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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문

Ⅰ. 제  목

한국원전 원자로 내부구조물 관리 지침서

Ⅱ. 보고서 작성의 목적 및 필요성

조사유기응력부식균열 (IASCC)은 1960년대 초 핵연료봉을 시작으로, 1970년대 비등

수로 (boiling water reactor, BWR)의 중성자원 홀더와 제어봉 흡수관 등에서 발견되

었고, 최근 들어 스테인레스 강으로 된 가압경수로형 (PWR, pressurized water 
reactor) 압력용기 내부구조물의 배플 포머 볼트 (baffle former bolt) 등에서 관찰되었

다. 

국내 최초 원전인 고리 1호기가 1978년부터 30년간의 운전을 마치고 2008년부터는 

추가의 10년 계속운전 허가를 얻어 가동 중이다. 그 후속 발전소들의 계속운전 또

한 준비해야하는 상황이다. 

국내 가동 중인 원전의 대부분인 PWR에서의 IASCC에 의한 노내 구조물의 손상을 

사전에 예측하고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존 연구의 기술현황 및 

국외의 선행 관리 경험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원자력 중장기 연구개발 사업 중 지식경제부의 원전기술혁신분과에서 주관하는 연

구개발 사업으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노내구조물 조사유기 응력부식균열관리기

술개발’과제를 수행하였다. 그 1단계(2007-2009)연구를 마감하면서 국내 가압경수형 

원자로의 내부구조물 (reactor internals)의 열화 (degradation)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

는 방안의 일부를 담은 본 기술 보고서를 발간할 필요가 있다.

Ⅲ. 보고서의 내용 및 범위

조사유기 응력부식균열 (irradiation assisted stress corrosion, IASCC)을 중심으로 언급

하였다. 국내 가동 중인 원전의 대부분인 PWR에서의 IASCC에 의한 노내 구조물 

재료의 손상을 미리 관리하고 대처하기 위해서 기존 연구의 기술현황 및 선행 자료



- 2 -

를 분석하였다. 최근(2009) 미국의 EPRI에서 제시하고 있는 원자로 내부구조물 관리

방안을 담은 기술자료집(MRP reports)을 참고로 하여 국내원전의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을 기술하였으며 국내 원전의 내부구조물 부위별 재료를 조사

하여 실었다.

국내 원전 중 검사를 실시하여 결함신호가 발견된 것으로 보고된(1999) 고리  1호
기와 2호기를 대상으로 핵연료교체이력 및 운전이력을 반영한 중성자 조사량 

(fluence)을 계산결과를 실었다.  

Ⅳ. 보고서의 활용계획 및 건의사항

본 보고서가 계속운전 중에 있는 고리 1호기를 비롯하여 장기운전에 들어갈 후속 

국내원전의 내부구조물의 검사주기 및 검사 범위 등의 최적화를 통해 가동 중 안전

을 확보하는 기술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추가 연구를 통해 아래의 내용들이 보완된 기술자료집을 만들 필요가 있다.
-국내 원전별, 부품부위별 정밀 가동 중 검사 전략

-국외 원전의 내부구조물 교체사례 분석

-내부구조물 교체 기술 분석

-조사유기응력부식균열 등 열화기구 규명연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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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Ⅰ. Project Title
    Aging Management Strategy for Reactor Internals of Korean  Nuclear Power 
Plants

Ⅱ. Objectives and Importance of the Report

Irradiation-assisted stress corrosion cracking (IASCC) of reactor core internals due to 
material degradation and water chemistry change has been reported in fuel rod in 
1960's, a control rod in 1970's and a baffle former bolt of light water reactors (LWRs) 
in recent years. 

The first PWR in Republic of Korea (Kori-1) has been operating under another 10 year 
licence after 30 year operation since 2008. A life extension of other plants will be  
expected in Korea.

 A review of recent researches and management technologies of IASCC in the PWRs 
for establishing a proactive management technology for IASCC of core internals in 
Korean PWRs is strongly needed.

As a part of mid and long term nuclear research and development program in Korea, a 
project of 'Aging management strategy for reactor internals of Korean  nuclear power 
plants' has been carried out over the last three years since 2007. 

In order to guide a degradation management strategy for reactor internals of Korean 
nuclear power plants based on understanding of IASCC mechanism, this technical report 
has been prepared.

Ⅲ. Scope and Contents of the Report

This report describes the various factors on the IASCC of reactor internals in terms of 
fluence, stress, water chemistries and materials. The materials of each component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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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nuclear power plants have been surveyed.  A technical report for the 
management of reactor internals issued by EPRI was reviewed regarding the selection of 
the most susceptible areas among  the many components. Baffle former bolts are 
considered to be the most susceptible parts due to the high irradiation level (fluence) 
and high tensile stress.

The neutron fluence of Kori-1 and Kori-2 was calculated based on their fuel exchange 
history, fuel performance and plant operation history.

Ⅳ. Proposal for Applications

This report will be used for a more advanced inspection and maintenance guidelines 
development by supplying inspection intervals and components (most susceptible regions) 
for the long term operation of the plants.   

More developed technical reports will be available by study the followings:
- Inspection strategies for each Korean plant depending on the materials and operation 

history. 
- Review on the replacement experience of foreign plants.
- Analysis of replacement technologies of reactor internals.
- Understanding of IASCC mechanism of reactor internal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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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한국원자력 연구원에서는 2007년도부터 ‘노내구조물 조사유기 응력부식균열 관리기

술개발’과제를 원자력 중장기 연구개발 사업 중 지식경제부의 원전기술혁신분과에

서 주관하는 연구개발 사업으로 추진하였다. 그 1단계(2007-2009)연구를 마감하면서 

국내 가압경수형 원자로의 내부구조물 (reactor internals)의 열화 (degradation)를 적절

히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의 일부를 담은 본 기술 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다.

경수로 (light water reactor, LWR) 원전의 내부 구조물 재료는 고온 고압의 1차 계통

수 환경과 더불어 높은 중성자에 조사 (irradiation)되어 재료의 여러 가지 열화가 일

어난다. 본 보고서에서는 그 열화 기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조사 유기 응력부식균

열 (irradiation assisted stress corrosion, IASCC)을 중심으로 언급하였으며 그 외 다른 

열화기구 (Wear, Fatigue, Thermal Aging Embrittlement, Irradiation Embrittlement, Void 
Swelling, Thermal and Irradiation-induced Stress Relaxation or Irradiation Creep)에 대해

서는 간략히 취급하였다. 

1960년대 초 핵연료봉을 시작으로, 1970년대 비등수로 (boiling water reactor, BWR)
의 중성자원 홀더와 제어봉 흡수관 등에서 발견되었고, 최근 들어 가압형 경수로 

(PWR, pressurized water reactor)의 배플 포머 볼트 (baffle former bolt) 등에서 관찰되

었다. 해외에서는 주로 BWR에서 발생한 IASCC에 대한 다양한 분석 및 보고가 선

행되었으며, 최근 PWR에서도 IASCC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어 그 발생기구 및 원인

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에 있으나, BWR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술적 이해도

가 낮은 편이다. 따라서 국내 가동 중인 원전의 대부분인 PWR에서의 IASCC에 의

한 노내 구조물 재료의 손상을 미리 관리하고 대처하기 위해서 기존 연구의 기술현

황 및 선행 자료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최근(2009) 미국의 EPRI에서 제시하고 있는 원자로 내부구조물 관리방안을 담을 기

술자료집 (MRP reports)을 참고로 하여 국내원전의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

는 내용을 기술하였으며 국내 원전의 내부구조물 부위별 재료를 조사하여 실었다.

가압경수로 원전의 원자로 압력용기재료에 대한 중성자 조사취화 평가는 고속중성

자(E>1.0MeV)의 영향을 가장 심각하게 받는 노심대부위의 각 재료별, 위치별 중성

자조사량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기준점이 된다. 

현재까지 경수로 원전의 안전성은 원자로 압력용기 자체의 중성자 조사취화에 따른 

건전성 확보에 주안점이 맞추어져 왔으며 원자로내 구조물, 예를들면 배플과 포머

를 연결하는 볼트등 원자로내의 세부적인 부품등의 건전성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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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지 않은 것이 사실이나 원자로 가동 년수가 증대되고 내부 구조물의 손상에 의한 

원자로 정지에 따른 경제성이 커다란 문제로 대두되고 구조물들의 건전성 또한 심

각하게 고려하여 최적의 부품으로 교체하는등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
에 대한 대표적인 예를들면 국내에서도 원자로 제어봉 안내관을 부식에 더 강한 재

료로 교체하는등 내부 구조물들의 검사 및 감시를 강화해 가고 있는 현실을 들 수 

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의 일환으로 국내에서도 원자로내 구조물에 대한 중성자 

조사유기 응력부식균열 (IASCC)에 관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를 뒷바침하

기 위하여 국내 원자로에서 내부 구조물에 결함이 발생한 부위가 있는지를 우선 검

토한 결과 가장 문제가 된 부위가 Baffle to former bolt라는 것이 알려져 이 부위를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었다.   

우선 국내 원전중 검사를 실시하여 결함시호가 발견된 것으로 보고된(1999) 고리  

1호기와 2호기를 대상으로 핵연료교체이력 및 운전이력을 반영한 중성자 조사량 

(fluence)을 계산하였다. 

본 보고서가 계속운전 중에 있는 고리 1호기를 비롯하여 장기운전에 들어갈 후속 

국내원전의 내부구조물의 검사주기 및 검사 범위등의 최적화를 통해 가동중 안전을 

확보하는 기술적 단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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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본 론

제 1 절  개 요

2000년대 이후 'Int. Conf. on Environmental Degradation of Materials in Nuclear Power 
Systems - Water Reactors' 등 국제학술대회를 중심으로 PWR 또는 BWR 원자로 내

부에서 중성자 조사된 노내 구조물에서 인출한 시편, 그리고 노내 구조물 재료로 

제작하여 양성자 조사된 시편에 대한 PWR 수화학 환경에서 측정한 SSRT 실험 결

과들이 보고되었다. 본 보고서에는 이들의 결과를 Table 1.1과 같이 종합 정리하였

다.

Suzuki 등[1]은 가동중인 PWR에서 인출한 냉간가공된 CW 316SS tube와 용체화처리

된 SA 304SS bar 시편에 대해 PWR 1차측 환경에서 SSRT를 수행하였다. 중성자 조

사량은 3×1022 n/cm2 (E > 0.1 MeV)이고, SSRT 실험 온도는 290, 325, 340℃였다. 조
사된 시편에 대한 FEG-TEM 분석으로부터 주요 원소 및 불순물들이 입계에 편석을 

관찰한 결과, 입계에서 Cr과 Mo의 결핍, Ni과 Si의 과잉현상이 발견되었다. IASCC
에 대한 threshold fluence는 대략 1021 n/cm2의 범위로 예측되었으며, Table 1.1에서와 

같이 SSRT 실험 온도가 증가할수록 IASCC 민감도도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

탕으로 입계에서의 주요 원소의 편석이 주요 원인중 하나로 주장하였다.

Conermann 등[2]은 수명연장된 세 개의 미국 PWR에서 인출한 노내 구조물 bolt와 

lock bar에 대해 방사선 조사에 따른 미세구조 및 IASCC를 분석하였다. 냉간가공된 

CW 316 및 347 bolt와 304 lock bar 시편의 조사량은 1.4×1022 n/cm2 (E>1MeV) (~ 
20pda) 였다. SSRT 실험결과로부터 시편들 모두 IASCC 민감성을 보였으며, 표 3에
서와 같이 조사량의 증가에 따라 IASCC 민감도의 증가가 관찰되었다.

Furutani 등[3]은 일본 PWR에서 9 EFPY 동안 대략 310 ℃에서 5×1022 n/cm2 (E > 
0.1 MeV)으로 조사된 thimble tube를 인출하여 시편을 제조하여, 조사되지 않은 

archive 재료와 함께, 미세 경도, 인장시험 및 PWR 환경에서 SSRT 실험을 수행하였

다. Table 1.1에서와 같이 조사에 의해 인장 강도 및 경도가 크게 증가하였고, 연성

의 감소도 컸다. PWR 1차측 환경에서 SSRT 실험 결과, DH 증가에 따라 %IGSCC
도 증가하였고, 불황성 가스 분위기에서 수행한 SSRT 결과에서도 소량의 IGSCC가 

발견되었다. 미세구조 분석으로부터 입계에서 Fe, Cr, Mo의 결핍 및 Ni과 Si의 과잉 

형상이 관찰되었다.

Busby와 Was[4]는 실제 PWR에서 인출된 시편은 아니지만, PWR baffle bolt용 304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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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men DPA
Temp 

(℃)
YS(MPa) UTS (MPa)

Elongation 

(%)

DH 

(cc/kg)

DO 

(ppb)
IG (%)

TG 

(%)
Test Reference

CW 316

0 662 882 25 Tensile

1

0.75 340 552 10.8 30 <5 0 0 SSRT
1.5 340 583 14.8 30 <5 0 0 SSRT
4.5 340 758 6.2 30 <5 14 0 SSRT

9 340 689 a 30 <5 18a 0 SSRT

Table 1.1 Summary of SSRT results in primary water chemistry of PWR from many literatures. 
Some results of tensile tests are also provided for comparison.

와 316SS 재료를 사용하여 4가지 열처리 조건(AS-solution annealed 304SS, 
BS-solution annealed 316SS, BR-cold worked 316SS, BD-desensitized 316SS)으로 시편

을 제작한 후, 360 ℃에서 5.5 dpa까지 3.2 MeV proton 조사를 수행하였다. 
BWR-NWC 및 PW 조건에서 CERT를 수행하였고, Table 1.1에서는 PWR의 1차측 환

경에서 얻은 결과만 수록하였다. AS 및 BS 시편은 모두 IASCC에 민감성을 보였고, 
BD 시편의 경우 de-sensitization 이후에도 입계의 Cr 결핍이 잔존하여 IASCC 거동을 

보였다. BR 시편의 경우 IG 경향은 없었으며, 작은 양의 TG 균열은 관찰되었다.

Conermann 등[5]은 23년간 운전한 PWR에서 인출한 BMI (flux thimble) tube로 PWR 
1차측 환경에서 SSRT 실험을 수행하였다. SSRT 실험결과 35 dpa 이상 조사된 시편

의 경우 모든 표면이 IGSCC 경향을 보였고, 조사에 의해 강도가 증가하고 연성이 

감소하는 전형적인 기계적 특성도 관찰되었다. 또한 PWR 1차측 환경에서 수행한 

O-ring 균열 개시 실험으로부터 time-to-failure와 stress의 상관도를 측정하였는데, 이 

결과는 본 절의 제 2항에서 상세히 기술하였다.

Massoud 등[6]은 PWR baffle plate용 SA 304L 및 baffle bolt용 CW 316로 인장시편으

로 제작후, RIAR (Research Institute of Atomic Reactors, Russia)에서 300 ℃ 조건으로 

대략 5 dpa 수준으로 중성자 조사를 수행하였다. 조사 스펙트럼의 효과를 관찰하기 

위해, 하부는 속중성자, 상부는 속중성자와 열중성자 혼합 위치에서 조사하였다. 특
히 RIAR의 열중성자에 의해 재료내의 Ni과 B으로부터 생성된 He의 농도를 계산함

으로서 IASCC에 미치는 He의 영향을 고찰하였다. 인장 실험 결과 He의 농도에 따

른 기계적 특성의 변화는 크지 않았으나, SSRT 실험 결과는 조금 다른 특징을 보였

다. 즉, He의 농도가 낮은 시편에서는 주로 IGSCC 경향의 취성파괴 거동이, He의 

농도가 높은 시편에서는 TGSCC 경향이 높았다.

Nishioka 등[7]은 16 cycle동안 상용 운전한 4-loop PWR에서 인출한 CW 316SS core 
thimble tube로부터 시편을 제작하여 SSRT 실험을 수행하였다. 표 3에서와 같이 다

른 연구자들의 중성자 조사에 따른 IASCC 거동과 유사한 결과를 얻었으며, 특히 

uniaxial constant load 실험으로부터 time-to-failure와 stress의 상관도를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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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325 702 15 30 <5 0 0 SSRT
4.5 325 735 9.8 30 <5 0 0 SSRT
9 325 835 8 30 <5 5 0 SSRT
15 325 832 1 30 <5 16 0 SSRT
45 325 508 a 30 <5 60a 0 SSRT
9 290 812 5.9 30 <5 0 0 SSRT
15 290 706 a 30 <5 13a 0 SSRT
45 290 642 a 30 <5 20a 0 SSRT

SA 304
0 418 659 49 Tensile

13 325 657 11 30 <5 <2 32 SSRT
7.5 325 816 7.8 30 <5 <2 20 SSRT

SH 316

0 20 505 683 30 Tensile

2

10~14 20 960~1064 1031~1090 14.4~18.6 Tensile
10~14 320 827~871 863~907 8.5 Tensile

10~14 290 724~786 752~860 5.8~9.8 30 <5 7~20 SSRT

10~14 320 827~903 924~952 6.9~8.6 30 <5 1~19 SSRT

SA 347

0 20 242 527 60.7 Tensile

2
4.5~10.6 20 1001~1074 1067~1123 17.4~19.8 Tensile

6~15 320 965~1037 994~1056 7.2~7.5 Tensile
10.6 290 899 965 7.6 30 <5 4 SSRT

4.5~15 320 800~1007 848~1055 4.1~7.7 30 <5 2~25 SSRT

SA 304

0 20 242 590 60 Tensile

2
20.72 20 1123 1123 28.3 Tensile
20.72 320 967 967 9.6 Tensile
20.72 320 896 924 6.8 30 <5 9 SSRT

CW 316

0 320 349~350 465 24.7~26.8 Air Tensile

3

75 320 827~969 832~998 4.8~5.3 Air Tensile
75 320 1009~1047 5.8~5.9 Ar 3~4b SSRT
0 320 635 27.1 0 <1 0 0 SSRT
75 320 972~1074 2.9~3.9 0 <1 16~25 SSRT
75 320 880~907 2.5~3.3 15 30~31 SSRT
75 320 848~858 2.8 30 54~78 SSRT

SA 304 5.5 320 399.2 23.4 35.2 <5 59.5 CERT

4
SA 316 5.5 320 344.7 - 35.2 <5 - CERT
CW 316 5.5 320 913.6 6.4 35.2 <5 0 CERT
DS 316 5.5 320 431 22.1 35.2 <5 29.4 CERT

CW 316

65 320 Ar <3 0 SSRT

5

65 340 Ar 12 0 SSRT
0 340 30 <5 0 13 SSRT
17 340 30 <5 50 0 SSRT
35 340 30 <5 75~100 0 SSRT
61 340 30 <5 100 0 SSRT
65 320 30 <5 100 0 SSRT

65 340 30 <5 100 0 SSRT

SA 304

0c 330 208~214 441~448 34.3~34.4 Air Tensile

6

4.5d 330 721 741 9.1 Air Tensile
4.3e 330 746 758 8.1 Air Tensile
0c 320 223 490 39.8 30 <10 0 0 SSRT

4.6d 320 709 809 4.8 30 <10 71 0 SSRT
4.5e 320 650 670 5.4 30 <10 0 33 SSRT



- 6 -

CW 316

0c 330 486~488 604~614 10.8~14.0 Air Tensile

6

5.2d 330 896 931 9 Air Tensile
5.0e 330 894 928 9.5 Air Tensile
0c 320 661 775 9.7 30 <10 0 0 SSRT

5.6d 320 880 946 3.5 30 <10 51 0 SSRT
5.4e 320 895 949 3.4 30 <10 19 19 SSRT

CW 316

6 320 971 4.2 30 <5 59 0 SSRT

7

25 320 937 3.3 30 <5 89 0 SSRT
35 320 848~858 2.8 30 <5 54~78 0 SSRT
35 320 1009~1047 5.8 Ar 4 SSRT
38 320 456 1.5 30 <5 86 0 SSRT
53 320 966 4.4 30 <5 94 0 SSRT
54 320 876 2.3 30 <5 81 0 SSRT
73 320 951 3.3 30 <5 98 0 SSRT
73 320 972 4.7 Ar 6 0 SSRT

a : specimen broken at the pin hole
b : intergranular cracking in Ar gas with slow strain rate
c : calculated He 0 appm
d : calculated He 9~15 appm
e : calculated He 294~297 appm
CW : cold worked
SA : solution annealed
SH : strain hardened
DS : de-sensitized
Ref. [1] from core internals of Japanese PWR, strain rate of 1E-7/s
Ref. [2] from fasteners and locking devices from the core baffle of three US PWRs, strain rate of 1E-7/s
Ref. [3] from flux thimble tube of Japanese PWR, strain rate of 6.7E-8/s
Ref. [4] proton-irradiated baffle bolt @ 360℃, 3.2MeV, strain rate of 3.5E-7/s
Ref. [5] BMI tube from a PWR core operated for 23 years, strain rate of 1E-7/s
Ref. [6] neutron-irradiated baffle plate for PWR @300℃ in RIAR, strain rate of 5E-8/s
Ref. [7] core thimble tube in commercial 4-loop PWR operated for 16 cycles, strain rate of 6.7E-8/s
conversion factor : 1.5 dpa (dose) = 1×1021 n/cm2 = 1×1025 n/m2 (fluence) (E>1.0MeV for PW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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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PWR 노내구조물의 IASCC 임계 중성자 조사량

Table 1.1의 실험 결과들로부터 PWR 환경에서 IASCC 거동에 미치는 인자들과의 관

계를 Fig. 2.1~2.3과 같이 새로이 정리하였다. Fig. 2.1은 Table 1.1의 SSRT 실험결과

를 조사량 (dpa)에 따라 도시한 것으로, 온도에 따른 threshold fluence를 구분하였다. 
CW316과 SA304 간의 IASCC 거동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특이할 점은 

Manahan 등[7]에 의해 보고된 바와 같이 strain rate이 1×10-7/s 보다 낮은 조건에서는 

비정상적으로 %IGSCC가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proton 조사 시편의 

경우 대략 35~40 μm의 깊이에서만 방사선 조사의 영향이 나타나므로, 전체 시편에 

대한 SSRT 실험으로부터 %IGSCC를 정량화함에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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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 Effect of fluence on %IGSCC at various temperatures.

Fig. 2.2는 Fig. 2.1에서 얻은 IASCC에 대한 threshold fluence를 온도별로 도시한 것

이다. 온도별 threshold fluence는 290℃에서 약 9 dpa, 320℃에서 약 4 dpa, 325℃에

서 약 3 dpa, 340℃에서 약 2 dpa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threshold fluence(dose)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산소를 함유하는 BWR 수화학 조

건에서 발견되는 IASCC는 0.5×1021 n/cm2 (E > 1 MeV)의 선속(fluence)1) 또는 약 0.7 
dpa2)로 조사 손상이 누적되었을 때 주로 발견되는 것과 비교하면, PWR 환경에서도 

340℃ 이상으로 온도가 증가하면 BWR 환경과 유사한 IASCC 민감성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 number of neutron per area during a time = n/cm2

2) displacement per at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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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 Temperature dependency of threshold fluence to IASCC.

제 3 절 PWR 노내구조물의 IASCC에 미치는 응력의 영향

3.1 PWR 스테인리스강의 IASCC 균열성장속도와 응력확대계수의 관계

Karlsen 등[8]은 BWR 및 PWR에서 인출한 시편으로부터 BWR 및 PWR 수환경에서 

균열성장속도 (CGR3))을 직류전류 전압강하법 (DCPD4))으로 측정하였다. 조사된 시

편의 종류는 347SS(top guide from Wurgassen BWR, 1.5×1021 n/cm2, > 1MeV), 304L 
SS(control blade handle from Oskarshamn 2, BWR, 9.0×1021 n/cm2) 및 304 SS(centre 
filler assembly from Chooz A PWR, 12~25×1021 n/cm2)이며, 1T CT5) 시편을 제작한 

후 DCPD를 이용하여 CGR을 측정하였다.

Karlsen 등[8]에 의해 BWR 수환경(288℃, DO = 6 ppm)에서 측정한 CGR은 Fig. 
3.1(a)와 같이 보고되었다. 응력확대계수가 증가함에 따라 CGR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조사량이 높은 시편들이 전체적으로 큰 CGR 경향을 보였다. 예로 304SS
의 경우 조사량이 10배 증가하면 CGR도 10배 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체적으로 CGR은 K2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3) crack growth rate
4) direct current potential drop method
5) compact t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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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 [9]

Ref. [9]

Ref. [9]

Ref. [9]

Ref. [9]

Ref. [11]

(a) (b)

Fig. 3.1 CGRs vs. K of (a) 304SS and 316SS in BWR [9-11] and (b) in PWR. CT-A 
from Oskarshamn 2 CT-B and -D from Chooz A [8].

또한 Karlsen 등[8]은 PWR 수화학 환경(340℃, DH = 2 ~ 3 ppm)에서도 동일 시편

들에 대해 CGR를 측정하였다. Fig. 3.1(b)에서 Chooz A에서 인출된 304SS 시편들의 

경우 CGR과 K 사이에 특별한 상관관계를 찾을 수가 없었으나, Oskarshamn 2에서 

인출된 304SS 시편들의 경우 K2.6의 상관관계는 찾을 수 있다.

특히 Karlsen 등[8]은 BWR 및 PWR 수화학 환경에서 DO 및 DH를 조절함에 따라 

변화되는 부식전압에 따라 여러 가지 스테인리스강의 CGR를 비교 분석하였다. Fig. 
3.2(a), (b), (c)는 BWR 조건에서 측정한 CGR 결과이며, Fig. 3.2(d)는 PWR 조건에서 

측정한 CGR 결과이다. Fig. 3.2(a)와 같이 316SS(1.5~2.0×1021 n/cm2)의 경우 조사량이 

낮은 304SS(~1.0×1021 n/cm2)와 유사한 거동을 보였는데, BWR-HWC 수화학 환경으

로 변화하여 부식전압이 낮아짐에 따라 CGR이 1/10~1/100배로 낮아졌다. 그러나 

Fig. 3.2(b)와 3.2(c)에서 도시한 바와 같이 상대적으로 조사량이 높은 304SS(각각 

2.0~2.8×1021 n/cm2 및 8.0~9.0×1021 n/cm2) 및 347SS(2×1021 n/cm2)는 DH를 증가시켜 

부식전압을 낮추어도 CGR은 크게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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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 [8]
Ref. [8]
Ref. [9]
Ref. [9]
Ref. [10]

Ref. [9]
Ref. [10]
Ref. [8]

(a) (b)

Ref. [10]
Ref. [8]

Ref. [8]
Ref. [9]
Ref. [9]
Ref. [10]
Ref. [9]

Ref. [8]
Ref. [8]

Ref. [8]

(c) (d)

Fig. 3.2 CGR vs. corrosion potential for (a) 316SS, (b) 347SS and (c) 304L SS in 
BWR and (d) 316, 304, 347 SS in PWR [8-10].

Jenssen 등[10]은 23년간 운전한 BWR의 control rod blade의 상부를 인출하여 균열성

장속도(crack growth rate, CGR)를 응력확대계수(stress intensity factor)에 따라 측정하

였다. 시편은 304L SS이며, 9.1×1021 n/cm2 (E > 1 MeV) (~ 13 dpa) 정도로 조사되었

다. 1T CT 시편을 제작한 후 DCPD를 사용하여 Hot cell에서 288℃의 NWC(inlet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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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0 ppb, outlet DO = 400 ppb) 및 HWC(DH = 100 ~ 190 ppb), 두가지 BWR 수화

학 환경에서 CGR를 측정하였다. 실험 결과는 Fig. 3.3과 같이 Halden 프로젝트의 연

구결과와 비교하여 보고되었다. Jenssen의 실험조건은 gentle cyclic loading(R = 0.7, f 

= 0.05 Hz, Kmax = 14 MPa )후 constant KI loading으로 수행되었으며, Halden 프
로젝트[8]의 경우 288℃ NWC 수화학 환경(DO = 5 ~ 6 ppm)에서 304L 스테인리스

강에 대해 constant loading 및 gentle cyclic loading (constant loading 중 12시간마다 

periodic unloading (R=0.7)) 조건으로 수행되었다. 실험 조건이 일부 다름에도 불구하

고 두 결과는 유사한 KI 의존성을 보였으며, 조사화되지 않은 SS에 대한 스웨덴의 

정리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12.9 dpa의 조사량에서 100배 이상 CGR이 증가됨을 알 

수 있었다.

Ref.[10]

Ref.[8], constant load

Ref.[8], gentle cycling

Fig. 3.3 Comparison of CGR data in BWR from literatures [8, 10].

3.2 PWR 수환경에서 스테인리스강의 IASCC 균열 개시에 미치는 응력의 영향

Conermann 등[5]은 23년간 운전한 PWR에서 인출한 CW 316SS BMI (flux thimble) 
tube로 PWR 1차측 환경에서 O-ring 실험을 통해 IASCC의 균열 개시 (crack 
initiation)에 미치는 응력의 영향을 보고하였다. 시편은 17~65 dpa로 조사되었으며, 
O-ring에 항복강도의 17~100%로 응력을 인가한 후, PWR 1차측 환경에서 IASCC가 

일어나는 time-to-failure를 측정하여 Fig. 3.4(a)와 같이 도시하였다. 이 결과를 바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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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재료가 충분히 조사된 후 100 시간 이내에 IASCC가 발생하는 'short term' 거동 

및 장기간 노출되었을 경우의 'long term' 거동으로 구분하였다. 'long term' 곡선 이

하에서는 장기간 노출되어도 IASCC가 발생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a)

(b)

Fig. 3.4 (a) semi-quantitative plot of the O-ring crack initiation data and (b) 
prediction of IASCC time-to-failure vs. stress [5]

예로 600 MPa의 응력 조건에서 작동하는 부품의 경우, 20 dpa 정도로 조사받은 경

우 수 개월이상 노출되어도 IASCC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40 dpa 정도로 

조사받은 경우 100 시간이내의 짧은 시간에서도 IASCC 손상이 발생하게 된다. 물
론 이러한 추론은 Conermann 등[5]에 의해 얻어진 제한된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하

므로, 추가적인 실험적 검증 및 데이터의 비교가 필요하다.

Takakura 등[12]은 일본 원전에서 10~20 dpa로 조사된 CW 316SS baffle former bolt 
(BFB) 와 10~70 dpa로 조사된 CW 316SS flux thimble tube (FTT)6)로부터 시편을 제

조하여 PWR 1차측 환경(320 및 340℃, DH = 30 cc/kg H2O.STP, DO < 5 ppb)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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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ant load SCC 실험으로부터 다양한 응력조건에서 IASCC가 발생하는 

time-to-failure를 측정하였다. 모든 시편들의 파단면은 IGSCC 경향을 보였다. Fig. 3.5
과 3.6은 각각 320℃ 및 340℃에서 측정한 인가 응력과 time-to-failure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Fig. 3.7과 3.8은 각각 320℃ 및 340℃에서 측정한 인가 응력과 조사량

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IASCC 균열 개시 시간은 인가 응력과 조사량이 증가함

에 따라 대체적으로 짧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BFB와 FTT의 실험결과는 크게 

차이나지 않았다.

Freyer 등[13]은 3군데의 PWR(Beaver Valley 1, H.B. Robinson 2, Ringhals 2)에서 CW 
316SS flux thimble tube를 인출하여 시편을 제조한 후 PWR 1차측 환경(340℃, DH 
= 30 cc/kg H2O.STP, DO < 5 ppb)에서 O-ring test를 통해 IASCC 균열 개시시간을 

측정하였다. 모든 시편들의 파단면은 IGSCC 경향을 보였다. Fig. 3.9(a)와 3.9(b)는 

각각 IASCC 균열 개시 시간과 인가 응력 및 조사량의 상관관계를 도시한 것이다. 
데이타의 편차는 큰 편이지만, 전체적으로 인가 응력과 조사량이 증가할수록 

IASCC 균열 개시시간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조사량이 30 dpa 이상으

로 큰 경우에는 인가 응력이 약 60% YS이하에서는 IASCC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
러한 결과를 근거로 Freyer 등[13]은 IASCC에 대한 threshold stress를 Fig. 3.10과 같

이 예측하였다.

6) Takakura 등[12]의 연구에서 BFB는 일본 원전에서 최장기간 조사된 시편에 해당

하며, 이보다 높은 조사량을 가진 시편과 비교하기 위하여 BFB는 아니지만 조사량

이 높은 위치에 있는 동일 재료로 제작된 FTT를 시편으로 사용하였다. 60 dpa로 조

사된 FTT의 경우 BFB의 위치에서는 대략 60년간 조사된 상태로 예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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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 Constant load SCC test results at 320℃ as stress and σ/σY vs. time-to-failure 
of CW 316SS in PWR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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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 Constant load SCC test results at 340℃ as stress and σ/σY vs. time-to-failure 
of CW 316SS in PWR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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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7 Constant load SCC test results at 320℃ as stress and σ/σY vs. fluence of CW 
316SS in PWR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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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8 Constant load SCC test results at 340℃ as stress and σ/σY vs. fluence of CW 
316SS in PWR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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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3.9 O-ring test results presented as % of irradiated yield strength vs. (a) life and 
(b) dpa of CW 316SS in PWR [13].



- 19 -

Fig. 3.10 Threshold stress estimated from the O-ring test results presented as % of 
irradiated yield strength vs. (a) life and (b) dpa of CW 316SS in PWR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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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PWR 노내구조물의 IASCC에 미치는 수화학의 영향

Fig. 4.1은 Table 1.1의 SSRT 결과들 중 320℃의 PWR 1차측 환경에서 DH의 효과를 

별도로 표시한 것이다. H2 주입에 의해 DO를 5 ppb 이하로 낮출 때 오히려 

%IGSCC가 소폭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Fig. 4.2와 같이 보고된 BWR 환경에

서 수화학내 산소의 농도(DO)가 IASCC에 미치는 영향에서 예측할 수 있는 것과는 

다른 결과이다. Fig. 4.2는 BWR 수화학 조건에서 DO에 따른 %IGSCC를 여러 가지 

조사량에서 측정한 결과[14-16]를 함께 도시한 것이다. SCC에 미치는 DO의 영향과 

유사한 거동을 보이며, 물의 방사 분해에 의해 발생되는 O2에 의해 %IGSCC가 증가

됨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특이할 점은 고온에서 예민화 열처리된 304SS 시편의 

경우 H2 주입으로 DO를 5 ppb 이하로 낮추면 %IGSCC가 0이 되지만, 중성자 조사

된 시편의 경우 DO를 그 이하로 낮추더라도 %IGSCC가 완전히 0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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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 Effect of dissolved hydrogen (DH) on IASCC of CW 316 stainless steels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Kodama 등[3, 16]은 BWR 및 PWR 환경에서 DH가 

IASCC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수소취성 기구의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다른 요

인으로서 Ni계 합금의 PWSCC 민감도와 유사하게 Ni/NiO의 산화환원전위와 DH 농
도에 따른 H2/H+ 산화환원전위가 일치하는 영역에서 최대가 되는 현상과의 연관성

도 고려할 수 있으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실험적 검증은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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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 [15, 16]

Ref. [16]

R e f . 

[17]

R e f . 

[ ]

Ref. [14]

Fig. 4.2 %IGCC versus DO of irradiated 304SS specimens determined from SSRT in 
BWR condition[14-17].

제 5 절 PWR 노내구조물의 IASCC에 미치는 재료의 영향  

5.1 IASCC에 미치는 조사 경화의 영향

중성자 조사에 의해 스테인리스강 내부에 공공과 침입형 원자와 같은 점결함과 전

위 루프가 형성되면, 스테인리스강의 경화가 발생하여 Fig. 5.1과 같이 연성이 저하

하게 된다[18]. 이러한 조사 경화의 미세구조적 변화와 IASCC와 직접적인 비교 실

험을 수행한 바는 없으나, 중성자 조사된 스테인리스강에 대해 BWR 수화학 조건에

서 수행된 YS와 %IGSCC와의 관계는 Fig. 5.2와 같이 보고된 바 있다[17, 19]. 이러

한 결과들로부터 산화 분위기의 BWR 조건에서 IASCC가 주요하게 발생할 수 있는 

YS 경계치로 500 MPa을 제안되었다. 즉 Fig. 5.3과 같이 중성자 조사로 인해 스테

인리스강의 YS가 500 MPa 이상 증가할 때 IASCC 거동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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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1 (a) The yield stress as a function of the square root of the dpa for 
300-series austenitic stainless steels irradiated and tested at about 30
0℃[18]. The square symbol with the error bar is the average and 
approximate range of the unirradiated specimen.

중성자 조사된 스테인리스강에 대해 PWR 수화학 조건에서 SSRT 등을 수행한 결과

는 찾기 힘드나, BWR의 산화성 수화학 조건에서 IASCC 개시에 대한 중성자 조사

량의 경계치가 0.7 dpa인 것과 PWR의 수화학 조건에서 경계치가 3 dpa인 것을 감

안하여 Fig. 5.1과 Fig. 5.2의 결과를 비교하면, 대략 600 ~ 700 MPa 이상으로 YS가 

증가한 경우 PWR 수화학 조건에서 IASCC 거동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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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316 Ref. [14]
304/316 Ref. [20]
CP/HP 304 absorber Ref. [17]
CP 304-B sheath Ref. [17]

Fig. 5.2 Comparison of measured tensile yield strength to %IGSCC for Type 304SS 
and 316SS from SSRT in BWR water[14, 17, 20],

5.2 IASCC에 미치는 RIS의 영향

5.2.1 중성자조사에 의한 입계 Cr 결핍 현상

BWR 및 PWR의 노내구조물인 스테인리스강에서는 중성자 조사에 의해 Cr 및 Fe은 

입계에서 고갈되는 반면에, Si, S, P와 Ni은 입계에 농축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특
히 Cr 고갈의 경우 조사되지 않은 예민화된 스테인리스강 재료의 IGSCC의 주된 요

인으로 이미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보고된 바 있어서, 산화성 분위기의 BWR 수화

학 조건에서 IASCC의 주된 발생 기구로서 주목받았다. 조사에 의한 Cr의 결핍과 

조사화된 재료에 대해 SSRT로 얻어진 %IGSCC 결과들은 Fig. 5.3과 같이 정리된 바 

있다[21]. 

Fig. 5.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산화성 분위기의 BWR 수화학 환경에서 평가한 304SS 
및 316SS 스테인리스강 재료들은 Cr 결핍과 이에 수반된 IGSCC 경향이 나타났으

며, 두 재료 모두 중성자 조사에 의해 2 wt% 정도의 Cr 결핍으로도 IGSCC 경향이 

크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수화학 환경에서는 IASCC 거동이 대부분 

Cr 중성자 조사에 의한 Cr 결핍으로 설명되어 질 수 있으나, 수소 농도를 높인 

BWR-HWC (hydrogenated water chemistry) 또는 PWR 수화학 조건에서는 Cr 결핍만

으로는 원전에서 발생한 IASCC 또는 실험적으로 재현하는 IASCC 거동을 모두 설

명할 수는 없다는 문제도 제기되었다[17, 1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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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4SS Ref. [14]
□ 316SS Ref. [14]
● 304SS Ref. [23]
○ 304SS Ref. [17]
▲ 304SS Ref. [24]
◆ 304SS Ref. [25]
▨ 316SS Ref. [25]
 316SS Ref. [25]

Ref. [21]

Fig. 5.3 Comparison of radiation-induced Cr depletion to the observed %IGSCC in a 
post-irradiated SSRT[14, 17, 23-25].

Scott[22]은 스테인리스강의 IASCC에 대한 여러 가지 실험결과들을 비교하여, 5×1020 
n/cm2 (E > 1 MeV) (~ 1 dpa)이상의 조사량에서 발생하는 Cr의 결핍과 산화성 분위

기의 BWR 수화학 조건에서의 IASCC는 실험적으로 증명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수소 주입으로 산소를 제거한 BWR 및 PWR 수화학 조건에서의 IASCC는 5×1020 ~ 
2×1021 n/cm2 (E > 1 MeV) 정도로 낮은 조사량에서는 억제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

다. 그러나 이보다 조사량이 높은 조건에서 발생되는 PWR의 IASCC는 Cr의 결핍만

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으며, 헬륨 또는 수소 취화과 같은 다른 기구가 작용하리라 

제안하였다. Bruemmer [19]도 여러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현재까지 산화성 분위기의 

BWR 수화학 조건에서 중성자 조사에 의해 입계에서 발생되는 Cr의 결핍이 스테인

리스강의 IASCC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Scott[22]
과 같이 PWR 등 다른 수화학 조건에서 발생하는 IASCC의 원인으로 Cr 결핍이외에 

다른 요인들도 있다고 판단하였다. 예로 중성자 조사에 의해 발생하는 입계에서의 

마르텐사이트 변태도 수소 취화를 야기할 수도 주장하였다. Chung 등[17]도 앞선 연

구자들과 같이 일부 스테인리스강 heat에서 입계에서의 Cr 결핍과 %IGSCC 경향이 

뚜렷했으나, 전체적인 경향을 볼 때 Cr 결핍만을 IASCC의 원인으로 일반화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들은 입계에서의 Cr 결핍을 실험적으로 측정하는 AES 
(Auger electron spectroscopy) depth-profiling 및 FEG-AAEM (field-emission- gun 
advanced analytical electron microscopy)과 같은 측정방법의 한계도 고려하였으나, 그
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IGSCC 결과들은 Cr 결핍만으로 설명할 수 없으며, 다른 주

요 원인이 존재한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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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부품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입계 Cr 과잉 현상

스테인리스강 부품의 제조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입계에서 Cr 및 Mo의 편석과 Fe의 

결핍이 발생한다고 알려졌다. 이들 부품이 원자로에서 사용될 때 중성자가 조사되

면 입계에서의 inverse Kirkendall 효과로 Cr의 결핍이 발생하므로, 입계에서의 Cr의 

농도는 ‘이중 피크’를 갖게 된다[17]. 이 또한 IASCC 거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같은 스테인리스강이더라도 부품으로 제작할 때 다른 열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Cr 결핍 현상의 차이가 IGSCC 경향의 차이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5.2.3 중성자조사에 의한 입계 Ni 과잉 현상

입계에서의 Cr 결핍과 수반되는 Ni 과잉이 IASCC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연구

자들마다 조금 다른 의견을 보였다. BWR 수화학 조건에서 수행된 SSRT 결과는 Ni
의 농도가 감소할수록 스테인리스강의 입계의 준안정성이 저하되어 IGSCC 경향이 

증가한다는 실험 결과[26]와, Ni의 함량이 높은 합금들, 예로 Inconel 800 등이 304 
등 스테인리스강에 비해 SCC 저항성이 높다는 Cookson 등[27]의 실험 결과들로부터 

간접적으로 Ni의 RIS 영향이 검토된 바는 있다.

그러나 Scott[22]은 Cr 결핍이외에 중성자 조사에 의해 입계에서 발생하는 Ni의 과

잉 또는 Fe 및 Mo의 결핍의 경우, Cr 결핍과는 달리 LWR 수화학 조건에서 IASCC
에 영향을 준다는 명백한 실험 결과는 없었다고 보고하였다. Bruemmer 등[19]도 Ni
의 과잉과 Fe의 결핍은 Cr의 결핍과 연동되므로 IASCC에 미치는 영향도 유사하게 

평가될 수 있으나, 조사화되지 않은 스테인리스강의 IGSCC와의 연관성은 현재까지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Chung 등[17]도 Ni의 RIS에 의해 IASCC 저항성이 

증가하는 것에 비해 중성자 조사에 의한 다른 재료적 손상이 더 크게 IASCC에 영

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따라서 Ni의 RIS의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주장하

였다.

5.2.4 중성자조사에 의한 Si, P, S 및 C의 RIS 영향

이전까지 Cr, Ni 및 Fe와 같이 스테인리스강의 주요 합금원소들의 영향에 비해 입

계에서 발생되는 소량 원소인 Si, P, S 및 C의 RIS가 IASCC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험적 근거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었다.

Si의 경우 Bruemmer 등[19]은 입계에서 Si의 RIS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 HP급 스테

인리스강이나 Si의 RIS가 잘 일어나는 CP급 스테인리스강이 유사한 균열 특성을 보

이는 실험 결과들로부터 IASCC에 미치는 Si의 효과도 크지 않은 것으로 주장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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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Chung 등[17]도 스테인리스강 입계에서 Si 및 P의 농도에 따라 수행한 SSRT 실
험 결과들로부터 %IGSCC와의 특별한 경향성을 찾을 수 없었다. 그러나 Scott[22]은 

Si 및 P의 RIS가 IASCC에 영향을 준다는 과학적 근거나 실험적 증거는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원소의 함량 사양을 낮춘 LWR의 스테인리스강 핵연료 피

복재의 균열 저항성이 증가한 것으로부터 이들의 영향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판단

하였다.

이와 같이 이전 실험결과들은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스테인리스강에 포함된 소량 

원소들의 상호 작용, 중성자 조사량 등 체계적이지 않은 실험 조건에서 얻어진 것

으로, 일관된 비교 분석이 힘들었다. 최근 Chung 등[28]에 의해 노르웨이의 Halden 
HBWR에서 여러 가지 조건으로 중성자 조사된 스테인리스강에 대해 얻어진 일련의 

실험결과들은 이들 소량 원소의 RIS가 스테인리스강의 BWR IASCC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해 보다 세밀하고 체계적인 분석이 가능하게 하였다. 이들은 여러 가지 합금 

조성을 가지는 304SS, 316SS 및 348SS 스테인리스강에 대해 288 ℃에서 0.3×1021 
n/cm2 (E > 1 MeV) (~0.4 dpa), 0.9×1021 n/cm2 (E > 1 MeV) (~1.3 dpa) 및 2.0×1021 
n/cm2 (E > 1 MeV) (~3.0 dpa)의 세가지 조건으로 중성자 조사한 후, 288~289 ℃, 8 
ppm의 BWR 수화학 조건에서 SSRT 실험을 수행하였다.

0.4 dpa의 낮은 조사량 조건에서 중성자 조사된 스테인리스강에 대해 SSRT 실험에

서 얻어진 균열은 IGSCC 보다 TGSCC(transgranular stress corrosion cracking) 거동을 

보였다. 특이할 점은 스테인리스강내의 Si 함량이 증가할수록 조사후 항복응력과 최

대응력 증가가 낮았으며, 이러한 시편들의 SCC 민감도도 낮게 나타났다. 그 이유는 

스테인리스강내의 Si 원자는 일반적으로 격자내 치환 자리(substitutional site)를 차지

하는데, 중성자 조사에 의해 생성되는 공공과 우선적으로 반응하여 공공의 응집, 공
공과 불순물의 혼합물 생성 등을 억제하므로, 조사 경화 및 연성 저하를 억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외에 C, N 등의 다른 소량 원소들의 영향은 크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S의 경우 0.009 wt% 이상 함유된 시편들의 TGSCC 민감도가 0.004 wt% 
이하로 함유된 시편들에 비해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BWR 및 PWR에서 보고

된 IASCC 사례들은 0.7 dpa 보다 높은 중성자 조사량에서 보고되었으므로, 0.4 dpa
의 낮은 중성자 조사량에서 분석된 상기의 IASCC 인자가 그대로 현장에 적용되기

는 힘들다.

Chung 등[44]에 따르면, 중성자 조사량이 1.3 dpa로 증가함에 따라 TGSCC 경향은 

감소하였고 IGSCC 경향은 증가하였다. 이 경우 IASCC 민감도를 낮추는 Si의 효과

는 여전히 나타났으나, 일부 시편에서는 다른 경향을 보였으며, 오히려 S의 함량에 

IASCC 경향이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0.004 wt% 이하의 S를 함유

하는 시편들의 조사후 연성 저하 및 IGSCC 민감도는 0.005 wt% 이상의 S를 함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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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시편들에 비해 크게 낮았으며 전체적으로 IASCC 경향을 잘 설명할 수 있었다

(Fig. 5.4). 이러한 결과들로부터 조사량이 증가함에 따라 IASCC에 미치는 Si의 영향

보다 S의 영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a)

(b)

Fig. 5.4 Effects of S on (a) uniform and total elongation of Type 304 and 304L steels; 
one group contains low concentrations of S (< 0.004 wt%), and the other 
contains relatively higher concentrations of S (> 0.005 wt%) [28]

Chung 등[28]에 의해 3.0 dpa의 중성자 조사량이 조사된 스테인리스강 재료들의 

SSRT 실험에서 얻어진 IASCC 균열도 IGSCC 경향을 보였다. 여러 가지 조성의 재

료에서 얻어진 결과를 종합한 결과 낮은 조사량에서 얻어진 결과와 동일하게 

%IGSCC와 Ni, Mn, P, N 및 O 등은 큰 연관성이 없었다. 특이할 점은 조사량이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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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할수록 Si의 영향도 크지 않았으며, S와 C의 효과가 나타났다. Fig. 5.5와 같이 S
의 함량이 0.003 wt% 이상일 경우 C 및 다른 소량 원소들의 함량과는 무관하게 

%IGSCC가 컸다. 그러나 S의 함량이 0.002 wt% 이하일 경우 C의 함량이 0.03 wt% 
이하인 시편들의 IASCC 민감도는 상대적으로 컸으나, 0.05 wt% 이상인 시편들의 

IASCC 민감도는 매우 낮았다. 즉, S의 함량이 0.002 wt% 이하이고 C의 함량이  

0.05 wt% 이상인 시편들의 IASCC 저항성이 가장 우수하였다. 

Chung 등[28]은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연구자들의 결과들도 비교 분석

하여, Fig. 5.6과 같이 3 dpa 이상의 높은 중성자 조사량 조건에서 조사된 스테인리

스강의 BWR 수화학 조건(8~32 ppm DO)에서 IASCC 저항성/민감도를 나타내는 S와 

C의 조성도를 작성하였다. Fig. 5.6에 도시한 실험 결과들은 중성자, 이온 또는 양성

자 조사된 스테인리스강 시편에 대해 SSRT, CGR 또는 tube-expansion 방법으로 얻

어진 것들이다. 모든 실험 결과들이 높은 조사량 조건에서 스테인리스강의 IASCC
에 S와 C 조성이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일관되게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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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5.5 Effects of neutron damage on IASCC susceptibility (%IGSCC) of Type 304SS 
and 316SS (a) that contain low concentration of S (<0.0023 wt%) and high 
concentration of C(> 0.05 wt%) and (b) that contain high concentration of S 
(> 0.003 wt%) and that contain low concentration of C (< 0.03 wt%) and S 
(≤ 0.002 wt%)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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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304/316, He ion, SSRT, Ref. [29]
S304, proton, Ref. [30]
S304, BWR, CGR, Ref. [11]
R316, BWR, SSRT, Ref. [25]
R316, BWR, SSRT, Ref. [31]
S1.4541/316, BWR, tube-exp, Ref. [32]
SHP304, He ion, SSRT, Ref. [32]
S304/316, ATR, SSRT, Ref. [20]
S304/316, BWR, SSRT, Ref. [29, 
32]
SHP304, BWR, SSRT, Ref. [33, 34]
SHP304, proton SSRT, Ref. [27]
S304/316, BWR, SSRT, Ref. 
[14-16,31]
S304/316, BWR, SSRT, Ref. [15]
S304/316, JRR, SSRT, Ref. [35, 36]
S304/316, BWR, SSRT, Ref. [37]
S304/316, BWR, SSRT, Ref. [31]
R316, BWR, SSRT, Ref. [38]
S304L, Halden, CGR, Ref. [39]
R304/316 H ld SSRT R f [28]

R304/316, He ion, SSRT, Ref. [29]
S304, proton, Ref. [30]
S304, BWR, CGR, Ref. [11]
R316, BWR, SSRT, Ref. [25]
R316, BWR, SSRT, Ref. [31]
S1.4541/316, BWR, tube-exp, Ref. [32]
SHP304, He ion, SSRT, Ref. [32]
S304/316, ATR, SSRT, Ref. [20]
S304/316, BWR, SSRT, Ref. [29, 32]
SHP304, BWR, SSRT, Ref. [33, 34]
SHP304, proton SSRT, Ref. [27]
S304/316, BWR, SSRT, Ref. [14-16,31]
S304/316, BWR, SSRT, Ref. [15]
S304/316, JRR, SSRT, Ref. [35, 36]
S304/316, BWR, SSRT, Ref. [37]
S304/316, BWR, SSRT, Ref. [31]
R316, BWR, SSRT, Ref. [38]
S304L, Halden, CGR, Ref. [39]
R304/316, Halden, SSRT, Ref. [28]
S304/316, Halden, SSRT, Ref. [28]

(b)

Fig. 5.6 (a) Range of bulk S and C contents in which 304SS and 316SS are 
resistant or susceptible to IASCC in BWR-like oxidizing water, and (b) 
expanded view of low S portion in detail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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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component Material
Core barrel assembly Type 304 stainless steel; Alloy A-286

Upper guide structure assembly
Type 304 stainless steel; Grade CF-8 cast stainless 
steel; Alloy A-286

Core shroud assembly Type 304 stainless steel

Hold-down rings Type 304 stainless steel

Bolts and pins Alloy A-286 and Type 316 stainless steel

Wear surfaces Chrome plating; Stellite 25 hardfacing

Flow baffles Alloy 600

Core stabilizer lugs Alloy 600

Table 6.2 Combustion Engineering reactor vessel internal materials[6.3]. 

제 6 절 국내원전 노내구조물 사용 재료 

노내구조물의 주요 재료는 Type 304 스테인리스강, bolts나 dowel pin의 경우 Type 
316 스테인리스강, radial support key bolts의 경우에는 Inconel-750 등을 주로 사용하

는데 각 원자로 노형에 따른 노내구조물 사용재료를 Table 6.1, Table 6.2에 나타내

었다. 
 

Alloy 600Core support pads

Alloy X-750Radial support key bolts

Type 316 stainless steelHold-down spring

Grade CF-8 cast stainless steelCruciform instrument guides

Grade CF-8 cast stainless steelFlow mixer

Type 316 stainless steelBolts and dowel pins

Alloy X-750Split pins

Type 304 cold-worked stainless steelFlux thimbles

Type 304 stainless steel; Grade CF-8 cast stainless steelLower support structure

Type 304 stainless steelUpper support structure

Type 304 stainless steelCore barrel, thermal shield, shroud, 
formers and baffles

MaterialSubcomponent

Alloy 600Core support pads

Alloy X-750Radial support key bolts

Type 316 stainless steelHold-down spring

Grade CF-8 cast stainless steelCruciform instrument guides

Grade CF-8 cast stainless steelFlow mixer

Type 316 stainless steelBolts and dowel pins

Alloy X-750Split pins

Type 304 cold-worked stainless steelFlux thimbles

Type 304 stainless steel; Grade CF-8 cast stainless steelLower support structure

Type 304 stainless steelUpper support structure

Type 304 stainless steelCore barrel, thermal shield, shroud, 
formers and baffles

MaterialSubcomponent

Table 6.1 Westinghouse reactor vessel internal materials[6.1].

국내 원전의 노내구조물에 사용되는 재료를 각 호기별로 나타내면 Table 6.3 ∼

Table 6.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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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고리 원전

ASTM A276 Type 304Locking Devices

Stainless Steel Weld Metal Analysis A-7Weld Buttering

ASTM A193 Gr B-8Nuts

W PDS 70041EA [equivalent to ASTM A193 Gr B8M (65 MYS/90MTS)]
W PDS 70041EJ equivalent to Inconel 750 A461 Gr 688

Bolting

ASTM A351 Gr CF8 or CF8ACastings

ASTM A276 Type 304Bars

ASTM A213 Type 304Tubes

ASTM A312 Type 304 Seamless or ASTM A376 Type 304Pipes

ASTM A240 Type 304Plates

ASTM A182 Type F304Forgings

Material

ASTM A276 Type 304Locking Devices

Stainless Steel Weld Metal Analysis A-7Weld Buttering

ASTM A193 Gr B-8Nuts

W PDS 70041EA [equivalent to ASTM A193 Gr B8M (65 MYS/90MTS)]
W PDS 70041EJ equivalent to Inconel 750 A461 Gr 688

Bolting

ASTM A351 Gr CF8 or CF8ACastings

ASTM A276 Type 304Bars

ASTM A213 Type 304Tubes

ASTM A312 Type 304 Seamless or ASTM A376 Type 304Pipes

ASTM A240 Type 304Plates

ASTM A182 Type F304Forgings

Material

Table 6.3 Material for reactor internal of Kori unit 1·2[6.1].

SA479 Type 304Locking Devices

SA193 Gr B-8Nuts

SA193 Gr B8M (65 MYS/90MTS)  
Code Case 1618 Inconel 750 SA461 Gr 688

Bolting

SA351 Gr CF8 or CF8ACastings

SA479 Type 304 & 410Bars

SA213 Type 304Tubes

SA312 Type 304 Seamless or  SA376 Type 304Pipes

SA240 Type 304Plates

SA182 Type F304Forgings

Material

SA479 Type 304Locking Devices

SA193 Gr B-8Nuts

SA193 Gr B8M (65 MYS/90MTS)  
Code Case 1618 Inconel 750 SA461 Gr 688

Bolting

SA351 Gr CF8 or CF8ACastings

SA479 Type 304 & 410Bars

SA213 Type 304Tubes

SA312 Type 304 Seamless or  SA376 Type 304Pipes

SA240 Type 304Plates

SA182 Type F304Forgings

Material

Table 6.4 Material for reactor internal of Kori unit 3·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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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영광 원전

SA479 Type 304Locking Devices

SA193 Gr B-8Nuts

SA193 Gr B8M (65 MYS/90MTS)  
Code Case 1618 Inconel 750 SA461 Gr 688

Bolting

SA479 Type 304 Bars

SA213 Type 304Tubes

SA312 Type 304 Seamless Pipes

SA240 Type 304Plates

SA182 Type F304Forgings

Material

SA479 Type 304Locking Devices

SA193 Gr B-8Nuts

SA193 Gr B8M (65 MYS/90MTS)  
Code Case 1618 Inconel 750 SA461 Gr 688

Bolting

SA479 Type 304 Bars

SA213 Type 304Tubes

SA312 Type 304 Seamless Pipes

SA240 Type 304Plates

SA182 Type F304Forgings

Material

Table 6.5 Material for reactor internal of Yonggwang unit 1·2[6.3]

Precipitation hardening stainless steel ; 
SA453 Gr 660, SA638 Gr 660

Type 304 austenitic stainless steel ; 
SA182, SA240, SA479

Chrome plating ; Federal Specification No. QQ-C-320b
Hardfacing ; Stellite 25

Chrome plating and hardfacing

SA453 Gr 660 & SA638 Gr 660Bolts and pins

SA182, modified to ASME Code Case N-124Holddown ring

Type 304 austenitic stainless steel ;
SA182, SA240

Core shroud assembly

Type 347 austenitic stainless steel ;
SA479, SA312

Precipitation hardening stainless steel ;
SA638 Gr 660

Type 304 austenitic stainless steel ; 
SA182, SA240, SA213, SA479

Upper guide structure assembly

Core support barrel assembly

Material

Precipitation hardening stainless steel ; 
SA453 Gr 660, SA638 Gr 660

Type 304 austenitic stainless steel ; 
SA182, SA240, SA479

Chrome plating ; Federal Specification No. QQ-C-320b
Hardfacing ; Stellite 25

Chrome plating and hardfacing

SA453 Gr 660 & SA638 Gr 660Bolts and pins

SA182, modified to ASME Code Case N-124Holddown ring

Type 304 austenitic stainless steel ;
SA182, SA240

Core shroud assembly

Type 347 austenitic stainless steel ;
SA479, SA312

Precipitation hardening stainless steel ;
SA638 Gr 660

Type 304 austenitic stainless steel ; 
SA182, SA240, SA213, SA479

Upper guide structure assembly

Core support barrel assembly

Material

Table 6.6 Material for reactor internal of Yonggwang unit 3·4·5·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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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울진 원전

RCC-M M 3405 (Type Z4 CN 20-09)Casting

RCC-M M 3205 (Type Z3 CN 13)Holddown spring

RCC-M M 3308 (Type Z6 CND 17-12 strain harden)Bolting

RCC-M M 3304 (Type Z2 CN 18-20)Pipes and tubes

RCC-M M 3310 (Type Z2 CN 18-20)Plates

RCC-M M 3302 (Type Z3 CN 18-20)
RCC-M M 3301 (Type Z2 CN 18-10)

Forgings

Material

RCC-M M 3405 (Type Z4 CN 20-09)Casting

RCC-M M 3205 (Type Z3 CN 13)Holddown spring

RCC-M M 3308 (Type Z6 CND 17-12 strain harden)Bolting

RCC-M M 3304 (Type Z2 CN 18-20)Pipes and tubes

RCC-M M 3310 (Type Z2 CN 18-20)Plates

RCC-M M 3302 (Type Z3 CN 18-20)
RCC-M M 3301 (Type Z2 CN 18-10)

Forgings

Material

Table 6.7 Material for reactor internal of Ulchin unit 1·2[6.2].

Precipitation hardening stainless steel ; 
SA453 Gr 660, SA638 Gr 660

Type 304 austenitic stainless steel ; 
SA182, SA240, SA479

Chrome plating ; Federal Specification No. QQ-C-320b
Hardfacing ; Stellite 25

Chrome plating and hardfacing

SA453 Gr 660 & SA638 Gr 660Bolts and pins

SA182, modified to ASME Code Case N-124Holddown ring

Type 304 austenitic stainless steel ;
SA182, SA240

Core shroud assembly

Type 347 austenitic stainless steel ;
SA479, SA312

Precipitation hardening stainless steel ;
SA638 Gr 660

Type 304 austenitic stainless steel ; 
SA182, SA240, SA213, SA479

Upper guide structure assembly

Core support barrel assembly

Material

Precipitation hardening stainless steel ; 
SA453 Gr 660, SA638 Gr 660

Type 304 austenitic stainless steel ; 
SA182, SA240, SA479

Chrome plating ; Federal Specification No. QQ-C-320b
Hardfacing ; Stellite 25

Chrome plating and hardfacing

SA453 Gr 660 & SA638 Gr 660Bolts and pins

SA182, modified to ASME Code Case N-124Holddown ring

Type 304 austenitic stainless steel ;
SA182, SA240

Core shroud assembly

Type 347 austenitic stainless steel ;
SA479, SA312

Precipitation hardening stainless steel ;
SA638 Gr 660

Type 304 austenitic stainless steel ; 
SA182, SA240, SA213, SA479

Upper guide structure assembly

Core support barrel assembly

Material

Table 6.8 Material for reactor internal of Ulchin unit 3·4·5·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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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절 국외의 원전내부구조물 관리 전략  

EPRI MRP 191 보고서를 중심으로 미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원전내부구조물 관리 

전략을 요약하였다.

7.1 열화기구 및 취약부위 선정

7.1.1 응력부식균열 (SCC)

○ Stress corrosion cracking (SCC): degradation of structural materials as a response to 
aggressive combinations of stress, environment (including temperature) and low 
material resistance.

○ In PWRs a common form of SCC is the intergranular stress corrosion cracking of 
austenitic Ni-base alloys such as Alloy 600 and Alloy X-750 in primary water 
environments; this is referred to as PWSCC.

○ In general, PWR water has an extremely low oxidation potential and SCC is not a 
concern for most alloys, including the extensively used austenitic stainless steels. 

○ Although there is very little evidence of stress corrosion cracking in these alloys, 
occasional occurrences have been reported in the literature and, hence, stress 
thresholds have been set for each material. 

응력부식균열은 재료가 높은 인장응력, 부식환경에 놓이는 경우에 발생하는데, 원전 

1차 계통수에서 Alloy 600, Alloy X-750등에 일어나는 입계응력부식균열을 PWSCC
라고 한다. 일차계통수는 용존산소량이 매우 낮고 불순물이 거의 없으므로 재료에 

균열이 잘 발생하지은 않으나 일정수준 이상의 응력이 가해지는 경우에는 균열이 

발생할 수 있다.
PWR 내부구조물 재료에서 균열을 일으키는 인자를 정리 자료가 Table 7.1이다. 

7.1.2 조사유기 응력부식균열 (IASCC)

○ Irradiation Assisted Stress Corrosion Cracking (IASCC) : a unique form of SCC that 
occurs only in highly irradiated components. 

○ Evaluation of IASCC susceptibility requires additional consideration of the neutron 
exposure.

○ A fluence-dependent screening stress was established for IASCC in austenitic 
stainless steels in MRP-175 [4]. (Table 7.1 Figure 7.1)

○ A threshold fluence for IASCC occurs at approximately 3 dpa. Above this fluence 



- 43 -

Table 7.1 Stress Corrosion Cracking (SCC) Screening Criteria for PWR 
Internals Materials (MRP-191)

threshold, the required stress drops sharply with increasing neutron dose.

중성자 조장 응력부식균열 (Irradiation Assisted Stress Corrosion Cracking (IASCC))은 

높은 중성자 조사환경에서 일어나는 SCC의 일종인데 그 민감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는 중성자조사의 효과를 고려해야한다.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레스 강의 방사선 조사

분위기에서 IASCC를 일으키는 응력은 MRP-175에 언급되어 있으며 Table 7.2와 Fig. 
7.1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IASCC를 일으키는 임계 조사량은 3 dpa가량으로서 그 

이상의 조사량 환경에서는 훨씬 낮은 응력에서도 균열이 발생함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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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2 Irradiation Assisted Stress Corrosion Cracking (IASCC) Screening 
Criteria (MRP-191) 

Fig. 7.1 MRP-175 Screening Criteria for IASCC (MRP-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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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3 Wear Screening Criteria (MRP-191) 

7.1.3 마모 (Wear)

마모결함은 두 금속의 표면 상태나 상대운동정도에 따라 다르게 일어난다. 일부의 

Control rod guide tube나 Baffle former bolt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결함형태이다.

7.1.4 피로 (Fatigue)

MRP-175에서는 차폐기준으로서 고유설계수명(40년)의 마지막에 0.1의 누적사용계수

를 확인하였다. 상대적으로 낮은 이 값은 연장운전을 허용하고 피로수명에 대한 환

경의 가능한 영향들을 밝히기 위해 선택되었다.

7.1.5 열 취화 (Thermal Aging Embrittlement (TE))

열 노화 취화 (Thermal Aging Embrittlement, TE)는 중성자 조사나 오랜 기간 동안 

열적 노화로 인해 일부 재료들의 기계적 성질이 변화하는 것을 말한다. 이 변화들

은 종종 인장 연성이나 인성을 포함한다. 항복 응력, 최대 응력, 그리고 (균열 인성

(fracture toughness)의 감소와 함께) 노치의 민감도 증가 역시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SCC는 한 구성요소에서 결함이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고, 강도나 연성의 변

화들은 구성요소에서 결함이나 다른 명백한 영향들로서 곧바로 나타나지 않는다. 
상당한 하중들에 반응하거나 일반적으로 또는 일시적인 상황 동안의 높은 결함에 

대한 내구력을 요구하는 그런 구성요소들은 좀 더 취화에 의한 결함발생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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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4 Fatigue Screening Criteria (MRP-191)

MRP-175의 차폐기준은 기계적 물성들의 상당한 변화들을 만들 것으로 예상되는 상

태들을 정의한다. 장기간 열 노화는 마르텐시틱 스테인레스 강의 균열 인성을 감소

시킨다. 높은 페라이트 함량의 주조 스테인레스 강들은 오랜 기간 열 노화동안 열 

취화를 받을 수 있다.
열 취화 차폐기준은 모든 마르텐시틱 스테인리스강들과 높은 페라이트 함량을 지닌 

주조 오스테니틱 스테인리스 강들을 구분할 수 있다.

7.1.6 조사취화 (Irradiation Embrittlement (IE))

PWR 조사 상황에서는, 1 X 1021 n/cm2 (~1.5 dpa) 수준의 조사량의 고속중성자(E > 
1 Mev)는 오스테니틱 스테인리스강들의 인장항복응력이 상당히 증가하는 결과를 

만들 것이다. 주조 오스테니틱 스테인리스강들의 한정된 결과들은 그 재료들이 비

슷한 경향을 보임을 가리킨다. 열과 조사취화 기구의 상승적인 영향은 주조 오스테

니틱 강들에서도 나타날지도 모른다. 주조 오스테니틱 스테인리스강들에 대한 조사 

취화 차폐기준은 최소 6.7 X 1020 n/cm2 (~1 dpa)로 설정되었다.

7.1.7 스웰링 (Void Swelling (VS))

조사량이 높은 강들에서 많은 수의 공극들의 축적은 영향을 받은 구성요소의 팽창

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 공극 팽창의 징후의 전에 요구되는 잠복 선량은 중성자 

조사량, 중성자 선속 (선량률), 중성자 분광, 조사 온도, 그리고 재료 상태 등의 다수

의 변수들에 의해 조절된다. 공극 팽창의 크기는 중성자 조사량와 온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중성자 선속이 낮을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화학 조성과 상온가공 등과 

같은 재료 변수들은 고속 증식로 환경에서의 한 인자이지만 재료의존성을 설명하기 

위한 PWR 상황 하에서는 조사 데이터가 없다. PWR 내부구조물들에서 낮은 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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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5 Thermal Aging Embrittlement (TE) Screening Criteria (MRP-191)

Table 7.6 Irradiation Embrittlement (IE) Screening Criteria (MRP-191)

선속과 낮은 조사 온도에서의 공극의 생성을 필요로 하는 높은 중성자 조사량의 축

적은 오랜 시간 노출이 필요할 것이다. 중성자 선속과 조사 온도는 의미 있는 데이

터를 얻기 위해서는 수 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PWR 노내구조물에서 충분히 떨

어뜨려졌다. 공극 팽창을 대비해 수립된 차폐 기준은 1.3 x 1022 n/cm2 (E > 1 MeV) 
(~20 dpa)의 최소 고속 조사량과 608°F의 최소 온도이다. (Table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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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7 Void Swelling (VS) Screening Criteria (MRP-191)

7.1.8 응력완화 및 조사크립 (Thermal and Irradiation-induced Stress Relaxation or 
Irradiation Creep (ISR/IC))

재료들의 시간 종속적 소성 변형은 계의 기계적 반응을 바꿀 수 있다. (열적 활성화

된, 상승하는 온도에서는 큰 값의 크립이나 응력 풀림을 관찰하는 것이 가능하다.) 
중성자 조사는 시간 종속적인 소성 변형을 높일 수도 있다. 중요한 조사 손상 수준

에서는, 열적 활성화 범위 훨씬 못 미치는 온도에서 조사 유기 크립과 조사 강화 

응력 풀림이 발생할 수 있다. 많은 볼트들과 스프링들은 그들의 기능을 충분히 만

족시키기 위해 선응력을 요구한다. 이런 구성요소들에서의 응력 풀림은 선응력을 

충분히 감소시켜 마모나 피로가 뒤이어 발생할 수 있는 잠재력을 만들 수 있기 때

문에 고장의 전조가 될 수 있다. Table 7.8의 응력 풀림 차폐 기준은 기능성과 열적 

활성화 응력 풀림이 일어나기에 충분히 높다고 생각되는 온도에 대해 선응력을 요

구하는 모든 볼트들과 스프링들에 적용하기 위해 생각되었다. 추가로, 차폐 기준은 

중성자 조사량 값이 잠재적으로 조사 유기 응력 풀림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받는 

1.3 x 1020 n/cm2 (E > 1 MeV) (~0.2 dpa) 보다 크게 조사된 모든 볼트들과 스프링들

을 동일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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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8 Thermal and Irradiation-Induced Stress Relaxation or irradiation 
Creep (ISR/IS) Screening Criteria (MRP-191)

7.2 정의 및 분류 (IDENTIFICATION, GROUPING)

7.2.1 WH 내부구조물의 경우 (General Identification and Grouping of Westinghouse 
internals)

산업체의 지명한 전문가 집단에서는 Westinghouse형 발전소와 CE 형 발전소에서의 

제반 운전변수들은 고려하여 MRP-156에 있는 IMT(Issue management table)에 나타낸 

바와 같이 검토대상 부품을 선정하였다.  미국의 경우 21개의 Westinghouse형 발전

소와 6개의 CE 형 발전소를 대상으로 하여 공통된 사양을 정리하였다. 
Westinghouse형 발전소의 경우에는 2-loop, 3-loop, and 4-loop plants로 구별하였다. 
CE형 발전소의 경우에도 bolted core shroud with top-mounted in-core instrumentation 
(ICI), welded core shroud with top-mounted in-core instrumentation, 과 welded core 
shroud with bottom-mounted in-core instrumentation의 3 그룹으로 구별하여 평가하였

다. 

7.2.2 부품 및 재료 목록 (Components and Material Lists)
Westinghouse형 발전소의 경우  내부구조물 이름과 재료를 정리하였는데 Table 7.9
에 그 일부를 나타냈으며 발전소 별로 일부의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음도 고려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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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9 Components and Materials for Westinghouse-Designed 
Plants (MRP-191)

Table 7.10 Components and Materials for CE-Designed Plants (MRP-191)  

7.2.3 부품 특성 및 자료취득 방안 (Components Characterization and Data Collection)
자료취득은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이 자료에 기초하여 민감도 순위결

정 (Screening)의 과정이 이어졌다. 
○ Compilation from existing sources
○ Interviews with internals designers and stress analysts
○ Evaluation of neutron fluence and heat generation data

7.2.4 중성자 조사량 (Neutron Fluence)
중성자조사량 계산은 ‘closely coupled neutron and gamma radiation transport codes’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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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수행하였다.  민감도 순위결정은 ‘two-dimensional discrete ordinates 
techniques using the DORT transport code 와 BUGLE-96 cross-section library’를 이용

하여 수행하였다. DORT code와 BUGLE-96 cross-section library 평가결과는   

in-vessel surveillance capsules과 ex-vessel dosimetry measurements 및  retrospective 
dosimetry결과와 비교하여 그 신뢰성을 확인하였다. 
아래와 같은 6개의 영역으로 구별하여 조사량을 분석하였다. 
Region 1: φt < 1x1020 n/cm2

Region 2: 1x1020 n/cm2 (0.15 dpa) ≤ φt < 7x1020 n/cm2

Region 3: 7x1020 n/cm2 (1 dpa) ≤ φt < 1x1021 n/cm2

Region 4: 1x1021 n/cm2 (1.5 dpa) ≤ φt < 1x1022 n/cm2

Region 5: 1x1022 n/cm2 (15 dpa) ≤ φt < 5x1022 n/cm2

Region 6: 5x1022 n/cm2 (75 dpa) ≤ φt
Where, φt (fluence) is for neutron energies with E > 1 MeV.

Core baffle/shrouds, formers, core barrel, thermal shield/neutron pad, lower core plate 
and upper core plate등에서의 등가조사량 지역은(fluence region) Fig. 7.2와 같은  

Westinghouse core baffle plate map과 유사한 fluence maps을 평가하여 지정하였다.  
CE형 발전소의 경우는 60년 가동 후에 Fig. 7.3과 같은 축적조사량(Fluence)을 보일 

것으로 평가되었다. 
구조물 주위의 Flux 분포는 아래의 4인 자에 의해 결정된다.
○Core Power Density: core power density는 Westinghouse 형의 경우 104.5 W/cm3로, 

CE형의 경우 83.0 W/cm3로 가정하였다. 
○Core Loading Pattern: 최근 운전중 발전소의 원자로에 미치는 조사량을 최소화하

기 위한 ‘low leakage core design’을 가정하였다. 
○Water/Steel Mixture: 차폐체 (shielding medium)의 조성이 부위별로 다를 수 있다.
○Distance: 노심직경이나 압력용기의 직경은 발전소마나 다를 수 있으나 core edge

로부터의 거리는 유사한 것으로 평가되며 ‘fuel-to-baffle gap’도 여러 발전소에서 

대동소이한 것으로 보인다.  Baffle-to-barrel spacing의 영항도 발전소별로 크게 다

르지 않다.   

Westinghouse 형 발전소의 경우 부품명, 재료, 추정온도, 추정조사량을 근간으로 하

는 screening input parameter의 일부를 Table 7.11에 나타냈다.  예를 들어 Baffle 
former assembly의 Baffle former bolt는 316 또는 347 austenitic SS로서 608F이상의 

온도에 노출되고 조사량은 5X1022 n/cm2인 것으로 기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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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2 60-Year Fluence Map for Upper and Mid-core Baffle 
Plates in a Westinghouse-Designed Plant 
(MRP-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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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11 Screening Input Parameters for Westinghouse-Designed Plants (MRP-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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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3 60-Year Fluence Map for Core Shroud Plates 
(Above) and Formers (Below) in a CE-Designed 
Plant  (MRP-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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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12 Results of Parameter Screening and Interviews with Analysts. Westinghouse 
Reactor Internals  (MRP-191)

7.3. WH내부 구조물의 선별결과 (SCREENING RESULTS FOR WESTINGHOUSE 
INTERNALS)

7.3.1 선별 기준의 적용 (Application of the Screening Criteria)

7.3.1.1 응력부식균열 (Stress Corrosion Cracking)
○모든 austenitic stainless steel components는 심한가공이나 용접되었을 것이므로 응

력과 무관하게 SCC의 우선 고려대상이다.  
○용접부에서의 SCC만 문제될 것으로 여겨지는 것은 높은 응력에서의 SCC와 구별

하여 취급하였다. 
○유효인장 응력은 내부주조물의 설계 및 운전조건을 고려한 Westinghouse 응력해

석전문가가 확인하였으며 Table 7.12에서 보듯이 Baffle-former bolts의 경우 유효응

력이 임계응력을 넘는다.  

○35 ksi이상의 응력을 받을 것으로 여겨지는 모든 주조 스테인레스강은 SCC가능부

품으로 분류하였다.
○SCC screening criteria를 넘는 austenitic nickel-base alloys나 운전중 발전소에서 

SCC사례가 있는 경우에도 SCC가능부품으로 분류하였다.  

7.3.1.2 조사유기 응력부식균열(Irradiation-Assisted Stress Corrosion Cracking (IAS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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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4 Simplifying Assumptions for IASCC Screening (MRP-191) 

Table 7.9에 나타낸 기준에 따라  IASCC가능 여부를 판단하며 이 기준은 모든재료

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실험실 자료에 기초하여 IASCC 발생가능 조사량 및 응력

범위를 Fig. 7.4의 실선으로 나타냈다. Westinghouse에서는 이 그림의 점선으로 표시

한 영역만으로 다순화하여 IASCC구역을 설정했다. 1.5 dpa 이하에서는 IASCC가 발

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것이며, 15 dpa 이상에서는 응력에 관계없이 모든 부품에

서 IASCC가 발생할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1.5 dpa 이상 15 dpa 이하의 영역에서

는 인가응력이 30 ksi를 넘으면 IASCC가 발생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이 방법으로 

정한 IASCC 기준은 다소 보수적인 평가가 된다. 

7.3.1.3 기타

SCC와 IASCC 외에도 Wear, Fatigue, Thermal Aging Embrittlement, Irradiation 
Embrittlement,  Void Swelling, Thermal and Irradiation-induced Stress Relaxation or 
Irradiation Creep 등의 열화에 대해 판정기준을 정했다.

7.3.2 선별 결과 (Screening Results)
상기의 평가 기준에 따라 각 열화기구의 발생가능성을 정리하여 Table 
7.13(Westinghouse), Table 7.14(CE internals)에 실었다.
 용접부에서의 SCC만 문제될 것으로 여겨지는 것은 높은 응력에서의 SCC와 구별

하여 SCC column에 ‘weld'라고 표기하였다. irradiation effects만으로 wear 또는 fatigue
가 일어나는 부품에는 첨자(I)를 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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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14 Screening Table for CE Reactor Internals (MRP-191)

Table 7.13 Screening Table for Westinghouse Reactor Internals(MRP-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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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5 General Outline of the FMECA Process (MRP-191)

Table 7.15 Summary of Westinghouse Reactor Internals Components 
with the Highest FMECA Ranking in WCAP-13627 (MRP-191) 

7.4. 파괴모드, 영향 및 영향도 평가 (FAILURE MODES, EFFECTS AND 
CRITICALITY ANALYSIS)
이 분석에 적용된 일반적인 Failure Modes, Effects, and Criticality Analysis (FMECA)
절차는 아래의 Fig. 7.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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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16 FMECA Results.Westinghouse Reactor Internals (MRP-191) 

7.4.1  WH 형의 경우 평가 결과 (Summary of Westinghouse Owners Group FMECA 
(WCAP-13627))
WOG에서 정한 위험도 결정순위는 Table 7.15와 같다.

이러한 논리는 적용하여 Internal 전체의 평가 결과가 나오며 그 중 발생가능성 

(Failure Likelihood)이 높은 것(H)으로 평가된 부분이 Table 7.16에 실은 바와 같이 

Baffle and former assembly이다. 

7.4.2 Current FMECA Approach for Combustion Engineering and Westinghouse Designs

CE형의 경우에는 failure likelihood가 높은(H)경우가 한군데도 없으나 Table 7.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충격인자 (Damage likelihood)가 높은(H)부품은 Core support barrel 
assembly이다. 

7.5. 영역분류 및 우선순위 결정 (CATEGORIZATION AND RANKING)

7.5.1 배경 (Background)
Categorization 및 Ranking은 부품의 성능평가 (functionality assessments)를 하기 전 마

지막 단계이다. 이 Categorization 및 Ranking의 목적은 전문가들이 Failure Modes, 
Effects, and Criticality Analysis (FMECA)의 표를 반 정량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부품

별 민감도 구별(categorization)의 기준은 아래 Fig. 7.6과 같다. (MRP-134) 즉 중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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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6 Prioritization of the significance of aging degradation[MRP-134]

Table 7.17 FMECA Results. CE Reactor Internals  (MRP-191)

(significance)는 열화가능성 (potential for aging based on susceptibility)과 재료열화로 

인한 성능감소 (potential for loss of function with materials degradation)의 곱으로 표

현한다.[MRP 134, p. 4-1]

이런 절차를 통해 Category A, Category C, Category B, Category B‘의 4개의 그룹으

로 나뉜다. 

7.5.1.1 영역 A (Category A)
Category A는 열화 심각도가 미미한 조건이며 어떤 열화기구도 적용되지 않는 경우

이다.
이 부품들은 “None”으로 표시된다. 또한 FMECA 분석결과에서는 손상가능성이 미

미한 부품도 Category A로 분류한다.

7.5.1.2 영역 C (Category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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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lead' 부품으로서 선별기준 (Screening level)을 넘는 부품이다. 손상정도가 높거

나 (high) 중간 (moderate)정도이고 심각한 손상 (significant damage)을 일으킬 가능성

이 있는 것들이다. Category A에 포함되지 않은 것들은 우선 Category C에 포함된

다. 이 부품들의 성능보장을 위해서는 VT-1, UT등의 강화된 검사를 하거나 감시시

험 (surveillance sampling) 이 필요하다. 또한 이 영역의 부품들은 분석적,실험적 방법

으로 그 열화기구가 충분히 밝혀지지 않아 잔존 성능을 담보하지 못하는 경우이다.  
Category C에 편성된 부품은 아래에 언급하는 Category B’에 속할 수도 있다. 

7.5.1.3 영역 B (Category B)
선별기준 (Screening level)을 넘는 부품이나 ‘lead' 부품에 해당하지 않는 부품이다. 
열화가능성은 중간 (moderate)이다. 이 부품은 손상에 견딜수 있도록(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별도의 평가 (additional evaluations) 가 필요할 수도 있다.
Category A에 들지 않으며, 중간정도의 민감도를 가지며 손상의 가능성이 크나 

(moderate susceptibility and potentially significant consequences) 부품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관점에서 선별기준안에 들지 않는다고 판단하기에 어려운 부품으로서 Category 
C에 들지 않는 부품을 지칭한다.
일부의 Category B 부품은 1-2개의 열화기구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나 발생가능성 

(likelihood of occurrence)이 낮고 예상위험성 (implied safety risk)이 중간정도인 부품

이다.
10년주기의 가동중검사등을 통해 안전성, 건전성, 경제성이 확인되면 Category A로 

분류될 수 있다.

7.5.1.4 영역 B' (Category B')
Category B‘는 성능평가 (functionality assessment)를 통해 열화에 견딜 수 있음이 입

증된 ’lead component'부품으로서 확장검사 프로그램 (expanded inspection program)의 

대상 부품이다. 그 검사프로그램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분류여부가 정해지지 않는다. 
현재의 승능평가 업무에서는 Category B‘로 분류된 부품이 없다.

7.5.2 영역분류 및 우선순위 결정 (Categorization and Ranking)
수위부여 (ranking)는 아래와 같이 민감도(Likelihood of Occurrence)와 성능저하 가능

성 (Consequence of Damage)의 곱으로 한 기준으로 정해진다.  
Relative Significance = [Likelihood of Occurrence] x [Consequence of Damage]
Where:
- Likelihood of Occurrence is defined as the potential for aging degradation based on 

susceptibility factors (stress, fluence, temperature, material)
- Consequence of Damage is defined as the potential for loss of function given material 

degra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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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17 Preliminary Ranking of Components in FMECA Groups 2 and 3 (1/2) 
(MRP-191)

Table 7.16에서와 같이 FMECA Results.Westinghouse Reactor Internals 중에서는 Baffle 
edge bolts가 손상발생가능성(Likelihood of failure)에서 High로 평가되고 성능저하 가

능성 (likelihood of damage)에서 중간 (medium)으로 평가되어 그 곱이 가장 높아 

FMECA에서 group 3로 분류되는 유일한 부품임을 알 수 있다. 

Group 3은 결함 발생 및 그로 인한 성능저하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부품이며 group 
1,2는 그에 비해 상대적인 위험도가 낮은 부품이다. 총 27개의 부품이 group 2 또는 

group3에 분류된다. 여기에 더하여 group 1에 편성되어 위험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

된 Combustion Engineering ICI thimble tubes는 가동중 검사에서 irradiation-induced 
growth 사례가 있어 28번째로 편입되어 총 28개의 부품에 대한 순위를 정했다. 
두 노형에 대한 1차 평가 우선순위 배정의 결과를 아래 Table 7.17에 나타냈다. 순
위가 가장 높은 3개의 부품은 1위가 WH 노형의 Baffle former bolts로서 IASCC, 
Wear, Fatigue, Irradiation embrittlement, Void swelling 및 Irradiation-Induced Stress 
Relaxation and Irradiation Creep의 6가지 열화가 모두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

었다. 2위와 3위는  WH 노형의 Baffle edge bolts와 Barrel former bolts이며 위의 6가
지 열화기구가 다 일어 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Table 7.18은 WH형 발전소의 부품별로 재료, 열화정도를 정리한 표이다. 민감도 

(Likelihood of Occurrence)와 성능저하 가능성 (Consequence of Damage)의 곱의 기준

으로 정해진FMECA group번호가 1에서 3으로 갈수록 열화의 민감도 및 성능저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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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17(Cont.) Preliminary Ranking of Components in FMECA Groups 2 
and 3 (2/2)

Table 7.18 Categorization of Westinghouse Reactor Internals Components (1/8) 
(MRP-191)  

가능성이 높은 것이며, Category A, B, C로 갈수록 열화의 심각도가 큰 것을 의미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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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18(cont.) Categorization of Westinghouse Reactor Internals Components (2/8) 

Table 7.18(cont.) Categorization of Westinghouse Reactor Internals Components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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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18(cont.) Categorization of Westinghouse Reactor Internals Components (4/8) 

Table 7.18(cont.) Categorization of Westinghouse Reactor Internals Components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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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18(cont.) Categorization of Westinghouse Reactor Internals Components 
(6/8) 

Table 7.18(cont.) Categorization of Westinghouse Reactor Internals Components 
(7/8) 

CE형 발전소의 부품별로 재료, 열화정도를 정리한 결과를 Table 7.19에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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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18(cont.) Categorization of Westinghouse Reactor Internals Components (8/8) 

Table 7.19 Categorization of Combustion Engineering Reactor Internals Components(1/5) 
(MRP-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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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19 Categorization of Combustion Engineering Reactor Internals Components(2/5) 

Table 7.19 Categorization of Combustion Engineering Reactor Internals Components(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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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19 Categorization of Combustion Engineering Reactor Internals Components(4/5) 

Table 7.19 Categorization of Combustion Engineering Reactor Internals Components(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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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ber Assembly Subassembly Component Material FMECA
Group Category

1 C Tubes 304 SS 2 C

2 Flexures AlloyX-750 3 C
3 Guide plates/cards 304 SS 3 C

4
Guide tube support

pins AlloyX-750 3 C

5
Upper Internals

Assembly

Control Rod Guide Tube
Assemblies and Flow

Downcomers
Sheaths 304 SS 2 C

6 Baffle-edge bolts 316 SS
347 SS 3 C

7 Baffle-former bolts 316 SS
347 SS 2 C

8 Barrel-former bolts 316 SS
347 SS 2 C

9 Lower core barrel 304 SS 3 C
10 Upper core barrel 304 SS 3 C
11 Flux Thimbles (Tubes) Flux thimbles (tubes) 316 SS 2 C
12 Lower core plate 304 SS 2 C
13 XL lower core plate 304 SS 2 C

Categorization of Westinghouse Reactor Internals Components (MRP 191)

Upper Internals
Assembly

Control Rod Guide Tube
Assemblies and Flow

Downcomers

Lower Internals
Assembly

Baffle and Former
Assembly

Core Barrel

Lower Core Plate and Fuel
Alignment Pins

Table 7.20 List of Category C components in WH reactor internals

Table 7.20은 WH형 발전소의 category C (가장 민감함 부위)를 뽑아 정리한 자료로

서 총 13개 부품이 그에 해당한다. Fig. 7.7은 그림으로 표현된 WH형 발전소의

category C 부품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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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7 Location of the Category C components in WH reactor 
internals (MRP-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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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ber Assembly Component Material FMECA
Group Category

1 Core support plate 304 SS 304L SS 2 C
2 Fuel alignment pins A286 SS 2 C
3 Core support deep beams 304 SS 2 C

4
Core Support

Barrel Assembly Lower cylinder 304 SS 3 C

5
Core Shroud

Assembly Shroud plates 304 SS 2 C

6

In-Core
Instrumentation

(ICI)
ICI thimble tubes-lower Zircaloy-4 1 C

Lower Support
Structure

Categorization of Combustion Engineering Reactor Internals Components (MRP 191)

Table 7.21 List of Category C components in CE reactor internals 

Fig. 7.8 Location of the Category C components in CE reactor 
internals (MRP-191)

Table 7.21은 CE형 발전소의 category C (가장 민감함 부위)를 뽑아 정리한 자료로서 

총 6개 부품이 그에 해당한다. Fig. 7.8은 그림으로 표현된  CE형 발전소의 category 
C 부품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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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mbly Components

Lower Internals  Baffle-former bolts 
Lower Internals  Baffle-edge bolts 
Lower Internals  Barrel-former bolts 
Lower Internals  Lower core plate 
Lower Internals  XL lower core plate 
Upper Internals Guide plates/cards 
Upper Internals Guide tube support pins (Alloy X-750) 
Lower Internals  Lower core barrel 
Lower Internals  Upper core barrel 
Upper Internals C tubes 
Upper Internals Sheaths 
Lower Internals  Flux thimbles (tubes) 
Upper Internals Flexures 

Core Shroud Assembly Shroud plates 
Lower Support Structure Core support plate 
Lower Support Structure Core support deep beams 
Lower Support Structure Fuel alignment pins (A286SS) 
Core Support Barrel Assembly Lower cylinder 
In-core Instrumentation ICI thimble tubes 

CE-designed Internals 

Westinghouse-designed Internals 

Table 7.22 Category C components of WH and CE designed 
internals

7.6. 취약부위 평가 결과   

국내원전 WH 및 CE형 원자로의 내부구조물 열화관리를 위해 MRP 191를 근간으로 

열화취약부위를 분석하였다.  취약부위 분석절차는 아래와 같았다.
○ Data Compilation and Review
○ Screening of Components
○ Failure Modes, Effects and Criticality Analysis [FMECA]
○ Categorization and Ranking

미국에서의 WH 및 CE형에 대한 평가 결과 민감도가 가장 높은  category C에 해당

하는 부품은 아래의 Table 7.22와 같이 정리된다.

이러한 국외에서의 평가 결과에 기초하여 국내 원전 내부구조물의 열화정도를 평가

하는 일이 착수되어야 하겠다.
이 일을 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아래와 같은 업무가 있을 것이다.
○ 국내원전 내부구조물 재료 목록 작성

○ 부위별 조사량 (Fluence)정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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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력집중부위 선정을 위한 응력해석

○ 주 열화기구 (스테인레스강의 IASCC등)를 이해하기 위한 기초연구



- 75 -

참고문헌

7.1. Materials Reliability Program:Screening, Categorization, and Ranking of Reactor 
Internals Components for Westinghouse and Combustion Engineering PWR Design 
(MRP-191)



- 76 -

제 8 절 노내구조물 중성자 조사량 평가 

8.1 서 론

중성자 조사취화에 따른 경수로 원전 재료의 안전성은 현재까지 원자로 압력용기 

자체의 건전성 확보에 주안점이 맞추어져 왔으며 원자로 압력용기재 료에 대한 중

성자 조사취화 평가는 고속중성자 (E>1.0MeV)의 영향을 가장 심각하게 받는 노심대

부위의 각 재료별, 위치별 중성자조사량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기준점이 된다. 
10CFR50, Appendix H[1]는 원자로 수명기간동안 압력용기 중성자조사량을 지속적으

로 감시할 수 있는 중성자 선량감시시스템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동 요건에 

따라 현재 운전되고 있는 모든 가동원자로는 원자로 내에 압력용기 재료시험편과 

중성자선량측정감시자로 구성된 감시용기를 가동 전에 장입시키고 가동 중 원자로

용기 감시시험계획에 따라 압력용기의 수명 말 고속중성자 조사량과 관련된 조사손

상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원자로 내부 구조물, 예를 들면 배플과 포머를 연결하는 볼트등 

원자로내의 세부적인 부품 등의 건전성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갖지 않은 것이 사실

이나 원자로 가동년수가 증가되고 내부 구조물의 손상에 의한 원자로 정지에 따른 

경제성이 커다란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를 들면 

국내에서도 원자로 제어봉 안내관을 부식에 더 강한 재료로 교체하는 등 내부 구조

물들의 검사 및 감시를 강화해 가고 있는 현실을 들 수 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의 일환으로 국내에서도 원자로 내부 구조물에 대한 중성

자 조사유기 응력부식균열 (Irradiation Assisted Stress Corrosion Cracking, IASCC)에 

관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국내 원자로에서 내부 구조

물에 결함이 발생한 부위가 있는지를 우선 검토한 결과 가장 문제가 된 부위가 

Baffle to former bolt 라는 것이 알려져 이 부위를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었다.  
우선 국내 원전 중에서 가동년수가 오래된 2-loop인 고리 1호기 및 2호기를 선택하

였으며 연구에 가장 원천적인 사항은 그 부분에 어느 정도의 중성자가 조사가 되었

느냐이다.   

본 부록에서는 고리 1, 2호기 노심 배플 위치에서의 중성자 조사량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시한다. 중성자 조사량을 계산하기 위해서 원자로용기 중성자조사량 평가 

지침인 Regulatory Guide 1.190[2]에서 요구하는 방법론을 바탕으로 원자로심, 배플, 
포머플레이트, 배럴, 하강수로 및 원자로용기 영역에 대한 중성자 수송계산을 실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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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중성자 조사량 평가

 
Regulatory Guide 1.190[2], "원자로 압력용기에 대한 중성자 조사량의 이론적 계산과 

선량 측정방법"에는 원자로 압력용기 조사량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신뢰성 있는 평

가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신 수송계산법 및 중성자 선량측정 절차를 기술하고 있

다. 여기에 기술된 방법을 통해 수송계산 모델에 포함된 모든 위치의 중성자 거동

을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또한 우리가 원하는 배플 위치에서 중성자의 에너지

별 스펙트럼도 계산할 수 있다. 

    원자로 내부에서 중성자 조사량 분포는 노심 출력분포, 핵연료 농축도 및 사양, 
냉각재 온도 및 운전이력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러한 입력자료의 선택이 매

우 중요하다. 본 부록에서는 고리1호기 제 1주기부터 24주기까지, 고리2호기 제 1주
기부터 21주기까지의 핵설계보고서를 근거로 이러한 주요 입력자료를 생산하였으며 

운전이력은 발전소의 실제 월별 출력이력을 근거로 중성자 조사량을 평가하였다.

8.2.1  중성자 수송계산

8.2.1.1  수송계산 방법론

 
    원자로 내부에 대한 중성자속을 구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원자로 주기 별 전방 

수송계산(forward 계산)법과 원자로 별 참조 전방 수송계산과 핵주기 별 수반계산

(adjoint 계산)을 결합하는 방법이 있다. 일반적으로 두 가지 계산 방법은 동일한 결

과를 낳는다. 본 부록에서는 수반계산과 결합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매주기 별 

전방 수송계산을 직접 수행하여 원자로 전체에 걸친 중성자 조사량 및 에너지 스펙

트럼을 매 핵주기 별로 계산하였다.  중성자 전방수송계산은 2차원 불연속각분할법 

(Discrete Ordinates Method) 코드인 DORT 3.1[3]과 ENDF/B-VI 기반의 단면적 자료집 

BUGLE-96[4] 군정수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였다. BUGLE-96은 경수로 해석을 위해 

생산된 67군 (중성자 에너지 47군, 감마 에너지 20군) 구조의 중성자 및 감마 단면

적 라이브러리이다. DORT 해석에서 비등방 산란의 경우 산란 단면적은 P5 전개까

지, 각 분할은 S16 구적 (quadrature)까지 사용하였다.

   고속 중성자 조사량 평가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중성자 수송계산은 Regulatory 
Guide 1.190, 1.3.4절에 기술된 다음과 같은 3차원 중성자속 합성 기법을 사용하여 

이루어진다. 

)(
),(),(),,(

r
zrrzr

φ
φθφθφ •=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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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zr θφ :  합성된 3차원 중성자속 분포

),( θφ r :  r,  기하 구조에서의 중성자속의 해

),( zrφ :  r,z  기하 구조에서의 중성자속의 해

)(rφ :  r   기하 구조에서의 중성자속의 해

이와 같은 방법은 노심 중앙 높이에서 먼 경우에도 단순한 축 방향 출력 분포 만을 

사용하는 경우보다 더 정확한 계산 결과를 제공한다. 계산된 ),( θφ r , ),( zrφ , 및 

)(rφ 로부터 3차원 중성자속 및 중성자 플루언스 합성을 위해서는 SYNTHE code[5] 

를 사용하였다.

8.2.1.2  기하 구조

고리 1, 2호기의 노심 중앙 높이에서 r,θ 모델 단면도를 Fig. 8.1 에 나타내었다. 이 

그림에서 노심은 1/8 대칭성을 가지므로 0o~45o 각도만 보여 준다. Fig. 8.1의 r,θ 

해석 모델에 사용된 구조물에 대한 수치는 공칭 설계 수치에 해당하며, 제작 수치

가 있는 경우에는 정확한 제작 수치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원자로 

노심 부위의 제작 수치는 확보가 어려워서 설계 수치를 사용하였다. 노심 하강유로

에서의 냉각수 온도 및 밀도는 전출력 상태의 대표 값을 사용하였고 노심 자체는 

핵연료, 피복재, 냉각수와 핵연료 그리드, 유도관 등의 균질 혼합물로 취급하였다. 
Fig. 8.1에서 고리 1, 2 호기의 r,θ 해석 모델에는 r 방향으로 148개, θ방향으로 105
개 간격을 사용하였으며 내부 반복법의 중성자속 수렴 한계는 0.001로 설정하였다. 
또한 중성자 반응 단면적이 큰 물질 영역과 물질 경계에서는 좀 더 좁은 간격의 격

자를 선택하였다. 노심 외곽에 위치하는 직사각형 모양의 강철 배플 (baffle) 영역을 

r,θ 구조로 모사하기 위해서는 비교적 상세한 공간격자가 필요하다. 이러한 x, y 구
조를 r,θ 구조로 변환할 때는 그 부분의 차폐 효과를 정확히 취급하기 위해서 강철 

영역의 두께와 체적을 보존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Fig. 8.2는 원자로의 r,z 모델이다. 여기서 r,z 모델은 반경 방향으로는 노심의 중

심선에서부터 주요 생물학적 차폐 영역까지, 그리고 축 방향으로는 실제 연료 구역

으로부터 아래쪽 0.4피트에서 연료 위쪽 1.3피트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이 경우에도 

r,θ 모델처럼 구조물들에 대한 데이터는 설계값을 사용하였고 냉각재 밀도는 100% 
정격 출력의 대표값을 사용하였으며 노심은 실제 노심과 부피가 똑같은 원통형 균

질 노심으로 취급하였다. 원자로 배플과 배럴 사이에 위치한 스텐인레스 강 재질의 

포머플레이트 역시 계산 모델에 포함시켰다. 이 r,z 계산 모델에서는 Fig. 8.2에서 본 

바와 같이 고리 1, 2 호기의 r,z 방향으로 각각 127개와 155개의 간격으로 분할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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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수렴 기준은 r,θ 모델과 같이 0.001로 정하였다.

  합성 절차에 사용된 1차원 반경 방향 모델은 상기 r, z 모델을 포함하는 127개 의 

반경 방향 격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로부터 기하학적 구조 내의 모든 격자에 대해

서 반경 방향의 합성 계수가 결정된다.

8.2.1.3  노심 선원 분포

중성자 수송계산에 사용될 중성자 선원 분포는 노심 내부의 모든 위치에서 핵분열

에 의해 발생되는 중성자의 에너지 별 수밀도 분포를 의미한다. 한번의 핵분열에 

의해 발생되는 중성자의 평균 개수 및 그의 에너지 분포 (fission spectrum)는 핵분열

을 일으키는 동위원소(U-235, U-238, Pu-239, Pu-240, Pu-241, Pu-242 등)에 따라 다르

기 때문에 결국 각 핵연료 위치에서 핵분열을 일으키는 동위원소 비율을 계산해야 

하며 이 값은 핵연료의 초기 농축도 및 평균 연소도를 바탕으로 계산할 수 있다. 
또한 노심 전체의 핵분열율과 핵연료 각 위치에서의 핵분열율의 비는 각 핵연료집

합체의 상대 출력 분포 및 평균 연소도로부터 계산할 수 있다. 

    위에서 계산한 중성자 선원 분포를 x, y 구조에서 r,θ 구조로 변환할 때는 미세 

r,θ 작업 격자 배열을 정의함으로써 달성된다. 미세 작업 격자의 Δr과 Δ는 노심 외

곽의 각 연료봉 면적에 최소한 10x10개의 배열이 배치되도록 선택된다. 각 미세 작

업 격자 간격의 중심 좌표와 부수되는 상대 선원 강도는 미세 작업 격자의 중심과 

일치되는 연료봉에 근거하여 미세 작업 격자에 부여된다. Δr과 Δ가 영(zero)에 수렴

할 때 이 방법은 정확한 변환이다. r,θ 수송 구조에서의 공간격자가 미세 작업격자

의 일부를 포함하거나 여러 개의 미세 작업격자를 포함한다면 수송 공간격자에 부

여될 상대 선원강도는 다음과 같은 면적 가중방법으로 부여할 수 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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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8-2)

여기서,

mP    : 수송 공간격자 m에 부여된 상대 선원 강도

iA     : 수송 공간격자 m에 포함된 미세 작업격자 i의 면적

iP     : 미세 작업격자 i의 상대 선원 강도

이 계산에 필요한 각 핵연료집합체의 초기 농축도, 상대 출력 분포 및 연소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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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핵설계 자료는 해당 주기의 핵설계보고서를 근거로 취득하였으며 감시용기 및 

압력용기의 조사량 결정에 크게 영향을 주는 노심의 외곽에 위치하는 핵연료집합체

에 대해서는 집합체 내부의 핵연료봉(rod)별 상대 출력 분포까지 세분하여 계산하였

으며 노심 내부의 핵연료집합체에 대해서는 핵연료봉 (rod)별 출력 분포가 균등한 

분포를 갖는 것으로 취급하여 노심 전체의 중성자 선원 분포를 계산하였다.

8.2.2 Baffle부위 중성자 조사량계산 결과

앞 절에서 설명한 중성자 수송계산 방법론을 이용하여 원자로 내구조물 중 배플 부

위에 대하여 중성자 조사량을 계산하였다.  각 핵주기별 핵설계보고서에 근거한 출

력분포를 바탕으로 중성자 수송계산을 수행하였으며 운전이력 또한 실제 노심의 월

별 가동 열출력을 근거로 중성자 조사량을 평가하였다.

Fig. 8.3은 고리1, 2호기 r,θ 기하구조에 대한 수송계산 결과로서 노심 배플 위치에

서의 중성자 스펙트럼을 세 곳의 주요 방위각 위치에 대해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

서 보이는  바와 같이 노심의 중앙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배플 부위

인 15.4도에서 최대중성자 조사량이 발생한다. 중성자 수송계산으로부터 얻어진 각 

위치별 중성자 스펙트럼 결과로부터 1.0 MeV 이상의 중성자를 적분하여 속중성자 

flux를 계산할 수 있으며 Fig. 8.4는 배플의 방위각을 따라 나타나는 속중성자 flux를 

보여주고 있으며 Fig. 8.5에는 해당주기까지 누적된 속중성자 조사량 (fluence)을 보

여주고 있다. 매 핵주기별로 약간씩 차이가 나는 것은 노심의 외곽에 장전된 핵연

료의 출력 차이 때문이다. 

노심 평균 축방향 출력분포를 이용하여 Fig. 8.2와 같은 r,z 기하구조에 대한 중성자 

수송계산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배플 위치에서의 3차원 합성계수를 

생산하였다. Fig. 8.6은 제 1주기의 결과이며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포머 플레

이트가 설치된 축방향 위치에서 속중성자의 갑작스런 증가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것

은 속중성자의 back scattering 현상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고리 1호기 제 24주기 및 고리2호기 제 21주기까지 

배플 영역에서 받은  속중성자 fluence 의 최대값을 평가한 결과 약 4.5 ~ 4.0 × 
1022 [n/cm2] 정도로 평가되었다. 또한 고리 1호기 제 24주기 및 고리 2호기 제 21주
기까지의  유효전출력년수는 각각 22.30 및 20.33EFPY 로서 발전소 설계수명말(40
년)까지의 평균 이용률을 80%로 가정했을 때 32EFPY에서의 속중성자 fluence 는 대

략 6.5 × 1022 [n/cm2] 정도가 될 것으로 평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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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결  론

원자로가 가동에 들어간 이후 원자로는 핵연료로부터 방사되는 수많은 고속 중성자

에 의해 재료 자체가 취화가 된다. 이러한 이유로 원자로 자체의 건전성은 원자력

발전소의 수명에 대단히 중요한 요인이 되어 국내에서도 과학기술부고시 제2008-18
호, "원자로 압력용기 감시시험기준"요건에 따라 고리 1, 2호기 원자로용기에 조사

되는 고속중성자속을 지속적으로 감시해오고 있으나 원자로 내 구조물, 예를 들면 

배플과 포머를 연결하는 볼트등 원자로내의 세부적인 부품 등의 건전성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갖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원자로 가동 년수가 증대되고 내부 

구조물의 손상에 의한 원자로 정지에 따른 경제성이 커다란 문제로 대두되고 구조

물들의 건전성 또한 심각하게 고려하여 최적의 부품으로 교체하는 등 관심이 증대

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의 일환으로 국내에서도 원자로 내 

구조물에 대한 중성자 조사유기 응력부식균열에 관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고 결함

이 발생한 부위가 있는지를 우선 검토한 결과 가장 문제가 된 부위가 Baffle to 
former bolt라는 것이 알려져 이 부위를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우선 중성자 조사

량을 계산하게 되었다.

중성자 조사량 계산은 1주기부터 최근 운전 주기까지를 모두 반영하여 실시되었으

며 계산은 원자로 내 중성자 감시자 측정 결과와 계산 결과가 규정에서 요구한 불

확실도를 만족하는 지를 확인한 후 계산 결과를 활용하였다. 계산 결과 도면상 노

심중앙에 가장 근접한 배플 부분에서 중성자 조사량이 가장 큰 값을 보여주었다.

금번 계산된 배플에 대한 중성자 조사량 값은 초기 단계의 대단히 보수적인 계산 

값으로 기초적인 연구에 활용될 수 있으나 좀 더 정확한 조사량 값을 얻기 위해서

는 추가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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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Kori unit 1 r-theta geometry

(b) Kori unit 2 r-theta geometry
Fig. 8.1  r,θ Reactor Geome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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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2  r,Z Reactor Geome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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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결 론

○ 국내 가압경수형 원자로의 내부구조물 (reactor internals)의 열화(degradation)를 적

절히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의 일부를 담은 본 기술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 경수로(light water reactor, LWR) 원전의 내부 구조물 재료는 고온 고압의 1차 계

통수 환경과 더불어 높은 중성자에 조사(irradiation)되어 재료의 여러 가지 열화

가 일어난다. 본 보고서에서는 그 열화 기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조사 유기 응

력부식균열(irradiation assisted stress corrosion, IASCC)을 중심으로 언급하였다.

○ 미국의 EPRI에서 제시하고 있는 원자로 내부구조물 관리방안을 담을 기술자료집

(MRP reports)을 참고로 하여 국내원전의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

을 기술하였으며 국내 원전의 내부구조물 부위별 재료를 조사하여 실었다.

○ 고리  1호기와 2호기를 대상으로 핵연료교체이력 및 운전이력을 반영한 중성자 

조사량(fluence)을 계산하였다. 

○ 본 보고서가 계속운전 중에 있는 고리 1호기를 비롯하여 장기운전에 들어갈 후

속 국내원전의 내부구조물의 검사주기 및 검사 범위 등의 최적화를 통해 가동 

중 안전을 확보하는 기술적 단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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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참고문헌 번호는 1~5절에 연결됨)

A. 중성자 조사에 의한 수환경의 변화

A.1. 물의 방사선 분해(radiolysis)의 주요 인자

중성자 및 감마선 조사에 의해 물은 분자, 이온, 라디칼 (radical) 등 다양한 화학종

으로 분해되며, 선형에너지전이 (LET7))에 따라, 낮은 LET를 갖는 감마선에 의해서

는 주로 1차 반응이, 높은 LET를 갖는 중성자에 의해서는 1차 반응 및 2차 연쇄반

응이 일어난다. 물의 방사선 분해로 식 (A.1)과 같이 1차 반응 생성물들이 만들어 

지며, 생성물들의 2차 반응에 의해 식 (A.2)와 같이 O2를 포함한 여러 분자 및 재결

합(recombination)에 의해 H2O가 만들어 진다.

   H2O → H2, H2O2, e-aq, H, OH, H+, HO2 (A.1)
    → H2, H2O2, O2, H2O (A.2)

감마선에 의해 주로 생성되는 1차 반응물은 주로 radical로 물로 재결합되지만, 중성

자에 의해 주로 생성되는 2차 반응물은 주로 분자들로 냉각수와 접촉하는 노내 구

조물의 부식 전위 (corrosion potential)에 큰 영향을 준다고 알려졌다.

이러한 방사선 분해는 수화학, 중성자 선속밀도, 유속 및 온도 등에 의존하게 된다. 
온도가 증가할수록, 물의 안정성은 증가하여 H2, O2 및 H2O2와 같은 분자의 생성 속

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물 내부의 수소 농도를 높일 경우 (수 ml/kg), 
방사선 분해로 생성되는 라디칼 및 O2, H2O2 분자들이 식 (A.3)과 같이 H2O로 재결

합되어 방사선 분해의 영향이 현저히 줄어들게 된다.

H2O (irradiation) → H* + OH*
2H2 + 2OH* → H2O + H*
O2 + H* → HO2*
H* + HO2* → H2O2

H2O2 + H* → H2O + OH*       
Net reaction : 2H2 + O2 → 2H2O (A.3)

BWR 수화학 조건에서 H2의 농도 증가에 따라 O2 및 H2O2의 농도가 현저하게 감소

한다는 연구 결과가 Lundgren 등[10]에 의해 자체 개발한 BwrChem code(AECL code 

7) linear energy trans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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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KSIMA의 shell program)로 계산된 바 있다.

PWR의 수화학 조건에서 H2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O2 및 H2O2의 농도가 현저히 

감소한다는 보고는 Garbett 등 [40]에 의해 이루어진 바 있다(그림 A.1).

Fig. A.1. Effect of H2 addition to PWR primary water on concentration of H2O2 
and O2 [40].

특히 Hickel 등[41]은 CEA CE/Saclay의 ISIS 원자로에서 PWR의 1차수 첨가제인 붕

산 (boric acid), 수산화 리튬 (lithium hydroxide) 및 H2의 농도에 따른 물의 방사선 

분해 거동을 실험하였다. 이들의 실험 결과에 따르면, 붕산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H2에 의한 물의 재결합이 나빠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따라서 PWR 운전 초기와, 
가동 중지 직전에 붕산의 농도가 높아지므로 이때 물의 방사선 분해 경향을 커진다

고 볼 수 있다. 또한 PWR 1차수의 pH를 조절하기 위해 첨가되는 수산화 리튬도 물

의 방사선 분해에는 나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타나났으나 명확한 이유는 설명하지 

못했다. 한편 H2의 농도의 효과는 기존의 결과들과 동일하게 PWR의 수화학 조건에

서는 충분히 물의 방사선 분해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2. 물의 방사선 분해의 영향에 대한 전기화학적 고찰

재료의 부식은 전기화학적 부식 전위 (corrosion potential)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다

고 알려졌다. 물의 방사선 분해로 발생하는 다양한 화학종들은 산화제 및 환원제로 

작용하여 재료의 부식 전위에 영향을 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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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WR 수화학 조건에서 이러한 방사선 분해의 영향을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실제 

고온 고압의 BWR 원자로 내부 구조물의 부식 전위를 실험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웠

으나, 많은 시도가 이루어졌고 일부는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다. Andersen 등[42]은 그

림 A.2와 같이 BWR에서 물의 방사선 분해에 의한 Type 304 스테인리스강의 ECP 
변화를 정리하였다. BWR의 out-of-core에서 재료의 ECP가 -100 ~ 100 mV(SHE)인데 

비해, core에서는 이에 비해 250 mV 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재료

는 산화 전위 영역, 즉 SCC에 민감한 영역에 놓이게 된다. Macdonald[43]는 혼합 전

위 이론 (mixed potential theory)에 근거하여 Type 304/316 스테인리스강의 부식 전위

를 계산하였고, 그림 A.3과 같이 실제 Duan Arnold 원전의 결과와 잘 일치하는 것

을 보고하였다. 또한 이들 재료의 부식 전위가 H2, O2 및 H2O2의 냉각수내 확산에 

의해 제어된다는 것도 발견하였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PWR 수화학 조건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H2 농도로 인해 물의 

방사선 분해에 의한 산화제 발생이 억제된다고 추측된다. 따라서 PWR의 노내 구조

물 재료의 ECP는 out-of-core와 유사하게 대략 -600 ~ -800 mV(SHE) 범위에 놓일 것

으로 예측된다. 최근 PWR 수화학 조건에서 Macdonald 등[44]은 자체 개발한 

PWR-ECP code를 사용하여 혼합 전위 이론에 근거하여 ECP 거동을 계산하였다.

그림 A.4는 PWR 수화학 조건에서 Type 304 및 316 스테인리스강의 ECP 계산 결과 

및 기존 실험 결과들을 정리하여 도시한 것이다. O2와 같은 산화제가 없는 수질에

서는 스테인리스강은 -700 ~ -800 mV(SHE)의 ECP를 가지며 이는 고온에서의 수소 

전극 전위와 거의 일치한다. 그러나 소량의 O2 첨가로 인해 ECP는 수백 mV 이상 

상승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이들은 물의 방사선 분해로 인해 발생하는 ECP의 변화

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에 대해 보다 상세한 연구를 하기 위해, 그림 A.5와 같은 

PWR 1차 계통을 모사하여, 각 영역의 주 재료들의 ECP를 여러 가지 산소 농도(그
림 A.6) 및 수소 농도(그림 A.7)에서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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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A.2. Effect of radiation on (a) the corrosion potential of type 304 stainless steel 
in 288℃ water and (b) the shift in corrosion potential relative to unirradiated 

conditions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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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A.3. Electrochemical corrosion potential versus oxygen and hydrogen peroxide 
concentration at 288℃ [43].

-+- calculated for 500 ppm B and 2 ppm Li at 350 ℃ with 2.8 ppm H2

 o  experimental data for 2.8 ppm H2 at 300 ℃
 O experimental data for 20 to 100 ppb residual O2

 ▽ data of Indig[15], for a de-oxygenated solution
 ▾ experimental data for a de-oxygenated solution
 ● Data of Lee[16], 0.001~0.1 sodium sulfate and approximated 100 ppb O2.

Fig. A.4. Comparison of calculated ECP for Type 304 and 316SS with experimental 
data obtained in hydrogenated or de-oxygenated solutions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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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A.5. Schematic of a PWR coolant circuit showing regions of different 
metallurgy [44].

Fig. A.6. Calculated ECP throughout the primary loop of a PWR at high 
temperature operating condition. The O2 concentration injected into the feedwater 

was varied from 0 to 5000 ppb. The H2 was maintained constant at 25 
cc(STP)/kg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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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A.7. Calculated ECP throughout the primary loop of a PWR at high temperature 
operating condition. Constant O2 concentration is 5 ppb and H2 concentration was 

varied as indicated [44].

현재까지 PWR의 노내 구조물에 대해 실제 측정한 결과는 거의 전무한 상태이나, 
이들의 계산 결과는 사용된 G8) 값에 따라 ECP의 산포가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실

제 원전에서 측정한 결과와의 비교를 통해서, PWR 수화학 조건에서 다양한 화학종

의 G 값에 대한 보다 정확한 데이터의 축적이 필요한 실정이다.

PWR에서 붕산 및 수산화 리튬이 물의 방사선 분해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

나, 실제 PWR의 1차 계통수내 이들의 농도 범위를 고려할 때 붕산 및 수산화 리튬

이 물의 방사선 분해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는 예상되지 않는다. 그러나 노내 구조

물의 틈새 (crevice) 등에서 국부적으로 냉각수가 비등하여 틈새에서 붕산 및 수산화 

리튬이 축적되어 틈새 부식 또는 가성 부식 응력 균열 (caustic stress corrosion 
cracking)을 유발할 경우, 물의 방사선 분해 거동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8) number of molecules, ions or radicals formed fro each 100 eV absorbed, indicating radiolytic 
yie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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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중성자 조사에 의한 재료의 변화

B.1. 방사선에 의한 재료의 조사 손상

중성자 등과 같이 고에너지 입자의 충돌에 의해 그림 B.1과 같이 재료 격자내에 위

치하는 원자들은 조사 손상 (radiation damage)을 받게 된다. 탄성 충돌에 의한 에너

지 전달이 변위 한계치 (displacement threshold, Ed)를 넘어서면 PKA (primary knock 
on atom)가 발생한다. 모든 원자들의 에너지가 Ed보다 낮아질 때까지 PKA에 의한 

추가적인 원자들의 변위가 발생하게 된다. 조사 손상에 의해 그림 B.1과 같이 기본

적으로 공공 (vacancy) 및 침입형 원자 (interstitial atom)으로 이루어진 Frenkel 결함

쌍이 주로 만들어 진다. 300℃ 아래의 낮은 온도에서는 이들 공공이 평형상태이며 

군집을 이루어 5 nm 이하의 흑점 (black spot)을 만든다. 300~700℃의 고온에서는 공

공의 군집은 열역학적으로 불안정해지며, 특정 조건에서는 수소나 헬륨 가스 발생

으로 공극 (void) 및 팽윤 (swelling)으로 발전하게 된다.

Fig. B.1. Schematic illustration of generation of a primary knock on atom (PKA)[45].

이러한 결함 구조는 온도와 조사량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되었는데, 그림 B.2와 같이 300℃를 경계로 주요 결함 구조가 달라짐을 알 수 있다. 
이로부터 BWR의 운전 조건에서 형성되는 결함 구조와 PWR의 결함 구조가 차이가 

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는 BWR에서 많이 보고된 조사 손상에 의한 IASCC의 경

향이 PWR에서 그대로 통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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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B.2. Summary of reported defect structure in 300-series stainless steels as a 
function of irradiation dose and temperature[19].

흑점과 같은 재료의 조사 손상으로 재료 미세 구조적으로는 입계 편석 (grain 
boundary segregation), 이차상 석출 (second phase precipitation) 등이 일어난다. 스테인

리스강에서는 Cr과 Fe의 결핍 (depletion)과 이들보다 상대적으로 확산계수가 느린 

Ni이 입계에 과잉 (enrichment)되는 현상들이 보고되었다. 

B.2. 방사선 조사에 의한 재료의 미세구조적 변화

B.2.1. 입계 편석 (RIS9))

중성자 조사에 의해 재료의 격자내에 발생하는 점결함의 일부는 다시 재결합되지만 

일부는 재료의 표면, 입계 및 전위로 이동하게 된다. 이러한 결함의 이동에 의해 

Cr, Fe와 Mo 등은 공공과 빠른 속도로 치환되며 확산하여 입계에서 고갈되는 반면

에, Si, P와 Ni은 상대적으로 느린 침입형 (interstitial) 이동기구에 의해 입계에 농축

되는 RIS 현상이 많이 보고되었다.

이러한 RIS의 발생기구는 크게 inverse Kirkendall 효과[46]와 defect-solute complexes 
이론[47]으로 설명되어져 왔다. Inverse Kirkendall 효과는 공공의 싱크 (sink)로 작용

하는 입계로의 공공의 흐름에 반대 방향으로 합금 원소들이 확산이 일어날 때 상대

적으로 확산계수가 작은 원소들이 입계에 과잉으로 존재하고, 확산계수가 큰 원소

9) radiation induced segre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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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입계에서 결핍되는 현상이다. 침입형 원소들의 확산에 의해 야기되는 inverse 
Kirkendall 효과는 이와는 반대로 상대적으로 확산계수가 빠른 원소가 입계에 과잉

하게 된다(그림 B.3(a)). Johnson-Lam 모델로 잘 알려진 두 번째 기구는 용질 원자가 

공공 또는 자기 침입형 원자 (self-interstitial)와 상호작용하여 이동성 defect-solute 
complex를 형성하여 결함의 싱크로 작용하는 입계로 이동할 때 입계에서 용질의 과

잉이 발생하는 것으로(그림 B.3(b)), 상호작용 및 이동 에너지에 따라 RIS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진다. 주로 높은 온도에서는 Inverse Kirkendall 효과에 의해, 낮은 온도

에서는 defect-solute complex 효과에 의해 RIS가 주로 나타난다고 보고 있다.

(a) (b)

Fig. B.3. Schematic illustrations showing defect flows and sink composition changes 
for mechanisms of radiation-induced segregation[19].

Okamodo[58] 및 Andresen[42], Scott[22], Bruemmer[19] 등에 의해 중성자 조사에 따

른 여러 가지 용질 (solute)의 RIS 현상에 영향을 주는 온도 및 조사량에 대한 연구

결과가 그림 B.4와 같이 정리되었다. RIS는 주로 특정 온도 및 조사량 범위에서 최

대로 발생하게 되는데, 이 영역보다 높은 온도에서는 공공의 back-diffusion이, 낮은 

온도에서는 재결합이 주로 발생하며, 조사량은 온도와 반대로 영향을 주게 된다고 

보고되었다. 



- 102 -

Fig. B.4. Predicted radiation temperature and flux effects on segregation in austenitic 
stainless steels. Typical flux-temperature regimes for LWR neutrons and charged 

particle irradiations are shown[19].

스테인리스강재료에서 이러한 RIS의 발생기구를 뒷받침하는 많은 실험 결과들이 여

러 연구자들에 의해 보고되었다. 이중 Jacobs 등[20]에 의해 수행된 대표적인 STEM 
(scanning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및 AES (Auger electron spectroscopy) 실험 

결과를 그림 B.5에 도시하였다. Cr 및 Fe은 입계에서 고갈되는 반면에, Si, S, P와 

Ni은 입계에 농축됨을 알 수 있다.

B.2.2. Radiation induced precipitation

일반적으로 300 시리즈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에서는 Cr, Mo, Si 및 C 등 합

금 원소들의 과포화로 인해 550~900℃의 thermal aging에 의해 탄화물 (M23C6, 
M6C) 및 금속간 화합물 (Laves, σ, χ)이 형성된다고 알려져 있다. Ti 또는 Nb이 추

적 가능한 범위이상으로 존재할 경우 MC 탄화물도 aging에 의해 형성될 수 있으며, 
Si이 과량으로 존재하고 C이 부족할 경우 G 상 (M6Ni16Si7)이 형성될 수 있다. Ti 
및 P가 존재할 경우, 침상 FeTiP 화합물이 700~800℃ 영역에서 형성되기도 한다. 이
러한 thermal aging에 의해 형성되는 상들 중, Laves와 M6C는 Si의 함량이 높으며, 
특히 M6C는 Ni이 과잉으로 존재하는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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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B.5. (a) Compositional profiles by STEM analysis across grain boundaries from a 
type HP348 stainless steel irradiated to 3.4×1021 n/cm2 in BWR and (b) comparison of 
AES data from commercial purity (CP) types 304 and 348 and high purity (HP) type 
348 stainless steels irradiated to various fluences in an advanced test reactor (ATR) or 

BWR[59]

중성자 조사에 의해서도 유사한 상들이 스테인리스강의 기저에 석출물로 형성된다

고 보고되었다 [60]. 이러한 상들은 표 B.1과 같이 3 종류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 석

출상들은 중성자 조사에 의해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에서는 빠른 속도로 많은 양이 

형성 (radiation-enhanced)되고, 높은 온도에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양이 형성 

(radiation-retarded)되는데, thermal aging에 의한 상들과 동일한 화학 조성을 갖는다. 
두 번째 석출상들은 중성자 조사에 의해 변형 (radiation-modified)되는 상들로, 
thermal aging과는 다른 화학 조성을 갖는다. 세 번째 석출상들은 중성자 조사에 의

해서만 형성되는 상들이다. 이러한 중성자 조사에 의한 석출상 형성은 RIS와 긴밀

하게 연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로 스테인리스강에서 Ni 및 Si의 RIS는 γ' 및 G 
상 형성을 유도하고, C의 결핍은 입계 탄화물의 석출을 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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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diation-enhanced/-retarded 
phase

Radiation-modified
phase

Radiation-induced
phase

M6C, Laves, M23C6, MC, σ, χ M6C, Laves, M2P G, γ', MP, M2P, M3P

Table B.1. Classes of radiation-produced precipitate phases in 300-series austenitic 
stainless steels[60].

이러한 중성자 조사에 의한 석출상의 형성은 400℃ 이하의 온도조건에서는 거의 일

어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LWR의 사용온도조건에서 중성자 조사에 의

한 석출상의 영향은 스테인리스강에서는 Cr의 결핍에 의한 입계 탄화물 석출의 억

제[60]와 Alloy 718과 같은 고강도 Ni계 합금에서는 γ'과 γ''의 용해, γ'의 재분포 또

는 Laves 상의 비정질화[61]가 가능하다고 보고되었다.

B.2.3. 조사 변이(transmutation)

스테인리스강은 고온 크립 저항성 향상 등 기계적 물성의 개선을 위해 Mn, B 등의 

원소를 ppm 수준으로 소량 함유하는데, B은 중성자 조사로 인해 He과 Li을 형성하

는 조사 변이 (transmutation) 현상을 보이고, MnS은 중성자 조사로 인해 S를 방출하

게 되는데 S의 경우 Cl으로 조사 변이된다. 조사 변이에 의해 He과 Li이 형성될 때, 
MnS 석출물이 입계에 존재할 때, IASCC를 조장한다는 보고가 있다[62]. 특히 Li의 

경우 LWR의 고온 조건에서 액체 상태로 존재하여, 입계의 응집력 (cohesive 
strength)을 저하시키고 물과의 발열반응으로 균열 성장 속도를 증가시키는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B.3. 방사선 조사에 의한 재료의 기계적 특성 변화

B.3.1. 경화(hardening)

중성자 조사에 의해 스테인리스강 내부에 공공과 침입형 원자와 같은 점결함과 전

위 루프가 형성되면, 스테인리스강의 경화 (hardening)가 발생하여 연성 (ductility)과 

파괴 인성 (fracture toughness)이 저하하게 된다. 조사 경화에 대한 많은 실험 결과들

이 보고되었는데, 이중 대표적인 실험 결과를 그림 B.6과 B.7에 도시하였다[18]. 30
0℃ 부근의 온도에서 1021 ~ 1022 n/cm2 정도의 fluence 범위에서는 스테인리스강의 

항복강도 (YS, yield strength)와 최대인장응력 (UTS, ultimate tensile stress)은 증가하

였으나(그림 B.6(a)와 (b)), 연성은 0.3% 정도까지 저하되었고, 파괴 인성은 50 MPa

로 낮아졌다(그림 B.7(a)와 (b)). 특히 YS는 중성자 조사량의 제곱근에 비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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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다가 10 pda 이상에서 일정한 값을 보이게 된다. 

(a)

(b)

Fig. B.6. (a) The yield stress and (b) the ratio of the ultimate stress to yield 
stress as a function of the square root of the dpa for 300-series austenitic 
stainless steels irradiated and tested at about 300℃[18]. The square symbol 
with the error bar is the average and approximate range of the unirradiated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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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B.7. (a) The uniform elongation and (b) the fracture toughness as a function 
of the square root of the dpa for 300-series austenitic stainless steels irradiated 
and tested at about 300℃[18]. The square root symbols with error bars are the 

average and approximate range of the unirradiated specimens for weld (filled) and 
solution annealed (open) conditions respectively.

한편 공극에 Ni의 RIS가 일어날 경우에도 재료의 취화 거동을 야기할 수 있다[45]. 
Ni이 공극에 우선적으로 편석되면 기저의 Ni 결핍이 발생되고 결국 오스테나이트의 

안정성을 저하시킨다. 안정성이 저하된 오스테나이트는 변형에 의해 마르텐사이트

로 전이를 할 수 있으며 균열 성장의 저에너지 경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250℃에서 6.7×1020 n/cm2 (E > 1 MeV)로 중성자 조사된 304SS 재료에 대해 BW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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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화학 조건에서 수행된 SSRT 결과는 Ni의 농도가 감소할수록 IGSCC 경향이 증가

하는 것을 보여주었다[35]. 또한 Ni의 함량이 높은 합금들, 예로 Inconel 800 등이 

304 등 스테인리스강에 비해 SCC 저항성이 높다는 실험 결과들[27]에서도 Ni의 RIS 
영향은 간접적으로 관찰되었다.

중성자 조사로 경화된 스테인리스강에 대해 일반적인 변형율로 인장시험을 수행할 

경우, 연성 입내 (ductile transgranular) 파괴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Type 304 SS 재
질의 PWR 제어봉 클래딩에 대한 인장 시험결과[63]에 따르면 변형률 (strain rate)에 

따라 균열의 형상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형률이 10-5 ~ 10-7 s-1 범위에서 

더 낮아지면 입계 파괴의 경향이 증가하게 되어, 중성자 조사에 의해 경화가 발생

한 스테인리스강을 낮은 변형률로 인장 실험을 수행할 경우 고온 불활성 환경에서

도 입계 파괴 거동을 보일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그림 B.8). 이 실험결과에 대한 재

현성 논란[19]은 있으나, IASCC 연구에 있어서 낮은 변형률로 실험을 수행할 경우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Fig. B.8. Percentage IG fracture vs. strain rate for irradiated cladding tensile test 
in an inert environment at 315℃[63].

B.3.2 크립(creep)

중성자 조사에 의해 야기되는 크립 또는 팽윤에 의한 재료의 체적변화는 균열 선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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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집중되는 응력에 영향을 주므로, IASCC 거동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조사 크립

은 크게 irradiation-induced 크립과 irradiation-enhanced 크립, 2종류로 나누어진다. 
Irradiation-induced 크립은 중성자 조사에 의해 재료내에 전위 루프의 형성과 성장함

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며, irradiation-enhanced 크립은 thermal 크립이 일어나는 재료

내에 추가적인 공공이나 침입형 원자를 형성하여 이를 증가시키는 것이다.

조사 크립은 궁극적으로 균열 선단의 변형률을 증가시키고 균열의 성장을 촉진하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의 조사 크립에 의한 

균열 선단의 변형률 증가는 균열 성장 자체에 의한 변형률 증가에 비해 수백배 낮

게 계산되었으며, 조사 크립에 의해 응력이 완화될 가능성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45].

B.3.3 수소 및 헬륨 취성(embrittlement)

재료의 방사선 조사에 의해 발생되는 수소 및 헬륨은 재료의 취성을 야기 시켜서, 
재료의 연성 저하에 기여한다고 알려졌다.

B.3.3.1 수소 취성 (hydrogen embrittlement, HE)

LWR 원전 노내 구조물의 부식속도는 상당히 낮으나, 부식 반응에 수반되는 캐소딕 

반응 (cathodic reaction)은 PWR에서는 주로 수소 발생반응, BWR에서도 산소 환원반

응과 함께 수소 발생 반응이다. 수소 발생반응이 전체 부식 반응을 제어하는 경우

를 가정하여 보수적으로 수소 발생량을 계산하면, 0.5 μA/cm2의 부식 속도에서 

5×10-8 ml H2(STP)/cm2의 수소가 발생하게 되어, 수년이 지나면 오스테나이트계 스테

인리스강의 표면 1cm 정도의 두께에서 수소 농도가 포화하게 된다. 노내에 수소가 

존재할 경우, 방사선 조사에 의해 재료 내부에 발생한 공공의 군집은 수소와 강하

게 반응하고 tangled dislocation을 따라 수소 이동이 발생한다고 보고되었다[64]. 

일반적으로 방사선 조사가 없는 상온에서도 수소에 의해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

스강은 수소 취성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다. 마르텐사이트 변태 온도가 낮은 Type 
301SS 또는 304SS와 같은 재료에 수소를 장입(charge)할 경우 마르텐사이트 변태로 

인한 연성의 저하가 발생하는데, Type 301SS는 10MPa의 수소 분압 하에서 1.5×1020 
n/cm2 (E > 1MeV)의 방사선 조사에 의해 불활성 기체 분위기에서 보다 큰 연성 저

하를 보였다[22].

B.3.3.2 헬륨 취성 (helium embritt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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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인리스강과 니켈계 합금의 주요 원소 및 소량 원소들은 (n, α) 핵반응을 겪으면 

다량의 헬륨을 생성하게 된다. 수소와는 달리 헬륨은 스테인리스강내의 용해도가 

매우 낮으므로 재료내 결함, 입계 등 트랩(trap) 사이트에서 석출되거나 기포로 응집

된다.

스테인리스강의 입내 및 입계에 형성된 기포 형태의 헬륨으로 인한 취화로, 연성 

및 크립 강도가 저하되는 현상은 잘 알려져 있지만, 350℃ 이하의 조사 온도에서는 

IASCC의 인자로는 크게 고려되지 않았다. 400℃ 이상의 조사 온도에서는 발생한 

헬륨이 입계로 이동하고 기포 응집 경향이 증대된다. 여러 가지 실험 결과들을 종

합하면 304SS의 경우 대략 370℃의 조사온도 - 이때 속중성자 조사량은 1.4×1022 
n/cm2 (~7 dpa) ~ 1023 n/cm2 (~50 dpa) (E > 0.1 MeV) 범위였고, 헬륨의 농도는 28 
appm)[22] - 에서 입계의 헬륨 취화가 주요하게 작용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알려졌

다.

결론적으로 유사한 농도에서 일반적으로 수소에 비해 헬륨이 입계에 기포로 형성되

는 경향이 크므로, 스테인리스강의 IASCC 거동에 미치는 영향 또한 더 크다. 따라

서 실제 원전의 가동온도 범위가 헬륨 취화가 일어나기 힘든 조건이라고 하더라고, 
일시적이지만 헬륨이 입계로 이동할 수 있을 정도로 온도가 상승하거나 붕소가 입

계에 편석되어 있는 경우 헬륨의 영향은 위험해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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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IASCC 기구 모델

C.1 Cr-depletion model [19]

일반적으로 예민화된 스테인리스강 재료의 IGSCC의 주된 요인으로 입계에서 발생

되는 Cr의 고갈이 많이 보고되었다. 유사하게 중성자 조사에 의한 환경 및 재료의 

미세 구조적 변화, 특히, Cr 고갈을 스테인리스강 재료의 IASCC의 주요 요인으로 

보고한 연구자들은 그림 C.1과 같이 IASCC의 기구에 대해 정리하였다[19]. 앞서 고

찰한 바와 같이 중성자 조사에 의해 재료 내에서 발생하는 점결함들이 입계로 이동

함에 따라 입계에 Cr의 고갈이 발생하고, 물의 방사 분해에 따라 산화성 환경이 조

성되어, 균열 선단에서 slip-dissolution 등에 의한 IGSCC가 가속화되는 기구이다. 
BWR의 환경에서 발생하는 IASCC는 설명 가능하나, PWR 환경에서 얻은 실험 결과

는 잘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Fig. C.1. Schematic illustrating mechanistic issues believed to influence crack advance 
during IASCC of austenitic stainless steels [19].

C.2 Cr depletion 및 S RIS model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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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g 등[28]은 실험 결과의 비교 분석으로부터 그림 C.2와 같이 IASCC에 대한 수

정 모델을 제시하였다. 수화학 환경에서 표면 산화물의 파괴에 의해 많은 균열의 

시작이 발생하는데, 이때 입계가 노출될 경우 응력과 중성자 조사에 의해 발생한 

결함에 의해 입계를 따라 균열 선단에서 우선적 산화가 발생한다. 이때 중성자 조

사에 의해 입계에 Cr 결핍층이 존재할 경우, 상대적으로 얇은 Cr 산화물이 형성되

고, 입계를 따른 O의 투과 및 이동을 효율적으로 막지 못한다. 특히 twinning 및 

dislocation channeling 등에 의해 균열 선단의 입계의 Cr 산화물이 파괴될 때, 이러한 

O의 이동은 빠르게 발생한다. 따라서 균열 선단의 입계에서 금속은 Cr-Fe spinel 산
화물로 변화되고, 상대적으로 금속 상태로 존재하는 Ni은 spinel 산화물의 선단과 금

속/산화물 계면에서 축적된다. 

또한 중성자 조사에 입계에서 편석된 S는 금속보다 산화물에서 용해도가 낮으므로, 
spinel 산화물 외부로 밀려나오고, 결과적으로 Ni- 및 Si-과잉의 thin film 또는 island
가 spinel 산화물의 선단과 금속/산화물 계면에 생성된다. MnS 등의 황화물들도 균

열 선단에서 수화학 환경으로 용해되어 S의 농도가 증가하게 되므로, 궁극적으로 

Ni- 및 S-과잉의 thin film 또는 island의 S 농도가 threshold level을 넘어서면 용융되

거나 비정질화되어 spinel 산화물의 선단과 금속/산화물 계면에 공극과 빈 공간이 형

성되므로 균열이 전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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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C.2 Schematic illustration of a modified IASCC model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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