 자기적 방법은 현재 각국에서 매우 활발하게 연구

되고 있다. 이처럼 특별한 기술을 사용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열화에 의해 

손상을 입은 구조물의 미세조직 변화를 비파괴 신호로 바꾸어 이를 파괴시험에 

의한 기계적 성질변화와 서로 연관시키는 것이다. 그림 1에 재료평가 절차 및 상

관관계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자기적 방법은 특성상 잔류응력이나 외부자기장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이를 주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많은 자기적 성질을 이용한 비파괴 평가결

과들이 기계적 시험결과와 충분한 상관관계를 보여주지 못하는 것은 이들의 향

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 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재료의 열화손상을 감시할 수 있는 새로운 비파괴 기술로서 

Barkhausen noise와 비선형 조화진동 및 거대자기저항을 이용하는 방법을 소개하

고 이를 중성자가 조사된 원자로 압력용기 재료에 적용하여 자기적 방법에 의한 

재료열화의 비파괴 평가 가능성을 조사하 다. 

3.2 본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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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자기적 방법을 이용한 구조재료의 비파괴적 평가

  그 동안 자기적 성질을 이용한 비파괴적 평가방법은 터빈 재료의 잔류응력 측

정 등에 부분적으로 적용되었다. 그러나 전자공학의 발달로 관련 계측기기의 성능

이 향상되면서 자기적 방법을 이용한 비파괴 평가방법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

행되고 있다.  

  특히 기존의 비파괴 평가방법으로는 탐지가 불가능했던 재료의 경년열화

(ageing) 나 피로 손상 (fatigue), 조사손상 (radiation damage) 등을 자기적 방법

으로 탐지 할 수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관련연구가 활성화되고 있다. 

  최근에는 중성자 조사에 따른 자기적 특성 변화를 이용, 원자로 압력용기의 손

상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가 각 나라마다 활발하다. 

  원자로 압력용기재료는 가동중 고에너지의 중성자에 의해 파괴저항성이 약화되

는 조사취화 (radiation embrittlement)가 일어난다. 이는 압력용기의 건전성을 위

협하며 원자력 발전소 수명 단축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원자로 압

력용기 주위에는 압력용기의 취화 정도를 감시하는 감시시편을 넣은 캡슐

(surveillance capsule)을 부착, 주기적으로 인출하여 파괴시험을 거쳐 압력용기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감시 시험은 많은 비용과 시간이 요구되며 특

히 시편 수의 제약으로 인하여 노후화 된 발전소의 경우 안전성을 입증하는데 충

분치 못하다. 따라서 신뢰성 있는 비파괴적 시험법이 개발된다면 이는 원자로 압

력용기의 건전성 뿐만 아니라 원자력발전소의 수명 연장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중성자 조사에 의한 자기적 성질변화를 이용하면 조사 취화의 비파괴적 평가가 

가능하며 현재 세계 각국에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미국 NRC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일본 JAERI 등에서는 기존의 압력용기 감시시험을 통한 

파괴 시험에서, 자기적인 평가 방법을 원자로 압력용기의 조사손상을 비파괴적으

로 평가하는 새로운 기술로 연구를 추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 및 미국의 각 

기관들은 구조재료의 열화를 평가하는 비파괴 시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GRETE 

라는 국제 협력 프로그램을 발족하 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재료의 열화 

(material degradation)를 평가하는 비파괴적인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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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다음에 소개하는 여러 가지 비파괴 평가 방법들을 시험하고, 그림 1에서 나타

낸 것처럼 비파괴적으로 얻은 결과와 기존의 파괴시험으로 얻은 결과 및 재료의 

미세조직의 변화와 연관시키는 것이다 [1]. 

가. 바크하우젠 노이즈 (Magnetic Barkhausen Noise)

  강자성체의 특징은 비선형성을 나타내는 자기이력곡선(B-H 곡선)에 있으며, 

B-H 곡선의 기원은 자기유도(magnetic induction)와 자장(magnetizing field)의 위

상차에 있다. 그림 2 에서처럼 B-H 곡선의 특정 부위를 확대하면 수많은 잡음

(noise) 신호가 결합되어 있는데 이를 Barkhausen noise라 하며, Barkhausen에 의

해 1919년 처음으로 발견되었다 [2]. 이에 따라 변화하는 자기장하에서 자성체의 

자구 및 그 경계면이 비가역적인 운동을 함으로 생기는 자화의 불연속적인 변화

를 바크하우젠 효과라 하고, 이에 의해 시편에 감긴 코일이나 표면에 접촉시킨 탐

촉자에 유도된 전압 펄스를 바크하우젠 신호라 한다. 시편내 응력상태, 

dislocation 정도, 불순물의 크기 및 분포 등의 미세 구조변화에 대한 바크하우젠 

신호 의존성에 관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그 발생원으로써 180°자벽의 

불연속적인 이동, 자벽의 생성과 소멸등이 제시되고 있다

  BN는 재료의 조직, 상태, 또는 변형에 의해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면 재

료의 결함이나 상태를 비파괴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BN 신호들은 펄스의 

수, 그리고 진폭의 변화에 의해 관측되거나 인가된 자기장 함수로서 rms 전압으

로 관측된다.  BN 신호는 재료 내부에서 자구벽이 장애물을 만나 자구벽의 운동

이 비가역적으로 운동할 때 일어난다. 이러한 장애물은 전형적으로 전위결함

(dislocation defects), 제 이상(second phase), 또는 입계(grain boundary) 등이 될 

수 있다. 따라서 BN는 재료의 미세조직과 기계적 특성에 대해 특히 민감하다. 또

한 BN는 재료의 내부 응력 상태에 민감한데, 이는 자구가 최대응력이 작용하는 

축을 따라 정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장 또는 압축 응력 하에서  BN는 증가하

거나 감소한다. Barkhausen Noise를 이용하여 재료의 경도 및 내부 응력을 측정

하는 장치는 개발되어 있으며, 일부는 상업적으로 상품화된 것도 있다. 특히 

Barkhausen Noise를 이용한 평가가 유용한 것으로는 배관 및 로터의 주축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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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로에 의해 파괴되는 것을 미연에 탐지하는데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Barkhausen Noise는 원자로 압력용기의 감시시험을 대신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비파괴적 평가법으로 주목 받고 있다 [3,4]. 

  BN는 자기장이 변할 때 그에 따라 코일에 전기신호가 유도되는 전자기유도 현

상의 일종으로 강자성체에서 발생하는 noise 중 가장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자화

곡선(Hysteresis Loop)의 각부분은 실제로는 무수히 많은 신호들의 합으로 구성되

어 있다. 우리가 관측하는 완만한 모양의 Loop는 계측과정에서 잡음신호들이 제

거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일 자화곡선의 각부분을 충분히 분해하면 대응하는 

곡선은 그림 2.3.2.2의 (b)처럼 보일 것이다. 그리고 자화가 주기적으로 변할 때 시

편에 부착된 코일에 유도되는 전기신호의 시간에 따른 변화는 그림 2.3.2.2(c)에서 

보는것처럼 특징있는 모습을 가진다. 따라서 만일 우리가 자화과정을 완전히 이해

할 수 있다면 Barkhausen 효과를 이론적으로 완전히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나, 현

재로서는 자화과정을 충분히 이론적으로 해석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BN는 자

구의 비가역적인 운동에 의하여 일어난다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어며 자구의 운동

을 이해하는 주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BN는 시편내 응력상태, dislocation 정도, 

불순물의 크기 및 분포등의 미세 구조변화에 의존하며, 그 발생원 으로써 180°자

벽의 불연속적인 이동, 자벽의 생성과 소멸등이 제시되고 있다.

  그림에서 매끈하게 보이는 자기이력 곡선이 많은 수의 불규칙적인 신호로 이루

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b)의 신호를 오실로스코프 상에서 시간의 진행에 따

라 그리면 오른편의 Barkhausen noise(c)가 된다.

나. 비선형 조화파해석 (Non Linear Harmonic Analysis)

  비선형 조화파는 자기이력곡선의 비선형성으로부터 유도되는 신호이다. 재료의 

비선형성으로 인하여 자기이력과 시간에 의존하는 강한 자기유도(self-induction)

는 반대효과를 야기한다. 따라서 유도된 기전력(e.m.f)은 기본진동에 부가되는 높

은 차수의 조화파 때문에 전력공급에 향을 미친다. 즉 인가된 진동수와 함께 진

동하는 신호부분인 자기이력 곡선의 대칭성은 오로지 기수의 대칭만 허용한다(3, 

5, 7, 9). 왜냐하면 높은 차수를 가진 조화진동의 signal/noise 비는 감지되지 않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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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이에 따라 높은 차수의 진폭과 위상으로부터 자기 왜곡인자(magnetic 

distortion factor)가 유도된다. 

  그러나 주기적 자화과정에서 발생하는 유도전압에 비대칭 성분이 없으면, 유도

전압은 홀수조화파로만 구성되고, 유도전압의 비대칭성분은 짝수 조화파로만 나타

난다. 유도전압의 비대칭 성분은 유도전압의 ‘±’ 픽크의 크기로 나타날 수도 있

고, 각 피크들 간의 시간간격의 차이로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런 유도 전압의 비대

칭성분은 주로 자기장의 비대칭 성분이 원인이 되어 생기고, 강자성체는 자기장의 

비대칭성분을 증폭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그림 3)  

  한 자화주기(자기장 세기의 시간 신호) 동안의 조화파의 시간 신호는 자기이력 

곡선상의 보자력을 결정하는 기본부분에 의하여 감소한다. Distortion factor는 비

선형성의 측정이며, 재료의 미세구조를 판단하는 시금석이다. 따라서 이 기술은 

재료의 열화에 따라 미세조직이 변화함으로써 전체 자기이력곡선이 변하기 때문

에 이를 이용하여 재료의 성질을 평가하는 것이다 [5]. 비선형 조화파는 재료내의 

불순물이나 응력상태 또는 자기이방성에 따라 향을 받는다. 진동하는 정현파를 

가진 자기장이 재료에 인가되면, 이 자기장은 전달함수로 작용하는 재료에 향을 

받아 변화한다. 따라서 탐지 코일은 원래의 신호와 다른 조화파의 위상을 가진 신

호를 탐지한다. 실험적으로 보면 자기이력과 비선형 투자율 때문에 ferromagnetic 

material의 자기 유도 B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사인파가 아닌 그림 2.3.2.3에서 보

여주는 것처럼 일그러진 파로 나타나고 이러한 일그러진 파는 인가된 자기장의 

odd harmonic frequency를 포함하고 있다. 역학적 스트레스는 물질의 자기 이력

과 투자율에 강하게 향을 받기 때문에 물질의 스트레스 상태에 매우 민감하고, 

비선형 조화파에 의하여 조화 진동수가 감지 되고 그들의 진폭은 물질의 스트레

스 상태와 연관된다.

  비선형 조화파 신호는 유도된 자기장의 주파수를 분석(FFT Spectral Analysis)함

으로써 얻어진다. 이를 교정하기 위해 이들 파라메터들은 재료의 성질과 가장 잘 

일치하는 상관 관계를 얻기 위하여 다차원 축차 해석법을 사용하여 피팅한다. 비

선형 조화파는 결함의 종류에 따라 민감하게 작용하는 조화파 성분이 다르다. 예

를 들어 강자성체 내의 불순물 증가는 전체적으로 1차 조화파가 3차 조화파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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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폭으로 감소하며 자화 방향으로 응력이 증가하면 3차 조화파의 증가폭이 1차 

조화파의 증가폭 보다 훨씬 크게 나타난다.

  실험 과정으로서는 기전력에 대한 1차와 2차 조화파는 그림 4에서 보는 것처럼 

제일 함수 발생기에서 여기 코일에 전류를 인가하면 감지 코일에서 감지된 신호

를 Lock-Amp.에서 증폭시켜 오실로스코프를 통하여 측정할 수 있다.

  자기특성에서 나타나는 비등방성은 주로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고 이러한 비등

방성을 측정하면 1차 조화파 형태로 나타난다. 그러나 스트레스가 외부에서 인가

되지 않았다고 해도 비등방성은 항상 양(positive)의 값을 갖는데 초기 비등방성은 

물질 자체에 존재하는 잔류 인장 스트레스와 자기 비등방성 때문이다. 결함 근처 

자화 과정의 비대칭성은 2차 조화파와 연관되고 이러한 현상들은 인가된 외부 자

기장에 강하게 의존 된다. 이러한 효과는 미세 자기장을 감지하는 자기센서의 개

발에 응용되기도 한다. 그런 결과로 자기센서에 관한 최대감지율 조건을 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벽운동에 대한 연구도 수행할 수 있다. 

다. 거대자기저항을 이용한 조사손상평가

자기저항은 자기장이 재료에 가해질 때 재료의 전기저항이 변하는 현상을 말하며, 

비자성 도체난 반도체 재료의 경우 외부에서 자기장이 가해지면 전도전자가 

Lorentz 힘을 받아 궤적이 변하므로 저항이 변화한다. 강자성체의 경우에는 이 자

기저항에 스핀-궤도 결합에 의한 효과가 추가되어 강한 자기저항 효과가 나타난

다. 1988년 비정질의 다층박막에서 거대자기저항 효과가 발견된 이후 자기장을 탐

지하는 센서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 거대 자기현상은 다층막 또는 granular 구

조를 가진 재료에서 스핀의존 산란 에 의해 발생한다고 알려지고 있다.

  최근에 코발트계의 비정질 리본에서 거대자기저항 (Giant magneto Impedance, 

GMI)효과가 발견된 이후 이를 이용하여 재료의 열화를 비파괴적으로 평가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센서를 자기장을 측정하는 자력계나 요크형 트랜스듀

스에 유도되는 와전류 반응을 이용하는 와전류 수신자처럼 사용하여 재료의 열화

를 평가하려는 것이다. 거대자기저항 (GMI) 센서를 자력계처럼 사용하면 초전도

양자간섭장치(SQUID) 와 같은 신호가 나타난다. 이 GMI 센서는 SQUID 처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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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에 민감하지는 않지만 재료에 접촉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또한 SQUID 처럼

[5] 냉각이 필요 없기 때문에 재료의 변형이나 열화와 같은 현상을 실시간 

(in-situ)으로 측정할 수 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소성변형과 GMI 신호사이에는 

대응관계가 나타난다고 보고하 다. 이 GMI는 재료의 마르텐사이트 부피분율, 전

위 도, 응력상태와 같은 재료의 구조에 향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다. 

그림 5 는 열처리 방법에 따라 미세조직이 각각 다른 원자로 압력용기 재료인 A, 

B, C, D 의 중성자 조사전후의 Barkhausen noise 변화를 보인 것이며, 그림 6 은 

비선형 조화진동의 변화를 보인 것이다. 그리고 그림 7은 열처리 방법에 따라 미

세조직이 각각 다른 원자로 압력용기 재료인 A, B, C, D 의 중성자 조사전후의 

GMI 피크 변화를 보여준다. 

3.3 결 론  

  자기적 방법을 이용한 재료의 열화탐지 기술은 전술한 바와 같이 매우 다양하

다. 그러나 근본 원리는 패러데이의 전자기 자기유도 현상 및 이를 측정하는 센서

기술에 기반을 두고 있다. 따라서 어느 한 기술에 정통하면 기타 기술도 쉽게 접

근이 가능하다. 

  이러한 기술이 이미 오래 전부터 알려져 있었으나 발전에 이르지 못한 결정적 

이유는 뒷받침 할 수 있는 전자공학 기술이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기술들

은 특성상 고주파 신호를 처리하는 기술과 많은 수학적 작업들이 병행되어야 하

기 때문에 고성능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추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했

다.

  Barkhausen noise를 이용한 기술은 최초에는 잔류응력 측정용으로 개발되었으

며, 미국의 Southwest Research Institute (SWRI) 등에서 실용화되었다. 이를 이용

하여 보잉사에서는 항공기의 터빈 축 및 로터를 검사하고 있다. 그러나 잔류응력

과 미세조직의 향, 피로손상 및 열화 등이 BN 신호에 미치는 부분을 분리하기 

힘든 기술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제한된 용도에서만 사용이 가능하 다.      

  그러나 초음파나 와전류 등 기존에 상용화 된 방법으로는 탐지가 불가능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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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자 조사손상이나 피로, 크립 등에 의한 재료의 열화에 BN가 민감하게 반응한다

는 사실이 알려 지면서 현재 각국에서 활발히 연구중이다. 

  비선형 조화진동이나 거대자기저항을 이용한 결함탐지방법은 최근에 연구가 되

기 시작하 으며 아직 실용화 단계는 아니다. 그러나 예비실험에 의한 결과와 같

이 재료열화를 평가  하는데 매우 뛰어난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GMI 를 이

용한 열화 탐지기술은 SQUID를 대체할 수 있는 기술로 매우 유망하며 다방면에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자기적 방법을 이용한 비파괴 탐색 방법은 재료의 열화평가 나 원자로 

압력용기 재료의 조사손상 평가를 평가하는데 탁월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으며, 현

재 가장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향후 자기적 방법을 이용한 비파

괴 평가는 관련 전자기술과 컴퓨터의 성능개선으로 빠른 속도로 기술개발이 진행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들 방법은 원자력발전소의 원자로압력용기나 구조물의 

배관 등의 탐색을 넘어서서 철교나 빌딩 등의 구조물의 안전검사에도 적용될 수 

있으므로 앞으로의 전망은 밝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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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c : Coercivity
Br : Remanence
Wh : Hysteresis loss

BN : Barkhausen noise

Fig. 2. Hysteresis loop of ferromagnetic materials; (a) Hysteresis parameters, (b) Discontinuity 

of htsteresis loop and (c) Oscilloscopic record of Barkhausen no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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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Variations of BN before and after irra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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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Variations of harmonics before and after irradiation; (a) YG4, (b) YG5, (c) UC4 and J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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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Variations of harmonics before and after irradiation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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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Variations of harmonics before and after irradiation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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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Variations of harmonics before and after irradiation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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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Variations of GMI peak before and after irra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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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항 소각 X선 및 중성자 산란(SANS)에 의한 조사효과 기초연구

4.1 SANS 이용한 중성자 조사효과 기초연구

4.1.1 연구 배경

  한-체코 국제공동연구를 통하여 체코  LVR-15 원자로에서 조사된 국산 4 종류 경수로압력용기

강에 대한 조사(5 x 10
19
 ncm

-2
, E>1MeV) 및 인장시험결과 VCD 정련에 의한 압력용기강(YG 3, 

4)의 경도 및 항복강도증가(경도 37% , 항복강도 19% 증가)는 같은 조건에서 조사 및 시험된 다

른 제조방법의 압력용기강보다 크게 나타났다 [1]. 특히 VCD 강에서의 이러한 특성은 비조사 

baseline 시험에서도 확인된 바 있는데 미세조직시험 결과 나타난 조대한 탄화물 및 입도 (grain 

size: ASTM Grain Size Number: 22. 3)의 향으로 판단되는 본 재료의 파괴특성 저하기구와는 

달리 조사후 hardening 의 증가기구 관점에서 볼 때 다른 강과는 다른 조사에 따른 경화입자

(irradiation-induced hardening feature)의 형성이 기대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국 UCSB 

(University of California Santa Barbara)의 Prof. G. R. Odette 과 공동연구계약을 맺고, 

ORNL-UCSB 의 Michigan Ford Reactor IVAR(Irradiation Variable) 조사장치 [2] 와 NIST 의 

SANS를 이용하여 국산 4 종류 압력용기강의 조사경화 입자특성을 조사하게 되었다. 공동연구계

약에는 SANS 시험외에 flux effect 연구를 위한 54 개의 Mini CVN 시편조사도 포함되었다. 

1995 - 1996 년 공동연구기간 기 송부한 시편에 대한 조사는 2000. 8 월 시작되어 2000. 9. 17 일 

인출하 고, NIST 에서의 SANS 시험은 2001. 3 월 수행되었다. 

  자세한 시험의 배경, 재료의 조성 및 조사(irradiation), SANS 측정시험 및 결과해석 절차, 시험

결과 및 해석결과는  첨부 보고서 [3] (UCSB-MRPG-KAERI 1-02)를 참조바란다.

4.1.2 결     론 

  본 연구결과 4 종류의 압력용기강은 기존의 보고와 같이 낮은 Cu 함유량(0.03 ∼ 0.06 wt% )으

로 인하여 “조사경화 입자 형성에 의한 산란(scattering)" 이 매우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

료간의 차이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작은 Cu 함량 에서의 약한 산란은 지금까지의 연구결과 

반경 ∼0.5 nm, 도 ∼10
23
 m

-2
, voulume fraction 0.05% 이하의  sub-nanometer cascade 

vacancy-solute cluster complexes 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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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소각 X선에 의한 조사효과 기초연구

4.2.1 서    론

  중성자와 같이 높은 에너지를 갖는 입자가 금속재료에 조사되면 원자공공, 격자간 원

자, thermal space, 불순물 원자 등이 형성되어 이들은 다른 결함들과 상호 작용하여 전

위loop, void, 석출물 등을 만들어 재료의 항복강도를 증가시키고 연성과 파괴인성 및 크

리프 파단수명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밝혀져 왔다.
1)~3)

  이의 연구를 위해, 조사 시편의 파괴 원인이 되는 석출물 혹은 다른 형태의 결함들의 

크기가 수십에서 수백 으로 매우 작기 때문에 TEM(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이

나 APFIM(Atomic Probe Field Ion Microscopy)등이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연구되

는 조사 시편내의 석출물 혹은 void의 크기가 20 보다 작고, 내부 결함들에 의해 발생하

는 흡수에 의한 차이가 TEM으로 촬 하기에 부적합하여
4)
, 간접적인 분석 방법인 SANS

와 SAXS가 위 분석방법과 상보적으로 연구되고 있다. SAXS의 경우에는 직접 관찰 방법

인 TEM이나 APFIM보다 시편 준비과정이 간단하고, SANS보다 장치를 다루기 쉽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포항 방사광 가속기에 있는 SAXS장비를 이용하여 

금속 내의 석출물의 크기와 절대 함유량을 분석해냄으로써 중성자조사취하의 연구기반을 

마련하는 것이고, 또한 다른 구조용 금속재료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나노 크기의 석출물 

분석 방법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4.2.2 이론적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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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SAXS의 기초적인 산란식과 석출물 크기 분석 방법.5)6)

  아래의 식들은 비록 x-ray에 관련된 식이지만 중성자의 경우에도 산란단면적에 관련된 

부분만 변화시키면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X-ray산란은 크게 나누어 탄성 산란과 비탄

성 산란으로 나뉠 수 있는데, 소각에서는 비탄성 산란의 향이 기 때문에 탄성 산란의 

경우만을 생각하도록 한다.

  SAXS의 경우에 두 가지 가정, 즉 시스템 전체가 isotropic하다는 가정과 장거리 규칙도

가 없다는 가정을 이용하여 패터슨 함수가 오직 r값에만 의존한다는 사실로부터 산란강

도를 다음과 같이 근사할 수 있다.
6)  

                 I(h)=⌠⌡4π r
2
dr⋅ ρ

2
(r)

sin (hr)
hr

        (1)

 where < e - ihr>= sin (hr)
hr

                        (2)

  그리고 석출물과 기저간의 전자농도차이가 일정하고, 석출물의 농도가 충분히 낮아서 

서로 간섭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단일 석출물에 의한 간섭효과로써 근사할 수 있다. 따라

서 석출물을 반지름이 R인 '구'로 본다면 ρ 2 (r)는 (Δρ(r)) 2으로 근사해서 위 식을 구

에 대해 적분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7)

sphere I 1 (h)= (Δρ) 2 V 2 [3 sin (hR)-hRcos (hR)(hR)
3 ]

3

         (3)

  구가 아닌 경우에 대해서도 많은 이론적 접근이 되어있고 수치해석을 통해 석출물 형

태에 따른 산란강도에 대해서도 계산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석출물의 크기가 일정하다면 기니어 역이라고 불리는 입사 x선 근처에 

해당하는 역을, (3)식으로부터 근사를 통해 다음과 같이 간단히 계산할 수 있다. 

 I 1 (h)= (Δ n e )
2 e - h

2
R
2
/3                             (4)

  위식에서 (Δ n e )
2은 (Δρ) 2V 2이고 R은 gyration radius이다. 석출물의 형태에 따라 

gyration radius와 석출물 크기의 비가 정해지게 되는데, 만약 석출물이 구의 형태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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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고 있다고 가정하면 구의 반지름은 (5/3)R이 된다. 따라서 위 식으로부터 석출물의 

대략적인 형태를 알고 있다면 반경을 결정할 수 있으며, 석출물의 화학조성을 알고 있다

면 절대강도를 위 산란강도로 나누어 줌으로써 기여하는 석출물의 개수를 알 수 있다. 

나. 절대 강도 계산

  절대 강도, 즉 입사 빔에 대한 산란 강도의 비율 계산은 석출물의 구성을 알고 있을 

때, 석출물의 부피 분율 을 구하거나, 상대적인 비교를 할 때 필수적인 과정이다. 절대 강

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입사 빔의 강도를 측정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이온 검출기를 

사용하거나, 표준 필터를 이용 CCD로 직접 측정하는 방법 등이 있으나, 최근에는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 표준 시편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표준 시편의 경우, 어떤 산란 벡터에서

의 절대강도를 알고 있다면 이것과 다른 시편을 비교하여 절대 강도를 구하는 방법으로, 

쉽고 정확하게 절대강도를 구할 수 있다. 이때 사용되는 표준시편으로는 균일하고, 기계

적으로 안정되고, x선에 의하여 변형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PE(polyethylene)이 주로 사

용되고 본 실험에서도 이 시편이 사용되었다.

  산란벡터에 따른 산란강도를 절대 강도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8)

I(q)=Φ⋅A⋅d⋅( dΣ(q)dΩ )⋅T⋅ΔΩ⋅ε⋅t                 (5)

  위 식에서 I(q)는 q에서 검출되는 photon의 양, Φ는 입사 강도(photon/s/cm
2
)이고, A

는 조사된 시편의 면적(cm2), d는 시편 두께(cm), ( dΣ(q)dΩ )은 단위 부피 당 미분 산란단

면적(cm
-1
), T는 transmission factor, ΔΩ은 입체각, ε은 검출기 효율, t는 시간(s)이다. 따라

서 표준 시편의 경우 q가 0.0227Å
-1
일 때, 절대 강도가 37.25cm

-1
이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 

시편의 절대 강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위 식으로부터 유도된 다음식을 이용하게 된다.

( dΣ(q)dΩ )
sample

=
I(q)

I( q max ) std
⋅

d std
d sample

⋅
T std

T sample
⋅

Φ std

Φ sample
⋅ (

dΣ( q max )

dΩ )
std

    

(6)

  위식에서 I(q)는 시편을 가지고 실험했을 때 검출기에 나타난 강도를 의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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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qmax)std는 표준시편을 가지고 실험했을 때 산란 벡터가 0.0227Å
-1
일 때의 강도이다. 두께

는 흡수계수를 이용하여 transmission factor를 이용하여 구하며, 입사 강도는 상대적인 

양이므로 ion chamber로부터 읽어 들인 값을 이용하고, 식의 끝에 있는 값은 37.25cm
-1
를 

대입한다.

4.2.3 SAXS 실험과정

가. 시편 준비

  시편에서 산란 되는 x선의 양은 감광되는 시편부피와 두께에 관련되어 있다. 즉 시편

의 두께가 두꺼울수록 산란 되는 양이 증가하는 반면 상대적으로 흡수가 많이 되기 때문

에 최적화된 두께가 존재하게 된다
6)
. 위 비례관계로부터 계산을 하면 최적 두께는 흡수

율의 역수로 나타나게 되고, 이는 투과되는 x선의 양이 1/e일 때, 대략 전체의 3분의 1정

도가 되도록 시편의 두께를 가공하는 것이 산란 되는 x선의 양을 늘려 SNR(signal to 

noise ratio)을 좋게 하는 실험 조건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사용되는 에너지와 시편을 구

성하는 물질에 따라 두께가 결정된다. 예를 들면 철이 주성분인 본 시편의 경우 7700eV

의 에너지를 사용했고. 이 때 가장 좋은 두께는 5 마이크론 정도이다. 하지만 시편의 가

공 문제 때문에 본 실험에서는 9~15μm의 시편을 사용했다. 

  SAXS실험은 표면 결함에 의한 정보도 나타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표면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 실험 전에는 아세톤 안에서 초음파로 약 10분 정도 세척하여야 한다.

  본 실험에서는 표 1과 같은 원자로 재료(SA 508-3)로 만들어진 10가지 종류의 시편을 

사용하 다. 각각 1~3번 시편은 결정립 크기 변화에 따른 산란 분포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서 제작되었고, 그 밖의 시편들은 4가지 종류의 원자로 재료에 대해 조사재와 비조사

재로 나누어 모두 8가지로 제작되었다.

나. 실험

(1) 실험 장비

  SAXS실험은 현재 PLS에 있는 4C1 빔 라인에서 이루어 졌고, 4C1의 일반적인 재원과 

구성은 다음 그림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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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1 PLS(Pohang Light Source)의 4C1 beamline 구성도 

  광학계의 구성은 단색화 장치, 집속장치, 그리고 슬릿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시편을 통

과한 x선의 공간 분해능을 향상시키고, 대기에 의한 산란을 막기 위해 CCD 검출기 이전

까지 약 1.7m 길이의 진공관을 배치해 놓았다. 

(2) 가속기 실험 

  10㎛ 정도 두께로 가공된 시편을 적절한 시편 홀더에 고정시킨 후, 본 실험의 경우 

0.5X0.5mm
2
크기를 가진 7.7KeV의 방사광을 시편에 수직으로 입사, 산란된 x선을 1.7m의 

진공관을 거쳐 뒤에 배치되어 있는 CCD카메라를 이용해 검출하 다.

  각각의 시편에 대해 표준편차를 산출하기 위해, 100초간 10번씩 촬 하 으며, 배경스

펙트럼을 제거하기 위해, 시편이 없을 때의 강도와, 빔이 없을 때의 강도를 측정하 다. 

또한 정확한 각도 보정을 위해 표준시료로 sebs을 사용하 고, 절대 강도를 계산하기 위

해  PE(s-2907)을 촬 하 다.

(3) 데이터 처리

   ① dark current 제거 : dark current는 빔이 입사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검출기 자체 

잡음이고, 이 잡음을 측정하여 자동으로 측정치에서 제거한다.

   ② Q 보정 : Sebs는 325Å의 규칙적인 간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첫번째 피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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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93Å
-1
(2*3.14159/325Å)에 나타나게 된다. 이를 이용해 Q값을 보정한다.

   ③ 합산 및 평균 : 100초씩 열번 찍은 데이터들을 합산하여 평균을 구하고, 이들의 표

준편차를 구한다. 1000초를 한번에 찍지 않고 나누어 100초씩 나누어 찍는 이유는 표준편

차를 구하는 것 이외에도, 시편이 x선에 노출되어 시간에 따른 변화의 여부를 파악하는

데 용이하기 때문이다.

   ④ 백그라운드 제거 : 시편이 없을 때의 배경스펙트럼을 투과되는 x선의 양을 고려하

여 제거한다. 

   ⑤ 절대강도 계산 : 식(6)에 따라 표준 시편을 가지고 실험한 후 비교하여 절대강도를 

계산한다.

   ⑥ smoothening : 이론적인 곡선은 연속적이지만, 실험적인 곡선은 불연속적이기 때

문에 분석을 위해 데이터들을 몇 가지 방법에 따라 연속적으로 연결해주게 된다. 이 과정

에서 통계적인 오차 혹은 전기적인 오차가 제거된다.

   ⑦ desmearing : 입사 빔의 크기, 발산 각, 에너지분포에 의해 산란강도 분포가 향

을 받기 때문에 이에 의한 요인들을 제거(deconvolution)해야 한다. 하지만 방사광의 경

우는 이상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어, 이에 의한 효과가 통계적 오차보다 작기 때문에 무시

된다.

4.2.4 실험결과 및 토의

가. 결정립 크기 변화 시편 분석

  Y5( 광 5호기 시편)시편을 각각 880℃, 960℃, 1000℃에서 열처리하여, 각각 25㎛, 60

㎛, 100㎛의 결정립 크기의 시편을 만든 후, 소각 산란 실험 결과가 아래와 같이 나타났

다. 각각의 실험값들에 대해서 선형적으로 맞춤계산을 하면 기울기의 변화가 다음 장의 

값처럼 변화함을 볼 수 있다. 여기서의 기울기는 산란 강도에 대한 산란 벡터의 지수 값

을 나타내는데, 열처리 온도를 증가시킴에 따라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산란 스펙트럼의 중앙부는 주로 큰 산란 인자들, 즉 결정립의 경계면이나 탄화물들에 

의해 나타나게 된다
6)10)
. 이 때 결정립의 경계면에 의한 산란 효과는 납작한 석출물 같은 

효과를 나타내어, Q
-2
에 비례하는 강도의 변화를 나타내게 되기 때문에 결정립의 크기가 

작으면 중앙부의 산란강도의 변화가 이에 따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결정립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결정립 경계면에 따른 효과가 감소하

고 결정내부에 존재하는 다른 석출물에 의한 효과가 증가하게 된다. 위 기울기의 변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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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막대 모양의 석출물이 Q
-1
에 비례하는 산란 분포를 나타내기 때문에

6)
 산란에 기여

하는 석출물의 형태가 막대 모양이며, 이 석출물의 구성요소가 철을 적게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나. 중성자 조사 전후의 전위 도와 산란 인자 크기 분석

  중성자 조사 전후 시편의 소각 산란 스펙트럼으로부터 다양한 시편에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본 실험을 통해서는 크게 스펙트럼의 중앙부분과 날개부분으로부터 전위

도와, 기여하는 산란인자의 크기를 계산할 수 있다. 전위 도의 경우에는 중앙부분의 

산란강도가 Q
-3
에 비례하는 지의 여부로부터 알 수 있으며

11)12)
, 산란인자의 크기는 중앙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기니어 맞춤계산을 통해 기울기를 구함으로써 gyration 

radius를 구하고, 형태를 구로 가정하면 그 반지름을 구할 수 있고 그 과정과 결과를 표 

2와 그림 1부터 그림 4까지 나타내었다.

  우선 중앙의 Q지수부터 관찰하면 Y5와 KIW는 다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고, Y4와 U4

의 경우에는 오히려 감소한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이렇게 값의 변화가 일관성 없게 나타

나는 이유는 조사 전 후의 시편의 두께와 시편 가공이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이

라고 보여진다. 따라서 비교적 두께와 시편 가공 상태가 동일하고 통계적 오차범위가 적

은 Y5에 대해서만 의미 있는 분석이 가능하고, 다른 시편들에 나타나는 시편 들은 시편 

표면에 존재하는 결함들에 의한 효과가 지배적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실험이 필요하다.

  Y5의 경우 중성자 조사에 의해 생성된 공공에 의해 수십 의 산란 인자들이 형성되었으

며, 이들 공공에 의해 전위 도가 증가한 것을 Q지수 값의 증가로부터 추측할 수 있다. 

그리고 산란에 기여하는 산란 인자의 구성이 공공으로 되어 있다고 가정하면, 기니어 맞

춤계산에서의 y절편을 통해 x선 미분단면적을 이용하여 계산하면 약 1% 내외의 공공 산

란 인자가 있다는 것을 유추해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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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ested specimens

빔 소스

형태 Bending magnet

임계 에너지 5.5KeV

소스 크기 0.059mm(수직), 0.187mm(수평)

X선

에너지 범위 7∼9KeV

에너지 분해능 ∼0.01

강도 ∼10
-12
photon/sec/mm

2

빔 크기 < 1X1mm
2

검출기 CCD 검출기(pixel size 0.1X0.1mm
2
)

번호 재료 조사유무 두께 비고

1 Y5(Si+Al-1) No 13.0 결정립크기 ; 25 μm

2 Y5(Si+Al-1) No 14.7 결정립크기 ; 60 μm

3 Y5(Si+Al-1) No 14.8 결정립 크기 ; 100 μm

4 KIW No 11.8 비교 시편

5 Y4(VCD-2) Yes 12.4

6 U4 Yes 7.7

7 Y5(Si+Al-1) Yes 9.7

8 KIW Yes 14.3

9 Y4(VCD-2) No 13.2 비교 시편

10 U4 No 13.7 비교 시편

11 Y5(Si+Al-1) No 9.6 비교 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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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hanges of Q value and scattering radius before/after irradiation.

시편 Gyration Radius(A) Sphere Radius(A) 중앙부분의 Q지수

조사된 Y5 12.27±2.62 15.85±3.38 2.95±0.02

조사 안된 Y5 5.44±2.25 7.03±2.90 2.74±0.18

조사된 Y4 5.68±2.04 7.33±2.64 1.21±0.05

조사 안된 Y4 8.77±3.01 11.39±3.89 2.57±0.06

조사된 U4 6.72±2.11 8.68±2.72 2.31±0.02

조사된 KIW 10.21±3.09 13.19±4.00 2.61±0.05

조사 안된 KIW 10.82±3.42 13.97±4.42 2.90±0.10

조사 안된 KIW 6.58±2.32 8.5±3.00 1.79±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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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hange of Q value with respect to grain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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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Log-log scale plot and linear fitting for center region of scattering intensity; (a) Y5, (b)Y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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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Log-log scale plot and linear fitting for center region of scattering intensity; (c) U4, (d) K1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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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Guinier fitting; (a)Y5,  (b)Y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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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항 양전자 소멸법을 이용한 조사효과 기초연구

5.1 연구배경

  양전자 소멸(Positron Annihilation) 장치를 이용한 결함 측정기술 개발은 원자력 압력

용기의 조사결함 및 반도체 등 각종 재료의 미세결함 분석, 검사와 관련한 국내의 독자적

인 양전자 응용 기반기술을 확보할 수 있으며, 양전자 소멸 장치를 이용한 결함 측정기술 

개발은 기존의  측정장치로는 측정하기 어려운 초미세, 초저농도의 결함 구조분석에 널리 

활용 될 수 있다. 최근의 양전자 응용기술의 활용에 대한 요구는 보다 미세한 구조결함 

등의 정보를 요구하는 단계로 주변산업이 발전해 온 것에 기인하여 반도체 소자, 신소재

개발 그리고 생체, 의공학 등 다양한 분야에 이르는 연구개발을 통하여 제기되어 왔다. 

지난 수년간 Scanning Electron Microscopy(SEM), Scanning Tunneling Microscopy(STM),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TEM) 등 전자빔을 이용한 표면미세 구조결함 측정장

치들이 미세표면 분석에 필수적인 측정장비로써 이미 널리 사용되어 왔다. 부피결함 

(bulk defect)에 대한 미세구조 결함 역시 X-Ray 등 다양한 광학적 측정방법을 이용한 비

파괴 분석 등을 통하여 오래 전부터 활용되어 왔으나 초미세 구조결함 등의 분석에는 정

량적으로, 정성적으로 한계가 있다.

  양전자 소멸 장치를 이용한 결함 측정기술은 위에서 언급한 전자빔이나 광학적 빔이 

아닌 양전자 빔을 사용하여 극미세결함을 측정하는 장치로써 미국, 일본등 선진국에서는 

수십 년 전부터 각종 재료분석에 널리 사용되어 왔으며 특히 최근에는 반도체 산업의 고

집적회로의 반도체소자 개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양전자를 이용한 측정장치는 기존의 전자나 이온빔 등의 측정장치에 비해서 훨씬 미세

구조결함에 민감하게 작용한다. 양전자의 특성은 특히 극미소량의 (1ppm 이하) vacancy 

type의 결함에도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이 있어서 SiO2 산화막, 금속박막층 등의 

공정분석에도 매우 유용하게 활용 될 수 있음. 양전자 기초기술은 원자력 산업 뿐만 아니

라 반도체, 폴리머, biology 등 다양한 응용이 가능하며 국내에서는 의공학용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PET)로 이미 소개되었다.

  양전자 소멸 장치를 이용한 결함 측정기술은 원자력압력용기의 조사결함 분석이외에도 

반도체소자가 고집적화 되어 감에 따라서 그 필요성과 수요 역시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미국, 일본 등지에서의 오랜 연구개발을 거쳐 상품화 단계의 수준에 있는 장비로써 전자

빔이나 이온빔 등을 이용하는 기존의 측정장치에 비해서 시장확보나 기술력에 있어서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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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전망이 밝다.

  양전자 소멸 장치를 이용한 결함 측정기술은 상당한 기반 기술이 필요한 기술로써 관

련 국내 산업 수준은 낮은 편이다. 따라서 관련 부품은 전량 수입에 의존해야하는 실정이

나, 이를 이용한 양전자 소멸장치 제작기술은 상당한 수준이며, 관련 분석프로그램도 자

체적으로 제작, 활용하고 있다. 

  본 연구개발을 통하여 양전자소멸 측정기술(Positron Annihilation Life Time 

Measurement Technique)을 이용한 원자로 압력용기의 조사결함 (Irradiation Damages)을 

보다 정 하고 신뢰성 있게 분석함으로서 원자로의 기계적 안전성과 수명예측에 대한 확

고한 Database를 구축하고, 원자로 압력용기의 Irradiation Damages를 효과적으로 분석 

할 수 있는 양전자분석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에 따른 결함분석 Model을 구축하며, 중성

자 조사된 압력용기의 기본 물성을 SEM, TEM, XRD 등 기존기술을 이용하여 결함분석

을 추진할 뿐만 아니라 양전자 소멸기술 (Positron Annihilation Technique)을 이용하여 

Irradiation Damage 등에 기인한 미세구조결함과 양전자의 Annihilation Lifetime과의 상

관 Model을 구축함으로서 기존 분석기술의 한계를 극복하여 선진국 수준의 조사결함 분

석능력을 확보하고자 한다.

5.2 양전자의 소멸 수명법(Positron Annihilation Lifetime; PAL)의 원리

5.2.1 양전자의 thermalization과 확산

  양전자원으로부터 방출된 양전자는 물질 내부에서 ionization과 core electron excitation 

등에 의해 thermalization된다. 이 때 소요되는 시간은 온도 300K에서 1∼3psec 정도인데 

일반적으로 100∼200ps인 양전자 수명에 비해서는 무시할 수 있을 만큼 작다. 양전자의 

stopping profile은 다음과 같다.

   P (x ) =α exp(-αx), α [cm-1]= 17
ρ [gcm-3]

E1.4max [MeV ]
  

(식 5.1)

여기서, α는 양전자 흡수계수, ρ는 물질의 도 그리고 Emax는 방출된 양전자의 최대에

너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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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rmal energy에 도달한 양전자들은 확산과정을 거치게 된다. 반고전적 random-walk 

theory에 의하면 양전자의 확산계수는 다음과 같이 쓰여진다.

 D+ =
1
3
v th l+ =

kBT

m *
τ rel      (식 5.2)

여기서, v th는 양전자의 thermal velocity, l+는 평균 자유행로(mean free path), k B는 

Boltzmann factor, T는 온도, m *는 유효질량, τ rel은 relaxation time이다. 금속 내에서

는 acoustic phonon들의 scattering이 지배적인 과정이고 T- 1/2에 의존한다.

   D+(T ) = D 0 ( 300KT )
1/2

    (식 5.3) 

금속의 경우, 300K에서 확산계수는 보통 D 0 = (1∼2 ) cm 2s-1이며 보통 l+= (50∼100)

Å이다.  또한 양전자 수명이 τ라고 할 때 확산거리는 다음과 같다.

L+ = (D+τ )
1/2 = (1000∼2000)Å   (식 5.4)

l+와 비교해 볼 때 L+≫l+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곧 diffusion theory가 유효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5.2.2 양전자의 파동함수와 수명

  양전자는 금속 내에서 원자핵과의 반발력에 의해 격자공간(lattice interstice)에서 포텐

셜에너지는 최소이고 이러한 위치에서 양전자가 존재할 확률은 최대가 된다. 가정적으로 

2차원 금속 model을 이용하면 그림 2.5.2.2.1과 같다. 그림 2.5.2.2.2(a)는 atomic cores를 

지나는 χ1축에 대한 포텐셜에너지, U(χ1)을 보여준다. 그림 2.5.2.2.2에서 단위 cell들의 

중심점 mim에서 포텐셜에너지가 최소값을 갖게 되고 이 점에서 포텐셜에너지가 0이라고 

놓는다. 그림 2.5.2.2.1에서 χ2은 이웃한 원자 사이의 안장점(saddle point) s에 대해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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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mim을 지나게 되는데 그림 2.5.2.2.2(b)에서와 같이 χ1축 보다는 좀더 평평한 형태의 

포텐셜을 나타낸다.

  어떤 주기적인 구조에서는 양전자 파동함수는 다음과 같이 Bloch wave이다.

Ψ k ( r ) = e i k⋅ ru k( r )   (식 5.1)

여기서, uk(r)은 격자의 주기성을 갖는다. Bravais 격자에서는 에너지가 가장 낮은 εc인 

양전자 파동함수가 파수벡터 k=0이다. 이에 대응하는 파동함수는 다음과 같은 주기성을 

갖게된다.

   Ψ0( r ) = u 0( r )   (식 5.2)

그리고 단위 cell에서 다음의 단위 cell로 안장점을 통과하게 되는 터널링(tunnelling)을 

수반하게 된다. 격자들 사이에 vacancy가 있는 경우, 포텐셜 우물은 vacancy 역에서 더 

깊어지고 양전자가 vacancy에서 bound state를 더 잘 형성시키게 될 것이다.

  양전자의 소멸률, γ는 양전자가 위치한 그 공간에서의 전자 도에 비례한다. 파동함수 

Ψ+(r)인 양전자와 one-electron 파동함수 Ψj(r)인 전자가 만나서 소멸할 때 γ는 다음과 

같다.

γ = ∑
j
Γ 2γj = πa

2
Bcα

4⌠
⌡
⌠
⌡|Ψ j( r )|

2 |Ψ+( r )|
2 d 3 r   (식 5.3)

여기서, 는 단위 시간당 j상태에서의 양전자의 소멸률이고, aB는 Bohr radius, c는 빛의 

속도, α는 Sommerfeld fine structure constant (α= 1
137 )이다. 그리고 양전자 각각의 

상태 i에 대해 τ i=1/λ i이다. 

  양전자의 거동에 관한 Γ 2γj 정보는 소멸 방사선에 의해 알 수가 있다. 일단 

thermalization이 되면 core electron보다 conduction이나 valence electron들이 양전자 주

위로 쌓여서 양전자 주변의 전자 도가 증가한다. 이온 core와의 척력으로 인해서 양전

자는 전자 도가 적은 vacancy로 국부화 된다. thermalize된 양전자는 확산과정을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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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내부에 결함이 있을 경우, 그 결함 속으로 trap되어 안정 또는 준안정한 국부화 상태

(localized state)를 이룬 후 소멸하게 된다. 이때 양전자가 소멸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전자의 분포, 즉 전자 도와 접한 관계를 갖는다. 양전자가 결함 속으로 trap되려는 경

향은 쉽게 이해될 수 있다. 금속 내에서 thermalize 된 양전자는 양의 전하이므로 양의 

ion들과 강하게 반발한다. 이러한 ion들 사이에서의 결함은 양전자에 대해서는 에너지적

으로 가장 안정한 역이고, 결국 양전자는 그 결함 위치로 국부화하게 된다.

  양전자 소멸율과 양전자 수명은 양전자가 소멸하는 주변의 여건과 접한 관계가 있다. 

양전자 소멸율은 전자의 파동함수와 양전자 파동함수의 overlap에 의해 결정되고 양전자

가 소멸하는 곳의 전자 도와 접한 관계가 있다. vacancy lattice site에서의 전자의 전

하 도는 완전 격자에서의 interstitial site의 전하 도 보다 작다. 따라서 vacancy에서 

trap되는 양전자의 소멸율(λv)은 free positron의 소멸율(λf)보다 작다. vacancy에 국부화

된 양전자는 긴 lifetime을 갖게 된다. 일반적으로 양전자 평균 수명의 측정은 양전자가 

trap되고 소멸하는 장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양전자 lifetime 데이터는 2-γ

annihilation에만 한정하고 othopositron의 형성만 배제한다면 정성적인 해석이 가능하다. 

양전자의 수명이 길다는 것은 양전자가 소멸하는 지역의 전자 도가 적다는 것을 의미

한다. 

  양전자 수명 측정법은 bulk내의 결함을 측정하는데 적합한 기술로서 그 결함들로는 

vacancy, vacancy cluster, void등이 있으며 각각에 대한 양전자 수명도 서로 다른 양상으

로 나타나고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그러한 양전자 수명의 특성은 결함 내의 전자 도

에 의존하고 있으며, 양전자 수명을 측정함으로써 결함의 종류를 판단할 수 있다. 

monovacancy에 대하여, 양전자 수명은 일반적으로 bulk에 대한 양전자 수명보다 30∼

70% 더 길다. 이러한 vacancy들이 vacancy cluster를 이루면, 그 크기가 커짐에 따라 양

전자 수명은 증가하게 되며, 최종적으로는 500ps까지 도달하게 되는데, 이 값은 

zero-density에 상응하는 값이다. void(R>10Å)에서는 양전자 수명은 void 크기에 의존하

지 않는 450∼500ps의 값을 갖는다. 이런 void에서 양전자는 그 표면에 생기는 자신의 

image potential에 trap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5.3 양전자 소멸 측정 시스템 

  양전자 수명은 시작과 종료시 방출되는 두 γ선 사이의 시간차를 측정함으로써 얻어진

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22
Na 양전자원에 대해서, 시작신호는 양전자원 핵으로부터 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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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와 동시에 방출되는 1.28MeV의 γ선, 소멸신호는 시편 내의 전자와 소멸할 때 방출되

는 0.511MeV γ선이다. 양전자원은 두 장의 동일한 시편 사이에 위치하게 된다. 

그림 2.5.3.1은 PAL 측정 장치의 개략도이다.

5.3.1 양전자원

  양전자는 방사성 동위원소와 high energy γ -ray에 의한 쌍생성, 이 두 가지 방법에 의

해 만들어진다. 후자는 양전자 빔으로서 사용이 가능하고 양전자의 에너지를 조절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제작이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양전자 분석 실험에

서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많이 이용한다.

  양전자원의 선택은 어떠한 양전자소멸측정기술을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다. 양전자소멸

측정 분광법을 위한 양전자원으로는 background count를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high 

fraction positron decay를 보여야 할 뿐 아니라 시간측정을 위한 start신호를 제공할 수 

있는 positron emission에 해당하는 prompt γ-ray를 요구한다. Na-22는 위 두 가지 조건

을 모두 만족시키면서도 lifetime이 길어 PAL 분광법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는 주로 

NaCl, NaHCO3 혹은 NaOC2H5의 수용액 상태로 판매되고 있다.

  그림 2.5.3.1.1에 나타낸 바와 같이, 
22
Na는 처음 exited state에서 양전자를 방출하면서 

붕괴하는데 이때 1.28MeV의 γ -ray가 방출되면서 de-exited state로 떨어진다. 이 과정에

서 걸리는 시간은 3ps에 불과하므로 실제 실험에서는 양전자와 1.28MeV의 γ -ray가 동시

에 방출된다고 생각할 수 있고, 결국 1.28MeV의 γ -ray를 시작 신호로 검출하게 된다. 또

한 
22
Na로부터 방출되는 양전자는 초기 운동에너지를 가지게 되는데, 그 최대에너지에 의

해 양전자가 물질에 투과하여 멈추는 stopping range가 결정된다.

  양전자원의 intensity는 약 10∼20μCi이다. 양전자의 수명을 측정하기 위해, 물질 내에

는 항상 하나의 양전자만이 존재해야만 한다. 그런데 20μCi의 양전자원은 10 6/s개의 양

전자를 만들어 내고 양전자의 수명은 약 10 9s- 1정도이므로 실험시 둘 이상의 positron이 

존재하기보다는 거의 1개의 positron만 존재하는 동안 실험이 진행되어 진다고 볼 수 있

다.

5.3.2 Dete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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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전자 수명은 시작과 종료시 방출되는 2- γ  간의 시간차를 측정하므로서 얻어진다. 

22
Na양전자원에 대해서, 시작신호는 양전자원으로부터 양전자와 동시에 방출되는 감마

(1.28MeV)이고, 소멸신호는 시편내의 전자와 만나 소멸할 때 방출되는 감마(0.511MeV)이

다. 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신호를 검출하기 위해 detector는 시작신호에 대한 것과 소멸

신호에 대한 것 두 가지가 사용된다. detector는 scintillator와 PMT, PMT base로 구성되

며 resolution에 가장 큰 향을 미친다.

가. Scintillator

  1.28MeV의 γ -ray와 0.511MeV의 γ -ray를 UV 또는 가시광선으로 바꾸어 준다. 일반적

으로는 fast plastic 물질이 많이 사용되지만, 최근에는 resolution이나 효율면에서 우수한

BaF2가 종종 쓰인다. scintillator는 scintillator의 재질뿐만 아니라 크기 모양, 그리고 코팅 

재질이 중요하다. fast plastic scintillator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것은 BC-418, 

Pilot U, NE 111, BC-422등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scintillator는 매우 빠른 risetime과 

decay time을 가지고 있다. 좋은 timing 시스템이 되려면 시그널 rising time이 매우 중

요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scintillator 의 모양은 원통형으로 크기와 직경은 다양하며 

대개 2.5×2.5츠가 널리 쓰이고 있다. 그리고 John McGervy등의 연구자에 의하면 

cone-type의 scintillator에서 time resolution이 원통형보다 10%정도 나아진다고 보고했다. 

플라스틱 scintillator는 투명하며 대개 white reflector로 코팅되어져 있다.

나. Photomultiplier tube와 base

  scintillator에 의해 만들어진 UV 또는 가시광선이 photocathode를 통해 전자로 바뀐 

후 dynode에 부딪히면서 증폭되어진다. resolution에 관계되는 rise time과 효율에 관계된 

quantum yield를 함께 고려하여 선택하여야 하는데, 이 두 조건은 서로 배타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적당한 절충에 의한 선택이 필요하다. PMT의 중요한 공급회사는 RCA, 

Philips, Hamamatsu, EMI등이 있다.

 

5.3.3 Power supply

  일반적으로 PAL에서는 약 2kV의 전압이 필요하고, 특히 민감한 장비인 만큼 안정성 

면에서 우수한 전원 공급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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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 Timing Electronics

  detector로부터 들어온 시작신호와 종료신호를 시간에 대한 신호로 바꾸어 출력한다.

가. CFDD(constant fraction differential discriminator)

  시작신호와 종료신호에 대한 각각의 에너지 역을 선별하여 detector에게 할당된 신호

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고, constant-shape pulse를 형성시킨다. 에너지 역 선별시 

그 선별 폭에 의해서도 resolution이 변할 수 있다. 원하는 신호에 대한 역을 적당히 선

별하되 잡신호는 최소로 하도록 windows를 조절한다.

나. TAC(Time-to-Amplitude Converter)

  선별된 시작신호와 종료신호 시간간격에 대한 pulse를 출력한다. 이때 이 pulse의 진폭

은 시간간격에 비례한다.

5.3.5 Data Handling Elements

 

가. MCA

  시간에 대한 pulse를 높이에 따라 분석하여 양전자 수명의 분포를 수집하고 저장하고, 

각각의 detector가 원하는 신호만을 얻을 수 있도록 에너지 분포 스펙트럼을 출력해 준

다.

나. PALMAS

  사용자가 쉽고 간편하게 data를 분석할 수 있도록 기존의 PATFIT이라는 fitting 

program을 통합하 다. 일반 PC의 windows 환경에서 사용 가능하며, 초기 data로부터 

분석은 물론 분석된 값들을 저장하고 그래프화 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data base화가 가

능하다. PATFIT-88 프로그램은 PAL 분석 프로그램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양전자의 수명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방식을 이용하면 

연구자들이 직접 매뉴얼 방식으로 그 과정을 일일이 검토해야한다. 따라서 이 방식을 배

치화하면 그 시간과 수고를 줄일 수 있다.

5.4 양전자 수명 스펙트럼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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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전자 수명 스펙트럼은 몇 개의 지수 성분들(exponential components)로 구성되어져 

있다. 이 지수성분들 중에는 샘플 내에서 소멸된 양전자에 대한 것 외의 성분들이 부가적

으로 더 포함되어 있다. 장비적인 분해 함수(resolution function)와 일정량의 background 

그리고 양전자원 물질 내에서와 supporting foil 내에서의 양전자 소멸에 대한 지수 성분

들을 스펙트럼에서 제거함으로서 샘플 내에서 소멸하는 양전자들의 수명 τ i와 intensity 

I i를 추출해 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분석은 수학적인 fitting program인 

PATFIT(Resofit, Positronfit)를 이용하며 본 연구에서는 일반 사용자가 쉽게 배우고 사용

할 수 있도록 이들 program을 통합하여 만든 PALMAS라는 새로운 분석 프로그램을 구

축하여 사용하 다.

5.4.1 Resolution

  PAL spectrometer의 장비적 resolution은 일반적으로 200∼250ps이며, 주로 Scintillator, 

PMT, CFDD의 성능이 가장 큰 향을 미친다. 그러나, 그 외의 다른 장비에 대해서도 

resolution은 향을 받고, 그밖에 습도, 온도, 진동 등 주위 환경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반

응한다. resolution의 측정은 양전자 수명이 잘 알려져 있는 결함이 없는 고순도의 샘플을 

이용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잘 어닐링(annealing)되어진 고순도(99.999%) 알루미늄(0.166

± 0.003 nsec)을 사용하 다. 이러한 샘플들로부터 시간 스펙트럼을 MCA을 통해 취하고, 

스펙트럼의 FWHM(full width at half maximum)을 측정함으로서 분해함수가 얻어진다.

5.4.2 Source Correction

  양전자의 일부(10∼15%)는 양전자원 물질 자체 내에서와 양전자원과 샘플간의 경계면 

내에서 소멸한다. 이들 소멸이 양전자 수명에 대한 spectrum에 대한 부가적인 성분들을 

만든다. 측정하고자 하는 샘플 내에서의 양전자 수명과 intensity를 얻기 위해서는, 가능

한 한 정확하게 이러한 성분들에 대한 보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양전자원으로부터 적어도 두 개의 성분들이 발생한다. Active 
22
NaCl에서의 

소멸은 450ps의 수명을 만들어낸다. 양전자원을 덮고있는 foil에서 소멸하는 양전자는 더 

짧은 100∼200ps의 수명을 갖는데, 이것은 foil이 어떤 물질인가에 따라 다르다. 종종 1∼

2ns의 아주 긴 수명 성분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 성분이 0.1%가 넘으면 새로운 source



- 335 -

로 교체하는 것이 좋다.

  양전자원에 대한 수명 성분들의 intensity는 샘플의 원자번호에 의존하는데, 이것은 양

전자원이 샘플 사이에 들어가는 샌드위치 구조에 의해 backscattering이 일어나기 때문이

다. source corrections 또한 resolution에서와 마찬가지로 결함이 없는 샘플을 이용함으로

써 이루어진다. 보통 450ps 성분은 쉽게 분리되지만 foil component는 샘플에서의 양전자 

수명과 종종 혼합되기도 한다. foil intensity에 대한 경험적인 공식이 다음과 같다.

I foil (%) = 0.324Z
0.93S 3.45/Z

0.41

  (식 5.4)

여기서, Z는 샘플의 원자 번호이고 S( mg cm- 2)는 foil 두께이다. 높은 Z값들(>40)에 대해

서는 이 공식은 정확도가 떨어진다.

5.5 압력용기강의 양전자 수명 실험

5.5.1 시스템 준비 

  PAL system의 PMT 부분은 stabilization에 민감하므로 실험 1일 전부터 장비를 켜서 

warming up 한 후 Time Calibrator를 사용하여 channel수에 대한 시간 calibration을 한

다. 예를 들어, Time Calibrator를 16ns delay로 맞춘 뒤 TAC의 start output과 TC의 

start을, TAC의 stop output과 TC의 stop을 연결하여 data acquisition spectrum을 얻었

을 때 두 peak의 channel 번호가 220chs, 918 chs이라면 16/(918-220) = 0.0229ns/ch을 

얻는다. data acquisition시 data count 수는 최소한 1M 이상이어야 한다. 200cps로 count

하고 있다면 1M/200cps=5×10
3
sec=1.4hr를 요구한다. 일반적으로 10M counts 이상의 

data acquisition이 바람직하므로 10M/200cps=5×10
4
sec=14hr 걸린다.

  장비의 RESOLUTION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양전자 수명이 잘 알려져 있는 어닐링

(annealing)되어진 고순도(99.999%) 알루미늄(0.166 ± 0.003nsec)을 사용한다. 세척, 건조, 산

화 피막제거, 세척, 건조 후 annealing (진공도 10
-5
 torr, 400℃, 1hr)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얻어진 Al Plate를 이용해서 개발된 장비의 RESOLUTION은 170ps(pico-second)

로 당초 개발목표보다 월등히 성능이 향상된 장비임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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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 실험 결과

  실험에 사용된 압력용기강의 조성과 미세조직을 표 2.5.5.2.1과 표 2.5.5.2.2에 정리하

다. 3종의 압력용기강은 유사한 조성을 가지고 있으나 가공열처리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입도의 크기와 석출물의 크기 및 분포에 차이를 나타내었다. 양전자 수명은 2gaussian 

3lifetime으로 분석하 으며 τ3 > 600ps이고 I3 < 1.9% 이하의 세 번째 성분은 시편 표면

의 얇은 산화막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에 포함하지 않았다. 표 2.5.5.2.3에 3종의 압력용기

강의 양전자 수명 결과를 나타내었다. 평균 수명 τm이 소둔된 α-Fe의 bulk lifetime 

110ps보다 큰 것으로부터 가공 열처리에 의한 초기 결함조직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일

반적으로 가장 짧은 수명을 나타내는 τ1은 양전자의 delocalization에 의한 것으로 알려

져 있으며 τ2는 결함에서 소멸된 양전자의 수명으로서 결함의 종류를 추정할 수 있다. 

표 2.5.5.2.4에 α-Fe 및 저합금강에 존재하는 주요한 결함에서의 양전자 수명을 정리하

다. 압력용기강의 τ2는 130∼140ps 정도로써 mono-vacancy의 양전자 수명(175ps)보다 훨

씬 낮기 때문에 공공 형태의 결함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압력용기강의 τ

2(130∼140ps)는 전위의 수명보다 낮은데 이는 양전자가 전위 이외에도 석출물, 석출물/

기지 경계 등 다양한 형태의 결함에서 소멸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2.5.5.2.1에 입도 

및 래스 폭과 양전자 수명과의 관계를 나타내었다. 대체로 입도 및 래스 폭이 증가함에 

따라 양전자 수명, τ2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 는데 이것은 입도 및 래스와 관계된 전위

도의 감소에 따른 것으로 추정되며 향후 미세조직학적 변수들 혹은 기계적 성질을 양

전자 수명 데이터와 상관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5.6 결론

  양전자소멸 측정장치를 이용한 조사결함 분석 기술은 중성자에 조사된 원자력 압력용

기 재료의 조사손상기구 이해, 손상평가 및 이를 바탕으로한 새로운 내방사성 재료개발을 

위한 data base를 확보할 수 있으며 특히 나노구조 결함측정에 우수한 본 기술은 향후 

Nano소재 및 신소재 개발분야, 반도체산업 등에 다양하게 응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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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the investigated steels 

Material C Si Ni Mn Cr Mo Cu P N Al

VCD 0.18 0.08 0.77 1.40 0.15 0.53 0.06 0.005 0.004 <20ppm

SA(I) 0.21 0.24 0.92 1.36 0.21 0.49 0.03 0.007 - 0.022

SA(II) 0.19 0.20 0.82 1.44 0.15 0.55 0.03 0.006 - 0.020

Table 2. Grain size, carbide and precipitates morphology, and banite lath structure in YK3, YK5

Material

Grain size

Precipitates, carbide, and bainite morphology and lath width(μm)

ASTM
Size
(μm)

VCD 7.6 22.3

Round(dia: ~0.5μm), Fine needle(50~100nm)

Agglomerated, large and localized coarse carbides

Underdeveloped lath boundary, lath width: 5μm

Coarse interlath carbide PPt No: 6×10
7
/mm

2
(Round:Needle=1:0.85)

SA(I) 8.7 15.4

Round(dia:0.025μm), Needle(80nm), Square-like needle(100nm), 

Three types of carbides morphology, PPts at GB and matrix

Well developed lath boundary, lath width: 3.5μm

Interlath carbides, PPts No.:3.1×109/mm2

Round:Needle:Square Needle=1:1.75:0.46

SA(II) 9.5 12.5

Round(<0.05μm), Needle(50~100nm), Fine round carbide

Well developed lath boundary, lath width:2μm

No interlath carbide, PPts No.:6.7×10
7
/cm

2
, Round:Needle=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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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ree-components decomposition of PL spectra of the present steels

Material χ/ν τm τ1 τ2 I1 I2

VCD 1.060 120.2 82.8 128.4 17.6 82.3

SA(I) 1.067 122.2 65.4 137.1 20.2 79.5

SA(II) 1.036 128.9 51.6 139.6 12.1 87.5

Table 4. Positron lifetimes for defect configuration in α-Fe and carbides in low alloy steels

Material Positron lifetime[ps]

Fe-bulk 110

Fe-edge dislocation 142

Fe-screw dislocation 165

Fe-monovacancy 175

Fe-6V microvoid 304

Fe3C 101

Mo2C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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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Intial window of PAL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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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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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가속기와 PAS 를 이용한 경수로 압력용기강 조사경화에 

미치는 조사율(Flux) 및 조사량(Fluence) 효과 연구

6.1 서    론 

  경수로 압력용기강의 조사취화(Irradiation Embrittlement)는 수명과 안전성에 커다란 

향을 준다. 조사취화에 향을 미치는 요인(variable)을 대별하면 크게 재료와 환경요인 

두가지로 나눌수 있는데 압력용기강 제조방법(정련 및 열처리 방법 등) 에 따른 재료의 

미세조직 및 기계적 성질 등이 전자에 속하고 조사온도(가동온도), 중성자 조사량(fluence, 

dose, dpa), 조사율( dose rate, flux, dpas-1) 및 중성자 에너지 스펙트럼(energy 

spectrum) 등이 후자에 속한다. 지난 30 여년간 경수로 압력용기강의 조사취화에 미치는 

재료요인 및 환경요인에 대한 많은 연구가 여러나라에서 수행되어 왔으며 그 결과 각 나

라는 각 나라의 재료 및 원자로 조사환경을 고려한 조사취화 예측식(방법)을 마련하여 수

명예측 및 원자로 가동조건결정, 압력용기 안전성 평가 등에 사용하고 있는 한편 보다 정

확하고 신뢰성있는 취화예측식 개량(up date)을 위하여 현재에도 많은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 [1][2][3][4][5].

  조사취화에 미치는 중성자 조사량 및 조사율 효과는 조사환경 요인가운데 관련 실험자

료가 많지 않을 뿐만아니라 적지않은 요인들이 두 효과에 향을 주고있어 아직까지 정

확하게 그 기구(mechanism) 가 밝혀지지 않고 있다. 특히 압력용기강과 같이 취화현상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각 요인들이 서로 향을 주는 synergistic 

effect 가 있는 경우 실험을 통하여 어느 한 요인(variable) 의 향만을 정확하게 분리 파

악한다는 것(single variable study) 은 쉽지않은 일이다. 

  본 연구에서는 조사변수의 제어가 용이한 가속기를 이용하여 상업용 원자로압력용기강

의 model alloy 를 조사(irradiation)하여 압력용기강의 조사경화(irradiation hardening) 

에 미치는 조사량 및 조사율 효과를 조사하 다. 

6.2 본    론

6.2.1 실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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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재료 및 조사전 미세조직 

  본 연구에 사용된 재료는 실험실 용해한 상업용 경수로 압력용기강 model alloy 로서 

화학성분과 열처리 이력은 표 1 과 같다. 

  미세조직은 두 재료 모두 tempered martensite 및 bainitic 으로서 입도(grain size) 및 

항복강도, 인장강도, total elongation, uniform elongation, 가공경화지수(strain hardening 

coefficient) 는 표 2 와 같다. 

  비조사재에 대한 TEM 미세조직 관찰결과 탄소함유량이 적은 CM 23 의 경우 50,000 

배 관찰에서 탄화물이나 석출물이 거의 관찰되지 않았고, CM 24 의 경우 높은 탄소함유

량에 따라 길이 100 - 200 nm 의 Mo2C 로 추정되는 바늘형태(needle type)의 탄화물이 

matrix 내에서, 그리고 둥근형태의 탄화물이 잘 발달된 lath boundary를 따라 많이 관찰

되었다. 

나. 조 사 (irradiation)

  조사는 한국자원연구소의 가속기(Tandem Vande-Graaff ccelerator, model: NEC 

5SDH-2)를 이용하여 진공(10-6 Torr)에서 beam current 250 nA 의 8 MeV Fe
+4
 ion을 조

사하 다. 조사시 시편의 온도는 60 ℃를 넘지않았다. 조사조건은 40 eV Fe 원자 

displacement energy 에서 TRIM95를 사용하여 계산하 다. 

  조사경화에 미치는 조사량(dose)효과 연구를 위한 시편조사(irradiation) 에서는 PWR 

압력용기 40 년 수명말기에서의 조사량에 해당하는 약 1.13 X 10
-2
 dpa (fluence∼ 6.1 x 

10
12
 Fe

+4
 ions.cm

-2
)를 고려하여 시편 표면에서 깊이 1.5 ㎛ 에 형성된 range peak 에서의 

조사량 3.46 x 10
-4
 ∼ 1.08 x 10

-1
 dpa 범위에서 6 개의 조사량을, 그리고 조사율(dose 

rate) 효과 연구를 위한 조사(irradiation) 에서는 3.60 x 10
-6
 ∼ 3.60 x 10

-4
 dpa.s

-1
  범위

내에서 4 개의  dose rate  을 선정하여 PWR 압력용기 40 년 수명말기에서의 조사량에 

해당하는 약 1.13 X 10
-2
 dpa (fluence∼ 6.1 x 10

12
 Fe

+4
 ions.cm

-2
)를 조사하 다. 실험목

적에 따른 조사량(dose) 및 조사율(dose rate)은 표 3 과 같다. 

  한편, 압력용기강 model alloy  에서 8 MeV Fe
+4
 ion  조사시 표면으로부터 깊이에 따

라 recoil  에 의하여 시편에 흡수되는 에너지분포의 TRIM94 계산결과는 그림 1 과 같다.

다.  양전자수명(PA lifetime) 및 intensity 측정

   재료 및 조사조건에 따른 조사결함(radiation defects) 의 농도 및 종류에 관한 정보를 

얻기위하여 양전자 수명(PA life time) 과 intensity를 측정하 다. PA 방법에 의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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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연구의 실험 및 자료해석 관련 일반적인 사항은 참고문헌을 참조바란다 [6]. 

  양전자 수명측정은  고등기술원의 230 ps time resolution  의 fast coincidence 시스템

을 이용하여 상온에서 activity 약 10mCi 정도의 22NaCl 양전자원(positron source)을 2 

mm 두께의 Ni foil 에 봉시켜 조사시편 사이에 샌드위치 형태로 배열한 상태에서 측

정하 다. 보다 정확한 결함관련 정보를 얻기위하여 각 시료에 대하여 최소한 5 x 10
6
  

count 이상의 소멸에 따른 annihilation gamma signal을 수집하 다. 한편, 수집된 data 

로부터 조사시편에 대한 소멸신호만을 선별해 내기 위하여 시편에서가 아닌 양성자원

(positron source) 자체와 Ni foil 등에서의 양전자 소멸에 따른 signal 성분을 제거하 으

며 최종적으로 조사시편에서의 소멸신호에 대하여 PATFIT-88 프로그램을 이용, dose 인 

경우는 3 Gaussian 4 Lifeime 으로 dose rate 인 경우에는 2 Gaussian 4 lifetime 으로 분

석을 하 다. source correction과 time resolution은 양전자 수명이 160ps로 잘 알려진 소

둔된 고순도 Al(99.999%) 시료를 이용하여 수행하 다.

 

라. 경도측정

  PA life time 및 intensity 변화에 따른 기계적 성질변화를 측정하기 위하여  미세경도

시험(Vickers microhardness test)을 수행하 다. 

시험하중(10g)은 range 에서의 조사결함 형성에 따른 경도변화를 측정하기 위하여

TRIM95 계산결과(range ∼ 1.5 ㎛)를 고려한 인덴터(indenter) 침투깊이 (penetra -tion 

depth) 로부터 결정하 다. 시험은 15 s 동안 수행하 다.

6.2.2 결과 및 토론

가. 조사경화에 미치는 조사량 효과

(1) 조사량에 따른 PA intensity  및  lifetime 변화

  조사량(dose) 에 따른 PA lifetime 및 intensity 와 경도변화를 각각 그림 2 및 3 에 정

리하 다. PA life time τ1 과 τ2 의 intensity 변화를 조사결함 농도변화와 연관지어 살

펴보면 그림 2 에 보듯이 CM 23 과 24 의 조사량(dpa)에 따른 조사결함 도변화는 조

사량 3.46 x 10
-4
 ∼1.13 x 10

-2
 dpa 에서 유사한 거동변화를 보이다가 3.46 x 10

-2
 ∼ 1.08 

x 10
-1
 dpa 에서는 서로다른 경향을 보인다.  CM 23, 24 공히 3.46 x 10

-4
 ∼ 1.08 x 10

-3
 

dpa 에서 최대치를 보이고 이 보다 조사량이 10 ∼ 30 배 증가하게 되면 τ2 결함농도는 



- 347 -

오히려 감소하여 1.13 x 10
-2
 dpa 에서는 거의 비조사재와 같은 정도의 intensity를 보이

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CM 24 의 탄소함유량이 CM 23 보다 6 배 많은 시편인 것을 고려하면 탄소

함유량이 많은 CM 24 시편의 경우 CM 23 보다 작은 조사량에서 조사결함 포화에 도달

하는 것으로 나타나 interstitial atom(carbon ) 은 조사에 따른 조사결함의 형성 및 안정

화에 커다란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7].

  CM 23, 24 공히 1.13 x 10
-2
 dpa 에서 지금까지 형성되어온 많은 조사결함의 합체에 

의한 소멸(예를들어  vacancy cluster 의 분해후 mirovoid 형성)을 고려해 볼수 있다. 

  이후 조사량 증가에 따라 CM 23 과 24 는 서로 다른 거동을 보이는데 CM 24 는 3.46 

x 10
-2
 ∼ 1.08 x 10

-1
 dpa 에서 1.08 x 10

-3
 dpa 에서 보인 intensity 최대치값(∼40%)으로 

포화(saturation)하며  CM 23 은 CM 24  와는 달리 1.13 x 10
-2
 ∼ 3.46 x 10

-2
 dpa 에서

는 커다란 변화가 없다가 1.08 x 10
-1
 dpa 에서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M 24 

의 CM 23 에 대한 상대적인 이러한 조사결함 농도 증가 및 포화는 탄소원자의 조사결함 

안정화와 접한 관련이 있을것으로 판단된다. 

  조사량에 따른 lifetime 변화는 전체적으로 intensity 변화와 대칭을 이루는데 결함의 종

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τ2 변화를 살펴보면  비조사에서 175 ps (170 ∼ 180 ps) 이

었으나 조사에 따라 약간 감소(∼ 160 ps) 한후 조사량 1.08 x 10
-3
 dpa 이후 3.46 x 10

-2
 

dpa 까지 점차증가하여 190 ps  까지 증가한후 다시 조사량이 증가하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8 x 10
-1
 dpa 에서 약 170 ps). 즉, 조사량 증가에 따라 175 ps (비조사) → 

160 ps(1.08 x 10
-3
 dpa) → 190 ps(3.46 x 10

-2
 dpa) → 175 ps (1.08 x 10

-1
 dpa) 와 같이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함종류와 연관지어 이러한 lifetime 변화를 살펴보면 본 재

료와 같은 model alloy 에 metal ion을 조사시켜 PA 실험을 수행한 결과는 없어 정량적

인 수치적 비교는 불가능하지만 steel에서 2 - 3 개의 vacancy 합체에 의한 cluster 형성

시 대략 200 ps 이상의 lifetime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되며 그 이하에서는 주로 

dislocation (145 - 165 ps), mono- (190), di-vacancy (197) 등이 보고되고 있다. 한편, 중

성자 조사된 원자로압력용기강에서의 측정결과 (as-irradiated 상태) 를 살펴보면 (Ref: G. 

H. Dai et al), τ 176 ps 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본 결과는 조사에 따라 microvoid 형

성과 같은 많은 량의 vacancy 합체조직은 형성되지 않았고 기 존재하던 dislocation 과 

조사에 따른 vacancy 와의 interaction 및 조사에 따른 석출물형성 및 이 석출물과 matrix 

interface 에서의 소멸과 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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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Vickers Microhardness

  조사량 증가에 따른 경도변화를 살펴보면 (그림 3) 탄소함유량이 많은 CM 24 의 경도

값이 비조사를 포함하여 전 조사량에서 CM 23 보다 크다는 것을 알수 있다. 두 시편 모

두 조사에 따라 그리고 조사량 증가 (3.46 x 10
-4
 → 1.08 x 10

-1
 dpa) 에 따라 경도값이 

증가하 다 (CM 23 은 17%, CM 24 는 18 % 각각 경도증가 함). 두 시편 모두 조사량 

증가에 따라 경도값이 증가하나 조사량 1.13 x 10
-2
 dpa 에서는 조사결함 합체에 의한 결

함농도감소 에 따라 경도는 증가하지 못하다가 이후에는 다시 조사량 증가에 따라 경도

값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탄소함유량에 상관없이 나타나는 이러한 경도값의 변화는 조사결함 농도변화와 유사한 

변화경향을 보인다. 

나. 조사경화에 미치는 조사율 효과

(1) 조사율(dpa.s-1)량에 따른 PA intensity  및  lifetime 변화와 경도변화

  조사율(dose rate. dpa.s) 에 따른 PA intensity 및 lifetime를  그림 4 에 정리하 다. 

두 시편 모두 조사율 증가에 따라 조사결함 농도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높은 

조사율보다 낮은 조사율의 조사결함 농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율에 따른 lifetime 변화는 CM 23 의 경우 160 ∼ 190 ps, CM 24 의 경우에는 ∼ 

160 ps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부터 두 시편 모두 공통적으로 delocalized annihilation 

및 dislocation 에서의 소멸과 함께 탄소함유량이 많은 CM 24 의 경우에는 조사에 따라 

형성되는 탄화물의 interface 및 탄화물과 matrix 경계의 misfit structure 에서의 소멸을 

고려할수 있다.  

  한편, 그림 5에서 보듯이 CM 24 경도의 조사율에 따른 변화는 intensity 변화와 매우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CM 23 의 경우에는 경도변화와 intensity 변화가 일치하지 않는

데 이는 PA 로 측정되는 조사에 따른 scattering center 농도증가(결함농도증가) 가 경도

증가에 기여하지 못하는 결함형태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5 의 intensity 변화는 두 시

편 모두에서 조사율 증가에 따른 결함의 소멸. 합체 및 이에따른 결함 농도저하를 보여주

고 있다. 

  이러한 조사결함 농도에 미치는 조사율 효과는 조사시간 동안 일어나는 조사결함의 이

동 및 합체, 소멸과 접한 관련이 있다. 낮은 조사율에서는 조사결함의 이동 및 합체에 

의한 조사결함의 소멸이 높은 조사율에서 보다 작아 결과적으로 조사후 소멸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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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남는 조사결함의 수는 큰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이러한 조사효과 는 중성자 조사시 

원자로압력용기강에서 나타나는 조사율 효과(flux effect) 연구에서 확인되고 있다 [9].  

 

조사율 효과를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 조사율 및 탄소함유량에 따른 조사결함의 형태와 크기는 거의 같다.

(2) 중성자조사에서와 같이 낯은 조사량에서 높은 조사결함농도를 가진다.

(3) 탄소함유량이 작은 CM 23에서 높은 vacancy type 조사결함 농도를 보인다.

(4) CM 24에서 조사결함의 포화경향을 확인할수 있다. 

6.3 결     론

  탄소함유량에서 5 배의 차이가 나는 경수로 압력용기강 model alloy와 가속기를 이용

하여 경수로 압력용기강의 조사경화에 미치는 조사량(dose) 및 조사율(dose rate) 효과를 

조사하여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interstitial atom(carbon ) 은 조사에 따른 조사결함의 형성 및 안정화에 커다란 역할

을 한다.

(2) 수명측정 결과로부터 조사에 따른 경도상승 원인결함은 기 존재하던 dislocation 과 

조사에 따라 형성된 vacancy와의 interaction에 의한 cluster 및 조사에 따라 형성된 석출

물인 것으로 판단된다. 

(3) 조사율 및 탄소함유량에 따른 조사결함의 형태와 크기는 거의 같다.

(4) 중성자조사에서 나타나는 경수로 압력용기강의  조사율 효과(flux effect) 와 같이 본 

실험조건에서도 낮은 조사율(lower flux) 에서 높은 조사결함농도가 관찰되었다. 

(5) 탄소함유량이 큰 CM 24에서 조사결함의 포화경향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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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emical Composition and Heat Treatment History of Materials CM 23 and 24.  

* in atom parts per million.

화학성분

(wt.%)

C Ni Mn Cr Cu Mo P N
*

As/S

b Sn 

each

B
*

Al Si 비고

CM

23
0.05 0.8 1.4 0.0 0.0 0.5 0.005 <50

<0.00

5
< 1 0.005 0.25

CM

24
0.3 0.8 1.4 0.0 0.0 0.5 0.005 <50

<0.00

5
< 1 0.005 0.25

열처리

이력

900℃ 30 min., 450℃ Salt Quench 10 min.

air cool, 660℃ 4 hr., air cool

Table 2. ASTM Grain Size Number, Yield Strength, Ultimate Tensile Strength(UTS), Uniform 

Elongation, Total Strength, and Strain Hardening Coefficient of Material CM 23 and 24, 

respectively.

입도

(ASTM

Grain Size

Number )

항복강도

(ksi)

인장강도

(ksi)

uniform

elongation

(%)

total

elongation

(%)

가 공 경화

지수(strain 

h a r d e n i n g 

coefficient)

CM 23 7.5 59.8 71.3 9.11 16.8 0.06

CM 24 7.3 71.9 89.7 7.70 12.7 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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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RIM95 results on the irradiation for dose and dose rate experiments. 

dose

rate

(dpa.s-1)

3.60 x 

10
-6

1.44 x 

10
-5

7.18 x 

10
-5

3.60 x 

10
-4

dose

1.13 x 

10
-2
 dpa

dose

(dpa)

3.46 x

 10
-4 

1.08 x 

10
-3

3.46 x 

10
-3

1.13 x 

10
-2

3.46 x 

10
-2

1.08 x 

10
-1

dose rate

1.44 x 

10
-5

dpa.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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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RIM95 result on the absorbed energy distribution in depth. Damage peak(range) and 

FWFM(Full Width at Half Maximum) are seen to be occur at 1.5 ㎛ and 0.7 ㎛,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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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Dose dependence of Vickers Microhardness (test load: 10 g, 15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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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항  조사재 증식 및 재생 접합기술 개발 및 자료 생산

7.1 접합장치의 제작, 설치 및 시험 현황

   우리 연구소와 Finland 의 VTT 연구소 합작으로 arc stud welding 방식의 접합장

치를 hot cell 용도에 맞게 설계, 제작하 다. 주요 본체에 대한 사진이 그림 1 에 나타

나 있다. 별도의 mechanical jig 와 clamping system을 적용, 제작하 으며, Charpy 시

험편의 크기와 열 향부를 고려하여 적정 transformer 용량을 결정하 다. 접합장치의 

제원 및 설치 관련사항, 그리고 예비시험 결과는 아래와 같다. 

7.1.1 접합장치의 명칭 및 부품 구성

   가) 접합장치의 명칭 : 조사재 접합장치(Irradiated materials joining system)

   나) 부품 구성 :

     a.  Stud gun (NS 40 SL) - mechanical unit 내에 내장됨

     b. Electric control unit with transformer (TRW Nelson INTRA 1400)

        - 크기 약 700(W) x 800(L) x 700(H)(단위 : mm), 무게 약 200 kg

        - 용접 전원 장치로서 hot cell 밖에 설치 

     c. Mechanical unit with pneumatic control system (VTT)

        - 크기 약 500(W) x 500(L) x 800(H)(단위 : mm), 무게 약 50 kg

        - 실질적인 용접장치로서 hot cell 내 설치

7.1.2 용도 및 특성

   가) 용도 : 한 번 사용한 조사 시험편을 재생하여 다시 사용하기 위함. 조사재의 

broken halves (center insert) 에 비조사재의 end stud 를 용접함.

     a. 표준 크기의 샤피시험편 : 10 x 10 x 55 (mm)

     b. 표준 크기 이하의 샤피시험편 3.3 x 3.3 x 23.6 (mm)

Specimen 
center insert end stud

cross-section length(min.) cross-section length

standard 10x10 11 12x12 28-40

small 3.3x3.3 11 6x6 2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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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 mm)

   나) 특성 : 

     a. 용접방식 : 아크 용접의 일종으로, 시험재 사이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전류를 

흘림으로서 순간적으로 (0.01-0.1 s) 아크열이 발생하여 접합이 이루어짐. 가스 분위기는 

아크의 발생을 도와줌. 원래는 못(stud) 형태의 부품을 접합하는데 이용되는 방법이며, 

생산 현장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음. 본 용접기는 이를 응용한 것이며, 조사 시험편의 

재사용을 위한 목적으로 기계적 장치 등이 별도로 설계 제작된 것임. 

     b. 장점 : 경제성이 뛰어남.  조사재의 재생을 목적으로 ASTM E 1253-88에서 추

천하는 용접방법은 전자빔 용접, 레이저 용접, 마찰 용접 등이 있으나, 모두 고가이며, 

그런데 비해 본 용접기는 저렴하고 용접 품질면에서도 뒤지지 않음.

7.1.3 설치 관련 사항

   가) 장소 : IMEF M2 Cell 

      * mechanical part 는 hot cell 내, electric part 는 hot cell 외부 설치.

   나) 용접전원 : 63A/380V/3P

   다) 가스 공급 : argon (99%) 혹은 MISON 18(AGA, Ar+18%CO2) 혹은 CORDON  

      18(Linde AG) 가운데 선택, 약 0.5 liter/min 의 속도로 공급

   라) 에어 공급 : max. 6 atm

   마) 원격 조정 : 현재의 IMEF 장치로 가능

     a.  표준 및 소형 시험편의 탈착, 시험편간의 간격조정 

     b. 표준 및 소형 시험편용 ceramic shields 의 탈착, 나사 조임

   바) EDM 혹은 Milling M/C : Center insert 및 최종 시험편의 가공을 위해 가공기  

      계의 사용이 불가피함.

7.2 예비시험 결과

7.2.1 온도측정 결과

      온도측정은 ASTM에서 제안하고 있는 방법과 기준을 따랐다. 그림. 2(a) 는 

insert 재료의 T/C 부착위치를 보여주고 있다. 접합부위에서 각각 1, 3, 5, 7 mm 떨어

진 부위에 hole을 가공했다. 그림 2(b) 는 T/C(4 lines)를 부착한 insert를 접합장치에서 

접합하려는 장면을 보여준다. 온도측정은 적정접합조건(접합장치의 전류, 시간, gas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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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량 등)하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시험결과 적정접합조건은 1200 A, 0.06 sec, 0.5 

l/min Ar 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해서 측정된 시험편의 온도는 각 위치별로 그림 3 과 

같이 나타났다. 접합부에서 1 mm 떨어진 곳이 326
o
C이고 3, 5, 7 mm 각각 229, 159, 

129
o
C 로서, 필요한 온도조건을 만족함을 알 수 있다.

7.2.2. 접합부의 검사 

       접합부의 검사는 외관검사, macrostructure 관찰 및 경도측정에 의해 이루어졌

다. 외관검사는 접합 직후 접합부의 건전성을 눈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그림 4 에 보인 

바와같다. Macrostructure 관찰은 접합부위를 polishing 및 etching 한 후 주로 결함의 

정도와 열 향부의 크기를 보기 위한 것이며, 관찰결과는 그림 5 와 같다. 대체로 건전

한 접합부를 보이고 있으며, 열 향부의 크기는 1∼1.5 mm 로 나타났다. 한편, 경도측

정결과는 그림 6 과 같이 나타났으며, 조직관찰 결과와 거의 일치한 열 향부 크기를 

보이고 있다.

   

7.2.3 충격시험 결과

       전온도구간에서 충격시험한 결과, 그림 7 과 같다. 재생접합 전후에 시험편의 

성능이 크게 변하지 않았음을 볼 수 있다.

7.3 요 약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hot cell 밖에서의 장치의 설치 및 예비 가동 결과는 

비교적 만족할만하다. 용접열 향부의 시험결과와 온도측정 결과는 ASTM에서 제안하

는 기준을 만족시키고 있다. 현재 hot cell 내에 설치하여 가동하기 위해 원격조정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jig 등을 일부 보완중에 있으며, 용접후 가공을 위해 EDM 혹은 

Milling M/C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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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Illustrations of irradiated materials join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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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2.  Temperature measurement of insert specimen



- 363 -

        (Time)  

(Temperature)

Fig. 3.  Temperature variations with position and time

     

(a) Before machining                       (b) After machining

Fig. 4.  Appearance of reconstituted speci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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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Macrostructure of the heat-affected zone of reconstituted speci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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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v = A + Btanh[(T-T0)/C]

Data: stud welded
A = 147.35 ± 0
B = 144.65 ± 0
T0 = 19.32212 ±2.64735
C = 37.15964 ±4.78278

Data: Baseline test
A = 151.35 ±0
B = 148.56 ±0
T0 = 11.35745 ±1.65889
C = 34.67815 ±3.29834

  Stud wel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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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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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Notch impact toughness variation with test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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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원자로압력용기 및 1차 배관 재료물성 자료생산/

         체계화 및 database 기반 구축

제 1 항  원자로압력용기 재료물성

1.1 원자로압력용기용 강

 

1.1.1 서론

  가압경수형 원자로의 압력용기는 약 10인치 (250mm) 정도의 두께를 갖는 대형 구조물

로서 소재에서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특성은 내압에 충분히 견딜 정도의 강도 및 파괴인

성이다. 원자로 압력용기는 가동 중 고속중성자 조사를 지속적으로 받아서 파괴인성이 저

하되고 연성-취성 천이온도가 고온 쪽으로 이동하는 취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발전

소의 안전운전 여유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는 파괴저항성이 큰 소재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소재의 화학 성분에 있어서도 조사취화에 대한 향이 큰 원소인 Cu, Ni, 

P 등에 대한 엄격한 조절을 필요로 한다. 

  초기의 압력용기재료인 SA212-B carbon steel은 강도가 낮고 두께가 커질 경우 파괴인

성에 문제가 있어서, 강도와 인성이 향상된 HSLA grade의 SA302-B low-alloy steel로 대

체되었다. 여기에 다시 열처리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Ni을 첨가하여 충격인성을 향상시

킨 SA533-B1 (grade B, class 1) plate 재료가 개발되어, 현재까지도 원자로 압력용기의 

주 소재의 하나로서 사용되고 있다. Plate 소재로 압력용기를 제작할 경우 여러 개의 축 

방향 용접부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균열 안전성 측면에서 매우 불리하다. 

  따라서 축 방향 용접부를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하여 대형 단조재 (shell forging)의 적

용이 도입되었으며, 대표적으로 SA508-Gr.2 강이 사용되었다 (우리나라의 고리1호기 등). 

SA508-Gr.2는 SA533-B1과 유사한 열처리 제조 특성을 가지며, 화학성분에 있어서는 Mn

의 양이 약간 작은 대신 Ni 및 Cr과 Mo이 약간 더 첨가되어 강도와 인성이 SA533-B1 

강과 거의 유사하다. 

  하지만 SA508-Gr.2 재료의 내면에 austenitic 스테인레스 강으로 cladding한 후 stress- 

relief 열처리를 하 을 때 cladding 안쪽으로 microcrack이 발생하는 것이 발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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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533-B1 강에서는 이러한 microcracking의 문제점이 보고되지 않았기 때문에 화학조성

을 SA533-B1 강과 거의 유사하게 조절한 SA508-Gr.3 강이 개발되었으며 현재 세계적인 

추세는 SA508-Gr.3 단조재를 사용하는 것이다. 

1.1.2 국산 원자로압력용기용 강 정련공정 변천

  전 세계에서 원자로 압력용기용 대형 단조품을 생산할 수 있는 곳은 국내의 두산중공

업을 포함해서 약 20 여 곳이다. 그러나 각 생산국 (생산공장)의 재료규격 및 제작요건

(materials specifications and steelmaking requirements)은 크게 차이가 없고 각 국의 제

조규격은 국가표준으로서 공통된 엄격한 추가요건을 공유하고 있다. 따라서 세계적으로 

품질을 인정받고 있는 제조회사들이 우수한 품질의 저합금강을 생산할 수 있는 바탕은 

불순물 함량 (특히 P, S, Cu) 과 N, H, O 과 같은 가스함량을 낮추어 극소화하는 기술에 

있다. 이러한 사실은 최근의 원자로 압력용기용 저합금강 재료개발 이력에서도 잘 나타나

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광 3, 4 호기 이후로 건설된 원자로에 두산중공업에서 

생산한 국산 SA508-Gr.3 강을 압력용기 재료로 적용하 다.

  국내 원전에 사용된 SA508-Gr.3 강은 제강공정 중 정련방법의 차이에 따라 크게 세 가

지 종류로 구분된다. 제 1종은 진공탄소탈산 (VCD, vacuum carbon deoxidation) 정련법

으로 제강된 것으로 광 3, 4 호기 및 울진 3 호기가 이에 해당된다. 제 2종에는 진공 

탈가스 강화를 위한 진공설비 보완 후, 안정적인 인장 성질과 충격인성 확보를 위하여 

VCD 정련강에 Al을 첨가하여 결정립 미세화를 도모하는 제강 탈산법이 적용되었다. 이 

방법은 설비개선으로 Al의 개재 산화물 (inclusion oxide)이 생성되지 않는 수준으로 용존

산소 함량을 제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시도되었다. 울진 4호기가 이에 해당된다. 제 3종

은 silicon 탈산 및 Al을 첨가한 Si+Al 정련법에 의해 제강된 것으로 광 5호기 이후의 

재료가 이에 해당한다. Si+Al 정련에 의한 제강은 현재 일본의 JSW (Japan Steel Works) 

사를 비롯한 세계적인 압력용기용 강 제조사들이 채택하고 있는 방법이다.

1.1.3 압력용기용 강의 제조공정

  전기로에서 용해될 엄선된 원료의 선정이 끝나면 용해 및 정련과정이 시작된다. 실제 

원자로 압력용기와 같이 크기가 매우 큰 단조품의 경우 최종제품의 품질은 주로 제강 

(steel making) 및 조괴 (ingot pouring and solidification) 단계에서 결정된다. 단조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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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중요성은 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게 여겨진다. 

Laddle furnace 에서 이루어지는 진공처리를 포함한 압력용기강 제조공정의 요점을 정

리하면 다음과 같다.

a. 용해 및 정련 

- 주합금 화학원소의 초정  규제

- 엄선된 원료의 선정으로 As, Sn, Sb 등 원소의 저감

- 노내외 정련에 의한 P 및 S 의 저감 (< 0.003 wt.%)

- 고진공 (0.2 Torr 이하, He < 1 ppm, O2 < 30 ppm)

- Multi-heat 연속진공주조 (MP법)를 위하여 용탕간의 화학조성 및 온도의 미세한 조절

- LRF (laddle refining furnace) 및 MSD (mould stream degassing)의 이중 탈가스에 

  의한 낮은 H2 및 O2 로 함량조절.

b. 조괴

  원자로 압력용기의 대형, 일체화에 따라 보다 큰 대형의 조괴가 요구되었다. 현재 일본

제강소는 600 ton의 용강 (molten steel)을 처리할 수 있도록 6개의 LRF를 사용하고 있으

며 1980 년에 이미 570 ton의 ingot를 생산한 바 있다. 이러한 대형 조괴 생산의 요점은 

MP법에 의한 내부결함과 편석의 극소화에 있다. 일본제강소의 자료에 의하면 400 ton 강

괴에서 단조한 제품의 탄소편석 분석결과 0.20 ±0.02 wt.% 정도로 성분을 미세한 조절 

및 제어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내부결함으로서 비금속 개재물 (주로 Al2O3) 

cluster와 수소에 의한 미소균열이 거론되고 있다.

c. 단조 및 압연

  열간 가공 초기에 발생하는 열간 균열에 대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대형 단조 환 

(ring)의 제작을 위해 압축기(press)의 대형화로 대처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나 최근에는 

특수한 장치를 설치하여 외경 10 m 이상, 높이 약 4.5 m 급의 원형판과 이에 따른 구형

성형품의 제조도 가능하다. 단조비에 관하여서는 통상 3~4 의 단조비가 거론되고 있다.

단조비에 관한 지금까지의 시험결과에 따르면, 단조의 효과는 단조비 1.5~2 에서 포화

된다. 또한, 주 단조방향에 직각 방향으로의 인성열화는 단조비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문

제되지 않는다. 이런 사실들은 지금까지 많은 ingot 품질개선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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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열처리

  대형강재의 내부 미세조직은 열간가공 후 annealing 혹은 normalizing- tempering 단계

에 의해 좌우된다. 이 단계에서 결정립의 미세화 및 정립화, 수소균열 발생방지, 초음파 

탐상 투과정도의 개선 등이 이루어진다. Normalizing-tempering 단계를 거친 다음

quenching 단계에서는 대형 강재의 경우 두께에 따른 온도의 차이를 가지게 되므로 이에 

향을 미치는 화학조성, 결정립 등의 요인이 최종 기계적 성질에 향을 미치게 된다.

참고문헌

[1] Bernabei, P., Callegari, L., Scepi, M., and Scalinetti, T., Steel Forgings,

ASTM STP 903 ASTM 1986, pp. 275 - 300.

[2] P. Bocquet, A. Cheviet, R. Dumont, Nuclear Engineering and Design 151

(1994) 503.

[3] S. Kawaguchi, H. Tsukada, K. Suzuki, I. Sato, and S. Onodora, 

Steel Forgings, ASTM STP 903 ASTM 1986, pp. 398 - 409.

[4] Private communications, Dr. J. T. Kim (KHIC).

[5] Shisaku Onodera, Current steels for nuclear pressure vessels, Iron and Steel

67 (1981) 880.

[6] K. Welfe and H. Bittersmann, Neue Hutte 11 (1966) 730.

[7] Private communications, Dr. J. Y. Kim (KHIC).

[8] Private communications, Mr. I. Sato 

[9] Preirradiation Baseline Material Characteristics of Yong Gwang Unit 3

Reactor Pressure Vessel, KAERI/CR-08/95

[10] Preirradiation Baseline Material Characteristics of Yong Gwang Unit 4

Reactor Pressure Vessel, KAERI/CR-010/95



- 370 -

1.2. 정련법에 따른 원자로압력용기용 강의 미세조직 

1.2.1 서론

  원자로압력용기는 중성자 조사에 의해 여러 가지 기계적 성질 및 파괴특성에 변화를 

가져온다. 이러한 조사후 재료물성 변화는 재료 내부의 미세조직과 깊은 관련이 있으므로 

미세조직에 대한 이해는 재료의 조사후 특성을 평가하고, 야금학적인 접근을 통한 조사특

성 개선에 선행되어야 한다.

  본 절에서는 두산중공업 제조 VCD-1, VCD-2, Si+Al-1, VCD-3, VCD+Al 및 Si+Al-2 저

합금강 SA508-3 강재( Si+Al-2)의 미세조직 특성 대하여 고찰하 다. 광학현미경 및 투과

전자현미경을 사용하여 동 강재의 미세조직, 석출물 분포 및 형상을 조사하여 정리, 분석

하 다.

1.2.2 실험방법

  미세조직은 주로 광학현미경과 투과전자현미경을 사용하여 조사하 다. VCD-1는 1/2t 

위치에서 미세조직을 관찰하 고, VCD-2, Si+Al-1, VCD-3, VCD+Al 및 Si+Al-2는 ID, 

1/4t, 1/2t, 3/4t, OD의 두께위치에서의 미세조직을 관찰하 다. 광학현미경 관찰용 시편

은 연마지 및 0.3μm 입자의 Al2O3 분말을 이용하여 연마한 후 1% Nital과 포화 Picric산

을 1:1로 혼합하여 만든 부식액에서 40∼60초 동안 부식시켜 관찰하 다. 

  투과전자현미경 관찰은 탄소추출복제법과 박막법에 의해 준비된 시편을 사용하 다. 탄

소추출복제 시편은 우선 연마지 및 0.3μm 입자의 Al2O3 분말을 이용하여 연마한 후 1∼

4% Nital 또는 Nital과 Picric산의 혼합 부식액에서 60∼120초간 부식시켰다. 부식된 시편

에 탄소를 증착시키고 전해연마하여 탄소막을 분리하 는데, 전해액은 목적에 따라 다르

게 선택하 다. 전체적인 분포를 살피는 것이 목적일 때는 과염소산 20%와 메탄올 80%

를 혼합한 전해액 또는 10% Nital을 사용하 고, 미세한 석출물들을 분리하는 것을 위주

로 할 때는 염산 10% 에탄올 90%를 혼합한 전해액을 사용하 다. 

  박막시편은 두께 60μm 정도까지 기계적 연마를 한 후 slurry disc cutter에서 직경 3 

mm의 원반으로 만든 다음, 95% 초산에 5% 과염소산을 넣은 twin jet electro-polisher에

서 전해연마하여 준비하 다. 주사전자현미경 관찰은 광학현미경 관찰 시와 마찬가지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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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시편을 마련하여 관찰하 다.

  

1.2.3 실험결과

(가) 미세조직 분류

  Ohmori
 
등은 저탄소강의 항온변태조직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상부 베이나이트 조직을 

B1, B2, B3의 세 가지로 분류하 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가장 고온에서 형성되는 소위 carbide free의 베이나이트를 Type 1

으로 분류하 는데, 이러한 조직은 빠른 탄소확산에 의해 베이나이틱 페라이트 밖으로 방

출된 탄소가 세멘타이트를 형성할 정도의 국부적인 축적을 일으키지 못하고 주변의 오스

테나이트로 확산해 나감에 의해 형성된다. 또한 Type 1의 베이나이틱 페라이트 래스는 

고온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래스의 수는 적고 래스간의 간격은 커서 세멘타이트의 형성이 

더욱 힘들 것이며, 불규칙하고 조대한 래스형상을 가진다. 

  Type 2의 베이나이트는 중간범위의 온도에서 얻어지며 베이타이틱 페라이트 래스 사이

에 세멘타이트가 긴 막대 모양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전형적인 상부 베이나이트의 형태를 

가진다. 

  가장 저온에서 형성되며 미세한 래스 내부에 세멘타이트가 일정한 방위를 가지고 존재

하는 조직을 Type 3의 베이나이트로 분류하 는데, 이 조직은 하부 베이나이트와 형태학

적으로 유사하다. 하지만 Ohmori 등은 Type 3 조직의 변태온도가 350℃이상이고 베이나

이틱 페라이트의 형태가 판이 아닌 래스 형태를 가진다는 이유로 이 조직을 상부 베이나

이트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 다.

  국내 제품들의 1/2t 조직을 비교해 보면 VCD 제강법으로 생산된 제품들은 결정립 크

기가 아주 큰 편으로 베이나이틱 페라이트 래스가 비교적 길게 발달하여 있었다. 

반면 Si+Al-1와 VCD+Al의 경우 결정립 크기가 작으며 베이나이틱 페라이트 래스간의 충

돌(Impingement)에 의해 불규칙한 래스형상을 가졌다. 래스의 두께는 VCD 제품들의 경

우가 약간 두꺼운 편이나 큰 차이는 없었고 국내 제품들의 1/2t 조직의 공통적인 특징은 

두꺼운 interlath carbide의 층의 존재로 볼 수 있으며 모두 B1 type의 베이나이트 조직을 

가짐을 알 수 있었다.

  Si+Al-2의 1/2t 조직은 위의 제품들과는 달리 두꺼운 interlath carbide의 층이 관찰되

지 않으며 B2 조직과 냉각속도가 빠른 경우 형성되는 B3 조직의 혼합조직임을 알 수 있

었다. 제강법이 다른 각 강종들의 대표적 미세조직을 그림 1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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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조직 관찰을 행한 시편블록들은 모두 밴딩(Banding)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밴딩 구조는 SA508-3 단조품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구조로서 응고시 수지상정 경계에 

존재하는 Mn의 편석이 단조시에 주변형방향으로 길게 늘어져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각 제품의 1/2t 위치에서 밴딩 부분의 미세조직을 관찰한 결과 대부분이 B2와 B3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Si+Al-1의 1/2t 부분에서는 단독적인 페라이트 결정립이 다수 관찰된다. 또한 페라이트 

결정립이 관찰되는 위치는 밴딩과 밴딩 사이의 중간 정도인데, 이는 오스테나이트 안정화 

원소인 Mn의 상대적인 결핍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나) 결정립 크기 및 석출물 분석

  국내 제품들의 1/4t 조직을 비교해 보면 VCD 제강법으로 생산된 제품들은 결정립 크

기가 아주 큰 편으로 베이나이틱 페라이트 래스가 비교적 길게 발달하여 있었다. 반면 

Si+Al-1 (Si+Al)와 VCD+Al (VCD+Al)의 경우 결정립 크기가 작으며 베이나이틱 페라이

트 래스간의 충돌(Impingement)에 의해 불규칙한 래스형상을 가졌다.

ASTM grain size number로 나타낸 VCD, VCD+Al, Si+Al 강의 결정립 크기는 각각 6, 

7.5, 8 정도에 해당된다. 

  각각의 재료에 대한 주사전자현미경 사진을 그림 2의 (a), (b), (c)에 나타내었다. VCD 

강에 있어서 탄화물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조대하고 그 양도 많은 반면에 Si+Al 강은 탄

화물의 양이 비교적 적고 크기도 작은 것을 관찰 할 수 있다.

  그림 3의 (a), (b), (c)에는 각 재료 내의 탄화물 크기 분포를 도시하 다. VCD 강의 경

우에는 조대한 탄화물의 분포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화상분석기를 통해 측

정한 각 재료 내의 탄화물 분율은 VCD : 14.6, VCD+Al : 12.5, Si+Al : 10.2% 다. 

석출물들의 분포 및 종류분석을 행하여 각 제품의 1/4t 위치에서 관찰한 석출물들의 분

포양상을 및 종류분석 결과를 정리하 다. VCD-2의 1/4t 두께에서 관찰한 석출물들의 개

괄적인 분포를 그림 4에 나타내었다.

  석출물들의 분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래스 경계에서는 주로 긴 막대 모양과 둥근 

모양의 비교적 조대한 석출물들이 관찰되었고, 래스 내부에서는 미세한 바늘 모양과 미세

한 둥근 모양의 석출물들이 관찰되었다. 또한 결정입계에서는 둥근 모양의 비교적 조대한 

석출물들이 주로 관찰되었다. Si+Al-2를 제외한 국내제품들의 1/4t 미세조직은 B1으로 분

류하 는데, B1 조직 내부의 석출물 분포양상은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다. 

  한편 Si+Al-2의 경우 B2와 B3의 혼합조직으로, B2 조직 내부의 석출물 분포양상은 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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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경계의 석출물 층의 두께가 얇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B1과 동일하며, 다만 B3 조직의 

경우 결정립 내부에 비교적 조대한 둥근 형태의 석출물들이 조 하게 분포함을 관찰할 

수 있었다. 아래 그림 5 ∼ 그림 10에 제품별 석출물 분포관찰 결과를 나타내었다.

위에서 살펴본 특징적인 형태 및 분포양상을 가지는 각각의 석출물들에 대하여 EDS 조

성분석 및 회절도형 분석을 행한 결과 조대한 막대 모양과 둥근 모양의 석출물은 사방정

의 (Fe, M)3C 합금 세멘타이트임을 알 수 있었고(그림 11), 미세한 바늘 모양의 석출물은 

육방정의 (Mo, M)2C임을 알 수 있었다(그림 12).

  또한 미세한 둥근 모양의 석출물은 입방정의 (Mo, M)6C인 것으로 밝혀졌는데(그림 

13), 이 석출물은 M23C6과의 구별이 어려운 점이 있다. 즉, M23C6과 M6C는 공히 FCC 결

정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격자상수 또한 비슷하여 대부분의 관찰방법에 있어서는 오차의 

범위에 속하기 때문에 격자상수로는 두 석출물의 구별이 어렵다. 그러나 M6C는 Fd3m 

공간군에 속하고 M23C6은 Fm3m 공간군에 속하여 M6C는 {200}, {420} 등의 면이 회절도

형 상에 나타나지 않으며 <001>, <012>, <122> 등의 Zone에서 double diffraction이 일어

나지 않는다는 차이점이 있으며, 또한 M23C6은 M7C3과 함께 Cr 함량이 많은 석출물로 분

류되고 M6C는 M2C와 함께 Mo 함량이 많은 석출물로 분류된다는 차이가 있다.

  실제로 입내의 미세한 둥근 모양의 석출물들의 조성을 분석해본 결과 모두 Mo rich 석

출물들로 확인되었으며 또한 회절도형 분석결과에서 {200} 면이 나타나지 않은 점으로 미

루어 보아 미세한 둥근 석출물은 M6C로 판단된다. 이러한 각각의 석출물들의 조성을 투

과전자현미경 EDS 분석을 통해 조사하 는데, 각 제품들의 1/4t 위치에서의 EDS 분석결

과를 아래 표 1∼5에 정리하 다. 

  이러한 석출물들의 분포관찰 및 분석결과를 종합해 보면, B1(Tempered)과 B2 

(Tempered) 조직의 경우 래스 경계에는 비교적 큰 구형 및 막대형의 (Fe,M)3C가, 결정립 

경계에는 비교적 큰 구형의 (Fe,M)3C가, 래스 내부에는 침상의 (Mo,M)2C와 미세한 구형

의 (Mo,M)6C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B1의 경우 래스 경계에 구형 내지 막대

형의 세멘타이트들이 두꺼운 층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B2와 차이가 있다. 또한 

B3(Tempered) 조직의 경우 래스 경계에 구형의 (Fe,M)3C가, 래스 내부에 구형의 

(Fe,M)3C(냉각과정에서 석출된)와 (Mo,M)6C 및 침상의 (Mo,M)2C가 분포함을 관찰할 수 

있었고, 템퍼드 마르텐사이트 조직의 경우 결정립 내부에 구형의 (Fe,M)3C와 (Mo,M)6C 

및 침상의 (Mo,M)2C가 분포함을 관찰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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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국산 원자로 압력용기 강의 물성 시험/평가

1.3.1 서론

원자로 압력용기는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에 가장 큰 향을 미칠 수 있는 부품일 뿐 

아니라, 가동 중에 고속중성자에 조사되어 재료가 취화되는 경년열화(ageing) 현상이 뚜

렷이 나타나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비책이 요구된다. 미연방법령집(10CFR50, Appendix 

G)에서는 원자로 압력용기의 충분한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요구되는 재료의 파괴저항 특

성을 Charpy impact toughness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가동중 upper shelf energy가 50ft-lb 이상

    - 가동중 천이온도의 상승으로 인한 RTPTS 값이 300
o
F 이하.

위의 두 가지 요구조건은 원자로 압력용기가 정상적인 운전을 계속할 수 있는 최소한의 

screening criteria이며, 만일 이 조건을 만족치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는 상세한 파괴역

학 시험/해석을 통하여 안전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1970년대 이전에 제조된 원자로용기 소재의 경우 Cu 및 P 등의 불순물 향으로 조사

취화가 심하여 가동중 위의 요구조건을 만족치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재료의 개선이 이루어져 대부분의 용기 재료가 이러한 요구조건은 충분히 만

족하고 있다. 

하지만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에 대한 일반 사회의 관심이 급증되고, 또한 미래형 원

자로의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원자로용기 소재에 대한 요구조건도 훨씬 까

다로워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 원자로 용기재료의 파괴특성 평가에 있어서도 정성

적인 충격시험에 의존하지 않고 파괴역학 시험을 통한 정량적인 파괴인성치를 평가자료

로 삼으려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비록 파괴인성치를 원전에 대한 규격으로 제시하고 

있는 국가가 현재까지는 없으나, 소재의 구입 시에 이에 대한 추가의 요구조건을 명시하

는 경우도 있다. 표 6은 최근 국 최초의 가압경수로인 Sizewell B 발전소의 건설에서 

요구조건으로 제시된 파괴저항특성의 예이다. 표에서 보는 재료특성은 상당히 구체적이

면서 매우 강화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세계 유수의 원자로 용기소재 제조회사에서는 

자사 제품의 우수성을 선전하기 위하여 요구조건보다도 월등한 특성의 시험자료를 생산

하고 있으며, 원전부품의 수출을 계획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엄

격한 품질특성 시험평가를 통한 재질 향상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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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술한 바와 같이 국산 원자로 압력용기 소재는 ASME 규격의 SA508-Gr.3 단조재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나, 상세한 제조공정은 제품마다 조금씩 서로 다르다. 따라서 각각의 

공정에 따라 제조된 압력용기 소재에 대하여 인장시험, 낙중시험 및 Charpy 충격시험, 

그리고 J-Integral 파괴인성 특성 시험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상대 비교함으로써 국산 소

재의 특성을 파악하고 향후 원전부품 수출에 대비한 재질 개선의 방향을 수립하고자 하

다. 또한 일부 소재 선진국의 시험자료와도 비교를 수행하 다. 표 7은 비교시험에 사

용된 소재들의 명칭 및 화학조성을 정리하 다.

1.3.2 인장특성

표 7에 제시된 여러 종의 SA508 Gr.3 원자로 압력용기용 강들에 대하여 인장시험을 수

행하 다. 인장시편은 직경이 6.35mm인 환봉이며 표점거리는 25.4mm이다. 고온 및 저온 

시험에서는 environmental chamber를 사용하 으며, 강제 순환 방식에 의하여 ±1℃ 범위 

내에서 온도를 조절하 다. 인장시험은 ASTM E185-94, E8-95a, E21-92에 따라 변위제어 

(stroke control)로 수행되었으며 시험온도가 상온이 아닌 경우는 시편 내외부의 온도가 

균일하게 분포되도록 하기 위하여 시험온도에 도달한 후 1시간 유지시킨 후에 시험을 실

시하 다. 항복점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하항복점을 항복점으로 취하 고, 항복점이 나타

나지 않는 경우에는 0.2% offset법을 사용하여 항복점을 결정하 다. 

그림 14에는 각각의 재료에 대한 상온에서의 인장특성치를 비교하 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장 특성에서 제조공정에 따른 커다란 차이는 보이지 않으나, 전반적으로 

Si+Al 공정에 의한 소재의 특성이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Si+Al 소재의 인장특

성은 또한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품질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진 일본의 JSW 소재에 

거의 근접한 것으로 판단된다. 모든 소재 공히 ASME 재료규격상의 요구조건을 만족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인장강도의 경우가 규격에 비해 여유가 많지 않음을 볼 수 있다.  전

반적인 경향은 Si+Al 소재 및 VCD+Al 소재의 특성이 비교적 우수하며 VCD-3의 경우가 

가장 만족스럽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5∼18은 각각의 소재에 대해 온도에 따른 인장강도, 항복강도, 연신률, 단면수축

률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시험온도범위 (-20∼149℃)에서 항복강도와 및 인장강도는 온

도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나 가동온도(288℃)에서는 최저값보다 약간 높

은 값을 나타낸다. 특히 인장강도에서 이 경향이 뚜렷이 나타나며 이는 동적변형시효에 

의한 효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단면수축률 및 연신율의 경우도 모든 재료에서 온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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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에 따라 약간씩 감소하 다. 

1.3.3 무연성천이온도

국산 소재 원자로 압력용기강에 대한 무연성 천이온도(TNDT)를 구하기 위해 낙중시험

(Drop Weight Test)을 수행하 다. ASTM E208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수행되었으며, 

Dynatup 사에서 제작한 3570 J 용량의 낙중시험기(E.T.I 8000 A/3C)를 사용하 다. 시험 

시 낙하에너지는 300 ft-lb 으며, 낙하높이는 20.88 in 다. 시험은 각 소재별로 모재, 용

접부, 열 향부등 3종에 대하여 수행되었다. 첫 시험온도는 시험부위별로 제조사의 

CMTR에 제시된 시험결과를 참고로 하여 설정하 고, 시험결과에 따라 온도를 낮추거나 

(no-break 경우) 높이면서 (break 경우) 수행하 다. 시편의 온도조절에는 질소기체 분사

방식의 온도조절기를 사용하 으며, 시험은 각 시편을 해당 시험온도에서 1시간 이상 유

지시킨 후 수행하 다. 이때 각 온도에서 2회 이상 시험을 수행했다. 낙중시험 후에는 시

편을 육안으로 관찰하여 break, no-break, no-test 여부에 대해 판정했다.        

무연성 천이온도 (NDTT; TNDT)는 ‘낙중시험후 시편에서 break가 관찰되는 최고 온도로 

정의되며, 여기서 10℉를 더한 온도에서 2회 이상의 no-break가 관찰되어야 한다. 낙중시

험 결과로서 각 재료의 TNDT는 표 8에 나타나 있다. 한편 TNDT 에서 60
o
F를 더한 온도에

서 충격에너지가 50 ft-lb 이상이면 TNDT 가 그대로 기준무연성천이온도(RTNDT)로 간주되

는데, 표 9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시험된 모든 재료는 이 낙중시험 결과에 의해 기준무연

성 천이온도가 결정되었다. 

1.3.4 충격특성

샤피충격인성은 원자로재료의 물성을 평가하고 수명을 예측하는데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시험항목이다. 특히, 원자로압력용기의 감시시험에 필수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으므

로 원자로의 가동전 비조사 물성을 평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따라서, 본 항에

서는 지금까지 생산된 국산 원자로압력용기강 (VCD-1,2,3, VCD+Al, Si+Al)의 샤피충격인

성을 재료별(모재 L, T 및 용접부, 열 향부)로 시험하고, 샤피충격 물성치를 종합적으로 

비교 및 평가하 다. 

모든 샤피충격시험은 ASTM E 23에 규정하고 있는 Standard test methods for 

notched bar impact testing of metallic materials 의 절차에 따라 ASTM 표준크기(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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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의 시험편을 시험하 다. 시험기는 SATEC Systems, Inc. 의 SATEC SI-1D3 로 시험

기의 용량은 407 J (300ft-lb) 이고 충격속도 (striking velocity) 는 5.18 m/sec (17 ft/sec) 

이며 교정검사된 기기이다. 

시험은 각 소재별로 5가지 종류의 재료 (모재 (L, T), 용접금속, 열 향 부위, SRM) 에 

대해 저온에서의 low shelf, 고온에서의 upper shelf (최대흡수에너지 역) 그리고 중간

온도에서의 취성.연성 천이거동을 결정하기 위해 (full Cv-curve획득) 약 -100℃에서 +28

8℃까지의 온도 범위에서 수행되었다. 시험온도는 4가지 종류의 bath(고온 또는 저온조)

를 이용하여 얻었으며 -100℃∼50℃ 는 Isopentane＋dry ice or liquid nitrogen으로, -5

0℃∼상온은 Alcohol＋dry ice or liquid nitrogen으로, 상온∼95℃는 물＋heater로 95℃∼

300℃는 silicon oil＋heater 를 사용하 다. Bath에는 교반장치 (stirrer)가 부착되어 있으

며 시험온도는 교정검사된 온도계를 이용하여 측정되었다.

해석을 간단화하고 인위적인 오차를 줄이기 위해 시험온도에 따른 충격 흡수에너지 값

의 충격곡선 결정에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hyperbolic tangent (TANH) curve 

fitting 방법을 사용하 다. 사용된 TANH function 은 

                     CVE = A + B TANH [(T-To)/C]                             (1)

이며, 여기서 CVE 는 충격흡수에너지, T 는 시험온도이며 A,B,C 및 To 는 regression 

analysis로 결정되는 상수다. 

그림 19는 VCD-1 소재를 대상으로 -100
o
C∼288

o
C 구간의 온도범위에서 충격흡수에너

지의 천이거동을 재료별로 나타낸 것이다. 재료는 각각 모재(BM-L 및 BM-T)와 용접부

(Weld) 그리고 용접열 향부(HAZ)로 구분되었고, 모두 1/4 t 두께에서 채취된 것이다. 

규정에 따라 HAZ 의 경우는 용접용융선(fusion line)으로부터 모재측으로 0.8 mm 떨어

진 위치에 시험편의 노치(notch)가 위치하도록 하 다. 모재, 용접 및 열 향부 모두 전형

적인 ferritic steel 의 천이거동을 보여주는 가운데, HAZ > Weld > BM(L) > BM(T) 순

으로 DBTT(ductile-brittle transition temperature)는 높아지고 USE(upper shelf energy)는 

낮아짐을 볼 수 있다. HAZ 의 경우 가장 우수한 충격특성을 보이고 있다.

그림 20은 VCD-2 소재를 대상으로 -100
o
C∼288

o
C 구간의 온도범위에서 충격흡수에너

지의 천이거동을 재료별로 나타낸 것이다. USE 는 HAZ > BM(T) > BM(L) > Weld 순

으로 낮아지고 DBTT 는 HAZ > Weld > BM(T) > BM(L) 순으로 높아짐을 볼 수 있다. 

VCD-1의 경우와 같이 HAZ 인성이 가장 우수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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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은 VCD-3 소재를 대상으로 -150
o
C∼288

o
C 구간의 온도범위에서 충격흡수에너

지의 천이거동을 재료별로 나타낸 것이다. USE 는 HAZ > BM(L) > BM(T) > Weld 순

으로 낮아지고 DBTT 는 HAZ > Weld > BM(T) > BM(L) 순으로 높아짐을 볼 수 있다. 

여기서도 VCD-1,2의 경우와 같이 HAZ 인성이 가장 우수하게 나타났다. 

그림 22는 VCD+Al 소재를 대상으로 -120
o
C∼288

o
C 구간의 온도범위에서 충격흡수에너

지의 천이거동을 재료별로 나타낸 것이다. USE 는 Weld > BM(L) > HAZ > BM(T) 순

으로 낮아졌으나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DBTT 는 HAZ > BM(T), BM(L) > 

Weld 순으로 높아짐을 볼 수 있다. DBTT의 경우, HAZ 인성이 가장 우수하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는 그림 23과 같이 HAZ 의 월등한 충격특성을 기록하 고, 모재와 용접부

는 거의 비슷한 분포를 보 다. 

그림 24는 각 소재별 모재(BM-L)의 충격특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100
o
C∼288

o
C 구간의 

온도범위에서 충격흡수에너지의 천이거동을 소재별로 나타낸 것이다. USE 는 VCD-3 > 

VCD+Al > VCD-1 > VCD-2 순으로 낮아졌으나 VCD-3 와 VCD+Al, 그리고 VCD-1 과 

VCD-2 는 각각 서로 비슷한 수준을 보 다. 또한, DBTT 는 VCD+Al > VCD-3 > 

VCD-2 > VCD-1 순으로 높아짐으로서 VCD+Al의 경우 인성이 가장 우수하게 나타났다. 

그림 25는 BM(T)의 경우 -100 
o
C∼288 

o
C 구간의 온도범위에서 충격흡수에너지의 천이

거동을 소재별로 나타낸 것이다. USE 는 VCD-2 > VCD+Al > VCD-3 > VCD-1 순으로 

낮아졌고 DBTT는 BM(L)의 경우와 동일하게 VCD+Al > VCD-3 > VCD-2 > VCD-1 순으

로 높아짐으로서 BM(T)의 경우도 VCD+Al의 인성이 가장 우수하게 나타났다. 

그림 26은 각 소재별 용접부(Weld)의 충격특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100
o
C∼288

o
C 구간

의 온도범위에서 충격흡수에너지의 천이거동을 소재별로 나타낸 것이다. USE는 VCD+Al 

> VCD-1 > VCD-2 > VCD-3 순으로 낮아졌고, DBTT 는 VCD-1 > VCD-2 > VCD-3 > 

VCD+Al 순으로 높아졌다. 

그림 27는 각 소재별 HAZ 의 충격특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150
o
C∼288

o
C 구간의 온도

범위에서 충격흡수에너지의 천이거동을 소재별로 나타낸 것이다. USE 는 거의 비슷한 수

준으로 볼 수 있는 가운데, VCD-1 > VCD-3 > VCD+Al > VCD-2 순으로 낮아졌다. 또

한, DBTT 의 경우도 커다란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VCD-3 > VCD-1 > VCD+Al > 

VCD-2 순으로 미세하게 높아졌다. 

이러한 충격특성의 변화는 그림 28에서 볼 수 있듯이 각각의 제조(특히 제강)공정에 따

라 특징지을 수 있다. 즉, VCD(vacuum carbon deoxidation) steel-making 소재 

(VCD-1,2,3)에 비하여, VCD+Al 혹은 Si+Al 탈산한 소재의 경우 뚜렷이 우수한 충격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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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 다.

이상으로부터 도출된 샤피인성기준치들은 표 9에 각각 재료별로 요약되어 있다. 소재별 

충격특성의 경향을 볼 수 있는 가운데, VCD+Al 및 Si+AL 소재의 충격인성이 우수한 것

으로 나타났으며, 재료별로는 모든 소재 공히 용접열 향부(HAZ)가 월등한 인성치를 보

다. 이 자료들은 향후 진행되는 원자로압력용기의 제조 및 평가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

으로 기대하며, 특히 조사전 자료로서 조사후 및 감시시험의 기준 자료가 될 것이다.

1.3.5 파괴인성특성

 

(가) 실험방법

파괴인성 특성의 평가에는 ASTM 표준 시험법 E1820 (Standard Test Method for 

Measurement of Fracture Toughness) 에 따라 J-Integral 시험/해석법이 이용되었다. 상

온 이상 원자로 가동온도인 288
o
C 까지는 연성균열이 성장하므로 unloading compliance 

법에 의해 J-R curve를 얻었으며, 저온에서 cleavage fracture가 발생하는 경우는 취성파

괴 시까지 시편에 가해진 J-Integral 값을 임계값 (JC)로 취하 고 다음의 관계를 이용하여 

critical stress intensity factor (KJC)로 변환되었다.

     

       KJC = 
E

(1-ν
2
)
 J c      여기서 E는 탄성계수.

시험편은 표준 1T-CT 시험편과 1/2T-CT 시험편을 사용하 으며, 일부 저온 시험을 제

외하고는 대부분 양쪽면에 10% 씩의 측면홈을 가공하 다. 시험장비는 10톤 용량의 전기

유압식 재료시험기 (MTS Model-810)를 사용하 으며 모든 시험의 수행 및 data 해석은 

PC로 자동화 되도록 하 다. 시험온도의 조절은 environmental chamber를 이용하 으며, 

시험편에 열전대를 직접 부착하여 시험중 온도변화가 ±1
o
C 이내로 되게 하 다.  

  

(나) J-R 파괴저항시험 결과 

그림 29은 VCD-2 소재에 대해서 온도에 따른 J-R curve 특성을 도시한 것이다. 시험 

온도가 증가하여 원자로 가동온도인 288
o
C까지 온도에 따라 J-R 특성은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원자로 압력용기강과 같은 저합금강에서 일반적인 현상으로 그 원인은 동

적변형시효 (DSA, dynamic strain ageing)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가동온도 부근의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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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 특성은 상온 부근의 그것에 비해 약 50% 정도 감소되는 경향을 보 으며, 다른 소

재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보일 것이 예상된다. 

상온에서 시험하여 얻은 J-R 곡선을 각 재료별로 그림 30의 (a)에 나타내었다. VCD 강

의 경우에는 상온에서 불안정 취성파괴(unstable brittle fracture)가 발생했기 때문에 65℃

에서의 결과로 대신하여 표시하 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J-R 파괴저항성은 VCD, 

VCD+Al, Si+Al 강으로 갈수록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그림 30의 (b)와 

(c)에 나타낸 바와 같이 149℃와 288℃에서도 공통적이었다. 국산 원자로압력용기강의 원

자로 가동온도에서의 J-R 파괴저항성을 외산 재료와 비교하면, 그림 30의 (c)에 나타낸 바

와 같이 Si+Al 강의 경우는 일본 Kawasaki 제철의 소재와 유사하 고, 다른 외산 소재들

에 비해서는 월등히 높았다.

각 재료별 파괴저항성의 차이와 온도에 따른 변화를 보다 명확하고 정량적으로 보여주

기 위해, J-R 파괴저항 곡선 상에서 균열이 0.1 inch 진전했을 때의 J 적분 값을 구하여 

J0.1 이라 정의하고 그림 31에 나타내었다. 원자로 압력용기와 같은 큰 구조물의 해석에 

있어서는 균열 생성보다는 균열 진전에 대한 저항성이 중요하므로 재료의 파괴인성을 나

타내는 일반적인 지표인 JIC 값보다는 J0.1 값을 적용함으로써 파괴저항성에 대한 보다 신

뢰성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림 3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전 온도 구간에서, Si+Al 

강의 J0.1 값이 VCD 강보다 20% 이상 높게 나타났다. 

그림 32에는 균열진전에 대한 저항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tearing modulus, TR을 각 재

료에 대하여 다양한 온도에서 구하여 나타내었다. Tearing modulus 의 경우에도 전반적

으로 Si+Al, VCD+Al, VCD 강으로 갈수록 높은 값을 보이고 있으며, Si+Al 강의 경우, 

VCD 강 보다 10% 이상 높은 값을 나타냈다.     

모든 재료에서 온도 증가에 따라 J-R 파괴저항성이 감소하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이러

한 현상은 특정 변형률속도와 온도의 조합에서 발생하는 동적변형시효 (dynamic strain 

aging) 현상에 기인한 것이라 판단된다. 

그림 3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부 소재 (VCD 공정에 의한 소재, 특히 VCD-3)에서는 

상온 이상에서도 취성파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는 표 6에 제시된 최근의 재료요

구조건을 충족치 못하는 결과로서 특히 동 소재의 천이온도가 상대적으로 높음을 반증한

다. 그림 34은 천이온도 역에서의 파괴인성 특성을 종합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

서 보는 바와 같이 VCD 공정에 의한 파괴인성 천이특성 온도는 타 재료에 비해 상대적

으로 고온이며, VCD+Al 및 Si+Al 공정 소재의 경우 비교적 양호한 결과를 주었다. 하지

만 국산 소재중 가장 양호한 특성을 나타낸 Si+Al 소재의 파괴인성 천이특성도 일본 



- 382 -

JSW의 소재에 비해서는 약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결정립 크기와 파괴저항성의 연관성  

재료가 변형을 일으킬 때 결정립계는 전위의 이동의 장애물로써 작용하거나, 또는 전위

를 형성하는 자리로써의 역할을 하게 된다. 결정립계의 특성은 재료의 기계적 특성 및 파

괴특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인자이다. 일반적으로 결정립계라 함은 재료표면을 화학적으

로 부식시켰을 때 광학적으로 관찰이 가능한 결정립 간의 경계를 의미한다. 그러나, 베이

나이틱 조직에서는 기존의 의미의 결정계인 prior austenite 결정립 내부에 래스 (lath) 및 

팻킷 결정립계 (packet boundary) 등 복잡한 결정학적 경계들이 존재한다. 최근에는 이러

한 아결정립계 (sub-grain boundary)들이 파괴거동에 큰 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으며, 특히 그 중에서도 팻킷 결정립계가 큰 역할은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파괴가 진행될 때 prior austenite 결정립 크기 뿐만 아니라, 

팻킷과 같은 아결정립의 크기와 각 재료의 파괴저항성과의 연관성을 고찰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다. 팻킷 경계와 같은 아결정립들이 전위 진전의 장애물로 작용한다고 보

면, 팻킷의 크기가 작을수록 파괴진행에 필요한 유동응력 (flow stress) 은 커질 것이고, 

따라서 파괴저항성도 증가한다.

  아결정립계는 결정학적 방위차 (crystallographical mis-orientation) 때문에 생기는 것이

므로 재료내의 결정학적 방위관계를 파악하여, 아결정립의 크기를 근사적으로 구할 수 있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EBSD (electron back-scatter diffraction) 분석법을 사용하여 각 

원자로압력용기강의 결정방위차에 기초한 결정립 크기를 측정하 다. EBSD 분석법은 재

료표면에서 나오는 backscattered electron으로부터 Kikuchi band를 얻어 이를 통하여 시

표 표면의 결정방위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TEM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에 비

하여 상대적으로 시편의 준비가 용이하고 넓은 역에 대한 결정방위 분포를 알 수 있다. 

각각의 소재의 결정학적인 관점에의 입자 크기를 측정을 위한 EBSD 방법의 적용을 위

해 JEOL 사의 JSM 6300 주사현미경과 Oxford 사의 Link OPAL system을 사용 (15KeV, 

70°tilting) 하여 5~30°까지 허용각 (tolerance angle) 을 변화시키면서 결정립 크기를 측

정하 다. 그림 35의 (a), (b), (c)는 결정방위차 30°허용한도에서의 각각 VCD, VCD+Al, 

Si+Al 강에 대한 EBSD mapping 결과이다. 표 10에는 결정방위차 허용한도 15°와 30°

에서의 각 재료의 결정립 크기를 정리하 다. 

그림 35와 표 10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prior austenite 결정립 크기뿐만이 아니고, 

결정학적 관점에서 측정한 아결정립 크기에 있어서도 VCD 강이 다른 압력용기용 강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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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여 2배 이상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VCD+Al 강과 Si+Al 강은 결정립 및 아결정

립 크기에 있어서 대동소이하나, Si+Al 강이 약간 미세하 다. 이러한 결과는 정성적으로 

J-R 파괴저항성과의 좋은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 탄화물 크기 및 분포와 J-R 파괴저항성과의 연관성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 연성파괴기구 (ductile fracture mechanism) 를 설명하는 이론 중

에서 연성파괴를 공공의 생성, 성장, 합체 (nucleation, growth, coalescence of voids) 의 

과정으로 설명하는 이론이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재료 내에서 공공이 생성되기 

위한 자리로써 제 2상 입자 (second phase particle) 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일반

적인 Mn-Mo-Ni 저합금강에서는 조대한 MnS 입자가 가장 용이하게 공공의 생성자리가 

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본 시험에 사용된 재료들은 원자력용으로써 표 7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S의 함량을 극히 제한하고 고도의 정제를 통하여, MnS 의 생성을 최대

한 억제한 재료이므로, 미세조직 관찰을 통해서도 MnS는 거의 관찰할 수 없었다. 따라서 

관찰된 제 2상 입자 중에서 가장 크고, 다량으로 분포하고 있는 세멘타이트계 탄화물이 

공공의 생성 자리로 작용한다고 판단된다. 그림 36은 VCD 강의 J-R 파괴저항시험 파면 

사진이다. 사진을 통해서도 탄화물에 의해 형성되었다고 판단되는 마이크로 미터 (micro 

meter) 단위 이하의 미소 공공들이 성장, 합체되어 연성파괴가 진행됨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탄화물로 대표되는 제 2상의 양 및 크기 등의 차이가 각 재료에서의 파괴저항성

의 차이를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연성균열생성 및 성장 인성에 미치는 미세조직적 요인에 대한 분석은 몇몇 연구자들에 

의해 시도되어 왔으며, R.O. Ritchie 등에 의해 발표된 보고에 가장 잘 정리되어 있다. 이

에 따르면, 대규모 항복조건에 대한 균열생성 및 균열성장 인성 즉, JIC 및 TR (tearing 

modulus) 은 식 1 및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J IC ∼ σ 0 ε f
*
l 0
*                                 (1)

여기서, σ0 = 유동 응력, εf* = 임계 국부 파괴변형률, l0* = 파괴 특성거리. 

       T R ≃ 
α ssy
α fp [λ(

J IC E

l 0
*
σ 0

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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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αssy = 소규모 항복 조건에서의 Ramberg-Osgood 상수, αfp = 완전 소성 조건에

서의 Ramberg-Osgood 상수, λ는 관계상수, E = Young's modulus.

이 관계식들을 다음과 같이 전개할 수 있다.  

식 (1)을 식 (2)에 대입하면

       T R ≃ 
α ssy
α fp [λ(

ε f
*
E

σ 0 )]                             (3)

그런데, 

      ε f
*
≈

ln( d p/ D p)

0.28exp(1.5 σ m/ σ)
                              (4)

여기서, dp = 제 2상 입자간 간격, DP = 제 2상 입자 지름, σm = 정수압 응력 

(hydrostatic stress), σ = 유효 응력 (effective stress). 

식 (4)를 식 (3)에 대입하면, 

        T R ≈ 
α ssy
α fp [λ(

ln( d p/ D p)

0.28exp(1.5 σ m/ σ) )
1
ε 0 ]                   (5)  

αssy, αfp 등의 값은 유한요소해석 (finite element analysis) 에 의해 상당히 정확히 계산

되어 있다. αssy, αfp, λ 등을 상수로 놓고 ε0 를 같다고 하면,

      T R ∝ ln( d p/ D p )                                      (6)

즉, 균열 성장에 대한 저항성을 나타내는 tearing modulus (TR) 는 제 2상 입자간 간격 

대 제 2상 입자 지름의 로그함수에 비례한다.  

이와 같은 관계에 근거하여 VCD, VCD+Al, Si+Al 강의 J-R 파괴저항성의 차이를 각각

에 존재하는 탄화물의 크기 및 분포의 차이로 설명할 수 있다. 탄화물의 형상이 일정하지 

않고, 분포가 고르지 않아 탄화물간 거리의 측정에는 무리가 있었으나, J-R 파괴저항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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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떨어지는 VCD 강의 탄화물의 평균 크기가 다른 강들에 비해 클 뿐 아니라, 

파괴를 주도할 것으로 생각되는 큰 탄화물이 많이 분포한다는 사실은 식 (6)의 관계와 잘 

일치한다. 

(마) 정리

각각 다른 정련법을 통해 제강된 국산 SA508-Gr.3 원자로압력용기용 강들에 대하여 상

온에서부터 원자로 정상가동온도인 288℃ 까지 J-R 파괴저항시험을 실시하고, 파괴저항성

에 향을 미치는 미세조직적 인자들에 관해 고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J-R 파괴저항성은 VCD, VCD+Al, Si+Al 강으로 갈수록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세 가지 재료 모두에서 시험 하중선변위속도에서는 상온에서 288℃ 까지 온도 증가  

  에 따라 공통적으로 J-R 파괴저항성이 저하하 으며, 이는 동적변형시효에 기인하는 것  

  으로 판단된다.

(3) VCD 강의 경우, prior austenite 결정립 크기뿐만 아니라, 결정학적 관점에서 측정  

  한 아결정립 크기도 다른 재료에 비해 월등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J-R 파괴저항

성    에 나쁜 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4) 상대적으로 J-R 파괴저항성이 떨어지는 VCD 강에 있어서, 조대한 탄화물의 양이   

  많다는 사실은 기존의 연성파괴 이론과 잘 일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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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DS analysis result of VCD-2.

Location Shape Type
Size

(㎛)

EDS Results

Fe Mo Mn Cr Al

Grain

boundary

Large

spheroidal
M3C D:0.6 76.1 6.2 12.4 5.1 0.2

Lath

boundary

Rod M3C
L:2.2

W:0.12
71.4 4.7 18.5 5.3 0.1

Large

spheroidal
M3C D:

Within lath

Needle M2C
L:0.26

W:0.02
3.1 87.7 4.1 3.4 1.7

Rounded

needle
M2C

L:0.19

W:0.03
3.6 88.8 3.0 2.6 2.0

Small

spheroidal
M6C D:0.03 1.8 93.4 2.7 1.8 0.3

Table 2. EDS analysis result of VCD-3.

Location Shape Type
Size

(㎛)

EDS Results

Fe Mo Mn Cr Al

Grain

boundary

Large

spheroidal
M3C D:0.41 78.0 4.7 12.1 4.9 0.3

Lath

boundary

Rod M3C
L:3.2

W:0.2
78.0 3.5 13.8 4.4 0.3

Large

spheroidal
M3C D:

Within lath

Needle M2C
L:0.23

W:0.02
- - - - -

Rounded

needle
M2C

L:0.21

W:0.04
7.6 84.5 3.9 0.9 3.1

Small

spheroidal
M6C D:0.05 3.5 92.4 1.4 1.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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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EDS analysis result of VCD+Al.

Location Shape Type
Size

(㎛)

EDS Results

Fe Mo Mn Cr Al

Grain

boundary

Large

spheroidal
M3C D:0.5 - - - - -

Lath

boundary

Rod M3C
L:1.7

W:0.15
82.3 2 13.5 2.0 0.25

Large

spheroidal
M3C D:0.08

Within lath

Needle M2C
L:0.18

W:0.01
3.6 87.6 6.1 2.7 -

Rounded

needle
M2C

L:0.12

W:0.02
3.3 87.4 4.7 3.4 1.1

Small

spheroidal
M6C D:0.04 1.7 94.4 2.1 1.3 0.6

Table 4. EDS analysis result of Si+Al-1.

.

Location Shape Type
Size

(㎛)

EDS Results

Fe Mo Mn Cr Al

Grain

boundary

Large

spheroidal
M3C D:1.5 81.2 3.3 12.8 2.7 -

Lath

boundary

Rod M3C
L:1.7

W:0.19
78.0 4.7 14.0 2.9 0.4

Large

spheroidal
M3C D:

Within lath

Needle M2C
L:0.22

W:0.01
12.6 73.9 6.9 6.6 -

Rounded

needle
M2C

L:0.19

W:0.03
- - - - -

Small

spheroidal
M6C D:0.06 8.3 79.0 3.4 3.1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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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EDS analysis result of Si+Al-2. 

Location Shape Type
Size

(㎛)

EDS Results

Fe Mo Mn Cr Al

Grain

boundary

Large

spheroidal
M3C D:0.55 - - - - -

Lath

boundary

Rod M3C
L:1.27

W:0.14
- - - - -

Large

spheroidal
M3C D:

Within lath

Needle M2C
L:0.19

W:0.01
2.4 90.0 3.0 1.6 3.0

Rounded

needle
M2C

L:0.20

W:0.03
3.7 88.2 3.0 1.0 4.1

Small

spheroidal
M6C D:0.06 1.8 85.6 1.8 3.9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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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Special requirement of fracture toughness of reactor pressure vessel steel for Sizewell 

B PWR (UK).

 

J-Integral

Test temperature
43
o
C 293

o
C

Material Forging Weld Forging Weld

JIC (kJ/m
2) 156 156 136 136

KJC (MPa√m) 187 187 169 169

Ja2 (kJ/m
2) 720 500 400 250

KJ (MPa√m) 300 300 - -

   - JIC is the initiation value of J.

   - KJC is the value of K computed from JIC.

- Ja2 is the value of J at the intersection of the linear JΔa regression line with Δ     

     a=2mm (Δa is crack growth).

     - KJ is the value of K computed from J below which no specimen may show cleavage  

     instability.

 

     Maximum allowed RTNDT

     -22
o
C (-7.6

o
F) for nozzle forging

     -12oC (10.4oF) for other forgings and we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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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Chemical composition of SA 508-Gr.3 steels (in wt.%).

Element

Material
C Mn P S Si Ni Cr Mo V Cu Al Fe

ASME Spec.
0.25

max

1.20-1.

50

0.015

max

0.015

max

0.15-0.

40

0.40-1.

00

0.25

max

0.45-0.

60

0.05

max

0.1

max
- Bal.

VCD-1 0.18 1.43 0.008 0.003 0.08 0.78 0.04 0.52 0.006 0.060 0.005 Bal.

VCD-2 0.19 1.38 0.007 0.003 0.07 0.78 0.16 0.54 0.007 0.060 0.006 Bal.

VCD-3 0.19 1.42 0.007 0.002 0.04 0.86 0.14 0.51 0.003 0.035 0.006 Bal.

VCD+Al 0.18 1.46 0.006 0.003 0.10 0.86 0.15 0.51 0.004 0.030 0.018 Bal.

Si+Al 0.21 1.36 0.007 0.002 0.24 0.92 0.21 0.49 0.005 0.030 0.022 Bal.

JSW

(Si+Al-2)
0.18 1.46 0.002 0.001 0.17 0.79 0.14 0.51 0.003 0.030 0.021 Bal.

Table 8. TNDT and RTNDT for SA508-Gr..3 steels. 

 Material

(SA508-Cl.3)

TNDT RTNDT
 Remarks

(
o
F) (

o
C) (

o
F) (

o
C)

 VCD-1 10 -12.2 10 -12.2

 VCD-2 -20 -28.9 -20 -20

 VCD-3 30 -1.1 30 -1.1

 VCD+Al -20 -28.9 -20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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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Charpy indices of various Korean RPV materials(SA508-3 Forgings).

Material TNDT(
oC) RTNDT(

oC) USE(J) T30ft-lb(
oC) T50ft-lb(

oC) T35mils(
oC)

VCD

#1

B(L)IS - - 265 -3.3 8.3 -1.7

B(T)IS -12.2 -12.2 239 -3.3 7.2 3.3

W(T) -45.6 -45.6 290 -66.1 -48.9 -41.1

HAZ -40.0 -40 305 -82 -74 -71.7

VCD

#2

B(L)LS - - 255 -18.2 -5.3 -13.5

B(T)LS -28.9 -28.9 282 -21.5 -9.4 -10.7

W(T) -51.1 -51.1 238 -46 -33.1 -36.7

HAZ -51.1 -51.1 289 -92.5 -82.8 -74.3

VCD

#3

B(L)IS - - 300 -15.1 -7.2 -12.5

B(T)IS -1.1 -1.1 262 -27.4 -15 -24.8

W(T) -56.7 -46 251 -36.1 -21.4 -21.5

HAZ -40 -40 302 -86.4 -82.5 -74

VCD

+Al

B(L)LS - - 294 -34.8 -26.2 -30

B(T)LS -28.9 -28.9 284 -38.8 -28.5 -29.3

W(T) -51.1 -37.5 300 -24.6 -9.4 -13.9

HAZ -45.6 -45.6 293 -84.2 -72.3 -71.8

Si+Al B(T)IS -23.3 -23.3 269 -44.7 -34 -

SRM* B(T) - - 172 7.1 22.4 14.9

   * SRM : Standard Reference Materials(A533B Pl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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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Sub-grain size of SA508-Gr.3 steels for RPV materials which were determined by 

tolerance angle of 15°and 30°of EBSD technique.

  Mat.

Tolerance
VCD VCD+Al Si+Al

15o 34.3 μm 14.4 μm 12.9 μm

30o 41.7 μm 18.3 μm 16.3 μ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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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µm 50µm 50µm

(a)                     (b)                      (c)

Fig. 1. Micrographs of the (a) VCD, (b) VCD+Al, and (c) Si+Al refined SA508-Gr.3 ste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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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2. SEM micrographs showing carbides morphology and distribution of the (a) VCD, (b) 

VCD+Al, and (c) Si+Al refined SA508-Gr.3 ste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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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arbides size distribution of the (a) VCD, (b) VCD+Al, and (c) Si+Al refined 

SA508-Gr.3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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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EM micrograph which shows overall precipitates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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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EM micrographs VCD-2 precipitates (a) within grain  (b) grain boundary & lath (c) 

lath boundary (d) within l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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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TEM micrographs of VCD-3 precipitates (a) within grain (b) grain boundary & lath (c) 

lath boundary (d) within l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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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TEM micrographs VCD+Al precipitates (a) within grain (b) grain boundary & lath (c) 

lath boundary (d) within l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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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TEM micrographs of Si+Al-1 precipitates (a) within grain (b) grain boundary & lath (c) 

lath boundary (d) within l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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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TEM micrographs of Si+Al-2 precipitates (B2) (a) within grain (b) grain boundary & 

lath (c) lath boundary (d) within l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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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TEM micrographs of Si+Al-2 precipitates (B3) (a) within grain (b) within l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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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Fe,M)3C precipitates and diffraction pattern analysis (a) spheroidal type (b) rod type 

(c) diffraction pattern and schematic re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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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Mo,M)2C precipitates and diffraction pattern analysis (a) typical morphology (needle) 

(b) diffraction pattern and schematic representation.



- 406 -

Fig. 13. (Mo,M)6C precipitates and diffraction pattern analysis (a)typical morphology (small 

spheroidal shape) (b) diffraction pattern and schematic re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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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Comparison of room temperature tensile properties for different materials.



- 408 -

VCD-1 VCD-2 VCD-3 VCD+Al Si+Al JSW
0

10

20

30

40
Elongation (%)

Manufacturing Processes

VCD-1 VCD-2 VCD-3 VCD+Al Si+Al JSW
0

20

40

60

80

100
Reduction of Area (%)

Manufacturing Processes

Fig. 14. Comparison of room temperature tensile properties for different materials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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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Tensile properties of SA508-Cl.3 steel (VCD-1) versus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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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Tensile properties of SA508-Cl.3 steel (VCD-2) versus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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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 Tensile properties of SA508-Cl.3 steel (VCD-3) versus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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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8. Tensile properties of SA508-Cl.3 steel (VCD+Al) versus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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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9. Preirradiation Charpy impact properties of VCD-1 RPV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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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0. Preirradiation Charpy impact properties of VCD-2 RPV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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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 Preirradiation Charpy impact properties of VCD-3 RPV materials.



- 416 -

BM(T)(closed circle)
BM(L)(open circle)

Weld(open triangle)

-100 0 100 200 300
0

100

200

300

400

HAZ(closed triangle) 

C
v 

En
er

gy
 (J

)

Temperature (oC)

-200 0 200 400 600

0

50

100

150

200

250

VCD-Al

(ft
-lb

)

(oF)

Fig. 22. Preirradiation Charpy impact properties of VCD+Al RPV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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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 Notch toughnesses of HAZs comparing to those of base and weld met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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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4. Preirradiation Charpy impact properties of various base metal (longitudinal) of Korean 

RPV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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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5. Preirradiation Charpy impact properties of various base metal (transverse) of Korean 

RPV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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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6. Preirradiation Charpy impact properties of various weld metal (transverse) of Korean 

RPV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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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7. Preirradiation Charpy impact properties of various HAZs of Korean RPV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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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8. Variations of preirradiation Charpy impact properties of various Korean RPV materials 

with steelmaking prec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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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9. Temperature dependences of J-R curves in an RPV ste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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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0. J-R fracture resistance of SA508-Gr.3 steels at (a) RT, (b) 149℃, and (c) 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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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 J0.1 values of SA508-Gr.3 steels, corresponding to crack growth of 0.1 inch on J-Δa 

plots at various temper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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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 Unstable cleavage fracture during J-R testing at 43oC in some VCD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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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 Fracture toughness characteristics of various RPV steels in the transition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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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35. EBSD crystallographs of the (a) VCD, (b) VCD+Al, and (c) Si+Al refined SA508-Gr.3 

steel. (tolerance angle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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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 SEM fractograph of J-R tested SA508-Gr.3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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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항  원자로압력용기 용접부 물성

2.1 용접열 향부 취약부의 평가 및 해석

2.1.1  서 언

  최근 국내외에서 가장 많이 제조되고 있는 원자로압력용기의 용량은 100 만 kw 급으

로, 그 벽의 두께가 220 mm 이상되고, 제조공정상 NG-SAW(narrow-gap submerged arc 

welding)에 의해 130 패스 이상의 자동용접을 필요로 한다. 용접입열량은 경제성에 비중

을 두는 대입열보다는 안전성에 비중을 두어 평균 3 kJ/mm 의 비교적 소입열을 적용하

고 있다. 다른 구조물과 마찬가지로 모재 및 용착금속과 함께 용접열 향부(heat-affected 

zone, HAZ)는 별도의 관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안전도 확보에 대한 비중이 무엇보다

도 큰 원자로 재료의 경우, 가동전후에 반드시 감시시험(surveillance test)을 하도록 각국

은 법규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모재나 용착금속부와는 달리 용접열 향부는 좁은 역

에서 급격한 미세조직의 변화와 함께 위치에 따라 불균일한 성능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

이므로, 용접열 향부에서의 시험 위치는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원자로압력용기강 용접열 향부에 관한 각국의 감시시험 규정은 대부분 

용접용융선 + ~1 mm 이내에서 샤피노치인성시험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1-4)
. 이는 일반적

으로 철강재의 용접열 향부에 관한 연구가 주로 용접용융선(weld fusion line)에 근접한 

결정립조대화 역(coarse-grained region)에 집중되어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
5-7)
. 그러나, 

최근까지의 감시시험 결과에 의하면, 이 역에서의 노치인성은 모재에 비해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8-10)
. 따라서 ASTM E185-94 에서는 용접열 향부의 노치인성시험을 

감시시험에서 제외시키기에 이르 다
11)
. 그러나, 현재 가동중이거나 건설중인 대부분의 

원자로는 결정립조대화 역에서의 시험규정을 준수하고 있다. 이러한 현황으로 볼 때, 원

자로압력용기 용접열 향부에 관한 보다 세 하고 체계적인 평가자료가 요구된다. 그러

나, 이와 관련한 연구결과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원자로재료에서의 용접열 향부내 전체 역을 대상으로 노치인성과 

미세조직 관점에서의 체계적인 평가를 시도하 으며, 이를 통하여 최저인성 역을 제시

하고 인성저하의 원인을 찾아 보았다. 그러기 위해 단위열 향부(unit HAZ) 개념을 설정

하 고, Gleeble 재현시험을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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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단위열 향부의 노치인성과 미세조직

  가.  연구배경 및 목적

  최근 국내외에서 가장 많이 제조되고 있는 원자로압력용기의 용량은 100 만 kw 급으

로, 그 벽의 두께가 220 mm 이상되고, 제조공정상 NG-SAW(narrow-gap submerged arc 

welding)에 의해 130 패스 이상의 자동용접을 필요로 한다. 용접입열량은 경제성에 비중

을 두는 대입열보다는 안전성에 비중을 두어 평균 3 kJ/mm 의 비교적 소입열을 적용하

고 있다. 다른 구조물과 마찬가지로 모재 및 용착금속과 함께 용접열 향부(heat-affected 

zone, HAZ)는 별도의 관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안전도 확보에 대한 비중이 무엇보다

도 큰 원자로 재료의 경우, 가동전후에 반드시 감시시험(surveillance test)을 하도록 각국

은 법규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모재나 용착금속부와는 달리 용접열 향부는 좁은 역

에서 급격한 미세조직의 변화와 함께 위치에 따라 불균일한 성능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

이므로, 용접열 향부에서의 시험 위치는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원자로압력용기강 용접열 향부에 관한 각국의 감시시험 규정은 대부분 

용접용융선 + ~1 mm 이내에서 샤피노치인성시험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1-4)
. 이는 일반적

으로 철강재의 용접열 향부에 관한 연구가 주로 용접용융선(weld fusion line)에 근접한 

결정립조대화 역(coarse-grained region)에 집중되어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
5-7)
. 그러나, 

최근까지의 감시시험 결과에 의하면, 이 역에서의 노치인성은 모재에 비해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8-10)
. 따라서 ASTM E185-94 에서는 용접열 향부의 노치인성시험을 

감시시험에서 제외시키기에 이르 다
11)
. 그러나, 현재 가동중이거나 건설중인 대부분의 

원자로는 결정립조대화 역에서의 시험규정을 준수하고 있다. 이러한 현황으로 볼 때, 원

자로압력용기 용접열 향부에 관한 보다 세 하고 체계적인 평가자료가 요구된다. 그러

나, 이와 관련한 연구결과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원자로재료에서의 용접열 향부내 전체 역을 대상으로 노치인성과 

미세조직 관점에서의 체계적인 평가를 시도하 으며, 이를 통하여 최저인성 역을 제시

하고 인성저하의 원인을 찾아 보았다. 그러기 위해 단위열 향부(unit HAZ) 개념을 설정

하 고, Gleeble 재현시험을 실시하 다. 

  나. 실험방법

  사용재료는 원자로용 ASME SA 508 Cl. 3 (ASTM A 508 Cl. 3)급 Mn-Mo-Ni 계 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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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으로 화학성분은 표 1 과 같다
12)
. 소입 및 소둔(quenching & tempering)에 의해 모

재는 템퍼드 베이나이트 기지조직을 갖는다. 모재의 벽 두께는 220 mm 로 NG-SAW 에 

의해 약 130 패스 이상 자동용접되었으며, 용접조건은 표 2 와 같다. 패스간 온도는 200 

o
C 이고, 615 

o
C에서 용접후열처리(post weld heat treatment)가 실시되었다. 재료의 용도

상 가장 중요시되는 성능은 인성(toughness)으로, 이는 핵연료에서 방사되는 중성자의 조

사에 의해 재료가 취화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제 원자로 구조물에서 채취

한 용접부를 대상으로 열 향부를 에칭한 후, 용접용융선으로부터 1 mm 간격으로 샤피 

V 노치 충격시험을 실시하 다. 

  자동용접된 다층용접 열 향부는 일정한 온도분포의 열 향부가 반복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단위열 향부(unit HAZ)로 설정하 고, 이러한 단위 열 향부내에서의 

온도분포를 해석하므로서 미세조직과 기계적특성을 연계하는 방법으로 체계적인 평가에 

접근하도록 시도하 다. 단위열 향부의 크기와 내부의 온도분포는 재료상수와 용접조건

의 함수로 표시될 수 있으므로, 용접조건의 변화에 따른 단위열 향부를 도식화하 다. 

단위 열 향부 모델을 통해 일곱가지 대표적인 시험위치를 설정한 후, Gleeble 1500 장치

를 통해 재현시험편을 제작하 다
13-14)
. 두께의 1/4 지점(1/4 T)에서 채취한 실제 용접부

의 단면과 열 향부 재현 위치가 그림 1 에 나타나 있다. 각 위치에서의 재현 용접 열사

이클 조건은 재료상수와 용접조건으로부터 구해졌으며, 표 3 과 같이 정리되었다. 이와같

이 준비된 재현시험편을 이용하여 샤피충격시험을 실시하 고
15)
, 자동압입시험에 의해 인

장강도와 경도를 구하 다
16)
. 미세조직관찰에는 광학 및 전자현미경이 이용되었다. 

   다. 결과 및 고찰

1) 실제 용접열 향부의 노치인성

  실제의 용접부를 대상으로 용접용융선으로부터 모재측으로 1 mm 간격으로 노치를 가

공하여 충격시험한 결과, 열 향부내의 인성분포는 그림 2 와 같다. 용접용융선에 근접한 

결정립조대화 역은 모재에 비해 우수한 인성을 보이는 반면, 모재에 가까운 열 향부는 

인성이 저하한 것을 볼 수 있는 가운데, 전체적으로 커다란 데이터의 편차를 보이고 있

다. 실제 용접부를 대상으로 한 노치인성시험은 에칭 후 용접용융선이 이상적인 직선으로 

나타나지 않는 한 노치 가공 위치의 오차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샤피충격시험

편의 폭은 10 mm 로, 노치선단에 걸치는 열 향부의 부위는 다양한 미세조직을 가질 수 

밖에 없다. 특히, 다층용접부의 경우, 전후 패스를 고려할 때, 미세조직의 변화는 용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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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선에 평행하지만은 않으리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이들은 모두 시험 결과의 편차를 

넓히고 평가의 재현성을 낮추는데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열 향부내에서의 미

세조직 변화에 따른 인성의 변화를 보다 체계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특정 위치에서의 

용접열사이클을 재현한 시험편을 이용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하여 단위 열 향부내에서

의 특정위치에 미치는 온도의 향은 다음과 같이 구해졌다. 

2) 열 향부의 단위모델

  용접용융선에 대해 수직방향으로 열 향부의 위치에 따른 열사이클 최고온도(Tp)는 다

음 식으로부터 구할 수 있다
17)
. 

               1
Tp-To

=
πeρC(r

2
-R

2
)

2ηE
+

1
Tf-To

여기서 To 는 예열온도 또는 층간온도, e 는 자연대수(2.7183), ρ 는 비중, C 는 비열, r 

은 용융금속의 중심으로부터의 거리, R 은 용융금속의 반경, η 는 열효율, E 는 입열량, 

Tf 는 융점을 각각 나타낸다. 본 시험재에 대한 용접조건의 경우, 층간온도는 200 
o
C, 비

중은 7.86 g/cm
3
, 비열은 0.11 cal/goC, 용융금속의 반경은 7 mm, 열효율은 0.45, 용접

입열량은 3 kJ/mm, 융점은 1530 
o
C 로 각각 측정 및 조사되었으며, 이들 값을 적용하면 

그림 3 과 같이 최고온도를 위치에 따른 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 그런데, 광학현미경으로 

상변태를 감지할 수 있는 최저열 향온도는 A1 변태점근처로

A1 (
o
C) = 723 - 20.7 Mn - 16.9 Ni + 29.1 Si - 16.9 Cr + 290 As + 6.38 W

A3 (
o
C) = 910 - 203 C - 15.2 Ni + 44.7 Si - 104 V + 31.5 Mo + 13.1 W

와 같이 예측될 수 있다
18)
. 본 시험재의 경우 A1 은 680 

o
C, A3 는 830 

o
C 로 구해졌다. 

그림 3 을 보면, 용접용융선으로부터 4.5 mm 위치에 Ac1 변태점이 지나가고, 이는 열

향부의 폭을 나타낸다. 

  한편, Rosenthal
19)
의 열유동방정식으로부터 용접열사이클은 

              T-To=Θ1
Δt
t
exp -( Δtet (

Θ 1
Tp-To ))

로 표현되고, 여기서 냉각시간 Δt 를 용접조건의 함수로 표시하면

                Δt 8 - 5=
q/v
2πλΘ 1

와 같이 주어진다. 또한, Θ1 은 층간온도(To)의 함수로

                1
Θ1
= ( 1

773-To
-

1
1073-T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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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표시된다. 위에서, 냉각시간을 나타내는 Δt8-5 는, 철강재료의 연속냉각시 주요 조직의 

변태가 결정되는 800 
o
C 에서 500 

o
C 사이의 냉각시간을 나타내고, e 는 자연대수

(=2.718), Tp 는 열사이클의 최고온도, q 는 heat flux, v 는 열원의 속도, 그리고 λ 는 열

전도도를 표시한다. 이를 이용하면, 열 향부내 임의의 위치에서 시간의 변화에 따른 온

도의 변화를 알 수 있는데, 계산결과 본 실험조건에서의 용접열사이클은 그림 4 와 같이 

작성되었다. 이로부터 승온 및 냉각속도를 구하여 재현열사이클 조건을 결정할 수 있었

다. 또한 경험적으로 층간거리, WI
20)
는             

W I=1.7+0.107E       (mm)

와 같이 입열량, E(kJ/cm)의 함수로 표시할 수 있으며, 본 시험재의 경우 4.9 mm 로 나

타났다. 이와같이 도출된 용접열 향부의 폭과 층간거리는 그림 1 과 같이 실제 용접부를 

에칭한 후에 측정한 값과 비교한 결과 잘 일치하 다. 이와같이 재료상수 및 용접조건의 

함수로 표현되는 열 향부의 폭과 층간거리로부터 단위 열 향부의 크기가 결정되었다. 

즉, 재료와 용접조건의 변화에 따라 단위열 향부의 기하학적 크기와 모양, 그리고 열

향부내의 온도분포가 향을 받는다. 

  그림 5 는 단층 및 다층용접열 향부의 단위 모델을 나타낸다. 여기서 a, b, c, d, e 는 

각각 1300 
o
C < a < 융점(≃1500 

o
C), 1100 

o
C < b < 1300 

o
C, 900 

o
C < c < 1100 

o
C, 

700 
o
C < d < 900 

o
C, 600 

o
C < e < 700 

o
C 와 같이 구분된 국소 역을 표시하고, 표기

순서는 용접 pass 의 순서를 나타낸다. 예를들면,  abc 는 첫 번째 패스-a, 두 번째 패스

-b, 세 번째 패스-c 의 순서로 최고온도의 열 향을 받은 것을 나타낸다. 단층 용접의 경

우 (a) 와 같이 결정립조대화 역이나 결정립미세화 역, 부분변태 역 등이 알기쉽게 나

타나지만, 다층용접을 하게되면 선행((N-1)
th 
혹은 (N-2)

th
) 패스의 열이력과 후속((N+1)

th 

혹은 (N+2)
th
) 패스의 열 향을 받아 N

th
 패스의 조직특성은 단층용접에서와는 다르게 변

한다((b)-(e)). 특히, 재료상수와 용접조건의 함수로 표시되는 열 향부의 폭(WH : width 

of HAZ)과 층간거리(WI : width of interpass)의 비(WH/WI)는 예를들어 결정립조대화 

역의 크기에 지대한 향을 미치는데, WH/WI 가 클수록 후속 열사이클의 향범위가 커

져 조대화 역의 크기는 줄어든다. 여기서 WH/WI 를 크게하기 위해서 WH 를 크게하는 

방법은 피해야 한다. 열 향부 자체가 커지는 것을 피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보다는 WI 

를 작게하는 방법이 적정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예를들어, 입열량을 줄이면 WI 와 WH 

가 동시에 감소하고 예열온도를 높이면 WH 만 증가하므로, 좋은 용접열 향부를 얻기 

위해서는 작은 입열량을 적용하고 예열온도를 충분히 높여주어야함을 이해할 수 있다.  

본 실험재의 경우, WH/WI 는 약 0.92 로 나타났으며, 그림 5 의 (c) 에 해당한다. 



- 436 -

3) 미세조직의 예측

  저합금 철강재료의 경우, 상변태온도를 기준으로 단층용접 열 향부를 결정립조대화

역(coarse-grained region), 결정립미세화 역(fine- grained region), 부분변태 역 혹은 임

계간 역(intercritical region) 그리고 미변태열 향 역 혹은 임계이하 역(subcritical 

region)으로 구분한다
14)
. 이들은 그림 5 의 (a) 에서 각각 a 와 b, c, d, e 에 해당한다.    

다층용접이 되면 전후 패스를 고려해야 하는데, 단위모델을 이용하면 열 향부내의 하나

의 작은 역(subzone)에서의 열이력을 추정할 수 있으며, 따라서 미세조직의 변화를 정

성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층용접부는, 선행패스의 열이력과 후속패스의 열

향을 받으므로 조직특성이 단층용접에서와는 다르게 매우 복잡하게 변하지만, 최종 미세

조직을 결정하는 용접열사이클은 대부분 두 개의 패스로 대표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층용접열 향부의 대표적인 미세조직형태를 다음의 일곱가지

로 크게 구분하 다; (1) U CG HAZ (Unaltered CG HAZ) : 1 차 열사이클(Tp1 = 1350 

o
C)에 의해 결정립조대화된 역이 2 차 열사이클(Tp2 = 1350 

o
C)에 의해 재변태되지 않

고 그대로 유지된 역, (2) SCR CG HAZ (Supercritically reheated CG HAZ) : 1 차 열

사이클(Tp1 = 1350 
o
C)에 의해 결정립 조대화되었던 역이 2 차 열사이클(Tp2 = 900 

o
C)

에 의해 향을 받아 재변태된 역, (3) IR CG HAZ (Intercritically reheated CG HAZ) 

: 1 차 열사이클(Tp1 = 1350 
o
C)에 의해 결정립 조대화되었던 역이 2 차 열사이클(Tp2 = 

700 
o
C) 에 의해 일부 재변태가 일어난 역, (4) SCR FG HAZ (Supercritically reheated 

FG HAZ) : 1 차 열사이클(Tp1 = 900 
o
C)에 의해 결정립 미세화되었던 역이 2 차 열사

이클(Tp2 = 900 
o
C)에도 동일한 열 향을 받은 결정립 미세화 역, (5) IR FG 

HAZ(Intercritically reheated FG HAZ) : 1 차 열사이클(Tp1 = 900 
o
C)에 의해 결정립 미

세화되었던 역이 2 차 열사이클(Tp2 = 750 
o
C)에 의해 부분 변태된 역, (6) IR HAZ 

(Inter -critically reheated HAZ) : 1 차 열사이클(Tp1 = 750 
o
C)에 의해 부분 변태되었던 

역이 2 차 열사이클(Tp2 = 750 
o
C)에도 동일한 향을 받은 임계간 재가열 역, (7) SR 

HAZ(Subcritically reheated HAZ) : 1 차 열사이클(Tp1 = 650 
o
C)에 의해 임계이하 온도

의 열 향을 받았던 역이 2 차 열 사이클(Tp2 = 650 
o
C)에도 동일한 열 향을 받아 모

재가 변태되지 않지만 템퍼링 등의 열 향이 가능한 역. 

  이 역들에서의 미세조직은 용접후열처리에 의하여 추가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
21)
. 

약 615 
o
C 에서 수행되는 용접후열처리는 주로 용접후 잔류응력의 완화를 그 목적으로 

하지만, 철강재료에서 원소의 이동이 충분히 가능한 온도이므로, 특히 침입형 원자인 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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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 이동으로 탄화물의 변화가 충분히 예상되며 이는 기지조직의 변화를 의미한다.

  용접열이력에 따른 미소 역에서의 가능한 조직변화를 표 4 와 같이 정리하 다. 표 4 

로부터 템퍼드 베이나이트가 주를 이루는 모재가 미소 역별로 용접열 향을 받아 변하

는 과정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열 향부의 단위 모델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

었다. 

4) 노치인성의 분포 및 인성저하 역

  이와같이 예측된 대표적인 일곱가지 미세조직은, 각각 그림 1 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

이, 단위열 향부내의 대표적인 일곱위치로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S1, S2, S3 는 각각 

U CG HAZ, SCR CG HAZ, IR CG HAZ 를 나타내고, S4, S5 는 각각 SCR FG HAZ, 

IR FG HAZ 를 나타낸다. 그리고 S6 과 S7 은 각각 IR HAZ 와 SR HAZ를 대표한다. 

  각 위치에서의 노치인성을 측정한 결과 그림 6 (a) 와 같이 나타났다. S1, S2, S3 는 모

두 결정립조대화 역에서 후속 패스와 용접후열처리에 의해 향을 받아 대부분의 미세

조직이 마르텐사이트에서 템퍼드 마르텐사이트로 변하 고, 그로 인하여 모재에 비해 우

수한 인성을 보 다. S4, S5 는 결정립미세화 역에서 각각 다른 후속 패스와 용접후열처

리를 받았으나, 모두 미세한 템퍼드 베이나이트가 주가 되는 미세조직으로 변하므로, 고

인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S6 와 S7 의 경우는 각각 700 
o
C 와 650 

o
C 의 반복적

인 용접열사이클과 함께 615 
o
C 에서 용접후열처리를 받았으며, 특히 평형시 A1 변태점

이 680 
o
C 부근임을 감안할 때, 용접열에 의한 조직의 변태는 없거나 매우 미세할 것으

로 생각할 수 있다. 즉, 템퍼드 베이나이트의 모재가 추가로 A1 근처의 열 향을 받은 것

으로 볼 수 있다. 오버템퍼링에 의한 탄화물의 조대화와 그로 인한 베이나이틱 페라이트 

기지조직에서의 탄소 저감 가능성이 있다
22)
. 시험결과 이곳에서의 인성은 모재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6 의 (b) 와 (c) 는 각각 인장강도와 경도를 측정한 결과로, 

인성치와 유사하게 모재측 열 향부 즉, S6 와 S7 에서 저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5) 미세조직관찰 및 인성저하의 원인 

  각 조건별로 광학현미경을 이용하여 미세조직을 관찰한 결과가 그림 7 에 나와 있다. 

전체적으로 예측결과와 거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템퍼드 베이나이트의 모재가 두 번의 

용접열사이클과 용접후열처리를 받아 변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최종 조직을 보면, 용

접용융선에 근접한 S1, S2, S3 는 템퍼드 마르텐사이트가 주를 이루는 조직으로 되어 있

고, 열 향부의 중앙부인 S4, S5 는 미세한 템퍼드 베이나이트를 보이고 있다. 한편, 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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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 열 향부 즉 부분변태 역과 미변태열 향부를 나타내는 S6, S7 은 모재와 유사한 템

퍼드 베이나이트를 보이는데, 변태의 흔적은 없고, 단지 탄화물과 메트릭스의 미소한 차

이를 나타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자현미경을 통해 관찰한 결과, 그림 8 과 같이, 

탄화물의 조대화 경향을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모재측 미변태 열 향부에서의 인성 및 기계적 특성의 저하 원인은, 반복된 용

접열사이클과 용접후열처리에 의하여 템퍼드 베이나이트 모재 조직이 오버템퍼드되어 탄

화물이 조대화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되며, 이로 인하여 일종의 연화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판단되었다.

라. 결  론

  다층용접된 원자로압력용기강의 용접열 향부를 단위화하여 용접조건에 따른 열 향부

내의 온도분포를 해석하고, 용접열사이클과 후열처리에 따른 미세조직의 변화와 위치별 

인성의 분포를 측정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다층용접열 향부를 체계적으로 접근하는데 있어서 단위모델을 설정한 방법은 매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열 향부 모델은 재료물성과 용접조건에 의해 설정이 

가능하 다.

(2) 용접조건의 변화에 따른 단위열 향부내의 온도분포 변화를 통해 볼 때, 상대적으로 

작은 용접입열량과 높은 예열온도 조건에 의해, 기존의 인성저하 역으로 알려진 결정립

조대화 역의 크기를 줄이거나 없앨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본 연구의 대상인 원

자로압력용기강의 용접조건(입열량 : 3 kJ/mm, 층간온도 : 200 
o
C)으로는 다층용접과 후

열처리에 의해 초기 결정립조대화 역은 소멸됨을 알 수 있었다.  

(3) 다층용접부의 미세조직 변화는 단위 열 향부의 해석을 통해 정성적 예측이 가능했으

며, 시험결과와 잘 일치하 다.

(4) 원자로압력용기강 용접열 향부는, 용접용융선에 가까운 결정립조대화 역에서 모재

에 비해 높은 인성치를 기록했고, 오히려 모재측의 미변태 열 향 역에서 인성이 저하하

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강도와 경도의 경우도 미변태 열 향 역에서 낮아진 경향을 보

다. 

(5) 이러한 인성과 기계적특성의 저하는, A1 변태점 부근에서의 반복된 열 향으로 인해 

탄화물이 조대해진 것이 그 주요 원인중 하나로 생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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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IRHAZ 의 미세조직과 기계적 특성

가. 연구배경 및 목적

 

  앞 항목(2-1-2)에서는 국산 원자로압력용기강의 실제 및 재현 용접열 향부 (heat- 

affected zone, HAZ)에 대해 전반적인 미세조직 및 기계적 성질에 관한 특성평가가 이루

어졌다. 그 결과,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미세조직과 기계적 특성의 변화가 

급격한 용접열 향부에서 가장 취약한 부위는 용접용융선과 근접한 CGHAZ(coarse 

grained HAZ) 혹은 다층용접의 경우 ICCGHAZ(intercritical-CGHAZ)
1∼6)
가 아니라, 오히

려 모재에 가까운 ICHAZ(inter-critical HAZ) 혹은 다층용접부의 경우 IRHAZ 

(intercritically-reheated HAZ)임이 밝혀졌다
7)
. 

  본 연구는, Narrow Gap SAW(submerged arc welding)에 의해 다층용접된 원자로압력

용기강 IRHAZ에서 미세조직과 기계적 특성의 변화를 보다 세분된 위치별로 평가한 것

으로 용접후열처리(post-weld heat treatment, PWHT)의 향을 고려하 다. 용접열 향

부내의 위치는 용접열사이클의 최고온도와 함수관계를 가지므로, 열사이클 최고온도의 

범위를 임계간(intercritical) 혹은 부분변태(partially-transformed) 역으로 한정시켰다. 

  

나. 실 험 방 법

  본 연구에 사용된 원자로압력용기강의 화학성분과 열처리 조건은 표 5 와 같다.
8)
 모재

는 퀜칭 및 템퍼링한 것으로 템퍼드 베이나이트(tempered bainite) 기지조직을 갖는다. 용

접열사이클 최고온도 설정을 위해, 합금 성분을 고려한 Andrews의 예측식
9)
으로부터 구

해진 임계변태온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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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5.5 ℃

  A3(℃ )=910-203√ (%C)+44.7(%Si)-15.2(%Ni)-04(%V)+31.5(%Mo)

       =828.2 ℃

  이로부터 재현열사이클 시험시 최고온도를 800 ℃, 750 ℃, 700 ℃ 의 세가지로 구분하

고, 이는 다시 다층용접임을 고려하여 전후 패스로 나눈 조합인 아홉 조건으로 구분되

었다. 이렇게 선정된 최고온도를 기준으로 실제 용접조건(입열량 : 30 kJ/cm)과 재료물성

을 고려하여 전보
7)
에서 사용한 열전도식

10)
으로부터 시간변화에 따른 온도의 변화를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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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는 용접열사이클을 도출하 다. 그 결과, 표 6 와 같이 정리할 수 있었으며, 여기서 C1, 

C2, ... C9 은 용접후열처리 전의 상태를 나타내고, C1P, C2P, ... C9P 는 용접후열처리 

후의 상태를 나타낸다. 2중열사이클을 적용하므로써 열사이클 재현에는 Gleeble 1500 시

스템이 사용되었으며, dilatometer 를 이용한 변태온도 측정이 이루어졌다. 열사이클 재현

후, 용접후열처리는 615 ℃에서 4.5 시간 실시되었다. 전반적인 미세조직의 변화를 관찰하

기 위해 광학현미경을 이용하 으며, 2% nital + 과포화 picric acid 부식용액이 사용되었

다. 석출물과 기지조직 등 보다 정 한 미세조직 관찰을 위해서는 SEM 및 TEM의 전자

현미경이 이용되었다. 미세조직, 특히 마르텐사이트의 변태량, 크기, 도 등의 정량화를 

위해, 마르텐사이트와 베이나이트를 구별할 수 있는 Le Pera 용액(1 % sodium 

metabisulfite 수용액 + 4 % picral)으로 부식한 후, 상 분석기(image analyzer)를 이용하

다. 또한 인성을 평가하기 위해 -50 ℃에서 샤피충격시험을 실시하 다. 여기서 -50 ℃

의 시험온도를 사용한 이유는 충격인성값의 편차가 작으면서도 파면 특성이 잘 비교되기 

때문이다. 자동압입시험에 의해 경도와 인장강도를 상온에서 평가하 다. 그리고 파괴 거

동을 알아보기 위해 샤피충격시험한 시험편에서 노치 방향으로 파면을 수직으로 절단하

여 파면 아래 부분의 미세조직을 주사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하 다. 

다. 결과 및 고찰

  1) 최고온도에 따른 IRHAZ의 변태온도

  그림 9 는 최고온도가 800 ℃, 750 ℃, 700 ℃의 2중 열사이클을 받은 IRHAZ의 대표적

인 시편인 C1, C5, C9에 대한 선팽창 측정 결과이다. C1 시편에서 800 ℃의 1차 열사이

클에 의해 승온시 770 ℃에서 오스테나이트가 변태되기 시작하여 800 ℃까지 부분변태가 

진행되었고, 냉각시 580 ℃에서 베이나이트 변태가 일어나고 370 ℃ 부근에서 마르텐사이

트 변태가 일어남을 알 수 있다. 2차 열사이클에 의해 800 ℃까지 다시 온도가 상승하면 

1차 열 사이클에 의한 오스테나이트 변태개시 온도보다 26 ℃ 정도 낮아지고, 냉각시 베

이나이트 변태온도는 10 ℃ 정도 높아졌다. 이는 1차 열사이클에 의해 결정립계가 미세하

게 되어 오스테나이트의 핵생성 위치가 증가하게 되었기 때문에 쉽게 오스테나이트로 변

태할 수 있어 승온시 변태 개시온도가 낮아진 것으로 생각되며, 이것은 유사강종을 대상

으로 한 G. Spanos
11∼12)

등의 연구 결과와 잘 일치하 다. C5 시편에서 750 ℃의 1차 열 

사이클에 의해 승온시 변태하지 않았고, 냉각시 베이나이트 변태가 550 ℃ 부근에서 일어

나고 마르텐사이트 변태가 280 ℃ 부근에서 일어났다. 이러한 이유는 750 ℃에서 10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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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하는 동안 약간의 변태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2차 열 사이클에 의해 승온시 

726 ℃에서 오스테나이트 변태가 시작하 다. 1차 열 사이클 받을 때보다 냉각시 베이나

이트 변태온도가 5 ℃ 정도 높아졌다. C9 시편에서는 700 ℃의 1차․2차 열 사이클에 의

해 승온․냉각시 변태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선팽창 측정 결과로부터 각 조건별 변

태온도를 확인하 고, 열사이클 최고온도에 따른 정성적인 미세조직변화 예측이 가능하

다.

  2) 용접열사이클의 최고온도에 따른 미세조직 변화

  퀜칭 및 템퍼링한 원자로압력용기강 IRHAZ는 다양한 미세조직을 형성하고 있음을 관

찰할 수 있었다. 이러한 미세조직은 입열량에 의존하는 냉각속도와 최고온도에 따라 향

을 받는다.
13∼16)

 본 연구에서는 용접열사이클의 최고온도에 따라 미세조직을 체계적으로 

분석하 다. 그림 10 은 1차 열사이클만을 받은 시편에서 최고온도에 따른 광학현미경 미

세조직이다. 최고온도가 증가하면 결정립이 미세하게 됨을 관찰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

는 IRHAZ내에서 미세조직변화가 일어났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그림 

10 에 나타낸 것처럼 nital 부식액은 IRHAZ에서 형성될 수 있는 마르텐사이트와 베이나

이트 조직과 템퍼드 베이나이트 조직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었다. IRHAZ내에 형성되

어 있는 조직들을 구분하기 위해 Le Pera 부식액으로 부식시킨 조직을 그림 11 에 나타

내었다. 여기서 마르텐사이트는 흰색, 베이나이트는 검은색, 템퍼드 베이나이트는 회색으

로 구분할 수 있다. 이 결과 IRHAZ의 미세조직은 재변태하여 형성된 마르텐사이트 또는 

베이나이트와 템퍼드 베이나이트로 이루어진 혼합조직임을 알 수 있다. 800 ℃ 시편의 미

세조직은 재변태된 상에서 마르텐사이트와 베이나이트를 구분할 수 있지만, 750 ℃ 시편

에서는 재변태된 상이 주로 마르텐사이트로 변태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800 ℃ 시편보다 

재변태된 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경향을 나타낸다. 700 ℃ 시편에서는 재변태된 상을 관찰

할 수 없었다. 

  그림 12 는 2중 열사이클을 받은 IRHAZ의 미세조직이다. 전반적으로 그림 11 에서 보

는 것 보다 결정립이 미세하고 복잡한 미세조직이 분포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이는 후속 

열사이클의 최고온도가 A3와 A1 사이에 있는 부분변태 온도 역에 존재하기 때문에 선행 

열사이클에 의해 형성된 혼합조직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여 1차 열사이클만 받은 미세

조직보다 복잡한 미세조직을 형성하게 된다. 여기서 C9 시편을 제외한 나머지 시편들의 

미세조직은 베이나이트(또는 마르텐사이트)와 템퍼트 베이나이트의 혼합조직을 형성하고 

있으며, 1차 열사이클만 받았을 때보다 결정립이 미세하고, 베이나이트(또는 마르텐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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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의 양이 증가한 경향을 볼 수 있다. C1, C2, C3, C4, C7 시편들의 미세조직은 결정립

이 미세하고, 재변태된 상은 주로 베이나이트이고, 미세한 고탄소 마르텐사이트는 균일하

게 분포하고 있지만, 2차 열사이클의 향에 따라 고탄소 마르텐사이트의 양이 약간의 차

이가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 C5, C6, C8 시편의 미세조직은 결정립이 모재보다 다소 작

아지고, 재변태된 상이 주로 조대한 고탄소 마르텐사이트이고, 그 주위에 베이나이트가 

형성되어 있다.  C9 시편에서는 모재와 유사한 템퍼드 베이나이트 조직을 나타내었다. 이

는 700 ℃가 A1 변태온도 이상임에도 용접열사이클이 급열이기 때문에 A1 변태온도가 상

승되고, 유지시간이 짧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700 ℃에서 유지시간을 

10초, 30초, 60초로 변화하여 미세조직을 관찰한 결과를 그림 13 에 나타내었다. 유지시간

이 10초일 때 변태한 흔적을 관찰할 수 없고, 30초 이상에서 관찰할 수 있다.  또한 C3, 

C6, C9 시편인 경우, 모두 2차 열사이클의 최고온도가 700 ℃인데 C3과 C6 시편은 재변

태한 상이 존재하 고, C9 시편은 재변태한 상이 존재하지 않았다. C3과 C6 시편의 경우

에는 1차 열사이클에 의해 결정립계가 미세하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그리고 IRHAZ에서 재변태된 상 안에 베이나이트와 고탄소 마르텐사이트가 존재함을 

관찰할 수 있다. 이는 승온시 재변태된 오스테나이트에서 냉각시 베이나이트가 형성되어 

성장하면서 탄소를 오스테나이트 쪽으로 보내어 이러한 결과로 오스테나이트의 탄소 농

도는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탄소 농도가 증가된 오스테나이트는 경화능이 향상되어 마르

텐사이트로 변태한다. 이러한 것은 그림 14 에 나타낸 것처럼 고탄소 역에서 나타나는 

쌍정 마르텐사이트의 관찰로 입증할 수 있다. 

  여기에 용접후열처리를 행하게 되면 IRHAZ는 일종의 템퍼링효과를 받게 된다. 이러한 

템퍼링효과로 인해 Le Pera 부식액은 석출물의 특성을 잘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에 nital 

부식액으로 부식하여 그림 15 에 나타내었다. 전반적으로 용접후열처리에 의해 템퍼드된 

미세조직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용접후열처리에 의한 IRHAZ의 미세조직 변화를 더욱 

세 히 관찰하기 위해 C1P, C5P, C9P 시편들을 주사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하여 그림 16 

에 나타내었다. C1P 시편의 미세조직은 결정립이 미세하고, 석출물들이 전반적으로 모재

보다 미세하게 분포하고, 결정립경계를 따라 존재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C5P 시편의 

미세조직은 재변태한 역에 구형의 석출물들이 존재하고, 전반적으로 석출물들은 모재

보다 미세하지만, 결정립계에서 조대한 석출물들을 관찰하 다. C9P 시편의 미세조직은 

모재와 비슷하지만, 석출물들이 모재보다 조대해져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 이는 연속적

인 용접열사이클과 용접후열처리에 의한 템퍼링효과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또한 이러한 

템퍼링 효과는 기지를 연화시키게 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이 조건의 시편을 투과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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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미경으로 관찰하여 그림 17 에 나타내었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모재보다 기지에 전위

가 감소하고 아결정립이 성장한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3) 미세조직이 기계적 특성에 미치는 향 

  미세조직 관찰결과 IRHAZ는 최고온도에 따라 여러 조직이 혼합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 18(a) 와 (b) 는 용접후열처리 전 IRHAZ에 대한 경도와 인장강도측정 결과

이다. 전반적으로 최고온도가 높아지면 경도 및 인장강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이는 최고온도가 높아지면 재변태하여 형성되는 오스테나이트(베이나이트, 마르텐사이트)

의 양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또한 1차․2차 열사이클에 상관없이 800 ℃ 열사이클을 받은 

C1, C2, C3, C4, C7 시편인 경우는 모재보다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이는 그림 15 에 나

타낸 것처럼 주로 미세조직이 재변태된 베이나이트와 마르텐사이트로 구성되어 있기 때

문이다. 반면 750 ℃와 700 ℃ 열사이클을 받은 C5, C6, C8, C9 시편인 경우는 모재보다 

약간 높거나 비슷한 값을 나타내었다. 이는 미세조직이 주로 템퍼드 베이나이트이고 약간

의 재변태한 베이나이트 또는 마르텐사이트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위의 결과와 같이 용접

후열처리 전 상태에서 경도와 인장강도에 향을 미치는 인자는 재변태된 베이나이트와 

마르텐사이트의 분율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8(d) 및 (e) 는 용접후열처리 후 경도와 인장강도를 나타낸다. 전반적으로 최고온

도가 높아지면 경도와 인장강도가 증가하는 경향은 용접후열처리를 받기 전의 경향과 유

사하 다. 그러나 경도와 인장강도는 용접후열처리 전보다 용접후열처리 후에 낮은 값들

을 나타낸다. 이는 용접후열처리에 의한 템퍼링 효과 때문이다. 또한 1차․2차 열 사이클 

상관없이 800 ℃ 열 사이클을 받은 시편인 경우 여전히 모재보다 약간 높은 값을 나타내

고, 750 ℃와 700 ℃ 열 사이클을 받은 시편인 경우에는 모재와 비슷하거나 낮은 값을 보

다. 이는 용접열사이클에 의해 상변화가 약간 일어나거나 아니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

에 기지가 연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림 18(c) 는 용접후열처리 전 2중 열사이클을 받은 IRHAZ에 대한 최고온도에 따른 

충격인성 결과이다. 전반적으로 선행 열사이클의 향과 후속 열사이클의 향으로 다양

한 충격인성을 나타내었다. 1차․2차 열사이클에 상관없이 800 ℃ 시편들인 경우 비교적 

모재보다 높은 충격인성 값을 나타내었다. 이 중에서도 C3(800-700 ℃) 시편은 비교적 모

재보다 높은 충격인성 값을 나타났는데, 이는 결정립이 미세하고, 선행 열사이클에 의해 

형성된 미세조직이 후속 열사이클에 의해 생성된 상의 량이 작고 주로 기지가 템퍼링 효

과를 받았기 때문이다. 1차․2차 열사이클 중 750 ℃와 700 ℃만 서로 교차하여 열사이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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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은 시편인 경우에 모재보다 비교적 낮은 충격인성을 보 다. 이 중에서도 

C5(750-750 ℃) 시편에서 가장 낮은 충격인성 값을 나타내었다. 용접후열처리 전에는 재

변태된 고탄소 마르텐사이트의 향으로 전반적으로 충격인성 값이 모재와 비슷하거나 

낮은 경향을 나타낸다. 이는 재변태된 고탄소 마르텐사이트의 향이라고 알려져 있다.
1

7∼20)
 이러한 관점에서 IRHAZ에서 마르텐사이트의 변태량과 평균크기를 정량화하여 표 7 

에 나타내었다. 여기서 마르텐사이트의 변태량이 많고, 평균크기가 크면 충격인성이 낮았

다. 위의 결과들로부터 용접후열처리 전에 충격인성에 향을 미치는 미세조직 인자는 마

르텐사이트의 변태량, 평균크기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8(f) 는 용접후열처리 후에 최고온도에 따른 충격인성 결과이다. 전반적으로 

IRHAZ에서 용접후열처리에 의해 충격인성이 용접후열처리 전보다 상당히 향상되어 모

재보다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이는 용접 열 사이클에 의해 재변태한 베이나이트와 마르

텐사이트가 용접후열처리로 인해 템퍼링 되었기 때문에 대부분 모재보다 높은 충격인성 

값을 보 다. 그러나 C9P(700-700 ℃) 조건에서 모재보다도 낮은 충격인성 값을 보 다. 

이것은 그림 19 에 나타낸 바와 같이 모재보다 조대한 석출물이 불균질하게 분포되어 있

고, 용접열사이클과 용접후열처리로 인해 기지가 연화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4) 충격인성 저하 원인 

  용접후열처리 전에 충격인성에 향을 미치는 주된 인자는 표 7 에 나타낸 바와 같이 

용접 열 사이클에 의해 재변태된 고탄소 마르텐사이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고

탄소 마르텐사이트가 파괴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위해 충격인성이 낮은 C5 시편의 

파면을 수직으로 절단하여 파면 아래 부분의 미세조직을 관찰한 결과를 그림 20(a) 와 

(c)에 나타내었다. 노치선단에서 용접열사이클에 의해 재변태하여 생성된 마르텐사이트와 

기지 사이에 계면이 분리되면서 형성된 미소기공(micro void)이 형성되어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 2차 균열 전파는 변태하지 않은 기지를 관통하여 전파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

다. 위의 사실로부터 고탄소 마르텐사이트는 균열시작점으로 작용하고, 또한 변태하지 않

은 기지(템퍼드 베이나이트)의 탄소 농도를 저하시켜 균열 전파 저항성이 떨어진 기지를 

따라 균열이 쉽게 진전하기 때문에 충격인성이 저하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용접후열처리를 받게 되면 고탄소 마르텐사이트는 템퍼트 마르텐사이트로 되어 인성을 

향상시키는 작용을 하게된다. 그림 18(f) 에 나타낸 바와 같이 IRHAZ의 대부분에서 인성

이 향상되었다. 이와 반대로 C9P(700-700 ℃) 시편에서는 인성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

었다. 이 시편에서 충격인성이 저하되는 원인은 주로 조대한 석출물과 기지연화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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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조대한 석출물과 기지연화가 충격인성에 미치는 향을 알아

보기 위해 충격실험한 C9P 시편의 수직파단면을 관찰한 결과를 그림 20(b) 와 (d) 에 나

타내었다.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노치선단에서 조대한 석출물이 깨어지면서 미소기공을 

형성된 것과 조대한 석출물과 기지사이에 계면분리에 의해 성형된 미소기공을 관찰할 수 

있다. 또한 2차 균열이 결정립 내부에서 저지됨이 없이 전파하고, 2차 균열 전파는 기지

를 관통하여 전파하고, 고경각을 이루는 오스테나이트 결정립계에서만 저지됨을 관찰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조대한 석출물이 불균질하게 분포하고, 석출물 조대화로 인

해 기지(템퍼드 베이나이트)의 탄소 농도가 저하되고, 기지의 아결정립이 성장하기 때문

에 충격인성이 저하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라. 결 론

  용접열사이클 최고온도에 따른 원자로압력용기강 IRHAZ에 대한 미세조직 변화를 분

석하고, 기계적 특성 및 충격인성을 평가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IRHAZ는 베이나이트(또는 마르텐사이트)와 템퍼드 베이나이트로 구성된 혼합조직이

었다. 그러나 C9(700-700 ℃) 시편은 dilatometer에 의한 측정과 미세조직 관찰 결과에 의

하면 변태하지 않았고 템퍼링만 받은 템퍼드 베이나이트 조직으로 관찰되었다. 

(2) 용접후열처리 전에 IRHAZ의 강도와 경도는 전․후 열사이클에 관계없이 최고온도가 

증가하면 향상되었다. 이는 재변태한 베이나이트(또는 마르텐사이트)의 변태량이 증가했

기 때문으로 사료되었다. 충격인성은 대부분의 조건에서 모재보다 높은 값을 나타내었지

만 C5(750-750 ℃) 시편에서 가장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이는 고탄소 마르텐사이트의 크

기가 크고, 양이 가장 많았기 때문으로 사료되었다. 

(3) 용접후열처리를 받으면 경도 및 강도는 용접후열처리를 받기 전보다 감소하 지만, 

대부분의 조건에서 모재보다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충격인성도 대부분의 시편들에서 모

재보다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이는 용접후열처리로 인해 템퍼링을 받았기 때문이다. 하

지만 C9P(700-700 ℃) 시편에서는 경도, 인장강도, 충격인성 모두가 약간 감소하여 모재

보다 낮거나 비슷한 값을 보 다. 이는 반복되는 용접열사이클과 용접후열처리로 인해 형

성된 조대한 석출물와 기지 연화 때문으로 사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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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천이 역 파괴인성과 미세조직의 향

가. 연구배경 및 목적

  현재 원자로압력용기 재료의 인성평가는 주로 샤피충격시험(Charpy impact test)에 의

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기계가공된 무딘 노치와 매우 큰 하중속도를 사용

하기 때문에 파괴역학적 관점에서 볼 때 재료의 인성을 정확히 평가하기가 어렵다는 단

점이 있다
1)
. 이와 관련하여 ASTM에서는 피로균열을 도입한 샤피시편과 같은 소형시편을 

사용하여 Weibull통계에 기초한 방법으로 천이온도 역에서의 파괴인성 천이곡선을 예측

할 수 있는 새로운 표준시험법(ASTM E1921)을 제시하 다. 여기에 따르면 대부분의 페

라이트계 강의 천이 역에서 온도에 따른 파괴인성의 변화는 특성온도(reference 

temperature, T0)로 보정된 하나의 master curve로 잘 표현될 수 있다
2)
.

  본 연구에서는 이 새로운 표준시험법을 원자로압력용기강 용접열 향부에 적용하여, 열

향부 각 세부위치별로 천이 역에서의 파괴인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이것을 미세

조직 측면에서 해석하고자 하 다. 용접열 향부는 그 특성상 용접용융선으로부터 거리

에 따라 미세조직이 급격히 변하므로, 용접열 향부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미세조직적 인

자들을 정량화하여 각 인자들이 파괴인성에 미치는 향에 대해 고찰하 다.

나. 실험방법

  본 실험에 사용된 재료는 원자로 압력용기로 사용되는 Mn-Mo-Ni계 저합금강인 ASME 

SA 508 Cl.3 이며, 그 화학조성은 표 8 과 같다
3)
. 실제 구조물의 제조시에는 

SAW(submerged arc welding)방법으로 다층용접을 실시한다. 이러한 다층용접과정의 각 

열사이클에 대해 용접용융선으로부터의 온도분포에 따라 역을 구분하여 그림 21 과 같

이 용접열 향부를 대표적인 일곱 종류의 미세조직(P1∼P7)으로 구분하 다
4)
. 미세조직 

차이에 따른 파괴특성변화를 조사하기 위하여 두께 약 250 mm의 모재로부터 시편을 1

차 가공(11×11×80 mm)하 으며, Gleeble 1500 thermal simulator를 이용해 용접열 향

부를 재현한 후, 610℃ 에서 30 시간 용접후열처리(post-weld heat treatment, PWHT)하

다. 이 때  사용된 simulation 조건은 표 9 와 같다.

  각 위치별 파괴인성을 평가하기 위해 각 재현열 향부를 표준샤피시험편크기(10×10×

55 mm)로 2차 가공한 후 초기균열길이가 시편폭의 약 50 % 정도 되도록 피로균열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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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하 다. 3점굽힘 파괴인성시험은 벽개파괴(cleavage fracture)가 발생하는 저온 역에서 

ASTM E1921에 따라 MTS 810 유압식시험기를 이용하여 변위제어 방법으로 수행하 으

며, 하중속도는 0.5 mm/min로 하 다. 시험온도는 이소펜탄(isopentane)과 액체질소를 

이용하여 ±0.5 ℃ 이내로 조절하 다. 파괴인성의 측정은 3점 굽힘하중을 가하여 하중-

변위 선도를 구하고, 불안정 취성파괴가 발생할때까지 시편에 가해진 J 적분값(Jc)을 결정

한 후 다음 식
2)
을 이용하여 탄소성 벽개파괴인성치 (KJC)로 환산하 다.

         KJC =  E․J C                                        

여기서 온도에 따른 탄성계수 E 값은 아래 실험식
5)
을 이용하여 산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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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괴인성 천이특성온도인 T0를 결정하기 위해 ASTM 표준시험법
2)
에 따라 각 시편별로 

특정한 시험온도에서 여섯개 이상의 유효한 파괴인성치를 구하고 Weibull 통계처리하

다. 특성온도 T0는 통계처리에 의해서 구한 파괴인성천이곡선(master curve)에서 인성값

(KJC)이 100 MPa√m 일때의 온도로 정의된다.

  용접열 향부 각 위치에 따른 미세조직은 2 % nital 용액으로 에칭하여 광학현미경 및 

주사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하 으며, 기지조직의 상분율, 석출물크기, prior 오스테나이트 

결정립크기 등의 미세조직적 인자들을 정량화하여 용접열 향부의 파괴인성과의 관련성

을 고찰하 다. 상분율은 PWHT 전 시편에 대해 뫼스바우어(Mössbauer)분광분석법
6)
을 

이용하여 측정하 고, 석출물크기는 주사전자현미경 조직사진을 화상분석기(image 

analyser)로 분석하여 정량화하 다. 결정립크기는 0.5 g picric acid, 2 g cupric chloride, 

30 ml detergent 및 50 ml 증류수를 혼합한 에칭용액
7)
을 이용하여 입계를 부식시킨 후 

측정하 다.

다. 결과 및 고찰

  1) 천이 역 파괴특성

  표 10 은 3점 굽힘시험에 의한 모재와 재현용접열 향부의 파괴인성평가 결과를 나타

낸 것이다. 각각의 시험온도에서 7개 또는 8개의 시편을 시험하여 대부분의 시편들이 유

효한계(validity limit)를 잘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ASTM 표준시험법에 따라 유

효한 특성온도 T0를 결정할 수 있었다. 3점 굽힘시험은 불안정 취성파괴가 발생하는 저온

역에서 수행하게 되는데, 시험 후 각 시편의 파면을 관찰한 결과, 용접열 향부의 파괴

형태는 벽개파괴(cleavage fracture)로 나타났다. 조건별 시험결과와 그 결과로부터 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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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괴인성 천이곡선은 그림 22 와 같다. 여기서 파괴인성값(KJC)은 1T-CT 표준시편에 대한 

값으로 환산한 것이다. 그림에서 실선은 50 %의 파괴확률을 갖는 master curve를 나타내

고, 점선은 각각 95 % 및 5 % 파괴확률을 갖는 tolerance bound를 나타낸다. 원자로압력

용기와 같은 페라이트계 강의 경우 천이 역에서의 파괴인성값은 같은 온도에서 시험하

더라도 어느정도 편차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으며
8∼10)
, 본 실험에서도 이와 같은 

경향을 나타내었지만 대부분의 결과들이 tolerance bound내에 잘 들어감을 확인할 수 있

다. 특히 그림 22(h) 는 모재에 대하여 -100 ℃ 에서 시험한 결과로부터 구한 master 

curve에 온도를 변화시켜 시험한 결과들을 함께 도시한 것으로, 특정한 온도에서 시험하

여  구한 master curve 가 천이 역에서 온도변화에 따른 재료의 파괴인성변화를 잘 예

측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이 시험법이 다양한 미세조직을 가지

는 용접열 향부에도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며, 피로균열과 같이 예리한 균열이 존재

하는 상태에서 용접열 향부의 파괴인성을 잘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23 

은 시험한 모든 시편의 인성값을 T0값으로 보정한 시험온도에 대해 나타낸 것으로, 온도

에 따라 인성값의 편차가 존재하지만 전체적인 경향은 master curve에 의해 잘 예측됨을 

알 수 있다.

  그림 24 는 3점 굽힘시험결과로부터 구한 용접열 향부 각 조건별 T0값을 나타낸 것이

다. 첫 번째 열사이클에 의해 CGHAZ(coarse grained heat-affected zone) 역이었던 P1, 

P2, P3 조건이 가장 낮은 T0 값을 가지며, FGHAZ(fine grained heat-affected zone) 역

이었던 P4, P5 조건과 ICHAZ(intercritical heat-affected zone) 역이었던 P6 조건은 비

교적 높은 T0값을 나타내었다. 이에 비해 SCHAZ(subcritical heat-affected zone) 역이었

던 P7 조건과 모재는 가장 높은 T0값을 나타내었으며, 이로부터 이 역이 용접열 향부 

중 파괴인성측면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으로 생각된다. 

  2) 미세조직 변화

  재료의 파괴인성은 제조공정 및 열처리에 의한 미세조직의 변화에 크게 의존하므로 공

정변수를 제어하므로써 필요로 하는 인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먼저 미세조

직을 분석하여 각각의 미세조직적 인자들이 파괴인성에 미치는 향을 고찰할 필요가 있

다. 특히 용접열 향부는 용접조건에 따라 위치별로 상분율, 결정립크기, 석출물의 크기 

및 형태 등 다양한 미세조직적 차이를 나타내므로
11∼12)

, 이러한 인자들을 정량화하여 파

괴인성과의 관련성을 고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림 25 는 각 조건별 미세조직의 광학현미경 관찰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P1 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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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립이 조대하고 주로 템퍼드 마르텐사이트(tempered martensite, 이하 TM으로 표기) 

조직을 가지며, P2 조건은 최고온도 900 ℃ 인 후속 열사이클의 향으로 결정립이 미세

해지고 TM와 템퍼드 베이나이트(tempered bainite, 이하 TB로 표기)의 복합조직을 가지

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P3 조건의 미세조직은 대체로 P1 조건과 유사하나 prior 오스테나

이트 결정립계를 따라서 재변태한 상이 존재함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첫 번째 열사이클

에 의해 형성된 마르텐사이트가 최고온도 750 ℃ 인 후속 열사이클을 받게 되면 주로 결

정립계에서 부분변태가 일어나 고탄소 마르텐사이트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때 변

태하지 않은 나머지 역은 후속 열사이클의 템퍼링효과만을 받게 된다. P4, P5 조건은 

결정립이 미세하고 주로 TB 조직을 가지며, P6, P7 조건은 모재와 결정립크기 및 기지조직

이 대체로 유사하 다.

  석출물의 형태와 파괴인성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각 조건별 시편의 미세조직을 주

사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는 그림 26 과 같다. 기지조직이 주로 TM인 P1, P2, P3 조

건에서는 다른 조건들에 비해 미세한 석출물들이 prior 오스테나이트 결정립계 및 래스경

계를 따라 분포하는 것으로 관찰된다. FGHAZ 역인 P4, P5 조건은 주로 결정립계를 

따라 비교적 구형의 석출물이 관찰되는데, 이것은 결정립이 미세할 경우 래스경계보다 우

선석출위치인 입계까지의 거리가 짧아서 석출에 필요한 원자의 확산이 용이하기 때문으

로 생각된다. ICHAZ 역인 P6 조건과 SCHAZ 역인 P7 조건은 대체로 모재와 유사

한 석출거동을 나타내지만 열사이클과 PWHT 의 향으로 모재에 비해 다소 조대한 막

대형태의 석출물이 많이 관찰되었다.

  

  3) 파괴인성에 미치는 미세조직적 인자의 향

  이상의 미세조직 관찰결과와 분석방법에 의해 각 조건별로 TM의 분율, 결정립크기 및 

석출물크기 등을 정량화하 다. 여기서 TM의 분율은 PWHT 전 시편에서 측정한 마르텐

사이트 분율이 PWHT에 의해 변하지 않고 단지 템퍼드(tempered)조직으로 된다는 가정

하에 결정하 다. 그림 27 은 TM 분율에 따른 특성온도 T0의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T0는 

TM 분율이 증가함에 따라 낮아지는 경향을 보여준다. 용접용융선 인접 역에서 용접열

사이클은 냉각속도가 크기 때문에 가열시 생성된 오스테나이트가 대부분 마르텐사이트로 

변태하게 된다. 또한 후속 열사이클의 최고온도가 부분변태 역인 경우(P3 조건) 재변태

되는 오스테나이트는 냉각시에 고탄소 마르텐사이트를 형성하는데 이러한 마르텐사이트

는 인성이 매우 낮아서 용접부의 취화현상을 일으키는 주요한 원인으로 보고되어 있다.
13)
 

한편, 변태하지 않은 마르텐사이트 조직은 후속 열사이클의 템퍼링효과에 의해 TM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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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된다. 여기에 PWHT를 하게 되면 새로 생성된 마르텐사이트 조직은 TM 조직으로 

되고, 이전의 TM 조직은 두번 템퍼링된 TM 조직으로 된다. 여기서 TM 분율이 비슷하다 

하더라도 후속 열사이클의 최고온도가 부분변태 역인 경우 생성된 마르텐사이트는 탄소

농도가 높기 때문에 파괴인성을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되나, 첫 번째 열사이클에 의해 생

성된 마르텐사이트의 인성은 반복 템퍼링에 의해 크게 향상되고, 두 번째 열사이클에 의

해 생성된 고탄소 마르텐사이트는 PWHT에 의해 분해되면서 그 향이 작아진 것으로 

생각된다. TM 조직이 매우 높은 인성을 가지는 것은 내부에 매우 미세한 석출물이 균일

하게 분포하고 기지의 고용강화효과가 크기 때문에, 균열의 발생 및 전파에 대한 저항성

이 증가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14∼16)

. 한편 P2 조건에서는 이와 다른 거동을 나타내었는

데 이것을 미세조직 관찰결과와 비교해볼 때 이 조건에서 TM 분율은 다소 낮지만 P1, 

P3 에 비해 결정립이 미세하기 때문에 결정립미세화효과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28 은 결정립크기에 따른 T0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파괴형태가 입내파괴인 다

결정 재료에서 결정립계는 균열전파에 대한 장애물로 작용하기 때문에 결정립이 미세할

수록 인성은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17)
. 그러나 본 실험에서 P1, P3 조건은 결

정립이 매우 조대하지만 낮은 T0값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 여기에서는 결정립크기 보다

는 TM 분율의 향이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P2 조건은 P1, P3 조건과 비교

할 때 결정립크기가 약 1/20 정도로 미세하지만 T0는 거의 일정하 는데, 이것은 앞에서 

언급한 TM 분율과 연관시켜 고찰해 볼 수 있다. 결정립미세화효과만을 고려한다면 P2 

조건은 P1, P3 조건에 비해 T0가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나, TM 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T0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 두가지 인자들의 향이 상쇄되어 

전체적으로는 일정한 값을 가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나머지 조건들(P4∼P7, B.M.)은 결정

립크기가 감소함에 따라 T0가 낮아지는 일반적인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기지조직이 TB 단일조직 혹은 TM과 TB의 복합조직이라 하더라도 TM의 분율이 낮은 경

우에는 결정립크기가 인성에 향을 미치는 주요한 인자로 작용하나, 분율이 일정량 이상

일 경우에는 그 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29 는 석출물 평균크기에 따른 T0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베이나이트 조직을 가

지는 재료의 경우, 임계크기 이상의 석출물은 파괴시 균열의 시작점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대체로 석출물의 평균크기가 증가하면 인성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며
14)
, 복합조직인 

용접열 향부에서도 전체적으로는 이와 같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하지만 TM분율이 높은 

경우에는 석출물의 크기와 상관없이 일정한 T0값을 나타내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용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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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향부 각 위치별 천이 역 파괴인성특성은 미세조직적 인자들에 크게 의존함을 알 수 

있고, 파괴인성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인자는 높은 인성을 가지는 TM의 분율이며, 이 

분율이 낮은 경우에는 결정립크기나 석출물의 크기가 파괴인성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

  원자로압력용기용 SA 508 Cl. 3 저합금강 용접열 향부의 각 세부위치별로 파괴역학적 

특성온도인 T0를 결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천이 역 파괴인성을 평가한 결과, 용접열 향

부에서의 인성변화와 이에 미치는 미세조직적 인자의 향은 다음과 같다.

(1) 새로운 표준시험법에 의해 결정된 특성온도 T0 및 master curve를 이용하여 다양한 

미세조직 차이를 나타내는 용접열 향부의 천이 역 파괴특성을 정량적으로 평가 할 수 

있었다.

(2) 원자로 압력용기강 용접열 향부는 좁은 역에서 위치에 따라 큰 인성값의 변화를 

보 는데, 국부취화 역으로 알려진 용접용융선과 인접한 용접열 향부, 즉 CGHAZ 역

에서는 높은 인성값을 보 고, 상대적으로 모재와 용접열 향부의 경계부근인 SCHAZ 

역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3) 높은 파괴인성값을 나타낸 CGHAZ 역은 주로 템퍼드 마르텐사이트 조직이었고, 파

괴인성값이 낮은 SCHAZ 역은 템퍼드 베이나이트 조직으로 관찰되었다.

(4) 미세조직과 관련하여, 템퍼드 마르텐사이트는 미세하고 균일한 석출물과 기지의 고용

강화효과에 의해 균열의 발생 및 전파에 대한 저항성이 큰 것으로 생각되었고, 따라서 이 

분율이 용접열 향부의 파괴인성을 결정하는 주요한 인자로 사료되었다. 템퍼드 마르텐

사이트의 분율이 낮은 경우에는 결정립크기 및 석출물의 평균크기가 증가할수록 파괴인

성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참고문헌

1. B. S. Lee, J. H. Yoon, Y. J. Oh, J. H. Kim, T. S. Byun and J. H. Hong, Proc. of the 

12th Conference on Mechanical Behaviors of Materials, Changwon, Korea, (1998) 187

2. ASTM Standard E1921-97 (1998)

3. ASME B & PV Code Sec.Ⅱ, Part A, SA508 (1995)



- 455 -

4. J. H. Kim and E. P. Yoon, J. Kor. Inst. Met. & Mater., 36 (1998) 1329

5. D. R. Ireland, W. L. Server and R. A. Wullaert, ETI Tech. Rep. 75-43 (1975) 5

6. S. J. Kwon, S. J. Oh, J. H. Kim, S. Kim and S. Lee, Scripta Materialia, 40 (1999) 131

7. K. Okawa, X. J. Zhang, T. Kobayashi, R. W. Armstrong and G. R. Irwin, 15th 

symposium on Fracture Mechanics, ASTM STP 833, Philadelphia (1984) 393

8. J. D. Landes and D. H. Shaffer, ASTM STP 700 (1980) 368

9. K. Wallin, Eng. Frac. Mech., 19 (1984) 1085

10. K. Wallin, Eng. Frac. Mech., 22 (1985) 149

11. K. Easterling, Introduction to the Physical Metallurgy of Welding, 1st ed., Butterworths 

(1983) 104

12. J. H. Kim and E. P. Yoon, J. of Nuclear Materials, 257 (1998) 303

13. D. W. Suh, D. K. Kwon, S. Lee and N. J. Kim, Met. & Mater. Trans., 28A (1997) 504

14. P. Bowen, S. G. Druce and J. F. Knott, Acta Metall. et Mater., 34 (1986) 1121

15. S. Y. Kang, S. H. Kim, S. J. Oh, S. J. Kwon, S. Lee, J. H. Kim and J. H. Hong, J. Kor. 

Inst. Met. & Mater., 37 (1999) 423

16. G. Z. Wang and J. H. Chen, Met. & Mater. Trans., 27A (1996) 1909

17. R. W. K. Honeycombe, Steels - Microstucture and Properties, ASM (1981) 186



- 456 -

2.2  용접부 특성예측 모델링 및 데이터베이스

2.2.1 서 언 

  기간 산업으로 매우 중요한 원자력 및 화력 발전소, 조선, 토목 등의 국내 중추적인 중

공업 분야에서의 구조물 제작이 대부분 용접을 통해 수행되고 있다. 이 때 사용되는 구조

용 강은 구조물에 필요한 강도 및 인성과 같은 기계적 성질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특

히, 원자로 압력 경계 재료는 안전과 관련해서 기계적 성질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수

한 기계적 성질을 갖도록 합금 설계 및 제조된다. 그러나, 이러한 모재의 우수한 성질도 

용접 공정에 수반되는 급열, 급냉의 극심한 열 사이클을 겪으면서 모재와는 전혀 다른 성

질을 갖게 되며, 이러한 용접 열 향부에서의 기계적 성질 저하에 대한 많은 연구 결과들

이 보고되고 있다
[1]
. 지금까지는 주로 거시적인 관점으로 불균일한 열 분포와 열 응력 그

리고, 용접 후 비선형 소성변형에 의한 잔류 응력을 기계적 성질 저하의 주요 인자로 취

급하 다. 그러나, 용접 열 사이클에 의해 야기되는 상변태와 같은 야금학적 현상에 의한 

미세 조직 변화의 향을 함께 고려해야만 하며, 이러한 기계적 성질과 미세 조직간의 상

관 관계에 대한 많은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용접부의 기계적 성질 변화를 예

측/제어하기 위해서는 용접 입열량에 따르는 온도 변화(열 사이클)와 그에 따른 미세 조

직의 변화를 정확하게 예측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용접 열사이클에 따른 미세 조직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용접 공정 및 조건

에 부합하는 연속 냉각 변태도(CCT diagram)와 같은 변태도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

다. 그러나, 기존 발표된 변태도의 경우 대부분 열처리 조건에 대한 것으로써, 용접 공정

에 수반되는 복잡하고 다양한 조건에 합당한 변태도를 확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실

정이다. 때문에, 현장에서는 용접부의 바람직한 기계적 성질을 위한 적정 용접 조건 선정 

및 용접부 결함 제어 등에 있어 기술자들의 경험이나 실제 적용 후 파괴 및 비파괴 검사 

등의 다양한 검사법에 의존해 왔다. 그러나, 용접 공정시 발생하는 재료 내부의 야금학적 

현상 및 기계적 성질 변화를 정량적으로 예측하고, 이를 현장 조업에 적용한다면, 기존의 

방법에 비해 시간적, 경제적 효율성이 향상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표적인 원자로 압력 경계 재료인 SA508-cl.3를 이용하여 용접 공

정 조건에 따른 용접 열사이클을 예측하고, 열사이클에 따라 재료 내부에서 발생하는 결

정립 성장 거동 및 상변태 거동 등을 야금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수식 모델화하고 이로부

터 기계적 성질을 예측할 수 있는 용접부 재질 예측 프로그램의 기본 틀 구축과 함께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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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에 필요한 각종 kinetic parameters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1차년도

에는 다양한 용접 공정 변수로 결정되는 용접 입열량으로부터 열 사이클을 계산하고, 이

러한 열 사이클에 의해 야기되는 오스테나이트 결정립 성장에 대한 모델을 작성하고자 

하 으며, 2차년도에는 석출물의 변화를 고려한 결정립 성장 거동을 모델화하고, 냉각 사

이클동안 발생하는 상변태 현상에 대한 모델 구축 및 기계적 성질을 예측하고자 하 다. 

  

2.2.2 국내․외 기술 개발 현황

  최근 모든 산업분야에서 국내외적으로 기술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또한 최근 컴퓨터

의 발달과 더불어 컴퓨터를 이용한 기술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한편, 용접분야에

서도 컴퓨터를 이용한 용접 전문가 시스템 및 용접부 시물레이션 등이 연구/개발되어 공

정 및 재료 개발 등에 적용되고 있다
[2-9]
. 

  전문가 시스템은 인공지능의 지식처리 기법을 적용하여 수치화 또는 수학적으로 표시

되기 어려운 경험적인 지식이나 서술적인 지식을 표현하여 컴퓨터에 데이터로 저장하고, 

추론 기능에 의해 저장된 지식으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는 시스템으로, 전문가의 지

식을 비전문가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이러한 전문가 시스템은 현장에서 축적

된 기술 정보를 기초로, 용접 결함 평가 시스템, 용접 조건 결정 지원 시스템, 용접 경비 

산출 시스템 등이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다
[8,9]
. 한편 용접부 시물레이션 시스템은 전문가 

시스템과는 달리 용접 공정에 의해 발생하는 열 전달 및 야금학적 현상에 대한 이론을 

바탕으로 모델을 수립하고, 이로부터 용접부의 재질을 예측하여 현장 기술자들에게 용접 

조건 설정 및 용접부의 안전성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활용된다. 이러한 컴퓨터 시

물레이션을 이용한 연구는 이미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일부 선진국에서 70년대부터 시작

되어 계속 발전 중에 있으며 CAE 전문 회사에 의해 용접 및 열처리 분야(SysWeld+), 주

조 분야(MAGMASOFT), 단조 및 박판 성형 등의 소성 가공 분야(Deform), 열유체 분야

(FiDAP) 등의 주요 소재 산업에 필요한 상용 소프트웨어가 개발되어 판매되고 있다. 특

히, SysWeld+는 세계적으로 원자력 발전소 건설 분야에서 잘 알려져 있는 

FRAMATOME GROUP에서 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요소 기술로서 자체적으로 개발된 것

으로 일반적인 범용 열 및 구조 해석 상용 코드와는 달리 야금학적 현상에 대한 이론이 

일부 접목되어 이전에는 고려하기 곤란했던 제어 인자들에 대하여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여러 산업 분야 및 연구 기관에서 사용되고 있다
[10,11]
. 하지만, 열 및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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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에 중점을 두어 제작되었기 때문에 용접시 발생할 수 있는 야금학적 현상에 대한 고

려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소스 코드가 공개되지 않는 프로그램의 특성 상 사

용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뿐만 아니라, 기술적으로도 선진국에 예속될 우려가 있다. 일본

에서는 NRIM(National Research Institute for Metals)의 주도로 200여종의 강에 대한 실

험 CCT diagram과 냉각 조건에 따른 용접부의 강도 및 경도 등의 데이터를 수집/제공

하여 현장에서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실험 CCT diagram은 실험 조건과 

동일한 조건에서의 용접시 거동을 예측하는데는 훌륭한 참고가 될 수 있으나, 실제 용접 

과정은 매우 복잡한 초기 조건(austenite grain size, homogeneity 등)과 복잡한 열사이클

을 갖게 되므로 직접적인 적용은 불가능하다. 미국의 Oak Ridge National Lab.에서는 용

접부 재질 예측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 TTT/CCT diagram, 미세

조직 및 용접부의 특성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7]
. 상변태에 대한 열역학적 데이

터를 고려하는 등 이론적 접근 방법을 취하고 있으나, 원자로 압력 경계재료에 대한 실제

의 실험 결과와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

  한편, 국내에서는 1980년대 후반 한국기계연구원에서 용접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연구 

개발에 착수한 이래 주로 조선, 플랜트 및 자동차 분야의 대기업에서 자체의 필요에 의해 

부분적으로 용접 관련 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압연이나, 기계적 변형

에 따른 조직 변화에 대한 연구가 일부 제강회사를 중심으로 연구되고 있다
[12,13]
. 하지만, 

컴퓨터 시물레이션을 이용한 용접부 재질 예측 연구는 선진국에 비해 경제적, 기술적 이

유 및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상당히 미비한 실정이다. 일부 열 전달 및 기계적인 

현상 등의 용접부에서의 거시적인 현상에 대한 모델링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용접부 

내부에서 발생하는 미세조직 변화 등의 미시적 현상에 대해서는 실험적인 방법에 의존할 

뿐 모델링은 미비한 실정이다. 

2.2.3 결정립 성장 모델

1. 이론적 배경

가. 용접열 향부(HAZ, Heat Affected Zone)

철강 재료는 구조물의 제작시 대부분 용접 공정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용접시 재료

는 빠른 가열 속도로 융점까지 가열되고 그 이후에 다시 빠르게 냉각되는 극심한 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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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클을 겪게 된다. 이러한 급격한 용접 열사이클로 인해 모재와는 전혀 다른 미세 조직 

및 기계적 성질을 보이는 용접 열 향부(HAZ, Heat Affected Zone)가 형성되며, 구조물

의 안전성은 이러한 열 향부의 성질에 크게 좌우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HAZ는 접합되는 재료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peak 온도에 따라 여러 

sub-zone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이러한 sub-zones을 표 11에 정리하 다. 각 sub-zone은 

서로 다른 미세 조직을 보이며 이러한 미세 조직적 차이에 의해 서로 다른 기계적 성질

을 갖게 된다. 이러한 미세 조직과 sub-zone의 폭은 주로 용접 열 사이클에 의해 결정된

다
[1]
. 그림 31은 일반 구조용 강에서 용접시 형성되는 여러 sub-zone과 평형 상태도의 관

계를 보이고 있다. 

각 세부 구역은 액상/고상의 공존 역인 용융선(fusion line)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구

분될 수 있다
[1,14]
. 한편 다층용접에서는 이들 역이 다시 열 사이클을 경험하게 되며 그 

결과 보다 복잡한 역으로 나뉘어진다

(1) Coarse-grained zone (CGHAZ)

  용융선과 접한 부분으로 용접시 매우 높은 온도로 가열되어 완전히 오스테나이트

(austenite)로 변태될 뿐만 아니라 충분한 오스테나이트 결정립 성장으로 인해 매우 조대

한 결정 구조를 보인다. 이러한 조대한 결정립은 냉각시 페라이트(ferrite)로의 변태를 억

제시켜 강의 경화능(hardenability)을 높이는 경향이 있어 기계적 성질 면에서 중요하다. 

CGHAZ의 최종 미세 조직은 강의 화학 조성, 용접시 냉각 속도와 국부적인 개재물

(inclusions)의 양과 분포 등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른 어떤 세부 구역보다 복잡

한 미세 조직 구성을 보인다. 특히, 낮은 탄소 당량(carbon equivalent)의 강에서는 결정

립계(grain boundary)를 따라 생성된 초석 페라이트(proeutectoid ferrite) 망상 조직이 두

드러지게 나타나며 보다 높은 탄소 당량의 강의 경우에는 저온 변태 조직, 특히 

Widmanstatten 페라이트 등의 형성이 두드러지는 경향이 있다. 마르텐사이트(martensite)

는 탄소 당량이 보다 높은 강에서 형성되며 이것은 주로 결정립 내부에서 생성된다.

(2) Fine-grained zone (FGHAZ)

  용융선으로부터 멀어짐에 따라 CGHAZ보다 미세한 오스테나이트 결정립을 보이며 또

한 보다 낮은 peak 온도로 인해 탄화물이 충분히 용해되지 않는다. 따라서 냉각에서 오

스테나이트→페라이트 변태는 용접 입열량, 판 두께 등에 의존하면서 미세한 결정립의 페

라이트/펄라이트(pearlite) 구조를 보인다. 결정립계는 페라이트의 핵생성을 조장하며,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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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립 내부의 탄소가 많은 오스테나이트는 펄라이트로 변태한다. 또한 이러한 FGHAZ는 

저합금강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이것은 이 온도 범위에서 결정립 성장을 방해하

는 탄화물, 질화물의 효과에 기인한다.

(3) Intercritically reheated zone (ICHAZ)

  Peak 온도가 완전한 오스테나이트로의 변태가 일어나지 않을 정도의 범위를 갖는 부분

으로, 오스테나이트로의 부분적인 변태가 일어나며 변태되지 않은 나머지는 템퍼링 효과

를 보인다. 이렇게 생성되는 오스테나이트는 많은 탄소를 포함하게 된다. 따라서 냉각시 

오스테나이트→페라이트 변태는 냉각속도에 의존하며 펄라이트, 상부 베이나이트(upper 

bainite), 고탄소 마르텐사이트 등으로 분해된다. 

(4) Subscritically reheated zone (SCHAZ)

  가열 사이클 중 Ac1보다 낮은 peak 온도를 경험하는 부분으로 템퍼링 효과를 보인다. 

이러한 템퍼링 정도는 용융선으로부터 거리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한다.

  일반적으로 HAZ는 용접 균열이 가장 빈번한 곳이고 이러한 균열은 미세 조직과 직접

적인 관계를 갖는다. 특히 CGHAZ가 기계적 성질의 관점에서 중요하다. 이는 CGHAZ의 

조대한 결정립 구조로 인해 냉각시 인성에 좋지 않은 향을 미치는 Widmanstatten 페

라이트 및 경한 마르텐사이트 등의 형성을 촉진하므로 용접부의 성질에 중요한 향을 

주기 때문이다. 또한 용접시 수소의 빠른 확산 속도에 의해 HAZ로의 침입이 가능하다. 

특히 CGHAZ의 경한 미세 조직은 이러한 수소에 의한 취화(embrittlement)에 민감하다

[1,14]
. 따라서 HAZ의 미세 조직 예측은 야금학적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기계적 성질의 예

측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HAZ의 최종 미세 조직은 가열 사이클 동안 발생하는 오스테나이트 결정립 성

장과 이러한 결정립 성장에 향을 주는 석출물의 거동 뿐만 아니라 냉각 사이클 동안 

일어나는 오스테나이트의 상변태 거동에 향을 받게 되며, 이러한 야금학적 현상들은 용

접 입열량 및 모재의 열적 성질에 기인하는 용접 열 사이클에 의해 결정된다. 

나. 용접 열 사이클 

  용접 공정은 열원이 이동하면서 막대한 양의 열이 국부적으로 재료에 투입되는 방법으

로서 용접부의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는 열원에 의한 재료의 온도분포에 대한 정보가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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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용접 열원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온도 변화는 T(x,y,z,t)로 표현

될 수 있으며, 이 온도 함수의 해석에 따라 주어진 재료와 용접부 형상에 대한 용융부의 

크기, 열 향부에서의 미세 조직 변화, 잔류 응력 등을 결정할 수 있다. 

(1) 용접 열 사이클 연구 역사

  Rosenthal
[15]
, Rykalin

[2]
, Myers

[16]
 등은 용접 열원을 point, line, plane model로서 설명

하 고, Pavelic et al.
[17]
과 Kou

[18]
은 Gausssian flux distribution으로 열원을 해석하여 실

제 아크의 형상을 고려하기 시작하 다. Goldak et al.
[4]
은 arbitrary function을 도입하여 

움직이는 열원의 형태 변화도 고려하 으며, Key et al.
[19]
은 electrode angle, arc length, 

joint design, shielding gas 등의 향을 고려하여 용접 열원을 해석하 다.

  이와 같이 용접 열원에 의해 발생하는 물리적인 현상을 수학적으로 접근한 많은 연구

가 진행되었으나, 실제 현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현상을 수학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에는 어

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컴퓨터를 바탕으로 한 수치 해석 방법의 발전에 따라 80년

대부터는 FDM, FEM 등의 수치 해석법을 이용한 용접 열원 및 연 전도 해석 연구가 진

행되었다. 수치 해석을 이용한 해석 방법으로 용융부에서의 유동 현상, 표면에서의 대류, 

복사, 내부에서의 상변화에 의한 잠열을 고려한 전도 해석 등 수학적으로는 접근하기 어

려운 미세한 부분까지 접근이 되고 있으며, 현재 계속 연구가 진행중이다. 

(2) 용접 열 사이클 방정식

  일반적으로 용접부의 온도함수 T(x,y,z,t)는 Eq. 1의 열전도 방정식을 기본으로 한다
[20]
.(1)

∂
∂x
λ x
∂T
∂x
+
∂
∂y
λ y
∂T
∂y
+
∂
∂z
λ z
∂T
∂z
+Q=ρc

∂T
∂t

(1)

  Q : Heat source or sink (W/m
3
)      λ : Thermal conductivity (W/mK)

  ρc : Volumetric specific heat (J/m
3
K)

  Eq. 1로 표현된 열전도 방정식을 용접부의 열원으로 적용한 최초의 학자는 1935년 

Rosenthal
[15]
로서 열원을 point heat source로, 또한 열원의 이동을 고려하여 열전도 방정

식을 풀었다. 이러한 Rosenthal 방정식은 현재까지도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본 연구

에서는 용접 열 사이클의 예측을 위해 Eq. 1의 열전도 방정식으로부터 유도된 Eq. 2
[1]
를 

이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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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 0=Θ1
Δt
t
exp[-

Δt
et
(

Θ1
TP-T 0

)]    (2) 

                    1
Θ1
= (

1
773-T 0

-
1

1073-T 0
)             

                    Δt 8/5=
q/v
2πλΘ1

     T 0 : Preheat temperature(℃)     TP : Peak temperature(℃)

      e : Natural logarithm(≒2.718)    t : Time(sec)

     q/v : Heat input                  λ : Thermal conductivity

  Eq. 2를 이용하여 주어진 용접 입열량에 대해 특정 peak 온도에서의 열 사이클(가열 

속도, 유지 시간 및 냉각 속도)을 구할 수 있다. 그림 32는 Nb-microalloyed steel의 잠호 

용접(submerged arc welding)의 경우 최고 온도 1150℃, 냉각 시간( Δt 8/5) 40초의 조건에 

대해 Eq. 2를 통해 예측된 열 사이클과 실제 측정된 열 사이클을 보이고 있다
[1]
. 한편, 표 

12는 다양한 재료에 대한 열전도도 등의 물성을 나타내고 있다
[1]
.

다. 결정립 성장  

  결정립 성장은 계면 에너지를 낮추어 계의 에너지를 안정한 상태로 되게 하기 위한 것

을 구동력으로 하여, 원자들의 열적으로 활성화된 도약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결정립 계면

의 이동에 의하여 발생하게 된다. 계면의 이동 속도에 향을 미치는 인자로서는 온도와 

계면에너지를 들 수 있는데, 온도가 상승하면 원자들의 이동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계면의 

이동 속도가 빨라지며, 열역학적으로 안정한 상태의 계면에너지보다 큰 계면에너지를 갖

고 있을 때에는 마찬가지로 계면의 이동 속도가 빨라지며, 이러한 계면의 소멸로 인해 결

정립 성장이 발생한다.

 

(1) 결정립 성장 모델링의 역사

  1960년대 이전에는 실험을 통해 결정립 성장 현상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70년대

에 이르러 Bubble 모델과 Texture 모델 등 결정립 성장 거동에 대한 모델이 Hunderi et 

al.
[21-23]
과 Novikov et al.

[24-26]
에 의해 제시되었다. 80년대에 이르러 컴퓨터의 발전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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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링의 연구가 급속히 발전하기 시작하 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C.C.S.사에서 개발된 

Monte-Carlo Simulation(M.C.S)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Srolovitz et al.에 의한 연구가 활발

히 진행되었고
[27-29]
, Ashby와 Easterling

[30,31]
에 의해 용접부의 결정립 성장에 대한 모델링 

연구가 수행되었다. 한편, 90년대에는 M.C.S.에 대한 계속적인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32-35]
, 

특히 abnormal grain growth에 대한 연구가 Andersen et al.
[36,37]
에 의해 수행되었다. 또

한 이러한 결과를 이용하여 여러 열처리 공정에 응용하고자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2) 등온 결정립 성장 방정식

  등온 조건하에서의 결정립 성장 방정식은 ‘성장속도는 순간적인 결정립의 곡률에 비례

한다’라는 실험적 현상으로부터 Eq. 3으로 표현될 수 있으며, 곡률과 결정립 크기와의 관

계에 따라 비례상수 K를 도입함으로써, Eq. 4로 표현된다
[38]
.

dD
dt
∝κ            (3)

dD
dt
=
K
D

(4)

여기서, D는 평균 결정립 크기이며, κ는 결정립계의 곡률을 나타낸다. 한편, K와 t는 각

각 비례상수와 시간을 의미한다. 

  Eq. 4의 적분으로부터 등온 결정립 성장 방정식인 Eq. 5를 유도할 수 있다. 한편, 초기 

결정립 크기가 매우 작다고 가정하면 Eq. 5는 Eq. 6으로 표현될 수 있으며, 이러한 형태

의 결정립 방정식을 이용한 연구가 1950년대를 전후로 많이 수행되었다. 

D 2-D20=Kt (5)

D=kt 0.5 (6)

그러나, 많은 실험 결과 대부분의 재료는 Eq. 6 형태의 이상적인 parabolic growth law를 

따르지 않음이 보고되었고, 따라서, Eq. 7과 같이 일반화한 형태의 결정립 성장 방정식이 

적용되고 있다
[39]
. 

D= ktn (7)

여기서, k와 n은 각각 속도 상수(rate constant)와 시간 지수(time exponent)이며, 등온 결

정립 성장 실험에 의해 실험적으로 구할 수 있다. 이러한 상수의 물리적 의미를 파악하고

자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k와 n은 결정립 크기에는 무관하고 단지 재료

와 온도의 함수임이 보고되었다
[39,40]
. 그림 33은 다양한 재료에 대해 보고되고 있는 n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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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을 보이고 있다
[40]
. 여기서, 시간 지수 n은 순수한 금속(Zone-refined Sn)이나, 용융점 

부근의 온도에서는 이상적인 parabolic growth와 같이 0.5의 값을 가지나, 대부분의 경우 

0.1에서 0.4사이의 값을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시간 지수 n이 0.5보다 작은 이유로는 결정립계와 기지(matrix)에 고용된 용질 

원자(solute atom)사이의 상호 작용, 석출물 및 개재물과 같은 제 2상과의 상호 작용 및  

자유 표면에서의 thermal grooving 및 preferred orientation 효과 등으로 설명되고 있다

[38]
. 그림 34는 결정립계와 용질 원자 사이의 상호 작용에 대한 자료로써, 고용된 Al 농도

가 증가함에 따라 Cu의 결정립 성장에 대한 시간 지수가 감소함을 보이고 있다. 또한 동

일 Al 농도에 대해 온도가 증가할수록 n값이 증가함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결정립계 주변

에 형성된 solute atmosphere가 온도에 비례하는 thermal vibration에 의해 극복될 수 있

기 때문이다. 그림 35는 Mn-Al 합금에서 결정립 성장에 대한 석출물(MnAl6)의 향을 보

이고 있다. 그래프의 기울기는 시간 지수 n을 의미하며, 650℃에서 결정립 성장을 지연시

키던 석출물의 용해에 의한 n값의 급격한 증가를 관찰 할 수 있다.

  한편, Rath et al.
[41,42]
에 의하면 결정립 성장은 grain boundary energy 감소를 구동력으

로 하는 계면으로 이동으로 취급할 수 있다. 따라서, 결정립 성장 속도, V는 다음과 같이 

결정립계의 mobility와 구동력의 함수로써 표현될 수 있다.  

V=
dD
dt
=M(ΔF)m        (8)

여기서, M은 결정립계의 mobility이며, ΔF와 m은 각각 결정립 성장에 대한 구동력과 

driving force exponent이다. 석출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결정립 성장에 대한 구동력은 

계면 에너지 감소이며, 이는 평균 결정립 크기, D 및 계면 에너지, γ의 함수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ΔF≈PG∝
γ
D

         (9)

따라서, Eq. 9를 Eq. 8의 등온 결정립 성장 속도식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은 식을 유도할 

수 있다. 

V=
dD
dt
=M⋅[c 1

γ
D
]m =M * [

1
D
]m     (10)

여기서, c 1은 비례상수이다. 

  한편, 실험적 결정립 성장식인 Eq. 7을 시간에 따라 미분하고 시간 항을 소거하면 다음

과 같이 Eq. 10과 동일한 형태로 표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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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
dt
= nk 1/n(

1
D
) ( 1/n)- 1 (11)

Eq. 10과 11로부터 시간 지수 n과 driving force exponent m 사이에는 m=(1/n)-1

의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속도 상수, k는 결정립계의 mobility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Eq. 11의 nk 1/n은 mobility에 대한 항으로 다음과 같이 

Arrhenius equation 형태로 표현될 수 있다. 지수 항에 있는 상수 Q는 계면의 이동에 대

한 활성화 에너지(activation energy)로서, 온도에 따라 n값의 변화가 없는 재료에서는 일

정한 Q값을 나타낸다는 보고가 있다
[43]
.    

nk 1/n=M 0 exp(-
Q
RT

) (12)

(3) 결정립 성장에 미치는 석출물의 향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금속 재료는 재료의 기계적 특성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합금 원소

를 첨가하는데, 특정 조건이 되면 석출물이 생성되어 재료의 야금학적 거동에 변화를 유

발한다. 이러한 석출물이 존재하는 경우 결정립계의 이동은 석출물에 의해 방해를 받게 

되는데 이러한 석출물에 의한 입계의 pinning 효과는 입계에 석출물이 존재함으로써, 입

계가 성장에 의해 이동하기 위해 새로운 입계를 형성해야 하고, 이에 따라 에너지의 증가

가 요구되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와 같은 석출물에 의한 에너지 증가는 그림 36에서와 같

이 결정립 성장시 결정립 성장 구동력에 반한 pinning force의 작용으로 취급할 수 있다. 

이러한 석출물에 의한 결정립계의 pinning 현상은 Zener
[44]
에 의해 최초로 이론화되었으

며, pinning force는 Eq. 13과 같이 입자의 반경, r과 분율 f로 표현되었다. 

 PZ= c 2γ
f
r

(13)

여기서, c2는 상수로써, 고려하는 계에 대한 특성값이다. 따라서 석출물이 존재하는 경우, 

Eq. 8에서 ΔF로 표현된 결정립 성장에 대한 구동력은 계면 에너지 감소에 의한 구동력 

PG와 석출물에 의해 작용되는 pinning force PZ의 차로 표현될 수 있으며
[45]
, 이로부터 

등온 결정립 성장 속도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dD
dt
=M(c 1γ)

m⋅[
1
D
-
c 2
c 1

f
r
]m=M *⋅[

1
D
-
1
kZ

f
r
]m  (14)

여기서, kZ는 Zener coefficient이며 초기 Zener model에서는 kZ=4/3으로 보고되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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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적용되는 model에 따라 다양한 값으로 정의되고 있다. 실제로 저합금강의 경우 0.32

에서 0.93사이의 값을 보이며, 평균적으로 0.52에 근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5]
.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석출물의 pinning 효과에 대한 지수인 Zener coefficient의 값을 0.52로 

가정하 다. 한편, Eq. 14의 m과 M
*
은 Eq. 10과 11의 관계로부터 등온 결정립 실험을 통

해 쉽게 측정할 수 있는 n과 k값과 일정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석출물의 

분율 및 크기 변화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다면, Eq. 14의 적분에 의해 석출물이 존재하는 

경우의 결정립 크기를 계산할 수 있다.  

  Eq. 14에서 n=0.5이고, f=0인 경우에는 결정립계의 이동 속도가 평균 결정립 크기에 반

비례함을 나타내며, 이는 결정립계가 주위의 석출물로부터의 억제력으로부터 벗어난 경

우에 해당하며, 이때의 성장 속도는 계면을 가로지르는 용매 원자(solvent atom)의 확산

에 지배된다. 그러나, 석출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석출물의 순간적인 분율과 크기에 의

해 결정립계의 이동 속도(즉, 성장 속도)가 변하게 된다. 이러한 석출물의 분율과 크기 변

화에 향을 주는 현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입자의 coarsening과 dissolution이다.

  일반적으로 입자의 coarsening은 석출물의 평형 용해 온도(equilibrium dissolution 

temperature)보다 훨씬 낮은 온도에서 일어나며, dissolution은 보다 높은 온도에서 주로 

일어나게 된다. 한편, 이 두 현상이 동시에 일어나는 온도 구간이 존재하며, 따라서, 

coarsening과 dissolution의 명확한 경계는 없다. 또한 석출물의 coarsening과 dissolution

은 모두 시간과 온도에 상호 의존하는 확산에 지배되는 현상이다. 그러나, coarsening은 

surface energy의 감소를 구동력으로 하는 반면 dissolution은 변태에 따른 자유에너지 변

화를 구동력으로 하기 때문에 즉, 서로 다른 kinetics를 가지므로 두 현상을 서로 분리해

서 취급해야 한다
[45]
. 

(4) Kinetics of Coarsening and Dissolution of Precipitation

(가) Precipitate coarsening

  분산된 입자들이 matrix내에서 어느 정도 용해도를 갖는다면, 작은 입자들은 용해되어 

보다 큰 입자로 성장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현상의 구동력은 전체 계의 계면에너지 

감소에 의해 주어지며, 결국에는 하나의 큰 입자만이 존재하게 된다. 이러한 석출 입자의 

coarsening에 대한 이론은 Lifshitz와 Slyovoz
[46]
에 의해 그리고 Wagner

[47]
에 의하여 각각 

발전되었다. Coarsening은 일반적으로 기지를 통한 체적 확산(volume diffusion)에 의해 

좌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Slyovoz와 Wagner는 정상 상태(steady state)에서의 평

균 입자 반경, r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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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3-r30=
8γDmCm(V'm )

2

9RT
t (15)

r 0  : Initial particle radius γ : Particle-matrix interfacial energy

Dm : Element diffusivity   Cm : Concentration of solute in the matrix

V'm : Molar volume of the precipitate per mole of diffusate   

t : reaction time

  이러한 고전적인 Lifshitz-Wagner 이론은 많은 가정을 통해 수립되었다. 이러한 가정 

중 대표적인 것이 입자가 coarsening하는데 있어 분율의 변화가 거의 없다는 것으로 이

는 주위의 matrix로 용질(solute)의 이동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많은 실험으로부

터 입자의 coarsening이 이러한 cubic growth law를 만족함이 보고되었다. 따라서, Eq. 

15는 다음과 같이 일반화된 형태로 표현될 수 있다. 

r 3-r30= c 1
t
T
exp (-Qs/RT) (16)

여기서, c1은 속도 상수이며, Qs는 입자의 coarsening에 대한 활성화 에너지로써, Eq. 15

와의 관계로부터, 석출물의 구성 원자들 중 가장 느린 확산 속도를 갖는 원자의 확산에 

대한 활성화에너지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나) Precipitate dissolution 

  앞서 설명하 듯이 석출물의 coarsening과 dissolution은 확산에 지배되는 과정으로 알

려져 있다. 따라서, 빠른 가열 속도를 보이는 용접 열 사이클 측면과 두 현상이 각각 지

배적인 온도 범위라는 측면에 있어 석출물의 coarsening 현상보다는 dissolution 현상이 

보다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coarsening에 의한 석출물 크기의 증가는 결정립 성장 

억제력의 감소 효과를 보이지만, 속도론적 측면에서 coarsening이 지배적인 낮은 온도 범

위에서의 느린 확산 속도와 초기 조직의 가열에 의한 상변태 현상 등에 묻혀 결정립 성

장에 있어 큰 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석출물의 dissolution kinetics는 Whelan
[48]
에 의해 모델화되었다. Whelan은 입자와 기

지의 계면은 항상 일정한 상태(stationary)라는 가정으로부터 등온에서의 구형 입자의 확

산 속도에 대한 식을 유도하 으며, 다음과 같이 간단한 형태의 식을 제시하 다.

r 2= r20-2αDmt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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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α는 dimensionless supersaturation을 의미하며, 그림 37에서 정의되고 있다. 한

편, dimensionless supersaturation은 다음과 같이 확산 속도를 지배하는 구성 원소에 대

한 석출물/기지 계면의 평형 농도와 석출물의 농도의 비로 표현될 수 있다.

α≈
Ci(m)

Cp(m)
(18)

여기서, Ci는 계면에서의 평형 농도로 solubility product를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Cp는 석출물의 농도이다. 

  한편, dissolution에 의한 석출물의 분율 변화는 Agren
[49]
에 의해 다음과 같이 시간의 

함수로 표현될 수 있다. 

f= f 0(
r
r 0
) 3= f 0[1-

2αDmt

(r 0 )
2 ]

3/2      (19)

여기서, f0는 석출물의 초기 부피 분율을 의미한다. 

(5) 연속적인 열사이클에의 적용

  앞서 설명한 결정립 성장 및 석출물의 coarsening/dissolution에 대한 kinetics는 모두 

등온 조건의 가정을 전제로 유도되었다. 하지만, 실제 열처리나 용접 공정에서는 온도가 

연속적으로 변하는 비등온 조건이다. 따라서 등온 조건에서의 kinetics를 비등온 조건에 

적용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하며, 일반적으로 가산법칙(additivity rule)이 사용된다.  

  가산법칙은 그림 38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연속적인 온도 변화를 미소의 등온 구간들

의 합으로 취급함으로써, 등온에서의 kinetics를 비등온 조건에 적용할 수 있다. 

(가) 연속적인 열 사이클에서의 결정립 성장 방정식

  연속적인 용접 열 사이클에 따른 결정립 크기를 계산하기 위해 가산법칙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그림 38에서의 미소 등온 구간에서 유지되는 시간, Δt동안의 성장하는 

크기를 구해야 한다. 이러한 미소 성장량을 구하기 위해 Eq. 10과 석출물에 의한 향을 

포함하고 있는 Eq. 14의 등온 결정립 성장 속도식을 실험에 의해 쉽게 측정 가능한 값인 

n과 k를 이용하여 각각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ΔD= nk 1/n(
1
D
) ( 1/n)- 1Δt       (20)

ΔD= nk 1/n [
1
D
-c 3

f
r
] ( 1/n)- 1Δt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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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q. 20과 21은 등온시 일정 시간동안의 결정립 크기 변화를 나타내는 식으로서 온도 

변화를 미소 간격으로 구분하여, 각 온도에서의 n과 k값을 이용함으로써, 각 온도에서의 

미소 성장량을 계산할 수 있으며, 이 미소량을 계속적으로 더해가는 방법으로 연속적인 

열 사이클에서의 결정립 크기를 계산할 수 있다.

(나) 연속적인 열사이클에서의 석출물의 거동

  석출물의 coarsening과 dissolution에 대한 Eqs. 16-19 역시, 등온 상태에서의 석출물의 

거동을 표현하는 식이므로, 결정립 성장에서와 같이 가산법칙의 적용을 통해 연속적인 열

사이클에서의 석출물의 크기와 분율을 계산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적분식

으로 표현할 수 있다. 

r 3-r30= c 1
⌠
⌡

t 2

t 1

1
T
exp (-Qs/RT)dt (22)

r 2= (r 0 )
2-2⌠⌡

t 2

t 1
αDmdt (23)

f= f 0[1-
2

(r 0 )
2
⌠
⌡

t 2

t 1
αDmdt]

3/2 (24)

2. 실험 방법

  본 실험에 사용된 재료는 원자로 압력 경계 재료로 사용되는 SA508-cl.3로 성분은 표 

13과 같다.

  원자로 압력 용기강은 두께가 250mm의 후판으로 단조(forging)하여 제작되며 오스테나

이트화, 급냉, 탬퍼링의 과정을 거쳐 제조된다. 이러한 제조 단계에서의 열처리 조건을 그

림 39에 나타내었다. 

등온 결정립 성장 실험 및 용접 열 향부의 열사이클 모사를 위해 Thermo-mechanical 

simulator인 Gleeble 1500을 이용하 으며 입열량에 따른 변태 온도 측정 및 peak 온도에 

따른 석출물 모사를 위해 dilatometer를 이용하 다. 각 장비에 사용된 시편의 규격을 그

림 40에 나타내었다. 

  등온 결정립 성장 속도식에 있어서의 kinetic parameter인 n과 k를 측정하기 위해 다음

과 같은 등온 결정립 성장 실험을 실시하 다. 등온 결정립 성장 실험의 조건은 그림 41

과 같으며, 900-1350℃의 온도 범위에서 50℃의 간격으로 최고 온도를 설정하여 각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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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1초, 20초, 60초, 120초, 300초 동안 등온을 유지하고 상온까지 quenching 후 결정립 

크기를 측정하 다. 

또한 결정립 성장 실험과 동일한 가열 속도로 최고 온도 900-1200℃까지 가열 후 상온

으로 quenching하여 각 최고 온도에서의 석출물을 관찰하 다.  

일반적으로 빠른 속도로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 변태 온도인 A1, A3 온도가 평형 상태

도에서의 온도 즉, 평형 온도보다 상승하게 된다. 이는 결정립 성장 온도 범위의 변화를 

야기하며, 용접 입열량에 의존하게 된다. 따라서, 가열 속도 즉, 용접 입열량에 따른 변태 

온도의 상승 효과를 고려할 수 있도록 dilatometer를 이용하여 그림 42와 같이 가열 속도

를 변화시켜, 이에 따른 변태 온도를 측정하 다. 

또한, 모델링에 의한 오스테나이트 결정립 크기의 계산 결과와 비교하기 위해 그림 43

과 같은 열 사이클을 이용하여 용접 열 향부 조직 재현 실험을 수행하 다. 입열량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각 peak 온도 즉, 세부 구역에 대한 조직 재현 실험을 수행하 으며, 

동일 peak 온도 조건에서 입열량 변화에 따른 실험을 실시하 다. 이때의 각 열 사이클 

조건은 열 사이클 예측 프로그램을 통해 입열량에 따른 예측 결과를 이용하 다. 한편, 

상온까지의 냉각에 따른 상변태 현상을 억제하기 위해 Thermo-Calc.로부터 계산된 Ae3온

도인 800℃에서 quenching시켰다.

  모재와 등온 결정립 성장 실험 및 열 향부 재현 실험 시편을 연마지(#100-#2000) 및 

1㎛와 0.3㎛의 알루미나 분말을 이용하여 연마한 후 2% nital로 부식시킨 후 광학 현미경 

및 SEM을 이용하여 조직을 관찰하 으며, image analyzer를 이용하여 결정립 크기를 측

정하 다. 또한 석출물 관찰을 위해 탄소 박막 추출 복제법(carbon thin film extraction 

replica)을 이용하 다. 시편을 연마하고 acetic acid와 Perchloric acid를 9:1로 혼합한 용

액에서 1차 에칭시킨 후 탄소 박막을 증착시켰다. 증착된 탄소 박막을 적당한 크기로 나

눈 다음 동일한 용액 속에서 일정한 전압을 걸어 탄소 박막을 분리시켜 투과전자현미경

(TEM)을 이용하여 관찰하 다. 

3. 실험결과 및 고찰

가. 모재

  그림 44는 모재에 대한 광학 및 주사 전자 현미경(SEM) 관찰결과로써, lath 경계에 조

대한 석출물이 존재하는 템퍼드 베이나이트 조직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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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그림 45는 모재의 탄소 박막 추출 시편에 대한 TEM 관찰 결과를 보이고 있다. 

석출물들은 주로 타원형과 막대형의 모양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image 

analyzer를 이용해서 분석한 석출물의 평균 크기는 약 240nm 다(그림 45(a)). 그리고 이

들 탄화물들의 회절 도형(diffraction pattern) 분석과 EDS(energy dispersive 

spectroscopy)분석 결과를 그림 45(b), (c)에 나타내었다. 분석 결과 구형의 탄화물은 

orthorhombic 구조를 가지는 (Fe,Mn)3C형의 탄화물이었으며, 막대형의 탄화물은 역시 

orthorhombic 구조를 보이지만,  Mn 외의 다른 첨가원소가 소량 포함된 M3C형 탄화물

임을 알 수 있었다. 재료의 조성으로부터 M2C형의 탄화물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하 으

나, TEM 관찰 결과 거의 발견할 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결정립 성장에 대한 

석출물의 향으로 M3C형의 탄화물을 고려하 다.

나. 결정립 성장 구간 결정 실험 결과

   결정립 성장에 대한 온도 구간을 결정하기 위해 dilatometer를 이용하여 변태 온도 결

정 실험을 수행하 으며, 그림 46은 가열 사이클에서 관찰되는 dilatometry curve를 보이

고 있다.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초기 모재의 조직이 오스테나이트로 상변태가 발생하게 

되며, 이러한 상변태에 의한 격자 구조의 변화에 따른 부피 변화와 두 상의 열팽창 계수 

차이에 의해 그림 46에서와 같이 dilatation의 불연속 구간을 보이게 된다. 따라서, 각 직

선 역으로부터의 연장선을 긋고 그 연장선으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하는 위치로부터 변

태 온도를 측정할 수 있다. 이로부터, A점이 오스테나이트로의 변태가 시작되는 온도, 즉 

A1 온도가 되고, B점이 오스테나이트로의 변태 종료 온도인 A3 온도가 된다. 

 위의 분석 방법에 따라 용접 입열량에 의해 좌우되는 가열 속도에 따른 변태 온도를 측

정하 으며, 그 결과를 그림 47에 나타내었다. 그래프의 x축은 상온(25℃)으로부터 1100℃

까지 가열하는데 걸리는 시간으로 가열 시간이 짧을수록 즉, 가열 속도가 증가할수록 변

태 온도가 상승함을 알 수 있다.  

다. 등온 결정립 성장 실험 결과 

  등온 결정립 성장 거동을 묘사하기 위해 결정립 성장 방정식에서의 kinetic parameters

인 n과 k의 값이 결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parameters를 구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등온 

결정립 성장 실험을 이용할 수 있다. 먼저, 등온 결정립 성장 속도식인 Eq. 11의 적분형



- 472 -

태인 Eq. 7의 결정립 성장 방정식의 양변에 자연로그를 취하면 다음과 같이 시간과 결정

립 크기에 대한 1차 함수의 형태로 표현될 수 있다. 

lnD=n ln t+ lnk (25)

  따라서, 등온 결정립 성장 실험으로부터 얻어진 시간에 따른 결정립 크기 변화 데이터

를 Eq. 25의 형태로 회귀분석하면, 기울기와 y 절편으로부터 n과 ln k(즉, k)를 측정할 수 

있다. 그림 48은 peak 온도 1350℃에 대한 회귀분석의 예를 보이고 있다. 

  그림 49는 peak 온도 900, 1000, 1350℃에서의 등온 결정립 성장 실험으로부터 측정된 

결정립 크기를 ln D vs. ln t의 형태로 나타낸 것이다. peak 온도 1350℃와는 달리 900, 

1000℃의 경우, 기울기에서의 변화가 관찰된다. 그림 50은 등온 결정립 성장 실험과 동일

한 가열 속도(100℃/s)로 peak 온도(900, 1000℃)까지 가열시킨 후 급냉시킨 시편과 모재

에 대한 석출물 관찰 결과로 모재에서의 평균 크기 240nm의 조대한 구형 및 막대형 석

출물이 peak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크기와 분율이 감소함을 알 수 있다. 한편, peak 온

도 1050℃이상에서는 더 이상의 석출물이 관찰되지 않았다. 이와 같이 모재에서 관찰된 

M3C 형태의 탄화물의 평형 용해 온도는 Thermo-Calc.를 이용한 결과 약 690℃로 계산되

었다. 그러나, 100℃/s의 가열 속도를 이용한 등온 결정립 성장 실험에서는 이러한 탄화

물의 용해가 평형보다 높은 온도에서 발생하게 되며, 그림 50의 TEM 관찰 결과에서 보

듯이 1000℃의 고온에서도 탄화물이 존재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탄화물의 용해는 온

도뿐만 아니라, 시간에 의존하는 과정이므로, 그림 49의 900, 1000℃에 대한 그래프처럼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탄화물의 용해에 의해 결정립 성장에 대한 저항력 즉, pinning 

force가 소멸되고, 이로 인해 결정립 성장 속도가 증가 즉 기울기인 n이 증가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그림 49의 1350℃ 조건에서는 이러한 peak 온도까지의 가열 과정 중 탄

화물의 완전한 용해가 일어났기 때문에 다른 두 peak 온도 조건과는 달리 기울기의 변화

가 관찰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결정립 성장 모델을 간단히 하기 위해 등온 유지시 석출물의 용

해에 의한 n값의 변화를 무시하고 그림 49의 실선으로 나타낸 것과 같이 직선 형태로 데

이터를 회귀 분석하 다. 따라서, 이러한 방법으로 측정된 n과 k값은 100℃/s의 가열 속

도 조건에서의 석출물의 향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등온 결정립 성

장 실험을 통해 측정된 SA508-cl.3의 결정립 성장에 대한 kinetic parameters의 온도에 따

른 거동을 그림 51에서 보이고 있다. 

  그림 51(a)는 peak 온도에 따른 n 값의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일반적으로 보고되

고 있는 n값의 범위인 0.1과 0.4사이에 존재하며, 온도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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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러한 n값을 다음과 같이 온도에 대한 1차 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 

n=0.148+1.261×10-4T     (26)

 한편, 매우 순수한 재료나 고온에서 관찰되는 이상적인 n값(n=0.5)을 그림 51(a)에 함께 

점선으로 나타내었다. n값이 이상적인 값과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이론적 배경에서 언급

하 듯이 고용된 합금원소에 의한 dragging force와 탄화물에 의한 pinning force의 향

으로 설명될 수 있다. 그러나, 석출물 관찰 결과 1100℃이상의 고온에서는 탄화물이 완전

히 용해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온도 범위에서는 dragging force의 향이 지배적인 것

으로 생각된다. 한편, 그림 51(b)는 k값의 결과를 나타내었는데, 속도 상수 k는 앞서 설명

하 듯이 계면의 mobility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상수로서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계속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계면 mobility에 대한 activation energy를 구하기 위해 

Eq. 12를 Eq. 27과 같이 표현할 수 있으며, ln (nk
1/n
) vs. 1/T의 그래프의 기울기로부

터 activation energy, Q 값을 구할 수 있다.

ln (nk 1/n )=lnM 0-
Q
RT

(27)

  그림 52는 등온 결정립 성장 실험을 통해 구한 n과 k값으로부터 ln (nk 1/n ) vs. 1/T

의 그래프를 보이고 있다. Beck
[43]
에 의하면, n값이 온도에 따라 변하면, 성장 속도가 온

도뿐만 아니라, 결정립 크기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의미있는 활성화에너지에 대한 데이터

를 얻을 수 없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측정된 n값의 온도에 따른 변화량이 작기 때문에 

n값이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결정립 성장에 대한 활성화 에너지를 측정하 다. 그림 52의 

기울기로부터 계면 이동에 대한 활성화 에너지는 약 392kJ/mol로 측정되었다. 이 값은 

표 14에서 보이고 있는 저합금강이나 순철에 대해 보고된 활성화에너지보다 큰 값을 보

이며, 이는 본 재료에 포함된 다양한 합금 원소들에 의한 dragging force의 향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이 결정립 성장에 대한 활성화 에너지를 구하 으나, 앞서 설명한대로 측정된 

n 값의 온도 의존성으로 인해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곤란한 것으로 생각되며, 결정립 

크기 예측 과정에 있어 보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 다음과 같이 온도에 대한 함수로써, k

값을 수식화하 으며, 이를 예측 모델에 n값에 대한 Eq. 26과 함께 kinetic parameters로

써 사용하 다.

k=-1512.123+4.902T-0.005T 2+1.969×10-6T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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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Kinetic model for dissolution of precipitates

  모재에 존재하고 있는 석출물은 용접 열 사이클에 따라 이론적 배경에서 설명하 듯이 

coarsening과 dissolution을 겪게 되며, 서로 다른 구동력으로 인해 분리하여 취급해야 한

다.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모재에 존재하는 석출물인 M3C의 평형 용해 온도가 690℃로 

coarsening에 대한 속도론적 인자인 확산 속도가 느릴 뿐만 아니라, 그림 47에서 보듯이 

용접 열 사이클에 의해 결정립 성장이 발생되는 온도 범위가 800℃ 이상으로 평형 용해 

온도에 비해 매우 높기 때문에 탄화물의 coarsening 현상을 무시하 으며, 단지 

dissolution만을 고려하 다. 이러한 석출물의 등온 조건하에서의 dissolution kinetics에 

대한 지배 방정식으로는 Eq. 17을, 연속적인 열 사이클에의 적용을 위해 Eq. 17의 적분 

형태인 Eq. 23을 사용하 다. 용해 속도는 그림 45(c)의 석출물의 EDS 분석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Mn의 확산에 의해 좌우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원소 Mn의 확산 계수
[52]

와 α(dimensionless supersaturation)값을 이용하 다.

Dm=0.16exp (-
261700
RΤ

) [cm 2/s] (29)      

여기서, Τ는 절대온도[K]를 나타낸다. 한편, dimensionless supersaturation, α값은 Eq. 

18에서 알 수 있듯이 석출물의 농도와 계면의 농도의 비로 표현되며, solubility product

를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45]
. 그러나, 고려하는 경우와 같이 다성분으로 구성된 석출물의 

solubility product에 대한 보고는 거의 없다. 따라서, α 값을 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 다. 

  α는 확산계수와 마찬가지로 Arrhenius equation으로 표현될 수 있으며, Eq. 17에서의 

αDm은 Eq. 30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45].

αDm=α0D 0exp(-
QD+Q α
RΤ

)    (30)

여기서, D 0와 QD는 Eq. 29의 Mn의 확산 계수에 대한 항이며, α0와 Qα는 α에 대한 

항이다. 이러한 α0와 Q α에 대해 임의의 값을 반복적으로 대입함으로써, 그림 50의 석출

물의 경향과 일치되는 값을 구하 으며, 이로부터, α는 다음과 같이 표현되었다. 

α=6.25×102exp(-
14318
RΤ

)          (31)  

4. 결정립 성장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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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모델 알고리즘

  등온 결정립 성장 실험을 통해 측정된 결정립 성장 kinetic parameters에 대한 회귀식

을 이용하여 연속적인 용접 열사이클에서의 오스테나이트 결정립 크기 예측 프로그램을 

작성하 다. 또한 결정립 성장에 대한 석출물의 향을 포함하 으며, 용접부 재현실험을 

통해 신뢰성을 평가하 다. 그림 53은 작성된 프로그램의 순서도로 자세한 알고리즘은 다

음과 같다. 

사용자에 의해 용접 입열량이 입력되면, Rosenthal 방정식에 의해 가열속도, 냉각속도

와 같은 용접 열 사이클을 계산하게 되며, 계산된 가열 속도에 따른 결정립 성장 온도 구

간이 결정된다. 이 후 peak 온도로 대표되는 각 sub-zone에서의 결정립 크기를 계산하기 

위한 과정이 진행된다. 이러한 결정립 크기 계산을 위해 실험적으로 측정된 kinetic 

parameters인 n, k값을 이용하게 되며, 석출물의 용해 과정에 의한 석출물의 반경과 분율

을 계산하고 이를 결정립 성장 속도식에 포함하게 된다. 

나. 열사이클 예측결과

  용접 입열량에 따라 peak 온도가 1350℃에 해당하는 CGHAZ에서의 열 사이클 예측 

결과를 그림 54에 나타내었다. 예측된 결과를 보면 용접 입열량이 감소함에 따라 가열속

도와 냉각 속도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고려한 열 사이클 예측 모델은 열전도 방정식으로부터 유도된 간단한 형태의 

Rosenthal 방정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온도에 따른 열전도도 변화 및 재료의 상변화

에 의한 잠열의 방출 등 실제 현상에서 발생하는 물리적인 현상을 모두 고려하지 못하

기 때문에 실제 용접 열 사이클과는 차이가 있음이 예상된다. 그러나, 열 사이클의 예측

은 최근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유한 요소법(Finite Element Method) 등의 수치해석적 방

법의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보다 실제 현상과 유사한 예측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용접 열사이클 예측 모델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러한 수치해석적 

방법의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용접 열 향부의 

재질 예측을 위한 결정립 성장 모델 및 상변태 모델에 대한 기본 틀을 구축하는 것으로

써, 현재 예측된 제한적인 열 사이클은 실험적 재현(Gleeble, dilatometer)이 가능하며, 따

라서, 작성된 모델의 신뢰성을 평가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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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모델에 의한 예측결과와 신뢰성 평가

(1) 석출물 kinetics를 무시한 결정립 크기 예측 결과

 그림 55는 결정립 성장에 대한 kinetic parameters인 n, k값의 측정과 동일한 가열속도

(100℃/s)로 각 sub-zone을 대표하는 peak 온도까지 가열 후 1초 등온 유지시킨 다음 7

0℃/s의 냉각속도로 상온까지 냉각시킨 경우에 대해 측정된 오스테나이트 결정립 크기와 

예측값을 보이고 있다. 예측값과 실측값이 상당히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peak 온

도가 높을수록 결정립이 조대화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동일한 열사이클에서 peak 온

도가 증가함에 따라 고온에서 유지되는 시간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한편, 등온 결정립 성장 실험에 의해 측정된 n, k 값은 실험 결과에서 언급하 듯이 실

험에 사용된 가열 속도 조건에서의 석출물에 의한 향을 이미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그림 55와 같이 등온 결정립 성장 실험과 동일한 가열 속도 조건에 대한 예측의 우수한 

신뢰성은 예상 가능하다. 그러나, 임의의 입열량 조건에 대해 예측을 수행하 을 경우, 등

온 결정립 실험과는 다른 가열 속도 조건에 의한 석출물의 용해 온도 및 용해 kinetics의 

변화가 발생하게 되며 따라서, 이러한 석출물의 입열량에 따른 kinetics 변화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결정립 크기 예측의 신뢰성 저하가 예상된다. 

  그림 56은 용접 입열량 조건, 40kJ/cm에 해당하는 열사이클에 따라 각 sub-zone에서 

계산된 오스테나이트 결정립 크기를 보이고 있으며, 실제 측정된 결정립 크기와 비교적 

잘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입열량 조건에서의 각 sub-zone이 경험하는 

가열속도는 평균 250℃/s에 해당하며 등온 결정립 실험 조건과는 달리 석출물 용해 온도

에서의 상당한 superheating이 예상된다. 따라서, 결정립 성장에 대한 석출물의 향이 

그림 55의 결과보다 뚜렷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그림 56에서 알 수 있듯이 예상과 

달리 실측값과 예측값이 비교적 잘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초기 석출물의 조대

한 크기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며 자세한 설명은 석출물의 kinetics를 고려한 예측 결과

를 보일 때 언급하도록 하겠다.

  그림 57은 이러한 입열량 40kJ/cm 조건에서 재현된 열 향부의 미세조직 사진을 보

이고 있다. 

  한편, 그림 58은 용접 입열량 변화에 따른 각 sub-zone에서의 결정립 크기를 예측한 

것으로써, 입열량이 증가할수록, peak 온도가 높을수록 결정립 크기가 커지는 경향을 보

인다. 이러한 경향은 입열량 증가에 따른 가열 속도 감소 및 peak 온도 증가에 따른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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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유지 시간의 증가에 기인한다.

(2) 석출물 kinetics를 고려한 결정립 크기 예측 결과

(가) 입열량에 따른 석출물 kinetics 변화

결정립 성장에 대한 석출물의 향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입열량, 즉 가열속도에 따른 

석출물 용해의 kinetics 변화 예측을 통한 석출물의 크기와 분율에 대한 계산이 선행되어

야 한다. 따라서, 석출물의 용해 kinetics에 대한 미지의 parameters 중 dimensionless 

supersaturation에 대한 값을 구하기 위해 iteration 방법을 이용하 으며, 이러한 방법을 

통해 구한 α값과 오스테나이트에서의 Mn의 확산 계수를 이용하여 가열 사이클 중 발생

하는 M3C 탄화물의 용해 거동을 예측하 다.

그림 59와 60은 30, 120kJ/cm의 입열량 조건에서 온도에 따른 석출물의 크기와 

volume fraction ratio, f/f 0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120kJ/cm의 조건에서 석출물은 약 

1050℃부근에서 완전히 용해되는 것으로 계산되며, 저입열 조건에서는 그 보다 높은 온도

까지 석출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계산된다. 여기서, 120kJ/cm의 입열량 조건은 평균 가열

속도가 약 100℃/s에 해당하며, 이는 그림 50에서의 석출물 관찰 결과와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입열량이 30kJ/cm인 경우 평균 가열 속도가 400℃/s 이상이며, 이러한 

가열 속도의 증가로 인해 석출물 용해 온도의 superheating이 발생하여 상대적으로 더 

높은 온도까지 석출물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한편, Thermo-Calc.로 계산된 평형 용해 

온도는 690℃이지만, 낮은 온도로 인해 석출물 용해 kinetics에 주된 율속 인자인 확산속

도의 저하로 인해 그 보다 높은 온도에서 석출물의 용해가 시작되는 것으로 보인다. 

(나) 석출물 kinetics를 고려한 결정립 크기 예측 결과

  40kJ/cm의 입열량 조건에서 온도 변화에 따라 계산된 석출물의 크기와 분율에 의해 

결정립 성장에 저항하는 pinning force의 향을 고려한 경우의 결정립 크기 예측 결과를 

그림 61에서 보이고 있다. 그림 56에서 보인 석출물 kinetics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와 실

제 실험에 의해 측정된 오스테나이트 결정립 크기를 함께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그림 

61에서 보듯이 석출물의 kinetics를 고려한 경우나 고려하지 않은 경우가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62는 이러한 입열량 40kJ/cm의 조건에서 계산된 석출물의 f/f0의 온도에 따른 거

동을 보이고 있다. 그림 60에서 보인 입열량 120kJ/cm 조건일 때에 비해 빠른 가열속도

로 인해 석출물이 보다 높은 온도까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석출물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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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립 성장에 대한 pinning force는 Eq. 13에서 알 수 있듯이 석출물의 크기에 반비례하

며, 분율에 비례한다. 이러한 pinning force에 의한 결정립 성장 속도의 향은 Eq. 14로 

표현되며, Eq. 14는 n과 k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dD
dt
= nk 1/n[

1
D
-c

f
r
] ( 1/n)- 1 (32)

여기서, 1/D 항은 석출물의 향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에서의 구동력에 대한 항이며, 

f/r 항은 석출물에 의한 pinning force에 대한 항을 의미한다. 그림 63(a)는 40kJ/cm의 입

열량 조건에서 온도에 따른 pinning force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결정립 성장은 주어진 

입열량에 의해 결정된 A3온도 이상부터 고려되므로, A3온도 이상에서의 계산값을 나타내

었다. 한편, 그림 63(b)는 석출물의 kinetics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구동력 항의 온

도에 따른 변화를 보이고 있다. Fig. 35에서 알 수 있듯이 석출물에 의한 pinning force는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석출물의 분율과 크기의 감소에 따라 감소한다. 따라서, 고온보다 

A3 근처의 저온 역에서 pinning force의 향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그림 

63(a)에서 보듯이 이러한 저온 역에서의 pinning force의 향을 나타내는 값은 조대한 

초기 석출물 크기와 미소량으로 인해 그림 63(b)의 결정립 성장에 대한 구동력에 비해 매

우 작을 뿐만 아니라, 그림 51(b)에서 보인 속도 상수, k 역시 저온 역에서 매우 작은 

값을 갖기 때문에 전체적인 가열 사이클 동안의 결정립 성장에는 큰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라. HAZ grain size diagram

  그림 64는 HAZ grain size diagram으로서 각각의 입열량에 대하여 용접부 중심선으로

부터의 거리에 따른 용접 열 향부의 결정립 크기를 예측한 결과이다. 결정립 성장 예측 

프로그램에 의해 초기 오스테나이트 결정립 크기를 예측하여 각각의 입열량과 위치에서 

결정립 크기 결과에 대하여 등고선도를 작성한 것이다. 저입열에서보다 고입열일 때 

HAZ의 폭이 넓어지며 고입열로 갈수록 HAZ에서 조대한 결정립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마. 열사이클 중 결정립 성장거동

  그림 65는 입열량이 120kJ/cm 이고, peak 온도가 1350℃인 경우 시간에 따른 온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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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된 오스테나이트의 결정립 크기를 보여주는 그림이다. 온도가 상승할 때 먼저 변태구

간을 지나고 A3온도 이상에서 오스테나이트의 결정립 성장이 시작하게 된다. A3온도 바

로 위의 온도에서는 비교적 느린 성장 속도를 보인다. 이는 초기의 작은 오스테나이트 결

정립 크기로 인해 결정립 성장에 대한 구동력은 매우 크지만, 낮은 온도로 인해 결정립 

계면의 구동력 즉, 속도론적인 제한을 받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어느 정도 충

분한 온도가 되면 결정립 성장 속도가 매우 빨라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적절한 구

동력과 온도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peak 온도를 지나서 냉각 중에는 충분히 

높은 온도임에도 불구하고 결정립 성장 속도가 매우 적은 것으로 보이는 것은 가열 중 

성장된 조대한 결정립 크기에 의한 결정립계의 표면적 감소와 이로 인한 결정립 성장 구

동력 감소 효과에 기인한다. 

5. 결    론 

  대표적인 원자로 압력 경계 재료인 SA508-cl.3를 이용하여 용접 열 향부의 초기 오스

테나이트 결정립 성장, 석출물의 용해 및 이러한 석출물에 의한 결정립 성장 거동을 야금

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모델화하 으며, 용접 열 향부 재현 실험을 통해 이러한 결정립 

성장 모델의 신뢰성을 평가하 다.  

  결정립 성장에 대한 kinetic parameters인 m과 M
*
를 구하기 위해 실험적으로 측정이 

용이한 n과 k를 이용하 으며, 이를 이용하여 예측된 초기 오스테나이트 결정립 크기가 

실제 측정값과 비교적 잘 일치함을 확인하 다. 한편, 결정립 성장에 대한 석출물의 향

을 고려하기 위해 석출물 용해에 대한 Whelan's analytical model을 이용하 으나, 석출

물의 향을 고려한 경우와 무시한 경우의 결정립 크기 예측 결과의 비교를 통해 

SA508-cl.3에서의 석출물의 향이 미비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모델에서 고려된 M3C형 

탄화물의 초기 조대한 크기와 적은 분율 및 탄화물의 향이 상대적으로 큰 저온 역에

서의 작은 계면 mobility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이러한 결정립 성장 모델 작성에 있어 불가피하게 많은 가정들이 사용되었다. 따

라서, 결정립 성장 및 석출물 거동에 대한 지속적인 이론적/실험적 연구를 통해 설정된 

가정을 줄여나감으로써, 모델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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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상변태 모델 

1. 이론적 배경

가. HAZ의 특성 예측 연구 동향

  용접 열 사이클에 의한 HAZ의 기계적 성질은 HAZ의 최종 미세조직을 형성하는 상변

태 현상에 의해 향받는다. 따라서, HAZ의 기계적 성질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가열 사

이클의 결정립 성장 및 석출물 등에 의존하는 초기 오스테나이트 결정립 크기뿐만 아니

라 냉각 사이클 중에 발생하는 오스테나이트 분해에 대한 체계적이고 명확한 이해가 필

요하다. 그러나, 용접시의 극심한 열 사이클은 오스테나이트의 분해를 평형 상태에서 일

어나기 힘들게 하므로 평형 상태도로는 HAZ 조직의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하다. 

  한편, 연속 냉각 변태 곡선(CCT diagram)은 오스테나이트의 변태 온도와 그에 따른 미

세 조직을 조성, 냉각 속도, 초기 오스테나이트 결정립 크기의 함수로써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연속 냉각 변태 곡선을 이용하여 용접 열 사이클에 따른 미세 조직의 변

화를 설명하기 위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5,53-55]

. 그림 66은 용접부에 적용된 연속 

냉각 변태 곡선의 예를 보여준다. (a)는 St 52-3(C-Mn steel) 50mm 두께의 강판에 대해 

SA (Submerged Arc)를 이용한 용접시 FGHAZ에 해당하는 연속 냉각 변태 곡선이다. 용

접 입열량 3.5kJ/mm에 해당하는 냉각곡선(점선)으로부터 68% 페라이트, 12% 펄라이트와 

20%의 베이나이트로 최종 미세 조직이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b)는 C-Si-Mn-Al-Nb 

강의 CGHAZ에 적용된 예로써 냉각속도에 따른 polygonal 페라이트, Widmanstatten 페

라이트, 베이나이트, 펄라이트와 마르텐사이트 등의 여러 미세 조직의 상대적인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c)는 용융부(weld metal)에 대한 적용 예로 액상으로의 변화가 동반되므

로 변태 시작 및 끝을 측정하는 실험적인 어려움으로 그 적용이 용이하지 않으며, 특히 

용융부에서 오스테나이트→페라이트 상변태에 대한 자료는 아직까지 정립되지 않은 상태

이다.

  그러나, 이러한 연속 냉각 변태 곡선을 이용하는 방법은 연속 냉각 변태 곡선 작성에 

사용된 특정 결정립 크기와 열 사이클에만 적용할 수 있다는 제한성을 갖는다. 따라서 새

로운 접근 방법으로 실험 정보를 직접 적용함으로써 오스테나이트 분해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
[56,57]
과 열역학적, 속도론적 이론에 기초한 모델화 연구

[58-60]
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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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접근 방법의 예로써, Creusot Loire group
[56]
은 신중하게 선택된 연속 냉각 변

태 곡선의 실험 데이터를 냉각속도, austenitizing 조건(시간, 온도)에 대한 회귀식으로 작

성하여 상온에서의 변태 생성물의 양을 예측하려는 연구를 수행하 다. 반면, 모델화 연

구는 이론적 발달과 더불어 열역학과 상변태 속도론에 기초하고 있다. Kirkaldy et al.
[58,59]

은 공석(eutectoid), 아공석(hypoeutectoid) 저합금강에서의 경화능을 예측하기 위해 오스

테나이트 분해 거동을 과냉(undercooling), 탄소의 확산 계수(diffusivity), 합금 원소의 함

수로써 다음과 같이 표현하 다.

U=K D c (T) (△T)
w (33)

U는 변태 생성물의 성장 속도를, K는 실험적으로 결정되는 상수를 의미한다. 따라서 변

태되는 총 분율은 위의 성장 속도 표현식을 온도 범위에 대해 적분함으로써 구할 수 있

다. 또한 변태의 시작, 즉 변태의 잠복기를 다음과 같은 Zener-Hillert 형태의 식을 이용

하여 표현하 다
[58]
.

τ=
ZT

D c (T) (△T)
w

(34)

여기서 Z, w는 확산 모드(boundary or volume diffusion)에 의존하는 값이고, Dc(T)는 온

도에 따른 확산계수, △T는 평형 온도로부터의 과냉을 나타낸다. 이 식에 대해 가산법칙

(Additivity rule)을 적용하여 연속 냉각시 변태 개시 시간을 계산하 다. 후에 등온 변태 

거동을 묘사하기 위해 Avrami 방정식을 채택하 다. 이와 같이 속도론적 모델은 주로 

Avrami 방정식을 사용하여 실험 데이터와의 회귀 분석에 의해 구하 으나, 최근에는 핵

생성과 성장 이론의 발달과 더불어 핵생성, 성장을 분리하여 취급하고 있다
[60]
.

나. 오스테나이트 상변태 속도론   

(1) 조직학적 구분

  용접시 가열 사이클에 의해 변태된 오스테나이트의 냉각시 상변태가 HAZ의 최종 미

세 조직을 좌우한다. 따라서 오스테나이트의 상변태 kinetics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먼저 상의 정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오스테나이트의 변태 조직에 

대한 분류는 1900년대 초부터 이루어져 왔으며 크게 페라이트, 펄라이트, 베이나이트, 마

르텐사이트로 구분된다. 페라이트 형상에 대해 Dube
[61]
는 현미경 조직에 따라 grain 

boundary allotriomorph, Widmanstatten sideplates, Widmanstatten sawteeth, 

idiomorphs, intergranular widmanstatten plate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변태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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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분류 시스템(classification system) 또는 연구자들에 따라 다양한 명칭으로 불려지고 

있으나, 오스테나이트 변태 생성물에 대한 정의는 아직까지 완전하지 못하며 변태 기구 

및 kinetics와의 관계 정립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가) Polygonal or Equiaxed 페라이트

  저탄소강에서 일반적으로 고온 또는 느린 냉각속도에서 형성되는 상으로써 오스테나이

트 입계에서 allotriomorphs로써 핵생성하여 equiaxed grains으로 성장한다. 이러한 

polygonal 페라이트는 광학현미경으로 쉽게 구별되며 TEM에 의해 매우 낮은 전위 도와 

substructure가 존재하지 않는 특징을 보인다. 성장은 부분적으로 정합 계면(coherent 

interface)을 가로지르는 빠른 치환형 원자들의 이동과 성장하는 페라이트로부터 배출된 

탄소 원자의 장거리 확산에 의해 지배된다. 계면에서 치환형 합금 원소의 분배

(partitioning)가 일어나며 이것이 grain boundary allotriomorphs의 성장 속도 감소를 야

기시킨다
[62-64]
.

(나) Widmanstatten 페라이트

  Widmanstatten 페라이트는 Dube의 분류에 의하면 오스테나이트 결정립계나 polygonal 

페라이트로부터 형성된 Widmanstatten side-plates에 해당하는 조대하고 긴 페라이트를 

의미한다
[62]
. 일반적으로 polygonal 페라이트에 비해 빠른 냉각속도와 낮은 온도 범위에

서 형성되며 오스테나이트의 결정립 크기가 클수록, 적당한 탄소(0.2-0.4wt%)를 함유한 경

우에 Widmanstatten 페라이트 형성이 우세하다고 알려져 있다
[65]
.

  이러한 Widmanstatten 페라이트의 형성 기구는 현재까지 논란의 대상이며 많은 이론

이 제시되고 있다. Aaronson et al.
[66]
은 과냉에 따른 정합(또는 반정합) 계면과 부정합 계

면(incoherent interface)의 상대적 이동 속도의 관계로써 Widmanstatten 페라이트의 형성

을 설명하 다. 즉, 과냉이 적은 경우 정합 계면과 부정합 계면의 이동 속도가 유사하여 

페라이트 allotriomorph가 나타나며 과냉이 큰 경우 부정합 계면의 이동도가 현저하게 감

소하여 정합 계면이 성장을 주도하게 되어 Widmanstatten 페라이트의 형상을 보이게 된

다. 이러한 정합 계면의 이동은 diffusional ledge 기구에 의해 진행되며 이에 의해 표면 

기복(surface relief)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하 다
[62]
.
 
이에 반해 Ohmori et al.

[67]
은 

표면 기복 현상으로부터 Widmanstatten 페라이트가 확산기구(diffusion mechanism)에 의

한 핵생성 과정과 전단 변태 기구(shear mechanism)에 의한 성장을 한다는 이론을 제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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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펄라이트

  펄라이트는 페라이트와 시멘타이트가 cooperative 변태에 의해 형성되는 공석

(eutectoid) 반응으로써 통상 층상(lamellar)구조를 가지며 확산 기구에 의해 형성된다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펄라이트는 강의 조성에 따라 페라이트 또는 시멘타이트에 의해 핵

생성되어진다
[68]
.

(라) 베이나이트

  베이나이트는 일반적으로 펄라이트와 마르텐사이트가 형성되는 온도 사이에서 관찰되

는 조직으로 시멘타이트의 분포에 따라 크게 상부 베이나이트와 하부 베이나이트로 구분

되며
[62]
, 펄라이트와 달리 페라이트와 시멘타이트의 비층상(non-lamellar) 구조를 보인다. 

또한 마르텐사이트와 같이 표면 기복 현상을 보이며, 속도론적 측면에서 TTT곡선에 자체 

C-곡선을 가지며 베이나이트 개시 온도(kinetic Bs)를 보인다
[69]
. 이러한 베이나이트는 

Widmanstatten 페라이트와 더불어 우수한 기계적 성질로 널리 활용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그 변태 기구에 대해서는 전단변태와 확산 변태의 상반되는 특성을 동시에 나타내

기 때문에 아직까지 명확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못할 뿐 아니라 조직학적 정의조차 통일

된 견해를 얻지 못하고 있다
[70-73]
. 

  Aaronson et al.
[68]
은 미세 조직학적 측면에서 펄라이트가 시멘타이트와 페라이트의 

cooperative 공석 변태에 의해 형성되는데 반해 베이나이트는 확산 핵생성 및 ledgewise 

확산 성장에 의한 페라이트와 시멘타이트의 non-lamellar, non-cooperative(competitive) 

공석 변태로 정의할 수 있다고 하 으며 이러한 페라이트와 시멘타이트의 성장 속도의 

비와 오스테나이트/페라이트 입계에서의 시멘타이트의 핵생성 속도에 따라  nodular 베

이나이트, columnar 베이나이트, 상부 베이나이트, 하부 베이나이트, grain boundary 

allotriomorphic 베이나이트, inverse 베이나이트 등의 형상을 보인다고 하 다. 반면, 

Ohmori et al.
[71,72]
은 저탄소강에 대한 연구로부터 상부 베이나이트를 lath 형태의 페라이

트와 함께 탄화물이 존재하지 않는 BI, 페라이트 lath 사이에 탄화물이 존재하는 BII, 페

라이트 lath 내부에 탄화물이 존재하는 BIII로 구분하 으며, 전단보조확산(shear-assisted 

diffusional)모델로써 변태 기구를 설명하 다
[74,75]
. 즉, 모상으로부터 생성상으로의 격자변

형은 ledge 기구에서의 상변화와 마찬가지로 각각의 원자가 원자대응 관계를 유지하면서 

오스테나이트/페라이트 계면을 확산함으로써 일어나지만 그로 인한 탄성변형에너지가 슬

립(slip) 운동과 같은 격자 불변 전단(lattice invariant shear)에 의해 완화되는 것으로 설



- 484 -

명하 다. 또한 베이나이트의 형태, 결정학적 특성 및 표면 기복 현상이 마르텐사이트와 

유사성을 갖는다는 사실로부터 전단 모델
[76,77]
이 제시되었다. 이 모델에 의하면 베이나이

트는 무확산에 의한 bainitic 페라이트 sub-unit의 생성과 과포화로 고용된 탄소의 배출 

또는 석출의 반복 과정에 의해 성장한다.

(마) 마르텐사이트

  마르텐사이트는 비확산 변태로써 크게 lath 마르텐사이트와 plate 마르텐사이트로 구분

된다.

  이러한 조직에 대한 분류는 종래의 광학 현미경 관찰에서 전자 현미경을 이용한 관찰

이 일반화되면서 좀더 조직학적으로 세분화되고 있다. 최근 Bhadeshia와 Christian
[77]
은 

강에서 나타나는 상을 조직학적 측면 뿐 아니라 열역학 및 속도론적 개념을 도입하여 표 

15와 같이 분류하 다. 여기서 α’은 마르텐사이트이고 αlb는 하부 베이나이트, αub는 상

부 베이나이트이고, α는 allotriomorphic 페라이트, αi는 idiomorphic 페라이트이고, P는 

펄라이트이며 αa, αw는 각각 acicular 페라이트와 Widmanstatten 페라이트이다. 또한 X

는 치환형 합금원소를 의미한다. 기호 ‘=’는 일치를, ‘≠’는 불일치, 그리고 ‘ⓧ’는 가끔 일

치하는 것을 나타낸다.

(2) 상변태 속도에 향을 주는 인자

(가) 합금 성분의 향

  일반적으로 강의 성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첨가되는 합금원소는 C, N, Mn, Ni, Cu 등

과 같이 오스테나이트를 안정화시키는 오스테나이트 안정화 원소(stabilizer)와 P, V, Nb, 

Mo, Al, Si 등과 같이 페라이트를 안정화시키는 페라이트 안정화 원소로 구분되어진다. 

특히 치환형 합금원소들은 상변태시 계면에서 분배 경향과 느린 확산 속도로 인해 변태 

속도에 향을 주며 C에 비해 매우 느린 확산속도로 인해 어떠한 임계온도이하에서는 분

배가 일어나지 않는 paraequilibrium
[78,79]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 최근 이러한 

paraequilibrium에 의한 속도론적 해석이 저온에서의 상변태 속도를 해석하기 위해 사용

되고 있지만, 합금 원소에 따른 속도론적 비교는 확산 기구, 편석, 탄화물의 석출에 의한 

향 등 매우 복잡한 요소들의 효과가 겹쳐 있어 아직까지 완전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연속 냉각 변태 곡선은 합금 원소에 의한 변태 속도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어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이용되고 있다
[5]
. 각 원소의 향을 살펴보면, Mn, Ni은 연속 

냉각 변태 곡선의 모든 변태 역을 장시간 및 저온으로 이동시키며 Mo, Cr은 페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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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펄라이트 역을 장시간으로 이동시키고 베이나이트와 같은 중간상(intermediate 

phase) 역을 확장시킨다. 한편 Si의 경우에는 펄라이트 변태 온도를 약간 높이고 변태 

속도를 다소 지연시키는 경향을 보이지만 이러한 효과는 매우 작다. Nb은 오스테나이트-

페라이트 계면에 편석하여 grain boundary allotriomorph와 펄라이트의 형성을 억제하고 

Widmanstatten 페라이트, 베이나이트와 같은 중간변태상의 형성을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B 또한 grain boundary allotriomorph의 핵생성을 억제하며 베이나이트의 형성

을 촉진한다.  

(나) 초기 오스테나이트 결정립 크기의 향

  한편, 합금 원소뿐만 아니라 오스테나이트 결정립 크기도 상변태 속도에 향을 준다. 

즉, 핵생성은 대부분 오스테나이트 결정립계에서 일어나므로 결정립이 조대하면 핵생성 

site의 도가 감소하여 핵생성 속도를 감소시켜 전체적인 변태속도를 저하시키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오스테나이트 결정립 크기에 의한 상변태 속도의 변화는 페라이트, 펄라이

트 등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림 67은 이러한 합금 성분 및 오스테나이트 결정

립 크기에 따른 상변태의 향을 연속 냉각 변태 곡선의 변화로 개략적으로 표현한 것이

다.

  한편, 베이나이트 변태에 대한 오스테나이트 결정립 크기의 향은 많은 연구
[80-83]
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완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Barford et al.
[81]
에 의해 오스테나이트 결

정립 크기가 감소함에 따라 핵생성 위치 도의 증가에 의해 변태 속도가 증가함이 보고

되었고, Umemoto et al.
[82]
에 의해서도 유사한 결과가 관찰되었으며, 변태 속도에 대한 결

정립 크기의 효과를 표현하기 위한 방정식이 제안되었다. 반면, Graham et al.
[83]
에 의해 

오스테나이트 결정립 크기가 감소함에 따라 변태 속도가 증가하는 경향이 보고되었으며, 

이러한 경향을 matrix에 의한 베이나이트 plate 성장의 억제의 결과로 설명하 다. 

  이러한 결정립 크기의 상반된 향에 대해 Bhadeshia et al.
[80]
은 오스테나이트 결정립 

크기가 일반적인 핵생성 site 도에 대한 향뿐만 아니라, 각 오스테나이트 결정립계에

서 핵생성하여 성장하는 베이나이트 plate의 성장에 대한 향이 함께 작용하며, 성장 모

드에 따라  두 상반된 효과가 선택적으로 일어난다는 이론을 제안하 으며, 이러한 성장 

모드의 차이는 변태 초기의 morphology로 대표됨을 실험적으로 보 다. 성장 속도가 느

린 경우 즉, 변태 초기 그림 68(a)의 morphology를 갖는 경우 오스테나이트 결정립 크기

가 감소함에 따라 핵생성 site 도의 증가 효과가 우세하여 변태 속도가 증가하게 되며 

성장 속도가 빠른 경우 즉, 그림 68(b)의 morphology를 갖는 경우 베이나이트 plate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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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 대한 억제 효과가 우세하여 변태 속도가 감소하게 됨을 미세 조직 관찰을 통해 보

다.

다. Kinetic model for phase transformation

  재료의 비 등온 조업 동안의 미세 조직의 예측은 변태에 대한 구동력과 변태 속도를 

좌우하는 화학 종들의 확산 계수의 변화 즉, 새로운 상의 핵생성 속도와 성장 속도가 온

도에 서로 독립적인 함수라는 사실로 인해 매우 복잡하다. 따라서, 실험과 해석의 용이성

으로 인해 주로 등온 변태 거동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고, 이러한 등온 변태 속도에 대

한 이론적 해석이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이루어져 수식화가 잘 되어 있다. 따라서 연속 

냉각시의 상변태를 정량화하기 위해 임의의 냉각 곡선에 대한 실험을 통하여 실측하는 

것보다는 등온 변태 속도식을 이용하여 연속 냉각 변태를 예측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

다. 비록 온도가 변화하는 비 등온 변태에 대한 모델로써 등온 변태와의 관계가 아직까지 

이론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으나 가산법칙을 적용하는 것이 통상적인 방법이다.

(1) Avrami equation

  상변태가 핵생성과 성장 과정을 겪는다면, 모상으로부터 새로운 상에 해당하는 국부적

인 변화가 발생(핵생성)하고, 이러한 부분의 성장이 있게 된다. 즉 상변태 속도는 이러한 

핵생성 속도와 성장 속도에 의해 결정된다. 

  핵생성 속도와 성장속도는 주어진 온도에서 일정하고, 핵 생성은 공간적으로 불규칙하

게 일어나며(homogeneous nucleation) 생성되는 상은 구형으로 성장한다(isotropic 

growth)는 가정으로부터 등온 변태 과정을 수식화할 수 있다
[84,85]
.

  그림 69를 참고로 단위 부피당 핵생성 속도를 Nv라 하고, 시간 τ에 변태되지 않은 부

피를 V
α
라 하면, 시간 τ와 τ+dτ사이에 형성되는 새로운 β상의 수는 NvV

α
dτ이다. 

또한 등방성 성장을 한다고 가정한다면(성장 속도 G), 시간 τ에 변태되기 시작하는 한 

부분의 부피, Vτ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V τ= (4π/3) G
3 (t-τ) 3    (t>τ)            (35)

            V τ=0                     (t<τ)                      

  만약 변태 동안 모재의 평균 조성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면 변태된 지역의 크기가 어떠

한 방향으로도 t
1/2
에 비례하게 되는 즉, 확산 속도에 좌우되는 parabolic growth law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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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다. 여기서는 linear growth law을 전제로 변태 kinetics를 취급한다.   

  변태 초기 단계에서는 새로운 상의 부피에 비해 변태되지 않은 부피가 상당히 크기 때

문에 각기 다른 핵으로부터 성장하는 상의 충돌(impingement)을 무시할 수 있다. 따라서 

시간 τ와 τ+dτ동안 생성된 핵들에 의해 시간 t에 변태된 부피는 

dV β= ( N v V
αdτ)× V τ

                 (36)

로 표현할 수 있다. 이때 V
α
는 전체 부피 V와 같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시간 t에 변태

된 총 부피는 다음과 같다.

V β=(4πV/3)⌠⌡

t

τ= 0
N v G

3 (t-τ) 3dτ     (37)

핵생성 속도가 일정하다고 가정되었으므로 변태된 부피 분율, X는 

 X= V β/V=
π
3
N v G

3 t 4           (38)

로 표현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등온 변태시 핵생성과 성장을 최초로 수식화하는 개념을 

정립한 것은 Goler와 Sach
[86]

다. 그러나 그림 70에서 보듯이 일정한 핵생성 속도를 가

정하 으므로 변태가 진행됨에 따라 각기 다른 핵으로부터 성장하는 상들의 상호 간섭을 

고려해야만 한다. 따라서, 위 식은 X<<1의 경우 즉, 변태 초기의 현상을 수식화하는데 유

효하다.

  이와 같은 성장입의 상호 충돌을 처음으로 고려한 것은 Johnson과 Mehl
[87]
과 

Avrami
[88,89]
로 성장하는 결정립의 충돌 현상을 확장 부피(Extended volume)의 개념을 도

입함으로서 수식화하 다. 

  이러한 확장 부피는 이미 변태된 지역에서 핵생성되는 가상의 핵(Phantom nuclei)을 

포함함으로써 모든 핵들이 상호 충돌없이 계속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을 나타내므로 실제 

변태되는 부피에 비해 크다. 즉 시간 dτ동안 NvV
α
dτ의 새로운 핵들이 생성될 때 이미 

변태된 부분에서 NvV
β
dτ의 핵들이 생성된다. 따라서 변태된 확장 부피는

              dV β
e= V τ N v ( V

α+ V β)dτ  또는

             V β
e=(4πV/3)

⌠
⌡

t

0
N v G

3 (t-τ) 3dτ        (39)

로 나타낼 수 있다. 

  시간 t에 전체 부피에서 (1-V
β
/V)의 분율이 변태되지 않고 남아있게 된다. 따라서 dt의 

시간동안 진행되는 변태에 대해 확장 부피를 형성하는 부분 중 평균적으로 (1-V
β
/V)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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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율이 이전에 변태되지 않는 부분에서의 변태를 보이게 된다. 즉 실제 변태된 부피 분율

을 나타낸다. 이것으로부터 실제 변태된 부피 분율과 확장 부피의 관계식을 구할 수 있

다.

             d V β=(1- V β/V)dV β
e
  또는

            V β
e=-Vln(1- V β/V)            (40)

따라서 Eq. 39를 Eq. 40에 대입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식을 구할 수 있다.

             - ln(1-X)= (4π/3) G 3⌠
⌡

t

0
N v (t-τ)

3dτ  (41)

이 때 핵생성 속도가 일정하면 

X=1-exp(-π G 3 N v t
4/3)         (42)

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이 식은 Avrami 방정식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실제 핵생성 속도는 일정하지 않고 시간에 따라 변하게 된다. 따라

서 Avrami는 핵생성은 특정 site에서만 발생하며, 이러한 위치는 점차적으로 소진된다는 

가정을 함으로써 Eq. 41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 다. 

X=1-exp[(8π C 0 G
3/ v 3 [ exp(-vt)-1+vt-

(vt) 2

2
+

(vt) 3

6
]]     

(43)

C0는 초기 α상의 단위 부피당 핵생성 site의 수이며, υ는 개개의 핵생성 site가 핵이 되

는 빈도(frequency)이다. 

  Eq. 43에서 두 극한의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즉 υt가 매우 작은 경우와 매우 큰 경

우(즉, 일정한 핵생성 속도의 경우와 변태 초기 모든 핵생성 위치가 고갈된 경우)로 나누

어 생각할 수 있다. υt가 매우 작은 경우는 Eq. 43은 Eq. 42와 동일하며, υt가 매우 큰 

경우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X=1-exp[-(4π C 0/3) G
3 t 3 ]               (44)

  Avrami는 이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일반적 형태의 관계식을 제안하 다.

X=1-exp(-K t n)                           (45)

여기서, Avrami parameter인 n은 일반적으로 변태 기구 및 핵생성 조건과 변태상의 성

장 형태(geometry)와 관련 있는 값으로 대부분의 경우, 온도에 무관하게 일정한 값을 갖

는 반응 상수(reaction parameter)로 알려져 있다. 반면 K는 일반적으로 변태온도와 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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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존하는 함수로써, 핵생성  속도와 성장 속도에 의해 결정되는 속도 상수(rate 

parameter)이다. 여기서, 반응 상수 n은 3차원의 핵생성과 성장 반응에 대해서는 3≤n≤4

이며, 앞의 유도 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핵생성 속도가 일정한 경우부터 시간에 따라 감

소하는 경우를 표현할 수 있다. 또한 Avrami는 성장의 차수에 따라 2≤n≤3(2 차원 성

장), 1≤n≤2(1 차원 성장)의 값을 가짐을 보 다
[88,89]
.  

  Avrami는 핵생성이 부피 전반에 걸쳐 불규칙하게 일어난다는 가정으로부터 Eq. 43을 

유도하 으나, 실제 핵생성은 grain boundary surfaces, edges, corners와 같은 특정한 핵

생성 site에서 일어나게 된다. Cahn
[90]
은 이러한 핵생성 site를 고려하여 등온 변태에 대한 

이론적 모델을 제시하 다. 여기서 Cahn은 변태가 진행됨에 따라 핵생성 site가 고갈되어 

더 이상의 핵생성이 없는 상태에 도달하게되는 "site saturation"의 개념을 도입하 다. 

Saturation이 일어나기 전, 핵생성이 특정 site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은 전체 변태 분율에 

거의 향을 미치지 않아 random volume nucleation과 같은 kinetics를 보이며(n=4), site 

saturation이 일어난 후에는 핵생성 위치에 따라 n이 grain corner의 경우 3, edge의 경우 

2 그리고 boundary surface의 경우 1의 값을 갖게된다고 설명하 다
[90,91]
.

  한편 이와 같은 linear growth 조건뿐만 아니라 성장 속도가 시간에 의존하는 

parabolic diffusional growth를 따르는 경우도 일반화된 Avrami 방정식(Eq. 45)의 유효성

이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이론적
[91]
, 실험적

[92-96]
으로 증명되었다. 특히 Umemoto는 실제 

페라이트의 성장 속도가 시간에 의존한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Chan의 모델을 수정, 제안

하 다
[97]
. 그는 변태 초기 site saturation이 일어났을 때, n이 핵생성 위치에 따라 

1/2(grain boundary surface), 1(grain edge), 3/2(grain corner)라는 사실을 이론적으로 증

명하 다.
 
여러 실험 상황에서 얻어진 반응 상수 n을 표 16에 정리하 다.

  한편 일반적으로 초기 오스테나이트의 결정립 크기가 감소함에 따라 단위 부피당 핵생

성 site 도가 증가하게 되어 핵생성 속도가 증가하게 된다. 즉, 변태 속도를 의미하는 

Avrami의 속도 상수인 K가 초기 오스테나이트 결정립 크기에 향을 받게 된다. 이에 

Umemoto et al.
[80,97,98]

은 상변태 거동에 대한 초기 오스테나이트 결정립 크기의 향을 

고려하기 위해 Eq. 45의 일반화된 Avrami 방정식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사용하 다.

X=1-exp(
-K' t n

d mγ
)                       (46)

여기서, m은 오스테나이트 결정립 크기의 향을 나타내는, 실험적으로 결정되는 상수이

며,  dγ는 초기 오스테나이트 결정립의 직경을 나타낸다. m은 핵생성 위치에 의존하는 

값으로 grain boundary surface에서 핵생성하는 경우는 1, grain edge에서의 핵생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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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2, grain corner에서의 핵생성인 경우 3의 값을 갖는다. 또한 균일(homogeneous) 핵

생성과 같이 핵생성이 기지에서 불규칙적으로 일어나는 경우 m은 0의 값을 갖는다고 설

명하고 있다
[99]
.

  이러한 실험 상수인 n, m, K의 값은 등온 변태 실험에서의 상변태 거동을 분석함으로

써 그 경향을 파악할 수 있다. 

(2) 가산법칙 (Additivity rule)

  실제 용접과 같은 공정에서는 연속(or 비연속)적인 냉각 과정을 따르게 된다. 이러한 

연속 냉각시 재료의 상변태 거동은 재료의 초기 오스테나이트 결정립 크기, 화학 조성과 

변태 온도뿐만 아니라, 변태 온도에 이르는 열 사이클에 크게 의존하게 된다. 반면 등온 

변태 거동은 재료의 조성과 오스테나이트 결정립 크기가 결정되면 온도에 의해 유일하게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등온 변태 거동 데이터를 이용하여 연속 냉각 변태 거동

을 묘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처럼 등온 변태 거동으로부터 연속 냉각 변태 거동을 묘

사하기 위해 가산법칙을 사용할 수 있다.

  가산법칙은 등온 변태시 잠복기로부터 연속 냉각 동안의 잠복기를 계산하기 위해 

Scheil
[100]
과 Steinberg

[101]
에 의해 제안되었다. 이러한 가산법칙의 기본 가정은 그림 71과 

같은 연속(or 비연속)적인 냉각 과정을 미소의 등온 구간들의 합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즉, 특정 온도에서 유지되는 미소의 시간 ∆ti를 그 온도에서 등온 변태가 시작되는데 필

요한 잠복기 τi로 나눈 것을 연속 냉각 과정 중 그 온도에서 소비되는 잠복기(fractional 

nucleation time)로 가정하고 이렇게 소비되는 잠복기의 합이 1이 될 때 변태가 시작된다

고 가정하 다. 이는 수학적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
n

i=1

t i
τ i
=1 또는 ⌠⌡

t

0

dt
τ(T)

=1              (47)

여기서, n은 냉각 과정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 등온 구간의 수이다. 하지만 이러한 가산

법칙은 잠복기 관찰의 실험적 어려움으로 연속 냉각시 잠복기 예측보다는 주로 상변태 

과정에 대해 널리 적용되어오고 있다. 

  Cahn
[102]
은 이러한 가산법칙이 상변태에 적용될 수 있는 조건에 대하여 조사하 다. 그

는 가산법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순간적인 변태 속도가 단지 변태량 X와 변태 온도 T

의 함수 즉, 그 상태에 이르는 열 사이클의 함수가 아닌 상태에 대한 함수이어야 함을 보

다. 이는 수학적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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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X
dt
=F(T,X)                           (48)

여기서, X는 변태량이고, t는 변태 시간, F는 변태량과 온도로 표현되는 함수이며, T는 변

태 온도이다. 그러나, Eq. 48은 속도에 무관한 반응(rate-independent reaction)을 의미하

는 것으로 가산법칙을 만족하는 반응은 이 조건을 만족시키지만, 속도에 무관한 반응이 

모두 가산법칙을 만족하는 것은 아님을 수학적 반증을 통해 Lusk가 증명하 다
[103]
.

  Christian
[90]
은 이 조건을 수정하여 변태 속도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면 가산법칙이 만

족함을 보 다. 

dX
dt
=
G(T)
H(X)

                          (49)

여기서, G(T)는 단지 온도의 함수이며, H(X)는 단지 변태량의 함수이다. 

  그러나, 야금학적 관점에서 상변태 속도는 온도에 독립적으로 의존하는 핵생성 속도와 

성장 속도에 의해 지배된다. 이처럼 하나이상의 온도에 지배되는 속도가 관여되는 상변태 

반응의 경우에는 Eq. 49의 일반적인 가산 법칙의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다
[104]
. 이러한 

사실은 그림 72로부터 이해될 수 있다.

  간단한 연속 냉각 과정의 예를 들어보면, T1과 T2(T1>T2) 온도에서 동일한 변태 분율 X0

을 갖도록 각각 등온 변태를 시키는 경우 그림 72와 같은 미세 조직을 얻을 수 있다. 고

온 즉, T1  온도에서는 핵생성 속도가 성장속도에 비해 비교적 늦으므로 그림 72(a)와 같

이 적은 수의 커다란 결정립을 얻을 수 있고, T2 온도에서는 핵생성 속도가 비교적 빠르

고 성장속도가 늦으므로 그림 72(b)와 같이 많은 수의 작은 결정립으로 구성된다. T1 온

도에서 X0의 분율을 갖도록 등온 유지시킨 후 갑자기 T2 온도로 냉각시킨 후 등온 변태 

시킨다고 가정하면, T1온도에서 생성되었던 결정립은 T2온도에서 생성된 결정립에 비해 

크기가 조대하므로 성장에의 구동력이 작기 때문에 처음부터 T2온도에서 변태되는 경우

보다 변태 속도가 느리게 될 것이다(그림 73). 즉, 가산 법칙에서 예측되는 것보다 느릴 

것이다.    

  하지만, 실험적으로 상변태 현상에 대한 가산법칙의 적용이 가능함에 따라 가산법칙의 

유효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Avrami
[88,89]
, Cahn

[90]
, Kuban et al.

[105]
, Umemoto et 

al.
[99]
에 의해 가산법칙 적용에 대한 여러 조건들이 제안되었다.

  Avrami
[88,89]
는 "Isokinetic condition"을 제안하 는데 이는 핵생성 속도가 성장 속도에 

비례(즉, N/G이 일정)하는 온도 구간이 존재하며 이 온도 구간(isokinetic range)에서는 

상변태 kinetics가 시간(즉, 열 사이클)에 무관하게 되어, 가산 법칙이 적용 가능하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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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하지만, Cahn
[90]
은 이러한 Avrami의 isokinetic condition이 만족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특히 펄라이트 반응에 대해 등온 변태에서도 핵생성 속도는 시간의 함수일 뿐만 

아니라, 핵생성 속도가 성장 속도에 비해 온도가 감소함에 따라 훨씬 빠르게 변하고 따라

서 N/G는 온도가 감소함에 따라 증가하게 됨을 보 다. 한편 그는 핵생성이 불균일

(heterogeneous)하게 일어나는 대부분의 계에서 변태 초기에 핵생성 site들이 모두 소모되

고 이후 변태 과정은 온도에 의존하는 성장에 의해 지배된다는 사실로부터 보다 일반적

인 "early site saturation condition"을 제안하 으며 이러한 site saturation 현상은 다음의 

조건을 만족할 때 일어나게 된다고 제시하 다.

G t 0.5
d γ

≤0.5 (50)

여기서, G와 dγ는 각각 성장속도와 오스테나이트 결정립의 크기를 나타내며, t0.5는 50% 

상변태가 일어나는데 걸리는 시간을 나타낸다.

  한편 Kuban et al.
[105]
은 1080 탄소강에서의 펄라이트 변태 실험 결과로부터 “Effective 

site saturation condition"을 제안하 다. 이것은 비록 핵생성 속도가 전체 반응에 걸쳐 

일정할지라도 반응 초기에 생성된 핵의 성장이 전체 변태 거동을 좌우한다는 것을 말한

다. 또한 Umemoto et al.
[99]
은 새로운 상의 성장은 매우 빠르지만, 이러한 상이 특정 한계 

크기에 도달하게 되면 성장은 정지하게 되며, 이러한 경우 상변태는 단지 새로운 상의 핵

생성에 의해 지배된다는 "nucleation controlled reaction condition"을 제안하 다. 

  여러 문헌에 의하면, 페라이트는 site saturation condition을, 펄라이트는 느린 냉각속도

의 경우 isokinetic condition을 만족시키며, 빠르게 냉각하는 경우에는 site saturation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베이나이트는 nucleation controlled reaction을 만

족시키므로 가산법칙의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99,105-107]

.

(가) Avrami 방정식에 대한 가산 법칙 적용

  앞 절에서 등온 변태 속도식인 Avrami 방정식과 이를 비 등온 조건에 적용하기 위한 

가산법칙의 기본 개념과 이러한 가산법칙이 적용되기 위한 조건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다

음으로 이러한 Avrami 방정식의 형태로 표현되는 속도식에 대한 가산 법칙의 적용 가능

성을 살펴보자.

  먼저 Avrami 방정식을 시간 t에 대해 정리하면

t= [
ln(1-X)
-K

]
1/n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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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Avrami 방정식을 시간에 대하여 미분하고 위의 Eq. 51을 대입하면 다음과 같은 

식을 얻을 수 있다.

dX
dt
=

n⋅ (-K) 1/n

1
(1-X)

⋅ (
1

ln(
1

1-X
)
)

1-n
n

(52)

  Eq. 52와 같은 형태로 표현되는 속도식의 경우 가산법칙을 적용하려는 온도 구간에서 

n이 상수이고, K가 단지 온도의 함수라면, Christian[91]이 제안한 일반적인 가산 법칙의 

조건(Eq. 49)에 만족하게 되며 Agarwal et al.[92]에 의해 수학적으로도 증명되었다. 이러

한 사실은 Avrami 방정식의 반응 상수 n이 핵생성 조건과 성장 형태의 변화가 없다면 

일정하다는 의미와 함께 핵생성 조건 및 성장 형태의 변화가 없는 온도 구간에서 

Avrami 방정식으로 표현되는 등온 변태 kinetics가 가산법칙이 적용됨으로써 비 등온 변

태 kinetics를 예측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Avrami 방정식의 속도 상수인 K는 각기 독립적으로 온도에 의존하는 핵생성 속

도와 성장 속도에 의존하는 값으로, Cahn[102]에 의하면 가산 법칙의 적용이 불가능하지

만, 앞서 살펴보았던 가산법칙의 조건들(isokinetic, site saturation, etc)을 만족한다면 가

산 법칙의 적용이 가능하다. 

(나) 상변태 잠복기에 대한 가산법칙의 적용

  연속 냉각 변태시 잠복기 즉, 변태 개시 시간은 IRSID (Institut de Recherché 

Siderugique)
[108]
모델에 의해 냉각 속도에 따른 변태 시작 온도를 측정하여 사용하는 방법

과 Scheil
[100]
이 제안하 던 것처럼 등온 잠복기(incubation time)와 가산법칙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후자의 경우 몇몇 연구자들에 의해 꾸준히 시도되고 있으나, 만족할 만한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93,95,100,101,109,110]

. Pham et al.
[111,112]

과 Wierszyllowski
[113]
은 이러

한 실패의 이유가 가산법칙에 사용되는 등온 데이터가 실험 열 사이클에 의존하기 때문

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등온 변태 실험을 하는데 있어 그림 74와 같이 등온 온도에 

도달하기 위한 초기 냉각 구간이 포함되고 이러한 초기 냉각(initial cooling)동안 잠복기

의 일부가 소모되며 이렇게 소모되는 잠복기의 양이 냉각 속도에 의존하게 된다. 등온 변

태 실험시 이러한 초기 냉각 속도에 따라 변태 개시 시간이 변하는 것은 실험적으로도 

보고되어지고 있다
[93,114]

. 
 

  따라서 Wierszyllowski과 Pham et al.은 주어진 조성과 오스테나이트 결정립 크기를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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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강에 대해 실험 조건(즉, 열 사이클)에 의존하지 않는 변태 개시에 대한 ideal TTT 곡

선이 존재한다면 가산법칙을 적용함으로써 연속 냉각시 변태 개시 시간을 보다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고 제안하 다. 이러한 ideal TTT 곡선은 실험적으로 무한히 빠른 냉각 

속도에 의해서 얻어질 수 있으나, 실험적으로 무한한 냉각 속도라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초기 냉각 과정에 가산 법칙을 역으로 적용하여 수학적으로 ideal TTT 곡선을 구하는 방

법이 제안되었으며
[111-113]

, Pham et al.
[112]
은 이러한 ideal TTT 곡선을 이용하여 공석 강의 

연속 냉각 변태 개시 시간을 예측하여 실제 실험값과 유사함을 보 다.

  이러한 ideal TTT 곡선은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해 구할 수 있다
[111-113]

. τ(T)가 ideal 

TTT 곡선의 형태를 표현하는 수학적 함수라 하고, 등온 변태 실험이 그림 75와 같은 열 

사이클을 갖는다면 가산법칙을 이용하여 실험에 의한 잠복기(실험 잠복기)와 ideal 잠복

기의 관계를 유도할 수 있다.

  그림 75에서와 같이 초기 냉각 구간을 n 개의 미소의 등온 구간으로 나누고 가산법칙

을 적용하게 되면 

         ∑
( n- 1)

i=1

△t i
τ( T i)

+
( t s- t c )

τ( T t )
= 1 또는

⌠
⌡

t c

t 0

dt
τ(T)

+
( t s- t c)

τ( T t)
= 1        (53)

로 나타낼 수 있다. 즉, 초기 냉각 구간동안 소모되는 잠복기와 실험 온도 Tt에서 소모되

는 잠복기의 합이 1이 되는 순간이 상변태가 시작되는 시간 ts이다. Eq. 53에서 좌변의 

첫 항은 냉각 구간을 따라, 둘째 항은 Tt온도에서 등온 유지 결과 소비되는 잠복기를 의

미한다.

  한편,τ(T)는 온도의 함수이므로 위의 적분한계를 각각 t0, tc로부터 T0, Tt로 변환시킬 

수 있다. 또한 냉각속도는 θ(T)=-
dT
dt
로 표현될 수 있으므로 이를 위 식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

T 0

Tt

dT
τ(T)θ(T)

+
( t s- t c)

τ(Tt)
= 1                 (54)

이를 실험적 변태 개시 시간 ts에 대하여 나타내면

t s= t c+τ t[1-
⌠
⌡

T 0

Tt

dT
τ(T)θ(T)

]                 (55)

이고, 여기서 tc는 총 냉각 시간으로, 냉각 경로에 따라 냉각 속도를 적분함으로써 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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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즉,

t c= t 0+
⌠
⌡

T 0

Tt

dT
θ(T)

                           (56)

이로부터 냉각속도에 따른 실험적 변태 개시 시간에 대한 다음과 같은 식을 유도할 수 

있다. 

t s- t 0= τ t+
⌠
⌡

T 0

Tt
[1-

τ t
τ(T)

]
dT
θ(T)

            (57)

이 식으로부터 초기 냉각 속도가 무한히 빠르다면, 적분 항은 무시될 수 있고 따라서, 실

험 잠복기(ts-t0)는 ideal 잠복기(τt)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Eq. 57은 실험적으로 측정된 잠복기와 ideal 잠복기의 정량적인 관계를 보인다. 그러나, 

여기서, τt와 τ(T)의 값을 알 수 없어 적분항의 직접적인 계산은 불가능하다.

  이론적으로, τt는 상수이며, 반면에 ts는 등온 실험 온도 Tt에 도달하는데 사용된 냉각 

속도에 의존한다. 따라서, 그림 76과 같이 서로 다른 초기 냉각 속도로 등온 변태 실험을 

수행한다면, 먼저 일정한 냉각속도 θ1으로 냉각시키는 경우, 이에 해당하는 실험 잠복기

는 

θ1(t s,1- t 0,1)=θ1τ t+
⌠
⌡

T 0

Tt
[1-

τ t
τ(T)

]dT            (58)

또 다른 냉각속도 θ2를 사용한다면 이 때의 실험 잠복기는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θ2(t s,2- t 0,2)=θ2τ t+
⌠
⌡

T 0

Tt
[1-

τ t
τ(T)

]dT            (59)

Eq. 58과 59에서 보이는 적분 항은 동일한 적분한계를 가지며, 또한 시간 변수를 포함하

고 있지 않기 때문에(즉, 열 사이클에 무관) 동일하다. 따라서, 위 식을 연립방정식으로 

풀면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얻을 수 있다.

τ t=
θ1( t s, 1- t 0, 1)-θ2( t s, 2- t 0, 2)

θ 1-θ2
                   (60)

Eq. 60의 우변은 모두 실험적으로 측정 가능한 값이므로 서로 다른 초기 냉각 속도의 조

건으로 수행한 등온 변태 실험 데이터로부터 열 사이클에 무관한 즉, 가상의 무한한 냉각 

속도로 냉각되었을 경우의 ideal 잠복기를 계산할 수 있다.

(3) Empirical equations

  위에서 설명한 Avrami 방정식의 상수들과 등온 잠복기에 대하여 많은 연구자들이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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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초기 오스테나이트 결정립 크기, 냉각 속도 등에 대한 실험식을 발표하 으며, 그림 

17에 정리하 다. 

(4) 미세 조직과 기계적 성질과의 관계

  재료의 미세 조직과 기계적 성질과의 연관성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 재

료의 상분율을 예측하려는 목적도 여기에 있다. 용접 공정 변수와 재료의 조성 등의 물성

으로부터 재료의 미세 조직과 상분율을 예측함으로써 기계적 성질의 예측이 가능하므로, 

역으로 최적의 기계적 성질을 갖는 용접부를 얻기 위한 적정 용접 조건의 예측이 가능하

며, 더 나아가 합금 설계와 같은 공정에서도 응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상분율과 기계적 성질은 혼합 법칙(Rule of mixture)을 통해 연관성을 얻게 

되는데, 독립적인 각 상의 기계적 성질과 각 상의 상분율을 앎으로써, 재료의 기계적 성

질을 예측할 수 있다.  

          Hmix=HfVf+HpVp+…                           (61)

여기서 H는 각 상의 고유의 기계적 성질을, V는 각 상의 최종 상분율을 의미한다. 다음

은 여러 문헌
[117-119]

에 보고된 각 상의 기계적 성질에 대한 실험식들이다.

    HM=127+949[C]+27[Si]+11[Mn]+8[Ni]+16[Cr]+21 logV 

    HB=-323+185 [C]+330[Si]+153[Mn]+65[Ni]+144[Cr]+191[Mo] 

        +(89+53[C]-55[Si]-22[Mn]-10[Ni]-20[Cr]-33[Mo]) logV 

    
Hfp=42+223[C]+53[Si]+30[Mn]+12.6[Ni]+7[Cr]+19[Mo]

        
+(10-19[Si]+4[Ni]+8[Cr]+130[V]) logV

 [117] 
(62)

    TS=15.4(19.1+1.8[Mn]+5.4[Si]+0.25Vp+0.5d
-1/2
) 
[118]
 (63)

    Hmix=Vf(-0.36TMf+40[Si]+0.255d
-1/2
+361)

        +VpHp+VB(-0.59TMB+60[Si]+508) 
[119] (64)

where,

HM, HB, Hfp, Hmix : Hardness of martensite, bain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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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errite-pearlite, and mixed phases

TMf, TMB : Mean transformation temperature of ferrite and bainite

TS : Tensile strength

VB, Vp, Vf : Volume fraction of bainite, pearlite and ferrite

[X] : Weight percent of alloying element, X

d : Grain size

V : Cooling rate(K/h) at 700℃

2. 실험방법

  본 실험에 사용된 재료는 원자로 압력 경계 재료로 사용되는 SA508-cl.3로 그 조성은 

표 18과 같다. 

  등온 및 연속 냉각시 상변태 거동을 측정하기 위해 dilatometer system을 이용하 으며 

시편은 충분한 냉각속도와 균일한 온도 분포를 위해 3mmΦ×10mm의 rod 형태로 제작

하 다. 

  일반적으로 HAZ는 peak 온도에 따라 여러 sub-zone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용접 입열

량에 따라 다양한 냉각 속도를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다양한 냉각 속도에 따르

는 미세조직 변화 및 실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연속 냉각 변태 실험을 수행하 다.

  연속 냉각 변태 실험 후 결정된 실험 온도 범위에서 그림 77(a)의 열 사이클로 등온 변

태 실험을 수행하 다. 가열 속도는 100℃/s, 최고 가열 온도(Peak 온도)는 1350℃로 설

정하 으며, 초기 오스테나이트 결정립 크기의 향을 살펴보기 위해 peak 온도에서의 

유지 시간을 1, 5, 15, 60초로 변화시켜 오스테나이트 결정립 크기를 조절하 으며, 이 때

의 결정립 크기를 표 19에 나타내었다. 이러한 고온 유지 후 등온 변태 실험 온도까지 최

대 가능한 냉각 속도인 80℃/s의 속도로 냉각(N2 gas)하여 일정 시간동안 유지 후 다시 

상온으로 냉각하 다. 상온으로의 냉각시 냉각 속도는 10℃/s의 비교적 느린 냉각 속도

를 이용하여 등온 유지 후 냉각 과정에서의 상변태 현상을 관찰하고자 하 다. 

  또한 등온 변태 실험 온도까지 도달하는 동안의 냉각 속도(초기 냉각 속도)에 의한 

향을 조사하기 위해 그림 77(b)와 같이 초기 냉각 속도를 각각 10, 30, 50, 80℃/s로 변화

시켜 실험하 다. 이러한 초기 냉각 속도 변화에 따라 고온 역에서의 결정립 성장을 방

지하기 위해  peak 온도 1350℃부터 Thermo-Calc.로부터 계산된 Ae3(≒ 800℃)까지 동일

하게 빠른 속도로 냉각 후 주어진 냉각 조건에 따라 실험을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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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모델에 의해 예측된 상변태 거동과의 비교를 위해 그림 그림 78의 열 사이클을 

이용하여 연속 냉각 변태 실험을 수행하 다. Dilatometer를 이용하여 1350℃의 peak 온

도로 가열 후 1초간 유지시킨 다음, 상온까지 입열량에 의존하는 다양한 냉각 속도로 냉

각시켰다. 이때, 동일한 초기 오스테나이트 결정립 크기를 유지하기 위해 800℃까지 80℃

/s의 냉각속도로 냉각시킨 다음, 800℃부터 상온까지 냉각 속도를 변화시키는 2단계 열 

사이클을 사용하여 HAZ 미세조직 재현 실험을 수행하 다.  

  이러한 등온 변태 실험 및 재현 실험을 한 후 각 시편들을 연마지(#100-#2000) 및 1㎛

와 0.3㎛의 알루미나 분말을 이용하여 연마한 후 nital 및 picral로 부식시킨 후 광학현미

경을 이용하여 미세 조직을 관찰하 으며, image analyzer를 이용하여 상분율을 측정하

다. 또한 저온 변태상인 베이나이트와 마르텐사이트의 정확한 구별이 곤란하므로, 이를 

구별하기 위해 각 시편에 대해 100gf의 하중으로 미소경도를 측정하 다. 또한 등온 변태 

온도에 따른 경도 변화 및 모델에 의한 예측값과의 비교를 위해 그림 79와 같이 시편의 

긴 단면에 수직으로 임의의 직선들을 잡고 이 직선을 따라 일정간격으로 경도를 측정하

고, 이들의 평균값을 구하 다.  

3. 실험 결과 및 고찰

가. 연속 냉각 변태 실험 결과

  그림 80은 연속 냉각 변태 실험을 통해, 최고 온도 1350℃, 초기 오스테나이트 결정립 

크기 210㎛의 조건에서의 SA508-cl.3의 CCT diagram을 보이고 있으며, 주요 냉각 속도 

조건에서의 미세 조직 관찰 결과를 그림 81에 나타내었다. 마르텐사이트와 베이나이트 조

직의 구별을 위해 미소경도를 측정하 으며, 측정된 경도의 비교를 통해 조직을 구별하여 

표시하 다. 10℃/s이상의 빠른 냉각 속도에서는 모두 마르텐사이트 조직으로 변태되었

으며, 5℃/s에서는 마르텐사이트와 베이나이트의 혼합조직이 관찰된다. 또한 그림 

81(b)-(e)에서 보듯이 냉각 속도가 감소함에 따라 베이나이트의 분율이 점차 증가함을 관

찰할 수 있다. 반면, polygonal ferrite와 Widmanstatten ferrite와 같은 고온 변태상은 그

림 81(a)와 같이 0.05℃/s의 매우 느린 냉각 속도에서만 관찰된다. 그러나, 이러한 냉각 

속도는 일반적인 용접 입열량 조건에서는 기대할 수 없는 매우 느린 냉각 속도이며, 따라

서 polygonal ferrite와 같은 고온 변태상의 형성은 무시하고 bainite 변태를 중심으로 상

분율 및 기계적 성질 예측 모델 작성을 연구의 목표로 설정하 다. 



- 499 -

  또한, 연속 냉각 변태 실험으로부터 마르텐사이트와 베이나이트 변태 시작 온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으며, 이는 표 20에서 보이고 있는 마르텐사이트와 베이나이트 변태 

시작 온도에 대해 보고되고 있는 실험식의 결과와 거의 일치한다. 본 실험을 통해 측정된 

MS와 BS는 각각 400℃, 580℃이며, 따라서, 등온 변태 실험은 BS와 MS사이의 온도 범

위에서 수행되었다. 

나. 등온 변태 실험 결과

  그림 82는 1350℃에서 1초 유지 (초기 오스테나이트 결정립 크기 : 210㎛) 후 80℃/s의 

초기 냉각 속도로 실험 온도까지 냉각시킨 다음 그 온도에서 일정 시간동안 유지시킨 등

온 변태 실험에서 얻어진 dilatometry 곡선을 보이고 있다. 연속 냉각 변태 실험 결과와 

같이 BS(=580℃)이상의 온도에서는 등온 유지에 따른 뚜렷한 상변태 현상을 관찰할 수 없

으며, 보다 낮은 온도 역에서 상변태에 의해 야기되는 길이 변화를 관찰할 수 있다. 반

면, 500℃에서 560℃의 온도 범위에서는 그림 82에서 원으로 표시된 것과 같이 등온 유지 

후 상온까지의 냉각 과정 중 뚜렷한 길이 변화를 관찰할 수 있다. 이는 등온이 유지되는 

동안 베이나이트로 변태되지 못한 오스테나이트가 잔류하다가 상온으로 냉각시 마르텐사

이트로 변태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베이나이트의 불완전 변태에 대해서는 

많은 문헌
[64,123]

에서 속도론적, 열역학적 측면에서 설명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완전히 정립

되지 않은 상태이다.   

  그림 83은 그림 82와 동일한 조건에서 등온 변태시킨 시편의 미세조직을 보이고 있다. 

560℃에서 등온 변태시킨 시편의 경우 대부분이 마르텐사이트로 확인되었으며, 약간의 베

이나이트가 오스테나이트 결정립계로부터 깃털 모양으로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

편, 등온 변태 실험 온도가 감소함에 따라 베이나이트의 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경

향을 관찰할 수 있으며, 500℃에서 변태시킨 시편의 경우 비록 약간의 마르텐사이트가 존

재하지만 대부분 베이나이트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로부터 그림 82의 

dilatometry 곡선에서 관찰된 냉각 중의 길이 변화가 마르텐사이트 변태에 기인함을 알 

수 있다.

  그림 82와 같이 등온 유지시 발생하는 길이 변화는 상(Phase)간의 부피 차이에 기인하

며, 이는 변태 분율과 직선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24]
. 따라서, 그림 84(a)

에서 보이는 길이 변화(△D)는 Eq. 65의 관계로부터 그림 84(b)와 같이 변태 분율(X)로 

해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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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D
△Dtotal

(65)

여기서 △D는 순간적인 길이 변화이며, △Dtotal은 그 온도에서의 최대 길이 변화이다.

  일반적으로 Avrami 방정식은 상변태 역에서만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그림 84(b)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실험 데이터로부터 변환된 부피분율 데이터를 

잠복기와 상변태 구간으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 잠복기는 변태 초기의 느린 속도로 인해 

결정하기 곤란하지만, 일반적으로 1 또는 5%의 변태가 이루어진 시간으로부터 결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1% 변태가 이루어진 시간을 잠복기로 결정하 다. 

  한편, Eq. 45로 표현되는 Avrami 방정식을 상변태 구간에 적용하기 위해 Eq. 66과 같

이 변형시켜야만 한다. 

X=1-exp(-K(t- t s)
n)                (66)

여기서, ts는 등온 변태 실험에 의해 결정된 변태 개시 시간이며, 이는 등온 변태 실험 열 

사이클을 보이는 그림 77에서 보듯이 등온 유지 시간뿐만 아니라, 전체 열 사이클에 대한 

시간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뒤에서 계속적으로 언급되는 등온 잠복기는 이러한 변태 개

시 시간, t s와 실험 온도에 도달하는 시간, tT와의 차를 나타낸다. Eq. 66의 양변에 자연로

그를 두 번 취하게 되면 Eq. 67과 같은 형태로 변형시킬 수 있으므로, Avrami 상수인 n

과 K 값은 부피 분율로 변화된 데이터를 그림 84(c)에서와 같이 ln(ln(1/(1-X))) vs ln(t-ts)

로 놓고 그래프의 기울기와 y 절편으로부터 구할 수 있다.

ln ln[
1

(1-X)
]=lnK+n ln ( t- t s)        (67)

(1) 잠복기

(가) 초기 냉각 속도의 향

  등온 변태 실험은 필연적으로 등온 온도까지의 초기 냉각 구간을 거치게 되며, 문헌

[93,94]
에 의하면 이러한 초기 냉각 속도에 의해 잠복기가 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

다. 따라서, 이러한 초기 냉각 속도 변화에 따른 잠복기의 향을 조사하 다. 

  그림 85는 초기 냉각 속도 80℃/s와 10℃/s 조건에서 측정된 등온 잠복기를 온도에 따

라 나타내었으며, 이때의 초기 오스테나이트 결정립 크기는 210㎛이다. 느린 냉각 속도

(10℃/s)로 등온 변태 실험을 수행한 경우, 빠른 냉각 속도에 비해 잠복기가 더 짧아진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Wierszyllowski
[113]
의 지적과 같이 등온 온도로 냉각되는 동안 잠

복기가 일부 소모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며, 느린 냉각 속도의 경우 고온에서 유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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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그만큼 소모되는 잠복기가 많아져 빠른 냉각 속도에 비해 등온에

서의 잠복기가 더 짧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실험에 의해 측정된 등온 잠복기는 측정에 사용된 열 사이클(초기 냉각 속

도)에 의존하게 되며, 이러한 잠복기를 이용하여 연속 냉각 변태시의 변태 개시 시간을 

예측한다면, 예측 결과의 신뢰성이 등온 변태 실험에 사용된 열 사이클에 의존하게 될 것

이다. 따라서, 예측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실험 조건에 무관한 잠복기 데이터가 

필요로 하며, 이는 이론적 배경에서 보인 바와 같이 ideal 잠복기의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ideal 잠복기는 이론적 배경에서 보인 Eq. 60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τ t=
θ1(t s,1- t 0,1)-θ2(t s,2- t 0,2)

θ 1-θ2
                (60)

여기서, τ t는 ideal 잠복기이며, ( t s- t 0)는 실험에서 측정된 초기 냉각 구간을 포함한 실

험 잠복기이다. θ는 초기 냉각 속도를 나타내며, 아래 첨자 1, 2는 서로 다른 냉각 조건을 

의미한다.

  그림 86은 480℃와 440℃에서 측정된 등온 잠복기의 초기 냉각 속도 향을 보이고 있

으며, Eq. 60에 의해 계산된 ideal 잠복기를 점선으로 함께 나타내었다. 그림 85와 마찬가

지로 초기 냉각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잠복기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하지만, 실험적

으로 가능한 최대 냉각 속도 80℃/s에 접근할수록 잠복기의 증가 속도는 감소하며, 점차 

ideal 잠복기에 근접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대 냉각 속도 80℃/s를 이

용하여 측정된 등온 잠복기를 ideal 잠복기 즉, 등온 변태 실험 열 사이클에 무관한 잠복

기로 가정하 다.

  한편, Oblak et al.
[107]
은 베이나이트에 대한 광학현미경 및 전자현미경 관찰을 통해 상

부/하부 베이나이트는 서로 집해 있는 페라이트 lath의 평행한 배열로 이루어져 있음

을 확인하 으며, 이로부터, 베이나이트는 핵생성하면 빠르게 제한적인 크기로 성장하는 

폭 1㎛, 길이 10㎛ 정도의 ferrite(“sub-unit")의 반복적인 핵생성과 성장에 의해 성장한다

고 가정하 다. 또한 Umemoto et al.
[99]
은 이와 유사하게 베이나이트 변태에 대해 성장 

속도는 매우 빠르지만, 특정 크기에 도달하게 되면 성장이 멈추며, 이러한 베이나이트 변

태 속도는 핵생성에 의해 지배된다는 "growth limited condition"을 제안하 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연구자들에 의한 보고를 바탕으로 잠복기를 핵생성에 지배되는 과

정으로 가정하고, 고전적 핵생성 이론
[85]
을 이용하여 수식화하 다. 고전적 핵생성 이론에 

의하면 핵생성 속도는 핵생성 site 도에 비례하며, 이러한 핵생성 site 도는 입계의 



- 502 -

corner, edge, face에 따라 초기 오스테나이트 결정립 크기( d γ)의 m 승에 반비례한다. 또

한 핵생성 속도는 체적 자유 에너지( ΔGv)의 제곱에 반비례하며, 체적 자유 에너지가 과

냉도( ΔT)에 비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잠복기(τ)를 다음과 같이 온도 및 초

기 오스테나이트 결정립 크기의 함수로 나타내었다. 

ln τ=A+B/T+Cln(ΔT)+mlnd γ   (68)

여기서, 미지수인 B, C는 그림 85에서와 같이 잠복기의 온도 의존성으로부터 구할 수 있

으며, m과 A는 다음과 같이 잠복기와 초기 오스테나이트 결정립 크기의 관계로부터 구

할 수 있다. 

(나) Prior austenite grain size의 향

  일반적으로 초기 오스테나이트 결정립 크기가 감소함에 따라 핵생성 site 도의 증가

로 핵생성 속도가 증가, 즉 잠복기가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초기 오스테

나이트 결정립 크기의 향을 조사하기 위해 peak 온도 1350℃에서의 유지 시간을 조절

함으로써, 초기 오스테나이트 결정립 크기를 변화시켜 등온 변태 실험을 수행하 다. 이

러한 잠복기에 대한 결정립 크기 향은 Eq. 68에서 알 수 있듯이 ln τ vs. ln d γ의 관계

로부터 구할 수 있으며, 이를 Fig. 59에 나타내었다.  

  그림 87은 500℃와 440℃의 등온 변태 실험으로부터 측정된 등온 잠복기와 초기 오스

테나이트 결정립 크기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결정립 크기의 향을 의미하는 Eq. 68의 

상수 m은 그림 87에서 보이는 직선의 기울기로부터 측정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측

정된 m은 등온 변태 실험 온도 범위에서 -0.45에서 -0.2의 사이의 값을 보이며, 평균적으

로 -0.33의 값을 갖는다. 이와 같이 m이 음의 값을 갖는다는 사실은 초기 오스테나이트 

결정립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잠복기가 감소 즉 빠른 변태 시작이라는 야금학적 의미를 

가지며, 일반적인 결정립 크기에 대한 향과는 상반된 결과이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 속

도상수에 대한 결과에서 다시 한 번 언급하겠다. 

  위와 같이 등온 잠복기에 대한 초기 오스테나이트 결정립 크기와 온도의 향 평가로

부터 다음과 같은 회귀식을 작성할 수 있었으며, 각각의 결정립 크기 조건에 대해 회귀식

으로부터 계산된 잠복기와 등온 변태 실험으로부터 측정된 값을 그림 88에서 비교하고 

있다. 

ln τ=7.02883+1783.82/T-1.29552ln(ΔT)-0.33 lnd γ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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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vrami kinetic parameters

  그림 89는 등온 변태 실험으로부터 측정된 반응 상수 n의 온도에 따른 거동과 기존에 

보고된 베이나이트 변태 반응 상수를 함께 보이고 있다. SA508-cl.3에 대해 측정된 n 값

은 실험 온도 범위에서 약 1.22의 상수값을 가짐을 알 수 있다. Umemoto et al.
[99]
에 의하

면, 고크롬 강의 경우 반응 상수는 약 4.8의 상수값을 보이며, Esaka et al.
[116]
에 의하면 

1.4의 상수값을 보인다. 한편, 탄소강에 대한 베이나이트 변태 속도론에 대한 연구를 수행

한 Radcliffe et al.
[125]
에 의하면, 반응 상수 n값은 상부/하부 베이나이트 천이에 따라 즉, 

온도에 따라 특징적으로 구별된다. 약 350℃ 이상의 온도에서는 1.8-2.6의 범위를 가지며, 

300℃이하의 온도에서는 3-4 사이의 값을 갖는다. 기존 보고와 비교해 보면, 실험 온도 

범위에서 n값의 뚜렷한 변화는 관찰할 수 없으며, 문헌에 보고된 값에 비해 SA508-cl.3의 

n 값이 상대적으로 작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이러한 반응 상수 n과 상변태 

기구의 관계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반응 상수의 변화와 변태 상과의 상관

성에 대한 일부 보고가 있었으나, 아직까지 명확한 규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림 90(a)는 초기 오스테나이트 결정립 크기 210㎛조건에서 측정된 ln K, 즉 속도 상

수 K의 등온 변태 실험 온도에 따른 거동을 보이고 있다. 일반적인 경향과 마찬가지로 

등온 온도가 감소함에 따라 K값은 증가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속도 상수 K는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보았듯이 핵생성 속도와 성장속도의 함수로 변태 속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등온 베이나이트 변태 속도의 율속 인자(rate-controlling factor)에 대한 정보를 얻

기 위해 overall activation energy를 측정할 수 있다. Overall activation energy는 측정된 

속도 상수 K를 직접 이용하여 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 시간, 일반적으로 50% 변

태에 도달한 시간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50% 변태에 도달하는 시간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식을 통해 베이나이트 반응에 대한 overall activation energy를 구

하고자 하 다.  

Q=R
∂t

∂(1/Τ)
           (70)

여기서, t는 특정 변태 분율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며, Τ는 등온 유지 온도[K], R은 

가스 상수이다. 그림 90(b)는 50% 변태에 도달하는 시간과 온도와의 관계를 보이고 있으

며, 기울기로부터 overall activation energy를 구할 수 있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약 

460℃를 기준으로 기울기의 변화가 관찰되며, 각각의 activation energy는 460℃이상에서 

9.4kcal/mol, 이하에서는 4.95kcal/mol로 측정되었다.  

  문헌
[125,126]

에 의하면, 탄소강 및 저합금강에서 베이나이트 형성에 대한 acti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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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rgy가 약 350℃를 기준으로 뚜렷한 변화를 보이며, 베이나이트 morphology의 변화를 

수반 즉, 350℃를 기준으로 이상에서는 상부 베이나이트, 이하에서는 하부 베이나이트가 

형성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상부 베이나이트에 대한 activation energy는 하부 

베이나이트의 에너지에 비해 2배 정도 크며, 탄소함량에 따라 그림 91과 같이 직선적인 

변화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탄소량 0.2wt%의 SA508-cl.3에 대해 측정된 

activation energy는 그림 91에서 볼 수 있듯이 동일한 탄소량에 대한 상부/하부 베이나

이트의 에너지와 거의 일치한다. 따라서, SA508-cl.3의 경우 약 460℃를 기준으로 상부 베

이나이트와 하부 베이나이트의 천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이러한 베이나이트 형성에 대한 activation energy와 오스테나이트 및 페라이트에

서의 탄소 확산에 대한 activation energy의 비교를 통해 베이나이트 형성에 대한 율속 

인자(rate-controlling factor)를 규명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 왔다. 하지만, 상부/하부 베

이나이트에 대한 activation energy는 탄소량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지만, 탄소 확산에 

대한 에너지는 감소할 뿐만 아니라, 변태 분율로부터 측정되는 activation energy는 핵생

성과 성장에 대한 에너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베이나이트 형성에 대한 activation 

energy와 단순 확산에 대한 에너지를 관계짓는 것은 곤란한 것으로 생각된다. 

(가) 변태 속도에 대한 초기 오스테나이트의 향

  속도 상수 K, 즉 베이나이트 변태 속도는 앞서 보인 온도의 향뿐만 아니라, 초기 오

스테나이트 결정립 크기에 향을 받는다. 따라서, 속도 상수 K는 다음과 같이 순수한 온

도의 향을 받는 항과 결정립 크기의 향을 받는 항으로 분리할 수 있다. 

K(T,d γ)=
k(T)

dmγ
       (71)

이러한 속도상수 K를 Avrami 방정식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다. 

X=1-exp[-k(T)( t- t s)
n/dmγ ]        (72)

여기서, 지수 m은 핵생성 위치에 의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grain surface에서의 

핵생성과 같이 단위 부피당 핵생성 위치의 수가 d-1γ 에 비례하는 경우 m은 1이며, 핵생

성이 grain edge, corner인 경우 각각 m은 2와 3의 값을 갖는다. 반면, 핵생성이 균질 핵

생성과 같이 matrix에서 불규칙하게 일어나는 경우 m은 0의 값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지수 m을 구하기 위해서 위 식은 다음과 같이 변형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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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n ( t- t s)=m⋅lnd γ+ ln ln
1
1-X

- lnk(T)      (73)

반응 상수 n이 오스테나이트 결정립 크기의 함수가 아닌 경우 n⋅ln t  vs. lnd γ의 관

계로부터 m을 구할 수 있다. 

  그림 92는 대표적으로 440℃의 온도에 대한 등온 변태 실험으로부터 얻어진 

dilatometry curve를 ln ln
1
1-X

 vs. ln ( t- t s)의 형태로 나타낸 것으로, 서로 다른 

초기 오스테나이트 결정립 크기 조건에 대해 거의 평행한 직선을 보이고 있다. 즉, 직선

의 기울기로부터 얻어지는 반응 상수 n은 초기 오스테나이트 결정립 크기에 상관없이 거

의 일정한 값을 보인다. 

  한편, 그림 93은 베이나이트 변태 속도에 대한 향을 의미하는 지수 m을 구하기 위해 

실험 데이터를 n⋅ln ( t 0.5-t s)와 lnd γ의 형태로 나타낸 것이다. 기울기로부터 구해지

는 m 값은 등온 변태 온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대략 -0.38 정도의 값을 보인

다.   

  이러한 베이나이트 변태 속도에 대한 초기 오스테나이트 결정립 크기의 향에 대해 

보고된 문헌에서 발췌한 m값을 표 21에 정리하 다. 표 21에 따르면, 크기의 차이는 있

지만, 변태상에 상관없이 m이 대부분 양의 값을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초기 오

스테나이트 결정립 크기가 감소함에 따라 변태 속도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핵생성 

속도에 대한 핵생성 위치 도와 초기 오스테나이트 결정립 크기의 관계를 고려할 때 일

반적인 경향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음의 m값에서 알 수 있듯이 초기 오

스테나이트 결정립 크기가 감소함에 따라 반대로 베이나이트 변태 속도가 감소하는 경향

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베이나이트 변태 속도에 대한 결정립 크기의 향에 대한 상

반된 경향은 여러 문헌에서 보고되고 있으며, 각각의 경향에 대한 여러 이론이 제안되고 

있다. Barford et al.
[81]
은 결정립 크기가 감소함에 따라 베이나이트 변태 속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관찰하 으며, 이를 핵생성 site 도 증가와 관련지었다. 한편, Graham et al.
[83]
은 

본 연구와 마찬가지로 상반된 경향을 관찰하 으며, 이러한 경향을 베이나이트 plate의 

성장에 대한 matrix의 저항력으로 설명하 다. 이로부터 Bhadeshia et al.
[80]
은 베이나이트 

변태 속도에 대한 결정립 크기의 향은 기존 이론과 달리 결정립 크기에 의한 핵생성 

site 도 향뿐만 아니라, shear mechanism으로 설명되는 베이나이트 성장에 대한 향 

사이의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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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속도 상수의 수식화

  속도상수 K에 대한 온도 및 초기 오스테나이트 결정립 크기 의존성은 다음과 같이 수

식화될 수 있다
[99]
. Eq. 70으로부터 온도 T에서 변태 분율 50% X 0.5에 도달하는 시간 

t 0.5를 Eq. 74와 같이 표현될 수 있다.

t 0.5=A⋅exp (
Q
RT

)  (74)

여기서 A는 상수이다. Eq. 74를 Eq. 72에 대입하면, k(T)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표현식을 얻을 수 있다.  

k(T)=d mγ ×K(T,d γ)=
dmγ

[A⋅exp(Q/RT)] n
⋅ln

1
1-X 0.5

     (75)

그림 89와 93으로부터 n과 m은 각각 1.22, -0.38이며, 베이나이트 형성에 대한 activation 

energy, Q는 460℃를 기준으로 9.4kcal/mol과 4.95kcal/mol의 값을 갖는다. 하지만, 모델

을 간단히 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activation energy를 평균값 7.2kcal/mol로 결정하

다. 또한 특정 결정립 크기 및 온도에서의 속도 상수 K의 측정값을 이용함으로써, 결정립 

크기 및 온도에 대한 다음과 같이 속도 상수 K의 회귀식을 얻을 수 있다. 

K(T)=[4.4 967×10-6×exp(
8784
RΤ

)]/d
-0.38
γ

         (76)

여기서, R은 기체상수(1.987cal/molK)이며, Τ와 d γ는 각각 절대 온도[K]와 초기 오스테나

이트 결정립 크기[㎛]이다.

  그림 94는 작성된 회귀식으로부터 계산된 속도 상수와 실험적으로 측정된 값을 비교하

고 있으며, 비교적 잘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3) 베이나이트의 최대 분율 결정

  등온 변태 거동을 표현하는 Avrami 방정식은 특정 온도에서 최대 변태 될 수 있는 분

율이 1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온도에서 형성될 수 있는 최

대 분율은 이보다 작다. 따라서 Avrami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등온 온도에서의 최대 가

능한 분율로 보정되어야 한다. 

X=X max (T) [1- exp(-K(T)t
n)]               (77)

  이러한 최대 분율 Xmax는 실험을 통해 직접 측정할 수 있으나, 주로 페라이트와 펄라이

트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평형 상태도상의 A1, Acem선의 연장선에 lever rule을 적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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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온도에 따라 가능한 최대 분율을 계산한다. 그러나, 베이나이트의 경우에는 평형 상태

도의 적용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최대 분율 계산을 위해 등온 변태시 발생하는 시편의 최

대 길이 변화( ΔDtotal)를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이 여러 문헌
[123,124]

에서 이용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등온 변태 온도에 따른 최대 길이 변화와 시편

의 평균 경도값 및 image analyzer를 통해 측정한 베이나이트 분율과의 관계를 조사함으

로써, 불완전 변태가 발생하는 온도 범위에서의 최대 분율을 측정하여 수식화하 다. 그

림 95(a)는 그림 82와 같은 dilatometry curve로부터 100% 베이나이트 변태가 일어난 것

으로 관찰된 500℃에서의 최대 길이 변화에 대한 각 온도에서의 최대 길이 변화의 비와 

각 온도에서 등온 변태 시킨 시편에 대해 무작위로 측정한 경도의 평균값을 보이고 있다. 

등온 변태 실험 온도가 감소함에 따라 상대적인 길이 변화가 증가하며, 경도가 감소함을 

알 수 있다. 그림 95(b)는 측정된 베이나이트의 분율과 상대적인 길이 변화의 관계를 보

이는 것으로, 그림 95(a)에서 보이는 길이 변화의 증가 및 경도 감소는 온도가 감소함에 

따라 변태된 베이나이트의 분율이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이러한 결과로부터, 각 온도에서 변태 가능한 베이나이트의 최대 분율을 500℃를 기준으

로 각각 다음과 같은 형태의 회귀식으로 나타내었다.  

 X max (T)=-7.22461+0.04443T-5.58392×10
-5T 2 T>500℃  

X max (T)=1 T≤500℃       (78)

(4) 기계적 성질 모델

  인장강도, 항복강도, 인성 등과 같은 기계적 성질은 재료의 제조 과정에 의해 형성된 

미세조직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며, 이러한 관계를 표현하기 위한 많은 관계식이 보고되

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관계식은 미세조직의 종류, 크기 및 분율과 같은 미세조직적인 

변수보다는 제조 공정에 대한 변수와 기계적 성질을 관계짓고 있다. 기계적 성질과 미세

조직적 변수의 관계식으로는 강도와 결정립 크기의 관계를 표현하는 Hall-Petch 

relationship이 대표적이다. 또한 철강 소재처럼 2개 이상의 상이 서로 혼합되어 있는 복

합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에는 혼합 법칙(rule of mixture)이 적용되고 있다. 수학적

으로 혼합 법칙은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여기서, i는 재료에 존재하는 각 상을 의

미하며, H와 V는 각각 각 상의 기계적 성질과 상분율을 나타낸다.  

Hmix=∑
i
H iV i (79)

  본 연구에서는 기계적 성질로써, 경도와 인장강도를 계산하고자 하 다. 베이나이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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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텐사이트에 대한 고유한 경도값은 Blondeau et al.
[117]
에 의해 발표된 경도식을 사용

하 으며, 인장강도의 경우 보통 미세경도의 3.04배
[129]
에 해당된다는 사실로부터 혼합조

직의 경도값을 이용하여 계산하 다.

4. 상변태 모델

가. 모델 알고리즘

  등온 변태 실험을 통해 결정된 등온 잠복기와 Avrami 상수(n, K) 및 베이나이트 최대 

분율에 대한 회귀식을 이용하여 연속 냉각시 상분율 및 기계적 성질 예측 프로그램을 작

성하 다.

  그림 96은 베이나이트의 상분율 및 기계적 성질 예측을 위해 작성된 프로그램의 flow 

chart로 알고리즘을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사용자에 의해 냉각속도와 초기 오스

테나이트 결정립 크기가 입력되면, 주어진 냉각속도에 따라 온도가 감소하게 된다. 일단 

온도가 Bs(580℃)에 도달하게 되면, 작성된 잠복기에 대한 회귀식과 가산법칙을 이용하여 

주어진 냉각 속도에서의 잠복기를 계산하게 된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베이나이트 변

태 시작이 확인되면 이 후부터는 Avrami 방정식을 이용하여 베이나이트의 분율을 계산

하게 된다. 

  그림 97은 가산법칙을 이용하여 연속 냉각 변태시 상분율을 계산하는 방법을 개략적으

로 도시한 그림이다. 온도 T1의 첫 번째 시간 단위에서 형성되는 변태상의 분율은 

Avrami 방정식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94]
. 

X 1=1- exp[-K( T 1 ) t
n
1]                  (80)

여기서, t1은 첫 번째 시간 단위인 Δt 이다. 이 값은 전체가 1인 Avrami equation으로부

터 계산된 값이므로 실제 그 온도에서 변태될 수 있는 최대 분율로 보정되어야 한다. 

X A1= X max ( T 1 ) X 1
                     (81)

여기서 XA1은 변태된 오스테나이트의 분율이며, Xmax는 그 온도에서 변태 가능한 최대 분

율이다. 다음 두 번째 시간 단위에서, 각 등온 온도는 서로 다른 분율의 변태상을 형성하

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X1은 T1온도에서의 변태 상의 최대 분율이지 T2에서의 최대 분율

이 아니므로 먼저 X1은 온도 T2에서의 등가의 분율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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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1= X 1×

X max ( T 1 )

X max ( T 2 )
                    (82)

그리고 T2온도에서 X '
1
을 형성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계산하여야 한다.

t '2= [
ln (1/(1-X '

1))

K( T 2 )
]

1/n

                    (83)

시간 단위 Δt를 Eq. 83에 의해 계산된 값에 더하고 (t2=Δt+t2') 이 시간, t2를 이용해서 

새로운 변태상의 분율 X2를 Eq. 80과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한다. 이렇게 계산된 분율 X2

는 Eq. 81과 같은 방법으로 변태된 오스테나이트의 분율로 변환한다. 변태가 종료될 때까

지 이 과정을 반복하여 실시함으로써 비 등온 조건하에서의 변태상의 분율을 구할 수 있

다.

  한편, 이렇게 계산된 베이나이트의 분율이 1이 되거나, 온도가 실험에 의해 결정된 Ms

온도(400℃)에 도달하게 되면, 나머지 변태되지 않은 부분이 모두 마르텐사이트로 변태된

다고 가정하 다. 이러한 과정에 의해 각 상의 변태 분율이 계산되면, 앞서 보인 혼합 법

칙을 이용하여 기계적 성질을 계산하게 된다.  

나. 모델의 신뢰성 평가

(1) 등온 변태 거동 예측 결과 

  연속 냉각에서의 정확한 상분율 예측을 위해서는 등온 변태 거동을 작성된 실험식들이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작성된 실험식들을 이용하여 등온 변태 거동을 

예측하고 실제 실험 데이터와 비교하여 그림 98에 나타내었다. 

   그림 98(a)는 초기 오스테나이트 결정립 크기가 210㎛의 조건에서 480℃의 온도에서 

측정된 등온 변태 거동과 모델에 의해 예측된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b)는 520㎛의 초기 

오스테나이트 결정립 크기를 갖는 경우 500℃에서 측정된 등온 변태 거동 및 예측 결과

를 보이고 있다. 이로부터, 작성된 모델이 실제의 등온 변태 거동을 정확히 표현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2) 연속 냉각 변태 거동 예측 결과

  그림 96에서 보인 알고리즘에 따라 작성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연속 냉각 변태 거동

을 예측하고, 실제 측정값과 비교를 통해 신뢰성을 평가하 다. 먼저, 용접 입열량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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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되는 냉각 속도(냉각 시간 Δt 8/5)를 3.75초에서 3000초까지 변화시키면서 초기 오스

테나이트 결정립 크기 조건 210㎛에서 계산된 베이나이트 변태 개시점을 도시한 CCT 

diagram을 그림 99에 보이고 있으며, dilatometer 실험을 통해 측정된 변태 개시점을 함

께 나타내고 있다. 그림 99로부터, 등온 잠복기와 가산법칙을 이용하여 계산된 베이나이

트 변태 개시가 실제 측정한 경우와 비교적 잘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실제 

HAZ 재현실험 결과와 마찬가지로 CCT 곡선의 각 변태 개시점은 냉각 속도가 빠를수록 

변태 개시 온도가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00은 그림 99에서와 동일한 조건에서의 베이나이트와 마르텐사이트의 냉각속도

에 따라 예측된 상분율과 image analyzer를 통해 측정된 베이나이트의 상분율을 보이고 

있으며, 예측된 상분율이 대략 측정치와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빠른 냉각 속도

( Δt 8/5=60s)의 경우, 실제 베이나이트의 분율보다 계산된 분율이 적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상분율 계산 알고리즘에서 보 듯이 마르텐사이트 변태 개시점을 일정하다고 가정, 

즉, 베이나이트 분율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온도가 400℃에 도달하면, 나머지가 모두 마르

텐사이트로 변태한다고 가정했기 때문이다.    

  기계적 성질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계산된 베이나이트와 마르텐사이트의 분율과 

혼합 법칙을 이용하여 계산하 으며, 계산 결과를 그림 101에서 보이고 있다. 베이나이트

와 마르텐사이트의 고유 경도값으로는 조성과 냉각 속도의 함수로 표현되는 Blondeau et 

al.
[117]
에 의해 발표된 경도식을 사용하 으며, 실제 측정된 평균 경도값과 비교한 결과 실

제 측정값과 거의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인장 강도의 경우, 간단히 경도의 

3.04배라는 가정을 전제로 계산하 다. 그러나, 실제 재료의 강도는 경도와 각 상의 분율 

뿐만 아니라, 결정립 크기, 석출 강화 등의 금속조직학적 향을 고려해야 하므로 이러한 

기계적 성질 예측 부분은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102는 다양한 초기 오스테나이트 결정립 크기 조건에 대해 계산된 베이나이트와 

마르텐사이트 분율을 냉각 시간( Δt 8/5)으로 표현한 냉각 속도의 변화에 따라 보이고 있

다. 냉각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결정립 크기에 무관하게 베이나이트의 분율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10℃/s 이상의 빠른 냉각 속도에서는 모두 마르텐사이트로 변태함을 

알 수 있으며 1℃/s이하의 느린 냉각 속도에서는 거의 모두 베이나이트로 변태함을 알 

수 있다. 한편, 동일한 냉각 속도 조건에 대해서는 초기 오스테나이트 결정립 크기가 증

가함에 따라 베이나이트의 분율이 증가함을 보이는데 이는 실험 결과에서 언급하 듯이 

음의 결정립 향 지수(m)에 기인한다. 그림 103은 예측된 베이나이트와 마르텐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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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율과 혼합법칙을 이용하여 계산된 경도값을 보여주고 있다. 결정립 크기에 무관하게 냉

각 속도가 감소함에 따라 경도가 감소함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마르텐사이트 분율 감소

에 기인한다. 또한, 초기 오스테나이트 결정립 크기에 따른 상분율 거동에 부합되는 경도 

변화를 보인다. 즉, 초기 오스테나이트 결정립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동일 냉각 속도에서 

베이나이트의 분율이 증가하며 이에 따라 경도가 감소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상분율의 변

화가 없는 냉각 속도 조건에서 경도값의 변화가 계산되었는데 이는 앞서 각 상의 고유한 

경도값으로 사용된 실험식이 합금원소에 의한 향뿐만 아니라 냉각 속도의 향을 고려

하고 있기 때문이며, 따라서, 냉각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경도값이 증가하게 된다.  

5. 용접부 재질 예측 통합 모델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원자로 압력 경계 재료인 SA508-cl.3를 이용하여 용접 입열량

에 따라 재료 내부에서 발생하는 결정립 성장, 석출 거동 및 상변태와 같은 현상에 대해 

야금학적 이론에 기초한 수식 모델을 작성하 으며, 이로부터 경도 및 강도와 같은 기계

적 성질을 예측할 수 있는 용접부 재질 예측 프로그램을 작성하 다. 또한 SA508-cl.3에 

대한 등온 결정립 성장 실험 및 등온 변태 실험을 통해 작성된 모델에 사용될 각종 

kinetic parameters를 수집하 다.

  작성된 용접부 재질 예측 프로그램의 flow chart를 그림 104에서 보이고 있다. 용접 공

정 변수로부터 결정되는 입열량을 입력하면, 열 사이클 예측 모델로부터 HAZ가 경험하

는 열 사이클을 계산한다. 이렇게 계산된 열 사이클이 시작되면 SA508-cl.3에 대해 구축

된 kinetic parameters D/B로부터 얻어진 석출물의 거동에 대한 kinetic parameters를 이

용하여 석출물의 반경 및 분율을 계산하게 되며, 이러한 석출물에 대한 데이터와 D/B로

부터 얻어지는 결정립 성장에 대한 parameters를 결정립 성장 모델에 적용하여 초기 오

스테나이트 결정립 크기를 계산하게 된다. 한편, 온도가 평형온도(Ae3)에 도달하게 되면 

D/B로부터 얻어지는 잠복기에 대한 데이터와 가산법칙을 이용하여 베이나이트로의 변태 

시작을 판단하게 되며, 베이나이트 변태 개시가 판단되면, 베이나이트 분율을 계산하게 

된다. 미세조직 분율 계산이 종료되면, 혼합법칙을 이용하여 경도 및 인장 강도를 계산하

게 된다(상변태 모델).

  그림 105는 본 용접부 재질 예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열량 조건(150kJ/cm)을 적용

하 을 때 1350℃의 peak 온도를 갖는 역(CGHAZ)에 대해 예측된 초기 오스테나이트 

결정립 크기와 최종 미세조직 분율 및 기계적 성질(경도, 강도)을 도식화한 것이다. 

  그림 106은 peak 온도 1350℃의 역(CGHAZ)에서 용접 입열량 변화에 따른 계산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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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보이고 있다. 그림 106(a)는 입열량 변화에 따른 bainite와 martensite 분율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입열량이 감소함에 따라 냉각속도의 증가로 인해 베이나이트 분율이 감소

함을 알 수 있다. 한편 그림 106(b)는 동일한 조건에서 입열량에 따른 초기 오스테나이트 

결정립 크기와 경도 및 인장강도 계산 결과를 보이고 있다. 입열량이 증가함에 따라 초기 

오스테나이트 결정립 크기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입열량 감소에 따라 그림 

106(a)에서 보이고 있는 베이나이트 분율 감소에 비례하여 경도 및 인장 강도가 증가함을 

할 수 있다.  

  그림 107은 입열량과 peak 온도 변화에 따른 열 향부의 경도 및 인장 강도 변화를 예

측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위의 그림 107은 용접 입열 조건을 변화시킴에 따른 HAZ의 여러 sub-zones에서의 기

계적 성질 변화를 보여주는 것으로 현장에서의 적정 용접 조건 설정 등에 활용될 수 있

을 것이다. 예를 들면, SA508-cl.3의 경우 일반적으로 360Hv 정도의 경도를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림 107(c)의 결과를 보면 일반적인 입열량 조건(30-40kJ/cm)뿐만 

아니라 고입열 조건에서도 HAZ의 경도가 모재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따라서 multipass 공정 등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비효율을 지양하기 위해 고입열 조건의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원자로 압력 경계 재료의 경우 인성

이 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의 직접적인 현장 적용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단

지 참고 자료로의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실제 현장에서의 적용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현재 작성된 구성 모

델들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적용되는 multipass 용접과 같은 

각종 공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양한 원자로 압력 경계 재료들에 대

한 연구를 통해 kinetic parameters를 수집하고 이의 데이터베이스화가 필요할 것으로 생

각된다.    

6. 결    론

  SA508-cl.3를 이용하여, 오스테나이트→베이나이트 변태를 중심으로 HAZ에서의 상변태 

거동 및 기계적 성질 예측 모델을 작성하 다. 모델에서 베이나이트 변태 속도에 대한 초

기 오스테나이트 결정립 크기의 향을 고려하 다. 또한, 등온 변태 실험을 통해 상변태

에 대한 kinetic parameters를 수집하 으며, 결정립 크기 향뿐만 아니라, 등온 잠복기

에 대한 초기 냉각 속도의 향을 평가하 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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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온 변태 온도까지의 초기 냉각 속도가 감소함에 따라 잠복기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

이며, 이는 Wierszyllowski의 지적과 같이 초기 냉각 동안에서 잠복기의 일부가 소비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가산법칙을 역으로 적용하여 ideal 잠복기를 계산할 수 

있었다. 그러나, 냉각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잠복기의 증가 속도가 점차 감소하며, 실험적

으로 가능한 최대 냉각 속도(80℃/s)에서 측정된 잠복기가 ideal 잠복기에 근사함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초기 오스테나이트 결정립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베이나이트 변태 속도

가 증가하는 경향이 관찰되었는데 이는 전통적인 변태 속도에 대한 결정립 크기의 향

과는 반대되는 것으로, shear mechanism으로 설명되는 베이나이트 plate의 성장에 대한 

결정립 크기의 억제 효과가 결정립계에 의한 핵생성 site 도 효과보다 우세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HAZ 재현 실험 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작성된 모델의 정합성을 판단하 다. 또

한 결정립 성장 모델과의 통합을 통해 다양한 용접 조건에서의 HAZ의 미세조직 및 기

계적 성질을 예측하여 모델의 적용성에 대하여 논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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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SA 508 cl. 3 steel 

Elements C Si Mn P S Ni Cr Mo

wt. % 0.19 0.08 1.35 0.006 0.002 0.82 0.17 0.51

Table 2. Welding condition for thick-section of reactor pressure vessel

Process Wire 

size

(mm)

Ampere Voltage Travel 

speed

(cm/min)

Preheat temp. 

min. (oC)

Interpass 

temp. max. 

(oC)

PWHT
**

(oC)/hrs

SAW* 4.0 500-600 28-32 30-40 121 200 615±20/40

* Submerged Arc Welding

** Post Weld Heat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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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rmal cycle simulation conditions for various HAZ positions 

Position*

Typical

HAZ

Region
**

Nth pass Interpass

temp.

(
o
C)

(N+1)th pass

Heating
rate
(
o
C/sec)

Holding 
temp.(

o
C),

time(sec)

Cooling 
rate(

o
C/sec),

t8/5(sec)***

Heating
rate
(
o
C/sec)

Holding 
temp.(

o
C),

time(sec)

Cooling 
rate(

o
C/sec),

t8/5(sec)
*

S1 U CG 256 1350, 10 13, 23 200 256 1350, 10 13, 23

S2 SCR CG 256 1350, 10 13, 23 200 100 900, 10 12, 25

S3 IR CG 256 1350, 10 13, 23 200 56 700, 10 8, -

S4 SCR FG 100 900, 10 12, 25 200 100 900, 10 12, 25

S5 IR FG 100 900, 10 12, 25 200 56 700, 10 8, -

S6 IR 56 700, 10 8, - 200 56 700, 10 8, -

S7 SR 45 650, 10 7, - 200 45 650, 10 7, -

  * Refer to Fig. 1. 

 ** U CG - unaltered coarse-grained, SCR CG - supercritically reheated coarse-grained,       

   IR CG - intercritically reheated coarse-grained, SCR FG - supercrically reheated fine-grained, 

   IR FG - intercritically reheated fine-grained, IR - intercritically reheated, SR - subcritically reheated.

*** t8/5 : cooling time between 800 
o
C and 500 

o
C.

Table 4.  Estimated microstructural alteration in the unit HAZ regions

                               

Base 
Metal

Heat Affected Zone

1st Thermal Cycle 2nd Thermal Cycle PWHT
(Final)

Tp1 (
oC) Microstructure Subzone Id. Tp2 (

oC)  Microstructure Subzone Id.

TB 1350 CGM CGHAZ 1350 CGM UCGHAZ  CGTM

900 (M)+B SCRCGHAZ (TM)+TB

700 (M)+B+F IRCGHAZ (TM)+TB+F

900 FGB SCFGHAZ 900 FGB SCRFGHAZ   FGTB

700 FGTB+(B+F) IRFGHAZ FGTB+(TB+F)

700 TB+(F+B) ICHAZ 700 TB+(F+B)+C IRHAZ TB+(F)+CC

650 TB+C SHAZ 650 TB+CC SRHAZ   TB+CC

 F : ferrite                                    
 B : bainite                                   
 TB : tempered bainite                       
 FGB : fine grain bainite                     
 FGTB : fine grain tempered bainite          
 M : martensite                               
 TM : tempered martensite                   
 CGM : coarse grain martensite              
 CGTM : coarse grain tempered martensite   
 C : carbides
 CC : coarse carbides                        

 CGHAZ : coarse grained HAZ  
 UCGHAZ : unaltered coarse grained HAZ
 SCRCGHAZ : supercritically reheated CGHAZ  
 IRCGHAZ : intercritically reheated CGHAZ 
 SCRFGHAZ : supercritically reheated FGHAZ  
 IRFGHAZ : intercritically reheated FGHAZ 
 IRHAZ : intercritically reheated HAZ 
 SRHAZ : subcritically reheated HAZ 
 SCFGHAZ : supercritical FGHAZ
 ICHAZ : intercritical HAZ 
 SHAZ : subcritical HA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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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hemical composition of SA508-Cl.3 steel and heat treatment condition

Elements C Si Mn P S Ni Mo Cr V Al Sn Fe

wt.% 0.19 0.1 1.4 0.007 0.003 0.89 0.51 0.15 0.003 0.01 0.03 Bal.

Heat treatment : 

  Quenching(880℃, 8.5hr, water guenching) → tempering(655℃, 10.5hr, air cooling)

Table 6. Thermal cycle simulation conditions for IRHAZ

1st thermal cycle

Interpass

temp.(℃)

2nd thermal cycle Specimen ID.

H.R
*

(℃/sec)

Holding 

temp.(℃),

time(sec)

C.R
**

(℃/sec)

H.R

(℃/sec)

Holding 

temp.(℃),

time(sec)

C.R

(℃/sec)

Before

PWHT
***

After

PWHT

76 800,10 10 200 76 800,10 10 C1 C1P

76 800,10 10 200 66 750,10 9 C2 C2P

76 800,10 10 200 56 700,10 8 C3 C3P

66 750,10 9 200 76 800,10 10 C4 C4P

66 750,10 9 200 66 750,10 9 C5 C5P

66 750,10 9 200 56 700,10 8 C6 C6P

56 700,10 8 200 76 800,10 10 C7 C7P

56 700,10 8 200 66 750,10 9 C8 C8P

56 700,10 8 200 56 700,10 8 C9 C9P
* Heating rate

** Cooling rate(from 800℃ to 500℃)

*** Post weld heat treatment(615℃, 4.5hr, furnace coo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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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Impact toughness, volume fraction, mean size, and density of martensite phase in the 

IRHAZ before PWHT

Specimen Id.
Cv

(J)

Martensite

Volume Fraction

(%)

Mean Size

(㎛)

Frequency

(EA/208.05cm2)

C1 34.3 12.5 1.7 1516

C2 14.7 21.0 2.3 1182

C3 46.7 11.4 1.7 986

C4 20.7 12.2 1.9 1294

C5 8.7 31.8 3.0 1131

C6 11.3 7.9 2.0 389

C7 29.0 12.8 2.2 894

C8 9.7 16.8 3.3 463

C9 14.7 0 0 0

Table 8. Chemical composition of SA 508 Cl. 3 steel studied (wt.%)

C Mn P S Si Ni Cr Mo V Cu Al Fe

0.19 1.4 0.007 0.003 0.1 0.89 0.15 0.51 0.003 0.03 0.01 b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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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Thermal cycle simulation conditions for the various weld HAZ regions

Specimen

Id.

1st cycle

Interpass

temp.(℃)

2nd cycle

PWHT temp.

(℃)/time(hrs)

Peak 

temp.

(℃)

Heating/Cooling 

rate (℃/s)

Peak temp.

(℃)

Heating/Cooling

rate (℃/s)

P1 1350 256 / 13 200 1350 256 / 13 610 / 30

P2 1350 256 / 13 200 900 100 / 12 610 / 30

P3 1350 256 / 13 200 750 57 / 10 610 / 30

P4 900 100 / 12 200 900 100 / 12 610 / 30

P5 900 100 / 12 200 750 57 / 10 610 / 30

P6 750 57 / 10 200 750 57 / 10 610 / 30

P7 680 56 / 8 200 680 56 / 8 610 / 30

* Holding time at peak temperature : 10 sec

Table 10. Three point bending test results

Specimen

Id.

Peak temp.

1st-2nd(℃)

Test temp.

(℃)

Number of tests

(valid/total)

Reference temp., T0

(℃)

P1 1350-1350 -140 8/8 -145

P2 1350-900 -140 6/7 -148

P3 1350-750 -150 8/8 -147

P4 900-900 -120 7/7 -82

P5 900-750 -120 8/8 -85

P6 750-750 -90 8/8 -80

P7 680-680 -80 7/8 -67

B.M. None -100 7/8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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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Characteristic temperature ranges for the variety of microstructural regions within the 

heat affected zone of steel welds[14] ( Tp  : Peak temperature)

Sub-zones of HAZ Temperature ranges

Coarse-grained zone 1500℃>Tp>1200℃

Fine-grained zone 1200℃>Tp>Ac3

Intercritically reheated zone Ac3>Tp>Ac1

Subcritically reheated zone Ac1>Tp

Table 12. Material properties
[1]
 

Materials
Volume thermal

capacity

ρc ( Jm
-3
K
-1
)

T-Diffusivity

a (m 2 s-1)

T-Conductivity

λ ( Jm
-1
s
-1
K
-1
)

Melting 
point
(K)

Aluminum 2.7×106 8.5-10×10-5 229 933

Carbon steel 4.5×106 9.1×10-6 41.0 1800

9% Ni steel 3.2×106 1.1×10-5 35.2 1673

Austenitic 

steel
4.7×106 5.3×10-6 24.9 1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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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3. Chemical composition of SA508-cl.3

Elements C Si Mn P S Ni Mo Cr V Al Cu Fe

wt% 0.19 0.26 1.34 0.007 0.002 0.86 0.49 0.15 0.005 0.022 0.04 Bal.

Table 14. Activation energy 

Materials Q (kJ/mol) Authors

Cr-Mo low alloy steel 343.0 Anderson et al.[37]

Alpha-brass 73.6 Feltham et al.[50]

Zone-refined iron 249.0 Vandermeer et al.[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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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5. Key characteristics of transformation in steels
[77]

Comment α' αlb αub αa αw α αi P

Transformation mechanism

Nucleation and growth reaction = = = = = = = =

Reconstructive ≠ ≠ ≠ ≠ ≠ = = =

Diffusion of carbon ≠ ≠ ≠ ≠ = = = =

Displacive = = = = = ≠ ≠ ≠

Incomplete reaction phenomenon ≠ = = = ≠ ≠ ≠ ≠

Nucleation

Reconstructive diffusion ≠ ≠ ≠ ≠ ≠ = = =

Only carbon diffuse ≠ = = = = ≠ ≠ ≠

Diffusionless = ≠ ≠ ≠ ≠ ≠ ≠ ≠

Often nucleates intergranularly on defects = ≠ ≠ = ≠ ≠ = ≠

Growth

Cooperative growth of ferrite and cementite ≠ ≠ ≠ ≠ ≠ ≠ ≠ =

Reconstructive diffusion ≠ ≠ ≠ ≠ ≠ = = =

Across austenite grain boundaries ≠ ≠ ≠ ≠ ≠ = = =

Carbon diffusion controlled ≠ ≠ ≠ ≠ = ⓧ ⓧ ⓧ

Diffusionless = = = = ≠ ≠ ≠ ≠

Atomic correspondence for all atoms = = = = ≠ ≠ ≠ ≠

Atomic correspondence for atoms in 

substitutional site
= = = = = ≠ ≠ ≠

Bulk redistribution of X atoms ≠ ≠ ≠ ≠ ≠ ⓧ ⓧ ⓧ

Local equilibrium at interface ≠ ≠ ≠ ≠ ≠ ⓧ ⓧ ⓧ

Local paraequilibrium at interface ≠ ≠ ≠ ≠ = ⓧ ⓧ ≠

Others

Plate morphology = = = = = ≠ ≠ ≠

IPS shape change with shear component = = = = = ≠ ≠ ≠

Necessarily has a glissile interface = = = = = ≠ ≠ ≠

High interface mobility at low temperatures = = = = = ≠ ≠ ≠

Always has an orientation within the Bain region = = = = = ≠ ≠ ≠

High dislocation density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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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6. Values of n in Kinetic Law X=1-exp(-Kt
n
)
[77]

(a) Polymorphic changes, discontinuous precipitation, eutectoid reactions, interface controlled 

growth, etc.

Conditions n

Increasing nucleation rate >4

Constant nucleation rate 4

Decreasing nucleation rate 3-4

Zero nucleation rate (saturation of point sites) 3

Grain edge nucleation after saturation 2

Grain boundary nucleation after saturation 1

(b) Diffusion controlled growth

Conditions n

All shapes growing from small dimensions, increasing 

nucleation rate
>5/2

All shapes growing from small dimensions, constant 

nucleation rate
5/2

All shapes growing from small dimensions, decreasing 

nucleation rate
3/2 - 5/2

All shapes growing from small dimensions, zero nucleation 

rate
3/2

Growth of particles of appreciable intital volume 1-3/2
Needles and plates of finite long dimensions, small in 

comparison with their separation
1

Thickening of long cylinders (needles) (e.g. after complete 

end impingement)
1

Thickening of very large plates (e.g. after complete edge 

impingement)
1/2

Precipitation on dislocations (very early stages) ∼2/3

Table 17. Empirical equations proposed by other investig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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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irical equations

Hawbolt et al.[94]

 For ferrite 

n=1.33

lnK=-0.25×10-3T 2+0.31T-93.55

 For Pearlite 

n=0.99

lnK=-0.16×10-3T 2+0.19T-55.50

Kwon et al.
[115]

 For ferrite

n=0.94

ln τ= 0.0014D-3.366 lnΔT+2.032[C]+1.581[Mn]

      +8.218+6317.5/T

lnK=-1.623×10-4[C]T 2+(0.1372[C]+2.023×10-3[Mn])T

      -4.8394[Mn]+6.5866

 For pearlite

n=1.16

ln τ=-0.0161D-0.2142 lnΔT+0.5021[C]+2.195[Mn]

      -142.8+20.84 lnT

lnK=-2.9×10
-5
T
2
+(-0.016[C]+0.0158[Mn])T

      -19.182[Mn]+32.84

Campbell et al.[95]

 For ferrite

n=1.16

lnK=-0.0145x+3.98 lnx-5.39[C]-16.5  (x=TA3-T)

 For pearlite

n=3.01[C] 2-1.06[C]+0.50[Mn]+0.792

lnK=0.0419x+0.357 x-10.2y-1.90  (y=[C]+[Mn]/6)

Esaka et al.
[116]

 For bainite

m=1.68, n=1.4

K=-26.72-11.47[C]-1.119[Mn]+0.1329T-1.225×10-4T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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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8. Chemical composition(wt%) of SA508-cl.3

Class C Si P S Mn Cr Ni Mo V Cu Al

SA508-cl.3 0.20 0.26 0.007 0.002 1.34 0.15 0.86 0.49 0.005 0.04 0.022

Table 19. Measured prior austenite grain sizes for various holding times

Holding time(sec)

at 1350℃
1 5 15 60

Grain size(㎛) 210 370 520 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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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0. Empirical equations for Ms and Bs

Phases Empirical equations

Martensite
MS(℃)=561-474[C]-33[Mn]-17[Ni]-17[Cr]-21[Mo]=394.52  

[120]
 

MS(℃)=539-423[C]-30.4[Mn]-17.7[Ni]-12.1[Cr]-7.5[Mo]=392.952  
[121]

Bainite
BS(℃)=830-270[C]-90[Mn]-37[Ni]-70[Cr]-83[Mo]=572.41  

[120]

BS(℃)=732-202[C]+216[Si]-85[Mn]-37[Ni]-47[Cr]-39[Mo]=575.88℃  
[122]

Table. 21. Reported m values for various phases

Phase m value Phase m value

Bainite

1.68 
[116]

Pearlite
1.24 

[127]

1 
[80]

1.76 
[99]

-1.24 
[80]

Ferrite 1.54 
[127]

0.65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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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acrostructure of the actual weld HAZ and typical HAZ regions indicating simulation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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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Unit HAZ model for various welding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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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Optical microstructures of the simulated HAZ speci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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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Thin foil ((a) and (b)) and extraction replica ((c) and (d)) TEM microstructures of base 

metal ((a) and (c)) and reheated HAZ region ((b) and (d)) showing carbides coarsened by 

repeated thermal cycle effects at around A1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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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Optical microstructures of base metal and simulated IRHAZs etched by 2% Nital (Tp1 

= 800℃, 750℃ and 700℃, respectively)

Fig. 11. Optical microstructure of simulated IRHAZs etched by Le Pera etchant (Tp1 = 800℃, 

750℃ and 700℃,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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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Microstructures of the simulated IRHAZ specimens etched by Le Pera etch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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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SEM microstructures showing transformed phase after holding the HAZ specimens at 

700℃ for 10, 30 and 60sec,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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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TEM microstructures showing twin martensite in the simulated IRHAZ (specimen C1); 

a) bright image, b) dark image and c) SAD pat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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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Microstructures of the simulated IRHAZ specimens after PWHT etched by n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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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SEM microstructures of base metal and simulated IRHAZ specimens (C1P, C5P and 

C9P,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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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17. Typical TEM microstructure of a) base metal and b) C9P IRHA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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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8. Variations of mechanical properties with the peak temperatures of simulated 

thermal cycles for the IRHA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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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0. Sectional views of fractured surfaces for blunted region((a) and (b)) and cleavage 

region((c) and (d)) of C5((a) and(c)) and C9P((b) and (d))

 bound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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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 Three point bending test results and fracture toughness curves of simulated HAZ and 

base me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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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 Fracture toughness test results of simulated HAZ and base metal : the test 

temperature were normalized by T0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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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4. Reference temperature of simulated HAZ and base metal



- 555 -

P1 P3P2 P4

P5 P6 P7 BM

50㎛

Fig. 25. Optical microstructure of simulated HAZ and base me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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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6. SEM microstructure of simulated HAZ and base me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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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0. World-wide trends in the research for the database and mod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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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 A schematic diagram of the various sub-zones of the HAZ approximately 

corresponding to the alloy C0(0.15 wt% C) indicated on the Fe-Fe3C equilibrium diagram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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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 Comparison between measured and predicted thermal cycles in a Nb-Microalloyed 

stee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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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 Temperature dependences of the time exponent in isothermal grain growth[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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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 Variation of the time exponent of copper with the concentration of aluminum in solid 

solution[38]

Fig. 35. The effect of second-phases on grain growth in a Mn-Al alloy[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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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 The mechanism of precipitate pinning of migrating grain boundaries

Fig. 37. Schematic representation of the concentration profile around a dissolving spherical 

particle in an infinite matr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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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9.  Thermal history of as-received base me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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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  Schematic thermal cycle for isothermal grain growth t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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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 Schematic illlustration of HAZ microstructure simulation thermal 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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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4. Microstructures of base metal observed by (a) OM and (b) S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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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5  TEM micrograph of carbon extraction replica of base metal (a) ×10000 - shape and 

size of precipitates, (b) [110] diffraction pattern and (c) EDS sepctrum of precipi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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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6 Dilatation curve during heating cycle

Fig. 47. Heating-rate dependences of transformation temper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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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8 Example for the determination of n and k at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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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9. Time-dependences of time exponent n at (a) Tp=900
o
C, (b) Tp=1000

o
C and (c) 

Tp=1350
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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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0. TEM micrographs of carbon extraction replica for (a) base metal, (b) Tp=900
oC and (c) 

Tp=1000
o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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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1. Values of (a) n and (b) k which were measured by isothermal grain growth 

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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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2. Analysis for the activation energy of boundary mi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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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3. Flow chart of the prediction program for grain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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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4.  Prediction result of thermal cycle as a function of heat inputs in the CGHA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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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5. Comparison between predicted and measured grain sizes at various peak temperatures 

(Heating rate : 100℃/s, Cooling rate : 7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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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6. Comparison between predicted and measured grain sizes at various peak temperatures 

(Heat input : 40kJ/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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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7. Optical microstructures observed at (a) Tp=1350
o
C, (b) Tp=1250

o
C and (c) Tp=1100

o
C 

(heat input : 40kJ/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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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8. Grain size results of the HAZ as a function of peak temperature and heat in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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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9.  Calculated behaviors of the particle size at 30 and 120kJ/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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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0.  Calculated behaviors of the volume fraction ratio at 30 and 120kJ/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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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1. Predicted grain sizes considering and ignoring the dissolution of precipitates at heat 

input, 40kJ/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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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2. Change of volume fraction ratio for M3C at 40kJ/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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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6. CCT diagrams applicable to various weld zones[5] (a) FGHAZ, (b) CGHAZ and (c) 

weld metal

Fig. 67. Schematic representation of influence of compositional factors and prior austenite grain 

size on movement of CCT diagram phase regions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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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68. Schematic morphology of bainite sheaves at early stages of isothermal transformation[80] 

(a) The growth rate of bainite sheaves is not as high compared with the  nucleation rate at 

the austenite grain boundaries. (b) The growth rate is relatively high compared with the rate 

of nucleation at the austenite grain surfa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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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9. Schematic 2-dimensional illustration of the growth of a nucle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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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0. Schematic 2-dimensional illustration of the impingement process

Fig. 71. Principle of Scheil's additivity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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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1 : Large growth rate, small nucleation rateT1 : Large growth rate, small nucleation rate

  

T2 : Small growth rate, large nucleation rateT2 : Small growth rate, large nucleation rate

Fig. 72. Schematic microstructures (a) with large growth rate and small nucleation rate and (b) 

with small growth rate and large nucleation rate
[99]

 

Fig. 73. Schematic presentation of delay of transformation and deviation from the additivity 

rule[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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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plot of ln(ln(1/(1-X))) against ln(t-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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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5. Effect of initial cooling rates on isothermal incubation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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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4. Comparison between calculated and measured rate constant for different prior 

austenite grain siz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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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5. Relations between relative length change and fraction of bainite (a) Relative length 

change and hardness (b) Relationship between relative length change and measured f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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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1. Calculated hardness and tensile strength and measured hard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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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항   저인성 고리 1호기 압력용기 용접부 재료물성

      (금속조직학적 특성 및 조사전 파괴인성 천이특성(To) 분석)

3.1  서론

원자로 압력용기의 노심대 재료(beltline material)는 가동중 고속중성자(E>1MeV)에 조

사되어 파괴저항성이 감소하는 중성자 조사취화 현상을 나타낸다. 원자력 발전소의 압력

용기재료는 가동중 주기적인 감시시험을 통하여 조사취화의 경향 및 그 정도를 파악하도

록 규정되어있다. 조사취화는 주로 충격시험을 통해 평가되며, 일반적으로 조사전의 충격

시험결과에 비하여 조사후에는 충격곡선의 천이온도(RTNDT)가 고온 쪽으로 이동하고 최

대흡수에너지(upper shelf energy, USE)는 감소한다. 미국 연방규제법 10CFR50에서는 발

전소의 수명말기까지 USE는 50ft-lb 이상, 그리고 RTPTS는 300
o
F (고리1호기와 같이 원주

방향의 용접부인 경우) 이하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일 이 기준 

(screening criteria)를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상세한 구조/파괴역학 해석을 통하여 안전

여유를 입증하여야 한다. 

또한 발전소의 정상운전 중 원자로의 가열-냉각시에는 불안정 취성파괴가 발생하지 않

도록 압력-온도 조건을 조절해야 하며 이때 기준이 되는 재료특성값이 바로 조사전․후

의 RTNDT 값이다. 따라서 중성자 조사취화에 의한 RTNDT의 변화는 원자로 압력용기의 정

상가동 및 비상상태에 대한 안전여유도 평가의 기준이 되는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고리1호기 원자로 압력용기는 SA508-2 단조재로 미국의 B&W (Bobcock and Wilcox) 

사에서 제작되었으며, 용접에는 Mn-Mo-Ni weld wire (Heat No. T29744) 및 Linde 80 

flux (Lot No. 8790)를 사용하여 submerged arc 자동용접법이 적용되었다. 고리1호기가 

설계될 당시의 원전규격에는 중성자 조사취화에 민감한 구리함량에 대한 고려가 없었기 

때문에, 고리1호기 원자로 압력용기의 노심대 지역에 위치한 원주방향 용접부에는 비교적 

높은 잔류 구리함량이 있으며, 이는 Linde 80 flux를 이용한 용접부들에서 공통적인 문제

점이다. 미국 내에도 고리1호기와 동일한 사양의 원자로 압력용기 재료를 사용한 발전소

가 18기 있으며 이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조사취화 민감성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1994년도에 한국원자력연구소는 고리1호기 원자로 압력용기의 저인성(low upper shelf 

toughness)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 NRC 및 ASME의 시험/해석절차를 따라 상세한 파괴

역학 해석을 수행하여 수명말기까지 건전성을 평가한 바 있다. 하지만 RTPTS 문제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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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는 발전소의 수명연장을 고려할 경우 추가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추천되었으며, 이

에 따라 전력연구원에서는 2단계 원전수명관리연구의 일환으로 고리 1호기 원자로압력용

기의 RTPTS 문제에 대한 상세해석을 수행하 으며 이로부터 수명말기까지 가압열충격 문

제로부터의 안전여유를 확인하 다.

원자로 압력용기의 조사취화에 의한 RTNDT의 변화는 가압열충격 등 비상사태 뿐만 아

니라 정상가동 중에 필요한 가열-냉각시의 압력-온도 운전제한 곡선 (P-T limit) 계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원자로 압력용기재료의 RTNDT 가 너무 높으면 P-T 운전제한 곡선

이 역시 고온 쪽으로 이동하여 발전소의 적정한 운전 역이 매우 제한되게 된다. 만일 재

료의 RTNDT 값이 불필요하게 높게 평가되어 적정 운전 역이 감소할 경우 원자로의 불시

정지가 발생할 수도 있을 뿐 아니라, 안전계통의 보조장치들이 자주 작동하게 되어 고장

의 위험이 증가하게 되므로 오히려 더 큰 사고로 연결될 가능성이 증가할 수도 있다. 따

라서 가동 중 조사취화로 인한 파괴인성 천이특성곡선은 실제 재료 특성치를 반 하여 

정확하게 평가되어야 한다.

현재까지 압력용기재료의 RTNDT를 결정하는 데에는 ASME Code Section III. NB-2300 

및 10CFR50.61 (혹은 Regulatory Guide 1.99, Rev. 2)의 방법이 엄격하게 적용되어왔다. 

이는 낙중시험 및 Charpy 충격시험으로부터 특정 에너지 값을 나타내는 온도를 기준으

로 삼고 있다. 비록 이 방법이 지난 30년간 압력용기 재료의 파괴인성 특성을 정량화하는

데에 적용이 되어왔지만, 최근 10여 년의 연구결과에서는 이 방법이 고리1호기와 같은 저

인성 용접부(Linde 80)에 적용될 경우 재료특성을 올바르게 평가하지 못한다는 것이 지적

되었다. 그림 1은 일반 재료와 저인성 재료에서 현재의 평가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될 경우 

발생되는 부적절성을 도식적으로 보여준다. 이에 따라 미국의 NRC는 Linde 80 용접부를 

가지고 있는 Zion 발전소에 대해서 RTNDT 결정에 있어서 파괴인성시험 결과database를 

근거로 Charpy 충격특성온도를 배제하는 예외적 방법의 적용을 허가한 바 있다.

최근 ASTM에서는 압력용기강의 천이온도 역에서 파괴인성기준곡선을 직접 시험으로 

구할 수 있는 새로운 표준시험법 (ASTM E1921, Standard test method for determination 

of reference temperature, to, for ferritic steels in the transition range)을 제정하 다. 이 

방법은 감시 시험편 정도의 소형/소량의 시험편을 가지고도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향

후 이를 감시시험 규격에 적용하기 위한 방안 연구들이 IAEA를 중심으로 국제공동연구

로 수행되고 있는 중이다. 미국의 ASME Code Section XI. 기술위원회에서는 상기의 

ASTM 표준시험법을 근간으로 하여 RTNDT 방법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

다 (ASME Code Case N-629 & N-631, "Use of fracture toughness test data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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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blish reference temperature for pressure retaining materials, Section XI & III, 

Division 1). 이 방법에 의하면 현재까지 사용되어 온 RTNDT에 대응하는 특성온도가 RTTo 

(= To +35
o
F) 이며, 여기서 To는 중성자 조사 전․후에 상관없이 파괴인성시험으로부터 

직접 결정되는 값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발전소 중 조사취화가 가장 심한 고리1호기 원자로 압력용기 용접

부 (Linde 80, WF-233)를 대상으로 새로 제정된 파괴인성 시험 및 해석방법을 적용하여 

파괴인성 특성기준온도를 재평가해보고자 한다. 우선은 기 보유하고 있는 archive 

material (보존재)를 이용하여 조사전 RTNDT 값을 구하여, 현재 PTS 기준 및 P-T 운전제한

곡선 결정에 적용되고 있는 초기 RTNDT 값의 타당성을 확인하고자 하 다. 이는 또한 향

후 필요시 수행될 감시시험 조사시편을 이용한 실제 조사취화도 평가해석의 기본 자료로

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Archive 재료에 대한 파괴인성 시험결과 및 외국 유사재료의 database를 비교하여 수

록하 으며, 재료특성 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수행한 화학성분 및 미세조직 분

석, 파면관찰 결과 등을 정리하 다.

3.2  배경 

3.2.1 고리1호기 원자로 압력용기 개요

고리원자력 1호기는 주증기 계통 설계를 미국 Westinghouse 사에서 맡았으며, 원자로 

압력용기는 SA508 Gr.2 단조강 shell 형태로 미국 Babcock and Wilcox Co. (B&W) 사에

서 제작하 다. 노심대 지역은 그림 2과 같이 상부와 하부 shell을 원주방향의 용접부가 

연결하고 있다. (고리1호기의 경우 축방향 (axial) 의 용접은 없음) 용접에는 Linde 80 

flux (Lot No. 8790)및 Mn-Mo-Ni filler wire(Heat No. T29744)를 이용하여 submerged - 

arc 용접법이 적용되었다. B&W 사에서는 자사에서 제작한 원자로 압력용기의 용접부를 

사용된 용접봉의 Heat No.와 flux의 Lot No. 조합에 따라 구분하여 각기 다른 번호를 부

여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이에 따르면 고리1호기 노심대 용접부 및 감시시험편 용접부의 

재료번호는 WF-233이다. Linde 80 flux를 이용한 용접부는 1970년대 이전에 B&W 사가 

제작한 Westinghouse와 B&W의 압력용기에서 보편적으로 적용되었으나, 용접봉 표면의 

구리코팅으로 인하여 용접부에 잔류 구리함량이 높고 중성자 조사취화 효과가 심하기 때

문에 근래에는 노심대 지역을 제외한 기타 부분에만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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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례의 감시시험결과 고리1호기 원자로 압력용기의 조사취화 손상을 결정하는 취약부

는 예상대로 노심대 용접부 재료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리1호기 노심대지역 용접에는 B

＆W weld qualification number WF-233과 WF-232가 사용되었다. 이들의 Cu 함량은 각

각 0.29 와 0.18 wt%로 Cu 함량이 높은 WF-233에서 조사취화가 훨씬 심하다. 감시시험

편은 WF-233으로 제작되었다. 

3.2.2 원자로 압력용기의 조사취화에 관한 기준 파라메타들

   (10 CFR 50.61 및 Regulatory Guide 1.99 Rev.2)

(1) RTPTS   

가압경수로의 PTS 문제에 관한 10 CFR 50.61 및 US NRC Regulatory Guide 1.99 Rev. 

2에 의하면 RTPTS는 원자로 압력용기의 내벽(clad-to-base interface)에서 발전소 수명말기

의 조사량에 의해 예상되는 RTNDT 값으로 정의되며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RTNDT = (CF) f
( 0.28-0.1 log f)

+ ( initial RTNDT) + (Margin)          (1)

여기서 f는 원자로 압력용기 내벽(clad-to-base interface)에서 수명말기 조사량 (fluence, 

×1019 n/cm2, E > 1 MeV)을 나타내며, CF (chemistry factor)는 재료 특성치이다. PTS

에 대한 screening criteria는 고리1호기와 같이 원주방향의 용접부인 경우 용기내벽에서 

300oF 이다.

만일 신뢰성 있는 감시시험자료가 여러 set 있다면 시험결과를 regression analysis해서 

다음과 같이 직접 plant specific chemistry factor를 구할 수도 있다.

       CF = 
∑ [ΔRTNDT⋅f

( 0.28- 0.1 log f )
]

∑ f ( 0.28-0.1 log f )⋅2
                              (2)

고리1호기 용접부의 경우 4차례의 감시시험결과로부터 얻어진 (CF)meas. 값은 196
o
F이

며, 용접부의 화학조성 대표값 (Cu=0.29%, Ni=0.68%)를 관련 규격에 적용하여 얻어지는 

(CF)code 값은 203
o
F로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 이 값을 고리 1호기에서 예상되는 조

사량 누적치에 대입하여 계산한 결과 각각 27.4 EFPY 및 22.4 EFPY 시점에 RTPTS 값이 

기준치인 300
o
F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또한 1998 한국원자력연구소는 개정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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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결정방법에 따라 고리1호기에 대한 그간의 감시시험 결과들을 재분석한 바 있으나, 이 

계산에 따르더라도 RTPTS screening criteria에 도달하는 시기는 약 24 EFPY 정도로 큰 차

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2) 초기 RTNDT (initial RTNDT)

현재까지 ASME Code에 따라 원자로용기의 파괴역학해석을 수행할 경우 기준이 되는 

온도 값 중 하나가 (1) 식과 같이 초기 RTNDT이며, 이 값은 ASME Code Sec.III NB-2330

에 따라서 낙중시험과 Charpy 충격시험 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i) 낙중시험으로 구한 NDT (Nil Ductility Temperature) + 60
o
F 시험온도에서 샤르피 

충격흡수에너지가 50 ft-lb 이상인 때 => RTNDT = NDT

ii) 낙중시험으로 구한 NDT (Nil Ductility Temperature) + 60
o
F 시험온도에서 샤르피 

충격흡수에너지가 50 ft-lb 보다 작을 때 => RTNDT = T50ft-lb - 60
o
F

여기서 T50ft-lb는 샤르피 충격곡선에서 흡수에너지가 50 ft-lb 되는 특성온도를 나타낸

다. 고리 1호기 원자로 압력용기 용접부 소재의 Baseline test 결과로부터 얻어진 NDT 온

도는 -20
o
F이다. 하지만 Charpy 충격곡선의 50ft-lb 특성온도가 50

o
F 정도로 평가되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고리1호기 노심대 용접부 소재의 초기 RTNDT 값은 -10
o
F로 보고되

었다.

(3) 파괴인성천이곡선 (Reference KIC/KIR curve, Master curve)

앞서 설명한 두 개의 중요한 파괴인성 천이특성 온도 파라메타들은 모두 낙중시험 혹

은 샤르피 충격시험과 같이 정성적인 시험방법에 의하여 결정된다. 하지만 원자로 압력용

기의 구조해석은 전적으로 파괴역학에 의한 정량적인 균열거동 해석 결과에 기초하고 있

다. 이때 실제로 필요한 재료 특성변수는 실제 균열을 포함하는 시편에서 얻어지는 정량

적인 파괴인성치이다. 감시시험 조사캡슐로부터 파괴인성 시험에 충분한 크기의 시편을 

얻기는 힘들다. 따라서 ASME Code 에서는 비조사재 시험편의 파괴인성 시험결과들을 

RTNDT로 보정하여 나타낸 기준파괴인성곡선(KIC, KIR)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 으며, 여기

에 조사후의 RTNDT를 대입하여 파괴역학해석에 필요한 기준참조 파괴인성곡선으로 사용

하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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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C = 33.2 + 2.806 exp[0.02 (T-RTNDT+100
o
F)]   (ksi in )      (3)

  KIR = 26.78 + 1.223 exp[0.0145 (T-RTNDT+160
o
F)]   (ksi in )   (4)

위의 두 식은 70년대 초반에 확보된 파괴인성 시험결과들의 하한값을 나타낸 것으로서, 

RTNDT를 보정 파라메타로 사용하고 있다. 비록 윗 식들이 여전히 보수성 측면에서는 유

효하다고 하더라도 실제 여러 가지 다른 재료들의 파괴인성 특성을 정확하게 나타내어주

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이며, 재료에 따라 분산범위가 매우 다르다.  

최근에 ASTM에서 개발한 master curve 방법은 보정 파라메타로서 실제 파괴인성시험

으로부터 얻어지는 특성기준온도(To)를 사용함으로써 서로 다른 재료들 사이에서 발생하

는 차이를 거의 없애고 data의 신뢰도를 확률적으로 정량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Master curve 방법에서 기준 파괴인성곡선은 1T-CT 크기의 시편 data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표기된다.

   KJC (med.) = 30 + 70 exp[0.019 (T-To )]   (MPa m, 
o
C )       (5)

여기서 To는 1T-CT 크기의 시편으로 파괴인성시험을 수행했을 때 측정된 파괴인성의 

평균값이 100 MPa√m 가 되는 온도로 정의된다. 

현재까지의 많은 연구결과들은 (5) 식의 master curve가 (3) 및 (4) 식의 reference 

curve들 보다 실제 재료특성을 훨씬 잘 나타내어 주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또한 이 방

법은 소형 조사재 시편에 대해서도 직접 시험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기준 파괴

인성곡선이 이 방법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이 많다. 하지만 관련 규정을 모두 바꾸기 위해

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므로, 1999년도에 ASME에서는 기존의 절차를 그대로 유지한 채 

파괴인성 특성온도만을 To로 대체하는 임시 용도의 code case를 제정하 다. 이 규정에 

따라 RTNDT에 대응하는 파괴인성 특성온도 RTTo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RTNDT ≒ RTTo = To + 35
oF                                    (6)

RTTo 값을 사용할 경우 기존의 ASME KIC 곡선과 master curve의 5% 하한곡선이 보수

적으로 일치하게 되므로 기존의 파괴역학 해석절차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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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이 방법의 장점은 실제 파괴인성 시험으로부터 구한 기준 특성온도(To)를 

indexing temperature로 사용하 기 때문에 여러종류의 압력용기강 및 용접부 소재에서 

동일한 정도의 신뢰성을 가지고 파괴인성 특성을 평가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이며, 또한 

초기 값의 유무에 상관없이 조사재 시험편에도 직접 적용이 가능하다. 이 방법을 감시시

험 결과해석에 실제 적용하기 위한 관련규정의 제정을 위한 국제적 연구들이 진행중이며, 

일부 발전소의 경우에는 이미 동 개념을 적용하여 기존에 사용되어 온 RTNDT 값들을 재

평가하여 추가의 안전여유도를 입증하고 NRC의 승인을 받은 바도 있다. 특히 Linde 80 

용접부와 같은 저인성 용접재에서 기존의 Charpy 충격시험 지시온도가 실제 재료 거동

을 나타내는 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그 용도가 많다.

3.3  미세조직 및 화학성분 분석

3.3.1 고리1호기 용접부 archive 소재의 시편준비

파괴인성 시험 및 화학성분분석, 미세조직 검사, 경도분포 평가 등에 필요한 시료를 

archive 소재로부터 채취하 다. 이때 가능한 원소재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먼저 시

료를 일정한 크기로 절단하여 화학성분 분석 및 미세조직 검사, 경도시험 등을 수행하고, 

동일한 시료들을 재가공하여 파괴인성 시험편을 가공하 다. 이렇게 함으로써 용접부 

archive 소재로부터 깊이 13mm, 폭 80mm의 한 줄만을 그림 3과 같이 사용하 다. 최종 

가공된  Charpy 크기의 3점굽힘 파괴인성 시험편 (PCVN, pre- cracked Charpy)의 수량

은 13 개이다. 

3.3.2 용접부 화학성분 분석 (방출분광법, Emission spectrometer)

(1) 분석 방법

용접부를 포함하는 소재를 약 10mm 간격으로 절단한 후, 시편의 두께 방향으로 용접 

중심선을 따라 성분 분석을 수행하 다. 또한, 내․외부 표면 및 1/4T, 1/2T 위치에서는 

용접중심선에 수직한 원주방향으로 5mm 간격으로 절단한 면에서 분석을 수행하여, 위치

에 따른 입체적인 분석이 되도록 하 다. 그림 4는 시편 분석 위치에 대한 도해적인 모양

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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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분석은 방출분광분석기 (Emission Spectrometer : Model Spectro Labs)를 사용하여 

포항산업과학기술연구원 (국가공인시험기관)에서 수행되었다. 성분분석은 조사취화와 관

련있는 것으로 알려진 Cu, Ni 및 P, 그리고 C에 대해 분석하 다. 

(2) 분석 결과

용접 중심선을 따라 17개 위치에서 분석된 결과는 표 1 및 그림 5∼8에 있다. Cu 함량

은 평균이 0.21 wt%이었으며, 외부표면(OS)에서 내부표면(IS)으로 갈수록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 Ni은 평균이 0.657 wt% 이었으며, 용접 중심선을 따라 특정한 성분의 편

차는 나타나지 않았다. P는 평균이 0.018 wt%이었으며, OS방향이 약간 높은 경향을 보

다. C는 다른 성분에 비해 위치에 따라 다소 큰 편차를 보 으나, 평균이 0.077 wt%로써 

IS 방향으로 갈수록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

IS, 1/4T, 1/2T 및 OS의 4개 위치에서 원주방향으로 측정된 성분분석 결과는 그림 9부

터 12까지 나타내었다. Cu는 IS위치에서 가장 높은 값을 보 고, Ni은 4개 위치에서 큰 

차이는 없었지만 역시 IS 위치에서 다소 높은 값을 보 다. 원주방향으로 Cu의 변화가 

관찰되는데 이는 용접층의 간격과 일치하며 각 용접 path의 경계 부위에서 높은 값을 보

인다. 이는 4개의 층에서 동일하게 관찰된다. 

OS 위치에서 Cu의 함량이 약 0.16wt% 정도로 상당히 낮은 결과를 갖는데, 이는 초기 

U groove의 모재 하부에서 용접중 모재가 용해되어 들어온 때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을 성분의 고려 대상에서 제외하면 Cu의 평균함량은 약 0.23 wt% 정도로 높아지

며, Ni은 약 0.66 wt% 정도의 결과를 보인다.

3.3.3 용접부 미세조직 검사

(1) 분석 방법

거시적인 용접부 조직은 약 10% nital로 에칭한 후 관찰하 다. 광학현미경 관찰은 4% 

nital 용액으로 에칭한 후 각각 1/4T 및 1/2T 위치에서 수행하 다. 동일한 위치 및 조건

에서 개재물 및 탄화물을 보다 자세히 관찰하기 위해 주사전자현미경(SEM)을 이용하

다. 개재물의 분포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관찰된 사진으로부터 화상분석기(image 

analyzer)를 이용하여 1/4T 및 1/2T에서 개재물 분포를 측정하 다.

(2) 분석 결과

그림 13은 고리1호기 용접부의 거시적인 단면이다. 각 용접 비드(Bead)를 보다 명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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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에칭을 한 표면에 용접 비드를 따라 선으로 표시하 다. 비드의 높이는 위치에 

따라 다소 편차가 있었으며, 3/4T 위치에서는 다소 폭이 좁았다. 그림 14는 1/4T와 1/2T 

위치에서의 광학현미경 사진이다. 광학현미경 조직에서는 비드 별로 뚜렷한 차이가 관찰

되지 않았고, 오히려 각 비드 내에서 위치별 조직 차이만 나타났다. 

그림 15은 1/2위치에서의 SEM 조직사진을 보여준다. 탄화물은 전형적인 Mn-Mo-Ni 합

금강 용접부의 형상 및 분포를 가지고 있다. 특이한 점은 구형의 개재물이 위치에 상관없

이 다소 많은 양이 관찰되었다 (그림의 화살표 참조). 그림 16은 1/4T 및 1/2T 위치에서 

관찰된 구형 개재물들의 측정된 분포를 보여준다. 1/4T와 1/2T에서 각각 약 0.80㎛ 및 

0.90㎛ 정도의 평균 직경을 갖고 있었다. 특히 약 2㎛이상의 개재물들도 일부 관찰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관찰된 비금속게재물의 크기는 Lawless등에 의해 WF-70, 209, 25 및 193

에 대해 보고된 MnS의 평균 크기보다 약간 작았다.

3.4  파괴인성 시험

고리1호기 노심대 용접부 (Linde 80, WF-233) 보존재(archive material)을 이용하여 조

사전 파괴인성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시험을 수행하 다. 적용된 시험규격은 ASTM 

E1921-97 "Determination of the reference temperature, To, for ferritic steels in the 

transition range" 이며 사용된 시험편은 Charpy 충격시험편 크기의 PCVN 3점 굽힘시험

편이다. 

3.4.1 시편준비

시편의 채취방향은 그림 17과 같이 균열면이 용접방향과 일치하도록 하 으며, 총 13개

의 Charpy 크기 파괴인성 시험편(PCVN)을 가공하 다. 시편의 제원은 그림 18과 같다. 

초기균열길이(ao)가 시편폭(W)의 50% 정도되도록 상온에서 피로균열을 생성하 다. 이때 

균열선단에 걸리는 최대 응력확대계수는 약 20 MPa√m 정도가 유지되도록 최대하중을 

조절하 다. 

3.4.2 시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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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괴인성시험은 32bit PC 에 의해 완전 자동으로 제어 및 data acquisition이 가능한 

MTS-810.24 전기유압식 재료시험기를 사용하 다. 시험은 주로 저온에서 수행되므로 시

편의 온도 조절을 위하여 isopentane을 냉매액으로 하는 액체 bath 및 PID type의 전자

제어 온도조절기를 사용하여 액체질소를 냉매 안에서 순환시킴으로써 시험편의 온도를 

±0.2℃ 이내로 정확하게 조절할 수 있었다. 각 시험편마다 균열선단 근처에 K-type의 열

전대를 점용접하여 시험중 시편의 실제온도를 확인하 다. PCVN 시편의 3점 굽힘 시험

을 위해서 전용 지그를 제작하 으며 이때 정  LVDT 시스템을 부착하여 압축변위를 정

확히 측정할 수 있도록 하 다. 시험장치 및 시험결과의 신뢰도는 그 간 발표된 몇 차례

의 연구결과로부터 충분히 입증되었다.

3.4.3 ASTM E1921-97에 의한 파괴인성 Master Curve 해석방법

시편의 온도가 시험온도에 도달한 상태에서 10분 이상 유지 후 시험을 수행하 다. 시

험은 stroke control로 하중선 변위속도는 0.5mm/min가 되도록 단순 압축하 다. 시험중 

하중-하중선변위를 실시간으로 저장하여 약 1000개 이상의 data point로부터 하나의 하중

-변위곡선을 얻었다. 취성파괴가 일어날 때까지의 에너지 및 하중, 초기 탄성기울기 등의 

정보로부터 탄소성 취성파괴 임계 J적분 값 (JC)를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JC = J e + J p     (1)

여기서, J e = (Ke)
2
/E     (2)

       Ke = PS/[ (BBN)
2W 3/2]×f(ao/W)   (3)

f(a o/W) = 
3(ao/W)

1/2

2[1+2(ao/W)]

×
1.99-(ao/W)(1-ao/W)[2.15-3.93(ao/W)+2.7(ao/W)

2]

(1-ao/W)
3/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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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p = 
ηAp
BNbo

  (5)

여기서, Ap = A-1/2CoP
2  

Co = reciprocal of the initial elastic slope

bo = initial remaining ligament.

η = 1.9

탄소성 벽개파괴인성 KJC는 취성파괴시의 JC 값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환산된다.

KJC = JC⋅E   (6)

각 시편에서 구해진 파괴인성치는 다음 제한조건을 만족할 때 유효한 것으로 간주된다. 

            KJC ≤ (E bo σ ys / 30)
1/2   (7)

동일한 시험온도에서 6개 이상의 유효한 data가 얻어지면 모든 data를 다음과 같이 통

계처리하여 기준 특성온도 To를 결정할 수 있다. 이때 (7) 식의 유효범위를 넘는 측정값

들은 (7)식의 상한값으로 고정한다.

먼저 각각의 시험편으로부터 얻어진 KJC 값을 weakest-link-theory에 의거한 확률이론에 

기초하여 1T-CT 시편에서 얻어질 수 있는 파괴인성치로 다음과 같이 환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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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m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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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MPa√m로 정의된다. 

최소 6개 이상의 유효한 data를 포함하는 data set에 대하여 파괴인성치의 50% 확률적 

평균치(KJC(med))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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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JC(med) =  (Ko-20)(0.9124) + 20 MPa m             (9)

이때 Ko =  [ ∑
N

i=1
(KJC( i)-20)

4
/(r-0.3068)]

1/4

 + 20MPa m  (10)

여기서 N은 시험된 시편의 총 숫자, r은 그 중 유효한 data의 개수이다. 파괴인성 특성

온도 To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6개 이상의 유효한 데이터가 필요하다.

1인치 두께의 시험편에 있어서 ferritic steel의 온도에 따른 파괴인성 변화는 다음과 같

은 단일곡선 (Master Curve)으로 나타낼 수 있다.

       KJC(med) =  30 + 70⋅exp[0.019 (T-To )]  (MPa√m)          (11)

따라서 ferritic steel의 천이특성 기준온도 (To)는 1T-CT 시편을 기준으로 할 때 측정된 

파괴인성 평균값이 100 MPa√m 가 되는 온도로 정의되므로, (11) 식을 다시 정리하면 

시험온도 T에서 측정된 파괴인성 평균값 KJC(med)로부터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To = T - 
1
0.019

ln [
KJC(med)-30

70 ] (12)

3.4.4 PCVN 시편의 파괴인성 시험결과

총 13개의 시험편에 대하여 얻어진 파괴인성시험 결과를 표 2에 정리하 다. 이중 

-90
o
C에서 수행된 7개의 시험결과를 통계 처리할 경우 ASTM 규격에 합당한 파괴인성 천

이기준온도 To를 구할 수 있다. 그림 19는 -90
o
C의 시험 data를 Weibull fit한 것이다. 7개

의 시험결과는 이론적인 편차범위에 비교적 잘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STM 

E1921-97에 따라 해석할 경우 -90
o
C에서 얻어진 7개의 data는 모두가 유효하며, 그로부터 

얻어진 KJC,med(1T) 값은 91.6 MPa√m로서 To를 결정하기에 7개의 data는 충분하다. 식 

(12)에 대입하여 구해진 기준온도 To는 -83.3
o
C 이다. 그림 20는 To=-83.3

o
C에 대해 구해지

는 파괴인성 master curve와 다른 온도에서 얻어진 모든 시험결과들을 함께 도시한 것이

다. Data 수가 충분하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ASTM master curve 특성을 잘 만족하고 

있으며, 또한 편차의 범위는 약간 큰 것으로 보이나 5%-lower bound 및 95%-up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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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und 곡선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제한된 숫자의 시편으로부터 결정된 To 값의 불확실성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여

유값이 필요하다. ASTM master curve 방법에 의한 일반적인 표준편차는 아래와 같이 정

의된다.

σ = β/ N   (13)

여기서 N은 시험편의 개수이며 β는 측정된 파괴인성 값의 범위에 따라 약간씩 다르며 

금번 시험결과에 대해서는 18oC가 적용된다. 따라서 표준편차는 7oC로 결정되었다. 만일 

To 측정값 -83
oC에 보수적으로 99%의 신뢰도를 적용하여 2.6σ를 고려할 경우 -65oC의 

값이 얻어진다. 

이상의 파괴인성 시험결과로부터 고리1호기 용접부 (WF-233)에 대해 PCVN 시험편으

로 구한 To는 평균값 -83
oC, 그리고 99% 신뢰도의 보수적인 값은 -65oC로 평가되었다. 이 

값을 ASME Code Case N-629에 따라 초기 RTNDT에 해당하는 RTTo 값으로 환산할 경우 

평균값은 -82oF, 표준편차는 13oF 이므로 99% 신뢰도를 갖는 보수적인 초기 RTNDT 값은 

-50oF로 평가된다. 그림 21는 초기 RTNDT (RTTo) 값을 -50
oF로 하여 현재의 규격에 따라 

ASME Sec.III의 파괴인성 기준참조곡선(KIC, KIR) 곡선과 함께 금번 PCVN 파괴인성시험

으로 얻어진 고리1호기 원자로 압력용기 용접재의 조사전 파괴인성 천이특성을 보여준다. 

3.4.5 자동화 압입시험(ABI)을 이용한 보완실험 결과

자동화 압입시험(ABI)는 작은 양의 시료를 가지고 재료물성을 준 비파괴적으로 평가하

기 위한 대안으로 연구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 원자력연구소가 개발한 IEF (indentation 

energy to fracture) 개념은 ABI 실험을 통하여 파괴인성 천이특성 master curve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본 과제에서 수행한 PCVN 시편의 파괴인성 시험결과를 

보완하기 위해 ABI로 추가실험을 수행하 다. 무엇보다 ABI 시험은 소량의 시편이 사용

되기 때문에 조사재의 취급에 유리하므로 향후 고리1호기 용접부 소재의 감시시험편을 

이용한 조사취화량 직접 시험평가가 수행될 경우 일차적으로 적용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그전에 비조사재의 실험 data를 확보한다는 측면도 매우 중요하다. 상세한 이론적 전개 

및 해석방법 등은 참고 문헌을 참고하기 바란다.

그림 22는 PCVN 파괴인성 시험결과와 ABI로부터 평가된 파괴인성 천이특성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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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도시한 것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ABI 실험으로 유추된 파괴인성 천이특성

은 실제 파괴인성 시험결과와 잘 일치하고 있다. 또한 data의 편차범위도 5% 하한선 및 

95% 상한선 범위내에 대체로 드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75
o
C 이상의 온도에서는 일

부 data가 5% 하한선 밖에 위치하는 것처럼 보이나 이는 upper shelf 역의 특성이 관

찰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 때문에 이 온도 역에서 PCVN 시편의 파단면을 다시 조사한 

결과 약간의 안정균열성장이 있는 upper shelf 역이 시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리1호기 용접부 파괴인성 천이특성 곡선의 upper shelf 값은 약 150 MPa√m 정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22에서 ABI 해석결과가 실제 PCVN 시험결과보다 약간 낮은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해석에 사용된 국부파괴응력 값 2710 MPa가 약간 과소 평가된 것

으로 판단되나, 그 차이가 크지 않으므로 보정은 하지 않았다.

3.5  Linde 80 용접부 database 검토

Linde 80 용접부는 고리1호기뿐만 아니라 70년대 이전에 건설된 미국내 많은 원자력발

전소의 압력용기에도 존재하고 있고, 이들은 거의가 저인성 및 조사취화에 대한 민감성 

때문에 발전소 수명에 제어인자가 되고 있다. 따라서 미국내의 BWOG (B&W Owner's 

Group) 뿐만 아니라 WOG (Westinghouse Owner's Group), CE, NRC, ORNL 등 관련기

관 모두가 Linde 80 용접부의 조사취화 및 파괴인성 특성의 파악에 관심을 기울여 왔으

며, 비교적 많은 database를 확보하고 있다. 그 중 상당수는 BWOG 및 WOG의 

proprietary data이나 NUREG 보고서 및 논문 형태 등으로 공개된 자료도 있다.

여기서는 이 들 공개/비공개 database로부터 고리1호기 용접부와 유사한 Linde 80 용

접부 소재의 물성 및 파괴인성 특성 결과들을 종합 정리, 검토함으로써 고리1호기의 파괴

인성 시험결과의 적용성에 대한 보완자료로 이용하고자 한다.

3.5.1 WF-70 (Midland Vessel, Zion Unit 1&2)

미국의 Consumers Power Company가 Midland Unit-1 발전소의 가동을 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미국의 NRC는 ORNL 등에 자금을 지원하여 한번도 사용된 적이 없는 실

제 원자로 압력용기를 해체하여 여러 부위에 대해 물성 분포를 다각적으로 평가하기 위

한 노력을 80년대 말부터 진행하 다. 특히 Midland 발전소의 압력용기는 Linde 80 flux 

submerged-arc 저인성 용접부 (WF-70) 이기 때문에 기존의 문제가 되는 저인성 용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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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해결에 실마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어 방대한 양의 시험평가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는 WF-70 용접부를 포함한 Zion Unit 1&2에서 초기 RTNDT 값을 재평가할 때 

Charpy 충격곡선을 배제하는 예외적인 방법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을 입증하는 

데에 중대한 역할을 하 다. 상세한 연구내용은 참고문헌을 참고하기 바라며 다음에 그 

주요 결과들을 정리하 다.

(1) Initial RTNDT

압력용기재료의 초기 RTNDT 값은 ASME Code Sec.III의 NB-2331에 따라 결정된다. 이

때 RTNDT는 낙중시험으로부터 얻어진 NDT(nil-ductility temperature)와 충격시험으로 얻

어지는 T50ft-lb - 60
o
F 중 높은 값으로 정의된다. 대부분의 원자로 압력용기 강에서는 

NDT 값이 초기 RTNDT를 결정하나 예외적으로 Linde 80 저인성 용접부의 경우는 

Charpy 충격흡수에너지(USE) 값이 낮아서 50ft-lb에 해당하는 온도에 향을 미치는 관계

로 초기 RTNDT가 Charpy 충격곡선으로부터 결정된다. 

Midland vessel 노심대지역의 WF-70 재료에서 원주방향으로 수십 개의 위치에서 시편

을 채취하여 시험한 ORNL의 시험결과 낙중시험으로부터 NDT 값은 모두 -60
o
C∼-45

o
C 

범위의 일정한 값을 보 다. 하지만 Charpy 충격결과로부터 결정된 초기 RTNDT 값의 범

위는 -13
o
C∼37

o
C 로 위치에 따라 편차가 매우 컸다. B&W의 시험결과에서도 역시 NDT

는 -51
o
C∼-46

o
C로 거의 편차가 없으나 Charpy 시험으로부터 결정된 RTNDT는 -17

o
C∼

51
o
C까지로 편차가 더욱 컸다. 각 위치에서 측정된 화학성분 분포와 미세조직 사진으로

부터는 충격곡선 RTNDT 값의 큰 편차에 대한 요인을 발견할 수 없었다. 이로부터 

Charpy upper shelf energy가 100J도 채 안되는 저인성 Linde 80 용접부 재료에서 

Charpy 결과로부터 초기 RTNDT 값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의문이 강하게 제기

되었다. 

ORNL과 B&W의 낙중시험 결과로부터 NDT 평균치는 -56
o
F (-49

o
C), 그리고 표준편차

는 14.8
o
F(8.2

o
C)로 결정되었다. 따라서 95% 신뢰도를 갖는 보수적 NDT 값은 -26

o
F 이다. 

WF-70는 Linde 80 용접부 중에서도 구리함량이 가장 높고 파괴특성이 낮으므로 BWOG

은 추가의 1T-CT 시험편의 파괴인성 시험결과를 보완자료로하여 Linde 80 용접부의 초

기 RTNDT에 대한 generic value를 -26
o
F로 제시하 다. NRC에서는 Zion-1 발전소의 경우

는 뒷받침되는 충분한 파괴인성 시험결과가 있기 때문에, 초기 RTNDT 값의 결정에 

ASME III NB-2331의 조항을 그대로 적용치 않고 Charpy 특성온도를 제외하여 보수적으

로 결정된 값인 -26
o
F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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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괴인성 시험결과

WF-70의 파괴인성시험은 1T-CT를 위주로 하여 2T, 4T 까지 비교적 많은 수의 시험이 

천이온도구역에서 수행되었다. 대부분은 ORNL의 NRC 연구과제 보고서에 수록되어있고, 

일부 WOG 및 BWOG의 proprietary data가 있다. 1T-CT 시험편을 이용한 beltline weld

의 To 값의 평균값은 -58
o
C 이다. 이 결과는 수십 개의 data point로부터 결정된 것으로 

그 신뢰도가 매우 크다. B&W의 PCVN data는 7개 시편으로 결정된 -77
o
C로 실제 1T-CT 

시편에 비해서는 덜 보수적인 값을 주었다. 이는 시편의 수량 문제만이 아니라 Linde 80

와 같은 저인성 재료의 경우 시편 크기의 향이 비교적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을 

나타낸다. 참고로 금번 고리1호기 용접부에서 7개의 PCVN 시편으로 결정된 To 값은 

-83
o
C 이었다. 표 3에는 Linde 80 용접재의 파괴인성 시험결과를 요약하여 정리하 다. 

그림 23에는 WF-70 노심대 용접부의 충격시험결과와 고리1호기 조사전 충격곡선을 비

교하여 나타내었다. WF-70의 경우 위치에 따라 많은 시험을 하여 비교적 큰 편차를 보이

고 있으나, 고리1호기의 충격특성과 비교하면 거의 동일한 수준의 재료 거동을 보인다고 

말할 수 있다.

3.5.2 72W, 73W (ORNL)

미국의 ORNL은 high-copper 저인성 용접부의 조사취화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Linde 

80 용접부와 유사한 정도의 구리함량을 갖는 실제크기의 조사취화 예민한 연구용 용접부 

재료를 제작하여 많은 실험을 수행하 다. 72W와 73W의 Cu 함량은 각각 0.23 및 0.31 

wt.% 이며 Ni 함량 0.60 wt.%를 비롯한 나머지 화학성분은 동일하다. 이 재료들의 실제 

화학조성 및 주요 기계적 성질은 표 4와 5에 정리하 다. 이 재료들의 조사전 기계적 특

성은 고리1호기와 WF-70를 비롯한 Linde 80 용접부와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다.

72W와 73W의 경우는 1T-CT부터 2T, 4T, 6T, 8T 까지 이르는 대형 시편의 조사전후 

파괴인성 시험결과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들로부터 결정된 조사전 To 값은 각각 -54
o
C

와 -63
o
C 로 WF-70의 결과와 유사하다. 또한 72W의 경우 한국원자력연구소가 수행한 

PVRC/MPC round robin test 시험결과 PCVN 시험편에서 To 값이 -74
o
C로 얻어졌다. 이 

값은 동일한 조건에서 고리1호기 용접부 및 WF-70 보다 약간 높은 온도값이다.

3.5.3 고리1호기, WF-70, 72W 종합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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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급하 듯이 WF-70와 72W는 미국의 관련기관들의 많은 실험 data를 확보하고 

있으며, Linde 80 저인성 용접부 중에서도 하한적 파괴인성 특성을 가지리라고 평가되는 

재료들이다. 특히 상기 두 재료들은 실제 1T-CT 이상의 대형시편에 대한 충분한 실험자

료를 가지고 있어서 Zion 발전소의 초기 RTNDT 결정시 Charpy 특성온도를 배제하는 것

의 타당성에 대한 입증자료로 활용되었다.

고리1호기 용접부의 경우 사용가능한 재료의 양이 극히 제한되어 있어서 실제 1T-CT 

이상의 큰 시험편에 대한 실험자료를 확보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동일한 PCVN 시험편

의 시험결과에서 고리1호기와 WF-70, 72W의 To 값은 각각 -83
o
C, -77

o
C, -74

o
C로 결정되

었으며, database로부터 WF-70와 72W의 1T-CT 시편결과는 각각 -58
o
C와 -54

o
C로 PCVN 

시편에서 얻어진 차이와 거의 일치한다. 따라서 고리1호기의 PCVN 시험결과의 신뢰도는 

충분히 높으며, 그 천이온도 특성은 WF-70나 72W에 비해서는 약 5
o
C 이상의 여유가 있

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재료의 미세조직 검사로부터 관찰되었듯이 MnS 등 파괴유발

에 기여하는 비금속 개재물의 크기 및 분포가 WF-70보다 양호하다는 점과도 일치한다.

이로부터 앞장에서 고리1호기 용접부 (Linde 80, WF-233) 보존재를 이용하여 실험으로

부터 99% 보수적 신뢰도를 적용하여 결정된 To 값 -65
o
C는 실제 재료특성을 잘 나타내어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값을 이용하여 ASME Code Case N-629를 적용하여 RTTo를 구

하면 -50
o
F의 값이 얻어진다.

Zion 발전소의 RTNDT 재평가는 ASME Code Case N-629 규정이 제정되기 이전에 수행

되어 단지 낙중시험 결과로부터 보수적으로 -26
o
F라는 값이 얻어진 바 있고 현재는 이 값

이 NRC에서 인정된 초기 RTNDT 값으로 사용되고 있다. 만일 동 발전소의 WF-70 용접부

에 대해 code case N-629 조항을 적용한다면 To (-58
o
C) 로부터 RTTo는 -37

o
F로 결정되어 

약 11
o
F의 추가 여유가 발생한다. 하지만 72W의 To(-54

o
C) 값을 사용할 경우는 RTTo가 

-30
o
F로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26

o
F와 거의 유사한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Linde 80 

저인성 용접부의 천이온도 특성에 대한 보수적 하한값으로서 초기 RTNDT 값을 기존의 

-26
o
F를 적용하는 것은 실제적으로도 큰 오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고리1호기 원자로압력용기 저인성 용접부 Linde 80, WF-233의 경우에는 제한된 

수량의 시험결과를 고려하여, Linde 80 용접재의 일반적 하한값으로서 Zion 발전소의 

WF-70 및 72W 에 대해 파괴인성시험 결과로부터 재평가된 초기 RTNDT 값인 -26
o
F를 보

수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공학적으로 합리적인 것일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실제적으로

는 약 10∼20
o
F 정도의 추가적 안전여유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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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는 WF-70 및 72W, 73W 그리고 고리1호기 용접재의 파괴인성 시험결과들을 

Linde 80 용접재에 대한 하한특성 값으로 판단되는 Zion 발전소의 RTNDT (-26
o
F)에 기초

한 ASME 기준 파괴인성곡선(KIC curve)와 함께 도시한 것이다. 그림에서 보듯이 -26
o
F는 

고리1호기를 비롯한 저인성 압력용기 용접부 소재의 일반적인 lower bound RTNDT 값으

로 적용되기에 충분한 보수성을 갖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 값은 Linde 80 용접재의 실제 

파괴인성 시험결과들을 모두 만족한다.

최근 NRC의 Mark Kirk 등[25]이 Kewaunee 발전소에 대해 Master curve 방법을 적용

하여 RTPTS를 재평가한 결과에 의하면, 실제 조사재 감시시험편을 직접 파괴인성시험하여 

To를 구하는 것이 불필요한 불확실도를 없애서 가장 큰 안전여유를 주었다. 따라서 고리1

호기의 경우도 감시시험편을 재활용하여 조사재의 파괴인성시험을 수행할 경우는 초기 

RTNDT 만을 재평가한 금번의 결과보다도 훨씬 충분한 안전여유도를 확인할 수 있으리라 

예상된다.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는 추후 있을지도 모르는 고리1호기 감시시편 파괴인성

시험에 대비하여 사용된 감시시험편의 재생용접증식법, 조사재 PCVN 파괴인성시험법 등 

제반 필요한 기술들을 확보하고 있다.    

3.6  요약 및 추천사항

1. 고리1호기 용접재 (Linde 80 WF-233)의 PCVN 시편으로 구한 파괴인성 천이특성 기

준온도 To는 -83
o
C 이며, 표준편차를 고려한 99% 신뢰도의 보수적인 To 값은 -65

o
C로 평

가되었다. 이를 ASME Code Case N-629에 따라 RTTo로 환산하면 -50
o
F이다.

2. 고리1호기 용접부(WF-233)의 파괴인성 천이온도특성은 Linde 80 저인성 용접재의 

평균적 특성보다는 나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Zion 발전소의 WF-70 (Zion 1&2) 보다

는 약간 나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동일 조건에서의 파괴인성 시험결과 및 충격시험

자료, 화학성분, 미세조직 결과로부터 모두 입증되었다.

3. Zion 1&2 WF-70의 경우는 Charpy 특성온도를 배제한 채 NDT 시험결과인 -26
o
F를 

초기 RTNDT 값으로 인정받았으며, 이 값의 보수성을 파괴인성 시험결과로 입증하 다. 이 

값은 저인성 용접재의 가장 나쁜 파괴인성시험 결과에 대해 ASME Code Case N-629 조

항을 적용하여 얻어지는 RTTo 값(-30
o
F)과 거의 유사하므로, 이 값을 Linde 80 저인성 용

접부의 일반적인 lower bound 값으로 사용하는 것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다. 

4. 고리1호기 용접부에 대한 파괴인성시험 결과의 수량이 제한되어 있음을 고려하면 초

기 RTNDT를 Linde 80 용접부의 일반적 하한 값인 -26
o
F를 보수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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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실제 파괴인성 특성 면에서는 약 10∼20
o
F 정

도의 추가적 안전여유가 포함된다.

5. 향후 수명기간 동안의 계속적인 불확실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감시 시

험편 (충격시험편, 혹은 reconstituted Charpy)을 이용한 조사후의 파괴인성 시험결과를 

실제로 확보할 것을 추천한다. 단기적으로는 조사시편의 ABI 시험을 통한 파괴인성 간접

적 평가가 우선적으로 수행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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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Kori unit 1 reactor pressure vessel weldment.

Distance from the 

Outer Surface (cm)
C P Ni Cu

0.7 0.077 0.019 0.660 0.225 

1.8 0.070 0.016 0.656 0.222 

2.8 0.071 0.018 0.644 0.217 

3.8 0.069 0.018 0.643 0.216 

5.0 0.080 0.020 0.672 0.216 

6.1 0.070 0.017 0.645 0.216 

7.1 0.074 0.018 0.661 0.212 

8.1 0.072 0.018 0.657 0.207 

9.3 0.082 0.021 0.680 0.226 

10.4 0.069 0.018 0.651 0.221 

11.4 0.079 0.017 0.663 0.208 

12.4 0.083 0.018 0.660 0.217 

13.4 0.081 0.017 0.652 0.202 

14.4 0.085 0.015 0.653 0.200 

15.4 0.081 0.016 0.664 0.198 

16.4 0.077 0.015 0.653 0.183 

17.6 0.084 0.017 0.663 0.163 

    (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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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KJC test result for Kori unit 1 archive material (by using PCVN specimen).

(
o
C) (mm) (MPa√m)

No. SP Code Temp. ai KJC KJC(1T) KJC(limit)

1 KW1W201 -75 5.23 144.0 118.2 136.6 

2 KW1W202 -75 5.14 195.6 159.1 137.8 

1 KW1W203 -90 5.23 131.8 108.5 140.5 

2 KW1W204 -90 5.12 68.7 58.6 142.1 

3 KW1W205 -90 5.17 125.1 103.2 141.4 

4 KW1W206 -90 5.21 78.6 66.4 140.8 

5 KW1W207 -90 5.23 96.8 80.8 140.5 

6 KW1W208 -90 5.20 134.8 110.9 140.9 

7 KW1W209 -90 5.23 129.1 106.4 140.5 

1 KW1W210 -40 5.14 325.9 262.3 132.3 

1 KW1W211 -60 5.12 186.8 152.1 136.9 

1 KW1W212 -120 5.19 109.3 90.7 143.6 

1 KW1W213 -140 5.17 43.5 38.6 150.4 

   Specimen : 10 × 10 ×55 (PCVN, non-side-groo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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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Fracture toughness variations of Linde 80 weldments.

시험기관 시편 용접재 To (
o
C)

시험온도

(
o
C)

시편갯수

B&W PCVN

WF-25 -92 -98 6

WF-182-1 -108 -118 6

WF-112 ( -101 ) -107 4

WF-70 -77 -84 7

KAERI PCVN

WF-233 -83 -90 7

72W -74 - 24

ORNL 1T-CT

WF-70 -58 - 56

72W -54 - 74

73W -63 -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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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hemical compositions of the selected high-copper low toughness weldments. (wt.%)

Cu Ni C P S Mn Si Mo Cr

WF-233 WQT Report 0.22 0.55 0.053 0.015 0.016 1.6 0.44 0.47

(Kori unit 

1)
BAW-2108, Rev.1 0.29 0.68 0.1 0.021 0.015 1.45 0.42 0.44

WCAP-8586 0.23 0.61 0.1 0.012 0.015 1.52 0.37 0.48

4th ST 0.18 0.63 

3rd ST 0.19 0.65 

2nd ST 0.22 0.76 

1st ST 0.19 

KAERI (1999) 0.21 0.66 0.076 0.018

WF-70 Beltline 0.26 0.57 0.017 1.61 0.62

(Midland) Nozzle 0.40 0.57 0.015 1.59 0.55

Aver. 0.29 0.57 0.016 1.6 0.61

BAW-2108 0.35 0.59 0.09 0.018 0.009 1.63 0.54 0.4 0.1

72W 0.23 0.60 0.093 0.006 0.006 1.6 0.44 0.58 0.27

73W 0.31 0.60 0.098 0.005 0.005 1.56 0.45 0.58 0.25

WF-25 0.35 0.68 0.09 0.015 0.016 1.6 0.5 0.42 0.09

WF-112 0.31 0.59 0.08 0.016 0.015 1.47 0.54 0.4 0.07

WF-182-1 0.24 0.63 0.08 0.014 0.013 1.69 0.45 0.4 0.14

WF-193 0.28 0.59 0.09 0.016 0.016 1.49 0.51 0.39 0.06

SA-1526 0.35 0.68 0.09 0.013 0.017 1.53 0.53 0.42 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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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Mechanical properties of the selected high-copper weldments.

YS UTS NDT USE

(ksi) (ksi) (oF) (ft-lb)

WF-233 (Kori unit 1) 70.4 86.2 -20 66.3

WF-70 (Midland beltline) 74.2 88.9 -49
*

64

72W 72.5 88.3 -10 100

73W 71.5 87.5 -30 100

  * : 95% conservative lower bound value = -26oF

      (Tensile strengths are the room temperature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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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roblems in determination of initial-RTNDT and △RTNDT in low upper shelf materials in 

accordance with the current ASME III. NB-2300 procedure. 



- 646 -

Inlet  Nozzle  Weld

Weld WF-259
  (Linde 80)

Intermediate  Shell

SA508-2 (Forging)

124W375VA1

63″

Capsule

Weld  WF  232 / WF233

 (Linde  80)

Lower Shell

SA508-2 (Forging)

122X371VA1

Thermal   Shield

Weld

∼39-1/2 ″ 

CORE

144 ″

62-3/8″ 

61-1/4″ 

57-3/4″ 

72.5″ 

66″ 

∼21″ 

∼10″ 

CV CV

CV CV

CAPSULE

1″ 

1″ 
SPACERS
CHARPY SPECIMEN

WELD

0.030″STAINLESS

STEEL 

CORE

∼14-3/4″ 

Figure 2. Schematic drawing of weldments and surveillance capsules in Kori unit 1 reactor 

pressure vess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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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8 -

모재 모재 

용접부

A
B

D
C

X

Z

W

Y

Analyzed on the plane ABCD

Analyzed on the plane XYZW

IS

1/4T

1/2T

OS

Figure 4. Schematic of chemical analysis locations in test bl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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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5. Copper distribution along the weld centerline in the Kori unit 1 RPV weldment.



- 650 -

0.45

0.50

0.55

0.60

0.65

0.70

0.75

0.80

3/4T1/4T IS1/2TOS

 N i (w t% )

N
i c

on
te

nt
 (w

t%
)

Locations

Figure 6. Nickel distribution along the weld centerline in the Kori unit 1 RPV weld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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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Carbon distribution along the weld centerline in the Kori unit 1 RPV weld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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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Phosphorus distribution along the weld centerline in the Kori unit 1 RPV weld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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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Nickel (a) and Copper (b) distributions at location IS in the Kori unit 1 weld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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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Nickel (a) and Copper (b) distributions at location 1/4T in the Kori unit 1 weld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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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Nickel (a) and Copper (b) distributions at location 1/2T in the Kori unit 1 weld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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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Nickel (a) and Copper (b) distributions at location OS in the Kori unit 1 weld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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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Cross-sectional view of the submerged-arc weldment of Kori uni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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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 Optical micrographs of the weldment at 1/4T (a) and 1/2T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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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5. SEM micrographs of the weldment at 1/4T (a) and 1/2T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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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Quantitative measurement of non-metallic inclusion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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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7.  Schematic drawing for sampling the fracture toughness specimens from the Linde 

80/WF-233 archive weld bl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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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8.  Dimension of the PCVN fracture toughness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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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9.  Weibull plot of Kori unit 1 PCVN fracture toughness test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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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0.  Fracture toughness test result of Kori unit 1 beltline weldment, Linde 80 WF-233, 

measured by PCVN speci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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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  ASME fracture toughnes reference curves, KIC and KIR, based on the measured 

RTTo with PCVN test data of un-irradiated Kori unit 1 weld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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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2. Fracture toughness data estimated by ABI experiments sing broken PCVN specimens 

of Kori unit 1 weld.



- 667 -

-100 0 100 200 300
0

20

40

60

80

100

120
1/4T

Charpy Impact Properties of Un-irradiated Beltline Welds

 WF-233 (baseline)

 WF-233 (factory)

 WF-70

 95% C-band

E
ne

rg
y 

(J
)

Temperature (oC)

Figure 23.  Charpy impact energy data of un-irradiated Kori unit 1 weld compared with th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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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항   1차 배관재료 물성

4.1  경수로 가압기 림관 재료 파괴인성 특성

4.1.1 서론

경수로 가압기 림관(Pressurized Water Reactor Pressurizer Surge Line)은 원자로 냉

각재 계통 가압기(Pressurizer)와 고온관(Hot leg)을 연결하는 배관으로 RCS계통내의 압력

을 조정하는 통로 역할을 한다. 림관은 가동시 가압기 측의 고온의 냉각재와 상대적으

로 저온인 고온관측의 냉각재가 교차함으로 열응력을 받으며, 피로, 충격 등의 하중에 대

한 높은 저항성이 요구된다. 

오래 전에 설계된 국내외 기존 원전은 초기 구조 설계 시 배관파단으로 인한 동적 

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파단 예상 지점에 배관 파단 구속장치(Pipe Whip Restraint) 및 유

체 충돌 차단벽(Jet Impingement Shield) 등의 육중한 구조물을 설치하여 왔다. 그러나 

배관이 파단에 이르기 전에 발생하는 누설을 감지함으로써 배관에 발생된 균열을 미리 

발견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양단순간파단과 같은 극단적인 상

황을 방지할 수 있는 파단전 누설개념(Leak Before Break: LBB)의 적용으로 각종 지지 

구조물을 최소화 할 수 있고, 가동 중 검사(ISI)에 작업자의 피폭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되

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장점 때문에 광 3/4호기부터 직경이 12 inch 이상인 주요 배관

중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고에너지 배관에 LBB 개념을 적용하고 있으며, 가압기 림

관도 적용대상이 되었다.

충분한 파단전 누설(Leak Before Break, LBB) 안전 여유도 확보를 위해서는 소재의 인

장 및 파괴인성 특성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상용 림관 (TP347 스테인레스강)

에 대한 각종 기계적특성 및 미세조직특성 등을 상호 비교/평가하여 이로부터 동 소재의 

파괴 및 인장 특성을 제어하는 주된 인자를 도출하 다. 

4.1.2 TP347 스테인레스강 림관 소재의 물성 

(가) 인장(Stress-Strain)성질 비교

현재까지 림관 소재로 적용된 재료에 대한 인장 성질을 비교하여 보았다. 표 1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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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항복강도는 광3/4 Elbow를 제외하고는 150 - 170MPa 정도 

범위내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미세조직 분석결과에서도 언급될 것이지만 광3/4 

Elbow의 경우 소재가 냉간가공이 상당히 되어 있었다. 일반적으로 냉간가공은 재료의 항

복강도 증가에 결정적인 향을 미치게 된다.

(나) 파괴인성 특성 비교

광3,4호기 및 울진3,4호기 림관 소재로 사용된 Type 347 스테인레스강 소재의 

316
o
C에서의 J-R 특성 시험결과들을 종합하여 그림 1에 도시하 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광3,4호기 및 울진3,4호기 림관 직배관 소재의 J-R 특성은 거의 비슷한 수준으

로 양호하다. 이는 탄소함량을 비롯한 화학조성이 유사하기 때문인 것으로 예상할 수 있

다. 광5,6호기에 적용이 취소된 직배관 소재의 경우는 타 소재에 비해 현저히 낮은 파

괴저항치를 나타내었다. 이 소재의 경우 탄소함량이 타 소재에 비해 약간 높은데 이로 미

루어 J-R 특성에서 탄소 함량이 주는 향이 매우 큰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를 위하여 함

께 도시한 광3,4호기 엘보우 및 safe end 소재의 경우는 C-L 방향으로 직접적인 비교

는 힘들다. 하지만 광3,4호기 엘보우 소재의 경우 취약한 C-L 방향시편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파괴저항성을 유지하 다. 이 소재의 탄소함량이 가장 낮음을 고려할 때 J-R 특성에 

있어서 1차적인 인자는 탄소함량으로 잠정적 결론을 내릴 수 있으며 탄소함량 0.05%를 

전후로 급격한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된다.

4.1.3 성분 분석

현재 국내 경수로 림관에 적용되고 있는 소재들에 대한 성분을 국내 분석 기관들을 

통해 재분석하여 CMTR 자료로 제시된 성분들과 비교하여 보았다. 성분 분석 결과는 표 

2에 있는 바와 같다. 합금 성분들 중 강도특성과 가장 관련이 깊은 성분은 C, N, 및 Nb 

이다. 성분 분석 결과 N과 Nb는 5개 합금 모두에서 CMTR 결과와 유사한 값을 보여주

고 있는 반면에 C 함량이 광 3/4 Elbow 재료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여 주고 있었다. 

특히 3개 기관의 결과가 모두 다른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미세조직 분석에 근거

하여 볼 때 탄소함량이 0.040% 이하의 낮은 범위에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기타 합금성

분들은 비교적 CMTR 결과와 일치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CMTR 자료로 제시된 합금성분은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합금 성분별로 비교해 볼 때 C 함량은 광 3/4 Elbow 소재가 가장 낮았고, 후속 호



- 671 -

기로 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Nb/C 비는 약 11∼15 범위을 보이고 있는

데, 광 3/4 Elbow 소재가 가장 낮은 반면에 광3/4, 울진3/4, 광5/6 후보재의 경우 

대체적으로 13%이상의 높은 비를 보여주고 있었다. N 함량은 Pipe 소재의 경우 모두 

0.11% 내외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광3/4 Elbow와 Safe End의 경우 낮았다. 

4.1.4 미세조직 검사

(가) Type 347 스테인레스강의 기본 조직 특성

Type 347 스테인레스강은 스테인레스강의 기본이 되는 304 스테인레스강에 Nb을 탄소

함량의 10배 이상 첨가하여 NbC 탄화물을 내부에 형성시킨 합금이다. NbC 탄화물의 형

성으로 입계부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Cr 탄화물 형성을 억제하여 내부식 성능을 향

상시키고 이와 동시에 NbC 입자의 미세분포를 통해 강도도 향상시킨 것이 347 스테인레

스 강의 잘 알려진 특징이다. 기본적인 하부조직은 약 20 - 100 ㎛ 정도의 범위를 갖는 

결정립 구조를 갖고 있으며 오스테나이트 단상으로 이루어져 있다. 합금 용해, 고온가공 

(단조 또는 압출 등) 그리고 소둔 열처리(1040 - 1100℃ 범위)를 통해 결정립 구조 생성과 

고용된 탄소를 탄화물(NbC)로 생성시켜 고용 탄화물의 양을 줄임으로써 예민화 역에

서의 입계 부식 저항성을 향상시키게 된다.

생성된 NbC 탄화물은 조대한 입자들과 미세한 입자들의 전형적인 이중 크기 분포

(bi-modal distribution)를 가지고 있다. 약 5㎛ 이상의 조대한 탄화물들은 용해 후 응고되

는 과정에서 주로 1300℃ 이상의 온도 역에서 생성되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347 합금의 

Nb 함유량이 고용한도를 훨씬 상회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대한 입자들은 용해 응고 후 

1200 - 1300℃에서 열간 가공하는 중에도 재용해되지 않고 유지되며, 다만 입자들이 가공

방향을 따라 길게 늘어서는 불균일한 양상을 보이게 된다. 0.2㎛ 이하의 미세한 탄화물들

은 주로 용체화처리(또는 안정화처리)하는 과정에서 입계와 입내에 석출하게 된다. 이러

한 입자들의 석출은 기지조직내의 탄소량을 저감시켜 입계 부식에 대한 저항성을 향상 

시키게 된다.

(나) 광학현미경 조직 비교

그림 2의 광학현미경 사진은 상용재료들에 대한 미세조직 결과들을 보여 주고 있다. 모

든 합금들이 튜브가공 방향과 나란한 조대한 입자들의 흐름을 갖고 있다. 또한 튜브가공 

방향과 무관하게 기지조직 내에 균일하게 분포하고 있는 미세한 입자들도 무수한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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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으로 관찰되고 있다. 정성적으로 관찰되는 조대한 입자들의 분포량은 다음과 같은 결과

를 보 다.

광3/4 Elbow ＜＜  광3/4 pipe ≤ 울진3/4 pipe ＜ 광5/6후보재

조대한 입자들의 분포는 정성적인 분석만으로 고려해 볼 때 3장에서 나타나는 성분분석 

결과와 잘 일치된 탄화물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즉, C와 Nb의 량이 가장 많은 소재에서 

적은 소재 순으로 조대 탄화물의 양이 감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C와 Nb

의 함량은 미세조직 상의 조대 탄화물 량을 제어하는 중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다. 광

3/4 Elbow 소재는 성분에서 예측되는 것보다 다소 낮은 조대 탄화물량을 보이는 것으로 

관찰되었는데, 미세조직 관찰만을 고려할 경우 탄소함량은 0.04%이하로 분석된 KAERI의 

분석 결과가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미세 탄화물의 분포는 광학 현미경 상으로 

분류가 불가능하 다.

상대적인 결정립 크기는 그림 3에 나타나 있다. 광3/4와 광5/6후보재의 결정립 크

기는 약 50㎛정도를 보이고 있고, 울진3/4는 약 30㎛정도로 다소 미세한 조직을 보이고 

있었다. 반면에 광3/4Elbow 소재의 경우 약 100㎛ 이상으로 결정립이 매우 심하게 조

대화되어 있었다. 일반적으로 C와 Nb의 함량이 높을수록 NbC 탄화물의 결정립 성장 저

지효과로 인해 결정립이 미세해 지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상용 합금에 대한 

관찰결과 이러한 경향은 뚜렷이 관찰되지 않았다. 결정립 크기는 또한 고온 가공량과 뒤

이은 용체화 처리 온도에도 의존한다. 상용합금들의 경우 튜브제조중의 이러한 변수들에 

의해 결정립 성장이 다르게 반 된 것으로 추정된다. 광3/4 Elbow소재의 결정립이 큰 

원인은 상대적으로 낮은 C와 Nb 함량과, 용체화 처리 온도가 1080℃로 튜브소재의 104

0℃에 비해 높았던 것이 그 원인인 것으로 추정된다. 결정립 크기는 소재의 인장성질에 

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 중의 하나이다. 

(다) 전자현미경 미세조직 분석

상용소재의 미세조직을 보다 상세히 분석하기 위해 SEM(Scanning Electron 

Microscopy)와 TEM(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를 이용하여 미세조직과 석출상 

성분분석을 수행하 다.  

그림 4는 탄화물을 노출시키기 위해 시편 표면을 약하게 에칭한 후 관찰된 SEM 결과

들을 보여주고 있다. 광학현미경 결과를 통해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이중크기의 탄화물 

분포를 보여주고 있고 광학현미경상에서 미세한 점으로 관찰되던 것들이 작은 탄화물들

임을 알 수 있다. SEM 결과에서도 조대 탄화물들의 상대적인 양은 광학현미경 관찰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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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와 마찬가지로 성분표 상에 C와 Nb의 함량이 낮은 소재에서 높은 소재로 갈수록 증가

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그림 5는 SEM-WDS(Wavelength Despersive Spectrometer)를 이용하여 조대 탄화물에 

대해 분석된 성분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탄화물의 위치에서 Nb와 C의 함량이 급격

히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N의 함량도 다소 증가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따라

서 정확한 조대 탄화물 종류는 질소가 다소 함유된 Nb(CN)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6은 각 소재들에 대해 TEM으로 분석된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다. 관찰결과 조대 

탄화물 외에 기지조직 내에 많은 미세 탄화물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

에 대한 TEM-EDS(Energy Derspersive Spectroscopy)분석 결과 조대한 입자들과 마찬가

지로 NbC 또는 Nb(CN)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가지 특이한 사실은 그림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광3/4 Elbow 소재의 경우 입내에 많은 전위구조가 형성되어 있었다. 이것은 

소재가 냉간 가공을 받은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하며, 본 소재가 다른 소재들에 비해 높

은 항복강도와 인장강도를 가지는 원인인 것으로 파악된다.

4.1.5 파괴양상 분석 (Fractography)

(가) 파면특성 분석

J-R 시험을 행한 후 각 소재들에 대한 파면관찰을 통해 파괴의 주된 인자를 분석할 수 

있었다. 그림 8은 각 소재들에 대한 파단면에서의 SEM 관찰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광

3/4 Elbow시편을 제외한 모든 시편은 L-C 방향시편이 제작된 것으로 균열진전 방향이 

주 가공방향에 수직이다. 광3/4 Elbow 소재는 C-L 방향으로 균열진전 방향이 주 가공

방향과 일치한다. 저배율의 파면을 비교한 결과 J-R 특성이 가장 낮은 광5/6후보재의 

경우 가장 표면 거칠기가 큰 것으로 확인된다. 파면을 자세히 관찰한 결과 그림 9(b)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소재의 파면에서 딤플 내부에서 탄화물로 추정되는 입자들이 관찰

되었다. 관찰되는 이러한 입자들의 상대적인 량은 광 5/6후보재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고, 표면 요철이 심한 것도 이러한 입자들의 다량분포와 관련이 깊은 것으로 확

인되었다. 반면에 광3/4 Elbow소재의 경우 딤플들이 비교적 작고 균일하 고 딤플 내

의 입자량도 매우 적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나) 파면 수직단면 파괴 양상 

파면 아래 조직 내부에서의 손상정도를 관찰하기 위해 J-R 시험 후 시편 파면에 수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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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절단하여 절단면을 약한 에칭으로 탄화물을 노출시킨 후 SEM 관찰을 하 다. 그림 

10과 11은 관찰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모든 종류의 시편에서 파괴가 조대한 탄화물 입

자에서 시작되어 성장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울진3/4와 광5/6시편이 이러한 현상을 가

장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그림 10(b)는 울진3/4 시편의 파괴양상을 보다 뚜렷이 보여주

고 있는데, 파괴의 시작은 탄화물입자 자체의 파괴로부터 시작되어 작용 응력축에 수직 

방향으로 균열이 성장하 다. 반면에 광3/4 Elbow 시편의 경우 조대한 입자가 현저히 

적음으로 인해 조대 입자에서의 파괴 빈도가 현저히 감소되며 생성균열들도 불연속적이

어서 파괴의 저항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4.1.6 요약 및 결론

상용 347 합금들에 대한 성분, 미세조직, 강도, 파괴인성 및 파괴양상을 종합하여 분석

해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파괴인성 J-R data를 비교해 본 결과, 광5/6후보재 ＜＜  울진3/4 pipe  ≤ 광

3/4 pipe ＜ 광3/4 Elbow(C-L) 순으로 파괴인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광

3/4 Elbow의 경우 다른 소재들과 달리 더 취약한 방향인 C-L 방향으로 시편을 채취하

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인성을 보 으므로 다른 소재들과 동일한 L-C 방향으로 비교할 경

우 더욱 높은 인성을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 

  2) 인장성질은, 광5/6후보재 ＜ 광3/4 pipe  ≤ 울진3/4 pipe ＜＜  광3/4 

Elbow(C-L) 순을 보이고 있었다.

  3) 파괴특성을 주도하는 주된 인자는 주 가공방향(튜브길이방향)을 따라 분포하고 있는 

조대한 Nb(CN) 입자들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런 입자들이 응력을 받아 부서져서 균열

을 생성, 성장시키고 상호 연결되어, 취성의 경향이 높은 파괴양상을 만들기 때문이었다.

  4) 관찰결과, 조대한 입자들의 분포량은 정성적으로 다음과 같은 순으로 증가하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광3/4 Elbow ＜＜ 광3/4 pipe ≤ 울진3/4 pipe ＜ 광5/6후보재. 

이는 파괴인성이 증가하는 순서와 일치하며 조대한 입자들이 파괴특성을 결정짓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5) 조대한 입자들의 분포량은 성분분석결과와 비교해 볼 때 C와 Nb의 함량에 직접적

으로 의존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각 소재들에 대한 화학성분을 국내기관에 의뢰하여 분석

하여 본 결과, CMTR 상의 성분분석자료와 비교적 가까운 결과를 보 으므로 CMTR 상

의 분석결과가 대체적으로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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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배관 및 엘보우 소재의 J-R 파괴저항특성

4.2.1 서론

광 3, 4 호기 이후부터 원자로 배관계통에 파단전 누설 (leak-before-break, LBB) 설계 

개념을 적용함에 따라 배관 내부에 존재하는 균열이 안정적으로 전파함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서 정적 하중조건에서뿐만 아니라 지진하중과 같은 동적 하중 조건

에서의 J-R 파괴저항 특성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원자로 배관 재료에 

대해 다양한 온도 및 하중속도에서 시험한 정량적 파괴저항성 데이터는 상당히 미미한 

실정이었다. 

  따라서, 압력용기용 국산 SA508-Gr.3 강에 대해 정적 하중속도로 원자로 냉각재 배관 

및 엘보우의 재료인 SA508-Gr.1a, SA516-Gr.70 강에 대해서는 정적 및 동적 하증속도로 

상온에서부터 원자로 가동온도에 이르는 다양한 온도범위에서 J-R 파괴저항시험을 실시

하 다. 압력용기용 재료에 대해서는 정련법에 따라 나눈 세 종류의 강들의 파괴저항성 

비교 및 미세조직과 파괴거동의 연관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고찰하 으며, 배관재에 대해

서는 각 재료에 있어서 하중속도 및 온도 변화에 따른 파괴저항성 변화 및 동적변형시효 

(dynamic strain aging, DSA) 현상이 파괴저항성에 미치는 향 관해 고찰하 다.

4.2.2 실험방법

표 3에 원자로 냉각재 배관 및 엘보우용 재료인 SA508-1a 강과 SA516-Gr.70 강의 화학적 조

성을 나타내었다. SA508-Gr.3 강 및 SA508-1a 강은 템퍼드 베이나이트 조직으로, SA516-Gr70 

강은 층상의 페라이트-퍼얼라이트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다. 

J-R 파괴저항 시편은 강판의 두께의 ¼이 되는 지점에서 채취된 시료로 가공된 ASTM 

표준 1T-CT 시편이었다. 피로균열 생성 후에는 양쪽 측면에 각각 시편 두께의 10%에 해

당하는 가공하 다. 균열방향은 압력용기용 강에 대해서는 T-L 방향, 배관 및 엘보우 재

료에 대해서는 L-T 방향이었다. 시험기로는 100kN 용량의 유압식 MTS 810 시스템을 사

용하 다. 

 배관 및 엘보우 재료 시편에는 직류전위차 시험 (direct current potential drop test, 

DCPD test) 을 위하여, 동선이 시편의 개구부에 부착되었다. 



- 678 -

J-R 파괴저항시험은 상온∼316℃의 온도와 2.5×10-5∼1.33×100/s의 변형률 속도 범위

에서 직류전위차법을 사용하여 수행되었다. 전압강하 신호로부터 균열길이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Johnson 식을 사용하 다.

 

4.2.3 결과 및 고찰

그림 12와 13에 316℃에서 원자로 냉각재 배관 소재인 SA508-1a 강과 엘보우 소재인 

SA516-Gr.70 강의 정적 (0.3mm/min), 동적 (1000mm/min) 파괴저항성을 나타내었다. 

SA508-1a 강의 경우는 동적하중속도에서도 하한곡선 이상의 높은 파괴저항성을 나타내고 

있었으나, SA516-Gr.70 강은 동적 파괴저항치가 하한곡선 근처에 위치하는 낮은 파괴저

항성을 보 다. 

  그림 14는 두 재료의 하중속도에 따른 파괴저항성 변화를 정량적으로 표시하기 위해 

균열이 0.1inch 진전했을 때의 J 적분값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 재

료 모두 특정하중 속도에서 파괴저항성의 최저값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동적변형시효 

현상의 특징이다. SA516-Gr.70 강의 경우, 상대적으로 파괴저항성이 상당히 떨어지고, 동

적변형시효 현상이 발생하는 역도 비교적 넓은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러한 파괴저항특성이 SA516-Gr.70 강에 있어 일반적인가를 고찰하기 위해 동종의 다

른 제강업체에서 제조된 비교 재료와의 파괴저항성과 서로 비교하 다. 여기서 당초 시험 

재료를 A, 비교재를 B라 한다. 그림 15는 두 재료의 여러 온도와 하중속도에서의 파괴저

항성은 균열이 0.1 inch 진전했을 때의 J 적분값으로 나타낸 값이다. 그림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비교재료의 파괴저항성이 월등히 높고, 동적변형시효가 나타나는 

온도 구간도 고온 쪽으로 이동해 있으며 파괴저항성이 최소가 되는 온도들의 분포범위도 

상당히 좁았다. 

  이렇게 같은 사양의 재료에서도 파괴저항성 및 동적변형시효 거동의 차이가 생기는 이

유를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해 보았다. 

  먼저 비교재 B의 파괴저항성이 전반적으로 A 재료 보다 높은 이유는 재료 B의 입도 

(ASTM # 7.5) 가 재료 A의 입도 (ASTM # 6.6) 에 비해 미세하고 또한 재료 B의 탄소함

량이 상대적으로 적음으로 파괴저항성에 나쁜 향을 미치는 퍼얼라이트가 재료 A에 비

해 적게 생성된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두 재료의 동적변형시효 거동의 측면에서는, 각각의 하중속도에 대해 최저 파괴저항성

을 보이는 특성 온도가 재료 A재료 A보다 재료 B에서는 고온 역 쪽에서 나타나고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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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변형시효가 일어나는 온도 역이 재료 B에서 많이 축소되어 있는 사실은 재료 B가 재

료 A에 비해 동적변형시효에 덜 민감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며 그림 16에서 볼 수 있는 

재료 B의 톱니모양 발생점에서 용질 원소 확산의 활성화 에너지가 92 kJ/mol 로 그림 

17에 나타낸 재료 A의 65 kJ/mol 보다 월등히 높다는 사실과 일치한다.

4.2.4 결론

냉각재 배관 및 엘보우 소재인 SA508-1a 및 두 종류의 SA516-Gr.70 강에 대하여 J-R 

파괴저항시험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배관 소재인 SA508-1a 강은 정적 및 동적 하중속도에서 높은 J-R 파괴저항성을 보

여주었으나, SA516-Gr.70 강 중 일부 재료는 동적변형시효에 민감할 뿐 아니라 전체적인 

파괴저항성이 나빴다.

(2) 동종의 SA516-Gr.70 강에서 J-R 파괴저항성의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퍼얼라이트 함

량 차이, 동적변형시효 민감성의 차이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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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ensile data for the commericial surgeline materials

YG3/4
YG3/4 

Elbow
UC3/4

YG5/6적용

유보재

YS 

ksi(MPa)

21.8

(150)

39.7

(274)

24.8

(171)

23.6

(163)

29.7

(205)

UTS 

ksi(MPa)

62.6

(431)

69.3

(478)

66.3

(457)

66.0

(455)

68.3

(471)

El.(tot.)

(%)
- - - 35.5 34

RA 

(%)
- - - 60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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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hemical composition of RCS surgeline materials

Alloys Cr Ni Mn Si S P Co Mo C N
Cb

(Nb)
참조

광3/4 

Elbow
17.30 9.22 1.65 0.50 0.002 0.025 0.100 0.040 0.45

CMTR 

자료

광3/4 

SGL Pipe
17.52 9.30 1.76 0.55 0.005 0.030 0.100 0.050 0.71

광3/4

Safe End
17.46 10.08 1.56 0.49 0.007 0.020 0.040 0.15 0.052 0.64

울진3/4 

SGL Pipe
17.69 9.58 1.70 0.57 0.001 0.020 0.060 0.19 0.050 0.120 0.72

광5/6후보 

SGL Pipe
18.00 11.10 1.65 0.51 0.005 0.022 0.100 0.18 0.060 0.120 0.78

광3/4 

Elbow
17.58 9.10 1.61 0.56 0.001 0.022 0.100 0.34 0.048 0.060 0.44

RIST 분광 

분석

(97.12.23)

광3/4 

SGL Pipe
17.40 11.31 1.61 0.41 0.007 0.020 0.052 0.18 0.049 0.110 0.57

광3/4

Safe End
17.33 10.04 1.53 0.49 0.007 0.017 0.030 0.13 0.051 0.030 0.60

울진3/4 

SGL Pipe
17.52 9.63 1.73 0.61 0.002 0.018 0.048 0.13 0.054 0.110 0.73

광5/6후보 

SGL Pipe
17.78 11.22 1.69 0.55 0.004 0.020 0.082 0.13 0.056 0.125 0.79

광3/4 

Elbow
0.026 0.007

KAERI 

분석실 

분석 

(Gas 분석)

- - -

- - -

울진3/4 

SGL Pipe
0.050 0.123

광5/6후보 

SGL Pipe
0.052 0.134

*Fe: b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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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hemical compositions of SA508-1a and SA516-Gr.70 steels.

                wt.%

Material
C Si Mn P S Cu N

SA516-Gr.70 : Mat. A 0.22 0.31 1.14 0.005 0.002 0.10 0.0088

SA516-Gr.70 : Mat. B 0.17 0.30 1.14 0.009 0.001 0.20 0.0024

SA508-1a 0.24 0.25 1.15 0.003 0.002 - -

                wt.%

Material
Ni Cr Mo Al V Nb

SA516-Gr.70 : Mat. A 0.21 0.15 0.04 0.020 <0.005 <0.05

SA516-Gr.70 : Mat. B 0.36 0.03 0.10 0.031 0.028 0.016

SA508-1a 0.27 0.19 0.08 0.0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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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J-R data for commercial TP347 stainless ste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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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 2. Optical micrographs showing carbide particles; (a) YG3/4 (b) YG3/4 Elbow (c) UC 3/4  

(d) YG5/6 reserved (x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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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 3. Optical micrographs showing grain size; (a) YG3/4 Elbow (b) YG3/4 (c) UC 3/4  (d) 

YG5/6 reserved (x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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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4. SEM micrographs showing carbides in YG3/4 pipe (a) coarse carbide (b) fine carbide 

(c) WDS analysis for coarse carb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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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SEM micrographs showing carbides in YG3/4 pipe (a) coarse carbide (b) fine carbide 

(c) WDS analysis for coarse carb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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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6. TEM micrographs showing fine carbides in (a) YG3/4 and (b) UC 3/4 pi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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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TEM micrograph showing fine carbides and dislocation cells in YG3/4 Elb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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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8. J-R fracture surfaces showing dimples in (a) YG 5/6 cancel (b) UC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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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9. J-R fracture surfaces showing dimples and carbides in (a) YG 3/4 Elbow and (b) YG 

5/6 canc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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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10. Fracture morphology on the sectioned surface normal to the J-R fracture surfaces in 

(a) YG 5/6 cancel (b) UC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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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11. Fracture morphology on the sectioned surface normal to the J-R fracture surfaces in 

(a) YG 3/4 Elbow and (b) YG 5/6 canc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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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J-R curves for SA508-1a steel at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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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J-R curves for SA516-Gr.70 steel at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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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Dependence of J-R fracture resistance on the loading rate at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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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Variations of J0.1 of SA516-Gr.70 steels with temperatures and loading r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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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Serration map for SA516-Gr.70 (Mat. A) steel.



- 699 -

1.4 1.6 1.8 2.0 2.2 2.4 2.6 2.8
10-5

10-4

10-3

10-2

10-1

100

SA516-Gr.70 steel-CLI

ε  = ε0 exp(-Qa/RT)

serration

no-serration

J-R minimum

Qonset= 65 kJ/mol

S
tra

in
 r

at
e,

 ε
 

1000/absolute temperature (K)

 Fig. 17. Serration map for SA516-Gr.70 (Mat. B)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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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항 원자로압력경계 재료물성 Database 기반구축 

5.1  서 론

국내 원자력산업의 규모가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함과 함께 원자력 안전에 대한 관심

도 점차로 증대되고 있다. 원자력 안전의 바탕이 되는 원자로 재료에 대한 신뢰성 확립은 

그 중요성을 더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국내 원자로재료에 대한 물성자료가 종합적으

로 정리된 database는 전무한 실정이었다. 이에 원자로압력경계과제에서는 국내 원자로 

압력용기 및 배관소재의 재료물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자료집을 구축하는 한편, 이를 더

욱 발전시켜 on-line database화하는 작업을 수행하 다. 

먼저 국내 원자력압력경계 사용 재료사양파악으로부터 시작하여, 화학조성, 인장특성, 

충격특성 등에 대한 자료집을 구축하 으며, database의 on-line 화는 동 연구소 내 원자

력중장기사업인 노심재료 및 종합 D/B 구축과제와 연계하여 수행하 다. 상세한 내용은 

노심재료 및 종합 D/B 구축과제 보고서를 참조하기 바란다.

원자로압력경계 재료물성 database는 국내 원자력재료를 연구하는 연구자에게 훌륭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음은 물론, 국내 원자력산업의 수준을 한 단계 올리는 초석이 될 것

으로 기대된다.

5.2 Database 구축내용 

국내 원자로압력경계 사용재료를 부품별, 호기별로 분류하여 사양을 조사하여 자료집으

로 정리한 후 노심재료 및 종합 D/B 구축 과제에 제공하여, 재료 규격 자료집을 on-line 

database화하 으며, 인장특성 자료집을 구축하여 재료물성 D/B의 일부로 on-line 

database화하 다. 파괴인성 등의 재료물성 자료집은 off-line으로 구축중이다. 그림 1은 

수행 개념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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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Flow chart of construction of material property database for reactor pressure boundary 

compon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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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압력용기/배관 재료의 건전성/수명 향상을 위한 

         우수재료 개발 및 적용

제 1 항  고강도 고인성 원자로재료 설계 및 개발

  본 연구에 앞서 시행되었던 ‘원자로 부품용 저합금강의 합금설계 및 특성개선‘ 과제의 

목표는 보다 뛰어난 기계적 특성의 원자로 압력용기용 저합금강 개발을 위한 합금조성 

조절방안의 수립에 있었다. 이 연구를 통해 상당한 수준의 강도-인성 개선을 얻을 수 있

는 조성조절 방향이 제시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개발 결과를 바탕으로 고강

도 고인성 저합금강을 얻기 위한 보다 세 한 합금설계 방안을 수립하고, 특히 Cr, Mo, 

Ni 등 치환형 합금원소량의 변화가 석출특성과 기계적 특성에 미치는 향을 평가하고자 

하 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SA508III 강의 파괴요인으로 파악된 세멘타이트를 제거하기 위하여 

탄소 함량을 낮추고 Mo의 함량을 높이는 것을 기본으로 합금설계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탄소 및 Mo 함량의 조절을 통해 탄소함량 0.10wt.% 이하의 강종에서 뛰어난 강도-인성 

조합이 얻어졌다. 한편 이러한 합금설계 방안은 세멘타이트를 Mo2C로 완전히 치환하기 

위해 요구되는 Mo의 함량이 탄소함량에 따라 높아져 고탄소 강종의 경우에는 적용이 힘

들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Mo 함량을 일부 줄이는 대신 Cr의 함량을 

늘임으로써 Mo2C 석출량을 줄이고 Mo 함량 감소에 따라 잔류하게 될 세멘타이트를 입

계 M23C6 탄화물로 대체, 인성을 개선하고자 하 다.  

  기존의 연구에서 시도된 주요한 합금설계 방향의 하나는 강도와 인성에 유리한 Ni의 

함량을 늘이되, γ상의 형성을 억제하기 위해 Mn의 함량을 대신 낮춤으로써 (Mn+Ni)의 

총량은 유지하되 상대적으로 Ni의 함량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Ni의 첨

가량을 기존 연구의 (Mn+Ni) 함량선 이상으로 늘이되, 템퍼링 조건의 수정을 통해 γ상

을 분해함으로써 인성의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 다. 이러한 Ni 증가 합금설계의 평가대

상 시합금들은 대부분 15% 내외의 높은 γ상 분율을 가졌음에도 기존의 템퍼링 조건에

서 우수한 인성을 보 다. (Mn+Ni) 함량이 높은 0.06wt.% 탄소강의 경우 -100℃ 수준의, 

이제까지 평가된 시합금 중 가장 낮은 수준의 천이온도를 나타내었으며 -100℃의 저온에

서도 220J 수준의 높은 샤피충격 흡수에너지 값을 보 다.

  이러한 합금설계 방안에 따라 제조된 시합금들의 미세조직 관찰, 강도-인성 평가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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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러 SA508III 강의 결정립 크기에 따른 특성변화 및 HAZ 특성에 대한 평가가 수행되었

으며, 1.1절에 실험방법을, 1.2절에 기존의 연구결과 요약을, 1.3절과 1.4절에 각 연도별 (1

차년도 1.3절, 2차년도 1.4절) 연구개발 내용 및 결과를 제시하 다.

1.1 실험방법

1.1.1 시합금 제조

  연구에 사용된 시합금은 주로 25㎏ 용량의 진공유도 용해로를 사용하여 얻었다. 얻어진 

조괴는 150㎜×70㎜×35㎜ 크기의 직육면체로 단조가공한 후 1200℃에서 12시간 가량 균

질화처리 하 고, 900℃에서 오스테나이트화 처리후 수냉시키는 과정을 반복하여 결정립

크기를 균등화시켰다. 이후 원자로 압력용기의 전형적인 수냉-템퍼링 열처리 조건을 재현

하 으며, 900℃에서 오스테나이트화 처리후 연속냉각시킴으로써 템퍼링 전 상태의 시편

을 얻었다. 오스테나이트 결정립 크기는 전 시합금에 대해 30㎛ 수준으로 유지하고자 하

으며, 오스테나이트화 온도를 900℃로 고정한 후 오스테나이트화 시간을 조절함으로써 

목표한 결정립 크기를 얻었다. 원자로 압력용기의 1/4t 두께위치에서의 냉각속도는 대략 

분당 20℃ 정도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단조가공한 시편블록을 bath 

내에서 공냉시키는 방법으로 연속냉각 처리함으로써 압력용기의 제조조건에 해당하는 냉

각속도를 얻었다. 템퍼링 열처리는 660℃에서 10시간 동안 수행하 다. 표 1에 시합금의 

열처리 과정을 원자로 압력용기용 단조품의 전형적인 열처리방법과 비교하여 나타내었

다.

1.1.2 열역학 계산  

  시합금의 템퍼링 온도에서의 평형상 분율은 CALPHAD 법에 기반한 열역학 계산을 통

해 얻을 계획이다. CALPHAD 법에서는 각 상의 Gibbs 자유에너지를 열역학적 모델을 

이용하여 나타낸 후 각 상의 평형을 Hillerts의 평형조건[1]과 같은 최저 Gibbs 에너지 규

칙에 기반하여 얻게 된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대상온도와 대상조성 하에서 각 상의 평

형분율 및 조성을 얻을 수 있으며, CALPHAD 법의 Mn-Mo-Ni계 저합금강에 대한 적용

성은 이미 보고된 바 있다.[2,3]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합금설계 방안에 따라 일차적으로 

합금조성을 결정한 후 열역학 계산을 통해 평형상 분율에 대한 정보를 미리 얻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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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으로 합금조성을 미세조정한 후 용해를 수행할 계획이다.

1.1.3 미세조직 관찰

  이상의 과정을 통해 얻어진 템퍼링 전․후의 시편을 대상으로 광학현미경, 주사전자현

미경, 투과전자현미경을 이용한 미세조직 관찰을 행하 다.  광학현미경과 주사전자현미

경 관찰을 위한 시편은 기계적 연마 후 2% nital, 혹은 1% nital과 포화 피크릭산을 1:1로 

혼합시킨 용액에서 약 1분간 부식시켜 마련하 다. 투과전자현미경 관찰은 탄소박막 추출

복제법과 박막법으로 마련한 시편을 사용하 다. 탄소박막추출복제 시편의 제작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면적 1㎠, 두께 0.5㎝ 정도의 크기로 시편을 잘라낸 후 연마지와 0.3

㎛ Al2O3 분말을 이용하여 연마하 으며, 앞서 언급한 부식액을 이용, 약 1분간 부식시켰

다. 부식된 시편에 탄소막을 증착하고 과염소산 10∼15%와 메탄올을 혼합한 전해액에서 

약 5V의 전압을 가하여 탄소막을 분리하 으며, 건져낸 탄소막을 거름종이 위에서 건조

시킨 후 투과전자현미경 관찰에 사용하 다.  박막시편은 약 100㎛ 정도의 두께까지 기계

적 연마한 후 절단기(slurry disc cutter)를 이용하여 직경 3mm의 원판으로 얻고 95% 메

탄올에 5% 과염소산을 넣은 twin jet electropolisher에서 전해연마하여 준비하 다. 

 

1.1.4 기계적 특성 평가

  인장시편은 ASTM E 8 규정에 따라 표점거리 12.5mm, 직경 4mm인 봉상시편으로 가

공하 다. 인장하중방향은 T 방향으로 하 다. 인장시험은 10 ton 용량의 Instron 5582 인

장시험기를 사용하 으며, 초기변형속도는 4×10
-4
/sec로 수행하 다. 항복강도는 변형률 

0.2% offset법에 따라 결정하 으며, 항복점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상․하부 항복점

을 함께 구하 다. 인장강도는 최대 하중점으로 결정하 으며, 연신율은 초기 표점거리에 

대한 연신된 표점거리를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충격시편은 ASTM E23 규정에 준하여 10

㎜×10㎜×55㎜ Charpy (Simple-Beam) A-Type 시편을 사용하 으며, T-L방향으로 가공

하 다. Charpy 충격시험은 409 J 용량의 Tinius Olsen 충격시험기를 사용하여, -196℃∼

200℃에서 수행하 다. 온도조절을 위하여, 저온은 액체질소와 Isopentan을 혼합하여, 고

온은 기름을 저항로로 가열하여 시험온도의 ±1℃ 범위로 조절하 다. 각 시험온도에서 

온도조절액(액체질소 + Isopentan 혹은 기름)에 7분 이상 담근 후 5초 이내에 시험을 완

료하 다. 연성-취성 천이온도는 upper shelf 역과 lower shelf 역의 충격에너지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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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에 해당하는 에너지 값을 가지는 온도인 에너지 천이온도(E.T.T.)로 결정하 다. 

1.1.5 용접 열 향부에 대한 특성평가

  합금설계와 열처리를 통해 얻어진 시합금의 용접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 용접 열재현 

시험을 실시하 다. 현재 원자력 압력용기용 저합금강에 대해 적용되고 있는 통상 용접 

조건은 표 2에 나타내었으며, 계산된 입열량은 30 kJ/cm이다. 이 용접조건에서의 용접 

열 사이클은 Rosenthal의 열유동방정식으로부터 얻었으며, 많은 양의 Mo 첨가로 인한 

M-A 형성이 인성이 미치는 향을 고려하여 M-A의 형성이 가장 용이하며, 결정립 조대

화와 M-A 생성가능성으로 인해 인성이 가장 취약한 역으로 알려져 있는 ICRCG 

(InterCritical Reheated Coarse Grain) HAZ를 모사하는 열재현 시험을 실시하 다. 첫 번

째 구간에는 최고가열온도를 1350。C, 800。C에서 500。C 사이의 냉각시간(△t8/5)을 23

초로 설정하 으며, 두 번째 구간에서는 최고가열온도를 700。C, 냉각속도는 첫 번째 열

재현 구간과 비슷하게 유지하 다 (표 3 참고). 열재현 시편을 10.5x10.5x60 mm의 사각기

둥 형태로 가공한 후 가열 및 냉각속도의 제어가 가능한 MTCS (Metal Thermal Cycle 

Simulator)를 사용하여 열재현 시험을 수행하 다.

  열재현 시편을 열 사이클이 부가된 역이 노치부 전체를 포함하도록 충격시편으로 가

공하 으며, -196∼100。C의 온도범위에서 샤피충격시험을 실시하 다. 시합금에서 모재

와 마찬가지로 DBTT는 USE와 LSE의 평균값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가지는 온도로 결정

하 다. 샤피충격시험과 함께 비교 연구를 위해 경도시험기를 이용하여 500 g의 하중 하

에서 경도시험을 실시하 다. 열재현 시편의 미세조직을 분석하기 위해 시편 표면을 연마

하고, 3% 나이탈 용액으로 에칭한 후 광학현미경, 주사전자현미경을 이용하여 미세조직

을 관찰하 다.

1.2 기존 연구결과 요약

  원자로 압력용기용 SA508III 강재는 오스테나이트화 처리 후 수냉-템퍼링을 거쳐 제조

되는데, 대형구조물로서의 두께효과로 인해 수냉시 냉각속도는 분당 약 10∼20℃ 수준이

며, 대부분의 역이 상부 베이나이트 조직으로 변태하게 된다. 기존 압력용기의 템퍼링

은 650~670℃에서 약 10시간 가량 수행되며, 이때 미세한 Mo2C 탄화물이 래스 내부에 

석출함으로써 목표한 강도수준을 얻을 수 있게 된다. 본 합금설계의 궁극적 목표는, 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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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의 조절을 통해 원자로 압력용기의 제조조건에 상응하는 열처리 조건에서 얻어지는 

미세조직을 조절함으로써 기존 압력용기용 강재보다 우수한 강도-인성 조합의 소재를 개

발하는 것이다. 기존에 시행되었던 과제인 ‘원자로 부품용 저합금강의 합금설계 및 특성

개선’에서 C, Mn, Ni, Mo의 첨가량을 조절함에 따른 미세조직과 기계적 특성의 변화가 

검토되었으며, 대체적인 합금설계의 방향이 수립된 바 있다. 

1.2.1 탄소량 감소에 따른 효과

  SA508III 강(탄소량 0.20wt.%)의 주된 파괴요인은 그림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베이나이

트 변태시 베이나이틱 페라이트 래스 사이에 형성된 긴 막대 모양의 세멘타이트인 것으

로 관찰되었다. 기존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찰결과를 바탕으로 탄소 함량을 각각 0.15, 

0.10, 0.05wt.%로 단계별로 줄임으로써 세멘타이트 부피분율을 낮추어 인성 개선을 꾀하

는 한편, 탄소량 저감에 따른 강도 및 경화능의 저하는 Mn, Ni, Mo 첨가를 통해 보완하

고자 하 다. 기존 이상의 강도수준을 가지는 강종들의 세멘타이트 부피분율과 천이온도

의 관계를 그림 2에 나타내었다. 탄소함량을 줄여 취약한 세멘타이트의 부피분율을 낮춤

으로써 기존의 강도수준이 유지되는 상황에서도 큰 폭의 천이온도 저하를 얻을 수 있었

으며, 탄소함량 저감시 우려되는 강도와 경화능의 보완은 주로 Mo 첨가에 따른 Mo2C 

석출을 통해 얻었다. Mo2C 석출물의 부피분율과 항복강도의 관계를 그림 3에 나타내었

으며, 저탄소 Mn-Ni-Mo 강종의 항복강도와 Mo2C 부피분율은 Orowan 관계를 이용하여 

다음 식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σy = 290 + 2660 √f    .............................................. (1)

1.2.2 Mo 첨가효과

  기존 연구의 합금설계 방향은 탄소량을 줄여 세멘타이트 부피분율을 낮춤으로써 인성

을 개선하되, Mo, Mn, Ni 등 치환형 합금원소의 첨가량 조절을 통해 기존의 강도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압력용기의 템퍼링 온도인 650℃ 부근에

서는 Mo2C 석출물의 열역학적 안정성이 세멘타이트보다 뛰어나다. 따라서 Mo의 첨가량

이 충분한 경우 베이나이트 변태중 형성되었던 세멘타이트를 템퍼링 과정에서 Mo2C로 

치환하는 것이 가능하며, 탄소량을 적정수준까지만 낮추고 강도 보완을 겸해 Mo의 첨가

량을 증가시킴으로써 취약한 세멘타이트의 부피분율을 더욱 낮추는 것이 가능하다. Mo과 

C의 원자량을 고려해 볼 때 0.5wt.%의 Mo 첨가로 약 0.03wt.%의 탄소를 Mo2C로 소모시

킬 수 있으며, 탄소량 0.05wt.% 강종의 경우 약 1.0wt.%, 탄소량 0.10wt.% 강종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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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5wt.%의 Mo을 첨가함으로써 대부분의 세멘타이트를 Mo2C로 치환할 수 있을 것이

다. 그림 4에 SA508III강과 탄소 0.10wt.%, Mo 1.5wt.% 강종의 템퍼링된 베이나이트 조

직을 나타내었으며, 상술한 두 미세조직간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탄소량 0.10wt.% 강

종의 경우 Mo을 0.8, 1.0, 1.5wt.%로 증가시켰을 때 M2C 석출량 증가에 따른 강도상승과 

세멘타이트 분율 감소에 따른 천이온도의 저하가 얻어졌다. 탄소량이 이보다 높은 탄소량 

0.15, 0.20wt.% 강종의 경우 세멘타이트를 대폭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Mo 첨가

가 요구되며, Mo을 소폭 증가시킨 경우 석출경화로 인한 인성악화가 얻어졌다. 

1.2.3 Mn/Ni 치환 효과

  Ni은 인성손실 없이 강재의 강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원소로 알려져 있으나, 단순히 

Ni의 첨가량을 높일 경우 마르텐사이트/잔류 오스테나이트 상(M/A상)의 형성에 따른 인

성악화가 우려된다. 따라서 M/A상의 형성을 피할 수 있는 범위로 (Mn+Ni)의 총량을 제

한하되, Mn의 일부를 Ni로 대체함으로써 인성개선을 꾀하 다. 그림 5에 기타 합금원소

를 동일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Mn을 Ni로 대체한 합금들의 충격특성을 비교하 으며, 

Mn/Ni 대체에 따른 인성개선을 확인할 수 있다.

1.3 1차년도 합금설계

1.3.1 합금조성 설정

  1차년도의 합금설계에서는 강도보완과 인성개선을 동시에 얻기 어려운 0.15C 계열보다

는 인장 및 인성특성이 모두 우수한 0.1C와 0.05C 계열의 합금을 제조, 평가하 으며 새

로이 결정립 미세화에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 다. 기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합금설계, 

제조한 시합금들의 조성을 표 4에 나타내었다. B와 C 계열은 저탄소 역 합금설계와 관

련하여 제조된 시합금들이며, D 계열은 AlN에 의한 결정립 미세화 연구와 관련하여 제

조된 시합금들이다.

  시합금 B1과 B2는 기존의 SNU-18 시합금에서 Ni 함량을 높인 합금으로, Ni의 함량을 

높임으로써 인장과 인성 특성을 동시에 향상시키기 위해 제조된 합금이다. 일반적으로 

Ni은 중성자 조사취화를 일으키는 원소로 알려져 있어, 첨가량에 엄격한 제한이 가해져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최근의 몇몇 연구에 의하면, Ni 자체는 중성자 조사취화에 치명

적이지 않으며, Mn의 첨가량이 높을 때 Ni-Mn 상승작용에 의해 중성자 조사취화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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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또한 SA508 Gr.4에 대한 조성 규정에서 알 수 

있듯이 Ni의 함량이 SA508 Gr.3에 비해 매우 높게 설정되어 있으나, Mn의 함량이 상대

적으로 낮게 설정되어 있는 것은 Ni 자체만으로는 중성자 조사취화에 치명적이지 않으

며, Ni의 함량이 높더라도 Mn 함량을 낮게 유지하게 되면 중성자 조사취화에 대해 충분

한 저항성을 가질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Mn의 함량을 기존 SA508 Gr.3 강

에 비해 낮게 유지할 경우 Ni 함량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B3 시합금의 

경우 B2 합금 조성에서 Cr의 함량을 0.15wt%에서 0.5wt%로 높인 합금이다. Cr의 경우 

SRC를 일으키는 원소로 알려져 있어 Ni과 마찬가지로 SA508 Gr.3 합금조성에서 첨가량

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 상태이다. Cr의 함량을 높이려는 시도는 기본적으로 SA508 

Gr.4의 합금조성 규정을 토대로 한 것으로, Ni의 첨가와 마찬가지로 SRC에 미치는 Cr의 

향 또한 Cr 단독으로 큰 향이 없으며, 다른 원소들과의 상승작용에 의해 발생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또한 Cr의 SRC 유발에 대한 우려로 인해 SA508 Gr.2에서 SA508 Gr.3으

로 넘어오면서 Cr의 함량이 대폭 줄고, Mn으로 대체되었으나, 용접기술의 개선과 AlN 

pinning 등에 의해 용접부에서의 입자조대화가 상당히 감소한 상태에서 Cr의 함량을 계

속 낮게 유지시킬 필요성은 상당히 낮아졌다고 하겠다. C1 시합금의 경우, B 계열 시합

금에서 탄소함량을 0.1 wt%에서 0.05 wt% 수준으로 낮추어 최대한 세멘타이트의 생성을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기존의 0.05C 계열에서 나타난 우수한 인성 특성을 유지시키고, 상

대적으로 낮은 인장 특성을 개선하기 위해 Mn과 Ni의 함량을 동시에 높은 수준으로 유

지시킴으로써 우수한 강도-인성 조합을 얻고자 하 다.

  저탄소 역 합금설계 연구와 함께 AlN의 결정립 미세화 효과를 이용한 물성향상 연

구를 위한 합금설계를 실시하 다. 기존에 AlN의 결정립 미세화와 관련한 연구는 주로 

한국중공업에서 이루어져 왔으나, 아직 충분치 않은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 기존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Al과 N의 함량 변화를 통해 결정립 미세화의 정도와 이를 통한 

물성 향상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능한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 다. 기존 연구 결과에 

의하면 N/Al (wt%) 비가 0.6 일 때 가장 우수한 특성이 얻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Al의 경우 0.03 wt%로도 충분하며 추가적인 Al 첨가는 강의 청정성을 낮춤으로써 

물성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중공업의 경우 AlN을 이용하여 결정립 크

기를 ASTM #10 (G.S≈11μm) 수준까지 미세화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를 얻

은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SA508 Gr.3 합금조성을 그대로 유지시킨 상태에서 Al과 N의 

함량을 N/Al=0.6 에 따라 변화시켰다. N 함량의 경우 OES 분석결과, 대략 D1 시합금의 

경우 0.004∼0.008, D2의 경우 0.010∼0.016, D3의 경우 0.011∼0.018 wt% 범위를 갖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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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분석되었고, 질소분석기를 이용하여 분석에 따르면 D1, D2, D3 시합금의 N 함량은 

각각 0.005, 0.014, 0.015 wt%로 얻어졌다. 

1.3.2 시합금의 미세조직

  저탄소 역 시합금 B1, B2, B3 (탄소량 0.10 wt%)와 C1 (탄소량 0.05 wt%)의 광학현

미경 및 주사전자 현미경 조직을 관찰하 다. 탄소첨가량이 0.10 wt%인 경우 템퍼링 과

정에서 대부분의 세멘타이트를 M2C로 치환할 수 있는 Mo의 함량은 약 1.5 wt%이며, 본 

연구에서 B1, B2, B3 시합금의 Mo 함량은 모두 1.0 wt% 수준으로 결정되었다. 미세한 

M2C 석출물의 식별이 어려운 광학 및 주사전자 현미경 조직의 경우 B1 시합금에서는 세

멘타이트와 M-A상이, Ni 함량이 높은 B2 시합금에서는 M-A상이 주된 제 2상으로 관찰

되었으며, B2와 거의 동일한 조성을 가지나 Cr 함량이 높은 B3 시합금의 경우 결정립계 

M23C6 탄화물의 석출로 인해 B2 시합금에 비해 M-A상의 분율이 낮음을 알 수 있었다.  

탄소량 0.05 wt%의 C1 시합금은 Mn과 Ni의 함량이 높아 M-A상이 주된 제 2상으로 형

성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각 시합금의 탄화물 분포 관찰과 탄화물 확인을 위해 탄소박막

추출복제법을 이용한 투과전자현미경 관찰을 행하 다. Cr 함량이 높은 B3 시합금은 B2 

시합금에 비해 M2C의 부피분율이 낮으며 결정립 경계에 M23C6 탄화물의 석출이 관찰되

었다. 이러한 경향은 이전 연구에서 보고된 열역학 계산결과의 경향성과도 일치한다.

  기존 SA508 Gr.3 강의 조성을 가지며, Al과 N의 함량을 달리하여 결정립 미세화효과

를 평가한 D 계열 합금들의 조성분석 결과에 의하면, N/Al 비는 D1, D2, D3 시합금에 

대해 각각 0.56, 1.08, 0.83에 해당한다. Al과 N의 첨가량을 높임에 따라 결정립이 작아짐

이 확인되었으며, 결정립 미세화에 따른 페라이트 상의 형성은 관찰되지 않았다. 3종 시

합금의 ASTM 결정립크기 번호는 각각 6.7, 9.1, 9.7로 측정되었으며, 표 5에 D1, D2, D3 

시합금의 결정립 크기 측정결과를 나타내었다. 결정립 크기가 감소함에 전반적으로 베이

나이틱 페라이트 래스 사이에서 발달되는 세멘타이트의 크기와 aspect ratio가 감소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향성은 결정립 크기 감소효과와 함께 인성 특성에 추가

적인 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수행된 결정립 미세화에 대한 시험결과는 

한국중공업에서 수행된 연구결과 (ASTM #10)에 근접하는 결과를 얻었음을 알 수 있다.

1.3.3 시합금의 기계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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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탄소 역 시합금의 조성과 인장특성 및 샤피충격 시험 결과를 이전 연구에서 평가되

었던 시합금과 함께 표 6에 정리하 다. B 계열 강종과 Mo 함량이 0.10 wt%로 동일한 

시합금 SNU-18의 경우 항복강도가 500 MPa, 인장강도가 606 MPa으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 평가된 B 계열 시합금의 경우 SNU-18에 비해 Ni이 B1의 경우 0.4 wt%, B2와 

B3의 경우 1.0 wt% 가량 더 첨가되었으며, B3 시합금의 경우 Cr 또한 0.35 wt.% 가량이 

더 첨가되어 있다. B1과 B2 시합금의 강도는 항복강도가 약 520 MPa, 인장강도가 약 650 

MPa 수준으로 비슷하며 SNU-18에 비해 높다. 이는 Ni의 고용강화에 따른 것으로 여겨

지며, B1 시합금의 경우 열처리 과정에서 결정립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게 얻어져 결정립 

미세화에 따른 추가적인 강도 기여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B3 시합금은 537 MPa의 

항복강도와 687 MPa의 인장강도를 나타내었으며, B2 시합금과 Cr의 첨가량만이 다르므

로 B2 시합금과의 차이로부터 Cr의 고용강화 효과를 가늠할 수 있다. Ni의 강화효과는 

SNU-18과 B2의 강도차를 비교할 때 항복강도의 경우 wt%당 약 20 MPa, 인장강도의 경

우 wt%당 약 50 MPa 수준인 것으로 판단되며, Ni의 항복강도에 대한 기여는 이전의 연

구에서도 비슷한 수준으로 얻어진 바 있다. 본 연구의 B2, B3 시합금과 이전 연구에서의 

SNU-16, SNU-17 시합금을 비교하면 Cr은 wt% 당 약 60 MPa의 항복강도 기여를 갖는 

것으로 여겨진다. Cr 첨가시 M2C의 부피분율 감소가 수반되는 점을 감안할 때 실제 고

용강화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여겨지나, Cr 첨가에 따른 미세조직 및 기계적 특성 변화

에 대한 더 많은 평가, 분석이 필요하다. 탄소량 0.05 wt% 시합금 C1의 경우 인장강도는 

636 MPa로 높은 편이나, 항복강도는 428 MPa로 낮게 얻어졌으며, 이는 높은 M-A상 부

피분율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6에 저탄소 역 시합금의 샤피충격시험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대체로 높은 상부흡

수에너지 값이 얻어졌음을 알 수 있다. 탄소량 0.10 wt%의 B1과 B2 시합금은 이전의 

SNU-77, SNU-18 시합금과 비슷한 천이온도를 나타내며 상대적으로 B3 시합금이 우수한 

편이다. B3 시합금의 경우 B2 시합금과 비교시 Cr 함량 증가로 인해 M2C 석출량의 소폭 

감소가 있었으며, M23C6 탄화물의 형성으로 인해 M-A상의 분율이 감소하여 상대적으로 

우수한 인성이 얻어졌다. B1과 B2 시합금의 천이온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Mo 함량

이 낮아 세멘타이트와 M-A상이 잔존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는데, Mo을 1.5wt%까지 

첨가하여 세멘타이트를 대부분 미세한 M2C로 대체시킨 SNU-D의 경우 천이온도는 낮으

나 상부흡수 에너지 또한 낮은 편이어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적정수준의 강도향상과 천

이온도-상부흡수에너지의 고른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B3 시합금의 성분계에 초점을 맞

출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탄소량 0.05 wt%의 C1 시합금은 SNU-19와 SNU-2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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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천이온도가 높으며, 이는 Mn과 Ni의 함량이 높아 지나치게 M-A가 많이 석출한 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립 크기를 변화시킨 D 계열 시합금의 인장특성과 샤피충격특성을 표 7에 나타내

었다. 결정립 크기가 작아짐에 따라 천이온도가 계속적으로 낮아졌으며, 결정립 크기가 

약 35㎛에서 12㎛으로 작아졌을 때 천이온도는 약 25℃의 폭으로 변화하 다. 상부흡수에

너지의 경우 Al과 N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는데, 이는 N/Al 

비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현재까지 알려진 결과에 의하면 N/Al 비의 경우 

최적비는 0.6으로, D1 시합금의 경우 최적비와 유사한 0.56을 가지나, 나머지 시합금은 

모두 상당히 높은 N/Al 비를 갖고 있다. N/Al 비가 최적비보다 큰 경우 시합금내의 N 

원자들이 Al과 결합하여 AlN을 형성한 후에도 상당량이 N 원자들이 강종 내에 존재하

게 된다. 침입형 원소인 N 원자들이 강종 내에 높은 함량으로 존재할 경우 강의 청정성

을 떨어뜨려 상부흡수에너지 특성에 악 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결정립 

미세화에 따른 항복강도의 증가도 상부흡수에너지의 감소에 일부 기여를 한 것으로 생각

할 수 있다. 강도는 결정립 크기 미세화에 따라 계속 증가하 으며, 반면 연신율의 변화

는 나타나지 않았다. 기존 한국중공업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결정립 미세화를 통해 DBTT

를 30℃ 정도 낮출 수 있으며, 강도향상 정도는 크지 않다고 하 다. 본 연구에서는 

DBTT 개선 측면에서 한국중공업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값을 얻었으며, 강도 향상에도 결

정립 미세화가 어느 정도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4 시합금의 용접특성: 미세조직

  일반적으로 철강재료 내에 상당량의 Mo이 포함된 경우, M-A의 생성가능성이 높아 용

접 특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조된 시합금들은 Mo 함량이 1.0 wt%

로 상당히 높아, 용접 열 향부 중에서 가장 인성이 취약한 역인 ICRCG HAZ에서 

M-A의 형성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각각의 시합금에 대해 Rosenthal의 열유동 방정식으로

부터 설정된 열사이클에 따라 ICRCG HAZ를 모사하는 열재현 시험을 실시한 후 주사전

자현미경으로 관찰한 미세조직을 그림 6에 나타내었다. 열재현된 시편 모두 매우 큰 결정

립 크기를 갖고 있으며, 구 오스테나이트 결정립계에서 발달된 패킷을 따라 미세한 입자

들이 석출되어 있는 형태를 띠고 있다. 열재현된 시편 모두에서 조대한 오스테나이트 결

정립 내에 다량의 M-A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철강재료의 용접성 평가 

지수인 탄소당량을 계산해 보면, 기준 시합금(SNU-1)의 경우는 0.623이며, B1, B2, B3, 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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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탄소당량은 각각 0.573, 0.613, 0.683, 0.630에 해당한다. 탄소당량의 관점에서 볼 

때 본 연구에서 제조된 모든 시합금은 기준 시합금과 같이 탄소당량 값을 가지며, 이러한 

경우 결정립 조대화 열 향부에서 마르텐사이트가 형성되어 전체적으로 인성이 취약해진

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제조된 시합금의 경우 기준 시합금에 비해 탄소함량이 낮은 대

신, M-A 형성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Mo 함량이 기준 시합금에 비해 2배로 

높기 때문에 열재현 HAZ의 미세조직에서 마르텐사이트 대신 구 오스테나이트 결정립 

내부에 많은 양의 M-A가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1.3.5 시합금의 용접특성: 기계적 특성

  용접 열재현된 시합금의 HAZ에 대해 경도 시험과 샤피충격시험을 실시하 다. 경도시

험 결과, B1, B2, B3, C1 HAZ의 VHN은 304, 270, 294, 234로 측정되었다. 열재현 시헙편

의 특성상 인장시험을 통한 직접적인 강도 측정은 어려우나, 경도 측정 결과 비교적 높은 

값을 나타내므로 강도적인 측면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시합금의 용접 

열 향부에 대한 샤피충격시험 결과를 표 8에 나타내었다. 천이온도의 경우 모두 시합금

의 모재보다 우수한 특성을 나타내었으며, 특히 B2, B3 HAZ의 경우 PWHT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천이온도가 -100。C 정도의 값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부흡

수에너지의 경우도 B1 HAZ에서 약간 낮은 값을 가지나, 200J 이상의 값을 갖고 있으며, 

나머지 HAZ 또한 모두 상당한 수준의 값을 갖고 있어, 전체적으로 매우 우수한 충격특

성을 갖고 있다고 하겠다. 이와 같이 PWHT를 실시하기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HAZ에서 

높은 인성을 갖는 것은 결정립 내에 생성되는 M-A의 특성이 합금 성분의 향을 많이 

받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용접 열 향부에 M-A가 존재하게 되면 외부에서 

응력이 가해졌을 때 연한 페라이트 기지와 경한 M-A 조직 사이에 높은 응력 집중이 발

생되어 쉽게 균열을 야기시키므로 용접 열 향부에 인성에 악 향을 주게 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와 같이 Ni 함량이 높을 경우에는 조직 내의 슬립 특성이 향상되어 기지와 

M-A의 경계에서 발생되는 높은 응력 집중 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생각되나, 아직은 충분

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결정립 내에 존재하는 M-A상의 특성에 미치는 합금원

소의 향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1.4 2차년도 합금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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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합금조성 설정

  이제까지의 연구결과를 살펴볼 때, 저탄소 Mn-Ni-Mo 강종은 기존 SA508Ⅲ 강에 비해 

뛰어난 강도와 인성 조합을 보장할 수 있으며, 당해연도의 연구에서는 기존에 얻어진 C, 

Mo, Mn, Ni 첨가량 조절방안에 덧붙여 Cr 첨가에 의한 추가적인 물성개선 가능성을 검

토하고, 인성을 개선하는 원소로 확인된 Ni의 함량을 M/A상이 형성되는 범위까지 늘이

되 저온에서의 이차 템퍼링을 통해 이를 분해함으로써 M/A상의 형성에 따른 인성저하

를 보완하고자 하 다.

  표 9에 2차년도에 평가한 시합금들의 조성과 상평형 열역학 계산결과를 보 다. 모든 

시합금들은 0.10wt.% 혹은 0.06wt.%의 탄소함량 수준에서 마련하 는데, 경화능 확보를 

위해 기존 연구에서 검토되었던 0.05wt.% 탄소량 단계를 0.06wt.%로 미세 조정하 다.  

0.06wt.%의 탄소량은 전량 Mo2C 석출로 소모될 경우 1.0wt.%의 Mo 첨가량과 화학양론

적으로 부합하는 값이다. 또한, 2차년도 시합금들의 Cr 함량은 그 첨가효과를 살피기 위

해 기존 시합금들의 0.15wt.% 수준으로부터 상승된 0.4∼1.0wt.% 수준의 첨가량을 갖는 

경우가 다수이다. 물성의 비교를 위해 기존 SA508III강의 조성을 갖는 기준합금을 마련, 

평가하 다.

가) 탄소량 0.10wt.% 시합금

  탄소량 0.10wt.% 시합금의 조성선정은, 기존 SA508III과 유사한 Mn-Ni 함량을 가지는 

#10 합금을 기준으로 하여 Cr 증가 (합금 #10Cr), Ni 증가 (합금 #10Ni), Cr, Ni 증가 

(합금 #10CrNi)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설정하 으며, 또한 기존 연구에서 인성개선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된, 1.0Mn - 1.5Ni 조성계에서 Cr 증가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합금 

#10a를 마련, 평가하 다. Cr 효과를 살펴보기 위한 합금설계 방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탄소량 0.10wt.%인 Mn-Ni-Mo계 강종에서 대부분의 세멘타이트를 M2C로 치환하기 위해 

필요한 Mo의 함량은 1.5wt.% 수준이다. 그러나 이러한 수준의 Mo 첨가는 지나친 고강도

로 인한 상부흡수에너지의 감소 등의 부요인이 우려되며, 당해연도의 합금설계에서는 Mo

의 함량을 1.2wt.% 혹은 1.0wt.% 수준으로 낮추되, Cr 함량을 높여 M23C6 탄화물을 얻는 

대신 M2C, 세멘타이트 및 M/A상의 분율을 낮추고자 하 다. 결정립계에 석출하는 

M23C6은 자칫 결정립 약화와 벽개파괴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입내파괴인 벽개파

괴의 주 요인으로 알려진 입내 세멘타이트와의 비교에서 상대적으로 악 향이 덜할 가능

성은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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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탄소량 0.06wt.% 시합금

  0.06wt.%의 탄소 첨가량은 모두 M2C 탄화물로 소모될 경우 1.0wt.%의 Mo 함량과 화

학양론적(stoichiometric)으로 부합됨을 밝힌바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 탄소량 0.05wt.%의 

합금계는 가장 뛰어난 물성치를 보 으며, 2차년도의 탄소량 0.06wt.% 시합금의 합금설계

에서는 소폭의 탄소량 증가와 Mn 혹은 Cr 함량의 증가를 통해 경화능 획득을 보다 확실

히 하고, 아울러 Cr 효과 등의 검토를 통해 보다 나은 물성을 위한 조성조절 방안을 얻

고자 하 다.

다) 평형상 분율과 M/A상 조절

  표 9의 상평형 열역학 계산결과를 보면, 기준합금을 제외한 모든 합금에서 세멘타이트

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Mo-Cr 비가 다른 0.10wt.% 탄소강 #10과 

#10Cr 합금을 비교해 보면, Mo 함량이 낮고 Cr 함량이 높은 #10Cr 합금의 경우 M2C 상

분율은 #10 합금의 절반 수준인 반면, 입계에 약 1.5 gr-at.% 수준의 M23C6 탄화물 석출

이 있을 것임을 알 수 있다. 0.06wt.% 탄소강 #06과 #06Cr을 비교해 보면, Cr 함량이 높

은 #06Cr 합금의 경우 M2C 석출량이 상대적으로 낮고 입계에 약 0.3 gr-at.% 수준의 

M23C6 석출이 있을 것임을 알 수 있다.

  Ni 함량이 높은 #10Ni, #10CrNi, #06, #06Cr 시합금은 오스테나이트 상의 상분율이 아

주 높은데, 이제까지의 연구에서는 M/A상의 과다한 석출을 우려하여 (Mn+Ni)의 총량을 

제한해 온 바 있다. 하지만, Ni의 첨가량을 늘일 경우 강도/경화능과 인성 측면에서의 개

선을 기대할 수 있으며, Ni을 첨가하되 열처리를 통해 M/A상의 분율을 변화시키는 방안

을 검토하고자 하 다. 본 연구에서는 660℃에서 15% 수준의 높은 오스테나이트 상분율

이 예측되는 #10Ni 시합금을 대상으로 템퍼링 조건의 수정을 통해 오스테나이트 상의 일

부를 (페라이트+탄화물) 상으로 분해하고, 이에 따르는 인성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

다. 

1.4.2 시합금의 미세조직 

  시합금의 템퍼링 전 베이나이트 조직은 주로 탄소량 및 치환형 합금원소량에 의존하는 

베이나이트 변태온도와 베이나이트 래스 사이에 존재하는 제 2상의 구성에 의해 결정된

다. 본 연구에서 검토된 시합금들은 모두 탄소량이 낮고 치환형 합금원소 함량이 높아 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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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이틱 페라이트 래스 사이에 존재하는 제 2상은 세멘타이트 탄화물보다는 주로 M/A

상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Mn+Ni)의 함량이 4wt.% 수준으로 특히 높은 시합금 #10Ni와 

#10NiCr의 경우 베이나이틱 페라이트 래스가 미세하고 직선적으로 곧게 성장하여 팩킷

의 방향성이 뚜렷한, 저온변태 베이나이트 조직의 특징을 뚜렷이 나타낸다. 반면, 

(Mn+Ni)의 함량이 2.5wt.%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나머지 0.10wt.% 탄소강과 

0.06wt.% 탄소강들은 그래뉼라 베이나이트(Granular bainite)로 일컬어지는 고온변태 베이

나이트 조직을 가진다. 

  템퍼링 처리를 마친 시합금의 광학조직은 템퍼링 온도에서의 γ상 분율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는데, γ상 분율이 낮은 시합금은 템퍼링 후 결정립 내부에 M2C 탄화물(광

학상으로는 구분되지 않는)을 제외한 제 2상(세멘타이트 혹은 γ상)의 부피분율이 낮아 

주로 결정립 경계만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반면 템퍼링 온도에서의 γ 평형상 분율이 

15% 안팎으로 높은 시합금의 경우는 템퍼링 전과 비슷한 광학조직을 보이는데, (Mn+Ni)

의 함량이 특히 높은 강종의 경우 템퍼링 후에도 베이나이틱 페라이트 래스가 잘 드러나

는 저온변태 베이나이트 조직의 양상을 보 다. 템퍼링 후 시합금의 주사전자현미경 조직

을 그림 7에 나타내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γ상의 분율이 낮은 #10 (그림 7(a)) 및 

#10Cr (그림 7(b)) 시합금은 결정립 내부에 제 2상의 석출량이 적어 보이는 반면, #10Ni 

(그림 7(c))과 #06 (그림 7(d)) 합금에서는 상당한 수준의 γ상 존재를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10Ni 합금의 주사전자현미경 조직은 저온변태 베이나이트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탄소박막추출복제법을 이용하여 투과전자 현미경 관찰을 행하 으며, 결정립 내부

의 미세한 M2C 석출(그림 8(a)) 및 Cr이 높은 강에서 관찰된 M23C6 시합금의 입계석출

(그림 8(b))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탄소함량과 Cr 함량이 0.10wt.% 및 1.0wt.%로 모두 

높은 시합금의 경우 상당수준의 조대한(∼1㎛) M23C6 탄화물 입계석출이 관찰되었다.

1.4.3 시합금의 기계적 특성

  2차년도 연구에서 제조된 시합금들의 인장 및 샤피충격 특성을 표 10에 나타내었다.  

샤피충격 특성의 경우 2회의 용해조건 차이에 따라 상부흡수 에너지의 차이가 있었으며, 

상대적으로 높은 충격 흡수에너지를 보인 용해공정의 샤피충격시험 결과를 녹색으로 표

시하 다. 이러한 용해공정의 차이에 따른 샤피충격특성의 변화는 주로 연성파괴 역, 

즉 상부흡수에너지 역에 큰 향을 미치며, 상대적으로 천이온도에 미치는 향은 작음

이 기존의 연구를 통해 확인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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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년도 연구에서 평가된 시합금들은 SA508III 강의 조성을 갖는 기준합금을 제외하고 

모두 0.10wt.% 이하의 낮은 탄소함량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준의 강도를 나타내었

다. 0.10wt.% 탄소강의 항복강도는 470MPa 수준의 기준강에 비해 50∼90MPa 이상 높은 

편이었으며, 인장강도는 (Mn+Ni)의 함량이 높은 #10Ni 및 #10NiCr 시합금의 경우 기존

강에 비해 200MPa 이상 높게 얻어졌다. 탄소량이 0.06wt.%인 시합금의 경우에도 기준강

에 비해 약 100MPa 이상 높은 인장강도와 20∼40MPa 가량 높은 수준의 항복강도가 얻

어졌다. Mn-Ni-Mo 계 저탄소강의 강도는 주로 Mo 함량, 즉 M2C 탄화물의 석출량에 의

해 결정되며, 0.10wt.% 이하 탄소강의 대부분은 1.0wt.% 이상의 Mo 함량을 갖도록 설계

하 다. 또한 2차년도의 연구에서는 전반적으로 Cr 및 Ni의 함량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합금설계가 이루어졌으며 이에 따라 일부 시합금들은 800MPa 이상의 높은 인장강도를 

보 다.  

  2차년도에 평가된 시합금들은 전반적으로 높은 강도수준에도 불구하고 0.10wt.% 탄소

강의 경우 최저 -65℃, 0.06wt.% 탄소강의 경우 최저 -100℃ 수준의 낮은 연성-취성 천이

온도를 나타내었으며, 이는 지금까지의 합금설계에서 각 탄소량 단계별 최저 수준의 천이

온도에 해당한다. 특히 #06Cr 강의 경우 천이온도가 -100℃ 수준으로 낮음과 동시에 -10

0℃의 샤피충격시험에서 200J 이상의 높은 흡수에너지 룰 나타내었으며, 이는 무연성 천

이온도의 기준에서 볼 때 더욱 뛰어난 인성을 가짐을 의미한다. 2차년도의 연구에 적용되

었던 구체적인 합금설계 방안과 이에 따른 기계적 특성의 변화에 대한 검토는 다음과 같

다.

가) Cr/Mo 첨가량 조절에 따른 기계적 특성 변화

  기존 연구에서의 합금설계는 주로 탄소량을 낮추고 Mo의 함량을 높임으로써 세멘타이

트의 대부분을 미세한 Mo2C로 바꾸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기존 연구에서 세멘타이트

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Mo의 함량은 탄소량 0.10wt.% 강의 경우 1.5wt.%, 탄소량 

0.05wt.% 강의 경우 1.0wt.%로 제시된 바 있다. 그러나, 1.5wt.% 수준의 Mo 첨가는 집

한 Mo2C 석출에 따른 지나친 강도상승을 가져오며, 그 결과 용접성의 악화와 상온 샤피

충격흡수 에너지 저하가 야기되고, 천이온도의 측면에서도 악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판단

되었다. Mo 첨가의 향은, 천이온도를 결정짓는 세멘타이트의 부피분율 변화와 함께 고

려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Mo 첨가량을 낮추는 것만으로는 천이온도 측면에서의 인성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한편, Cr 함량의 증가는 Cr계 탄화물인 M23C6 석출

물의 형성을 조장하며, Mo 함량을 낮추고 Cr 함량을 높일 경우 Mo2C 석출량은 줄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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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Mo 함량 감소에 따라 존재할 세멘타이트가 입계 M23C6 탄화물로 대체되는 효과를 갖

는다.  

  이러한 Cr/Mo 조성조절에 따른 기계적 특성 변화를 고찰하기 위해 마련된 시합금과 

비교대상이 될 수 있는 시합금의 조성과 기계적 특성을 표 11에 나타내었다. Cr/Mo 조

성조절 방안에 대하여 탄소량 0.10wt.%에서 두 쌍의 1.2Mo-0.4Cr 대 1.0Mo-1.0Cr 탄소강

종과(#10 : #10Cr, #10Ni : #10CrNi) 한 쌍의 1.0Mo-0.15Cr 대 1.0Mo-0.5Cr 탄소강종(B2 

: B3)이 마련되었으며, 탄소량 0.06wt.% 강종에서는 Mo 함량을 1.0wt.%로 고정하고 Cr 

함량을 0.15에서 1.0wt.%로 증가시킨 #06과 #06Cr 시합금을 비교 대상으로 삼을 수 있

다. 비교대상인 강종들의 인장특성을 살펴보면, Cr 첨가를 통해 일정 수준의 강화효과를 

얻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단순히 Cr을 증가시킨 경우 항복강도 및 인장강도의 상승이 

얻어졌고, 1.0Mo-1.0Cr 0.10wt.% 탄소강종은 1.2Mo-0.4Cr 강종과 비슷한 수준의 강도를 

나타내었다. 이 두 강종에 대한 상평형 열역학 계산결과에 따르면, 1.0Mo-1.0Cr 강은 

1.2Mo-0.4Cr 강에 비해 대략 절반 수준의 M2C 석출과 상당 수준의 M23C6 입계석출을 가

지게 되는데, 템퍼링된 Mn-Ni-Mo 강종의 강도가 주로 M2C 탄화물의 석출량에 의해 결

정된다는 기존의 결과를 감안할 때, Cr 첨가는 상당 수준의 강화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Cr 첨가당 항복강도 증가는 wt.% 당 약 50MPa의 

수준인데, 실제 Cr의 고용강화 효과는 이처럼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더구나 

많은 양의 Cr이 템퍼링 과정에서 M23C6 탄화물을 형성하는데 소모된다. 반면 Cr은 Mn, 

Mo와 비슷한 수준의 베이나이트 변태온도를 저하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본 연구에서 얻어진 Cr 첨가에 따른 강화효과는 베이나이트 변태온도 저하의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샤피충격 특성의 측면에서는 전반적으로 Cr 함량이 높은 강종의 인성이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나, M2C 및 M23C6 탄화물의 석출량과 관련된 검토가 더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우선, 상부흡수 에너지의 경우 Mo 함량이 높아 M2C 탄화물의 석출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강종의 경우에도 비교대상인 고 Cr 강종에 비해 높은 상부흡수에너지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었다. 인장강도가 800MPa 이상의 수준으로 얻어진 시합금의 경우 용해공정과 무관하

게 200∼250J 정도의 비교적 낮은 상부흡수에너지를 나타내는 것을 감안할 때, 미세한 

M2C 석출물이 공공형성 자리로 작용하여 연성파괴 과정에 향을 미치는 것보다는 재료

의 강도수준 자체가 상부흡수에너지에 더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원자로 압

력용기용 강종으로서 가장 중요한 특성의 하나인 연성-취성 천이온도의 측면에서 Cr/Mo 

함량조절 방안의 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Mo 함량을 고정하고 Cr 함량만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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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킨 B2, B3 시합금간의 비교에서는 Cr 함량이 높은 B3 강의 천이온도가 약 20℃ 정도 

낮았으며, #06, #06Cr 강종의 경우 Mn 함량의 차이가 있어 단순비교는 어려우나 Cr 함

량이 높은 #06Cr 강종의 천이온도가 약 30℃ 정도 낮았다. 상평형 열역학 계산에 따르면 

이러한 Cr 증가를 통해 M2C 및 γ상, 특히 γ상의 석출량이 줄어드는 대신 M23C6 탄화

물의 석출량이 증가하며, 이를 통해 천이온도의 저하가 설명될 수 있다. Cr 함량을 높이

는 동시에 Mo 함량을 낮추는 경우 (#10 : #10Cr, #10Ni : #10NiCr) M2C 석출량이 약 절

반 수준으로 낮아지게 되며, 약 1gr-at.% 수준의 상당한 M23C6 입계석출이 있게 된다. 이

러한 비교에서 #10Cr 강은 #10강에 비해 비슷한 강도수준에서 약 30℃ 가량 낮은 천이

온도를 나타낸 반면, (Mn+Ni)의 함량이 총 4wt.% 수준인 #10Ni 강과 #10NiCr 강은 거

의 비슷한 물성을 나타내었다. (Mn+Ni)의 총 함량이 높은 합금들의 경우 γ상 석출예상

량이 15% 수준으로 높으며, 높은 치환형 합금원소량으로 인해 저온변태 베이나이트의 특

징을 뚜렷이 나타낸다. 이 두 강종의 물성은 주로 베이나이트 변태조직에 의해 결정된 것

으로 판단되며, 높은 γ상(M/A상) 부피분율에도 불구하고 800MPa 이상의 높은 인장강

도에서 -65℃ 수준의 낮은 천이온도를 보 다.  

  Cr 증가를 통해 M2C, 세멘타이트, 및 γ상의 석출량이 낮아지는 대신 M23C6의 입계석

출량이 증가한다. Cr계 탄화물 M23C6의 입계석출량이 증가할 경우 인성에 악 향을 미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 M23C6의 석출량이 1.0∼1.5gr-at.%에 달하 던 #10Cr, #10CrNi, 

및 #10a 강의 연성취성 천이온도는 각각 -50∼-65℃의 수준으로, 지난 연구에서 평가되었

던 1.0wt.% Mo - 0.15wt.% Cr 강종 #77, #18 (-30℃ 수준의 천이온도, 세멘타이트 분율 

0.6∼0.9 gr-at.%)과 비교시 우수한 인성을 가진다. 그러나, M23C6의 석출량이 1.0gr-at.%인 

#10CrNi의 천이온도가 -65℃ 수준인데 반해 M23C6의 석출량이 1.5 gr-at.% 수준인 #10Cr 

및 #10a 강의 천이온도는 -50℃ 수준으로 높은 편이며, 지나친 M23C6의 석출은 인성에 

악 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Cr 첨가폭은 탄소량 수준 및 열역학 계산결과

를 감안하여 M23C6의 석출량을 1.0 gr-at.% 이하가 되도록 제한할 때 기타 M2C, 세멘타

이트, 및 γ상의 감소에 따른 인성개선을 꾀하는데 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나) Ni 첨가에 따른 γ상 석출과 기계적 특성 변화

  2차년도의 합금설계에서는 Cr/Mo 함량의 조절과 더불어 강도와 인성에 유리한 원소인 

Ni의 첨가량을 γ상을 석출시키지 않기 위해 제한되었던 (Mn+Ni) 함량선 이상으로 늘이

되, 템퍼링 조건의 수정을 통해 γ상을 분해함으로써 인성의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 다. 

탄소량 0.10wt.% 시합금 #10Ni과 #10NiCr은 1.4wt.% 수준의 Mn과 2.5wt.% 수준의 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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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량을 갖도록 설정되었으며 상평형 열역학 계산에 따르면 660℃의 템퍼링 조건에서 

15% 이상의 γ상 형성이 예측되었다. 탄소량 0.06wt.% 시합금 #06과 #06Cr 은 3.5wt.%

까지 Ni을 첨가하 으며, 역시 15% 수준의 γ상 형성이 예측된다.

  템퍼링 조건의 수정은 #10Ni 합금을 대상으로 수행되었으며, 상평형 열역학 계산에 따

르면 #10Ni 합금은 660℃에서 17.6 gr-at%의 γ 평형상 분율을 갖는 것으로 예측된다.  

실제로도 #10Ni 합금은 660℃에서 10시간 템퍼링을 마친 후 상당 수준의 (M/A) 상 분율

을 가지는 것으로 관찰되었으며, 이 상태의 시편을 γ의 평형상 분율이 5% 이하 수준인 

350℃와 550℃에서 40시간 동안 추가 템퍼링함으로써 잔류 γ상을 페라이트와 석출물로 

분해하고자 하 다. 550∼660℃ 사이에서의 상평형 열역학 계산결과를 표 12에 나타내었

다. 이러한 이단 템퍼링 외에 템퍼링전 Subzero 처리 후 600℃에서 200시간 동안 템퍼링

함으로써 γ상의 분율을 낮추려는 방안 또한 시도되었으며, 이렇게 제조된 시편들에 대한 

샤피충격시험을 수행하 다. 표 13에 각 열처리 조건에 따른 샤피충격특성 결과를 나타내

었는데, 단순히 기존의 템퍼링 처리만을 수행한 경우에 가장 우수한 충격특성이 얻어졌으

며, #10Ni 합금에 대한 평가에서는 열처리 방법의 변화를 통한 γ상의 분해가 효과적이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연구에서도 베이나이트의 형성온도가 높고 blocky 형태

의 M/A상이 형성되는 시합금의 경우 종종 인성악화가 얻어졌던 반면, 탄소량과 

(Mn+Ni) 함량이 높아 film 형상의 M/A상이 형성되는 시합금에서는 충분한 인성이 얻어

지는 경향이 있었다. 본 연구에 사용된 #10Ni 합금의 경우, 탄소량이 0.10wt.%로 낮음에

도 불구하고 높은 (Mn+Ni) 함량에 의해 저온변태 베이나이트의 특징을 뚜렷이 나타내었

으며 이제까지 평가된 0.10wt.% 시합금 중 가장 낮은 수준의 천이온도를 나타내었다.  

(Mn+Ni) 함량이 높은 0.10wt.% 탄소강 #10NiCr 또한 -65℃ 수준의 낮은 천이온도를 나

타내었으며, 탄소량 0.06wt.%의 합금 #06Cr은 -100℃ 수준으로 이제까지 평가된 시합금 

중 가장 낮은 수준의 천이온도를 나타내었다. 이처럼 높은 (Mn+Ni) 함량을 가져 γ상의 

상분율이 높은 합금의 경우, γ상의 존재가 반드시 인성을 해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되

며, 치환형 합금원소량이 충분하여 저온변태 베이나이트 조직이 형성되고 γ상이 베이나

이틱 페라이트 래스 사이에 필름 형태로 존재할 경우 뛰어난 인성을 나타냄이 확인되었

다.  

  본 연구에서 탄소함량 및 치환형 합금원소량이 비교적 낮은 수준이어서 그래뉼라 베이

나이트로 분류될 수 있는 고온변태 베이나이트 조직을 가진 강종의 경우, 이러한 평가결

과를 감안할 때 중성자 조사취화 혹은 고강도로 인한 용접성의 악화의 우려가 없는 한 

Mn, Ni 및 Cr의 함량을 조절함으로써 인성을 더욱 개선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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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인성에 유리한 Ni과, 본 연구에서 1.0wt.%까지의 단순함량 증가시 인성개선 효과를 

나타낸 Cr 첨가는 SA508IV 강종의 합금설계 방향과도 일치하며, M2C 및 γ상의 석출과 

연관지어 Mo, Mn의 첨가량을 함께 조절함으로써 보다 뛰어난 특성획득을 시도할 수 있

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합금설계의 방향이 어느정도 구체화된, 즉 Mn의 함량이 낮

고 Ni과 Cr의 함량이 높은 #06Cr 강의 경우 항복강도가 510MPa, 인장강도가 720MPa 수

준으로 SA508III 강에 비해 월등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390J의 상부흡수에너지와 -100℃ 

수준으로 낮은 천이온도를 나타내었다. 특히 #06Cr 강은 -100℃의 샤피충격시험에서 220J 

수준의 높은 흡수에너지룰 나타내었으며, 이는 무연성 천이온도의 기준에서 볼 때 더욱 

뛰어난 인성을 가짐을 의미한다. 그림 9에 이제까지 평가된 모든 시합금들의 샤피충격곡

선을 실었으며, 기준합금과 #10Cr 합금의 샤피충격곡선을 구별하여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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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ypical heat treatment schedule of tested alloys and pressure vessel steels

Pressure vessel steels Tested alloys

Normalizing 885℃ 9hr  A.C. 1200℃ 12hr A.C.

Tempering 620℃ 8.5hr A.C. -

Austenitizing 875℃ 5.5hr W.Q. 900℃ 1∼2 hr 
20℃/min. 

continuous cool

Tempering 660℃ 11hr A.C. 660℃ 10hr A.C.

PWHT 600℃ 30.5hr F.C. -

Table 2. Welding conditions of UCN4-steel 

Process

Wire

Diameter

(mm)

Current

(A)

Voltage

(V)

Travel

Speed

(cm/min)

Preheat

Temp.

(。C)

Interpass

Temp.

(。C)

Post-weld

Heat

Treatment

SAW 4 500∼600 28∼32 30∼40 121 200
615。C,

40 h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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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rmal cycle simulation conditions for ICRCG HAZ subzone

Subzone
*
 

(Simulated 

Specimen)

N
th
 Pass

Interpass 

Temp.
(℃)

(N+1)
th 
Pass

Heating 
Rate
(℃/sec)

Holding 
Temp. and
Time

(℃/sec, sec)

Cooling Rate 
and △t8/5

**
 

(℃/sec, sec)

Heating 
Rate
(℃/sec)

Holding 
Temp. and 
Time 

(℃/sec, sec)

Cooling Rate 
and △t8/5

**
 

(℃/sec, sec)

ICRCG HAZ 150 1350, 10 13, 23 200 150 700, 10 13, 23

Table 4. Analyzed compositions of tested alloys in the first year of development

Alloy
Composition (wt%)

C Mn Ni Mo Cr Si Al

Spec 0.25 max 1.20-1.50 0.40-1.00 0.45-0.60 0.25 max 0.15-0.40 -

B1 0.11 0.7 1.93 1.0 0.15 0.21 0.035

B2 0.099 0.710 2.50 0.962 0.143 0.196 0.023

B3 0.097 0.695 2.50 0.961 0.497 0.192 0.023

C1 0.06 1.55 1.46 1.0 0.15 0.22 0.023

D1 0.193 1.35 0.922 0.482 0.128 0.190 0.009

D2 0.200 1.42 0.926 0.485 0.127 0.185 0.013

D3 0.198 1.36 0.928 0.484 0.127 0.201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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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Results of grain size measurement for D series tested alloys

Alloys Average grain size (μm) ASTM #

D1 35 6.7

D2 15 9.1

D3 12 9.7

Table 6. Tensile properties of tested alloys having low carbon content

Alloys

Composition (wt%) Tensile properties
Charpy impact 

properties

C Mn Ni Mo Cr
Y.S.

(MPa)

T.S.

(MPa)
El. E.T.T U.S.E.

SNU-77 0.10 0.7 1.5 0.8 0.15 479 603 30 % -29 ℃ 218 J

SNU-18 0.10 0.7 1.5 1.0 0.15 500 606 30 % -33 ℃ 393 J

SNU-D 0.10 0.7 1.9 1.5 0.15 607 733 31 % -55 ℃ 249 J

B1 0.10 0.7 1.9 1.0 0.15 521 646 31 % -39 ℃ 289 J

B2 0.10 0.7 2.5 1.0 0.15 516 652 31 % -22 ℃ 389 J

B3 0.10 0.7 2.5 1.0 0.50 537 687 29 % -43 ℃ 334 J

SNU-19 0.05 1.5 1.0 1.0 0.15 440 580 35 % -60 ℃ 415 J

SNU-20 0.05 1.0 1.5 1.0 0.15 461 570 34 % -84 ℃ 404 J

C1 0.05 1.5 1.5 1.0 0.15 428 636 34 % -49 ℃ 372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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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Effect of the grain refinement on tensile and impact properties of tested alloys

Alloys
Charpy impact properties Tensile properties

ETT (。C) USE (J) Y.S.(MPa) T.S.(MPa) Elong.(%)

D1 -19 254 437 577 30

D2 -33 226 466 595 30

D3 -44 205 480 600 31

Table 8. Impact properties of simulated HAZ specimens before PWHT

Alloys USE (J)
DBTT

(。C)

T50ft-lb

(。C)

T30ft-lb

(。C)

T28J

(。C)

B1 HAZ 203 -53 -65 -76 -84

B2 HAZ 291 -93 -156 -191 NA

B3 HAZ 260 -106 -146 -175 NA

C1 HAZ 278 -75 -108 -126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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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Composition and phase equilibria of alloys tested in the second year of development

Composition (wt.%) gr-at fraction, 650℃ (%)

C Mn Ni Mo Cr M2C M3C M23C6 γ

Ref.

(SA508Ⅲ)
0.20 1.4 0.9 0.5 0.15 0.31 3.19 - -

#10 0.10 1.4 1.0 1.2 0.4 0.96 - 0.26 4.7

#10Cr 0.10 1.4 1.0 1.0 1.0 0.44 - 1.43 1.6

#10a 0.10 1.0 1.5 1.0 1.0 0.42 - 1.47 1.4

#10Ni 0.10 1.4 2.5 1.2 0.4 0.88 - - 17.6

#10NiCr 0.10 1.4 2.5 1.0 1.0 0.47 - 0.98 16.2

#06 0.06 1.0 3.5 1.0 0.15 0.54 - - 18.7

#06Cr 0.06 0.5 3.5 1.0 1.0 0.48 - 0.33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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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Mechanical properties of alloys tested in the second year of development

Tensile Properties Charpy Impact Properties

Y.S. (MPa) T.S. (MPa) Elong. (%) ETT (℃) USE (J)

Ref. 468 601 34 -8 200

#10 524 681 33 -21 261

#10Cr 528 661 31 -48 233

#10Ni 550 805 32 -63 212

#10NiCr 555 820 30 -65 219

#10a 558 680 31 -50 362

#06 485 707 35 -67 233

#06Cr 512 723 32 -95 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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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The Effects of Mo/Cr substitution or Cr content increase

Alloys

Composition (wt%) Tensile properties Charpy properties

C Mn Ni Mo Cr
Y.S.

(MPa)

T.S.

(MPa)
Elong. E.T.T U.S.E.

B2 0.10 0.7 2.5 1.0 0.15 516 652 31 % -22 ℃ 389 J

B3 0.10 0.7 2.5 1.0 0.50 537 687 29 % -43 ℃ 334 J

#06 0.06 1.0 3.5 1.0 0.15 485 707 35 % -67 ℃ 233 J

#06Cr 0.06 0.5 3.5 1.0 1.0 512 723 32 % -95 ℃ 390 J

#10 0.10 1.4 1.0 1.2 0.4 524 681 33 % -21 ℃ 261 J

#10Cr 0.10 1.4 1.0 1.0 1.0 528 661 31 % -48 ℃ 233 J

#10Ni 0.10 1.4 2.5 1.2 0.4 550 805 32 % -63 ℃ 212 J

#10NiCr 0.10 1.4 2.5 1.0 1.0 555 820 30 % -65 ℃ 219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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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  The phase equilibria of #10Ni alloy at different temperatures

T/K gram-atom fraction (%) 

933   M2C 0.88       -                 γ   17.6

923   M2C 0.93      -                γ   15.2

903   M2C 1.00       M23C6 0.07       γ   11.3

873   M2C 1.02       M23C6 0.32       γ    7.3

853   M2C 1.04       M23C6 0.40       γ    5.9

823   M2C 1.06       M23C6 0.45       γ    4.7

Table 13. The Charpy impact properties of #10Ni alloy at different tempering conditions

Modified tempering condition
Charpy impact properties

ETT USE

660℃ 10hr (standard condition) -63 ℃ 212 J

660℃ 10hr  -  350℃ 40hr -58 ℃ 216 J

660℃ 10hr  -  550℃ 40hr -45 ℃ 212 J

Subzero treatment - 600℃ 200hr -42 ℃  210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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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Void initiation at interlath cementite p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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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relation between DBTT and calculated equilibrium volume fraction of cement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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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 variation of yield strength of tempered alloys with calculated equilibrium volume 

fraction of M2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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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4. The optical micrographs of SA508III and 0.10wt.%C-1.5wt.%Mo alloy (a) SA508III steel 

(b) 0.1 C - 1.5 Mo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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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hange of Charpy impact properties with nickel substitution for mangan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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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6. Optical micrograph of Simulated HAZ for tested alloys: (a) B1 HAZ, (b) B2 HAZ, (c) 

B3 HAZ, (d) C1 HA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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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 7. Scanning electron micrographs of tested alloys (a) #10  (b) #10Cr (c) #10Ni  (d)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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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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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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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High magnification transmission electron micrographs (replica) (a) M2C carbides in #10 

alloy (b) M23C6 carbides in #10a all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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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Charpy impact properties of all the alloys tested so f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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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항 원자로재료의 고인성화를 위한 이상 역열처리 기법 개발

2.1 서론

 

  Mn-Mo-Ni 저합금강(SA508 Gr.3 단조강)은 수십년동안 원자로 압력용기강으로 사용되

어 왔다. 원자로 압력용기는 고온․고압 및 중성자 조사환경에서 40년 이상 장시간 사용

되므로 우수한 파괴인성과 피로강도, 높은 재질 균질성 뿐만 아니라 내부식성 및 양호한 

용접성이 요구된다. 특히, 압력용기의 노심대는 가동중 고속중성자가 조사되어 강도가 증

가하고, 최대흡수에너지(upper shelf energy)가 감소하며, 연성-취성 천이온도

(ductile-brittle transition temperature: DBTT)가 상승하는 중성자 조사취화가 발생하여 

가동조건과 수명을 제한하게 된다[1,2]. 이 원자로 압력용기는 가동중에 교체가 어렵고 보

수시에도 고비용이 소요되므로, 발전소의 수명연장 뿐 아니라 충분한 운전여유를 얻기 

위해서는 초기에 파괴인성이 높은 원자로 압력용기강을 제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원자로 압력용기강의 제조 열처리는 퀜칭, 템퍼링, 용접후열처리로 이루어져 있다. 높은 

인성을 얻기 위해서는 경화능 향상 합금원소를 첨가하거나 퀜칭시 냉각속도를 빠르게 하

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합금원소의 첨가는 원자로 압력용기의 다른 기계적 성질에 미치

는 향을 고려하여 규제되고 있으며[3-6], 또한 원자로 압력용기가 10 inch 정도의 큰 두

께임을 고려해 볼 때 빠른 냉각속도를 얻는데도 한계가 있다[7]. 반면에 강은 열처리 공

정의 변화에 따라 조직과 특성이 매우 달라지므로 열처리 방법을 최적화하면 요구되는 

높은 인성을 획득할 수 있다. 

  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많은 열처리 방법 중 하나로 2상 역 열처리(intercrtitical heat 

treatment, IHT)를 들 수 있다. 2상 역 열처리는 열간 또는 냉간 압연된 박판을 AC1과 

AC3 사이 2상(페라이트+오스테나이트)이 공존하는 온도 역에서 유지한후 냉각하여 페라

이트 기지에 5∼10%의 마르텐사이트 상을 분산시키는 열처리로써, 강도가 높은 반면 연

성이 낮은 HSLA강(high strength low alloy steel)의 성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되기 

시작하여, 점차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9Ni강, 로터용강, 압력용기용강 등과 같은 구조용 

철강재료의 인성을 향상시키는데도 적용되어 왔다[8-14]. 

  본 연구에서는 중성자 조사취화로 인해 제조과정에서 충분한 인성을 확보해야 하는 원

자로 압력용기강의 퀜칭처리와 템퍼링 처리 중간에 2상 역 열처리를 도입하므로써 인성

을 향상키키는 새로운 열처리공정을 개발하고자 하 다. 새로운 열처리 공정에서는 강도

와 인성의 최상의 조합을 얻기 위해서 2상 역 열처리 조건과 템퍼링 조건들을 최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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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으며, 충격시험과 인장시험을 통해 기존 열처리공정과 새로운 열처리공정들에 의해 

제조된 강의 기계적 성질들을 비교 평가하 다. 또한, 열처리 조건에 따른 미세조직 변화

를 분석하고 냉각중 상의 변태과정 및 탄화물의 생성거동을 파괴과정중 미소기공

(microvoid)의 생성 및 미소균열(microcrack)의 진전과 연계하여 고찰함으로써 2상 역 

열처리로 인한 인성향상의 원인을 규명하 다. 

2.2 실험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재료는 한국중공업에서 원자로 압력용기강으로 제조한 Mn-Ni-Mo 

계열의 저합금강인 SA508 Gr.3 강으로, 그 화학조성을 ASME/ASTM 규정[5,6]에서 요구

되는 조성과 함께 표 1에 나타냈다. 본 연구에서 행했던 다양한 열처리 절차의 변경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 열처리공정인 퀜칭과 템퍼링처리 사이에 2상 역 열처리를 도입

한 것이다. 그림 1에 기존열처리 공정과 신열처리 공정을 비교하여 나타냈다. 또한, 이 연

구에서는 인성을 향상시키는 최적 2상 역 열처리 조건을 찾고, 2상 역 열처리로부터 기

인한 강도의 감소를 보상하기 위하여 다양한 열처리 절차들을 수행하 다. 

  먼저, 기존의 ASME/ASTM 규정에 따라 SA508 Gr.3 강의 표준 열처리를 수행하 다. 

880℃에서 6시간동안 오스테나이트화 한 후에 퀜칭, 660℃에서 10시간동안 템퍼링, 그리

고 610℃에서 30시간 동안 모사 용접후 열처리(simulated PWHT)를 수행하 다[5,6]. 이 

열처리는 현재 원자로 압력용기강의 열처리공정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열

처리 조건의 구분을 위하여 표 2에서와 같이 기존공정 1(conventional heat treatment 1: 

Conv. HT1)이라 명명하 다. 2상 역 열처리시에는 인성을 향상시키는 최적 2상 역 열

처리 조건을 찾기 위해 다양한 2상 역 열처리 절차들을 기존공정의 퀜칭과 템퍼링 단계 

사이에 추가하 다. 화학성분으로부터 계산된 Ac1 과 Ac3 온도가 각각 703℃와 830℃이므

로, 2상 역 열처리는 페라이트와 오스테나이트가 공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660℃∼820℃

의 온도범위에서 1∼8 시간까지 유지시간을 변화시키면서 수행하 다. 이러한 열처리 공

정을 통해 얻어진 재료들에 대한 기계적 특성평가를 실시하여 최적화된 2상 역 열처리 

조건을 결정하 으며, 이 공정을 신공정 1(New HT1)으로 명명하 다. 

  또한, 2상 역 열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강도의 감소를 보상하기 위해 표준 템퍼링 조건

을 변경하 다. 최적 2상 역 열처리 후 템퍼링 조건을 660℃/10시간(tempering 1)에서 

640℃/6시간(tempering 2) 또는 620℃/6시간(tempering 3)으로 변화시켰다. 이들은 각각 

신공정 2(New HT2) 와 신공정 3(New HT3)으로 명명하 다. 이와 함께 템퍼링 2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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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존 열처리를 기존공정 2(Conv. HT2)로 명명하 다. 마지막으로, 가열속도가 기계적 

성질에 미치는 향과, 실제 상업적 제조공정에 신열처리의 적용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하

여 두개의 가열속도(0.3℃/분과 30℃/분)가 각 열처리 단계에 가해졌다. 본 연구에서 수

행한 모든 열처리 절차들과 자세한 조건들을 표 2에 정리하 다.

  열처리 조건의 변화에 따른 기계적 특성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각 열처리 조건들에 

대하여 충격시험과 인장시험을 수행하 다. 시험재료는 표준 Charpy V-notch 충격시편과 

6.25 mm 직경을 갖는 봉상의 인장시편으로 가공하 으며, 가공된 시편들은 열처리동안 

발생할 수 있는 산화와 탈탄을 방지하기 위해 10
-3
 mmHg 로 진공처리된 석 관안에 봉

인하 다. 충격시험은 SATEC사의 SI-ID3를 이용하여 초당 5.18 m의 충격속도로 ASTM 

E23의 절차에 따라 수행하 다. 최적 2상 역 열처리 조건을 결정하기 하기 위한 시험은 

상온에서 수행하 으며, 천이 곡선(transition curve)을 결정하기 위한 충격시험은 -90∼

300℃의 온도범위에서 수행했다. 온도에 따른 충격에너지값들의 변화를 curve fitting 하

기 위해 hyperbolic tangent function을 이용하 다[15]. 인장시험은 INSTRON사의 인장

시험기를 이용하여 상온에서 초당 3.3×10
-3
의 변형속도로 시험하 다. 

  광학현미경과 주사전자현미경 관찰을 위한 시편들은 0.25 ㎛까지 연마한후 1 % nital과 

4 % picral의 혼합 부식액, 또는 1 % sodium metabisulfate 수용액과 4% picral이 혼합된 

LePera 부식액으로 부식시켜 준비하 다[16]. 투과전자현미경 관찰을 위한 박막시편은 

-50℃ 이하로 유지된 10 % perchloric acid와 90 % ethanol의 혼합액이 담겨있는 twin-jet 

electropolisher를 이용하여 20 V의 전압으로 준비하 다. 2상 역 열처리 조건에 따른 마

르텐사이트(2상 역 온도에서는 오스테나이트)의 부피분율은 광학현미경과 상분석기

(image analyzer)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그리고, 파괴거동에 미치는 2상 역 열처리의 

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부러진 충격시편의 반쪽을 파면과 수직한 면을 따라 자른후 부

식시켜 Chen 등이 제안한 절차에 따라 미소기공과 미소균열을 주사전자현미경으로 관찰

하 다[17-20].

2.3 결과 및 논의

2.3.1 최적 2상 역 열처리 조건 결정

  최적 2상 역 열처리 조건을 결정하기 위해서, 다양한 온도와 다양한 유지시간에서 2상

역 열처리를 수행한 시편들에 대해 충격시험이 행해졌다. 그림 2와 3은 2상 역 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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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에 따른 상온에서의 충격에너지값의 변화를 보여준다. 이때, 2상 역으로의 가열속도

는 각각 0.3℃/분과 30℃/분이다. 두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충격에너지는 2상 역 열처

리 온도의 증가와 더불어 350-400 J 의 최대값까지 증가하다가 그 후 감소한다. 최대 충

격에너지 값들은 기존열처리 1의 충격에너지 값보다 적어도 40 % 이상 높다. 가열속도가 

0.3℃/분인 그림 2에서는 약 70℃의 온도범위에서 300 J 이상의 높은 충격에너지를 갖는

데 반해서, 가열속도가 30℃/분인 그림 3에서는 30℃의 온도범위에서 높은 충격에너지를 

나타냈다. 즉, 가열속도를 30℃/분에서 0.3℃/분으로 감소시킴에 따라 높은 인성을 나타

내는 온도범위가 더 넓어지게 된다.

  그림 2와 3에서, 유지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 최대충격에너지의 값이 가장 낮다. 이것은 

2상 역 열처리 온도에서 최적 유지시간이 8시간 미만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압력

용기강의 열처리시, 균질한 열처리를 위한 최소 유지시간은 보통 용기의 벽두께에 따라 

달라진다. ASTM은 압력용기강의 각 열처리공정에서 용기 1 inch 두께당 30분 이상의 시

간을 유지하여 열처리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6]. 이것은 약 10 inch 두께의 전형적

인 상업용 원자로 압력용기는 적어도 5시간 이상의 유지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의미

한다. 따라서, 실제 제조공정에서의 적용을 위하여 최적 유지시간으로 6시간을 채택하

다. 6시간의 유지시간에 대하여, 그림 2와 3으로부터 720 ℃를 최적 2상 역 열처리 온도

로 결정하 다. 이 최적 2상 역 열처리 온도와 유지시간은 2상 역 열처리를 포함하는 

모든 열처리 절차에 적용되었다. 

2.3.2 템퍼링 조건 변화에 따른 인장 특성 변화

  신공정 1의 강도값들이 ASME/ASTM 규정[5,6]에서 요구하는 강도범위를 만족하기에 

충분하기는 하지만, 2상 역 열처리 공정에 의해 발생한 강도의 감소를 좀 더 보상하기 

위해서 템퍼링 조건들을 변경하는 작업을 수행하 다. 일반적으로 퀜칭처리된 강에 템퍼

링처리를 하게 되면 인성은 증가하지만 강도는 감소한다[21-2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템

퍼링 정도를 감소시킴으로써, 즉 표 2에서 보여진 것처럼 템퍼링 온도와 시간을 낮춤으로

써 2상 역 열처리를 수행한 강의 강도 감소를 보상하고자 하 다. ASME 규정에 템퍼링 

처리는 650℃ 이상에서 최대 단면 두께의 1 inch 당 30분 이상의 유지시간동안 수행되어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보완조건을 보면, 용접후열처리가 가해질 경우 템퍼

링 온도는 635℃까지 낮춰질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5]. 이 규정을 고려하여, 템퍼링 조

건은 640℃/6시간(템퍼링 2)으로 수정되었다. 또한 보다 더 큰 강도의 증가를 위해 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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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시간(템퍼링 3)의 템퍼링 조건도 역시 적용되었다. 용접후열처리시에 가장 높이 허용되

는 온도가 620℃라는 점을 고려하여 이 템퍼링 온도를 최소 템퍼링 온도로 결정하 다.

  이와 같이 템퍼링 조건을 변화시킨 다양한 조건의 열처리 공정들에 대해 그림 4와 같

이 인장시험을 실시하 다. 실험을 통하여 얻은 인장 특성들은 표 3과 4에 요약하여 나타

내었다. 이 결과들에서 볼 수 있듯이 2상 역 열처리를 적용한 경우 강의 강도는 약간 감

소하지만 연성은 크게 증가함을 알 수 있다. 한 예로, 가열속도를 0.3℃/분으로 한 경우

에, 기존공정 1에 비해서 신공정 1의 항복강도(yield strength: YS)와 인장강도(ultimate 

tensile strength: UTS)는 각각 14 % (65 MPa)와 8 % (48 MPa)씩 낮아지지만 총연신율

(total elongation: Elong.)과 단면적감소율(reduction of area: RA)은 각각 약 19 % (5.2 

%)와 5 % (3.8 %)씩 증가했다.

  표 3과 4에 보여지는 것처럼, 표준 템퍼링 조건(템퍼링 1)을 적용한 경우에 비해서 수

정된 템퍼링 조건들(템퍼링 2, 3)을 적용한 열처리공정들의 경우에 강도가 크게 증가했음

을 알 수 있다. 수정된 템퍼링 조건에 의해 ASME/ASTM에 규정된 값 이상으로 충분한 

범위의 인장 성질을 얻을 수 있었으며, 이것은 최적 열처리 조건이 다음 절에서 보여지는 

충격시험 결과들을 고려함으로써 결정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인장 성질들의 경향이 

서로 다른 가열속도 및 냉각속도에 무관하게 유지되고 있음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2.3.3 열처리 조건에 따른 충격인성 및 천이 거동

  그림 5∼8은 모든 열처리 공정들에 대한 Charpy 충격에너지의 천이거동을 보여준다. 2

상 역 열처리를 포함하는 신열처리들의 충격에너지 값들은 기존열처리의 충격에너지 값

보다 -90∼290℃ 사이의 전 온도범위에서 높다. 표 5와 6은 그림 5∼8로부터 평가된 충격 

파라미터의 값들을 포함하고 있다. 열처리 공정이 기존공정 1로부터 신공정 1로 변화됨에 

따라, 상온충격에너지(room temperature impact energy: RTE)는 적어도 30 % 이상 증가

하고, 최대흡수에너지(upper shelf energy: USE)는 적어도 10 % 이상 증가했다. 또한 충

격에너지 값이 41 J 과 68 J 에 해당되는 온도인 천이온도 지수들 (transition temperature 

indices) T41J 과 T68J 은 각각 6℃와 9℃ 씩 감소했다. 또한, 표 5와 6에서 알 수 있듯이 

템퍼링 조건의 변화로부터 오는 보다 큰 향은 최대흡수에너지나 상온충격에너지보다는 

천이온도에서 나타난다. 천이온도는 템퍼링 정도의 감소에 따라 각각 8∼28 ℃ 까지 감소

한다. 

  가열속도와 냉각속도 역시 충격성질들에 향을 준다. 기존공정 1과 신공정 3을 비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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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때, 가열속도를 0.3℃/분으로 한 경우에는 천이온도가 약 20℃ 감소하는데 반해, 가열

속도를 30℃/분으로 한 경우에는 천이온도가 약 30℃ 감소한다. 즉, 가열속도를 0.3℃/분

에서 30℃/분으로 증가시키면 천이온도가 10℃ 정도 더 감소된다. 냉각속도 역시 같은 

경향을 나타내는데, 20℃/분에서 100℃/분으로 냉각속도를 증가시키면 천이온도의 감소

폭이 10℃에서 20℃ 정도로 증가한다. 반면, 상온 충격에너지와 최대 흡수에너지 값은 가

열속도 및 냉각속도에 거의 향을 받지 않는다. 

  압력용기강의 열처리에서 가열 및 냉각속도는 용기 또는 파이프의 두께에 의해 제한받

는다. 두꺼운 부품일수록 보다 낮은 가열 및 냉각속도로 열처리된다. 약 0.3℃/분의 가열

속도와 약 20℃/분의 냉각속도가 최근에 상업 원자로 용기의 실제 제조공정에서의 1/4 

두께 지점에서의 열처리 속도이다[7]. 앞서의 결과들에서 알 수 있듯이 2상 역 열처리로 

인한 인성향상 효과는 낮은 가열 및 냉각속도에서도 거의 같은 정도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실제 제조공정에서 신열처리 공정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믿어지며 

그 적용이 권장된다. 

2.3.4 충격인성 향상과 미세조직

  그림 9는 열처리 절차(기존공정 1과 신공정 1)에 따른 미세조직의 변화를 보여주는 광

학현미경사진이다. 퀜칭 후 미세조직은 그림 9 (a)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전형적인 베이나

이트 조직이다. 반면, 퀜칭과 2상 역 열처리 후의 미세조직(그림 9(b))은 마르텐사이트(하

얀 상)와 템퍼드 베이나이트(회색 기지)의 복합조직이다. 마르텐사이트는 2상 역 소둔동

안 형성된 오스테나이트가 냉각될 때 생성된 것이다. 2상 역 온도로 가열중에 탄화물들

은 탄소와 금속원자들로 분해되고, 탄소함량이 급속히 증가하는 결정립계와 래스경계에 

주로 오스테나이트 상이 형성된다[8,9]. 이 오스테나이트상 내에는 경화능 향상 합금원소

의 함량, 특히 탄소의 함량이 충분히 높아서 주어진 냉각속도하에서 마르텐사이트로 변태

할 수 있는 충분한 경화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어지는 냉각과정에서 오스테나이트

는 마르텐사이트로 변태한다[8,9,29]. 2상 역 열처리 동안 변태하지 않은 베이나이트는 

냉각시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어, 2상 역 열처리 후에 템퍼드 베이나이트가 된다. 

그림 9 (b)에 마르텐사이트와 템퍼드 베이나이트의 복합조직이 보여진다. 그림 9 (c)와 9 

(d)는 각각 그림 9 (a)와 9 (b)의 템퍼링 후 미세조직이다. 그림 9 (c)는 템퍼드 베이나이

트이고 그림 9 (d)는 템퍼드 마르텐사이트와 더블 템퍼드 베이나이트의 복합조직이다. 이 

두 미세조직들의 비교로부터 2상 역 열처리공정을 포함하는 새로운 열처리가 기존 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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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보다 더 미세하고 균질한 미세조직을 형성시킴을 알 수 있다. 

  2상 역 열처리에 따른 보다 자세한 미세조직의 변화는 그림 10의 투과전자현미경 관

찰로부터 알 수 있다. 그림 10 (a)는 퀜칭과 2상 역 열처리후의 투과전자현미경 사진이

다. 높은 전위 도를 갖으며 폭이 약 1 ㎛ 인 미세한 마르텐사이트(검은 역)가 비교적 

낮은 전위 도를 갖으며 아결정립으로 이루어진 템퍼드 베이나이트 기지에 균일하게 분

포되어 있다. 이 복합조직을 템퍼링하면 템퍼드 마르텐사이트와 더블 템퍼드 베이나이트 

구조를 형성한다. 그림 10 (b)는 템퍼드 마르텐사이트가 상대적으로 높은 전위 도를 갖

는 작은 아결정립들과 탄화물들로 이루어져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템퍼드 베이나이트 

기지는 템퍼링에 의해 보다 큰 아결정립들과 낮은 전위 도를 갖는 더블 템퍼드 베이나

이트가 된다. 템퍼링 과정에서, 대부분 구형인 탄화물들이 합금원소들이 크게 농축된 마

르텐사이트 내부나 또는 마르텐사이트와 템퍼드 베이나이트 상경계에서 형성된다. 

  한편 그림 2와 3에 나타난 것처럼 기존 공정에 2상 역 열처리를 적용한 경우 충격에

너지 값이 300 J 이상으로 증가하는 2상 역 열처리 조건(온도와 유지시간) 범위가 존재

한다. 이 조건들에 대한 광학현미경 관찰과 상분석기를 이용한 부피분율 조사로부터 복합

조직이 20-60 % 의 템퍼드 마르텐사이트를 함유하고 있을 때 높은 인성이 얻어짐을 알 

수 있었다[30].

  충격시험시 미소 파괴 기구의 차이점을 조사하기 위하여, -50℃에서 시험한 시편의 파

면 아래 미세조직들을 주사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하 다. 그림 11 (a)와 11 (b)는 변형되지 

않은 재료의 미세조직을 보여준다. 그림 11 (a) 기존공정의 경우에는 구오스테나이트 결

정립계(prior austenite grain boundary)나 래스경계의 특정 방향을 따라 긴 막대형태의 

탄화물들이 형성된 것을 볼 수 있다. 반면에, 그림 11 (b)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신공정은 

템퍼드 마르텐사이트 내부, 템퍼드 마르텐사이트와 템퍼드 베이나이트 상경계, 그리고 구

오스테나이트 결정립계에 상대적으로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는 구형화된 탄화물들을 형성

시킨다. 그림 11 (c)와 11 (d)는 주 크랙 경로 아래의 미소기공들의 형상들을 보여준다. 

시험온도가 -50℃로 천이 역이므로, 기공들이 파괴되기 전에 다소 성장했다. 이 경우, 파

괴는 탄화물-기지 계면 분리나 긴 막대형태 탄화물들의 균열에 의해 시작된 듯하다. 특

히, 기존공정에서는 기공들이 긴 막대형태 탄화물들 사이에서 우선적으로 핵생성했는데 

이것은 긴 막대형태 탄화물들이 특정방향을 따라 정렬되어 있어서 국부적으로 응력과 변

형의 집중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공정에서는 기공들이 상대적으로 고르게 분

포한 구형의 탄화물들 주위에서 생성되고 성장한다. 구형의 탄화물들과 이 탄화물들의 균

일한 분포는 변형의 국부적 집중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신공정으로 열처리한 시편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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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공들의 생성과 성장은 지연된다. 

  탄화물들과 같은 입자들에서 형성된 미소균열들(또는 미소기공들)은 베이나이트 파켓

(packet) 또는 결정립을 가로질러 전파하는데, 이때 취성파괴에 대한 critical event를 파켓 

크기 또는 결정립 크기 미소크랙의 전 기지로의 전파로 묘사한 보고가 있다[17-20]. 기존

공정에서는, 크랙의 전파방향이 구오스테나이트 결정립계들 또는 파켓경계들과 같은 고

각경계(high angle boundary)들에 의해 바뀌어지는 듯하다. 단지 고각경계들만이 균열 성

장과 전파에 대한 강력한 장애물로 작용하는 것으로 여겨진다[31]. 대부분의 래스경계들

은 소각경계(low angle boundary)들이어서 전파하는 균열이 소각경계들을 쉽게 통과할 

수 있으므로, 래스경계들은 균열 전파에 대한 약한 장애물로 작용한다[31]. 반면에, 신공

정에서는 성장하는 균열이 구오스테나이트 결정립계들과 파켓 경계들뿐만 아니라 템퍼드 

마르텐사이트-템퍼드 베이나이트 상경계에서 고립되거나 또는 그 전파방향이 바뀌어진다. 

신공정에 의해 상대적으로 연한 템퍼드 베이나이트 기지에 상대적으로 강력한 템퍼드 마

르텐사이트의 복합 조직이 형성되는데, 이 두 상들간의 추가적인 상경계들이 균열 성장과 

전파에 대한 장애물로 작용하고, 결과적으로 파괴인성을 향상시켰다[11,13,32,33]

2.4 결 론

  SA508 Gr.3 원자로 압력용기강의 기존 열처리공정에 2상 역 열처리를 추가하고 템퍼

링 조건을 변경시킴으로써 인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새로운 열처리 공정들을 개발하 고, 

시험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들을 얻을 수 있었다.

1. 기존 열처리 공정인 퀜칭과 템퍼링 사이에 680∼750℃의 온도에서 1∼8시간 동안 2상

역 열처리를 추가하면 상온 충격에너지가 크게 증가하 다. 이 결과와 원자로 압력용기

의 두께를 고려하여 720℃의 온도와 6시간의 유지시간을 최적 2상 역 열처리 조건으로 

결정하 다.

2. 기존공정에 최적 2상 역 열처리를 적용한 신공정 1의 경우 기존공정에 비해 천이온도

가 감소하고 최대흡수에너지와 연성이 크게 증가했지만 강도는 약간 감소하 다. 2상 역 

열처리로 인한 강도의 감소는 2상 역 열처리후 템퍼링 조건을 660℃/10시간에서 640℃

/6시간 또는 620℃/6시간으로 변경한 신공정 2와 신공정 3에 의해 보충되었으며, 인성의 

증가 또한 최대화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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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열속도와 냉각속도를 증가시키면 천이온도가 낮아지는 반면, 가열속도와 냉각속도를 

감소시키면 천이온도가 높아진다. 그러나 2상 역 열처리로부터 오는 인성향상 효과들은 

실제 제조공정에서 사용되는 낮은 가열 및 냉각속도에서도 여전히 나타났다. 따라서, 신

열처리 공정의 적용은 가능한 것으로 생각되며, 실제 제조공정에 그 적용이 권장된다. 

 

4. 2상 역 열처리는 경질의 템퍼드 마르텐사이트와 두번 템퍼드된 연질의 베이나이트의 

복합조직을 형성한다. 균열진전을 억제하는 고각입계들이 이 복합조직에 더 많이 포함되

어 있고, 게다가 조대하고 긴 막대형태의 탄화물들이 2상 역 열처리로 인하여 대부분 구

형화되고 탄화물간 거리도 더 길어진다. 2상 역 열처리로 인한 이러한 미세조직적 특성 

변화들이 기공의 생성과 균열 전파를 지연시키는 중요한 원인이 되며, 미세조직이 20-60 

% 의 템퍼드 마르텐사이트를 포함할 때 높은 인성이 얻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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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chemical composition of SA508 Gr.3 steel.(wt.%)

Element C Mn Si P S Ni Cr Mo Al Cu V

Test material 0.21 1.24 0.25 0.007 0.002 0.88 0.21 0.47 0.008 0.03 0.004

ASME/ASTM

specification

max.

0.25

1.2-

1.5

0.15-

0.40

max.

0.025

max.

0.025

0.4-

1.0

max.

0.25

0.45-

0.6
- -

max.

0.05

Table 2. Heat treatment procedures and conditions.

 Heat treatment procedure

  Conv. HT 1   =    Quenching  +          Tempering 1  +  Simulated PWHT

  Conv. HT 2   =    Quenching  +          Tempering 2  +  Simulated PWHT

  New HT 1    =    Quenching  +  IHT +  Tempering 1  +  Simulated PWHT

  New HT 2    =    Quenching  +  IHT +  Tempering 2  +  Simulated PWHT

  New HT 3    =    Quenching  +  IHT +  Tempering 3  +  Simulated PWHT

(Condition of heat treatment step)

Temperature/holding time Heating rate Cooling rate

  Quenching 880℃/6hours  
0.3 ℃/min

30 ℃/min

20 and 100 ℃/min

20 and 100 ℃/min 

  Optimum IHT 720℃/6hours
0.3 ℃/min

30 ℃/min

20 and 100 ℃/min

20 and 100 ℃/min 

  Tempering 1 660℃/10hours
0.3 ℃/min

30 ℃/min

0.5 ℃/min

 5 ℃/min

  Tempering 2 640℃/6hours  
0.3 ℃/min

30 ℃/min

0.5 ℃/min

 5 ℃/min

  Tempering 3 620℃/6hours  
0.3 ℃/min

30 ℃/min

0.5 ℃/min

 5 ℃/min

  Simulated PWHT 610℃/30hours  
0.3 ℃/min

30 ℃/min

0.5 ℃/min

 5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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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ensile properties with respect to the heat treatment procedures

                   (heating rate=0.3℃/min).

Cooling rate=20℃/min Cooling rate=100℃/min Average

YS

MPa

UTS

MPa

Elon.

%

RA

%

YS

MPa

UTS

MPa

Elon.

%

RA

%

YS

MPa

UTS

MPa

Elon.

%

RA

%

Conv. HT1 458 606 27.1 70.9 468 622 26.6 71.4 463 614 26.9 71.2

New HT1 395 563 31.8 74.4 401 569 32.4 75.5 398 566 32.1 75.0

New HT2 411 577 30.9 73.8 413 578 31.7 75.2 412 578 31.3 74.5

New HT3 419 587 31.3 73.2 432 597 28.7 73.3 426 592 30.0 73.3

ASME/ASTM

specification

min.

345

550-

725

min.

18

min.

38

* YS, UTS, Elon. and RA are the yield strength, ultimate tensile strength, total elongation and 

reduction of area, respectively.

Table 4. Tensile properties with respect to the heat treatment procedures 

           (heating rate=30℃/min).

Cooling rate=20℃/min Cooling rate=100℃/min Average

YS

MPa

UTS

MPa

Elon.

%

RA

%

YS

MPa

UTS

MPa

Elon.

%

RA

%

YS

MPa

UTS

MPa

Elon.

%

RA

%

Conv. HT1 468 608 28.1 71.7 475 613 26.7 72.4 472 611 27.4 72.1

Conv. HT2 489 626 26.6 71.5 503 634 25.8 71.4 496 630 26.2 71.5

New HT1 424 580 30.2 74.6 437 583 32.1 75.5 431 582 31.2 75.1

New HT2 432 588 29.4 72.6 450 596 30.1 74.7 441 592 29.8 73.7

New HT3 457 604 29.3 74.6 465 606 29.5 74.6 461 605 29.4 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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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Impact properties with respect to the heat treatment procedures

                   (heating rate=0.3℃/min).

Cooling rate=20℃/min Cooling rate=100℃/min Average

T41J

℃

T68J

℃

RTE

J

USE

J

T41J

℃

T68J

℃

RTE

J

USE

J

T41J

℃

T68J

℃

RTE

J

USE

J

Conv. HT1 -26 -14 172 308 -36 -26 265 328 -31 -20 219 318

New HT1 -33 -22 400 384 -42 -35 383 391 -38 -29 392 388

New HT2 -33 -24 348 383 -48 -39 380 394 -41 -32 364 389

New HT3 -42 -31 307 343 -54 -44 383 368 -48 -38 345 356

* T41J and T68J are the temperatures at which the impact energy values are 41J and 68J, 

respectively. RTE and USE are the room temperature impact energy and upper shelf energy, 

respectively

Table 6. Impact properties with respect to the heat treatment procedures

              (heating rate=30℃/min).

Cooling rate=20℃/min Cooling rate=100℃/min Average

T41J

℃

T68J

℃

RTE

J

USE

J

T41J

℃

T68J

℃

RTE

J

USE

J

T41J

℃

T68J

℃

RTE

J

USE

J

Conv. HT1 -35 -22 185 285 -57 -43 222 325 -46 -33 204 305

Conv. HT2 -35 -22 175 263 -51 -37 245 301 -43 -30 210 282

New HT1 -42 -30 209 340 -63 -52 351 363 -53 -41 280 352

New HT2 -50 -36 250 355 -85 -69 278 361 -68 -53 264 358

New HT3 -69 -51 261 340 -86 -73 317 340 -78 -62 289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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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s of (a) conventional heat treatment procedure and (b) new heat treatment 

proced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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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variation of room temperature impact energy with the intercritical temperature 

when the heating rate is 0.3℃/min and the cooling rate during quenching is 100℃/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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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 variation of the room temperature impact energy with the intercritical temperature 

when the heating rate is 30℃/min and the cooling rate during quenching is 100℃/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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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harpy impact energy vs. temperature curves for different heat treatment processes, 

where the heating rate is 0.3℃/min and the cooling rate is 20℃/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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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harpy impact energy vs. temperature curves for different heat treatment processes, 

where the heating rate is 0.3℃/min and the cooling rate is 100℃/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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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Charpy impact energy vs. temperature curves for different heat treatment processes, 

where the heating rate is 30℃/min and the cooling rate is 20℃/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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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Charpy impact energy vs. temperature curves for different heat treatment processes, 

where the heating rate is 30℃/min and the cooling rate is 100℃/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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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9. Optical micrographs showing microstructural evolution: (a) quenching, (b) quenching 

and IHT, (c) quenching and tempering, (d) quenching, IHT, and temp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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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d)

        Fig. 9.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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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10. TEM micrographs (a) after quenching and IHT and (b) after quenching, IHT, and 

temp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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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11. SEM micrographs showing the carbide distributions and the microvoids and 

microcracks underneath the fracture surfaces. (a), (c) and (e) are for the Conv. HT1 and (b), 

(d) and (f) are for the New H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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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d)

     Fig. 11.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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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f)

      Fig. 11.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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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항 1차배관등 원자로 재료용 고강도 고인성 스테인레스강 

개발

3.1 서론

  충분한 파단전 누설(Leak Before Break, LBB) 안전 여유도 확보를 위해서는 소재의 인

장 및 파괴인성 특성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 까지의 상용소재에 대한 LBB 적용결과 점차 

개선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나, 광 3/4호기 이후 적용된 대부분의 소재에서 안전

여유도 측면에서 소재의 특성개선이 매우 필요함이 제기 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상용 림관 (TP347 스테인레스강)에 대한 각종 기계적특성 및 미세조직특성 등을 상호비

교 재평가 하여 이로부터 동 소재의 파괴 및 인장 특성을 제어하는 주된 인자를 도출하

다. 도출된 결과에 근거하여 다양한 종류의 모델 시합금을 제조하 고, 이에대한 평가 

결과를 통해 고인성 개량합금을 개발하여 림관 재료의 규격요건을 확립하고자 하 다. 

또한 기존 소재를 완전히 대체하는 TP316N 스테인레스강 등의 다른 종류의 합금을 적용

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고, 모델합금 제조 및 평가를 통해 적용시 최적의 소재 규격

을 확보하고자 하 다.

3.2 연구 목적 및 범위

  경수로 가압기 림관 소재의 LBB 여유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제반 재료요건을 확립

하고 울진 5/6 및 후속기의 재료 사양에 적용하기 위한 개선사항을 도출하고자 하 다. 

LBB 안전 여유도는 주로 소재의 파괴인성 특성 및 인장 특성에 의존하므로, 파괴인성특

성을 개량하고 적정한 인장성질을 갖도록 재료의 시방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먼저 현재 상용으로 적용되고 있는 림관 소재들에 대한 특성들을 재평가 하는 연

구를 진행하 고, 이 결과에 기초하여 개선방향을 도출하고, 소규모 소재 제조를 통한 

향인자 확인 및 개선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하 다. 이와 동시에 TP 316N 스테인레스강

을 림관에 적용시 최적의 조건 및 기존의 TP 347 스테인레스강에 상대적인 개선 정도

를 확보하고자 하 다. 상세 일정은 표 1에 나타낸 바와 같다. 

3.3 기존 TP347 스테인레스강 림관 소재에 대한 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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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인장 성질 및 파괴저항성 비교

  표 2는 분석된 상용합금들의 종류와 성분을 보여준다. 상용 347 합금들에 대한 성분, 

미세조직, 강도, 파괴인성 및 파괴양상을 종합하여 분석해본 결과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1) 인장성질은 광5/6후보재 ＜ 광3/4 pipe  ≤ 울진3/4 pipe ＜＜  광3/4 

Elbow(C-L) 순을 보이고 있었다.

    2) 파괴저항성은 J-R data를 비교해 본 결과 광5/6후보재 ＜＜  울진3/4 pipe  ≤ 

광3/4 pipe ＜ 광3/4 Elbow(C-L) 순으로 파괴인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광3/4 Elbow의 경우 다른 소재들과 달리 더 취약한 방향인 C-L 방향으로 시편을 채취

하 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인성을 보 으므로 다른 소재들과 동일한 L-C 방향으로 비교

할 경우 더욱 높은 인성을 보일것으로 판단된다. 

3.3.2 파괴저항성 저하 원인 

  파괴특성을 주도하는 주된 인자는 주 가공방향(튜브길이방향)을 따라 분포하고 있는 조

대한 Nb(CN) 입자들인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러한 입자들 자체가 외부응력으로 부서져

서 균열을 생성, 성장 시키고 상호 연결되어, 취성의 경향이 높은 파괴양상을 만들기 때

문이었다(그림 1). 관찰결과 조대한 입자들의 분포량은 정성적으로 다음과 같은 순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그림 2).

  광3/4 Elbow ＜＜  광3/4 pipe ≤ 울진3/4 pipe ＜ 광5/6후보재

이는 파괴인성이 증가하는 순서와 일치하며 조대한 입자들이 파괴특성을 결정하는 결정

적인 인자인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조대한 입자들의 분포량은 성분분석결과와 비교해 

볼 때 C와 Nb의 함량에 직접적으로 의존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조대한 입자들은 합금용해후 응고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것으로 제조공정의 개선에 의

해 변화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응고시 냉각속도를 빠르게 할수록 

조대 입자들의 크기가 다소 작아질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화학성분상의 

C와 Nb의 함량감소에 의해서만 조대입자의 저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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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개량 TP 347 스테인레스강 모델합금 제조 및 평가

3.4.1 개량 합금 설계 및 제조

  상용 합금에 대한 평가 및 분석결과를 근거로 TP 347 합금의 파괴인성 개량을 위한 다

음의 조건을 도출하 다.

1) C의 함량을 줄일 것.

2) C에 상응하는 Nb의 함량을 Spec. 범위내에서 가능한 한 낮도록 할 것.

3) C의 저감에 따른 강도 보전을 위해서 반드시 N을 첨가할 것.

4) 용해 이후 제조공정에 따른 차이는 거의 없음.

  이와 같은 조건들을 고려한 다양한 성분비를 갖는 총 11종의 TP347 Spec. 범위내의 합

금을 2차에 걸쳐서 용해 제조하 다. 각 합금의 성분은 표 3에 나타내었다. 1차용해 합금

(Heat-1: K1 - K5)은 주 조절대상 성분(C, N 및 Nb)을 낮은 범위까지 제한하 고, 반면에 

2차용해 합금(Heat-2: K6 - K11)은 주 조절대상 성분을 상용조건 및 상용조건에서 약간 

저감시켰다. 기타 성분은 현 가압기 림관 소재와 동일한 조건으로 맞추었다. 

  합금용해 및 열간압연은 각각 진공유도용해(VIM)로 및 열간압연기를 이용하 다. 열간

압연 시작온도는 델타페라이트의 형성을 억제하면서 압연균열이 발생하지 않는 적정조건 

(1250 - 1270℃)을 고려하여 설정하 고, 이 조건은 304 및 316 계열의 합금에서 일반적으

로 적용되는 조건과 유사하 다. 압하율은 30kg ingot에서 가능한 압하율이 크도록 

1T-CT 시편에 근접한 29mm가 되도록 하 다. 압연 후 용체화처리를 1050℃에서 1시간

동안 하 고, 이외에도 다양한 열처리 조건의 향을 보기위해 1050℃-30분, 1050℃-2시

간, 그리고 1050℃-1시간+1080℃-1시간 등의 추가 조건들에서도 열처리를 행하 다. 

3.4.2 시험 및 분석 방법

  미세조직분석, 인장시험 및 J-R시험등의 다양한 관점에서 모델합금들의 특성을 평가하

다. 각 시험평가 및 분석항목별 수행된 총 수량과 시편종류에 대해 표 4, 5 및 6에 요

약하 다. 각 목적별 시험분석항목은 아래와 같다.

(1) 미세조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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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학현미경 분석

  광학현미경에서 관찰된 사진으로 각 시편에서의 결정립 크기를 측정하 으며, 석출입

자의 크기분포를 구하 다. 

참고 기준 (Reference Standard)

- ASTM Standard E 112-88, "Standard Test Methods for

 Determining Average Grain Size"

- ASTM Standard E 407-93, "Standard Test Methods for

 Microetching Metals and Alloys"

- ASTM Standard E 3-80, "Standard Test Methods for

 Preparation of Metallographic Specimens"

  ⓑ 주사전자현미경(SEM) 분석

    석출물 분포등의 미세조직 및 파면등의 관찰을 위해 SEM을 이용하 다.

  ⓒ 투과전자현미경(TEM) 분석

    기지내 전위조직 및 석출물 분포등을 관찰하기 위해 TEM 분석을 하 다.

  ⓓ 석출물 전해 추출 (Electrolytic Bulk Extraction)

    합금내 석출물의 정량분석을 위해서 전해 추출을 하 다.

참고 기준 (Reference Standard)

- ASTM Standard E 963-83, "Electrolytic Extraction of Phases

 from Ni and Ni-Fe Base Superalloys Using a

 Hydrochloric-Methanol Electrolyte"

  ⓔ 석출물 X-ray 분석 

  여러 석출물이 혼재하는 powder로부터 X-ray를 이용하여 석출물의 정량적 비를 측정

하 다. 또한 각 석출물의 격자상수도 측정하 다.

(2) 인장시험 (Tensile test)

  인장시험은 ASME 시험규격 E8 (Standard Test Method of Tension Testing of 

Metallic Materials) 및 E21 (Standard Test Method of Practice for Elevated Temperature 

Tension Tests of Metallic Materials)에 따라 변위제어 (stroke control)로 수행되었다.

(3) 파괴저항 특성 (J-R curve)

  시험에 사용된 시험편은 ASTM 시험규격에 따른 표준 1T-CT (compact- tension)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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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이다. 시험편의 채취방향은 LBB analysis에서 주 관심이되는 L-T 방향으로 하 다. 시

험온도는 모두 316
o
C 이다. 시험은 변위제어로 ASTM E1737 (종래의 E813 및 E1152의 

96년도 종합개정판)에 따라 unloading compliance 방법으로 수행되었다.

3.4.3 미세조직 특성

(1) 결정립 크기 (Grain Size) 및 석출물 분포

  동일한 열처리 조건에서 탄소함량이 높을수록 결정립은 다소 미세해지는 경향을 보

다. 동일 탄소함량에서는 열처리 시간의 증가에 따라 결정립의 크기가 증가하며 약 1시간 

열처리 이후부터는 결정립크기가 거의 변화가 없었다. 표 7은 각 합금에서 측정된 결정립 

크기를 나타낸다. 상용합금들과 비교해 볼 때 1시간 정도의 열처리 조건에서 울진 3/4호

기 림관 소재와 유사한 결정립 크기를 보 다.

  조대한 석출물은 탄소함량이 감소함에 따라 점차 압연방향을 따른 분포가 감소하고 있

으며, 약 0.03% 탄소를 포함하고 있는 합금에서부터 그 감소가 현저하게 나타났다(그림  

3). 상용조건을 모사한 재료(K11)는 실제 상용조건과 거의 유사하 다. 동일 탄소함량에서 

질소 함량의 다소에 따른 변화는 탄소함량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0.05% 수준의 높은 

탄소함량에서 질소의 첨가량에 따른 석출물 분포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반면에, 

0.03%의 탄소함량을 가진 합금들에서 질소의 첨가량에 따라 석출물들은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석출물 정량 분석 결과(그림 4 및 5), 질소가 0.11% 첨가된 합금의 경우 조대한 

Nb(CN)과 주로 미세한 NbCrN의 두 종류 석출물이 확인되었고, C의 함량이 낮아 질수

록 미세한  NbCrN의  상대적인 량이  급격히 증가하 다.  한편 0.04% 수준으로 질소가 

소량 첨가된 합금에서는 탄소함량에 상관없이 석출물의 대부분이 Nb(CN)이었고, 합금내

에 형성된 석출물의 총량은 탄소함량이 낮은 범위로 갈수록 질소함량이 0.11%인 합금에 

비해 급격히 감소하 다. 

(2) 용해 응고 조직

  석출물의 형성시점을 확인하기 위해 용해 응고 직후의 조직을 관찰한 결과, 탄소함량이 

높은 합금들에서는 질소 함량의 다소에 상관없이 매우 조대한 탄화물들이 소멸된 페라이

트의 흔적으로 따라 그물 모양으로 형성되었다. 탄소함량이 감소함에 따라 초정 탄화물의 

량은 점차 적어져서 0.02%의 탄소함량에 이르면 거의 대부분 소멸되었다. 그러나 질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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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이 낮은 합금이 높은 합금에 비해 조대한 탄화물의 소멸 정도는 더 빠르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질소의 첨가는 탄소의 함량이 높은 범위 (약 0.04%이상)에서는 탄화물

의 형성에 거의 향을 미치지 못하며, 탄소의 함량이 낮은 범위에서는 질소의 첨가가 초

정 탄화물의 형성을 조장하는 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3.4.4 인장 특성

  전체적으로 인장성질은 (탄소+질소)함량의 감소에 따라 낮아졌다(그림  6). Code에서 

명시된 YS와 UTS의 하한값과 비교해 볼 때 탄소 및 질소의 첨가량이 동시에 낮을 경우 

Spec.치와 비교할 때 여유가 충분치 못하다. 그러나 탄소의 첨가량에 관계없이 질소의 첨

가량이 0.1% 이상을 유지할 경우 spec. 값을 충분히 상회하며 만족하 다. 이를 조건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1) Heat-to-heat 변화

  Heat-2가 Heat-1에 비해 전체적으로 항복강도 및 인장강도가 높았다(그림  7). 그러나 

탄소 및 질소함량에 대한 의존성은 그림의 기울기 차이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거의 변화

가 없었다. 따라서 주 조절 대상 성분(C, N, Nb)을 제외한 성분은 기존 상용 림관 성

분과 동일하게 하는 것이 강도측면에서 유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2) C 및 N의 향

  Heat에 상관없이 YS 및 UTS는 (탄소+질소) 함량에 비례적으로 의존하 다. 강도에 대

한 탄소 및 질소의 향은 거의 유사한 효과를 가지며,  탄소가 낮아질 경우 질소의 첨가

로 충분히 보충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YS 및 UTS의 감소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질소가 반드시 0.1% 이상 첨가되어야 한다. 

(3) 용체화처리의 향

  합금의 항복 및 인장강도는 열처리 조건에 따라 향을 받기는 하나, 대부분의 모델합

금에서 열처리 조건이 변하더라도 우수한 강도특성을 유지하 다. 그러므로 기존의 열처

리 조건 (1040, 1시간)을 유지하더라도 강도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4.5 파괴저항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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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탄소의 향

  그림 8(a) 및 (b)는 질소함량이 0.1%이상인 합금 및 0.04% 질소함량을 포함하는 합금들

에 대한 결과를 각각 나타낸다. J-R 시험의 특징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① 질소함량이 높고 낮은 두 분류 그룹 모두에서 C의 저감은 파괴저항성을 현저히 개선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③ 울진3/4 및 광 3/4 가압기 림관 소재를 모사한 참고합금(K11)의 J-R결과가 실제 

림관 소재의 결과와 거의 유사하게 나오는 것을 볼 때 본 모델합금의 제조 신뢰성이 

우수한 것으로 보인다. 

(2) 질소의 향 

  상용합금 수준으로 높은 탄소함량 역(K9, K11)에서는 질소의 유무가 파괴저항성에 

거의 향을 미치지 못하는 반면에 탄소함량이 낮은 역(K2, K4)에서는 질소의 첨가량

이 높을수록 파괴저항성은 저하되었다 (그림  9).

  그러나 비록 질소의 함량이 높은 재료에서 파괴저항성이 낮게 나오기는 하 으나 실제 

림관 소재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Nb/C의 향

  Nb/C 비가 낮을수록 탄화물의 석출량이 감소하 다. 따라서 Nb/C 비의 감소는 파괴

인성을 향상시켰다.

3.4.6 균열진전 저항성 (dJ/da)

  J-R 곡선의 기울기(dJ/da)는 균열진전에 대한 재료의 저항성을 의미하는 중요한 

parameter이다. J-R 곡선의 기울기는 균열길이에 따라 계속적으로 변하는 값이므로, 상대

비교를 위해 J-Δa곡선의 기울기가 전체적으로 일정해지는 균열길이 0.15－1.5㎜ 범위에서

의 기울기 값을 측정하여 합금 성분 및 탄화물량에 따라 비교하 다(그림 10) . dJ/da는 

탄소함량의 저감에 따라 직선적으로 증가하며, 약 0.04% 탄소함량 이하에서부터 증가 속

도가 더욱 크게 나타나, 이중의 기울기 역을 보 다. 즉, 재료의 0.04%이하의 탄소함량 

범위에서 파괴저항성이 더욱 크게 나타 났다. 또한 질소함량이 낮은 합금일수록 꺽임현상

은 크게 나타났다. 석출물중 조대한 입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Nb(CN)의 함량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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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R 곡선기울기의 변화를 각각 나타낸 결과, 0.11wt%N을 함유하는 합금들은 꺽임현상이 

거의 없어졌고, 반면에 0.04wt%N을 함유하는 합금들은 여전히 꺽임현상이 나타났다. 따

라서 0.11wt%N을 함유하는 합금의 파괴저항성은 조대한 Nb(CN) 탄화물에 직선적으로 

의존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저질소 합금의 경우 Nb(CN) 한종류의 석출물만 형성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그림 11의 꺽임 현상은 저탄소 저질소 합금(K4)에서 석출물이 입계

를 따라 미세하게 형성된 현상과 관련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4.7 파괴양상 분석

(1) 파면특성

  탄소함량이 높은 시편에서 파면의 거칠기가 매우 심하며 탄소함량의 저감에 따라 거칠

기가 점차 적어지며 연성 전단에 의해 파괴된 면들의 량이 증가하 다(그림 11). 특히 저

탄소 및 저질소 K4합금에서는 void 형성에 의한 파괴보다는 연성 전단 변형에 의해 파괴

가 주도된 흔적이 뚜렷하다.

(2) 수직 파단면 조직

  탄소함량이 높은 시편들에서 조대한 탄화물들이 파괴되어 큰 공동(void) 또는 균열

(crack)을 형성하고 있으며, 탄소함량이 감소함에 따라 조대한 탄화물의 흐름도 감소하며, 

파면 직하 균열의 발생빈도가 적어졌다(그림 12). 

3.5 대체합금 TP316N 스테인레스강 모델합금제조 및 평가

3.5.1 합금설계 및 제조

  림관 소재로 TP347 합금을 대체할 경우 대체재로 고려되는 TP316N 합금의 적용가

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시방범위내의 4종의 TP316(L)N 스테인레스강을 제조하여 특성을 

평가 하 다(표 8). 3개의 합금은 316N grade 고, 1개의 합금은 탄소의 함량을 0.02% 

수준으로 유지한 316LN grade 다. 질소는 N grade 조건을 만족하는 0.10-0.11%를 첨가

하 다. 기타 성분들은 SANDVIK의 원자력 배관소재와 유사한 조건으로 설정하여 Ni의 

함량이 다소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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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미세조직 특성

  결정립이 고르게 성장하 고 압연표면과 중심부의 차이가 적어 균질도가 높았다. 전체

적으로 결정립 크기는 큰 차이는 없었으나 합금내 탄소함량의 증가에 따라 다소 미세하

다. TP347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1050℃, 1시간 정도의 용체화 열처리가 적당하 다.

3.5.3 인장특성

  YS 및 UTS가 (탄소+질소)의 함량에 직선적으로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TP 

347 SS의 Heat-2와 비교하여 YS는 유사한 정도이며, UTS는 아주 높았다(그림 13). 특히 

UTS는 (C+N)에 대한 의존성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모든 합금 성분범위에서 ASME 

Code에 명시된 YS와 UTS의 조건을 충분히 만족하 다.

3.5.4 파괴저항 특성 

  316 M2 합금에서 예외적으로 높은 J-R 곡선을 보이는 것을 제외하면, 탄소함량의 증가

에 따라 J-R 곡선이 다소 낮아지고 있다. 그러나 제조된 모든 합금의 절대적인 파괴저항

성은 매우 우수하며 TP347 합금의 상한선에 근접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J-R 곡선의 

하반부에서 곡선의 기울기가 TP347에 비해 다소 작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TP316N grade 합금의 높은 균열진전 저항성과 시편 크기의 한계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

된다. 이상의 결과를 비교해 볼 때 재료의 기본적인 강도 및 파괴저항성 측면에서 

TP316N 스테인레스 합금이 기존의 상용 TP347 스테인레스 합금에 비해 우수한 결과를 

보이며, 대체재로 활용될 가능성이 충분히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합금성분은 적정강도와 

파괴저항성을 위해 탄소함량 0.035∼0.045wt%, 질소함량 0.10∼0.15wt% 정도의 범위가 적

정한 것으로 예상되며, 청정도를 높여 개재물등의 형성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3.6 용접 열 향부 예민화(입계부식) 특성

  TP347 스테인레스 합금은 C와 결합력이 높은 Nb을 첨가하여 입계 부식에 대한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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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C와 Nb, 그리고 N의 변화에 따른 부식저항성변화는 아직 명확

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합금개량에 따른 입계부식저항성 변화를 평

가하고자 하 다. 또한 TP316N 스테인레스강의 입계부식특성을 C의 함량변화에 따라 평

가하고, TP347 스테인레스강과 비교하 다. 

 

3.6.1 시편 준비 및 실험 

  TP347 스테인레스강 부식시험시편은 용접열 향부의 효과를 모사하기 위해 용체화처리

된 시편에 대해 1300℃에서 2분간 (유효 유지시간 약30초) 열처리 한 후 수냉하 고, 

TP316 합금의 경우 이러한 열처리는 예민화 특성에 거의 향이 없으므로 수행하지 않았

다. 뒤이어 TP316과 TP347 합금들은 ASTM에 명시된 조건인 675℃에서 다양한 시간동안 

예민화 열처리를 하 다. 예민화 실험은 림관 시방에 명시된 ASTM standard A262 

Practice E (Strauss test)의 방법과 정량적인 평가방법으로 널리 알려진 Double 

Loop-Electro Potentio-kinetic Reactivation (DL-EPR)법으로 수행되었다. 

3.6.2 실험결과

  탄소함량이 감소함에 따라 예민화 저항성이 급격히 향상되었으며, TP347이 TP316에 비

해 월등히 우수한 예민화 저항성을 보인다(그림 15). 특히 탄소함량을 저감시킨 TP347 합

금의 경우 매우 우수한 예민화 저항성을 보여 개량 TP347 스테인레스 강은 기존의 상용

소재에 비해 부식특성도 향상된 재료로 평가된다. 그러나 비록 TP316N 합금의 예민화 

특성이 TP347 합금에 비해 우수하지는 못하지만 용접시 받는 열이력은 비 예민화 조건 

범위에 있을 것으로 추측되므로, 경수로 조건에서 TP316N 스텐레스은 입계부식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3.7 요약 및 결론

3.7.1 TP347 합금 개량 

  1) 탄소함량의 저감은 질소첨가량에 무관하게 파괴인성의 직접적인 향상을 가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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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ments Cr Ni Mn Si S P

Code Requirement
 17.0 

  - 20.0 

 9.0 

  - 13.0

2.0 

Max.

0.75 

Max.

0.030 

Max.

0.040 

Max.

Recommendation
 17.0 

  -  18.5

 9.0

 - 10.0
1.50 0.50 <0.01 <0.02

Elements Co Mo C N Nb Fe

Code Requirement - -
0.08 

Max.
-

C×10<Nb 

<0.10%

Recommendation
0.20 

Max
0.30

0.020

- 0.040

0.090

- 0.130
C×10∼12 bal.

특히 탄소함량 0.04%이하에서 파괴저항성의 향상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2) 질소함량 증가는 0.03%C 정도의 낮은 탄소함량 범위에서는 파괴인성에 다소 나쁜 

향을 미치나, 상용 림관 조건에서는 향이 없었다.

  3) 인장성질은 탄소+질소 함량증가에 따라 비례적으로 증가하 다. 질소와 탄소는 인장

성질에 유사한 정도의 향을 미치고 있었다. 따라서 질소를 약 0.1%이상 함유하고 있을 

경우, 0.05% 이하 범위에서 탄소의 함량이 변하더라도 항복강도 및 인장강도에 큰 향

을 미치지 않았다. 

  4) 높은 인장성질을 유지하면서 파괴인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탄소함량을 줄이는 대

신, 질소를 0.1%이상 유지하고, 시방범위내에서 최대한 Nb의 함량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

하다. 나머지 성분 및 열처리는 기존 상용소재의 제조공정을 유지한다. 이러한 결과로부

터 추천되는 합금성분을 아래 표에 정리하 다.

  - Modified TP347 for high toughness and strength (wt%)

3.7.2 TP316 합금

  1) TP316N grade의 스테인레스강은 항복강도가 Code 값을 충분히 만족하면서 TP347

와 유사하게 높았으며, 인장강도는 TP347에 비해 매우 높았다. 

  2) 파괴인성측면에서는 기존의 상용 TP347 보다 우수한 결과를 보 다. 개량 TP 347 

SS와 비교해 볼 때 J-R 곡선이 전체적으로 약간 우수한 결과를 보 으나, 긴 균열길이 

역에서 균열 진전저항성이 다소 낮아지는 경향을 보 다. 문헌들을 고려해 본 결과 316N 

grade의 파괴인성은 개재물의 함량에 민감하게 의존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으므로 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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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 Ni Mn Si S P

17.50 12.35 1.00 0.50 <0.007 <0.015

Cu Mo C N Fe

0.20 2.30 0.035-0.045 0.130 bal.

물의 함량을 엄격히 규제하고, 기타 성분들은 SA312-TP316N의 ASTM 규정을 만족하면

서, 아래의 성분비에 가깝게 유지하면 가압기 림관의 조건을 충족할 것으로 판단된다.  

                                                            

   (wt%)

  3) 입계 부식 측면에서는 TP 347 SS에 비해 그 특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가압기 림관은 가동중 입계부식을 일으킬 수 있는 조건이 아니며, 또한 용접조건

을 적절히 규제함으로 (용접후 냉각중 550∼800℃ 온도구간을 최소화 시킴) 입계 부식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TP316N을 대체재로 상정할 경우, 앞으로 이에

대한 규제조건과 시방조건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함께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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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Flow diagram for the research progress.

상용( 광3/4, 울진3/4, 

울진3/4적용

유보재)에 대한 재평가 

316N 및 347에 대한 특성 

자료 수집

1차 및 2차 모델합금 용해

347 (11종), 316LN (4종)

1차 및 2차용해 합금에 대한 특성 평가

- 인장, 파괴인성, 미세조직

용접열 향부 부식 저항성 평가

347 (6종), 316 (4종)

종합 /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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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hemical composition of RCS surgeline materials

Alloys Cr Ni Mn Si S P Co Mo C N
Cb

(Nb)
광3/4 

Elbow
17.30 9.22 1.65 0.50 0.002 0.025 0.100 0.040 0.45

광3/4 

SGL Pipe
17.52 9.30 1.76 0.55 0.005 0.030 0.100 0.050 0.71

광3/4

Safe End
17.46 10.08 1.56 0.49 0.007 0.020 0.040 0.15 0.052 0.64

울진3/4 

SGL Pipe
17.69 9.58 1.70 0.57 0.001 0.020 0.060 0.19 0.050 0.120 0.72

광5/6후보 

SGL Pipe
18.00 11.10 1.65 0.51 0.005 0.022 0.100 0.18 0.060 0.120 0.78

*Fe: b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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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chemical composition of Type 347 model alloys. 

Alloys Cr Ni Mn Si S P Co Mo C N
Nb

(Cb)

TP347K1 18.5 10.01 1.52 0.41 0.005 <0.002 0.023 0.11 0.23

TP347K2 18.75 9.98 1.53 0.41 0.004 <0.002 0.030 0.11 0.37

TP347K3 18.45 10.10 1.51 0.42 0.006 <0.002 0.038 0.11 0.52

TP347K4 18.48 9.99 1.51 0.41 0.006 <0.002 0.031 0.03 0.39

TP347K5 18.37 9.80 1.48 0.42 0.004 <0.002 0.021 0.11 0.28

TP347K6 17.32 9.15 1.59 0.49 0.004 0.022 0.102 0.30 0.038 0.045 0.43

TP347K7 17.37 9.15 1.58 0.48 0.003 0.020 0.102 0.30 0.046 0.045 0.46

TP347K8 17.22 9.14 1.58 0.48 0.004 0.023 0.102 0.30 0.040 0.10 0.44

TP347K9 17.49 10.05 1.58 0.49 0.004 0.023 0.080 0.29 0.050 0.045 0.68

TP347K10 17.55 10.00 1.57 0.53 0.004 0.021 0.083 - 0.044 0.040 0.66

TP347K11 17.39 9.98 1.58 0.48 0.004 0.022 0.084 0.29 0.049 0.110 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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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Status of the tensile and J-R tests.

인장시험 갯수
J-R 시험 

갯수 

용체화처리온도
1050℃, 

30min
1050℃, 1h 1050℃, 2h

1050℃, 1h 

+ 1080℃, 1h

1050℃, 

1h

TP347

K1 2 2 2 2 2

K2 2 2 2 2 2

K3 2 2 2 2 2

K4 2 2 2 2 2

K5 2 2 2 2 2

K6 - 2 - - 2

K7 - 2 - - 2

K8 - 2 - 2 2

K9 - 2 - 2 2

K10 - 2 - - 2

K11 - 2 - 2 2

TP316N

M1 2 1

M2 2 2

M3 2 2

M4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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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Status of the microstructural and fractographic observations for the model alloys.

미세조직 파괴분석 

용체화처리온도
1050℃, 

30min
1050℃, 1h 1050℃, 2h

1050℃, 1h 

+ 1080℃, 1h
1050℃, 1h

TP347

K1 OM OM,SEM OM OM -

K2 OM OM,SEM,TEM OM OM SEM

K3 OM OM,SEM,TEM OM OM SEM

K4 OM OM,SEM,TEM OM OM SEM

K5 OM OM,SEM,TEM OM OM SEM

K6 - OM (SEM)  -  - SEM

K7 - OM  -  - SEM

K8 - OM (SEM)  -  - SEM

K9 - OM (SEM)  -  - SEM

K10 - OM  -  - SEM

K11 - OM (SEM)  -  - SEM

TP316N

M1 - OM - - -

M2 - OM - - -

M3 - OM - - -

M4 - OM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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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Status of the corrosion test on TP347 and TP316N model alloys.

부식시험 (예민화시험)

부식특성관련 

석출조직 분석 

(SEM, TEM)
용체화처리온도

용체화처리 : 1050℃, 1h  

 예민화처리 : 675℃, 0.5, 2, 5, 20, 

        50 ,100, 200h

Strauss test
*

EPR test
**

TP347

K1

K2 ○ ○ ○

K3 ○ ○ ○

K4 ○ ○ ○

K5 ○ ○ ○

K6

K7

K8

K9 ○ ○ ○

K10

K11 ○ ○ ○

TP316N

M1 ○ ○

M2 ○ ○

M3 ○ ○

M4 ○ ○

○  : 완료

*Strauss test: ASTM A262 - Practice E

**DL-EPR: Double-Loop Electropotentio-Kinetic Reactivation Test 

***TP347 합금은 용체화처리후 용접열 향부 simulation을 위해 1300℃, 2분 열처리후 수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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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The change of grain size with respect to the condition of solution heat treatment.

Alloys
Sol. Annealing

condition

Carbon

(wt%)

Nitrogen

(wt%)

Grain size

(㎛)

K1 1050℃, 0.5h 0.023 0.11 20

K2 0.030 0.11 18

K3 0.038 0.11 18

K4 0.030 0.03 21

K5 0.021 0.11 30

K1 1050℃, 1h 0.023 0.11 21

K2 0.030 0.11 20

K3 0.038 0.11 22

K4 0.030 0.03 31

K5 0.021 0.11 31

K1 1050℃, 2h 0.023 0.11 22

K2 0.030 0.11 21

K3 0.038 0.11 23

K4 0.030 0.03 33

K5 0.021 0.11 31

K1 1050℃, 1h 0.023 0.11 27

K2 + 1080℃, 1h 0.030 0.11 27

K3 0.038 0.11 25

K4 0.030 0.03 33

K5 0.021 0.11 36

K6 1050℃, 1h 0.038 0.045 24

K7 0.046 0.045 21

K8 0.040 0.100 20

K9 0.050 0.045 27

K10 0.044 0.04 29

K11 0.049 0.11 20

K8 1050℃, 1h 0.040 0.10 23

K9 + 1080℃, 1h 0.050 0.045 27

K11 0.049 0.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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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The chemical composition of Type 316(N) model alloys. 

Alloys Cr Ni Mn Si S P Cu C N Mo
비고

(前 ID)

TP316M1 17.28 12.35 1.0 0.63 0.003 0.008 - 0.019 0.10 2.32 316LN

TP316M2 17.46 12.36 1.0 0.59 0.003 0.026 0.20 0.037 0.11 2.29 316N

TP316M3 17.45 12.30 1.0 0.58 0.003 0.025 0.20 0.046 0.11 2.21 316N

TP316M4 17.44 12.20 0.99 0.58 0.003 0.024 0.20 0.056 0.11 2.28 316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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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1. Fracture morphology on the sectioned surface normal to the J-R fracture surfaces in YG 

5/6 canceled specimen. (a) near fracture surface and (b) below frcture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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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 2. Optical microstructure showing carbide particles; (a) YG3/4 (b) YG3/4 Elbow (c) UC 

3/4 (d) YG5/6 cancel (x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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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c)       (d)

Fig. 3. Optical microstructure showing carbide particles for the alloys containing 0.11wt%N; (a) 

K5, (b) K2, (c) K3 and (d) K11 (x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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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Quantitative analysis of the precipitates in TP347 stainless steels with respect to the 

carbon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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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Variation in the amount of the precipitates as a function of the carbon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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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Tensile test results of TP347 model alloys at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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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Heat-to-heat variation of YS and UTS for TP347 model alloys at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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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J-R data for the model TP347 stainless steels; (a) >0.10wt%N and (b) <0.10w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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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The comparison of J-R data for the model TP347 stainless steels with different nitrogen 

levels. 



- 796 -

0.01 0.02 0.03 0.04 0.05 0.06 0.07
0

200

400

600

800

1000

1200

0.11 wt% N
0.04 wt% N

dJ
/d

a 
(x

10
-3
) 

(k
J/

m
3 )

Carbon content (wt%)

(a)

0.0 0.1 0.2 0.3 0.4 0.5 0.6 0.7 0.8
0

200

400

600

800

1000

1200

0.11 wt% N
0.04 wt% N

dJ
/d

a 
(x

10
-3
) 

(k
J/

m
3 )

Weight percent of Nb(CN) 

(b)

Fig. 10. The variations of dJ/da with respect to the amount of (a) C content and (b) Nb(CN) 

particles for TP347 stainless steels tested at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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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c)     (d)

Fig. 11.  J-R fracture surface for TP347 stainless steels; (a) K11, (b) K2, (c) K5 and (d) K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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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c)      (d)

Fig. 12. The sectioned surface for J-R fractured TP347 stainless steels; (a) K11, (b) K3 (c) K5 

and (d) K4.



- 799 -

0.10 0.11 0.12 0.13 0.14 0.15 0.16 0.17 0.18 0.19
100

120

140

160

180

200

220

240
TP316(N) SS, 316oC

Sol. Annealing: 1050oC, 1h
YS

 (
M

Pa
)

(C+N)

0.10 0.11 0.12 0.13 0.14 0.15 0.16 0.17 0.18 0.19
400

420

440

460

480

500

520

540

560

580

600

TP316(N) SS, 316oC

Sol. Annealing: 1050oC, 1h

U
TS

 (
M

Pa
)

(C+N)

Fig. 13.  YS and UTS of TP316(L)N model alloys at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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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J-R test results for TP316(N) model alloys at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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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Sensitization resistance of TP316(N) and HAZ simulated TP347 stainless steels 

    (Strauss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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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항 1차 배관용 저탄소강에서의 동적파괴 저항성 향상 기술개발

4.1 서론

3절의 4항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SA516-Gr.70 강과 같은 저탄소합금강은 특정 온도와 

하중속도 역에서 동적변형시효현상(dynamic strain aging, DSA)이 발생하여 파괴저항성

이 현저히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러한 현상이 원자로 운전조건에서 발생할 경우, 

원자로의 안전은 심각한 위협을 받기 때문에, 금속학적 접근을 통해 동적변형시효의 향

을 적게 받는 재료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항에서는 3절의 4항에 기술한 바와 같이, DSA 양상에 큰 차이를 보인 두 가지 

SA516-Gr.70 강들에 대해 금속학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동적파괴저항성이 향상된 저탄소

강의 개발에 기초가 되도록 하 다. 실험방법 및 결과는 3절의 4항을 참조하기 바라며, 

여기서는 고찰을 위주로 기술한다. 

4.2 동적변형시효 현상에 대한 금속학적 분석

탄소나 질소와 같은 침입형 용질 원소와 움직이는 전위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발

생하므로 용질 원소의 양이나 그 확산에 필요한 활성화 에너지의 차이가 동적변형시효 

거동의 차이를 유발한다. 표 1에서 두 재료의 화학적 조성을 살펴보면, 첫째, 재료 A에서 

동적변형시효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탄소와 질소의 함량이 더 높다. 특정 시험 조건에서 

탄소나 질소 중 어느 것이 동적변형시효에 더 기여하는 가는 명확히 밝혀진 바 없다. 하

지만 시험이 수행된 온도 조건에서의 α-Fe 내에서의 탄소와 질소의 용해도는 R. 

Stevenson
 
이 얻은 아래의 식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wt% C = 2exp(-38.07(kJmol
-1
)/RT)                                       (1) 

  wt% N = 12.3exp(-34.73(kJmol
-1
)/RT) (R : 8.314 J/mol/K, T : 절대온도) 

  식 (1)로부터 각 온도에서의 탄소와 질소의 용해도를 구해보면 표 2에 나타낸 바와 같

이 질소의 용해도가 월등히 높고, 두 재료의 질소 함량은 고온에서는 용해도의 범위 내에 

있다는 사실로부터, 질소 함량의 차이가 두 재료의 동적변형시효 거동의 차이의 주된 요



- 803 -

인이라 생각할 수 있다. 둘째, 재료 B에서 탄소나 질소의 활동성을 저하시키는 치환형 합

금원소들의 함량이 더 높다. Baird 와 Jamieson
 
은 850~950℃ 에서 불림 열처리된 탄소

강에서는 탄소 및 질소와 화학적 친화도가 높은 Mo, Co, Ni, Mn이 주로 탄소나 질소의 

활동성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V, Cr, Nb, Ti, Zr 등은 2차적인 요인으로 작용

하여 동적변형시효를 유발하는 용질 원소의 이동에 필요한 활성화 에너지를 높이는 역할

을 하는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 또한 Chakravartty 등은 Al, Ti, V 등은 강한 질화물 생

성 촉진제의 역할을 해서 용질 질소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보고하 다. 그런데 표 

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재료 B는 재료 A에 비해서 Mo, Ni, V, Al 등의 함량이 월

등히 높다. 따라서 탄소나 질소와 화학적 친화도가 높은 Mo, Ni, V, Al 도 재료 B의  동

적변형시효 민감성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 다고 사료된다. 

4.3 합금개발을 위한 추천사항

DSA의 향을 적게 받는 원자로 배관용 저탄소강의 개발을 위해서 다음의 사항들을 

추천한다.

첫째, 침입형 합금원소인 탄소와 질소의 함량의 저감이 필요하다. 특히 사용온도 범위

에서는 질소함량의 향이 상당히 크므로 질소함량을 엄격히 조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판단된다.

둘째, 합금사양 범위 내에서 탄화물 및 질화물 생성원소인 Mo, Co, Ni, Mn, Al 등의 

함량을 가능한 높여 줌으로써 용존 탄소나 질소 함량을 줄일 수 있으므로, 이러한 미량 

함금 원소들을 첨가하여 동적변형시효 효과를 감소시킨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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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emical compositions of SA508-1a and SA516-Gr.70 steels.

                wt.%

Material
C Si Mn P S Cu N

SA516-Gr.70 : Mat. A 0.22 0.31 1.14 0.005 0.002 0.10 0.0088

SA516-Gr.70 : Mat. B 0.17 0.30 1.14 0.009 0.001 0.20 0.0024

SA508-1a 0.24 0.25 1.15 0.003 0.002 - -

                wt.%

Material
Ni Cr Mo Al V Nb

SA516-Gr.70 : Mat. A 0.21 0.15 0.04 0.020 <0.005 <0.05

SA516-Gr.70 : Mat. B 0.36 0.03 0.10 0.031 0.028 0.016

SA508-1a 0.27 0.19 0.08 0.009 - -

Table 2. Solubility of C and N inα-Fe (in ppm).

293 K 373 K 473 K 573 K 673 K 773 K

C 0.003 0.093 1.25 6.76 22.2 53.5

N 0.079 1.68 18 83.9 247.9 5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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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및 대외 기여도

  본 연구의 계획서 상에 기술된 연구목표를 모두 달성하 을 뿐 아니라, 부수적으로 연

구논문 및 산업체 기술지원 실적 등에서 양과 질 공히 매우 우수한 성과를 이룩하 다. 

실제 원전에서 필요로 하는 요소기술 개발업무를 수행하면서, 동시에 학술적으로도 국제

적으로 전문성이 인정받는 등 두가지 방향에서 모두 훌륭한 성과를 이룩하 다.  

  소형시험편 및 준비파괴적 방법을 이용한 원자로재료 요소시험 기술개발 분야에서 독

창적인 기술을 개발하여 국제적으로 선도적인 위치를 점하 다. 당해 단계 기간중 개발된 

독창적이고 우수한 요소시험 기술들은 국외 연구발표 및 SCI 논문게재 등을 통해 국제적

인 인지도를 높임으로, 향후 국내 원자력산업의 해외 수출시 기술력에 대한 신뢰도를 확

보하는 한편 중요한 핵심 기술자료로 제공될 수 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와 조사재시험시설(IMEF)을 활용하여 국산 

원자로 압력용기강의 중성자 조사취화 특성시험 기초기술을 확보하 다. 이는 2단계에서 

본격적으로 수행될 국내 원전 부품소재의 중성자 조사취화 원전 내환경 특성 평가시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기반이 될 것이며, 이로부터 한국표준형 원전의 해외 수출을 

위한 기술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이다.

  원자로압력용기강의 인성개선을 위한 신열처리법을 개발하여 국내 및 미국의 특허등록

을 완료하 으며, 향후 국내 원자로 제작업체인 두산중공업(구, 한국중공업)에서 시제품을 

제작하여 실증시험을 거친 후 21세기 표준 제조공정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단계기간중 발표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IAEA 국제공동연구, 미국의 MPC/PVRC 국

제 round robin test 참여, Westinghouse 등으로부터 파괴인성 평가에 대한 연구기술용역

을 수주하는 등 우리나라 원자력소재 분야의 기술력에 대한 대외적 신뢰도를 향상시켰다.

  연구 계획단계에서부터 국내외 산학연 유관 기관과 체계적인 관계를 유지 발전시키며, 

기술 및 정보 교류를 원활히 진행중에 있으며, IAEA와 미국 ASME, ASTM, ORNL, 

PNNL, UCSB 등 국제그룹들과의 공조체계를 통해 연구.개발되는 기술의 첨단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 다.

  본 과제의 당해 단계에서 개발된 소형시편 평가기술 및 시험결과 자료 등을 관련기관 

(한수원, KEPRI 등)에 제공하여 노후화된 국내원전(고리1호기)의 수명관리/연장계획에 실

제 이용된 바 있으며, 미국의 Beaver Valley 원전평가 (W/H 기술수출 내용) 등에서도 활

용되었다.  본 과제에서 개발된 핵심 요소기술들은 다시 원전수명관리, 주기적안전성평가 

등 타분야의 연구 과제에서 기술배경으로 이용하는 등 국가적 공동의 이익을 위해 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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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산학연 협력체제를 발전시키는 데에 크게 기여하 다. 

  다음은 주요 달성내용 및 연구성과 활용실적을 정리한 것이다.

(1) 주요성과물 및 활용실적

연구개발 내용 주요성과물 산업체 연계된 활용실적

압력용기/배관 

소재의 

건전성평가 

요소기술 

-표준 및 비표준 J-R 파괴저항성 시험해석 

신기법

-고온/동하중시의 LBB J-R 파괴저항성 시

험을 위한 DCPD 시스템 구축 및 해석기

술

-PCVN시편의 파괴인성 Master curve 적용

기술

-압입시험이용 파괴인성 천이특성 평가모

델

-자성특성을 이용한 비파괴적 물성평가기

법 개발

-사용후 감시시편 재생 용접기술확보 및 

시스템 설치

-조사재 시편의 취급설비 및 시험장비 확

보

-국내원전 1차계통 배관 LBB 해석시 지진하중 

평가에 적용. 개발기술을 두산중공업에 기술

이전. 품질관리에 적용중

-고리1호기 수명관리 계획에 보완자료로 사용

-미국 Beaver Valley 원전 수명평가에 일부 참

여 

-미국 DOE의 전략적 추진과제 항목으로 선정 

-고리1호기 수명연장 계획시 감시시험편 증식

방법으로 적용 예정. 2단계 조사재 실증시험 

연계

-국내 원자력 구조재의 조사취화 평가시험 자

료생산의 기반기술로 적용

압력용기강 

조사취화특성 

시험 및 

기본평가 

자료확보

-5종(Y3, Y4, U4, Y5 및 JRQ) 원자로재료의 

1∼2개 조사량 조건에서 조사 후 재료시

험 평가 자료

-7종의 시험평가법(충격, 파괴인성, J-R, 

ABI, SP, 경도, BN)을 적용한 조사후 시

험 data 

- 국산 원자로압력용기강의 중성자 조사취화 

저항성에 대한 최초의 실증시험 결과임

- 국산 소재의 품질보증 자료로 활용

- 국내 원전의 안전성 평가 및 국산 부품 수출

경쟁력 확보에 직접적인 데이터로 사용 가능

압력용기강의 

특성자료체계화 

및 강도/인성 

개선 기반기술

-5종의 국산 원자로압력용기강 및 용접부 

파괴인성 특성 비교, 평가자료

-압력용기강 특성개선 이상 역열처리기술

(한국,미국 특허등록) (30
o
C이상 천이온도 

향상)

-국산 원자로압력용기강의 품질개선 이룩

-2단계 두산중 협동으로 부품 실증시험 및 실

용화 적용 계획

신형로 재료 및 

배관 LBB 특성 

평가 및 

개량기술

-W/H형 배관의 열취화특성에 대한 기술분

석보고서

-원자력 1차 배관용 ferritic/austenitic steel 

20여종의 의 고온 파괴저항 특성자료집

- 림관 소재의 강도/파괴인성개량 재료설

계요건 도출 및 TP316N 대체 합금특성 

기술자료

-PSR 경년열화 과제(한기) 기술자료 제공

-국산원전 1차배관 LBB 안전성 특성 데이터적

용

-한기(KOPEC), 한중(두산)의 부품구매사양서에 

특약조건 설정 => 수입부품의 품질관리 적용

(2) 상업화 및 기술수출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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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상업화 내용 (기술이전 내용, 기업, Royalty, 상품화 실적, 가치, 전망 등)

  •고리1호기 원자로 압력용기 조사취화 건전성 평가/수명관리 기술용역 수행

    (약 20만불의 외화 절감 효과 및 국내 원전 운 관리 기술의 국제적 인지도 향상)

•국산 원자로압력용기강의 조사전 baseline 특성평가 (두산중 수탁 및 기술이전)

•고온용 배관재 파괴특성 및 건전성평가 기술 용역수행 (두산중, 한화에너지 등)

  나. 기술수출내용 (수출국, 기관, 금액, 시기, 효과 등)

•미국 Westinghouse의 Beaver Valley 원전 수명평가에 필요한 Linde 1092 용접재의   

 파괴인성 Master Curve 특성시험 (2000. 10, $3,000/건, 2건 수행 및 후속기 예정)

  (비용효과보다는 국내 원전 관리기술의 홍보효과 및 미국내 database 공유의 기회로  

 이용)

(3) 기타 산업체에 직․간접으로 활용한 실적 

    (기술지도․세미나․현장지원 등, 산업체 현장 애로기술 해결 측면)

•국산 원자로압력용기강의 재질특성 평가결과를 두산중(주)에 제공, 제조공정 개선, 

품질향상 (제강공정의 변천 VCD => VCD-Al => Si+Al, 및 품질열처리 재실시 등)

•원자로압력용기강 및 배관재의 고온/동적/정적 파괴특성 시험 장치 및 기술을 

한중(현, 두산)에 기술이전. 품질관리 및 보증에 적시 활용.

•두산중공업(주)의 원자로압력용기강 제조공정 개선을 위해 이상 역 열처리 

(미국/한국 특허) 적용 가능성 및 관련 기술 및 시험자료의 제공으로 국산소재의 

재질향상 성과

•한국전력기술(주) 및 두산중공업(주)에서 수행중인 광5/6호기 및 울진 5/6호기 

건설용 배관재 요건수립, 구매사양서 작성, 자재 구입시 재료요건 확립을 위한 기술 

및 시험자료 제공으로 국내 원전의 안전성 제고

•포항제철과 공동으로 원자력급 스테인레스강 시제품의 생산 성공으로 향후 필요시 

조업생산 및 소재 수출 가능성 확보

•국내에서 가장 노후된 고리1호기 원자로 압력용기의 조사취화 수명관리를 위한 기술 

및 시험자료제공으로 KEPRI 에서의 수명관리 방안수립에 기여 및 한수원에서 

운전중인 원전의 안전성 및 경제성 제고

•IAEA CRP, MPC/PVRC, ASTM 에 파괴특성평가 round robin test 참여, 데이터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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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한수원, KEPRI, KOPEC, 두산중(주), KINS 등 원자력 유관기관에 원자로용기 

및 배관 재료관련 기술 제공/자문 및 시험자료 제공 다수. 

  상세 공개 성과물 목록은 부록에 수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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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본 과제에서 개발된 평가기술의 일부는 노후화 된 국내원전(고리1호기)의 수명관리/

연장계획에 실제 이용된 바 있으며, 미국의 Beaver Valley 원전평가 (W/H 기술수출 내

용) 등에서도 활용되었다. 소형시편 파괴인성특성 시험/평가 등 주요 재료특성 정 평가

기술은 원자력산업에서의 안전운전, 수명관리를 위한 부품재료 경년열화 물성자료 생산 

시 활용되어 왔고, 또한 고리 1호기 등의 수명연장 시 크게 활용될 수 있다. 개발된 평가

기술 대부분은 일반 중화학설비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기술로 그 파급효과는 

매우 클 수 있다고 본다. 특히 기술수입 대체 및 산업 안전성/경제성 제고라는 국가적 

이득이 크게 기대된다. 조사취화 특성시험 기초기술은 2단계에서도 계속 추진될 것이며, 

국내 원전소재의 열화특성자료 데이터베이스 기술기반으로 활용될 것이다. 2단계에서 추

진될 조사재 시편에 대한 실증시험결과가 확보되면 가동 중 원전에 대한 경제적이고 안

전성이 가시화된 종합적 운전기준의 수립이 가능하다. 압력용기강 재질개선 열처리기술

은 국내 및 미국의 특허등록을 완료하 으며, 향후 국내 원자로 제작업체인 두산중공업

(주)(구, 한국중공업)에서 시제품을 제작하여 실증시험을 거친 후 21세기 표준 제조공정으

로 도입할 계획이다. 구축된 데이터베이스 및 소재개선 기술은 국내 원전의 설계/제작/

운전/규제/보증/수출을 위한 필수자료로 사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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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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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논문 게재/발표 목록 (‘97.7 - ’02.3)

원자로압력경계재료 과제

가) 국외게재

연번 논문제목 학술지(권, 호, 연도, 페이지)

1
Effect of Neutron Irradiation on Magnetic Properties in the Low Alloy
Ni-Mo Steel SA508-3

Journal of Applied Physics, Vol.81,
No.8, (1997) pp.4125-4127

2
Calculation of alpha/gamma equilibria in the SA508 grade 3 steels for
intercritical heat treatment

Metallurgical and Materials
Transaction A, Vol.29A, No.5,

(1998) pp.1441-1447

3
Effect of Nitrogen on High Temperature Low Cycle Fatigue Behaviors
in Type 316L Stainless Steel

Journal of Nuclear Materials,
Vol.254 (1998) 226-233

4
Indentation-Energy-to-Fracture(IEF) Parameter of DBTT Using
Nondestructive Automated Ball Indentation(ABI) Technique

Scripta Materialia, Vol.38, No.4,
(1998) pp.645-651

5
A Theoretical Model for Determination of Fracture Toughness of
Reactor Pressure Vessel Steels in the Transition Region from
Automated Ball Indentation Test

Journal of Nuclear Materials ,
Vol.252 (1998) 187-194

6
Measurement of Through-the-Thickness Variations of Mechanical
Properties in SA508 Gr.3 Pressure Vessel Steels Using Ball Indentation
Test Technique

Int. J. of Pressure Vessels and
Piping, Vol.74, No.3, (1998)

pp.231-238

7 Notch Position in the HAZ specimen of reactor pressure vessel steel
Journal of Nuclear Materials

257(1998)pp.303-308

8 The Change of Barkhausen Noise Due to Thermal Aging in Inconel 600
Journal de Physique,
Vol.8,(1998)797-800

9
Grain Boundary Film-like Fe-Mo-Cr Phase in Nitrogen Added Type
316L Stainless Steels

Journal of Materials Research
Vol.14,No.2(1999)390-397

10 Changes in Magnetic Properties of Neutron Irradiated RPV Steel
IEEE Transactions on
Magnetics(J.), Vol.34,
No.4(1998)2036-2038

11
Application of intercritical heat treatment to improve toughness of
SA508 Gr.3 reactor pressure vessel steel

Nuclear Engineering and Design,
Vol194(1999), pp161-177

12
Ductile Fracture Mechanisms in Shielded Metal-Arc Weld and Gas
Tungsten-Arc Welds of Type 347 Stainless Steels

Journal of Materials Science,
No.34(1999), p4751-4759

13
J-R fracture properties of SA508-1a ferritic forged steel and SA312-
TP347 austenitic steels for PWR primary coolant piping

Nuclear Engineering and Design,
VOL.199(2000),PP113-123

14
Low cycle fatigue crack initiation and break in strain-life curve of Al-Li
8090 alloy

Metallurgical and Materials
Transactions A Vol.30A,

No.3(1999)887-890

15
Changes in Magnetic Parameters of Neutron Irradiated SA508 CI.3
Reactor Pressure Vessel Forging and Weld Surveillance Specimens

Journal of Applied Physics Vol.85,
No.8(1999)6043-6045

16
Nondestructive Evaluation of irradiation Effects in RPV Steel using
Magnetoacoustic and Barkhausen Noise Signals

Journal of Magnetism and
Magnetic Materials Vol.196-

197(1999)382-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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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ffects of Microstructures on Magnetic Barkhausen Noise Level in the
Weld HAZ of a RPV Steel

Journal of Magnetism and
Magnetic Materials Vol.196-

197(1999)351-353

18
An iteration method for directly determining J-Resistance curves of
nuclear structural steels

J. Materials Science
Vol.34(1999)2039-2047

19
A study on the radiation damage and recovery of neutron irradiated
vessel steel using magnetic Barkhausen noise

J. Applied Physics
Vol.85,No.8(1999)5726-5728

20
Effects of Loading rate and temperature on J-R fracture resistance of
SA516-Gr.70 steel for nuclear piping

Int. J. Pressure Vessels and piping
Vol.76,(1999)663-670

21
Effect of Proton Irradiation on Magnetic Relaxation in Amorphous
material

J.of Magnetism and Magnetic
Materials(vol.203(1999)217-219)

22
Estimation of Fracture Toughness Transition Curves of RPV steels
from Ball Indentation and Tensile Test Data

J. of Nuclear Materials 277 (2000)
p263-273

23
Irradiation Effects on Magnetic Properties in Neutron and Proton
Irradaited Reactor Pressure Vessel Steel

IEEE Transactions on Magnetics,
Vol.35, No.5 (1999)pp.3898-3902

24
Effect of Intercritical Heat Treatment on the Mechanical Properties of
SA508 Gr.3 Nuclear Pressure Vessel Steel

ICPVT-9 Proceedings (Int.Conf. of
Pressure Vessel Tech),
Vol.1(2000)pp613-623

25
Nitrogen effect on the precipitation and the sensitization of cold
worked Type 316L(N) stainless steels

J. Nuclear Materials, Vol.278,
(2000) p242-250

26
A model for Creep-Fatigue Interaction in terms of Crack-tip Stress
Relaxation

Metallurgical and Materials Trans.
A,Vol.31A(2000)1861-1775

27
Carbon and nitrogen effects on sensitization resistance of Type 347
Stainless steels

Corrosion J,
vol.56,No.3(2000)289-297

28
Characterization of Boundaries and Determination of Effective Grain
Size in Mn-Mo-Ni Low Alloy Steel From The Vifw of Misorientation

Scripta
Materialia,Vol.43(2000)205-211

29
Microstructural Dependence of Barkhausen Noise and Magnetic
Relaxation in the Weld HAZ of a RPV Steel

J.Magnetism and Magnetic
Materials(JMMM)

30
Intergrated On-Line Instrumentation System of Magnetic Properties
Measurement

J.Material Science and Tech.,
Vol.215-216(2000)785-787

31
HTS SQUID Application for Measuring the Magnetic Properties of AISI
Type 316L(N) Steel

J.Magnetism and Magnetic
Materials(JMMM)

32
The Effects of Microstructural Change on Magnetic Barkhausen Noise
and Magnetomechanical Acoustic Emission in the Mn-Mo-Ni Pressure
Vessel Steel

Journal of Applied Physics,
vol.87,no.9(2000),pp-5242-5244

33
Measurement of Irradiation Effects in a RPV Steel by Ball Indentation
Technique and Magnetic Barkhausen Noise

Nondestructive Characterization of
Materials IX, 1999, pp208-213

34
Radiation Damge of Reactor Pressure Vessel Steels Studied by
Nondestructive Methods

Key Engineering Materials,Vol.183-
187(2000)607-612

35
Relationship between Crystallographic Orientation at the Boundaries
and Brittle Crack Propagation in Mn-Mo-Ni Low Alloy Steel

Metallurgical and Materials
Transaction A,

Vol.32A(2001)pp.2139-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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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Master Curve Characterization of the Fracture Toughness in Un-
irradiated and Irradiated RPV Steels Using Full-and 1/3-Size
Precracked Charpy Specimens

International J. Pressure Vessel and
Pipings,Vol.77(2000) pp.599-604

37
Correlation of the Microstructure and Fracture Toughness of the Heat-
Affected Zones of an SA 508 Steel

Metallurgical and Materials
Transactions A

vol.31A,No.4(2000),

38
Microstructure and Toughness of Intercritically Reheated Heat Affected
Zone in Reactor Pressure Vessel Steel Weld

Science and Technology of
Welding and Joining,

Vol.5,No.3(2000)pp161-167

39
Microstructure and Magnetic Parameters in the Neutron Irradiated
Reactor Pressure Vessel Steel

IEEE Transactions on Magnetics

40
Effect of alloying Element on Mechanical and Fracture Properties of
Base Metals and Simulated Heat-Affected Zones of SA 508 Steels

Metallurgical and Materials
Transactions A Vol.32A (2001)

pp903-911

41 Effect of ion implantation on magnetic relaxation of 3% SiFe
Journal of Magnetism and
Magnetic Materials 226-

230(2001)1544-1546

42
Influence of Precipitation and Grain Size on the Hot Ductility of Alloy
C-276 ESR Ingot

High Temperature Materials and
Processes, 20 (2001) 143-154

43
Effects of carbide precipitation on the strength and Charpy impact
properties of low carbon Mn-Ni-Mo bainitic steels

Journal of Nuclear Materials
297(2001) pp. 138-148

44 Effect of ion implantation on magnetic relaxation of 3% SiFe
Journal of Magnetism and
Magnetic Materials 226-
230(2001)pp1544-1546

45
Master Curve Characterization of Irradiation Embrittlement Using
Standard and 1/3 Size Precracked Charpy Specimens

ASTM STP 1405(2001)pp55-67

46
The Effect of Non-Metallic Inclusions on the Master Curve in High
Copper Reactor Pressure Vessel Welds

Journal of Nuclear
Materials,301(2002)pp108-117

47
Precipitation Behavior of Carbonitrides in Type 347 Stainless Steels
with Various C and N contents

 Metallurgical and Materials
Transactions A (2002)

  나) 국내게재

1 압력용기용 페라이트계 철강소재의 파괴인성 천이특성 평가기술
대한기계학회지,

Vol.37, No.11(1997)pp40-43

2 배관용 Type347 스테인레스강 용접부의 파괴인성 한계성
대한기계학회지,

Vol.37, No.11, (1997)pp.47-50

3 질소를 첨가한 Type 316L 스테인레스강의 동적변형 시효거동
대한금속학회지, 제36권 3호,

(1998)pp.342-346

4
질소첨가 Type 316L 스테인리스강의 입계석출 및 예민화특성에 미치는
냉간가공의 영향

대한금속학회지, Vol.36, No.6,
(1998)pp.918-923

5
원자로압력용기강 용접열영향부의 미세조직변화가 Magnetic Barkhausen
Noise 거동에 미치는 영향

비파괴검사학회지, Vol.18, NO.4,
(1998)pp.292-303

6
Notch Toughness and Microstructural Alterations in the Unit Heat-
Affected Zone of SA508 C1.3 Reactor Pressure Vessel Steel

대한금속학회지,
Vol.36,No.8(1998),pp1329-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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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비정질에서 양성자 조사에 따른 초기 감수율 이완 특성
Journal of the Korean Magnetics

Society, Vol.8, No.2,(1998) pp.57-
61

8
질소함량과 온도변화에 따른 Type 316L 스테인리스 강의 저주기 피로거
동

대한금속학회지, Vol.36, No.10,
(1998)pp.1728-1733

9
The effect of microstructural changes on magnetic Barkhausen noise
in Mn-Mo-Ni pressure vessel steels

Journal of the Korean Physical
Society Vol.34,No.5(1999)429-433

10
소형시험편의 Master curve 방법을 이용한 원자로 압력용기강의 파괴인성
천이특성 평가

대한기계학회 논문집A,         Vol24,
No.2 (1999) p303-310

11
The changeof the stuctural, magnetic and mechanical properties in a
RPV steel neutron irradiated at 70'C

Journal of Korean Physical Society
Vol.34,No.5(1999)434-438

12
Effects of dynamic strain aging on fracture resistance of SA516-Gr.70
carbon steel

대한금속학회지
Vol.37,No.6(1999)686-693

13
Effects of Peak Temperature of Weld Thermal Cycle on the
Microstructure and Mechanical Properties in the IRHAZ of Nuclear RPV
Steel Weld

대한금속학회지
Vol.37,No.8(1999)1000-1007

14 SA508강 용접열영향부의 미세조직과 충격인성의 상관관계
대한금속학회지

Vol.37,No.4(1999)423-434

15
Transition Region Fracture Toughness and Microstructural Alterations
in the Weld HAZ of RPV Steel

대한금속학회지, vol.37,
No.10(1999) pp1260-1266

16
Effects of M-A Constituents on Toughness in the IC CG HAZ of SA
508 CI. 3 Pressure Vessel Steel

대한용접학회지,
Vol.17,No.2(1999)203-213

17 A Study on Barkhausen Noise of RPV Materials Irradiated by Neutron
J. of the Korean Society for

Nondestructive Testing
Vol.18,No.6(1999)477-483

18 Mn-Mo-Ni 저합금강의 취성균열 전파에 미치는 입계 결정방위차의 영향
대한금속.재료학회지

VOL.38,NO5(2000)PP647-652

19
Mn-Mo-Ni 저합금강의 인성과 강도에 미치는 이상영역열처리와 템퍼링조
건의 영향

대한금속.재료학회지
vol.38,no.3(2000)466-473

20
The Effects of the Local Fracture Stress and Carbides on the Cleavage
Fracture Characteristics of Mn-Mo-Ni Low Alloy Steels in the
Transition Region

대한금속.재료학회지
VOL.38,NO.5(2000)PP675-680

21
Fracture Toughness Prediction of RPV Steels Using Crack Arrest Load
of Load-Displacement Curve in Charpy V-Notch Impact Test

한국재료학회지, 제10권 제4호
(2000)305-311

22
Fracture Toughness Evaluation of the Low Toughness Weldment of a
Reactor Pressure Vessel Steel by Ball Indentation Tests in the
Transition Region

대한금속.재료학회지,
Vol.38,No.9(2000),pp.1167-1174

23
Alloy Designing Study for Improving Mechanical Properties of SA508
Steels

대한금속.재료학회지,      Vol.38.No
6(2000),pp.771-778

24
Measurement of Dynamic Elastic Constants of RPV Steel Welds due to
Localized Microstructural Variation

비파괴검사학회지

25
Change of Microstructure and Mechanical properties in Mn-Mo-Ni Low
Alloy Steel with respect to Intercritical Heat Treatment Conditions

대한금속.재료학회지
vol.38,No.10(2000)pp1309-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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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Micro-specimen Testing Techniques for Evaluation Nuclear Reactor
Materials

원자력재료.핵연료 심포지엄 2000

27
Evaluation of Tensile Properties and Ductile-Brittle Transition
Temperature in Bainitic Low Alloy Steels using a Small Punch Test

대한금속.재료학회지,
Vol.39,No.2(2001)pp165-174

28
Effects of Microstructure on J-R Fracture Resistance of Korean-made
SA508-Gr.3 Nuclear Reactor Pressure Vessel Steels

대한금속.재료학회지,
Vol.38,No.12(2001)pp1586-1592

29
High temperature Mechanical properties of austenitic stainless steel for
nuclear power plant

재료마당, 제13권 8호 2000.12

30 원자력 재료기술개발: 원자력재료 특성 평가 및 개선 재료마당, 제13권 8호(2000)pp.3-7

31 원자력 재료목록 데이터베이스 재료마당, 13-8 (2000)

32 원자로압력경계재료 용접부 특성 예측 모델링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재료마당, 제13권8호(2000)pp64-73

33 원자로재료 평가를 위한 미소시험편 시험기술 재료마당,제13권8호(2000) pp50-57

33
J-R fracture charateristics of ferritic steels for RPVs and RCS piping of
nuclear power plants

METALS AND MATERIALS, Vol. 7,
No. 5 (2001), pp.505-512

34
Quantification of Barkhausen Noise Method by Microstuctural Analysis
and Nondestructive evaluation of Fracture toughness

대한금속.재료학회지,Vol.39,
No.3(2001)pp301-307

35
Modeling of the Bainite Transformation Kinetics in the CGHAZ of C-
Mn-Mo-Ni Pressure Vessel Steel Weld

대한금속.재료학회지vol.39,
No.11(2001)pp1275-1283

36
Effects of Solution Treatment on the Hot Workability of Electroslag
Remelted Ni-Cr-Mo Alloy

Metals & Materials
Intermational,Vol.8,No.1(2002)pp4

5-51

37
Relationship between Grain Size and Fracture Toughness in Transition
Region of Mn-Mo-Ni Low-Alloy steels

대한금속.재료학회지,
Vol.40,No.3(2002),pp266-276

 다) 국외발표

1 The Change of Barkhausen Noise in Thermal Aged Inconel 600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oft

Magnetic Materials 13
(SMM13)"(1997)

2
Neutron and Proton Dose Effects on Magnetic Properties of Reactor
Pressue Vessel Steel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oft
Magnetic Mateials 13"(1997)

3 Irradiation Embrittlement Characteristics of Kori Unit 1 Linde 80 Weld
IAEA Specialist Meeting on

Irradiation Effects and
Mitigation(1997)

4
Fracture Toughness Evaluation in the Transition Region of the IAEA
and Korea Reference Materials, JRQ, JFL and KFY5

2nd RCM of the IAEA CRP on
"Assuring Structural Integrity of

Reactor Pressure Vessels"(1997)

5 Effect of Neutron Irradiation on Magnetic Properties of RPV Steel
7th Joint MMM(Magnetism &
Magnetic Materials)-Intermag

Conference(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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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valuation of Microstructural Difference in Low Alloy RPV Steels
(SA508-3)by Magnetic Measurements

4th Far East Conference on
Nondestructive Testing

7
Experimental Investigations on In-Vessel Debris Coolability through
Inherent Cooling Mechanisms

OECD/CSNI Workshop(1998)

8
Effect of Microstructural State on Magnetic Parameters in the HAZ of A
508 GR. 3 RPV Steel

European Magnetic Materials and
Application Conference '98

9
Nondestructive Evaluation of Irradiation Effects in RPV Steel Using
Magnetoacoustic and Barkhausen Noise

European Magnetic Materials and
Application Conference '98

10
A study on the radiation damage mechanisms of neutron irradiated
SA508-3 steel using magnetic property measurements

43rd Annual Conference on
Magnetism & Magnetic

Materials(1998)

11
Changes in Magnetic Parameters of Neutron Irradiated SA508 CI.3
Reactor Pressure Vessel Forging and Weld Surveillance Specimens

43rd Annual Conference on
Magnetism & Magnetic

Materials(1998)

12
Effect of Intercritical Annealing on the Toughness and Strength of
SA508 Gr.3 Heavy Section Forging Steel

The 13th International
Forgemasters Meeting(1998)

13
Measurement of irradiation effects in a RPV steel by ball indentation
test technique and magnetic Barkhausen noise

9th International Symp on
nondestructive characterization of

Materials(1998)

14
Determination of the Fracture Toughness Transition Temperature, To
of the IAEA and Korean Reference Materials, JRQ, JFL and KFY5

RCM of the IAEA CRP on Assuring
Structural Integrity of Reactor

Pressure Vessels(1998)

15
Thermal Recovery Characteristics of Neutron-Irradiated Reactor
Pressure Vessel Forging Steel

International Group on Radiation
Damage Mechanism-8 (IGRDM-

8)(1999)

16
Microstructural Dependence of Barkhausen Noise and Magnetic
Relaxation in the Weld HAZ of a RPV Steel

SMM-14(14th Int. Conf. on Soft
Magnetic Materials)(1999)

17
HTS SQUID Application for Measuring the Magnetic Properties of AISI
Type316L(N) Steel

SMM-14(14th Int. Conf. on Soft
Magnetic Materials)(1999)

18
Magnetic Relaxation in As-Quenched and Proton Irradiated
Amorphous Material

Magnetism of Nanostructured
Phases MNP Conference(EMMA

Satellite Meeting)(1999)

19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Boundaries in Bainitic Low Alloy
Steels using Electron Back-Scatter Diffraction (EBSD) Technique

Microscopy and Microanalysis '99
Int. Symposium

20
Master Curve Characterization of the Fracture Toughness in
Unirradiated and Irradiated RPV Steels using Full and Third Size
Precracked Charpy Specimens

IAEA SPM (Specialists' Meeting) on
'Irradiation Embrittlement and

Mitigation'(1999)

21
Integrated On-Line Instrumentation System of Magnetic Properties
Measurements

2nd International Symposium on
Magnetic Industry(1999)

22
Fracture Toughness Evaluation in the Transition Region of the IAEA
and Korean Reference Materials, JRQ, JFL and KFY5

3rd RCM of the IAEA CRP on
"Assuring Structural Integrity of

RPVs"(1999)

23
The Effect of Microstructural Changes on Magnetic BN and MAE in
Mn-Mo-Ni Pressure Vessel Steel

MMM'99 (44th Annual Conference
on Magnetism and Magnetic

Materials)

24
Fracture and Microstructural Characterization of Type 347 Stainless
Steels for Nuclear Primary Piping

SMiRT-15 (15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tructural

Mechanics in Re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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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Static and Dynamic J-R Fracture Characteristics of Ferriric Steels for
RCS Piping

SMiRT-15 (15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tructural
Mechanics in Reamtor

26 Irradiation Effects on Magnetic Properties in RPV Steel
INTERMAG 99(The 1999 IEEE

International Magnetics Conference

27
Radiation Damage of Reactor Pressure Vessel Steels Studied by
Nondestructive Methods

Four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Fracture & Strength of Solids(2000)

28
Variations of Fracture Toughness and Mechanical Properties with the
Location in Multipass Weld HAZ of RPV Steel

International Conference : Welding
and Joining 2000

29
Microstructural and Impact Toughness of Heat Affected Zones of an
SA 508 Steel

129th TMS Annual Meeting(2000)

30 Nucleation of low cycle fatigue crack in type 316LN stainless steel
2000 ASME Pressure Vessel and

Piping conference

31
Master Curve Characterization of Irradiation Embrittlement Using
Standard and 1/3 Size Precracked Charpy Specimens

The 20th ASTM International
Symposium on 'Effects of

Radiation on Materials'(2000)

32
Irradiation-induced Tensile Property Change in Low Copper SA508Cl.3
Reactor Pressure Vessel Steels

ASME PVP 2000 (2000 ASME
Prssure Vessels and Piping

Conference)

33 Irradiation Embrittlement and Recovery in KORI-1 Linde 80 Weld

The 6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aterial Issues in Design,

Manufacturing and Operation of
Nuclear Power Plants Equipment"

19-23 June,2000
VOL (1)290 PP113-124

34
Effects of Thermal Cycle Conditions on Microstructure and Toughness
of the Intercritically Reheated HAZ

China-Korea Joint Symposium on
Advanced Steel Technology for

Future Industry(2000)

35
Dynamic Elastic Constants of Weld HAZ of SA 508 Cl.3 Steel Using
Resonant Ultrasound Spectroscopy

15th WCNDT(Woled Conf. on
NDT)(2000)

36
Evaluation of Fracture Toughness, Chemistry and Microstructural
Factors of the Linde 80 WF-233 Weldment

IAEA Specialists Meeting on
Methodology and Supporting

Research for PTS Evaluation(2000)

37
Master Curve Characterization of Irradiation Embrittlement in the IAEA
and Korean Reference Materials, JRQ,JFL and KF

1st RCM of the IAEA CRP V on
'Surveillance Program Results

Application to RPV Integrity'(2000)

38
EFFECTS OF CRYTALLOGRAPHIC ORIENTATION RELATIONSHIPS ON
THE PROPAGATION OF BRITTLE CRACK IN MN-MO-NI LOW ALLOY
STEEL

Microscopy and Microanalysis
2000, Inf.Conf.

39 Hardening and Embrittlement Trends in K-1Linde 80 Weld
9th Meeting on International Group

on Radiation Damage
Mechanisms(IGRDM-9)(2000)

40
Changes of Rectified Barkhausen Noise Signal after Neutron Irradiation
in Ferromagnetic RPV Steel

The 8th joint MMM-Intermag
Conference(2000)

41
The Relation of Microstructure and Magenetic Parameter in the Neutron
Irradiated RPV Steel

The 8th joint MMM-Intermag
Conference(2000)

42 Research and Development Issues in ADS Window Materials
The 5th Accelerator and

Transmutation Technoligy
Workshop(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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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valuation of Transition Temperature Shift by Neutron Irradiation in
RPV Forging Steels with Different Refining Using Small Punch Test

IAEA specialists Meeting on
Irradating embrittlement and

mitigation(2001)

44
The Influence of Delta Ferrite on the Irradiation Effects in Type 304
Stainless Steel Weldment

Fourth Pacific Rim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dvanced Materials

and Processing(2001)

45
THE RELATION OF MICROSTRUCTURE AND MAGNETIC PARAMETERS
IN THE NEUTRON IRRADIATED RPV STEEL

1st Joint European Magnetic
Symposia(2001)

46
Irradiation Embrittlement Assessment by Master Curve Using Small
PCVN Specimens

IAEA SPECIALISTS' MEETING on
Master Curve Testing and Results

Application(2001)

47
The Geometric Compatibility Factor Determining Brittle Crack
Propagation Across Boundary in Bainitic Low Alloy Steels

Microscopy and Microanalysis 2001

48
Master Curve Characterization of Fracture Toughness Using Small
PCVN Specimens

The 2nd RCM for IAEA CRP -
5(2001)

49
Application of Instrumented Charpy Test for Assessing Rfacture
Toughness of RPV Steel

Charpy Centenary Conference 2001

50
Effects of Dynamic Strain Aging in J-R Fracture Resistance of SA516-
Gr.70 Piping Steels

10th Int. Conf.on Fracture(ICF10)
(2001)

51
Determination of the Initial RTNDT using Master Curve Technology and
Implication to RPV Integrity Assessment for life Extension

IAEA Specialists Meeting on
"Master Curve Testing and Results

Application".(2001)

52
Nondestructive Evaluation of Reactor Pressure Vessel Steels using
Giant Magneto-Impedance Effect

46th Annual Conference on
Magnetism&Magnetic

Materials(2001)

 라)국내발표

1
Estimation of Fracture Toughness of RPV Steels Using Atomated Ball
Indentation Test

한국원자력학회 '97춘계학술대회

2 열 Cycle 재현법을 이용한 원자로 압력용기강 용접열영향부 해석 한국원자력학회 '97춘계학술대회

3 2상 영역 열처리를 이용한 원자로 압력용기강의 인성향상 한국원자력학회 '97춘계학술대회

4 Type 347 가압기 밀림관 용접부의 파괴인성 저하원인 분석
제4회 원전기계설비의 건전성 평가

Workshop(1997)

5 원자로 압력용기강의 천이온도 구역에서 파괴인성평가의 통계적 처리방법
제4회 원전기계설비의 건전성평가

Workshop(1997)

6
Evaluation of Microstructural Differences in Low Alloy RPV Steels (SA
508 CI.3) by Magnetic Measurements

제4회 원전기기설비의 건전성 평가
Workshop(1997)

7 원자로 압력용기강 압입시험에서의 응력상태 해석
제11회 재료강도 심포지움 대한금속

학회(1997)

8 압입시험을 이용한 원자로 압력용기강의 파괴인성 예측 모델
제11회 재료강도 심포지움 대한금속

학회(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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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316L 스테인레스강의 고온 저주기 피로특성에 미치는 질소의 영향
제11회 재료강도심포지움 대한금속

학회(1997)

10 Type 347 스테인레스강 용접부의 미세조직 및 파괴기구
제11회 재료강도심포지움 대한금속

학회(1997)

11
Evaluation of the Fracture Toughness Transition Characteristics for
Low Alloy Steels using Precracked Charphy Specimens

제11회 재료강도심포지움 대한금속
학회(1997)

12
Charpy 크기 소형시편을 이용한 압력용기강의 천이영역에서의 파괴거동
연구

대한금속학회 '97 추계학술대회

13
원자로 압력용기강 용접부의 임계간재열영향부(IRHAZ) 미세조직 변화에
대한 고찰

대한금속학회 '97추계학술대회

14 2상영역 열처리로 인한 압력용기강의 인성 향상 원인 분석 대한금속학회 '97추계학술대회

15
냉간가공이 질소첨가 Type 316L 스테인레스강의 입계석출과 예민화에 미
치는 영향

대한금속학회 '97추계학술대회

16 하중비 방법을 이용한 CT 시험편의 파괴저항곡선 평가 대한기계학회 '97 추계학술대회

17 중성자 조사량에 따른 압력용기강의 자기적 성질 변화 한국원자력학회 '97추계학술대회

18
Type 316L 스테인레스강의 고온 저주기 피로균열 생성에 미치는 질소의
영향

한국원자력학회 '97추계학술대회

19 Effect of Neutron Irradiation on Magnetic Properties of RPV Steel 한국물리학회'97 추계학술대회

20
SA 508 Cl. 3 Low Alloy Steel의 자기적 성질에 미치는 Carbide (Area
Fraction, Size Distribution) 효과

대한금속학회 '97추계학술대회

21 국부 유동특성 및 잔류응력 평가를 위한 비파괴 응용 압입시험법의 연구 대한금속학회 '98춘계학술대회

22 Type 347 스테인리스강의 미세조직 및 파괴인성 특성 대한금속학회 `98 춘계학술대회

23 원자로압력용기강 용접열영향부의 자기적 특성평가 대한금속학회 `98 춘계학술대회

24 원자로압력용기강 단위열영향부내에서의 노치인성분포 대한금속학회 `98춘계학술대회

25
Determination of J-Resistance Curves of Nuclear Structural Materials
by Iteration Method

한국원자력학회 '98춘계학술대회

26
Barkhausen Noise를 이용한 원자로압력용기강 용접열영향부 (HAZ)의 비
파괴적 평가

한국원자력학회 '98춘계학술대회

27
원자로냉각재 배관용 SA516-Gr.70 강의 파괴저항성에 미치는 온도 및 하
중속도의 영향

한국원자력학회 '98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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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경수로 가압기 밀림관소재의 파괴저항 특성 및 미세조직적 제어인자평가
제5회 원전기기건전성평가

Workshop(1998)

29
Charpy 시험편 크기의 파괴인성 시험을 통한 원자로 압력용기강의 건전성
평가에 대한 연구

제5회 원전기기건전성평가
Workshop(1998)

30 고온.동적하중하에서 1차 계통 ferritic 배관재의 파괴저항(J-R) 특성
제5회 원전기기건전성평가

Workshop(1998)

31
Determination of fracture toughness and transition temperature of RPV
steels from ball indentation test data

제5회 원전기기건전성평가
Workshop(1998)

32
Evaluation of radiation damage in nuclear pressure vessel steel by
magnetic properties measurement

제5회 원전기기건전성평가
Workshop(1998)

33
정련과정에 따른 SA 508 CI.3 원자로압력용기강의 미세조직 및 기계적 성
질의 차이

제5회 원전기기건전성평가
Workshop (KNS/AR 560,

Vol.1)(1998)

34 국부 유동특성 및 잔류응력 평가를 위한 비파괴 응용 압입시험법의 연구 대한금속학회 '98춘계학술대회

35
다층용접열사이클이 원자로압력용기강 IRHAZ의 미세조직과 인성에 미치
는 영향

대한용접학회 '98춘계학술대회

36
SA508 C1.3 용접열영향부의 국부취화영역(Local Brittle Zone)에 관한 연
구

대한용접학회 '98춘계학술대회

37
A1 온도부근의 용접열사이클이 원자로압력용기강의 미세조직 및 기계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

대한금속학회 '98추계학술대회

38
원자로압력용기강 용접열영향부에서의 미세조직변화가 동적파괴특성에
미치는 영향

대한금속학회 '98추계학술대회

39 천이영역에서의 원자로 압력용기강의 파괴거동연구 대한금속학회 '98추계학술대회

40 2상영역 열처리에 의한 압력용기강의 탄화물 분포특성 변화 대한금속학회 '98추계학술대회

41 Magnetic properties and microstructure of a Mn-Mo-Ni vessel steel 한국물리학회 '98추계학술대회

42 원자로압력용기강의 천이영역 파괴특성에 미치는 응력상태의 영향
대한금속학회 제12회 재료강도 심포

지움(1998)

43 원자로 압력용기강의 취성파괴 특성온도 평가 제12회 재료강도 심포지움(1998)

44
Type 347 스테인리스강의 미세조직 및 파괴인성에 미치는 합금원소의 영
향

대한금속학회 제12회 재료강도 심포
지움(1998)

45 노치인장시편을 이용한 천이영역 파괴특성 연구 한국원자력학회 '98추계학술대회

46
The changes of the structural, magnetic and mechanical properties in
a RPV steel neutron irradiated at 70'C

한국원자력학회 '98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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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전기 슬래그 정련한 Ni-Cr-Mo 합금의 열간 가공성에 관한 연구 대한금속학회 '98추계학술대회

48 소형시편을 이용한 파괴특성 평가기법의 현황 및 전망
대한금속학회 제12회 재료강도 심포

지움(1998)

49 무딘 노치를 가진 시편의 파괴역학적 인성평가를 위한 탄성론적 접근 대한금속학회 '98추계학술대회

50 원자로 압력용기강 다층용접열영향부의 인성평가 및 파괴특성 대한용접학회 '98추계학술대회

51 원자로압력용기강 용접열영향부의 연화영역에 관한 고찰 대한용접학회 '98추계학술대회

52 소형펀치 시험의 파괴역학적 분석을 통한 SA508강의 파괴인성 평가 한국원자력학회 '98추계학술대회

53 SA508-cl.3강의 ICCGHAZ의 입열량 변화에 따른 인성 거동 연구 대한용접학회 '98추계학술대회

54
Notch Position and Toughness in the Weld HAZ of SA508-3 Reactor
Pressure Vessel Steel

The 8th Workshop on "Nuclear
Materials Degradation" 원전재료손

상연구회(NUMADER)(1998)

55 파괴인성 평가에서의 Master Curve 방법 및 RTTo 개념 적용
대한기계학회 보일러 및 압력용기위

원회 '98추계학술대회

56 2상영역 열처리에 의한 압력용기강의 미세조직과 파괴특성의 변화 대한금속학회 '99 춘계학술대회

57 원자로압력용기강 용접열영향부의 파괴특성에 미치는 미세조직의 영향 대한금속학회 '99 춘계학술대회

58 원자로압력용기강 용접열영향부의 파괴인성 천이특성 평가 대한금속학회 '99 춘계학술대회

59
원자로압력용기강 용접열영향부의 미세조직과 기계적특성에 미치는 용접
후열처리의 영향

대한금속학회 '99 춘계학술대회

60 새로운 ASTME 1921 시험법에 따른 파괴인성특성 평가 대한금속학회 1999 춘계학술대회

61 EBSD를 이용한 SA 508-3 소재의 미세조직 분포와 결정방위 관계 고찰 대한금속학회 1999 춘계학술대회

62
천이영역에서 원자로 압력용기강의 미세조직 차이에 기인한 파괴거동 비
교

대한금속학회1999춘계학술대회

63 SA516Gr.70 탄소강의 파괴저항성에 미치는 동적변형시효의 영향 대한금속학회 1999 춘계학술대회

64
열처리에 따른 Mn-Mo-Ni 압력용기강의 미세구조변화가 자기음향방출에
미치는 영향

한국물리학회 1999 춘계학술대회

65
Changes in the Barkhausen Noise with Microstructure and Hardness of
Reactor Pressure Vessel Steels

한국원자력학회 '99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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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미소시험편의 Master Curve 방법을 이용한 원자로 압력용기재료의 조사취
화평가

제6회 원전기기 건전성
Workshop(1999)

67
1차 냉각재계통 엘보우용 SA516-Gr.70 강의 동적변형시효 및 파괴저항
특성

제6회 원전기기 건전성
Workshop(1999)

68
원자로압력용기강 용접열영향부위(HAZ)에서의 기계적특성 분포 및 노치
위치 문제점

제6회 원전기기 건전성
Workshop(1999)

69 경수로 가압기밀림관소재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품질개선 방안
제6회 원전기기 건전성

Workshop(1999)

70
Fracture toughness evaluation of small specimen considering notch
radius effects

대한금속학회 1999 춘계학술대회

71
Effects of microstructural factors on fracture toughness variation in the
weld HAZ of nuclear RPV steel

대한용접학회 '99춘계학술대회

72
Evaluation of Fracture Toughness of Reactor Pressure Vessel Steels by
Ball Indentation and Tensile tests

대한금속학회 99추계 학술대회

73
Effect of tempered martensite on the fracture toughness of SA 508
CI.3 steel HAZ in the transition region

대한금속학회 99추계 학술대회

74
Characterizations of boundaries and grain size by measuring
misorientations in Mn-Mo-Ni low alloy steel

대한금속학회 99추계 학술대회

75
Toughness Evaluation of Nuclear Reactor Pressure Vessel Steels Using
Load-Displacement Curve of Charpy Impact Test

대한금속학회 99추계 학술대회

76
Investigation on the cleavage fracture toughness and crack tip blunting
of pressure vessel steels in the transition temperature region

대한금속학회 99추계 학술대회

77
Effects of Neutron Irradiation in a RPV Steel by Ball Indentation
Technique and Magnetic Barkhausen Noise Measurement

한국물리학회 '99추계학술대회(제76
회 정기총회), Vol17, No.2, pp372

78
Magnetomechanical Acoustic Emission Measurements In Mn-Mo-Ni
Pressure Vessel Steel

한국물리학회 '99추계학술대회(제76
회 정기총회), Vol17, No2, pp404

79
Creep Life Prediction of Type 316L(N) Stainless Steel by Monkman-
Grant Relation

대한기계학회 pp175-180(1999)

80
MOSSBAUER STUDY OF PROTON IRRADIATED NUCLEAR REACTOR
PRESSURE VESSEL

한국물리학회'99추계학술대회

81 The Effect of W and N on the Creep Properties of 10Cr-Mo Steel 재13회 재료강도 심포지엄(1999)

82
Evaluation of Ductile-Brittle Transition Temperature and Fracture
Mechanism by Small Punch Test in Nuclear Reactor Pressure Vessel
Low Alloy Steels

재13회 재료강도 심포지엄(1999)

83
Application of small-size three point bend specimens for evaluating
the fracture toughness transition characteristics in nuclear pressure
vessel steels

재13회 재료강도 심포지엄(1999)

84
Effects of Boundary Characteristics on the Brittle Crack Propagation in
Mn-Mo-Ni Low Alloy Steel for Reactor Pressure Vessel in the
Viewpoint of Misorientation

재13회 재료강도 심포지엄(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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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The Analysis of Effective Grain Size in terms of Crystal Misorientation
and Its Correlation to the Fracture Behavior in Mn-Mo-Ni Low Alloy
Steels

재13회 재료강도 심포지엄(1999)

86 Microstructure and Fracture Toughness of HAZ of SA 508-3 steel 재13회 재료강도 심포지엄(1999)

87 A State-of-Art Report of Stainless Steels in the Nuclear Field 철강기술심포지움(1999)

88 원자력재료기술개발연구현황 제2회금속강성 워크숍(2000)

89
Effects of Carbon and Nitrogen on Sensitization of Simulated HAZ of
Type 347 Stainless Steels

대한금속.재료학회 '00춘계대회

90
Toughness Assessment of Nuclear Reactor Pressure Vessel Steels via
Measurement of Crack Arrest Load and Stable Crack Length of Charpy
Impact Specimen

대한금속.재료학회 '00춘계대회

91
Evaluation of Fracture Toughness of Low Toughness Weldment of
Reactor Pressure Vessel Steels by Ball Indentation

대한금속.재료학회 '00춘계대회

92
A Study on the local cleavage fracture stress of the low alloy steels
using fracture toughness specimens

대한금속.재료학회 '00춘계대회

93
Statistical Analysis of Small Punch Test Results and its Relationship
with Fracture Properties in Reactor Pressure Vessel Steel

대한금속.재료학회 '00춘계대회

94
Effects of Intercritical Heat Treatment and Tempering Conditions on
Local Cleavage Fracture Stress of Mn-Mo-Ni Low Alloy Steels

대한금속.재료학회 '00춘계대회

95
Application of geometric compatibility factor on the brittle crack
propagation in Mn-Mo-Ni low alloy steel

대한금속.재료학회 '00춘계대회

96
The Influence of δ-ferrite on the Irradiation Effects in Type 304
Stainless Steel Weldment

대한금속.재료학회 '00춘계대회

97 Creep-fatigue proeperties of type 316LN stainless steel
한국원자력학회 2000춘계학술발표

회 논문집

98
Evaluation of J-R Fracture Resistance Chracteristics of Korean-made
SA508-Gr.3 RPV Steels(I)

'2000 한국원자력학회 춘계학술발표
회 논문집

99
Fracture Toughness Master Curve Characteristics of the Low
Toughness Linde 80 Weld by Small ABI and PCVN Specimens

'2000 한국원자력학회 춘계학술발표
회

100
Dynamic Elastic Constants of Welds of RPV Steel Using Resonant
Ultrasound Spectroscopy

한국비파괴검사학회 '2000춘계학술
발표회

101
Change of Magnetic Properties in Reactor Vessel Steel after Neutron
Irradiation

한국자기학회 2000 춘계학술대회
vol.10,pp86-87

102
Development of Welding Equipment for Reconstitution and
Multiplication of Irradiated Specimen

제7회 원전기기건전성
Workshop(2000)

103
Tests for Evaluating Neutron Irradiation Embrittlement of Domestic
RPV Steels using HANARO (I)

제7회 원전기기건전성
Workshop(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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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Evaluation of Kori-1 RPV Low Toughness Weld in the Viewpoint of
Chemistry and Microstructural Factors

제7회 원전기기건전성
Workshop(2000)

105
Evaluation of Un-irradiated Fracture Mechanical Properties of Kori-1
RPV Low Toughness Weld Based on the ASTM Master Curve
Methodology

제7회 원전기기건전성
Workshop(2000)

106 Fatigue and Creep-Fatigue Properties of Type 316LN Stainless Steel
제7회 원전기기건전성

Workshop(2000)

107
The Influence of delta-ferrite on the Irradiation Effects in Tybe 304
Stainless Steel Weldment

원자력재료.핵연료 심포지엄 2000

108
Reconsideration of Surveillance Test Position of RPV Steel Weld HAZ
through Assessing Mechanical Properties and Microstructure

원자력재료,핵연료 심포지엄 2000

109
J-R Fracture Characteristics of Materials for Korean Nuclear Reactor
Pressure Vessels and Piping

원자력재료 핵연료 심포지엄 2000

110
A Development of High Toughness Materials for Reactor Pressure
Vessel and Piping

원자력재료.핵연료 심포지엄 2000

111
Application of the Master Curve Method for Evaluating the Fracture
Toughness of Pressure Vessel Steels

원자력재료.핵연료 심포지엄 2000

112
Nuclear Material Technology Developments : Material Evaluation and
Improvement

원자력재료.핵연료 심포지엄2000

113 원자력 재료목록 데이터베이스 구축 원자력재료.핵연료심포지엄2000

114
Modelling and Establishment of Database for the Prediction of the
Welding Characteristics in Pressure Vessel Steel Welds

원자력재료,핵연료심포지엄 2000

115
Alloy Design Study on Low Alloy Steels used for Nuclear Reactor
Pressure Vessels

원자력재료,핵연료심포지엄2000

116
Finite element analysis of small punch specimen for evaluation of
fracture characteristics

대한금속.재료학회 2000년 추계학술
대회

117
Analysis of Fracture Toughness Transition Characteristics in RPV
Steels Using the ABI Test Results

대한금속.재료학회 2000년 추계학술
대회

118
The effect of austenite fraction in the intercritical region on the
microstructure and toughness of structural low alloy steel

대한금속.재료학회 2000년 추계학술
대회

119
Evaluation of Transition Charateristic Temperature and the Relationship
with Local Fracture Stress in RPV steels using the Small Punch Test

대한금속.재료학회 2000년 추계학술
대회

120 Fatigue crack nucleation of type 316LN stainless steel 한국원자력학회2000 추계학술대회

121
Application of the RKR model for evaluating the fracture toughness
behaviors of pressure vessel steel in the transition temperature region

대한금속.재료학회 2000년 추계학술
대회

122
The relationship between microstructural features and a frature
toughness transition curve(master curve) in low alloy steel welds

PROC.Of The 14th Conference on
Mechanical Behaviors of

Materials(14차 재료강도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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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Relation between high temperature mechanical properties and grain
size of type 316L(N) stainless steel

제14회 재료강도심포지엄(2000)

124
Modeling of Phase Transformation Kinetics in the CGHAZ of SA508-
c1.3 Pressure Vessel Steel

대한금속 재료학회 2000년 추계학술
대회

125
Evaluation of the fracture toughness transition characteristics of ferritic
steels using the master curve method

14차 재료강도심포지움(2000)

126
Alloy Designing Study for Improving Mechanical Properties of SA 508
Steels

대한금속 재료학회 2000추계학술대
회

127
Observations of Microstructure and Brittle Crack Propagation Behavior
in Bainitic Low Alloy Steel in the View of Misorientation

14차 재료강도심포지움(2000)

128
Effect of Mo Addition on Microctructure, Mechanical Properties, and
Fracture Toughness in SA 508 (Class 3) Steels

PROC. of The 14th Conference on
Mechanical Behaviors of Materials

pp.339-346(2000)

129
Characterization of Neutron Irradiation Embrittlement in Domestic RPV
Steels using HANARO

HANARO Workshop 2000

130
The Influence of Delta ferrite on the Irradiation Effects in Type 304
Stainless Steel Weldment

한국원자력학회 학술대회(2001봄)

131
The Evaluation on Ductile-Brittle Transition Temperature Using a Small
Punch Test and Analysis of Its Correlation with the Stand Test Method
by Understanding Local Fracture Stress

대한기계학회 재료 및 파괴부문2001
년1차학술대회

132
Investigation on Initial Defect Structures in Unirradiated Reactor
Pressure Vessel Steels by Positron Lifetime Measurements

한국원자력학회 2001 춘계학술발표
회

133
Evaluation of Fracture Toughness of Reactor Pressure Vessel Steels by
ABI test

대한금속. 재료학회 2001 춘계학술
대회

134
The Fracture toughness Master Curve Technology for Assuring
Structural Integrity of Reactor Pressure Vessels

제8회 원전기기건전성 워크샵(2001)

135
Application of the local fracture stress model for evaluating fracture
toughness in the transition region of the Low-Alloy steels

대한금속.재료학회 2001춘계학술대
회

136
New Heat Treatment Processes for High Toughness Reactor Pressure
Vessel Steel

제8회 원전기기건전성 워크샵(2001)

137
미세조직에 따른 Mn-Mo-Ni 원자로 압력용기강에서 자기적 특성변화 연
구

물리학회 2001춘게학술대회

138
Temperature Dependency of Elastic Properties of RPV Steel Using
Resonant Ultrasound Spectroscopy

한국비파괴검사학회 2001년도 춘게
학술발표회

139
Austenite grain growth behavior prediction modeling of C-Mn-Mo-Ni
pressure vessel steel HAZ during heating cycle

대한금속. 재료학회 2001 춘계학술
대회

140
Austenite Grain Size Prediction Modelling of Mn-Mo-Ni Pressure
Vessel Stel HAZ during Welding

대한용접학회 '01춘계

141 원전 철강재료의 신뢰성 평가 현안 원자력 부품소재 신뢰성 평가 워크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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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valuation of Fracture Toughness Degradation by Neutron Urradiation
in RPV Steels Using Small Punch Test

대한기계학회 재료 및 파괴부문
2001년도 2차 학술대회

143 Effects of Fretting Parameters on the Fretting wear of Zirlo Tube 2001년도 추계 금속. 재료학술대회

144
The fracture toughness characteristics of the low alloy steels for
microstructue in the transition regin

대한금속.재료학회 2001년 추계학술
대회

145
Evaluation of J-R Characteristics of Reactor Pressure Vessel Steels
Using Disk-Shaped Smail C(T) Specimens

대한금속.재료학회 2001년 추계학술
대회

146
Effect of Microstructure on Impact Toughness Variation of Low-Alloy
Forged Steel for Nuclear Pressure Vessel

대한금속. 재료학회 2001년 추계학
술대회

147 GMI센서를 이용한 원자로 압력 용기강의 미세구조에 대한 비파괴적 평가 물리학회 2001 추계학술대회

148
Reliability and Structural Integrity of Steel Components and Materials
for Nuclear Power Plant

대한금속. 재료학회 2001 추계학술
대회

149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New Heat Treatment Technology for
High Fracture Toughness of Reactor Pressure Vessel

2001년도 대한기계학회 제2차 압력
기기 기술대회

150
Austenite grain growth behavior prediction modeling of C-Mn-Mo-Ni
pressure vessel steel HAZ during thermal cycle

대한금속.재료학회 2001추계학술대
회

151 원전기기 철강소재의 파괴인성 평가에 대한 Round Robin Tests
2001년도 제2차 원자력기기 컨소시

움 회의

152
Initial RT NDT Re-evaluation of WR-233 Weld of Kori Unit 1 using
Master Curve Technology

한국원자력학회 2001 추계학술발표
회

153
Evaluation of Defect Structures in Reactor Pressure Vessel Steels by
Positron Lifetime Measurements

대한금속.재료학회 재료강도 분과위
원회 제15회 재료강도 심포지움

(2001)

154
A Development of Small Punch Test Method for Evaluating Brittle
Fracture Transition Temperature Shift by Neutron Irradiation in RPV
Steels

대한금속.재료학회 재료강도 분과위
원회 제15회 재료강도 심포지움

(2001)

155
Application of the Ball Indentation Tests to Characterization of the
Cleavage Fracture Toughness of Reactor Pressure Vessel Steels

대한금속.재료학회 재료강도 분과위
원회 제15회 재료강도 심포지움

(2001)

156
Development and Applicatiion of New Heat Treatment Technology for
High Fracture Toughness of Reactor Pressure Vessel

대한기계학회 2001년 제2차 압력기
기 기술대회

157
Characterization of Neutron Irradiation Embrittlement in Domestic RPV
Steels using HANARO

하나로 워크샵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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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적재산권 출원/등록 목록 (’97.7 - ’02.3)

원자로압력경계재료 과제

구분 연번 명칭 국명 출원/등록일
출원/

등록번호

발

명

특

허

출원

1
Barkhausen Noise를 이용한 

원자로재료에서의 

조사취화평가방법

한국 1998.10 출원 1998-0021042

2 뫼스바우어 분광분석을 이용한 

열처리 단계별 상분석 기법
한국 2000.1 출원  2000-0004491

등록

1

Intercritical Heat Treatment 

Process for Toughness 

Improvement of SA 508 Gr.3 

Steel 

(원자로 압력용기강의 인성 

향상 열처리 공정)

한국
1997.10 출원

2000.4.20 등록
제0261664호

미국
1998.8.10 출원

2001.7.24 등록

US patent

6264770 B1

2

뫼스바우어 분광분석을 이용한 

철강재 미세조직의 정량적인 분

석방법

한국
2000.1.29 출원

2002.3.15 등록
제0330502호

프

로

그

램

등록 1

JDAP (Data Acquisition 

Package for Dynamic and 

Static J-R Tests using DCPD 

(Direct Current Potential 

Drop))

한국 1999.9.8 등록
99-01-

12-4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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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고서 발간 목록 (‘97.7 - ’02.3)

원자로압력경계재료 과제

 

제     목 보 고서번호 년도

울진 3호기 원자로 압력용기의 조사전 재료특성 (baseline tests) KAERI/CR-025/97 1997

울진 4호기 원자로 압력용기의 조사전 재료특성 (baseline tests) KAERI/CR-026/97 1997

영광 5/6호기용 RCS surgeline pipe 소재의 고온 파괴저항 (J-R) 특성 KAERI/CR-031/97 1997

울진 3/4호기 RCS pipe 소재의 동적 파괴저항 (J-R) 특성 (동적변형시효 (DSA) 영향평가) KAERI/CR-035/97 1997

GOH 가열로 튜브의 건전성 평가 KAERI/CR-036/97 1997

원자로 냉각재배관 엘보우용 SA516-Gr.70 강의 DSA 영향 평가(동적/정적 파괴저항(J-R)
특성)

KAERI/CR-043/97 1997

경수로 가압기 밀림관 재료 파괴인성 특성 개량 (I) (기술개발 2차 중간 보고서) KAERI/CR-044/98 1998

경수로 가압기 밀림관 재료 파괴인성 특성 개량 (II) (기술개발 2차 중간 보고서) KAERI/CR-053/98 1998

원자로 냉각재배관 엘보우용 KSC SA516-Gr.70 시제 강판의 정적/동적 파괴저항(J-R) 특성 KAERI/CR-054/98 1998

국산 원자로 압력용기재료의 중성자 조사취화 특성평가(1차 중간보고서) KAERI/CR-56/98 1998

경수로 가압기 밀림관 재료 파괴인성 특성 개량 (최종보고서) KAERI/CR-59/98 1998

원자로 압력용기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PCVN 시편의 파괴인성 시험/해석기술 (I) KAERI/TR-1023/98 1998

압입시험기술을 이용한 원자로재료의 변형 및 파괴특성 평가 KAERI/TR-1045/98 1998

SA508 Gr.3 원자로 압력용기강의 인성 향상을 위한 2상영역 열처리 공정 개발 KAERI/TR-1114/98 1998

무계장캡슐을 이용한 원전재료의 조사 및 조사후 시험결과보고서 KAERI/TR-1164/98 1998

원자로 압력용기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PCCv 시편의 파괴인성 시험/해석기술 (II) KAERI/TR-1167/98 1998

경수로 압력용기강 조사취화 및 회복특성 연구 KAERI/RR-1921/98 1999

영광5호기 원자로 압력용기 재료의 동적파괴인성 평가 (Baseline Tests) KAERI/CR-76/99 1999

국산 원자로 압력용기재료의 중성자 조사취화 특성 평가(II) (2차 중간보고서) KAERI/CR-79/99 1999

동적 J-R 파괴저항 특성 평가를 위한 직류전위차법(DCPD)의 적용 KAERI/TR-1350/99 1999

원자로 압력용기의 조사취화 평가를 위한 소형시편의 파괴인성 시험/해석기술 KAERI/TR-1384/99 1999

원자로 압력용기 재료 용접열영향부 특성 (미세조직과 기계적 성질을 중심으로) KAERI/TR-1438/99 1999

미소시편을 이용한 변형 및 파괴특성 평가법개발 및 모델링 KAERI/CM-377/99 1999

원자로부품용 저합금강의 합금설계 및 특성개선 연구 KAERI/CM-378/99 1999

원자로압력경계용 저합금강 용접부의 비조사물성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KAERI/CM-392/99 1999

원자로재료의 동적파괴특성 평가를 위한 샤피충격시험 데이터 처리기술 개선 KAERI/TR-1461/00 2000

PVRC/MPC Round Robin Tests for the Low Toughness High-Copper 72W Weld Using
Master Curve Methodology of PCVN Spectimens (Korean Contribution to the PVRC/MPC
Cooperative Test Program on T。Determination)

KAERI/TR-1568/00 2000

고리1호기 원자로압력용기 용접부(Linde 80, WF-233)의 금속조직학적 특성 및 조사전 파
괴인성 천이특성(T。) 분석

KAERI/TR-1606/00 2000

Fracture toughness master curve characterization of linde 1092 weld metal for beaver
valley 1 reactor

KAERI/TR-1684/00 2000

원자로 압력용기용 단조 및 황삭가공 소재의 기계적특성 KAERI/CR-113/01 2001

국산 원자로 압력용기 재료의 중성자 조사취화 특성평가 (최종보고서) KAERI/CR-116/01 2001

배관 누설부위 미세결함 검사 KAERI/CR-122/01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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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술이전/지원 실적 (‘97.7 - ’02.3)

원자로압력경계재료 과제

이전기술내용 업체명

방법

(용역/자문/

수탁)

경비(기술

료)
기간 비고

 경수로 가압기 림관 소재의 

고온파괴특성 시험자료제공 및 

재료시방 요건, 재료선정 요건 

기술자료제공 및 자문

두산중/한기 수탁/자문 1.6억/0원

97.11-

98.12, 

계속

 1차배관 엘보우소재 SA   

516-70강의 정적, 동적 파괴저

항특성 시험평가 자료제공 및 

재료선정 기술자문

두산중/한기 수탁/자문
3,400만원/ 

0원

98.7-

계속

 원자로재료 파괴 특성 시험평

가 기술자문 및 압력용기 조사

취화관련 기술자문

한수원/한기/두

산중/KINS 
자문/기술제공 0원

98.4-

계속

 원자로압력용기강 동적파괴인

성 시험평가 자료제공 및 기술

자문

두산중/한수원 수탁/자문 3천만원/0원
99.5-

계속

 원자로 용기 및 배관재료 재료

물성 평가기술 및 시험평가 자

료제공 및 재료선정 기술자문

두산중/한기 자문/기술제공 0원
97.7-

계속

 원자로재료 파괴 특성 시험평

가 기술자문 및 압력용기 조사

취화관련 기술자문

한수원/한기/두

산중/KINS 
자문/기술제공 0원

98.4-

계속

 압력용기 제작시 황삭가공 공

정개선 향 평가
두산중 수탁/자문 1천만원

00.10-

01.4

 고리1호기 압력용기 저인성 용

접부 조사전 파괴인성 시험자료 

및 관련 기술자료 제공

한수원/

전력연구원
수탁/자문

10.1천만원/

0원

98.10-

계속

 Westinghouse RPV 용접재 

(Beaver Valley-1)의 파괴인성

시험

Westinghouse

(미국)
기술용역 ＄3,000

00.9- 

00.12
 

* 기타 KEPRI, 한수원, 한중(현 두산중공업), KOPEC, KINS 등에 원자로 압력경계부품 

(압력용기, 배관) 재료 관련 기술 및 시험자료 자문/기술제공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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