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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참조표 이란 측정데이터  정보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과학 으로 분석ㆍ평

가하여 공인함으로써 국가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리 지속 으로 사용되거나 반

복사용이 가능하도록 마련된 자료로서 물리화학  상수, 공인된 물성값, 공인된 

과학기술  통계 등을 일컫으며, 이에는 유효참조표 , 검증참조표 , 인증참조표

으로 분류된다.

참조표 의 지정분야에는 물리화학분야, 재료분야, 속분야  기타분야 등을 

포함하여 총 16개가 있으며, 성자에 조사한 원자력 구조재료를 상하는 원자

력재료 참조표 은 속분야에 속한다.

참조표 의 등록  보 을 해 한국표 과학연구원(KRISS)에서 수행하는 

과제명 “간 생산방식에 의한 국가참조표 체계구축  활성화 방안”의 탁과

제명 “원자력재료 참조표  제정”으로 수행했던 인장물성  경도물성 분야의 수

집, 생산, 평가  세부평가기술기 (안) 등에 한 내용  결과를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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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Standard reference is a official approved data such a coefficient of physics, 

approved material properties, and etc., which should be analyzed and 

evaluated by scientific method to acquire official approval for accuracy and 

credibility of measured data and information. So it could be used broadly and 

continuously by various fields of nation and society. It is classified to 

effective standard reference, verified standard reference, and certified standard 

reference.

There are sixteen fields in designated standard references such a physical 

chemistry field, material field, metal field, and the others. The standard 

reference of neutron irradiated nuclear structural material is classified to metal 

field.

This report summarized the whole processes about data collection, data 

production, data evaluation and the suggestion of details evaluation technical 

standard for tensile and hardness properties, which were achieved by carry 

out the project "nuclear material standard reference development" as a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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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참조표 이란 측정데이터  정보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과학 으로 분석ㆍ평

가하여 공인함으로써 국가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리 지속 으로 사용되거나 반

복사용이 가능하도록 마련된 자료로서 물리화학  상수, 공인된 물성값, 공인된 

과학기술  통계 등을 일컫으며, 이에는 유효참조표 , 검증참조표 , 인증참조표

으로 분류된다.[1]

참조표 의 지정분야에는 물리화학분야, 재료분야, 속분야  기타분야 등을 

포함하여 총 16개가 있으며, 성자에 조사한 원자력 구조재료를 상하는 원자

력재료 참조표 은 속분야에 속한다.

원자력재료 참조표 의 제정 목 은 속결정에 높은 에 지를 갖는 방사선 

입자를 조사시키면 녹온(knock-on)에 의해 다수의 격자원자가 격자 치에서 이

탈되므로 다량의 원자공공(vacancy)과 격자간 원자(interstitial atom)가 생성되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이러한 원자공공  격자간 원자는 루 (loop) 

 (dislocation) 등 2차원 인 면상 결함 집합체를 형성하고, 특히 원자공공

은 3차원 결함 집합체인 보이드(void)도 만든다. 조사에 따른 결함 집합체의 생

성은 조사온도, 조사량  조사 도, 그외에 불순물과 합  농도 등에 의해서 

향을 받는다. 속을 방사선에 조사시키면 항복강도  인장강도가 증가하는 조

사경화(irradiation hardening)와 연성이 악화되는 조사취화(irradiation embrittlement)

가 동시에 일어난다. 방사선 조사에 의해 생기는 경화는 그 자체만을 고려하여 

본다면 원자로 재료로서 유리한 면도 있지만, 연성의 하를 동반하므로 원자로 

압력용기 는 핵융합로 제1벽 등 원자로 재료의 사용 수명을 크게 단축시키므

로 구조물의 안 성  건 성 평가를 해야만 한다. 재 우리나라의 경우 원자

력재료에 해 자체 생산한 특성자료가 미미하여 선진 외국의 시험자료(database 

등)를 제한 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조사 재료 등 고방사선물질의 

조사특성에 한 기 인 자료의 확보  활용이 필수 이므로, 시험자료의 생

산  DB 구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참조표 의 등록  보 을 해 한국표 과학연구원(KRISS)에서 수행하는 

과제명 “간 생산방식에 의한 국가참조표 체계구축  활성화 방안”의 탁과

제명 “원자력재료 참조표  제정”으로 수행했던 인장물성  경도물성 분야의 수

집, 생산, 평가  세부평가기술기 (안) 등에 한 내용  결과를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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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본 론

1. 사업내용  결과

사업내용 사업목표 사업결과

◦참조데이터 

수집  생산

◦ 참조데이터생산

  - 수집방법 : 직 생산

  - 수집건수

   1) 인장물성 : 100건

   2) 경도물성 : 100건

◦ 참조데이터 수집

  - 수집방법 : 직   

간 생산

  - 수집건수

    1) 직 생산

      . 경도 : 50 건

      . 인장 : 10 건

    2) 간 생산

      . 인장 : 311 건

      . 경도 : 157 건

◦참조데이터 

세부평가기  

제정

◦ 세부 평가기 서 제정

  - 인장물성 : 1건

  - 경도물성 : 1건

◦ 세부 평가기 서 제정

  - 인장물성 : 1건

  - 경도물성 : 1건

◦참조데이터 

평가

◦ 평가결과

  - 유효참조표

   1) 인장시험 : 100 건

   2) 경도시험 : 100 건

◦ 평가결과

  - 유효참조표

   1) 인장시험 : 100 건

   2) 경도시험 : 100 건

◦ 문 원회 

구성  운

◦ 자문(기술) 원회 

구성

◦ 개최회수 : 1회

◦ 자문(기술) 원회 구성 : 6인

◦ 개최회수 : 1회

◦기타

◦ 기타 주요활동

  - 세미나 : 2회

  - 워크  : 2회

  - 교육참석 : 1회

◦ 기타 주요활동

  - 세미나 : 2회(3월, 10월)

  - 워크  : 1회(7월)

  - 교육참석 : 1회



- 3 -

2. 원자력재료 참조표 의 개요

가. 필요성

원자로 가동  발생하는 핵연료의 손상은 1차 계통 냉각수의 방사능 오염과 

더불어 작업자의 피폭을 가 시킬 수 있으며, 다수 핵연료의 심각한 손상인 경우 

원자로 정지로 인한 막 한 비용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핵연료 손상은 다양하

고 복잡한 인자가 복합 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므로 비 괴시험뿐만 아니라 핵연료

을 단하고 수 mm로 시편 가공하여 정  분석하는 괴시험을 포함해 보다 다

양하고 심층 인 분석이 필요하다.

상용로에서 연소되고 있는 미손상 핵연료는 손상이 발생하기 까지의 핵연료 

성능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이에 한 조사후시험을 통해 핵연료 의 수명 측

이 가능하며 핵연료 성능인자에 한 다양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속결정에 높은 에 지를 갖는 방사선 입자를 조사시키면 녹온(knock -on)에 

의해 다수의 격자원자가 격자 치에서 이탈되므로 다량의 원자공공(vacancy)과 

격자간 원자(interstitial atom)가 생성되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이러한 

원자공공  격자간 원자는 루 (loop)  (dislocation) 등 2차원 인 면상 

결함 집합체를 형성하고, 특히 원자공공은 3차원 결함 집합체인 보이드(void)도 

만든다. 조사에 따른 결함 집합체의 생성은 조사온도, 조사량  조사 도, 그외

에 불순물과 합  농도 등에 의해서 향을 받으므로, 이에 한 시험자료의 생

산  DB 구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속을 방사선에 조사시키면 항복강도  인장강도가 증가하는 조사경화

(irradiation hardening)와 연성이 악화되는 조사취화(irradiation embrittle -ment)

가 동시에 일어난다. 방사선 조사에 의해 생기는 경화는 그 자체만을 고려하여 

본다면 원자로 재료로서 유리한 면도 있지만, 연성의 하를 동반하므로 원자로 

압력용기 는 핵융합로 제1벽 등 원자로 재료의 사용 수명을 크게 단축시키므

로 구조물의 안 성  건 성 평가를 해야만 한다.

재 우리나라의 경우 원자력재료에 해 자체 생산한 특성자료가 미미하여 

선진 외국의 시험자료(database 등)를 제한 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므

로, 조사 재료 등 고방사선물질의 조사특성에 한 기 인 자료의 확보  활

용이 필수 이다.

나. 제공 데이터

(1) 손상 요인 : 외 검사, 와 류시험, 천공시험, X선 검사 등

(2) 소결체 특성 : 학 미경, 자 미경, 도, 연소도 등

(3) 피복  특성 : 수소화 분포, 미세경도, 산화층 등

(4) 핵연료 집합체 특성 : 외 검사, 휨 측정, 제원측정, 감마스캐닝 등

(5) 충격시험 : 흡수에 지, 횡팽창량, 면율

(6) 인장시험 : 항복강도, 최 인장강도, 총 신장량  평균 신장량, 단면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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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율 등

(7) 압축시험 : 압축강도, 압축변형율

(8) 굽힙시험 : 굽힘강도, 굽힘변형율, 괴에 지 등

(9) 경도시험 : 경도

(10) 열 도도시험 : 열 도도 계수

(11) 피로시험( 고주기) : 피로 손산량, 피로수명 등

다. 효과

핵연료의 수명을 연장하는 고연소도 장주기 성능 확보와 성능 평가 코드 검증

에 활용되고, 핵연료 성능 평가 자료의 축 을 수반하며, 핵연료 성능 개량  개발

을 한 기반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어 국가 원자력 연구기   원자력산업체의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국내의 상용발 소 1차 계통 부품의 조사 경화/취화 정도 확인/감시, 운  안

성 규명, 수평평가  인허가 기간 연장 등의 상용원 의 안 사항 해결 지원

을 통한 원 의 가동률 향상 제고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

국가 성장의 원동력인 에 지 확보 차원으로 원자로의 제4세  개념인 

GEN-IV의 원자력재료 개발을 한 자료 제공, 선진화된 시험기술을 개발  확

보가 가능하다.

3. 참조데이터 수집/생산

가. 참조데이터의 수집

(1) 인장시험

(가) 데이터 수집은 표 1과 같이 국내외 논문, 데이터베이스, 책자 등 출간

자료에서 수집하며, 수집 내용으로는 소재 화학조성, 인장강도, 항복강도, 연신율, 

시편 형상, 소재 제조시의 미세조직  방향성, 시험시스템, 시험온도, 시험속도, 변

형률 측정방법, 항복강도 결정방법 등 시험 반과 데이터의 분석방법을 포 함. 

이외에 수집 보고서 내에는 데이터 출처, 오차, 작권 등의 세부 자료도 포함되어

야 함.

(나) 데이터의 가공/편집 차는 출간물에서 획득된 데이터를 수치  계

량화하고, 단 를 통일시켜 참조 데이터의 형태로 만드는 작업을 의미하며 가공

상은 그림, 그래 , 수치로 표 되어 있는 측정값(실험 , 이론 )과 오차( 는 불

확도)값이 포함됨.

(다) 수집된 데이터 모두 국제단 계에 따라 통일된 단 로 가공되어야 하

며 좌표분석 로그램을 이용하여 그림을 수치화할 수 있음. 필요에 따라서 문 

공학용 소 트웨어를 이용한 데이터의 내삽  외삽도 가능함. 내삽과 외삽 시에는 

correlation value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함.

(라) 세부가공에 한 기록에는 상 데이터의 출처, 가공일자, 가공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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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청구기호 서명 자 Journal/보고서 번호

1 1998-000649

성자에 조사된 

Mn-Mo-Ni 합 강의 

기계   자기 성질 

변화

장기옥
한국재료학회지, Vol8, 

NO.11, pp 1020-1025

2 2001-002671

성자 조사에 의한 원

자력 압력용기 클래딩재

의 미세조직  기계  

특성 변화 평가

김인섭
HANARO Workshop 

2001

3 2002-001908

노내구조물 보 재인 

type 304 스테인리스강

의 성자 조사 고온 기

계  특성

김우곤
한국원자력학회 2002 

추계학술 회

4 2003-001790
원자로압력용기재료 

성자조사 취화평가
이삼래

Reactor Dosimetry 측

정  분석 워크샵

기록하며, 좌표분석 등의 작업은 3회 이상 반복을 통해 불확도(계산이 어려운 경우

에는 오차)를 확인하여야 함.

(2) 경도시험

(가) 데이터 수집은 표 1과 같이 국내외 논문, 데이터베이스, 책자 등 출간

자료에서 수집하며, 수집 내용으로는 소재 화학조성, 시험시스템, 시험온도, 시험속

도(하 /시간), 비커스 경도 등 시험 반과 데이터의 분석방법을 포 함. 이외에 

수집 보고서 내에는 데이터 출처, 오차, 작권 등의 세부 자료도 포함되어야 함.

(나) 데이터의 가공/편집 차는 출간물에서 획득된 데이터를 수치  계

량화하고, 단 를 통일시켜 참조 데이터의 형태로 만드는 작업을 의미하며 가공

상은 그림, 그래 , 수치로 표 되어 있는 측정값(실험 , 이론 )과 오차( 는 불

확도)값이 포함됨.

(다) 수집된 데이터 모두 국제단 계에 따라 통일된 단 로 가공되어야 하

며 좌표분석 로그램을 이용하여 그림을 수치화할 수 있음. 필요에 따라서 문 

공학용 소 트웨어를 이용한 데이터의 내삽  외삽도 가능함. 내삽과 외삽 시에는 

correlation value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함.

(라) 세부가공에 한 기록에는 상 데이터의 출처, 가공일자, 가공자를 

기록하며, 좌표분석 등의 작업은 3회 이상 반복을 통해 불확도(계산이 어려운 경우

에는 오차)를 확인하여야 함.

표 1 논문  보고서 수집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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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04-000450

고연소도 신형 Zr 피복

의 미세조직과 기계  

특성에 미치는 열처리 

 성자 조사의 향

백종 한국열처리공학회지

6 2004-001156

구리 함량이 낮은 국산 

원자로 압력용기강 성

자 조사효과

지세환
IAEA Specialist 

Meeting

7 2004-002276

개량 Cr-Mo 마르텐사

이트가의 성자 조사에 

따른 인장특성 변화

김성호
원자력학회 2004 추계

학술 회

8
KAERI/선임-1

6/92

성자 조사  DSA효

과에 의한 A533B 

class-1 원자로 용기 재

료의 쇄 거동 분석

정연호 KAERI/선임-16/92

9
KAERI/OT

-332/97

국산 원자로 압력용기강 

성자 조사특성 비교평

가를 한 국제공동연구 

귀국보고서

한국원자

력연구소
KAERI/OT-332/97

10
HYU-005

/2001

성자 조사가 지르코늄

합  재료의 기계  특

성 하에 미치는 향

김용수 HYU-005/2001

11
HYU-014

/2002

산화 지르코늄 합 의 

기계  강도에 미치는 

성자 조사 향 연구

김용수 HYU-014/2002

12
KAERI/TR

-2261/2002

Type 304NG  316NG 

스테인리스강의 성자 

조사(캡슐명 : 

00M-01U) 인장특성 평

가

김우곤 KAERI/TR-2261/2002

13
HYU-018

/2003

성자 조사가 지르코늄 

합 의 고온 탄성-소성 

변형에 미치는 향 연

구

김용수 HYU-018/2003

14
KAERI/TR

-2545/2003

노내 구조물 스테인리스

강의 성자 조사(캡슐
김우곤 KAERI/TR-2545/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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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 00M-03K) 인장특

성 평가

15
HYU-023

/2004

수소 함유 산화지르코늄 

합 의 탄성-소성 변형

에 미치는 성자 조사 

향 연구

김용수 HYU-023/2004

16
KAIST-229

/2004

고 에 지 성자 조사

에 의한 가압경수로 원

자력압력용기 피복재 용

열 향부 조사 향 평

가

김인섭 KAIST-229/2004

17
KAERI/TR

-3017/2005

성자 조사가 원자로용 

Linde 80 Flux 용착

속의 인장특성에 미치는 

향

안상복 AKERI/TR-3017/2005

18
HYU-027

/2005

성자 조사가 산화 Zr 

합  미세조직과 기계  

물성변화에 미치는 향 

연구

김용수 HYU-027/2005

19
KAIST-237

/2005

산화물분산강화 합 강

의 성자 조사손상 연

구

김인섭 KAIST-237/2005

20
IHU-021

/2006

핵연료 피복 용 재료의 

성자 조사에 의한 기

계  특성 연구

김명호 IHU-021/2006

21

EFFECT OF 

F A S T - N EUTRON 

IRRADIATION ON 

M E C H A N I C A L 

PROPERTIES OF 

STAINLESS STEELS 

:AISI TYPES 304, 316 

AND 347

H.R. 

HIGGY

JOURNAL OF 

N U C L E A R 

MATERIALS 55(1975) 

177-186

22
EFFECT OF 

N E U T R O N 

H.R. 

HIGGY

JOURNAL OF 

N U C L E A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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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RADIATION ON 

THE TENSILE 

PROPERTIES OF 

ZIRCALOY-2 AND 

ZIRCALOY-4

MATERIALS 44(1972) 

215-227

23

The relationship 

between hardness and 

yield stress in 

irradiated austenitic 

and ferritic steels

Jeremy T. 

Busby

JOURNAL OF 

N U C L E A R 

M A T E R I A L S 

336(2005) 267-278

24
KAERI/CR

-047/95

고리원자력 4호기 원자

로 압력용기 재료 제3차 

감시시험(감시용기 X) 

최종보고서

신재인 KAERI/CR-047/95

25
KAERI/CR

-069/96

원자력 1호기 원자

로 압력용기재료 제3차 

감시시험(감시용기 X) 

최종보고서

신재인 KAERI/CR-069/96

26
KAERI/CR

-100/96

원자력 2호기 원자

로 압력용기재료 제3차 

감시시험(감시용기 X) 

최종보고서

신재인 KAERI/CR-100/96

27
KAERI/CR

-93/2000

고리원자력 1호기 원자

로 압력용기 재료 제5차 

감시시험(감시용기 P) 

최종보고서

김병철 외 

10인
KAERI/CR-93/2000

28
KAERI/CR

-95/2000

고리원자력 3호기 원자

로 압력용기 재료 제4차 

감시시험(감시용기 W) 

최종보고서

김병철 외 

10인
KAERI/CR-95/2000

29
KAERI/CR

-194/2002

원자력 4호기 원자

로 압력용기 재료 제1차 

감시시험(감시용기 2) 

최종보고서

장기옥외 

9인
KAERI/CR-194/2002

30 KAERI/CR 고리원자력 4호기 원자 장인순 KAERI-ST-K4-001/0



- 9 -

-195/2004

로 압력용기 재료 제5차 

감시시험(감시용기 Y) 

최종보고서

4

31
KAERI-RIS

-ST-06-02

울진원자력 3호기 원자

로 압력용기 재료 제1차 

감시시험(감시용기 2) 

최종보고서

박창규
KAERI-RIS-ST-06-0

2

32
ISBN : 

0873392582

Prodeedings of the 

Six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E n v i r o n m e n t a l 

Degradation of 

Materials in Nuclear 

Power Systems - 

Water Reactors : 

August 1-5, 1993, San 

Diego, California

Gold, 

Robert E. 

Simonen 

E.P.

I n t e r n a t i o n a l 

Symposium on 

E n v i r o n m e n t a l 

Degradation of 

Materials in Nuclear 

Power Systems - 

Water Reactors(6th : 

1993: San Diego, Calif.)

33
KAERI/CR

-228/2005

원자력 2호기 원자

로 압력용기재료 제5차 

감시시험 (감시용기 Y) 

최종보고서 

이삼래외 KAERI/CR-228/2005

34
KAERI/CR

-197/2005

 원자력 3호기 원자

로 압력용기재료 제5차 

감시시험 (감시용기 Y) 

최종보고서

이삼래 외 

9인
KAERI/CR-197/2005

35
KAERI/CR

-196/2004

고리 원자력 3호기 원자

로 압력용기재료 제5차 

감시시험 (감시용기 Y) 

최종보고서

장기옥 외 KAERI/CR-196/2004

36
KAERI/CR

-146/2002

원자력 3호기 원자

로 압력용기재료 제1차 

감시시험평가 (감시용기 

2) 최종보고서

장기옥 외 KAERI/CR-146/2002

37 KAERI/CR 울진원자력 1호기 원자 김병철 외 KAERI/CR-133/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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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2002

로 압력용기 재료 제 4

차 감시시험평가 최종보

고서

10인

38
KAERI/CR

-107/2001

원자력 2호기 원자

로 압력용기재료 제4차 

감시시험  평가(감시

용기 W) 최종보고서

김병철 외 

10인
KAERI/CR-107/2001

39
KAERI/CR

-135/2002

고리원자력 4호기 원자

로 압력용기재료 제4차 

감시시험평가 (감시용기 

W) 최종보고서

장기옥 외 

8인
KAERI/CR-135/2002

40
KAERI/CR

-110/2001

고리원자력 2 호기 원자

로 압력용기재료 제5차 

감시시험  평가(감시

용기 N) 최종보고서

김병철 외 

3인
KAERI/CR-110/2001

41
KAERI/CR

-119/2001

원자력 1 호기 원자

로 압력용기재료 제4차 

감시시험  평가(감시

용기 W) 최종보고서

김병철 외 

10인
KAERI/CR-119/2001

42
KAERI/MR

-353/2000
조사재시험시설운 홍권표외 KAERI/MR-353/2000

43
KAERI/MR

-368/2001
조사재시험시설운 홍권표외 KAERI/MR-368/2001

(3) 자료 수집 목록

의 논문  보고서 등을 통해서 수집한 자료들에 한 목록은 별첨 5  

6에 나타내었다.

나. 참조데이터의 생산

(1) 인장시험

(가) 성자 조사  해체

① 성자 조사장치인 캪슐(capsule)의 열 ㆍ물성  특성을 고려해서 

상세설계를 수행하고, 구매ㆍ제작을 한다.

② 캪슐을 연구용원자로인 하나로(HANARO)에서 성자 조사를 시

킨다. 조사량은 약 1020 n/cm2 이다.

③ 하나로에서 성자 조사를 마친 캪슐을 코어(core)에서 인출 후 약 

1 ~ 3개월 냉각(cooling)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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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냉각을 마친 캪슐을 방사선차폐용기인 캐스크(cask)에 담아 조사

재시험시설(IMEF)로 운반한 후 수조(pool)를 통해 핫셀(hot-cell)로 이송한다.

⑤ 캪슐 단기(capsule cutting machine)로 캪슐의 상ㆍ하단부를 단

하고, 시편을 삽인한 시편홀더(specimen holder)를 해체한 후 시편을 분류한다.

(나) 시편 비

① 하나로(HANARO)에서 시편을 성자 조사 에 규격에 맞도록 

제작하여 시편홀더에 삽입하여 성자 조사를 시킴으로 별도로 시편 비는 필요 

없다.

② 원자력 발 소에서 추출된 감시캡슐을 당 시설로 운송후에 별도의 

핫셀에서 캡슐을 해체한 후에, 캡슐 내에서 시편을 추출하여 시편별로 분류되어 인

수된다.

③ 인수한 시편은 시험을 실시하기 직 까지 시편표면의 부식을 방지

하기 한 별도의 보 함을 이용하여 알콜에 담구어 핫셀 내에 보 한다.

④ 시험이 수행되기 이 까지의 보 기간 동안 보 함 내의 알콜의 

소모여부를 수시로 감시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알콜을 추가하여 시편외부와 핫

셀내의 공기의 직  을 차단한다.

⑤ 시편의 식별은 추출된 발 소  차수를 구분하기 구분기호와 시

편의 양단에 음각된, 시편고유번호를 조합하여 구분하며, 조합된 식별번호의 부여

방법은 다음과 같다.

                

K 2 3 S 2 2 1

발 소구분
호 기 구

분

차 수 구

분
시편고유번호

    

           * 발 소구분: 고리-K, 호기구분: 1호기-1  차수구분: 1차-1

-Y,     2호기-2 2차-2

울진-W, 3호기-3 3차-3

4호기-4 4차-4

5차-5

⑥ 본 원자로 감시시편은 원자로 압력용기를 제작할 때 사 에 가공

되어 원자로의 가동과 함께 원자로 내에 장착되어 있던 시편으로서 시편의 채취

치는 사 에 결정되며 채취 치는 다음과 같다.

Longitudinal for rolling type reactor vessel

Transverse for rolling type reactor vessel

No directional for forging tyoe reactor vess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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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t affected zone (HAZ)

⑦ 시편의 수량은 통상 총 9개가 제작되어 원자로 내에 장입되며, 압

력용기의 제작방법에 따른 시편의 채취 치는 구분되며 세부수량은 다음과 같다.

Longitudinal tensile specimen : 3개 (Rolling type reactor)

Transverse tensile specimen : 3개 (Rolling type reactor)

No directional tensile specimen : 5개 (Forging type reactor)

HAZ tensile specimen : 3개 (Rolling type reactor)

                                    4개 (Forging type reactor)

(다) 교정  간 검

① 만능시험기 하 계(Load Cell)

㉮ 만능시험기의 하 계의 교정은 공인된 교정기 으로부터 다음 

방법 의 하나로 검증되어야한다.

              ㉠ Standard Weights에 의한 방법

              ㉡ Proving Levers에 의한 방법

              ㉢ Equal-Arm Balance  Standard Weights에 의한 방법

              ㉣ Elastic Calibration Devices에 의한 방법

              ㉤ 하 계 교정 산화 시스템 용장비

㉯ 인장시험기의 Load Cell에 허용하  이상이 부가했을 경우에는 

5.3.1.1)의 방법으로 재검사를 수행하여야한다.

㉰ 검사결과 Load Cell의 정 도는 오차가 그 시험기기의 하 범

의 ±1.0% 이하이어야 한다.

㉱ 필요시 1)의 방법으로 교정된 하 계를 이용하여 별도의 상  

교정을 실시할 수 있다.

㉲ 하 계의 교정 주기는 1년이다.

㉳ 본 장비의 검 주기는 6개월로 하며 주요 검 내용은 하 계

(Load Cell) 간 검표에 의해 실시한다.

② 시편 온도 조 용 Chamber

㉮ Chamber의 교정은 핫셀 내의 방사선오염 등의 제약 인 사용환

경을 고려하여 별도의 Thermometer를 이용하여, 상 비교 방법으로 교정을 실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별도의 Thermometer는 공인된 교정 기 으로부터 교정되어야

하며 교정주기는 1년으로 한다.

㉰ Thermometer는 열 와 연결하 을 때 최소한 0.2℃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감도의 성능을 가져야 한다.

㉱ Thermometer  Chamber의 교정 온도는 시험온도 범  근처

의 온도에서 실시하며, 이때 상온  압력용기의 최  운 온도를 포함하여 실시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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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mber의 온도 정 도는 ±3℃ 이내를 유지하여야 하며, ±3℃

의 범 를 과 시에는 상 비교로부터 얻은 별도의 보정온도를 이용하여 보정한

다.

㉳ 열 / 차 측정기를 사용하는 신 온도계를 사용할 경우에

는 순수한 물의 비등온도와 빙 온도에서 각각 ±1℃(2℉)범 내의 감도를 갖는 온

도계이어야 하며 보정된 결과는 온도계에 부착해 두어야한다.

㉴ 온도조 장치의 교정 주기는 1년이며, 필요시에 주기에 계없

이 실시할 수 있다. 

㉵ Chamber의 검주기는 6 개월로 하며 주요 검 사항은 온도조

용 Chamber의 간 검표에 의해 실시한다

③ Micrometer (필요시)

㉮ Micrometer는 공인된 교정 기 으로부터 교정을 실시하여야 한

다.

㉯ 교정된 Micrometer는 별도 보 하며 교정 주기는 1년으로 한다.

㉰ 본 장비의 간 검주기는 시험실시 직 에 실시으로 하며 

단면 측정을 측정을 실시하지 않을 때는 별도로 한다.

④ Extensometer (필요시)

㉮ 시험시에 LVDT System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Exten 

-someter를 교정하여야 한다.

㉯ Extensometer의 검사는 별도의 Extensometer calibrator를 이용

하여 검사하며 calibrator의 최소 측정단 는 0.02mm( 는 0.001″)이다.

㉰ Extensometer의 검사 주기는 시험실시 직 에 항상 실시한다.

(라) 데이터 생산

① 만능시험기  Chamber의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② 유압식 만능시험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시험 시작 1시간 

에 유압발생장치를 구동한다.

③ 만능시험기 콘트롤라  시험제어용 컴퓨터를 작동하여, 인장시험 

용 로그램을 가동한다.

④ 보 함내의 시편을 취출하여 시편의 고유번호를 확인하고, 표면의 

녹발생 여부를 확인한다. 

⑤ 시편을 시험기의 상부와 하부 Grip에 연결한다.

⑥ Extensometer를 시편의 표 부분에 부착시킨다.  그러나 시편에 

직  부착할 수 없는 경우에는 Extension Arms을 사용할 수있으며, 만일 

Extensometer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만능시험기에 장착된 LVDT를 이용한

다.

⑦ 시험편 온도 조 용 Chamber를 작동하여 사 에 규정된 시험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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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조 한다. 

⑧ 시험온도에 도달된 후 최소 30분 이상 규정온도를 유지한다. 이때 

Chamber의 온도변화는 ±3℃ 이내를 유지하여야 한다.

(마) 시험수행

① 한 인장율(Strain Rate)을 설정하여 시편에 인장하 을 가한

다.

② 시험 에는 하 과 변  측정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기 하여  

하 ―변 곡선을 주의 깊게 찰한다. (이때 하 ―변 곡선에 가상의 측선을 

고려하여 시편  변화상태를 감시한다.)

③ Extensometer를 사용시에는 시편에 부하된 하 이 0.2% offset 항

복하 을 과한 후에 시편이 깨어질 때 발생할 수 있는 Extensometer의 손상을 

방지하기 하여, 부착된 Extensometer를 제거해도 무방하다. 단, LVDT를 이용 

할 경우에는 별도로 한다.

④ 인장강도, 연신율과 단면수축율(Reduction Area)을 측정하기 하

여 시편이  깨어질 때까지 인장하 을 가하면서 계속 하 -변 를 기록한다.

⑤ 상기의 하 -변 는 인장시험용 용 로그램을 이용하여 컴퓨터

에 자동 기록/ 장토록 한다. 

⑥ 시편이 깨어진 후에는 Chamber의 작동을 정지시켜 시험편 단 

시험편을 상온까지 냉각(가열)한다.

⑦ 시편의 온도가 상온에 도달된 후에 Grip에서 시험편을 탈착한다.

⑧ High Scope Syetem을 이용하여 단면의 직경을 측정한다. 이때 

단면의 직경은 수직방향으로 2곳을 측정하여 이를 평균한다.

(바) 데이터 리

① 시험을 제어하기 한 컴퓨터 로그램은 한 인장시험 용 

로그램을 선택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용 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X-Y Recorder를 이용하여 하 -변 곡선을 기록한다.

② 시험동안 발생하는 하   변 는 로그램에 의해 컴퓨터에 자

동 으로 ASCII 일의 형태로 보 된다.

③ 시험을 시작하기 에 로그램에서 요구하는 시편에 한 정보, 

시험 방법에 한 정보를 사 에 입력하여 요구되는 시편의 인장 특성을 실시간에 

계산하여 출력할 수 있도록 한다.

④ 컴퓨터와 만능시험기의 제어장치와의 시험을 시작하기 에 통신 

상태는 사 에 검하여야 한다.

⑤ 시험결과의 raw data의 일명은 시편구분번호를 이용하여 구분/

보 한다.

⑥ 시험 시에 발생될 수 있는 컴퓨터의 오작동에 의한 raw data의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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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을 방지하기 하여 제어장치에 별도로 설치된 analog 출력포트를 이용하여 

X-Y recorder를 설치하여 운용할 수도 있다.

⑦ 실시간 얻어지는 하 -변 의 자료를 이용하여 로그램에서 탄성

계수, 최 하 , 항복강도, 인장강도, 일정변형률, 최 변형률을 자동으로 계산하여 

출력하며 이의 결과는 *.rpt 일의 형태로 보 한다.

⑧ 시험을 수행 후에 얻어진 raw data로부터 요구되는 별도의 특성치

는 재분석을 실시한다.

⑨ 시험이 완료된 후에 시험결과는 별도의 컴퓨터에 각각 이 보 을 

하여 시험결과의 손실을 최 한 방지하여야 한다.

(사) 불확도 평가

① 시험결과 자료의 측정 불확도의 평가는 시험결과의 유일성(unique 

data)을 고려하여 평가하며 평가 차는 다음과 같다. (유일성: 시험 에 시험편이 

단되므로 운 기간, 방사선조사량,시험온도등의 변수에 따른 인장특성값이 단 1

개의 시험으로 결정됨)

② 불확도는 인장 특성치 에서 인장강도에 한하여 평가되며, 불확도 

평가 보고서에 의거하여 계산되며 측정 모델은 다음과 같다.

 

σ
u =

F max  

Ao
=

Fmax

(πd o
2
/ 4)

where  σ u     : 인장강도(Ultimate Tensile Strength, UTS)

F max  : Maximum Load

Ao     : 시험편 초기단면적( Initial Cross Section)

d o     : 시험편 초기지름(Initial Diameter)

③ 이  시험편 단면 에 한 불확도 측정 마이크로미터의 교정성

서 상의 불확도, 시험자의 측정오차에 의한 불확도 그리고 시편의 길이의 산포에 

따른 불확도의 합성 표  불확도를 이용한다.

④ 최 하 (Fmax)에 한 불확도는 하 계의 교정서 상의 불확도를 

이용한  표 불확도의 값을 이용하여 구한다.

⑤ 측정된 인장강도에 한 최종 불확도는 상기의 6.6.3과 6.6.4에서 

구한 각각의 표 불확도를 이용하여 구한 확장 불확도를 인장강도의 불확도로 한

다.

(2) 경도시험

(가) 성자 조사  해체

① 성자 조사장치인 캪슐(capsule)의 열 ㆍ물성  특성을 고려해서 

상세설계를 수행하고, 구매ㆍ제작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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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캪슐을 연구용원자로인 하나로(HANARO)에서 성자 조사를 시

킨다. 조사량은 약 1020 n/cm2 이다.

③ 하나로에서 성자 조사를 마친 캪슐을 코어(core)에서 인출 후 약 

1 ~ 3개월 냉각(cooling)시킨다.

④ 냉각을 마친 캪슐을 방사선차폐용기인 캐스크(cask)에 담아 조사

재시험시설(IMEF)로 운반한 후 수조(pool)를 통해 핫셀(hot-cell)로 이송한다.

⑤ 캪슐 단기(capsule cutting machine)로 캪슐의 상ㆍ하단부를 단

하고, 시편을 삽인한 시편홀더(specimen holder)를 해체한 후 시편을 분류한다.

(나) 시편 비

① 경도 시험에 사용되는 시험편은 M3 핫셀에서 시험할 치를 마이

크로 커터로 미세하게 단한다. 시험편은 Indent의 맞목음 길이의 1.5배 이상의 두

께를 가져야 하며, Indent가 생긴 탓으로 시험편의 이면에 변화가 생겨서는 안되며, 

시험편의 거칠기는 Indent의 맞모음 길이의 0.5 % 는 0.0002 mm 과해서는 안

된다.

② 시험편을 원격조종기  미경 스테이지에 정확히 올려놓기 하

여 pre-mold나 에폭시 진을 이용하여 시편을 몰딩하며 이때 시편의 I.D.도 함께 

몰딩한다. 몰딩한 시편의 크기는 11/4" 로 한다.

③ 경도 측정할 시편의 표면 거칠기를 다듬기 하여 Grit # 240, #400, 

#600  Sand paper로 Grinding 한 후 6 μm, 3 μm, 1 μm의 연마포로 미세 연마를 한

다.

④ 시편제작이 완료되면 시편이송 보 함을 이용하여 핫셀내 인터셀

도어(Intercell Door)를 통하여 M7 핫셀 까지 이동한다.

(다) 시험기 교정  간시험

① 비커스 경도시험기의 교정은 1회/년으로 하며 인증표 시편

(Certified Reference Materials)을 사용하며, 시험 횟수는 5회를 시험한 평균값을 

계산하여 표 편차  불확도 등을 나타낸다.

② 경도시험기의 간 검은 시험기 의 시험 의뢰시 시험  경도시

편의 표 물질을 사용하여 경도를 측정하여 표 물질 경도시험 간 검 기록지에 

시험값을 기록하여 간 검을 실시한 후 본 시험에 임한다.

③ 시험결과는 경도측정 간 시험결과보고서에 기록한다.

④ 간 검 시 시험기기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하여 경도측정 

간시험 시험결과지에 정기 을 두어 시험기기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이때 

시험기기의 시험값의 평균값이 표 물질의 ± 5% 이내의 값이 되어야 한다.

⑤ 경도측정을 하여 미경 스테이지 에 시편을 올려놓고 시편고

정 홀더를 시편 에 덮는다.

⑥ 미경의 배율을 가장 낮은 배율인 16배로 맞추어서 측정할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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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확인한다.

⑦ 다시 미경 배율을 500배로 맞춘 후 모니터에 이미지가 나오는 것

을 확인한다.

⑧ MD4000E의 모니터에 하 , 시간, 경사도, 시편 I.D.를 입력한 후 

2nd run  모드를 실행시키면 하   시간에 따라 시편에 Indent가 지게 된다.

⑨ Indent 모양이 모니터 상에 나타나면 경도가 힌 것으로 명하며 

이미지의 을 정확히 맞춘다.

⑩ 이미지의 이 맞았으면 Image Pro Plus 3.0 로그램의 

Acquire menu  를 이용하여 이미지를 획득한다. 이러한 측정을 7회 반복한다. 이 

때 경도를 측정하는 심 치는 이미 얻은 Indent 심에서 4d 이상 시험편의 끝

에서 2.5d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라) 데이터 생산

① 표 시편을 구매하여 측정의 소 성  유효성을 확인하기 해 

한국표 연구원(KRISS)에 교정 의뢰한다.

② 시험 자료는 [KOLAS 공인 조사재시험분야/시험지침서 TCI 

-IE-05 : 경도시험]에 따라 생산하는데 다음과 같다.

③ 획득된 이미지는 첫 번째 경도 측정 에 스 일 리 이션하

여 미경 배  율과 일치하게 스 일 맞춘다.

④ 스 일 리 이션이 완성되면 Materials Pro 3.0 hard -ness 

측정 menu를 추가하여 Indent 가로(d1), 세로(d2) 값을 측정한다.

⑤ d1  d2값이 측정되면 그 값은 자동 으로 Materials Pro 3.0 

로그램에 의하여 경도 측정값이 나타나며, 그 측정식은 다음과 같다.

            d(μm)=
10×DIV
MC×Obj

×kmc.obj

             여기에서 DIV: Scale divisions

                      MC : Magnifications Change

                      Obj : Objection magnificaty

                      kmc.obj : Calibration factor of the Magnificator  

Combination MC.Obj

           HV=
2p sin

α

2

d 2 = 1.8544×
p

d 2

              여기에서 HV : 비커스 경도 (Hg/mm2)

                       p: 하 , d(μm) = (d1+d2)/2

(마) 데이터 리

시험 련 변수 (시험하 , 시간, 배율,  d1, d2, dm) 는 8.1항의 경도측

정 시험결과 보고서의 경도측정 기록지에 각 데이터들은 산 (EXCEL) 으로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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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모두 일로 장 리한다. 이 일들은  MHT-YY-MM-XXX.xls 일로 

장한 후 데이터가 많아지면  CD-Rom으로 장하여 구 보존한다.

(바) 불확도 평가

본 시험의 불확도 평가는 시설에 설치 운용 인 경도시험기는 소 성

을 확인할 수 있는 표 시편(표 물질)을 반복시험을 수행하여 표 불확도를 다음

과 같이 산정한다.

불확도 형태 : B-type

합성표 불확도(U)는 오차 공식을 활용하여

              U =  ± 2 * (Δ SS )
2 + (ΔAT ) 2   (k=2, 신뢰수  95 )과 같이 구한

다.

                    (여기에서, Δ
SS
 : 표 시편 불확도

                              Δ
AT

 : 경도시험기 반복 시험후의 불확도임.

4. 참조데이터 평가체제

가. 시험 품질매뉴얼 작성/검토

ISO/IEC 17025 “시험  교정 기 의 자격에 한 일반요구사항 (General 

Requirement for the Competence of Testing and Calibration Laboratories)”의 경

요구조건(Management require -ment)으로 요구하는 조직(Organization), 품질

시스템(Quality system), 문서 리(Document control), 의뢰/입찰/계약의 검토

(Review of requests, tenders and contracts), 시험  교정의 탁(Subcontracting 

of tests and calibration), 서비스  물품구매(Purchasing services and supplies), 

고객에 한 서비스(Service to the client), 불만사항(Complaints), 부 합 시험 /

는 교정 작업의 리(Control of nonconforming testing and/or calibration 

work), 시정조치(Correction action), 방 조치(Preventive action), 기록의 리

(Control of records), 내부 감사(Internal audits), 경  검토(Management reviews)

를 포함하는 품질매뉴얼을 작성  검토하 다.

나. 시험운 차서 작성/검토

ISO/IEC 17025 “시험  교정 기 의 자격에 한 일반요구사항 (General 

Requirement for the Competence of Testing and Calibration Laboratories)”의 기

술 요구사항(Technical require -ments)으로 요구하는 일반 사항(General), 직원

(Personnel), 시설  환경조건(Accommodation and environment conditions), 시험 

 교정 방법과 방법의 유효성 확인(Test and calibration methods and method 

validation), 장비(Equipment), 측정 소 성(Measurement traceability), 샘 링

(Sampling), 시험  교정 품목의 취 (Handling of ttest and calibration items), 

시험  교정 결과의 품질보증(Assuring the quality of test and calibration 

results), 결과 보고(Reporting the results)등을 포함하는 시험운 차서로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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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 (LOP-IE-O1), 운 /시험지침서 작성 차(LOP-IE-O2), 불확도 평가 차

(LOP-IE-O3)  시험의뢰 검토  처리 차(LOP-IE-O4)를 작성  검토하 다.

다. 시험지침서 작성/검토

ISO/IEC 17025 “시험  교정 기 의 자격에 한 일반요구사항 (General 

Requirement for the Competence of Testing and Calibration Laboratories)”의 기

술 요구사항(Technical require- ment) 에 의거하여 작성한 시험운 차서에 따라 

인장시험지침서(TCI-IE-02)  경도시험지침서(TCI-IE-05)를 별첨 1  2와 같이 

작성  검토하 다.

라. 측정불확도 평가

(1) 인장시험

인장시험에 한 측정불확도를 별첨 3과 같이 작성  검토하 다.

(2) 경도시험

경도시험에 한 측정불확도를 별첨 4와 같이 작성  검토하 다.

마. 세부 평가기 (안)

(1) 수집/생산 데이터의 유효성 검사 차

(가) 원자력재료 역학특성 데이터 수집/생산 보고서를 검사기 서에 하

여 일차 평가함으로써 데이터의 유효성을 검증하고, 참조데이터의 가치를 단하

는 과정임.

(나) 간 생산방식으로 수집한 데이터에 한 검사기 으로는 ① 데이터

의 출처, 데이터 분류( 분류- 분류-소분류), 데이터 유효성에 한 간  평가 

방법( : 논문출 , 사업보고서, 공신력 있는 데이터베이스 등), 데이터 생성 시기, 

데이터의 작권 등에 한 내용을 기록하며, 자료 원문의 사본을 첨부함.

(2) 참조데이터 등 부여를 한 세부평가기 안 제정

(가) 인장시험분야

① 수집/생산, 가공/편집  유효성 검사를 마친 참조데이터는 인증

(Certified), 검증(Validated)  유효(Qualified)의 참조표  3 등 으로 나눠질 수 

있음.

② 참조데이터의 등 을 분류하기 해 ㉠ 선행평가, ㉡ 소재 제조/이

력, ㉢ 고속 성자 조사량, ㉣ 시편채취  비사항, ㉤ 시험기 성능/교정, ㉥ 부  

시험환경, ㉦ 시험조건, ㉧ 시험결과 분석, ㉨ 문가 검토의견의 9개 분야에 해 

총 46개 항의 세부평가기 을 마련함.

③ 참조데이터를 평가하기 한 개정된 세부평가기 을 9개 분야에 

해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음. 분야 1의 선행평가와 분야 9의 문가의견을 제외하

고는 모두 수제로 확인되는 기술요소들이며 각각의 가 치 배 을 항목 마지막 

열에 제시하 음.

④ 참조데이터의 배 식 세부평가를 통해 우수한 평가가 내려졌다 하



- 20 -

더라도 시험의 반복재  가능성, 기존물리법칙과의 합치성 등에 한 문가 의견

이 부정 일 경우에는 재평가 혹은 등 의 하향조정이 가능하도록 하 음.

⑤ 유효 참조표 에 해당하는 세부평가기 을 만족한 데이터의 경우 

검증 참조표 에 해당하는 세부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통과한 데이터에 해 추가

으로 인증 참조표 의 세부평가기 을 용함으로써 모든 세부평가기 을 통과

한 데이터에 해 인증 참조표  등 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 고, 차 상  참조

표  등 으로 올라감에 따라 만족시켜야 하는 세부평가기 의 축 량이 증함에 

따라 데이터의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음.

Part 1.  참조데이터 선행평가

Typical 

data

a. 공칭의 유사한 재료 조사에서 얻어진 물성치 데이터인

가?

Commercial 

data
b. 특정 상업소재의 제조자 데이터인가?

상  3단계 

data

c. 물성치 측정을 한 구체 인 소재  역학시험 정보를 

담고 있는가?

표 2 참조데이터 세부평가기  총  (인장시험)

Part 2.  소재 제조/이력

필수항목

(Qualified 

data)

a. 소재명  규격번호는 무엇인가?

b. 소재의 제조공정  열처리, 후처리 공정은 확인되었

는가?

c. 사용이력이 확인되는가?

d. 생산품 형태  크기는 확인되는가?

+선택항

목 A

(Validate

d data)

e. 소재의 화학조성은 무엇인가?

f. 화학성분 분석법은 무엇인가?

g. 소재의 미세조직(미세상)은 분석되었는가?

+ 

선택항목 B

(Certified 

data)

h. 미세조직의 평균결정립 크기는 측정되었는가?

i. 미세조직이 균일하며 련 이방성 정보는 포함되었는

가?

j. 소재들은 하나의 생산 뱃치에서 얻어졌는가?

k. 소재 제조사  제조연도는 포함되었는가?

l. 특수한 제조  후속처리 공정을 거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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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3.  성자 조사

필수항목

(Qualified 

data)

a. 시편이 조사된 원자로명은?

b. 시편의 성자 조사량은?

c. 최종 조사온도는?

+선택항목 A

(Validated 

data)

d. 원자로의 성자 도는?

e. 조사 치는?

f. 격자원자의 원자당 탈출빈도(dpa))는?

+ 선택항목 B

(Certified 

data)

g. 신뢰성을 갖는 문서 출처(발행처)인가?

Part 4.  시편 채취  비

필수항목
a. 시편 형상은 표 규격 기재된 표 크기인가?

b. 표 부의 형상정보는 정확히 기재되었는가?

선택항목 

A

c. 소재 제조시의 미세조직 방향성을 고려한 시편채취인

가?

선택항목 

B

d. 시편 표면 비는 표 규결 가공/연마 차를 따랐으며, 

이를 통해 열 /기계  손상  잔류응력은 최소화 시

켰는가?

Part 5.  시험기 성능/교정

필수항목

a. 용한 시험기 제작사  모델명은 무엇이며, 본 정보가 

없을 시 시험기에 한 구체 인 설명정보가 부가되었

는가?

선택항목 

A

b. 로드셀  신장기의 제작사  모델명은 무엇이며, 본 

정보가 없을 시 각 센서들의 값과 분해능 정보(혹

은 사용 range  등 )를 명기하 는가?

선택항목 

B

c. 로드셀  신장계는 교정주기에 따라 정확히 교정되었

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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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6.  부  시험환경

필수항목 a. 시험온도는 명기되었는가?

선택항목 

A

b. 항온/항습이 유지된 실험실에서 30분 이상 노출하여 균

일온도에서 시험하 는가< 혹은 시험온도의 편차는 명

기되었는가?

선택항목 

B
c. 이외 특수한 환경에서 시험되었는가?

Part 7.  시험 조건

필수항목
a. 표 규격의 시험 차에 따랐는가?

b. 변형률 측정방법에 해 기술되었는가?

선택항목 

A

c. 단일속도 시험의 세부정보는?

d. 다단 항복특성 평가속도는?

선택항목 

B

e. 시편과 시험기 결속은 표 규격의 얼라인먼트 조건을 

만족하는가?

Part 8.  시험결과 분석

필수항목

a. 표 규격에 정의된 분석방법을 용하 는가?

b. 강도, 연신율, 단면수축률의 표 에서 유효자리수는 지

켜졌는가?

선택항목 

A
c. 분석의 구체 인 수순과 방법이 설명되어있는가?

선택항목 

B

d. 물성치 결과의 산포도(편차)가 표시되어 있는가?

e. 분석의 재 이 가능한 수 의 응력-변형률 곡선이 제시

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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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9.  문가 검토의견

필수항목

a. 역학시험 조건은 면 히 정리되어 동일 시험의 재 이 

가능할 수 인가?

b. 참조데이터는 반복시험으로 얻어졌으며 유효한 범  내

에 분포하는가?

선택항목 

A

c. 참조데이터는 기지의 물리법칙  동종재의 물성치 추

이와 일치하는가?

선택항목 

B

d. 반 인 측면에서 참조데이터는 인증참조표 의 수

을 만족하는가?



- 24 -

유효 참조표  평가정보 검증 참조표  평가정보 인증 참조표  평가정보

 세부평가항 배 세부평가항 배 세부평가항 배

Q1 소재명/규격번호 100 V1 화학조성 100 C1 평균결정립도 100

Q2 제조공정/후처

리/열처리
100 V2 화학성분 분석법 50 C2 이방성유무 50

Q3 생산품 형태/크기 50 V3 미세조직(상분석) 100 C3 특수제조/후속처리 50

Q4 사용이력 50
V4 방향성 고려

   시편채취
100

C4 동일뱃치 시편

   채취
50

Q5 표 시편정보

   (규격명)
100

V5 성자 도/조

사 치/격자원자의 

탈출빈도

100 C5 제조사/제조연도 50

Q6 원자로명/ 성

자조사량/조사 온

도

100
V6 로드셀/신장계

   정보
50 C6 문서 출처 100

Q7 표 부 상세정보 100
V7 균일온도 노출

   시험
50

C7 표  가공/연마 

차 통한 손상  

잔류응력 최소화

50

Q8 용시험기 정보 50
V8 인장변형 제어

   방식
100 C8 교정  정상작동 100

Q9 시험온도 50
V9 단일/다단 속도

   시험
100 C9 특수환경 시험 100

Q10 표 시험 차

    (규격명)
100

V10 단일속도 세부

     정보
50 C10 얼라인먼트 기술 100

Q11 변형률 측정

    방법
100

V11 다단 항복특성

     평가속도
50

C11 응력-변형률

    곡선 제시
100

Q12 표 분석법

     (규격명)
50

V12 다단 항복이후

     속도
50

검증 참조표  등 을 만

족한 데이터  평가 수 

680 /850  이상인 경우 

인증 참조표  등  부여

Q13 물성치 표

    유효자리수
50

V13 분석수순 

    방법기술
50

평가 수 600 /1000  이

상일 경우 유효 참조표  

부여  상향 등 의 평

가자격 발생

유효 참조표  등 을 만

족한 데이터  평가 수 

665 /950  이상인 경우 

검증 참조표  등  부여 

 상향등 의 평가자격 

발생

표 3 세부평가 가 치 항목  참조표  등 정 기  (인장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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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도시험분야

① 수집/생산, 가공/편집  유효성 검사를 마친 참조데이터는 인증

(Certified), 검증(Validated)  유효(Qualified)의 참조표  3 등 으로 나눠질 수 

있음.

② 참조데이터의 등 을 분류하기 해 ㉠ 선행평가, ㉡ 소재 제조/이

력, ㉢ 고속 성자 조사량, ㉣ 시편채취  비사항, ㉤ 시험기 성능/교정, ㉥ 부  

시험환경, ㉦ 시험조건, ㉧ 시험결과 분석, ㉨ 문가 검토의견의 9개 분야에 해 

총 44개 항의 세부평가기 을 마련함.

③ 참조데이터를 평가하기 한 개정된 세부평가기 을 9개 분야에 

해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음. 분야 1의 선행평가와 분야 9의 문가의견을 제외하

고는 모두 수제로 확인되는 기술요소들이며 각각의 가 치 배 을 항목 마지막 

열에 제시하 음.

④ 참조데이터의 배 식 세부평가를 통해 우수한 평가가 내려졌다 하

더라도 시험의 반복재  가능성, 기존물리법칙과의 합치성 등에 한 문가 의견

이 부정 일 경우에는 재평가 혹은 등 의 하향조정이 가능하도록 하 음.

Part 1.  참조데이터 선행평가

Typical 

data

a. 공칭의 유사한 재료 조사에서 얻어진 물성치 데이터인

가?

Commercial 

data
b. 특정 상업소재의 제조자 데이터인가?

상  3단계 

data

c. 물성치 측정을 한 구체 인 소재  역학시험 정보를 

담고 있는가?

표 4 참조데이터 세부평가기  총  (경도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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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소재 제조/이력

필수항목

(Qualified 

data)

a. 소재명  규격번호는 무엇인가?

b. 소재의 제조공정  열처리, 후처리 공정은 확인되었는

가?

c. 사용이력이 확인되는가?

d. 생산품 형태  크기는 확인되는가?

+선택항목 

A

(Validated 

data)

e. 소재의 화학조성은 무엇인가?

f. 화학성분 분석법은 무엇인가?

g. 소재의 미세조직(미세상)은 분석되었는가?

+ 선택항목 

B

(Certified 

data)

h. 미세조직이 균일하며 련 이방성 정보는 포함되었는

가?

i. 소재들은 하나의 생산 뱃치에서 얻어졌는가?

j. 소재 제조사  제조연도는 포함되었는가?

k. 특수한 제조  후속처리 공정을 거쳤는가?

Part 3. 중성자 조사

필수항목

(Qualified 

data)

a. 시편이 조사된 원자로명은?

b. 시편의 성자 조사량은?

c. 최종 조사온도는?

+선택항목 

A

(Validated 

data)

d. 원자로의 성자 도는?

e. 조사 치는?

f. 격자원자의 원자당 탈출빈도(dpa))는?

+ 선택항목 

B

(Certified 

data)

g. 신뢰성을 갖는 문서 출처(발행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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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4. 시편 채취 및 준비

필수항목
a. 시편 형상은 표 규격 기재된 표 크기인가?

b. 표 부의 형상정보는 정확히 기재되었는가?

선택항목 A
c. 소재 제조시의 미세조직 방향성을 고려한 시편채취인

가?

선택항목 B

d. 시편 표면 비는 표 규결 가공/연마 차를 따랐으며, 

이를 통해 열 /기계  손상  잔류응력은 최소화 시켰는

가?

Part 5. 시험기 성능/교정

필수항목

a. 용한 시험기 제작사  모델명은 무엇이며, 본 정보

가 없을 시 시험기에 한 구체 인 설명정보가 부가되었는

가?

선택항목 A b. 교정방법은? 직 /간  교정?

선택항목 B
c. 교정주기에 따라 정확히 교정되었으며 정상 으로 작동

하는가?

Part 6. 부대 시험환경

필수항목
a. 온도  습도?

b. 진동상태?

선택항목 A c. 시험편은 단단한 지지  에 놓았는가?

선택항목 B d. 지지 의 표면은 깨끗하고 이물질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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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7. 시험 조건

필수항목 a. 표 규격의 시험 차에 따랐는가?

선택항목 A

b. 시험하  부하시간은 2  이상 8  이하 ( 하   마

이크로 경도시험에서는 10  이하)인가?

c. 압자의 근속도가 0.2 mm/s 이하인가?

d. 시험하 의 유지시간은 10  이상 15  이하 (허용오차 

±2 )인가?

Part 8. 시험결과 분석

필수항목
a. 표 규격에 정의된 분석방법을 용하 는가?

b. 유효자리수는 지켜졌는가?

선택항목 

A
c. 분석의 구체 인 수순과 방법이 설명되어 있는가?

선택항목 

B
d. 물성치 결과의 산포도(편차)가 표시되어 있는가?

Part 9. 전문가 검토의견

필수항목

a. 역학시험 조건은 면 히 정리되어 동일 시험의 재 이 

가능할 수 인가?

b. 참조데이터는 반복시험으로 얻어졌으며 유효한 범  

내에 분포하는가?

선택항목 

A

c. 참조데이터는 기지의 물리법칙  동종재의 물성치 추

이와 일치하는가?

선택항목 

B

d. 반 인 측면에서 참조데이터는 인증참조표 의 수

을 만족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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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 참조표  평가정보 검증 참조표  평가정보 인증 참조표  평가정보

 세부평가항 배 세부평가항 배 세부평가항 배

Q1 소재명/규격번호 100 V1 화학조성 100 C1 이방성 유무 100

Q2 용시험기

   정보
100 V2 화학성분 분석법 50 C2 교정  정상작동 100

Q3 원자로명/ 성자

조사량/조사 온도
100

V3 미세조직

   (상분석)
100

C3 특수제조/

   후속처리
100

Q4 실험실 조건

  a. 온도

  b. 습도

100

50

50

V4 성자 도/조

사 치/격자원자의 

탈출빈도

100 C4 문서출처 100

Q5 표 시험 차 100
V5 방향성 고려

   시편채취
100 C5 제조사/제조연도 50

Q6 시험온도 100
V6 시험하  부하시간

   (2s ≤ t ≤ 8s)
50

C6 표  가공/연마

 차를 통한 손상 

 잔류응력 최소화

100

Q7 표 분석법

   (규격명)
100

V7 압자의 근속도

   (V ≤ 0.2 mm/s)
50 C7 특수환경시험 50

Q8 물성치 표

   유효자리수
50

V8 시험하  유지시간

   (10s ≤ t ≤ 15s)
50

C8 물성치 산포도

   유무
100

평가 수 450 /750  이

상일 경우 유효 참조표  

부여  상향 등 의 평

가자격 발생

V9 분석수순 

   방법기술
50

검증 참조표  등 을 만

족한 데이터  평가 수 

560 /700  이상인 경우 

인증 참조표  등  부여

유효 참조표  등 을 만

족한 데이터  평가 수 

455 /650  이상인 경우 

검증 참조표  등  부여 

 상향등 의 평가자격 

발생

표 5 세부평가 가 치 항목  참조표  등 정 기  (경도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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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참조데이터 수집  세부평가

(1) 인장시험분야

인장시험의 세부평가기 안을 용하여 출간된 논문  사업보고서에 포

함된 데이터의 수집 후 시도하 음. 일례로 “울진원자력3호기 원자로 압력용기재

료 제1차 감시시험 (감시용기 2) 최종보고서, KAERI-RIS-ST -06-02, 한국원자력

연구소(2006)”에 실린 참조 데이터를 세부평가 기 에 하여 그림 1과 같이 평가 

시도함.

그림 1. 제정 세부평가기 을 이용한 출간 사업보고서 데이터의 평가 시도 

(인장시험분야).

세부평가지표를 이용하여 그림 2  3의 데이터 시트를 작성하 고, 해당 내용

을 기재함으로써 각 데이터 시트에서 평가되는 수를 기록하 음. 배 제 기

에 따라 각 참조 데이터를 인증, 검증, 유효 참조표  데이터로 분류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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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인장시험_참조데이터에 한 세부평가 제(논문).

그림 3. 인장시험_참조데이터에 한 세부평가 제(사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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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 참조표  평가정보 검증 참조표  평가정보 인증 참조표  평가정보

 세부평가항 배
평가

수
세부평가항 배

평가

수
세부평가항 배

평가

수

Q1 소재명/규격번호 100 100 V1 화학조성 100 100 C1 평균결정립도 100 0

Q2 제조공정/후처리/

열처리
100 0 V2 화학성분 분석법 50 0 C2 이방성유무 50 0

Q3 생산품 형태/크기 50 0 V3 미세조직(상분석) 100 0 C3 특수제조/후속처리 50 0

Q4 사용이력 50 0
V4 방향성 고려 시편채

취
100 0 C4 동일뱃치 시편채취 50 0

Q5 표 시편정보

   (규격명)
100 0

V5 성자 도/조사 

치/격자원자의 탈출빈도
100 0 C5 제조사/제조연도 50 0

Q6 원자로명/ 성자  

조사량/조사 온도
100 30 V6 로드셀/신장계 정보 50 0 C6 문서 출처 100 100

Q7 표 부 상세정보 100 0 V7 균일온도 노출시험 50 0

C7 표  가공/연마 

차 통한 손상  잔류

응력 최소화

50 0

Q8 용시험기 정보 50 0 V8 인장변형 제어방식 100 0 C8 교정  정상작동 100 0

Q9 시험온도 50 0 V9 단일/다단 속도시험 100 0 C9 특수환경 시험 100 0

Q10 표 시험 차

    (규격명)
100 0 V10 단일속도 세부정보 50 0 C10 얼라인먼트 기술 100 0

Q11 변형률 측정방법 100 0
V11 다단 항복특성 평

가속도
50 0

C11 응력-변형률 곡선 

제시
100 0

Q12 표 분석법

     (규격명)
50 0

V12 다단 항복이후 속

도
50 0

Q13 물성치 표  유효

자리수
50 30

V13 분석수순  방법

기술
50 0

소 계 1000 160 소 계 950 100 소 계 850 100

평가 수 60  이상일 경우 유효 참

조표  부여  상향 등 의 평가자

격 발생

유효 참조표  등 을 만족한 데이터 

 평가 수 665  이상인 경우 검증 

참조표  등  부여  상향등 의 

평가자격 발생

검증 참조표  등 을 만족한 데이

터  평가 수 680  이상인 경우 

인증 참조표  등  부여

표 6 인장시험_참조데이터에 한 세부평가(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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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 참조표  평가정보 검증 참조표  평가정보 인증 참조표  평가정보

 세부평가항 배
평가

수
세부평가항 배

평가

수
세부평가항 배

평가

수

Q1 소재명/규격번호 100 100 V1 화학조성 100 100 C1 평균결정립도 100 0

Q2 제조공정/후처리/

열처리
100 100 V2 화학성분 분석법 50 50 C2 이방성유무 50 50

Q3 생산품 형태/크기 50 100 V3 미세조직(상분석) 100 0 C3 특수제조/후속처리 50 50

Q4 사용이력 50 0
V4 방향성 고려 시편채

취
100 100 C4 동일뱃치 시편채취 50 50

Q5 표 시편정보

   (규격명)
100 100

V5 성자 도/조사 

치/격자원자의 탈출빈도
100 100 C5 제조사/제조연도 50 50

Q6 원자로명/ 성자  

조사량/조사 온도
100 100 V6 로드셀/신장계 정보 50 0 C6 문서 출처 100 100

Q7 표 부 상세정보 100 100 V7 균일온도 노출시험 50 50

C7 표  가공/연마 

차 통한 손상  잔류

응력 최소화

50 0

Q8 용시험기 정보 50 50 V8 인장변형 제어방식 100 50 C8 교정  정상작동 100 100

Q9 시험온도 50 50 V9 단일/다단 속도시험 100 100 C9 특수환경 시험 100 100

Q10 표 시험 차

    (규격명)
100 100 V10 단일속도 세부정보 50 50 C10 얼라인먼트 기술 100 0

Q11 변형률 측정방법 100 0
V11 다단 항복특성 평

가속도
50 0

C11 응력-변형률 곡선 

제시
100 100

Q12 표 분석법

     (규격명)
50 100

V12 다단 항복이후 속

도
50 0

Q13 물성치 표  유효

자리수
50 100

V13 분석수순  방법

기술
50 0

소 계 1000 850 소 계 950 650 소 계 850 600

평가 수 60  이상일 경우 유효 참

조표  부여  상향 등 의 평가자

격 발생

유효 참조표  등 을 만족한 데이터 

 평가 수 665  이상인 경우 검증 

참조표  등  부여  상향등 의 

평가자격 발생

검증 참조표  등 을 만족한 데이

터  평가 수 680  이상인 경우 

인증 참조표  등  부여

표 7 인장시험_참조데이터에 한 세부평가(사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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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도시험분야

경도시험의 세부평가기 안을 용하여 출간된 논문  사업보고서에 포

함된 데이터의 수집 후 시도하 음. 일례로 “ 1호기4차 모재(시편번호 :SL33) 

경도시험 결과, KAERI/MR-368/2001, 한국원자력연구소(2001)”에 실린 참조 데이

터를 세부평가 기 에 하여 그림 4와 같이 평가 시도함.

그림 4. 제정 세부평가기 을 이용한 출간 논문/보고서 데이터의 평가시도 

(경도시험분야).

  

세부평가지표를 이용하여 그림 5  6의 데이터 시트를 작성하 고, 해당 내용

을 기재함으로써 각 데이터 시트에서 평가되는 수를 기록하 음. 배 제 기

에 따라 각 참조 데이터를 인증, 검증, 유효 참조표  데이터로 분류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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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경도시험_참조데이터에 한 세부평가 제(논문).

 

그림 6. 경도시험_참조데이터에 한 세부평가 제(사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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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 참조표  평가정보 검증 참조표  평가정보 인증 참조표  평가정보

 세부평가항 배
평가

수
세부평가항 배

평가

수
세부평가항 배

평가

수

Q1 소재명/규격번호 100 100 V1 화학조성 100 100 C1 이방성 유무 100 100

Q2 용시험기 정보 100 0 V2 화학성분 분석법 50 0 C2 교정  정상작동 100 0

Q3 원자로명/ 성자조

사량/조사 온도
100 30 V3 미세조직(상분석) 100 0 C3 특수제조/후속처리 100 0

Q4 실험실 조건

  a. 온도

  b. 습도

100

50

50

0

0

0

V4 성자 도/조사 

치/격자원자의 탈출

빈도

100 0 C4 문서출처 100 100

Q5 표 시험 차 100 0
V5 방향성 고려 시편

   채취
100 0 C5 제조사/제조연도 50 0

Q6 시험온도 100 100
V6 시험하  부하시간

   (2s ≤ t ≤ 8s)
50 0

C6 표  가공/연마 

차를 통한 손상  잔

류응력 최소화

100 0

Q7 표 분석법

   (규격명)
100

V7 압자의 근속도

  (V ≤ 0.2 mm/s)
50 0 C7 특수환경시험 50 0

Q8 물성치 표  유효

    자리수
50 50

V8 시험하  유지시간

 (10s ≤ t ≤ 15s)
50 0 C8 물성치 산포도 유무 100 0

V9 분석수순 

    방법기술
50 0

소 계 750 280 소 계 650 100 소 계 700 200

평가 수 450  이상일 경우 유효 

참조표  부여  상향 등 의 평

가자격 발생

유효 참조표  등 을 만족한 데이

터  평가 수 455  이상인 경우 

검증 참조표  등  부여  상향등

의 평가자격 발생

검증 참조표  등 을 만족한 데이

터  평가 수 560  이상인 경우 

인증 참조표  등  부여

표 7. 경도시험_참조데이터에 한 세부평가(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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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 참조표  평가정보 검증 참조표  평가정보 인증 참조표  평가정보

 세부평가항 배
평가

수
세부평가항 배

평가

수
세부평가항 배

평가

수

Q1 소재명/규격번호 100 100 V1 화학조성 100 100 C1 이방성 유무 100 100

Q2 용시험기 정보 100 100 V2 화학성분 분석법 50 50 C2 교정  정상작동 100 100

Q3 원자로명/ 성자조

사량/조사 온도
100 100 V3 미세조직(상분석) 100 0 C3 특수제조/후속처리 100 0

Q4 실험실 조건

  a. 온도

  b. 습도

100

50

50

100

50

50

V4 성자 도/조사 

치/격자원자의 탈출

빈도

100 100 C4 문서출처 100 100

Q5 표 시험 차 100 100
V5 방향성 고려 시편

   채취
100 100 C5 제조사/제조연도 50 0

Q6 시험온도 100 100
V6 시험하  부하시간

   (2s ≤ t ≤ 8s)
50 0

C6 표  가공/연마 

차를 통한 손상  잔

류응력 최소화

100 0

Q7 표 분석법

   (규격명)
100 100

V7 압자의 근속도

  (V ≤ 0.2 mm/s)
50 50 C7 특수환경시험 50 0

Q8 물성치 표  유효

    자리수
50 50

V8 시험하  유지시간

 (10s ≤ t ≤ 15s)
50 50 C8 물성치 산포도 유무 100 0

V9 분석수순 

    방법기술
50 0

소 계 750 750 소 계 650 450 소 계 700 300

평가 수 450  이상일 경우 유효 

참조표  부여  상향 등 의 평

가자격 발생

유효 참조표  등 을 만족한 데이

터  평가 수 455  이상인 경우 

검증 참조표  등  부여  상향등

의 평가자격 발생

검증 참조표  등 을 만족한 데이

터  평가 수 560  이상인 경우 

인증 참조표  등  부여

표 8 경도시험_참조데이터에 한 세부평가(사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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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데이터 평가  등 부여

가. 인장시험분야

제정된 세부 평가기 은 유효 참조표  결정에 사용되는 13항목, 검증 참조표

 결정에 사용되는 13항목  인증참조표  결정에 사용되는 11항목으로 구성되

어 있음. 즉 유효 참조표 을 결정하기 한 평가 수 600  이상과 검증 참조표  

결정을 한 665 을 필수 으로 만족하는 데이터에 해 인증 참조표 의 평가가 

진행됨.

표 5의 인장시험의 논문의 데이터에 한 등 평가를 살펴보면 유효 참조표  

평가항목에서는 총 160 을 획득하 으나, 기 수인 600 을 만족시키지 못해 

유효 참조표 으로서의 기  미달로 평가되었음. 그리고 표 6의 국내 사업보고서

의 데이터에 한 등 평가를 살펴보면 유효 참조표  평가항목에서는 총 850

을 획득하여 기 수인 600 을 만족하여 유효 참조표 으로 평가되었다. 그러

나 검증 참조표  평가항목에서는 650 을 획득하여 기 수인 665 을 만족시

키지 못해 검증 참조표 으로 부 격함.

표 6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사업보고서에 한 세부평가를 진행해 본 결

과 비교  상세히 시험결과에 해 설명한 사업보고서임에도 불구하고, 유효참조

표  결정항목은 부분 만족시켰으나 검증  인증 참조표  결정항목은 요구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해 참조표  등   가장 낮은 유효 참조표 으로 등 평

가 됨을 확인할 수 있으며, 수량은 100개이다.

참조데이터의 배 식 세부평가를 통해 우수한 평가가 내려졌다 하더라도 시험

의 반복재  가능성, 기존물리법칙과의 합치성 등에 한 문가 의견이 부정

일 경우에는 재평가 혹은 등 의 하향조정이 가능하도록 하 음.

나. 경도시험분야

제정된 세부 평가기 은 유효 참조표  결정에 사용되는 8항목, 검증 참조표

 결정에 사용되는 9항목  인증참조표  결정에 사용되는 8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즉 유효 참조표 을 결정하기 한 평가 수 450  이상과 검증 참조표  결

정을 한 455 을 필수 으로 만족하는 데이터에 해 인증 참조표 의 평가가 

진행됨.

표 7의 경도시험의 논문의 등 평가 시를 살펴보면 유효 참조표  평가항목

에서는 총 280 을 획득하여 기 수인 450 을 만족시키지 못해 유효 참조표

으로서의 기  미달로 평가되었음. 그리고 표 8의 경도시험의 국내 사업보고서

의 데이터 등 평가를 살펴보면 유효 참조표  평가항목에서는 총 750 을 획득

하여 기 수인 450 을 만족시켜 유효 참조표 으로서 평가되었다. 그러나 검

증 참조표  평가항목에서는 450 을 획득하 으나, 기 수인 455 을 만족시

키지 못해 검증 참조표 으로서의 기  미달로 평가되었음.

표 8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사업보고서에 한 세부평가를 진행해 본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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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비교  상세히 시험결과에 해 설명한 사업보고서임에도 불구하고, 유효참조

표  결정항목은 부분 만족시켰으나 검증  인증 참조표  결정항목은 요구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해 참조표  등   가장 낮은 유효 참조표 으로 등 평

가 됨을 확인할 수 있으며, 수량은 100개이다.

참조데이터의 배 식 세부평가를 통해 우수한 평가가 내려졌다 하더라도 시험

의 반복재  가능성, 기존물리법칙과의 합치성 등에 한 문가 의견이 부정

일 경우에는 재평가 혹은 등 의 하향조정이 가능하도록 하 음.

6. 기타

가. 기술 원회 구성  개최

(1) 기술 원회 구성(안)

순 성  명 소  속 공/학 연락처 비고

1 고진 한국기술교육 학 재료/박사 원자력재료분야

2 최  용 선문 재료/박사 "

3 홍 화 한국원자력연구원 재료/박사 042-868-2386 "

4 이 상 한국원자력연구원 재료/박사 042-868-8561 "

5 남승훈 한국표 연구원 재료/박사 042-868-5383 "

6 김홍덕 KEPRI or KEPCO 기계/박사 "

(2) 개최 내용

(가) 일시 : 2007. 7. 12

(나) 장소 : KRISS 참조표 센터 소회의실

(다) 발표자 : 주용선

(라) 제목 : ( 성자에 조사한) 원자력재료 참조표 개발

[ 과제명 : 간 생산 방식에 의한 참조표  제정ㆍ보  

육성기반 구축, 주 기  : KRISS]

(마) 수행내용 : ( 성자에 조사한) 원자력재료 참조표  제정에 한 세부

평가기  검토  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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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세미나 개최

(1) 제 1회

(가) 일시 : 2007. 3. 7

(나) 장소 : 조사재시험시설 3층 회의실

(다) 발표자 : 주용선

(라) 제목 : 원자력재료 참조표 개발

           [ 과제명 : 간 생산 방식에 의한 참조표  제정ㆍ보  육성

기반 구축, 주 기  : KRISS]

다. 기타 활동

(1) 기술교류회 결성  개최

(가) 제 2회

① 일시 : 2007. 7. 19

② 장소 : 덕컨벤션타운

③ 발표자 : 주용선

④ 제목 : ( 성자에 조사한) 원자력재료 참조표 개발

               [ 과제명 : 간 생산 방식에 의한 참조표  제정ㆍ보  

육성기반 구축, 주 기  : KR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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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 론

참조표 의 등록  보 을 해 한국표 과학연구원(KRISS)에서 수행하는 

과제명 “간 생산방식에 의한 국가참조표 체계구축  활성화 방안”의 탁과

제명 “원자력재료 참조표  제정”으로 수행했던 인장물성  경도물성 분야의 참

조표  DB 내용으로는 성자 조사(원자로명, 성자조사량, 조사온도, 성자

도, 조사 치, dpa)에 의한 상용발 원자로 압력용기 인장강도  경도이며, 각각

의 기술기 은 과학기술부고시 제2000-15호 "원자로 압력용기 감시시험 기

“[2,3,4]  ASTM E-185 "Standard Practice for Conducting Surveillance Tests 

for Light-Water Nuclear Power Reactor Vessels"[5,6]에 의거 실시한 인장시험 

결과(검증참조표 )  경도시험 결과(유효  검증 참조표 )이다.

그리고 구축한 원자력재료의 참조표 의 효과는 국내의 상용발 소 1차 계통 

부품의 조사 경화/취화 정도 확인/감시, 운  안 성 규명, 수평평가  인허가 

기간 연장 등의 상용원 의 안 사항 해결 지원을 통한 원 의 가동률 향상 제

고  경제성 확보이고, 핵연료의 수명을 연장하는 고연소도 장주기 성능 확보와 

성능 평가 코드 검증에 활용되고, 핵연료 성능 평가 자료의 축 을 수반하며, 핵

연료 성능 개량  개발을 한 기반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어 국가 원자력 연

구기   원자력산업체의 연구개발 지원이며, 국가 성장의 원동력인 에 지 확

보 차원으로 원자로의 제4세  개념인 GEN-IV의 원자력재료 개발을 한 자료 

제공, 선진화된 시험기술을 개발  확보 가능할 것으로 사려된다.

한 산업활용도 측면으로는 성자 조사에 의한 구조재료의 조사취화

(irradiation embrittlement) 정도를 주기 으로 감시/평가하는 자료로써 원자력발

의 가동률 향상 제고, 경제성  안 성을 확보하는데 이용될 것으로 기 되

며, 활용산업분야로는 원자력발  운 분야, 원자력발  상용발 소 1차 계통 구

조물 부품 제작 산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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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 인장시험분야 데이터 수집목록

2. 경도시험분야 데이터 수집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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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TYPE

Major constituents(%)
Fast Fluence
(n/㎠, E>1.0 

MeV)
Te

mp.
(℃
)

Yield 
stress(kg/㎟)

Remarks

Cr Ni Mn Mo Si Cu C Fe
specim
en

evalua
t
-ed

As-r
eceived

Ann
eal-ed

1 AISI Type 304 18.7 9.1 1.49 0.22 0.465 0.044 rest 0.00E+00 <100 23.7 29.0 Journal of Nuclear Materials 55(1975) 177-186

2 AISI Type 304 1.18E+18
< 

100 30.1 36.8 Journal of Nuclear Materials 55(1975) 177-186

3 AISI Type 304 2.60E+18
< 

100 33.6 41.1 Journal of Nuclear Materials 55(1975) 177-186

4 AISI Type 304 4.40E+18
< 

100 36.1 44.6 Journal of Nuclear Materials 55(1975) 177-186

5 AISI Type 304 1.30E+19
< 

100 42.1 51.7 Journal of Nuclear Materials 55(1975) 177-186

6 AISI Type 304 4.05E+19
< 

100 48.5 57.7 Journal of Nuclear Materials 55(1975) 177-186

7 AISI Type 304 1.43E+20
< 

100 52.8 62.7 Journal of Nuclear Materials 55(1975) 177-186

8 AISI Type 316 17.1 11.45 1.8 0.234 0.51 0.046 rest 0.00E+00 <100 28.3 31.9 Journal of Nuclear Materials 55(1975) 177-186

9 AISI Type 316 1.18E+18
< 

100 37.0 41.6 Journal of Nuclear Materials 55(1975) 177-186

10 AISI Type 316 2.60E+18
< 

100 41.0 47.2 Journal of Nuclear Materials 55(1975) 177-186

11 AISI Type 316 4.40E+18
< 

100 44.3 50.9 Journal of Nuclear Materials 55(1975) 177-186

12 AISI Type 316 1.30E+19
< 

100 52.0 58.9 Journal of Nuclear Materials 55(1975) 177-186

13 AISI Type 316 4.05E+19
< 

100 58.6 63.9 Journal of Nuclear Materials 55(1975) 177-186

14 AISI Type 316 1.43E+20
< 

100 62.3 69.6 Journal of Nuclear Materials 55(1975) 177-186

15 AISI Type 347 17.4 9.55 1.06 0.24 0.42 0.048 rest 0.00E+00 <100 27.4 31.2 Journal of Nuclear Materials 55(1975) 177-186

16 AISI Type 347 1.18E+18
< 

100 38.1 42.9 Journal of Nuclear Materials 55(1975) 177-186

17 AISI Type 347 2.60E+18
< 

100 41.7 43.9 Journal of Nuclear Materials 55(1975) 177-186

18 AISI Type 347 4.40E+18
< 

100 45.4 46.5 Journal of Nuclear Materials 55(1975) 177-186

19 AISI Type 347 1.30E+19
< 

100 54.4 57.5 Journal of Nuclear Materials 55(1975) 177-186

20 AISI Type 347 4.05E+19
< 

100 59.1 63.2 Journal of Nuclear Materials 55(1975) 177-186

21 AISI Type 347 1.43E+20
< 

100 65.1 65.5 Journal of Nuclear Materials 55(1975) 177-186

1.  인장시험분야 데이터 수집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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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SA533 B-1, 
Long. 0.19 0.53 1.36 0.5 0.22 0.05 0.22 3.41E+19 1.16E+19 23.9 56.4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YG13)

23
SA533 B-1, 
Long. 3.41E+19 1.16E+19 104.4 53.9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YG13)

24
SA533 B-1, 
Long. 3.41E+19 1.16E+19 287.8 47.5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YG13)

25
SA533 B-1, 
Trans. 3.41E+19 1.16E+19 23.9 56.4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YG13)

26
SA533 B-1, 
Trans. 3.41E+19 1.16E+19 93.3 53.9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YG13)

27
SA533 B-1, 
Trans. 3.41E+19 1.16E+19 287.8 47.7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YG13)

28 SA533 B-1, Weld 0.07 0.11 1.38 0.5 0.47 0.031 0.13 3.41E+19 1.16E+19 23.9 54.2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YG13)

29 SA533 B-1, Weld 3.41E+19 1.16E+19 104.4 51.4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YG13)

30 SA533 B-1, Weld 3.41E+19 1.16E+19 287.8 47.1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YG13)

31
SA533 B-1, 
Long. 0.05 0.65 1.26 0.56 0.22 0.04 0.21 5.34E+19 1.83E+19 25.4 56.0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KR43)

32
SA533 B-1, 
Long. 5.34E+19 1.83E+19 71.0 55.4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KR43)

33
SA533 B-1, 
Long. 5.34E+19 1.83E+19 287.8 51.0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KR43)

34
SA533 B-1, 
Trans. 5.34E+19 1.83E+19 32.0 56.7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KR43)

35
SA533 B-1, 
Trans. 5.34E+19 1.83E+19 138.0 53.2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KR43)

36
SA533 B-1, 
Trans. 5.34E+19 1.83E+19 287.8 51.3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KR43)

37 SA533 B-1, Weld 0.07 0.12 1.54 0.53 0.5 0.023 0.12 5.34E+19 1.83E+19 25.0 53.8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KR43)

38 SA533 B-1, Weld 5.34E+19 1.83E+19 88.0 52.4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KR43)

39 SA533 B-1, Weld 5.34E+19 1.83E+19 287.8 50.9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KR43)

40
SA508 Class 2, 

Long. 0.32 0.73 0.63 0.57 0.26 0.07 0.22 3.94E+19 1.98E+19 20.0 51.5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KR15)

41
SA508 Class 2, 

Long. 3.94E+19 1.98E+19 120.0 48.3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KR15)

42
SA508 Class 2, 

Long. 3.94E+19 1.98E+19 288.0 47.7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KR15)

43
SA508 Class 2, 

Trans. 3.94E+19 1.98E+19 20.0 47.3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KR15)

44
SA508 Class 2, 

Trans. 3.94E+19 1.98E+19 90.0 47.9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KR15)

45
SA508 Class 2, 

Trans. 3.94E+19 1.98E+19 288.0 47.4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KR15)

46
SA508 Class 2, 

Weld - 0.55 1.6 0.47 0.44 0.22 0.053 3.94E+19 1.98E+19 20.0 68.3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KR15)

47
SA508 Class 2, 

Weld 3.94E+19 1.98E+19 160.0 62.9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KR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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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SA508 Class 2, 

Weld 3.94E+19 1.98E+19 288.0 63.4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KR15)

49
SA508 Class 3, 

BASE 0.16 0.702 1.33 0.478 0.202 0.067 0.138 3.57E+19 1.21E+19 21.1 55.4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UJ12)

50
SA508 Class 3, 

BASE 3.57E+19 1.21E+19 60.0 49.9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UJ12)

51
SA508 Class 3, 

BASE 3.57E+19 1.21E+19 286.1 44.7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UJ12)

52
SA508 Class 3, 

Weld 0.03 0.605 1.76 0.572 0.342 0.041 0.069 3.57E+19 1.21E+19 21.1 57.4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UJ12)

53
SA508 Class 3, 

Weld 3.57E+19 1.21E+19 82.2 57.6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UJ12)

54
SA508 Class 3, 

Weld 3.57E+19 1.21E+19 286.1 57.7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UJ12)

55
SA533 B-1, 
Long. 0.15 0.66 1.43 0.56 0.26 0.04 0.22 4.47E+19 1.83E+19 28.0 58.2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KR34)

56
SA533 B-1, 
Long. 4.47E+19 1.83E+19 93.0 55.7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KR34)

57
SA533 B-1, 
Long. 4.47E+19 1.83E+19 288.0 51.3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KR34)

58
SA533 B-1, 
Trans. 4.47E+19 1.83E+19 28.0 58.4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KR34)

59
SA533 B-1, 
Trans. 4.47E+19 1.83E+19 121.0 54.8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KR34)

60
SA533 B-1, 
Trans. 4.47E+19 1.83E+19 288.0 53.2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KR34)

61 SA533 B-1, Weld 0.15 0.18 1.53 0.46 0.51 0.02 0.13 4.47E+19 1.83E+19 28.0 57.6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KR34)

62 SA533 B-1, Weld 4.47E+19 1.83E+19 65.5 54.2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KR34)

63 SA533 B-1, Weld 4.47E+19 1.83E+19 288.0 50.8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KR34)

64
SA533 B-1, 
Long. 0.18 0.54 1.46 0.49 0.21 0.04 0.19 3.38E+19 8.82E+18 18.3 52.7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YG23)

65
SA533 B-1, 
Long. 3.38E+19 8.82E+18 85.0 48.9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YG23)

66
SA533 B-1, 
Long. 3.38E+19 8.82E+18 287.8 44.7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YG23)

67
SA533 B-1, 
Trans. 3.38E+19 8.82E+18 26.7 52.0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YG23)

68
SA533 B-1, 
Trans. 3.38E+19 8.82E+18 104.4 50.0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YG23)

69
SA533 B-1, 
Trans. 3.38E+19 8.82E+18 287.8 46.2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YG23)

70 SA533 B-1, Weld 0.16 0.07 1.63 0.48 0.43 0.04 0.11 3.38E+19 8.82E+18 21.1 59.1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YG23)

71 SA533 B-1, Weld 3.38E+19 8.82E+18 93.3 56.5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YG23)

72 SA533 B-1, Weld 3.38E+19 8.82E+18 287.8 54.2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YG23)

73
SA533 B-1, 
Long. 0.18 0.54 1.46 0.49 0.21 0.04 0.19 4.26E+19 1.36E+19 25.0 51.8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YG24)

74
SA533 B-1, 
Long. 4.26E+19 1.36E+19 82.2 51.1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YG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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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SA533 B-1, 
Long. 4.26E+19 1.36E+19 287.8 45.7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YG24)

76
SA533 B-1, 
Trans. 4.26E+19 1.36E+19 25.0 52.7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YG24)

77
SA533 B-1, 
Trans. 4.26E+19 1.36E+19 82.2 50.2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YG24)

78
SA533 B-1, 
Trans. 4.26E+19 1.36E+19 287.8 44.9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YG24)

79 SA533 B-1, Weld 0.16 0.07 1.63 0.48 0.43 0.04 0.11 4.26E+19 1.36E+19 25.0 58.7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YG24)

80 SA533 B-1, Weld 4.26E+19 1.36E+19 82.2 56.9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YG24)

81 SA533 B-1, Weld 4.26E+19 1.36E+19 287.8 51.1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YG24)

82
SA533 B-1, 
Long. 0.1 0.63 1.38 0.52 0.22 0.05 0.23 4.83E+19 1.90E+19 25.0 54.9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KR25)

83
SA533 B-1, 
Long. 3.94E+19 1.98E+19 37.7 54.6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KR25)

84
SA533 B-1, 
Long. 3.94E+19 1.98E+19 288.0 50.7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KR25)

85
SA533 B-1, 
Trans. 3.94E+19 1.98E+19 25.0 54.8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KR25)

86
SA533 B-1, 
Trans. 3.94E+19 1.98E+19 60.0 53.9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KR25)

87
SA533 B-1, 
Trans. 3.94E+19 1.98E+19 288.0 49.0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KR25)

88 SA533 B-1, Weld 0.16 0.07 1.7 0.5 0.41 0.03 0.11 3.94E+19 1.98E+19 25.0 66.8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KR25)

89 SA533 B-1, Weld 3.94E+19 1.98E+19 87.7 64.2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KR25)

90 SA533 B-1, Weld 3.94E+19 1.98E+19 288.0 61.5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KR25)

91
SA533 B-1, 
Long. 0.1 0.63 1.38 0.52 0.22 0.05 0.23 2.84E+18 20.0 51.0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KR21)

92
SA533 B-1, 
Long. 2.84E+18 287.8 44.0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KR21)

93
SA533 B-1, 
Trans. 2.84E+18 20.0 50.8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KR21)

94
SA533 B-1, 
Trans. 2.84E+18 287.8 44.4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KR21)

95 SA533 B-1, Weld 0.16 0.07 1.7 0.5 0.41 0.03 0.11 2.84E+18 21.1 64.9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KR21)

96 SA533 B-1, Weld 2.84E+18 105.0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KR21)

97 SA533 B-1, Weld 2.84E+18 287.8 60.5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KR21)

98
SA533 B-1, 
Long. 0.1 0.63 1.38 0.52 0.22 0.05 0.23 1.11E+19 22.2 50.6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KR22)

99
SA533 B-1, 
Long. 1.11E+19 287.8 43.6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KR22)

100
SA533 B-1, 
Trans. 1.11E+19 26.1 50.6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KR22)

101
SA533 B-1, 
Trans. 1.11E+19 287.8 43.6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KR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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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SA533 B-1, Weld 0.16 0.07 1.7 0.5 0.41 0.03 0.11 1.11E+19 26.1 63.3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KR22)

103 SA533 B-1, Weld 1.11E+19 287.8 55.5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KR22)

104
SA533 B-1, 
Long. 0.1 0.63 1.38 0.52 0.22 0.05 0.23 2.11E+19 23.9 53.4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KR23)

105
SA533 B-1, 
Long. 0.1 0.63 1.38 0.52 0.22 0.05 0.23 2.11E+19 93.3 48.7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KR23)

106
SA533 B-1, 
Long. 2.11E+19 287.8 46.1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KR23)

107
SA533 B-1, 
Trans. 2.11E+19 23.9 50.7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KR23)

108
SA533 B-1, 
Trans. 2.11E+19 65.6 49.0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KR23)

109
SA533 B-1, 
Trans. 2.11E+19 287.8 47.5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KR23)

110 SA533 B-1, Weld 0.16 0.07 1.7 0.5 0.41 0.03 0.11 2.11E+19 23.9 64.8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KR23)

111 SA533 B-1, Weld 0.16 0.07 1.7 0.5 0.41 0.03 0.11 2.11E+19 93.3 59.6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KR23)

112 SA533 B-1, Weld 2.11E+19 287.8 61.7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KR23)

113
SA533 B-1, 
Long. 0.1 0.63 1.38 0.52 0.22 0.05 0.23 3.71E+19 -8.0 54.9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KR24)

114
SA533 B-1, 
Long. 0.1 0.63 1.38 0.52 0.22 0.05 0.23 3.71E+19 66.0 52.7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KR24)

115
SA533 B-1, 
Long. 3.71E+19 287.8 47.1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KR24)

116
SA533 B-1, 
Trans. 3.71E+19 0.0 54.6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KR24)

117
SA533 B-1, 
Trans. 3.71E+19 66.0 56.6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KR24)

118
SA533 B-1, 
Trans. 3.71E+19 287.8 49.0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KR24)

119 SA533 B-1, Weld 0.16 0.07 1.7 0.5 0.41 0.03 0.11 3.71E+19 35.0 65.6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KR24)

120 SA533 B-1, Weld 0.16 0.07 1.7 0.5 0.41 0.03 0.11 3.71E+19 93.0 63.7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KR24)

121 SA533 B-1, Weld 3.71E+19 287.8 61.7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KR24)

122
SA533 B-1, 
Long. 0.19 0.53 1.36 0.5 0.22 0.05 0.22 4.52E+19 1.55E+19 27.2 57.8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YG14)

123
SA533 B-1, 
Long. 4.52E+19 1.55E+19 65.6 56.4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YG14)

124
SA533 B-1, 
Long. 4.52E+19 1.55E+19 287.8 51.8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YG14)

125
SA533 B-1, 
Trans. 4.52E+19 1.55E+19 27.2 58.0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YG14)

126
SA533 B-1, 
Trans. 4.52E+19 1.55E+19 73.9 54.3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YG14)

127
SA533 B-1, 
Trans. 4.52E+19 1.55E+19 287.8 51.7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YG14)

128 SA533 B-1, Weld 0.07 0.11 1.38 0.5 0.47 0.031 0.13 4.52E+19 1.55E+19 27.2 56.5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YG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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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SA533 B-1, Weld 4.52E+19 1.55E+19 51.7 55.1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YG14)

130 SA533 B-1, Weld 4.52E+19 1.55E+19 287.8 50.0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YG14)

131
SA533 B-1, 
Long. 0.05 0.65 1.26 0.56 0.22 0.04 0.21 4.88E+19 1.73E+19 25.0 57.4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KR44)

132
SA533 B-1, 
Long. 4.88E+19 1.73E+19 56.7 56.8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KR44)

133
SA533 B-1, 
Long. 4.88E+19 1.73E+19 287.8 51.9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KR44)

134
SA533 B-1, 
Trans. 4.88E+19 1.73E+19 25.0 57.9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KR44)

135
SA533 B-1, 
Trans. 4.88E+19 1.73E+19 84.4 54.7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KR44)

136
SA533 B-1, 
Trans. 4.88E+19 1.73E+19 287.8 50.6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KR44)

137 SA533 B-1, Weld 0.07 0.12 1.54 0.53 0.5 0.023 0.12 4.88E+19 1.73E+19 25.0 54.4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KR44)

138 SA533 B-1, Weld 4.88E+19 1.73E+19 56.7 52.9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KR44)

139 SA533 B-1, Weld 4.88E+19 1.73E+19 287.8 49.6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KR44)

140
SA508 Class 3, 

Base 0.04 0.77 1.39 0.49 0.08 0.05 0.17 4.54E+18 3.40E+18 25.0 43.5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YG31)

141
SA508 Class 3, 

Base 4.54E+18 3.40E+18 60.0 42.2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YG31)

142
SA508 Class 3, 

Base 4.54E+18 3.40E+18 287.8 40.8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YG31)

143
SA508 Class 3, 

Weld 0.05 0.07 1.73 0.52 0.22 0.02 0.07 4.54E+18 3.40E+18 25.0 52.3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YG31)

144
SA508 Class 3, 

Weld 4.54E+18 3.40E+18 51.7 51.2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YG31)

145
SA508 Class 3, 

Weld 4.54E+18 3.40E+18 287.8 44.9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YG31)

146
SA508 Class 3, 

BASE 0.18 0.715 1.3 0.495 0.022 0.055 0.145 4.39E+19 1.41E+19 25.0 56.5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UJ24)

147
SA508 Class 3, 

BASE 4.39E+19 1.41E+19 37.8 53.9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UJ24)

148
SA508 Class 3, 

BASE 4.39E+19 1.41E+19 286.1 50.6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UJ24)

149
SA508 Class 3, 

BASE 4.39E+19 1.41E+19 25.0 56.4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UJ24)

150
SA508 Class 3, 

BASE 4.39E+19 1.41E+19 37.8 52.6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UJ24)

151
SA508 Class 3, 

Weld 0.03 0.582 1.68 0.554 0.371 0.044 0.062 4.39E+19 1.41E+19 25.0 62.9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UJ24)

152
SA508 Class 3, 

Weld 4.39E+19 1.41E+19 43.3 62.0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UJ24)

153
SA508 Class 3, 

Weld 4.39E+19 1.41E+19 286.1 53.4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UJ24)

154
SA508 Class 3, 

Weld 4.39E+19 1.41E+19 25.0 59.5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UJ24)

155
SA508 Class 3, 

BASE 0.18 0.715 1.3 0.495 0.022 0.055 0.145 1.34E+19 23.9 53.6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UJ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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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SA508 Class 3, 

BASE 1.34E+19 82.2 48.2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UJ21)

157
SA508 Class 3, 

BASE 1.34E+19 286.1 48.4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UJ21)

158
SA508 Class 3, 

BASE 1.34E+19 23.9 50.3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UJ21)

159
SA508 Class 3, 

BASE 1.34E+19 82.2 51.0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UJ21)

160
SA508 Class 3, 

Weld 0.03 0.582 1.68 0.554 0.371 0.044 0.062 1.34E+19 286.1 52.7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UJ21)

161
SA508 Class 3, 

Weld 1.34E+19 23.9 59.3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UJ21)

162
SA508 Class 3, 

Weld 1.34E+19 93.3 57.8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UJ21)

163
SA508 Class 3, 

Weld 1.34E+19 286.1 52.2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UJ21)

164
SA508 Class 3, 

BASE 0.18 0.715 1.3 0.495 0.022 0.055 0.145 2.36E+19 20.0 52.8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UJ22)

165
SA508 Class 3, 

BASE 2.36E+19 20.0 54.7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UJ22)

166
SA508 Class 3, 

BASE 2.36E+19 286.1 45.9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UJ22)

167
SA508 Class 3, 

BASE 2.36E+19 286.1 49.0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UJ22)

168
SA508 Class 3, 

Weld 0.03 0.582 1.68 0.554 0.371 0.044 0.062 2.36E+19 286.1 52.2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UJ22)

169
SA508 Class 3, 

Weld 2.36E+19 20.0 59.2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UJ22)

170
SA508 Class 3, 

Weld 2.36E+19 286.1 57.0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UJ22)

171
SA508 Class 3, 

BASE 0.18 0.715 1.3 0.495 0.022 0.055 0.145 3.79E+19 20.0 53.4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UJ23)

172
SA508 Class 3, 

BASE 3.79E+19 20.0 56.3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UJ23)

173
SA508 Class 3, 

BASE 3.79E+19 65.6 51.9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UJ23)

174
SA508 Class 3, 

BASE 3.79E+19 286.1 48.9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UJ23)

175
SA508 Class 3, 

BASE 3.79E+19 286.1 46.6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UJ23)

176
SA508 Class 3, 

Weld 0.03 0.582 1.68 0.554 0.371 0.044 0.062 3.79E+19 20.0 56.2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UJ23)

177
SA508 Class 3, 

Weld 3.79E+19 20.0 56.1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UJ23)

178
SA508 Class 3, 

Weld 3.79E+19 65.6 55.1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UJ23)

179
SA508 Class 3, 

Weld 3.79E+19 286.1 55.1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UJ23)

180
SA533 B-1, 
Long. 0.15 0.66 1.43 0.56 0.26 0.04 0.22 5.90E+19 1.75E+19 25.0 59.9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KR35)

181
SA533 B-1, 
Long. 5.90E+19 1.75E+19 65.5 56.9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KR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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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SA533 B-1, 
Long. 5.90E+19 1.75E+19 288.0 53.0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KR35)

183
SA533 B-1, 
Trans. 5.90E+19 1.75E+19 25.0 57.2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KR35)

184
SA533 B-1, 
Trans. 5.90E+19 1.75E+19 87.8 54.8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KR35)

185
SA533 B-1, 
Trans. 5.90E+19 1.75E+19 288.0 50.6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KR35)

186 SA533 B-1, Weld 0.15 0.18 1.53 0.46 0.51 0.02 0.13 5.90E+19 1.75E+19 25.0 54.4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KR35)

187 SA533 B-1, Weld 5.90E+19 1.75E+19 43.3 52.9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KR35)

188 SA533 B-1, Weld 5.90E+19 1.75E+19 288.0 49.6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KR35)

189
SA533 B-1, 
Long. 0.19 0.53 1.36 0.5 0.22 0.05 0.22 5.59E+19 1.74E+19 25.0 58.4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YG15)

190
SA533 B-1, 
Long. 5.59E+19 1.74E+19 70.0 56.3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YG15)

191
SA533 B-1, 
Long. 5.59E+19 1.74E+19 288.0 49.5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YG15)

192
SA533 B-1, 
Trans. 5.59E+19 1.74E+19 25.0 58.8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YG15)

193
SA533 B-1, 
Trans. 5.59E+19 1.74E+19 75.0 56.0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YG15)

194
SA533 B-1, 
Trans. 5.59E+19 1.74E+19 288.0 51.8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YG15)

195 SA533 B-1, Weld 0.07 0.11 1.38 0.5 0.47 0.031 0.13 5.59E+19 1.74E+19 25.0 55.4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YG15)

196 SA533 B-1, Weld 5.59E+19 1.74E+19 56.0 55.1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YG15)

197 SA533 B-1, Weld 5.59E+19 1.74E+19 288.0 50.6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YG15)

198
SA533 B-1, 
Long. 0.18 0.54 1.46 0.49 0.21 0.04 0.19 4.87E+19 1.66E+19 24.0 54.3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YG25)

199
SA533 B-1, 
Long. 4.87E+19 1.66E+19 70.0 52.2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YG25)

200
SA533 B-1, 
Long. 4.87E+19 1.66E+19 287.8 48.2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YG25)

201
SA533 B-1, 
Trans. 4.87E+19 1.66E+19 31.0 53.7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YG25)

202
SA533 B-1, 
Trans. 4.87E+19 1.66E+19 79.0 51.6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YG25)

203
SA533 B-1, 
Trans. 4.87E+19 1.66E+19 287.8 45.2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YG25)

204 SA533 B-1, Weld 0.16 0.07 1.63 0.48 0.43 0.04 0.11 4.87E+19 1.66E+19 31.0 58.9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YG25)

205 SA533 B-1, Weld 4.87E+19 1.66E+19 70.0 57.3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YG25)

206 SA533 B-1, Weld 4.87E+19 1.66E+19 287.8 54.5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YG25)

207
SA533 B-1, 
Long. 0.05 0.65 1.26 0.56 0.22 0.04 0.21 5.35E+19 1.75E+19 20.0 58.5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KR45)

208
SA533 B-1, 
Long. 5.35E+19 1.75E+19 71.1 57.4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KR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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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
SA533 B-1, 
Long. 5.35E+19 1.75E+19 287.8 52.5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KR45)

210
SA533 B-1, 
Trans. 5.35E+19 1.75E+19 25.0 58.7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KR45)

211
SA533 B-1, 
Trans. 5.35E+19 1.75E+19 87.8 55.6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KR45)

212
SA533 B-1, 
Trans. 5.35E+19 1.75E+19 287.8 52.1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KR45)

213 SA533 B-1, Weld 0.07 0.12 1.54 0.53 0.5 0.023 0.12 5.35E+19 1.75E+19 25.0 55.1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KR45)

214 SA533 B-1, Weld 5.35E+19 1.75E+19 56.7 54.1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KR45)

215 SA533 B-1, Weld 5.35E+19 1.75E+19 287.8 47.1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KR45)

216
SA508 Class 3, 
Base_T 0.15 0.79 1.42 0.57 0.07 0.06 0.2 3.72E+18 2.68E+18 25.0 45.8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YG41)

217
SA508 Class 3, 
Base_T 3.72E+18 2.68E+18 52.2 44.6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YG41)

218
SA508 Class 3, 
Base_T 3.72E+18 2.68E+18 287.8 43.0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YG41)

219
SA508 Class 3, 
Weld_L 0.06 0.11 1.69 0.53 0.26 0.02 0.07 3.72E+18 2.68E+18 25.0 56.4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YG41)

220
SA508 Class 3, 
Weld_L 3.72E+18 2.68E+18 76.7 52.6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YG41)

221
SA508 Class 3, 
Weld_L 3.72E+18 2.68E+18 287.8 47.4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YG41)

222
SA508 Class 3, 
BASE_L 0.15 0.84 1.41 0.51 0.06 0.03 0.17 4.67E+18 3.91E+18 32.8 43.3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UJ31)

223
SA508 Class 3, 
BASE_L 4.67E+18 3.91E+18 76.1 41.0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UJ31)

224
SA508 Class 3, 
BASE_L 4.67E+18 3.91E+18 287.8 40.3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UJ31)

225
SA508 Class 3, 
BASE_T 4.67E+18 3.91E+18 23.9 42.6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UJ31)

226
SA508 Class 3, 
BASE_T 4.67E+18 3.91E+18 77.8 40.8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UJ31)

227
SA508 Class 3, 
BASE_T 4.67E+18 3.91E+18 287.8 40.2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UJ31)

228
SA508 Class 3, 
Weld_T 0.06 0.18 1.72 0.5 0.29 0.03 0.08 4.67E+18 3.91E+18 27.2 54.6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UJ31)

229
SA508 Class 3, 
Weld_T 4.67E+18 3.91E+18 82.2 54.8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UJ31)

230
SA508 Class 3, 
Weld_T 4.67E+18 3.91E+18 287.8 52.9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UJ31)



No. TYPE

Major constituents(%) Fast Fluence
Tem
p.
(℃)

Hardness (Hv)

Remarks
Cr Ni Mn Mo Si Cu C Fe

(n/㎠, E>1.0 MeV)
As-re

ceived
Anne
aled

specimen evaluat
ed

1 AISI Type 304 18.7 9.1 1.49 0.22 0.465 0.044 rest 0.00E+00 <100 188 166 Journal of Nuclear Materials 55(1975) 177-186

2 AISI Type 304 1.18E+18
< 

100 206 188 Journal of Nuclear Materials 55(1975) 177-186

3 AISI Type 304 2.60E+18
< 

100 216 200 Journal of Nuclear Materials 55(1975) 177-186

4 AISI Type 304 4.40E+18
< 

100 223 210 Journal of Nuclear Materials 55(1975) 177-186

5 AISI Type 304 1.30E+19
< 

100 240 230 Journal of Nuclear Materials 55(1975) 177-186

6 AISI Type 304 4.05E+19
< 

100 258 247 Journal of Nuclear Materials 55(1975) 177-186

7 AISI Type 304 1.43E+20
< 

100 270 261 Journal of Nuclear Materials 55(1975) 177-186

8 AISI Type 316 17.1 11.45 1.8 0.234 0.51 0.046 rest 0.00E+00 <100 180 164 Journal of Nuclear Materials 55(1975) 177-186

9 AISI Type 316 1.18E+18
< 

100 206 193 Journal of Nuclear Materials 55(1975) 177-186

10 AISI Type 316 2.60E+18
< 

100 218 210 Journal of Nuclear Materials 55(1975) 177-186

11 AISI Type 316 4.40E+18
< 

100 228 221 Journal of Nuclear Materials 55(1975) 177-186

12 AISI Type 316 1.30E+19
< 

100 251 245 Journal of Nuclear Materials 55(1975) 177-186

13 AISI Type 316 4.05E+19
< 

100 271 260 Journal of Nuclear Materials 55(1975) 177-186

14 AISI Type 316 1.43E+20
< 

100 282 277 Journal of Nuclear Materials 55(1975) 177-186

15 AISI Type 347 17.4 9.55 1.06 0.24 0.42 0.048 rest 0.00E+00 <100 187 184 Journal of Nuclear Materials 55(1975) 177-186

16 AISI Type 347 1.18E+18
< 

100 219 219 Journal of Nuclear Materials 55(1975) 177-186

17 AISI Type 347 2.60E+18
< 

100 230 222 Journal of Nuclear Materials 55(1975) 177-186

18 AISI Type 347 4.40E+18
< 

100 241 230 Journal of Nuclear Materials 55(1975) 177-186

19 AISI Type 347 1.30E+19
< 

100 268 263 Journal of Nuclear Materials 55(1975) 177-186

20 AISI Type 347 4.05E+19
< 

100 282 280 Journal of Nuclear Materials 55(1975) 177-186

21 AISI Type 347 1.43E+20
< 

100 300 287 Journal of Nuclear Materials 55(1975) 177-186

22
SA508 Class 2, 

Long. 0.32 0.73 0.63 0.57 0.26 0.07 0.22 3.94E+19 1.98E+19 RT 188.2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KR15, 시편번호 KL61)

2. 경도시험분야 데이터 수집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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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SA508 Class 2, 

Long. 3.94E+19 1.98E+19 RT 173.8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KR15, 시편번호 KL61)

24
SA508 Class 2, 

Long. 3.94E+19 1.98E+19 RT 191.6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KR15, 시편번호 KL61)

25
SA508 Class 2, 

Long. 3.94E+19 1.98E+19 RT 173.8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KR15, 시편번호 KL61)

26
SA508 Class 2, 

Long. 3.94E+19 1.98E+19 RT 189.9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KR15, 시편번호 KL61)

27
SA508 Class 2, 

Long. 3.94E+19 1.98E+19 RT 196.5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KR15, 시편번호 KL67)

28
SA508 Class 2, 

Long. 3.94E+19 1.98E+19 RT 219.6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KR15, 시편번호 KL67)

29
SA508 Class 2, 

Long. 3.94E+19 1.98E+19 RT 205.6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KR15, 시편번호 KL67)

30
SA508 Class 2, 

Long. 3.94E+19 1.98E+19 RT 213.4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KR15, 시편번호 KL67)

31
SA508 Class 2, 

Long. 3.94E+19 1.98E+19 RT 209.5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KR15, 시편번호 KL67)

32
SA508 Class 2, 

WELD 0.32 0.73 0.63 0.57 0.26 0.07 0.22 3.94E+19 1.98E+19 RT 242.1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KR15, 시편번호 KW67)

33
SA508 Class 2, 

WELD 3.94E+19 1.98E+19 RT 252.0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KR15, 시편번호 KW67)

34
SA508 Class 2, 

WELD 3.94E+19 1.98E+19 RT 239.7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KR15, 시편번호 KW67)

35
SA508 Class 2, 

WELD 3.94E+19 1.98E+19 RT 254.6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KR15, 시편번호 KW67)

36
SA508 Class 2, 

WELD 3.94E+19 1.98E+19 RT 249.5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KR15, 시편번호 KW67)

37
SA508 Class 2, 

WELD 3.94E+19 1.98E+19 RT 249.5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KR15, 시편번호 KW70)

38
SA508 Class 2, 

WELD 3.94E+19 1.98E+19 RT 254.6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KR15, 시편번호 KW70)

39
SA508 Class 2, 

WELD 3.94E+19 1.98E+19 RT 247.0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KR15, 시편번호 KW70)

40
SA508 Class 2, 

WELD 3.94E+19 1.98E+19 RT 232.7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KR15, 시편번호 KW70)

41
SA508 Class 2, 

WELD 3.94E+19 1.98E+19 RT 228.2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KR15, 시편번호 KW70)

42
SA508 Class 2, 

WELD RT 356.5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KR15, 시편번호 KW19)

43
SA508 Class 2, 

WELD RT 356.5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KR15, 시편번호 KW19)

44
SA508 Class 2, 

WELD RT 374.4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KR15, 시편번호 KW19)

45
SA508 Class 2, 

WELD RT 352.1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KR15, 시편번호 KW19)

46
SA508 Class 2, 

WELD RT 356.4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KR15, 시편번호 KW19)

47
SA508 Class 2, 

WELD RT 361.0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KR14, 시편번호 KW21)

48
SA508 Class 2, 

WELD RT 365.5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KR14, 시편번호 KW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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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SA508 Class 2, 

WELD RT 374.8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KR14, 시편번호 KW21)

50
SA508 Class 2, 

WELD RT 360.9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KR14, 시편번호 KW21)

51
SA508 Class 2, 

WELD RT 356.5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KR14, 시편번호 KW21)

52
SA508 Class 2, 

WELD RT 356.4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KR14, 시편번호 KW24)

53
SA508 Class 2, 

WELD RT 356.5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KR14, 시편번호 KW24)

54
SA508 Class 2, 

WELD RT 335.5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KR14, 시편번호 KW24)

55
SA508 Class 2, 

WELD RT 352.2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KR14, 시편번호 KW24)

56
SA508 Class 2, 

WELD RT 374.4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KR14, 시편번호 KW24)

57
SA508 Class 2, 

WELD RT 361.0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KR13, 시편번호 KW30)

58
SA508 Class 2, 

WELD RT 356.4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KR13, 시편번호 KW30)

59
SA508 Class 2, 

WELD RT 365.5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KR13, 시편번호 KW30)

60
SA508 Class 2, 

WELD RT 343.7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KR13, 시편번호 KW30)

61
SA508 Class 2, 

WELD RT 335.5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KR13, 시편번호 KW30)

62
SA508 Class 2, 

WELD RT 352.0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KR13, 시편번호 KW34)

63
SA508 Class 2, 

WELD RT 365.4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KR13, 시편번호 KW34)

64
SA508 Class 2, 

WELD RT 343.5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KR13, 시편번호 KW34)

65
SA508 Class 2, 

WELD RT 352.2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KR13, 시편번호 KW34)

66
SA508 Class 2, 

WELD RT 327.4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KR13, 시편번호 KW34)

67
SA533 B-1, 
Long. 0.15 0.66 1.43 0.56 0.26 0.04 0.22 4.47E+19 1.83E+19 RT 176.9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KR34, 시편번호 GL34)

68
SA533 B-1, 
Long. 4.47E+19 1.83E+19 RT 186.5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KR34, 시편번호 GL34)

69
SA533 B-1, 
Long. 4.47E+19 1.83E+19 RT 212.2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KR34, 시편번호 GL34)

70
SA533 B-1, 
Long. 4.47E+19 1.83E+19 RT 186.5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KR34, 시편번호 GL34)

71
SA533 B-1, 
Long. 4.47E+19 1.83E+19 RT 180.0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KR34, 시편번호 GL34)

72
SA533 B-1, 
Long. 4.47E+19 1.83E+19 RT 212.2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KR34, 시편번호 GL35)

73
SA533 B-1, 
Long. 4.47E+19 1.83E+19 RT 212.2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KR34, 시편번호 GL35)

74
SA533 B-1, 
Long. 4.47E+19 1.83E+19 RT 183.2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KR34, 시편번호 GL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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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SA533 B-1, 
Long. 4.47E+19 1.83E+19 RT 191.6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KR34, 시편번호 GL35)

76
SA533 B-1, 
Long. 4.47E+19 1.83E+19 RT 189.9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KR34, 시편번호 GL35)

77
SA533 B-1, 
Long. 4.47E+19 1.83E+19 RT 188.2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KR34, 시편번호 GL41)

78
SA533 B-1, 
Long. 4.47E+19 1.83E+19 RT 200.6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KR34, 시편번호 GL41)

79
SA533 B-1, 
Long. 4.47E+19 1.83E+19 RT 212.2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KR34, 시편번호 GL41)

80
SA533 B-1, 
Long. 4.47E+19 1.83E+19 RT 202.4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KR34, 시편번호 GL41)

81
SA533 B-1, 
Long. 4.47E+19 1.83E+19 RT 216.3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KR34, 시편번호 GL41)

82
SA533 B-1, 
Weld 0.15 0.18 1.53 0.46 0.51 0.02 0.13 4.47E+19 1.83E+19 RT 229.3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KR34, 시편번호 GW34)

83
SA533 B-1, 
Weld 4.47E+19 1.83E+19 RT 218.4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KR34, 시편번호 GW34)

84
SA533 B-1, 
Weld 4.47E+19 1.83E+19 RT 214.2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KR34, 시편번호 GW34)

85
SA533 B-1, 
Weld 4.47E+19 1.83E+19 RT 218.4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KR34, 시편번호 GW34)

86
SA533 B-1, 
Weld 4.47E+19 1.83E+19 RT 208.2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KR34, 시편번호 GW34)

87
SA533 B-1, 
Weld 4.47E+19 1.83E+19 RT 212.2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KR34, 시편번호 GW35)

88
SA533 B-1, 
Weld 4.47E+19 1.83E+19 RT 224.8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KR34, 시편번호 GW35)

89
SA533 B-1, 
Weld 4.47E+19 1.83E+19 RT 202.4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KR34, 시편번호 GW35)

90
SA533 B-1, 
Weld 4.47E+19 1.83E+19 RT 214.2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KR34, 시편번호 GW35)

91
SA533 B-1, 
Weld 4.47E+19 1.83E+19 RT 214.2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KR34, 시편번호 GW35)

92
SA533 B-1, 
Weld 4.47E+19 1.83E+19 RT 202.4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KR34, 시편번호 GW42)

93
SA533 B-1, 
Weld 4.47E+19 1.83E+19 RT 204.3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KR34, 시편번호 GW42)

94
SA533 B-1, 
Weld 4.47E+19 1.83E+19 RT 200.6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KR34, 시편번호 GW42)

95
SA533 B-1, 
Weld 4.47E+19 1.83E+19 RT 200.6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KR34, 시편번호 GW42)

96
SA533 B-1, 
Weld 4.47E+19 1.83E+19 RT 196.9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KR34, 시편번호 GW42)

97
SA533 B-1, 
Long. 0.19 0.53 1.36 0.5 0.22 0.05 0.22 4.52E+19 1.55E+19 RT 280.0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YG14, 시편번호 SL31)

98
SA533 B-1, 
Long. 4.52E+19 1.55E+19 RT 237.2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YG14, 시편번호 SL31)

99
SA533 B-1, 
Long. 4.52E+19 1.55E+19 RT 254.3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YG14, 시편번호 SL31)

100
SA533 B-1, 
Long. 4.52E+19 1.55E+19 RT 239.8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YG14, 시편번호 SL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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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SA533 B-1, 
Long. 4.52E+19 1.55E+19 RT 287.0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YG14, 시편번호 SL31)

102
SA533 B-1, 
Long. 0.19 0.53 1.36 0.5 0.22 0.05 0.22 4.52E+19 1.55E+19 RT 242.4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YG14, 시편번호 SL33)

103
SA533 B-1, 
Long. 4.52E+19 1.55E+19 RT 242.6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YG14, 시편번호 SL33)

104
SA533 B-1, 
Long. 4.52E+19 1.55E+19 RT 245.5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YG14, 시편번호 SL33)

105
SA533 B-1, 
Long. 4.52E+19 1.55E+19 RT 254.1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YG14, 시편번호 SL33)

106
SA533 B-1, 
Long. 4.52E+19 1.55E+19 RT 283.4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YG14, 시편번호 SL33)

107
SA533 B-1, 
Long. 0.19 0.53 1.36 0.5 0.22 0.05 0.22 4.52E+19 1.55E+19 RT 305.2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YG14, 시편번호 SL34)

108
SA533 B-1, 
Long. 4.52E+19 1.55E+19 RT 234.6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YG14, 시편번호 SL34)

109
SA533 B-1, 
Long. 4.52E+19 1.55E+19 RT 248.2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YG14, 시편번호 SL34)

110
SA533 B-1, 
Long. 4.52E+19 1.55E+19 RT 257.1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YG14, 시편번호 SL34)

111
SA533 B-1, 
Long. 4.52E+19 1.55E+19 RT 269.7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YG14, 시편번호 SL34)

112
SA533 B-1, 
Weld 0.07 0.11 1.38 0.5 0.47 0.031 0.13 4.52E+19 1.55E+19 RT 276.4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YG14, 시편번호 SW31)

113
SA533 B-1, 
Weld 4.52E+19 1.55E+19 RT 260.1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YG14, 시편번호 SW31)

114
SA533 B-1, 
Weld 4.52E+19 1.55E+19 RT 257.3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YG14, 시편번호 SW31)

115
SA533 B-1, 
Weld 4.52E+19 1.55E+19 RT 283.4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YG14, 시편번호 SW31)

116
SA533 B-1, 
Weld 4.52E+19 1.55E+19 RT 237.1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YG14, 시편번호 SW31)

117
SA533 B-1, 
Weld 0.07 0.11 1.38 0.5 0.47 0.031 0.13 4.52E+19 1.55E+19 RT 242.6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YG14, 시편번호 SW33)

118
SA533 B-1, 
Weld 4.52E+19 1.55E+19 RT 248.3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YG14, 시편번호 SW33)

119
SA533 B-1, 
Weld 4.52E+19 1.55E+19 RT 245.5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YG14, 시편번호 SW33)

120
SA533 B-1, 
Weld 4.52E+19 1.55E+19 RT 234.6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YG14, 시편번호 SW33)

121
SA533 B-1, 
Weld 4.52E+19 1.55E+19 RT 242.6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YG14, 시편번호 SW33)

122
SA533 B-1, 
Weld 0.07 0.11 1.38 0.5 0.47 0.031 0.13 4.52E+19 1.55E+19 RT 242.6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YG14, 시편번호 SW34)

123
SA533 B-1, 
Weld 4.52E+19 1.55E+19 RT 226.8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YG14, 시편번호 SW34)

124
SA533 B-1, 
Weld 4.52E+19 1.55E+19 RT 245.5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YG14, 시편번호 SW34)

125
SA533 B-1, 
Weld 4.52E+19 1.55E+19 RT 237.2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YG14, 시편번호 SW34)

126
SA533 B-1, 
Weld 4.52E+19 1.55E+19 RT 251.3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YG14, 시편번호 SW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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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SA533 B-1, 
Long. 0.1 0.63 1.38 0.52 0.22 0.05 0.23 4.83E+19 1.90E+19 RT 184.4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KR25, 시편번호 RL33)

128
SA533 B-1, 
Long. 4.83E+19 1.90E+19 RT 188.9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KR25, 시편번호 RL33)

129
SA533 B-1, 
Long. 4.83E+19 1.90E+19 RT 217.7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KR25, 시편번호 RL33)

130
SA533 B-1, 
Long. 4.83E+19 1.90E+19 RT 203.8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KR25, 시편번호 RL33)

131
SA533 B-1, 
Long. 4.83E+19 1.90E+19 RT 209.3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KR25, 시편번호 RL33)

132
SA533 B-1, 
Long. 0.1 0.63 1.38 0.52 0.22 0.05 0.23 4.83E+19 1.90E+19 RT 186.4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KR25, 시편번호 RL34)

133
SA533 B-1, 
Long. 4.83E+19 1.90E+19 RT 184.3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KR25, 시편번호 RL34)

134
SA533 B-1, 
Long. 4.83E+19 1.90E+19 RT 193.8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KR25, 시편번호 RL34)

135
SA533 B-1, 
Long. 4.83E+19 1.90E+19 RT 209.2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KR25, 시편번호 RL34)

136
SA533 B-1, 
Long. 4.83E+19 1.90E+19 RT 229.8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KR25, 시편번호 RL34)

137
SA533 B-1, 
Long. 0.1 0.63 1.38 0.52 0.22 0.05 0.23 4.83E+19 1.90E+19 RT 158.1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KR25, 시편번호 RL35)

138
SA533 B-1, 
Long. 4.83E+19 1.90E+19 RT 173.5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KR25, 시편번호 RL35)

139
SA533 B-1, 
Long. 4.83E+19 1.90E+19 RT 171.5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KR25, 시편번호 RL35)

140
SA533 B-1, 
Long. 4.83E+19 1.90E+19 RT 179.9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KR25, 시편번호 RL35)

141
SA533 B-1, 
Long. 4.83E+19 1.90E+19 RT 169.5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KR25, 시편번호 RL35)

142
SA533 B-1, 
Weld 0.16 0.07 1.7 0.5 0.41 0.03 0.11 3.94E+19 1.98E+19 RT 198.7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KR25, 시편번호 RW33)

143
SA533 B-1, 
Weld 3.94E+19 1.98E+19 RT 191.3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KR25, 시편번호 RW33)

144
SA533 B-1, 
Weld 3.94E+19 1.98E+19 RT 186.6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KR25, 시편번호 RW33)

145
SA533 B-1, 
Weld 3.94E+19 1.98E+19 RT 223.5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KR25, 시편번호 RW33)

146
SA533 B-1, 
Weld 3.94E+19 1.98E+19 RT 223.0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KR25, 시편번호 RW33)

147
SA533 B-1, 
Weld 0.16 0.07 1.7 0.5 0.41 0.03 0.11 3.94E+19 1.98E+19 RT 209.1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KR25, 시편번호 RW34)

148
SA533 B-1, 
Weld 3.94E+19 1.98E+19 RT 203.8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KR25, 시편번호 RW34)

149
SA533 B-1, 
Weld 3.94E+19 1.98E+19 RT 212.0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KR25, 시편번호 RW34)

150
SA533 B-1, 
Weld 3.94E+19 1.98E+19 RT 206.5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KR25, 시편번호 RW34)

151
SA533 B-1, 
Weld 3.94E+19 1.98E+19 RT 211.9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KR25, 시편번호 RW34)

152
SA533 B-1, 
Weld 0.16 0.07 1.7 0.5 0.41 0.03 0.11 3.94E+19 1.98E+19 RT 206.4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KR25, 시편번호 RW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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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SA533 B-1, 
Weld 3.94E+19 1.98E+19 RT 223.5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KR25, 시편번호 RW35)

154
SA533 B-1, 
Weld 3.94E+19 1.98E+19 RT 209.1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KR25, 시편번호 RW35)

155
SA533 B-1, 
Weld 3.94E+19 1.98E+19 RT 209.1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KR25, 시편번호 RW35)

156
SA533 B-1, 
Weld 3.94E+19 1.98E+19 RT 220.6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KR25, 시편번호 RW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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