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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원자력발전소의 상업운전이 30년을 넘는 지금, 조사취화 안정성에 대하여 기초

적이며 중요한 사실을 제공해 주는 감시시험 결과의 축적도 계속 이루어 지고 

있다. 감시시험 자료는 재료의 조사취화에 대하여 정확히 기술되어 이기 때문에 

원자로압력용기 재료의 개량 및 개발 등의 관점에서 감시시험 자료를 통계적으

로 분석할 경우,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응용의 범위가 넓다. 본 기술보고

서에서는 가압경수형 발전소의 축적된 감시시험 자료에 대하여 재료적인 관점에

서 조사취화에 대한 내용을 분류 및 분석하였다. Regulatory Guide 1.99 Revision 2 

및 NUREG/CR-6551에 보고된 예측식을 기초로 조사량에 따른 TTS 변화를 확인

하여 본 결과 plate/forgings의 경우, 예측된 조사취화량 보다 더 TTS가 증가하였

음을 확인하였다. Weld의 경우, 국내 감시시험 결과만으로는 조사량에 따른 TTS 

변화 경향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었으며, 국외 자료와의 연동을 통한 종합적

인 자료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조사에 따른 항복응력(YS)의 증가와 

TTS 변화에 대해서도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TTS 변화와 마찬가지로 

plate/forgings에서는 뚜렷한 경향이 나타났으나, weld에서는 경향을 파악할 수 없

었다. 국내 자료의 상관 관계는 Odette 등에 의하여 정리된 미국의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이를 종합하여 비조사시편의 CVN test 결과와 조사에 따른 

ΔYS 변화를 측정할 경우, TTS의 형태 변화를 통계적으로 예측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국내 감시시험 결과의 자료를 이용한 전산모사나 기계적 성질 

예측에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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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원자력발전은 국내 전력 생산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전력 공급의 핵심 

수단으로, 계속적으로 그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고리1호기가 1978년에 상업운

전을 시작한 이래로, 국내 원자력발전소는 2010년 현재, 고리, 월성, 영광, 울진에 

총 20기가 상업 가동 중에 있고, 현재 신고리 및 신월성에 총 6기의 새로운 원자

력발전소가 건설 중에 있다. 총 26기 중 월성에 있는 4기의 가압중수형(PHWR) 

발전소 이외는 모두 가압경수형(PWR) 발전소로써, 발전용량이 58.7 MW 급에서 

140 MW까지 다양하다. 현재, 가동한 지 30년이 지나 수명연장 중인 고리1호기를 

비롯하여, 10기의 원자력발전소가 이미 마지막 5차 감시시험에 도달하였고, 이들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수명연장이 경제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진행될 예정이다. 

원자력발전소의 수명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원자로압력용기, 

즉 Reactor Pressure Vessel (RPV) 재료의 가동 중 속중성자 조사에 의한 파괴저항

성 저하, 즉 조사취화 여부이다. 원자로압력용기는 그 특성상 교체가 불가능한 

부품이며, 재료로 사용된 저합금강의 특성상, 가동 중에 지속된 중성자 조사로 

인하여 취성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조사취화는 원자력발전소의 안전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상업운전의 가동 여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특성이다. 

따라서 원자력발전소는 안전에 대한 충분한 감시 및 규제를 위하여 원자로 내부

에 감시시험을 위한 시편을 두도록 규정되어 있고, 일정한 시점에 감시시험 시편

을 꺼내어 조사취화 정도를 확인하고 원자로압력용기 전체의 안정성 여부를 평

가하도록 정해져 있다.  

가동이 오래된 발전소는 다수의 감시시험 결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내용은 원자력연구원에서 분석한 원자력발전소 감시시험 보고서를 통하여 공식

적으로 보고되었다. 각각의 발전소에 대한 감시시험 보고서는 각 원자로압력용기 

재료에 대한 정보 및 가동에 따른 조사량과 조사취화 정도가 정확히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원자로압력용기 재료의 관점에서 그 감시시험 결과를 통계적으로 

분석할 경우, 원자로압력용기 재료의 조사취화 거동에 대하여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분석은 차세대 원자력발전소의 원자로압력용기 재료 선정

이나 국외의 원자로압력용기 재료의 조사취화 예측식 결정, 그리고 수명연장에 

관한 기반적인 연구에도 응용될 수 있다.  

본 기술보고서에서는 가압경수형 발전소의 축적된 개별적인 감시시험 결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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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재료적인 관점에서 종합하여 조사 취화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감시

시험에서 주로 사용되는 Regulatory Guide 1.99 Revision 2 (REG1.99/2)와 이를 개량

한 NUREG/CR-6551 보고서의 TTS 분석 방법을 이용하였고, 또한 조사취성과 재

료 특성인 항복강도(Yield Strength, YS)와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multiscale 

modeling 등에 연관 지어 사용할 수 있도록 외국의 연구 결과와 비교하여 분석하

였다. 이를 통하여 국외 결과에 대한 특성과 국내 감시시험간의 차이를 확인하였

고 이후의 수명 연장 등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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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감시시험 자료 

 

제 1 절 국내 가압경수로형 원자력발전소 감시시험 
2010년 현재 가동중인 원자력발전소는 20기이며, 2010년 및 2019년까지 건설이 

완료될 예정인 원전이 신고리1-4호기, 신월성1-2호기 등 총 6기이다. 이중 중수로

형인 월성1-4호기를 제외한 16기가 가압경수형(PWR) 원자력발전소이며, 현재 고

리에 4기, 영광 및 울진에 각각 6기가 가동 중이다. 2010년 현재까지 1회 이상의 

감시시험을 통하여 감시시험 보고서가 작성된 PWR은 고리1-4호기, 영광1-4호기, 

울진 1-4호기로 총 12기이다. 영광5, 6 및 울진5, 6은 2002년이후에 상업운전이 시

작되어 현재까지 보고된 감시시험 결과가 없다. 

각각의 PWR 원자력발전소는 제조회사의 차이 및 설계형태의 차이로 인하여 

감시시험 방법에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과학시술부 고시, 원자

로압력용기 가압열충격 해석 관련 규정인 10 CFR part 50, ASTM E185-82 및 시험

관련 ASTM 규격, ASME Section III, NUREG-0800 및 Regulatory Guide, NUREG, 속

중성자 수송계산 관련 규정인 USNRC Draft Regulatory Guide DG-1053, 최종안전성

분석보고서(FSAR)를 기본으로 해당 감시시험 절차서에 따라 수행된다. 감시시험 

결과는 공식적인 보고서를 통하여 공개되며,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모두 한

국원자력연구원에서 수행 및 작성되었다. 

각 호기별 감시시험에 관한 간략한 정보를 표 1에 요약하였다. 울진1, 2호기의 

경우 프랑스 Framatome사의 제품으로 감시시험 방법에 약간의 차이가 있어 4차

에서 시험이 종료되었다. 영광3, 4, 울진3, 4호기 등은 가동이 시작된 지 얼마 되

지 않아 2010년 현재까지 1차 감시시험 보고서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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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가압경수로형 원자력발전소의 감시시험 정보 

Plant ID Plant type 감시시험 Materials Product 

고리1 Westinghouse 5차(완료) SA508 Grade 2 Class 1 Forgings 

고리2 Westinghouse 5차(완료) SA533 Type B Class 1 Plate 

고리3 Westinghouse 5차(완료) SA533 Type B Class 1 Plate 

고리4 Westinghouse 5차(완료) SA533 Type B Class 1 Plate 

영광1 Westinghouse 5차(완료) SA533 Type B Class 1 Plate 

영광2 Westinghouse 5차(완료) SA533 Type B Class 1 Plate 

영광3 OPR1000 1차 SA508 Grade 3 Class 1 Forgings 

영광4 OPR1000 1차 SA508 Grade 3 Class 1 Forgings 

울진1 Framatome 4차(완료) SA508 Grade 3 Class 1 Forgings 

울진2 Framatome 4차(완료) SA508 Grade 3 Class 1 Forgings 

울진3 OPR1000 1차 SA508 Grade 3 Class 1 Forgings 

울진4 OPR1000 1차 SA508 Grade 3 Class 1 forg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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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감시시험 자료 (Database) 
 

원자력발전소 운전 중에 속중성자에 의한 압력용기재료의 조사취화 경향을 파

악하여 압력용기의 건전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험편을 제작하여 

원자로압력용기 내에 장입하고, 가동 중에 수 년간에 걸쳐 시험편을 인출하여 시

험 및 분석하고 안전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모든 계획을 감시계획

이라 하며, 각 감시계획에 따라 수행되는 일련의 시험을 감시시험이라고 한다. 

조사취화에 따른 분석방법은 ASME Code Section XI, Appendix G에 제시되어 있

다 [1]. 이는 파괴역학 개념을 도입하고 있으며 기준무연성천이온도(RTNDT)를 기

준으로 한다. 초기 RTNDT는 ASTM E208[2]의 낙중시험의 무연성천이온도와 압력

용기 재료의 주 가공방향에 수직방향인 충격시험편의 Charpy V-Notch test에서 얻

은 50 ft-lb이 되는 온도보다 60°F 낮은 온도 중 큰 온도로 정의된다. 원자로 재료

의 조사효과는 RTNDT의 변화로 나타낼 수 있으며, 안전운전 조건을 결정하는데 

사용된다. 

국내 감시시험 용기에는 기계적 시험 별로, 충격시험편, 인장시험편, 파괴인성

시험편 등 세 가지 종류의 시험편이 들어간다. 재료별로는 모재(plate/forgings), 용

접부(weld), 용접열영향부(HAZ) 등 세 가지로 구성된다. 모재의 경우, 주 가공방

향(Principal working direction)에 평행하게 채취한 Longitudinal(L or L-T) 시편과 수

직하게 채취한 Transverse(T or T-L) 시편으로 나눌 수 있다. 각 시편들의 형태 및 

크기, 장입위치 등은 각 감시시험 보고서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충격시험은 감시시험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시험이며, ASTM E23 [3], ASTM 

A370[4]의 요구조건에 따라 수행된다. 인장시험도 ASTM 규정 및 한국원자력연

구원 인장시험절차서에 준하여 실시된다. 파괴인성 시험의 경우, 충격시험이나 

인장시험과 달리 의무규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시편은 보유하고 있으나 충

격시험 및 인장시험 결과가 규제조건을 만족하는 한, 파괴인성시험은 유보하고 

있다. 각 시험의 세부 절차 및 실험 결과에 대해서도 역시 각 해당 발전소의 감

시시험 보고서에 기술되어 있다.  

감시시험 보고서에는 기계적 성질과 더불어 재료의 조성성분을 분석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 결과는 시험편이 원자로압력용기 재료에 적합한지 여부와 조

성성분이 조사취화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감시시험 

보고서에서는, 각 호기별로 차이가 있으나, EPMA 등의 정밀 조성분석장치를 이

용하여 해당 시편의 조성을 구하였으며, 시편간 편차와 감시시험간 편차를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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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고려하고 제작 당시 조성 분석 결과와 여러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감시시

험편의 대표조성을 구하였다. 조사량 또한 시편 별로, 조사 위치에 따라 편차가 

다양하게 나타나나, 이를 종합하여 대표 조사량을 결정하였다. 감시시험 보고서

에는 이 밖에도 각 시편의 인장시험 결과의 원본 그래프, 미세구조 사진, 그리고 

중성자속 분포해석 및 조사량 평가에 관한 항목도 포함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감시시험 보고서에서 보고한 재료의 조성 및 조사량을 이용

하여 각 재료의 조사취화 정도를 분석하였고, 감시시험 보고서에 보고되지 않은 

일부 정보에 대해서는 최종안정성보고서(FSAR)을 참고하여 사용하였다. 

 

 6



제 3 장 국내 감시시험의 TTS 결과 분석 

 

제 1 절 호기별 감시시험 결과 
감시시험 보고서에 보고된 중성자 조사에 따른 감시시험편의 30 ft-lb에서의 

Transition temperature shift(TTS)를 그림 1에 나타내었다. 각 그래프에서 검은 사각

형, 파란 사각형 및 빨간 삼각형은 각각, base metal의 T-L 방향, base metal의 L-T 

방향 및 weld metal의 T-L 방향 시편의 TTS 결과를 나타낸다. 실선으로 표시한 

것은 Regulatory Guide 1.99 Revision 2 (RG1.99/2)를 적용하여 나타낸 TTS 변화의 예

측치이다. 여기서 사용된 TTS 예측식은 아래와 같이 표현된다. 

TTS = CF × FF 

CF = chemistry factor (°F) 

FF = fluence factor = f(0.28-0.1×*log(f)) 

f = fluence (1019 n/cm2, E > 1.0MeV) 

여기서 사용된 TTS 예측식의 Chemistry factor(CF)는 단순히 Cu, Ni의 함량에 의

해서 구해지는 것이 아니라, 각 호기별 축적된 감시시험 자료와 다양한 보정을 

통하여 결정된다. 그림 1의 예측식에서 사용된 CF는 각 감시시험 보고서에 최종

적으로 명시된 CF 값으로 표 2에 각 호기별 CF를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고리1호기의 경우, 압력용기 재료로 SA508 Grade 2 Class 1을 사용하여 원자로 

용기 노심대부위(beltline region of a reactor pressure vessel)를 단조강 shell ring 형태로 

제작하였으며, 중간동체와 하부동체를 submerged-arc welding으로 원주방향 용접

(circumferential weld)한 후 후열처리를 통하여 제작하였다. 원주용접은 Mn-Mo-Ni 

filler wire와 Linde 80 flux를 이용하였다. Linde 80 flux는 주로 1970년대에 압력용기

강의 submerged-arc welding에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는데, 용접부위에 잔존하는 Cu

의 양이 높아 중성자 조사 환경에서 심각한 조사취화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5]. 그림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고리1호기 용접재는 다른 감시시

험 결과와 달리 매우 높은 TTS 변화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용접재 내의 Cu의 농

도가 ~0.2 wt%로 다른 용접재에 비하여 5~10 배에 달하기 때문이다. 고리 1호기

의 모재 방향에 따른 TTS 변화량의 경우, T-L 방향 시편이 L-T 방향의 시편에 비

하여 매우 높은 TTS 변화량을 나타낸 것을 관찰하였다. 

고리2, 3, 4 및 영광1, 2호기는 압력용기 재료로 SA533 Type B Class 1를 사용하였

으며, 판상 형태의 재료를 가공 및 용접하여 압력용기를 제작하였다. 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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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2호기 

고리3호기 고리4호기 

그림 1. 각 원자력발전소의 감시시험에 따른 TTS 변화. 

0.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350.0

0.00E+00 2.00E+19 4.00E+19 6.00E+19 8.00E+19 1.00E+20

d
T
3
0
, 

°F

L-T L-T(calc) T-L T-L(calc) Weld Weld(calc)

0.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0.00E+00 2.00E+19 4.00E+19 6.00E+19 8.00E+19 1.00E+20
d
T
3
0
, 

°F

L-T L-T(calc) T-L T-L(calc) Weld Weld(calc)

0.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0.00E+00 2.00E+19 4.00E+19 6.00E+19 8.00E+19 1.00E+20

d
T
3
0
, 

°F

L-T L-T(calc) T-L T-L(calc) Weld Weld(calc)

0.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0.00E+00 2.00E+19 4.00E+19 6.00E+19 8.00E+19 1.00E+20

d
T
3
0
, 

°F

L-T L-T(calc) T-L T-L(calc) Weld Weld(calc)

고리1호기 



 9

0.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0.00E+00 2.00E+19 4.00E+19 6.00E+19 8.00E+19 1.00E+20

d
T
3
0
, 

°F

L-T L-T(calc) T-L T-L(calc) Weld Weld(calc)

0.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0.00E+00 2.00E+19 4.00E+19 6.00E+19 8.00E+19 1.00E+20
d
T
3
0
, 

°F

L-T L-T(calc) T-L T-L(calc) Weld Weld(calc)

영광1호기 영광2호기 

0.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0.00E+00 2.00E+19 4.00E+19 6.00E+19 8.00E+19 1.00E+20

d
T
3
0
, 

°F

L-T L-T(calc) T-L T-L(calc) Weld Weld(calc) L-T L-T(calc) T-L T-L(calc) Weld Weld(calc)

0.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0.00E+00 2.00E+19 4.00E+19 6.00E+19 8.00E+19 1.00E+20

d
T
3
0
, 

°F

영광4호기 영광3호기 

그림 1. 각 원자력발전소의 감시시험에 따른 TTS 변화(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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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각 원자력발전소의 감시시험에 따른 TTS 변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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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별로 같은 재료를 사용하였지만, 배치(batch) 별로 조성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

문에 조사량에 따라 다양한 TTS 거동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용접재

의 경우 각 호기별로 매우 큰 편차가 존재하는데, 고리 3호기의 경우 상당히 높

은 TTS를 나타낸 반면, 고리4, 영광1, 2 호기의 경우 오히려 모재보다도 낮은 

TTS를 나타내었다.  

영광1호기의 경우는 고리1호기와 유사하게 T-L 방향 시편이 L-T 방향 시편에 

비하여 높은 TTS를 나타내었다. 하지만 고리2, 3, 4 및 영광2호기에서는 재료의 

방향에 따른 TTS 차이는 크지 않았다. 

울진1, 2호기의 경우, 원자로압력용기의 제조업체가 프랑스의 Framatome사로 감

시시험이 다른 PWR과 달리 4차로 종료가 되었다. 또한 모재의 감시시험편도 T-L 

한 방향만 이용한 특징이 있다. 울진1호기의 경우, 용접재의 TTS 보다 모재의 

TTS가 더 크게 나온 반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지어진 울진2호기의 경우 용접재

가 모재 보다 높은 TTS 변화를 보였다. 이 결과를 보았을 때, 원자로 감시시험 

결과는 재료뿐 아니라 제조 공정 그리고 사용 환경 등에 의하여 많은 차이가 나

타남을 알 수 있다. 

영광3, 4, 울진3, 4호기는 모두 국내 공급자를 통하여 제작된 OPR 1000급의 원

자로로써, SA508 Grade 3 Class 1 단조재를 이용하여 압력용기가 제작되었다. 해당 

원전은 가동 시간이 다른 원자력발전소에 비하여 짧고, 1차 감시시험까지의 

EFFY가 다른 감시시험에 비하여 높아(~6 이상), 현재까지 보고된 감시시험결과

가 1차까지 밖에 없으며, 따라서 조사손상 예측치를 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RG1.99/2의 CF는 조성에 따른 table 값에 의하여 결정이 된다. 따라서 T-L과 L-T 

방향 시편 모두 하나의 예측치 곡선으로 나타나게 된다. 실제 측정된 결과를 관

찰해 보면, 용접재가 가장 높은 TTS를 보이고 다음으로 L-T 방향 base, 마지막으

로 T-L 방향 base 순으로 TTS가 낮아지는 것을 일정하게 관찰할 수 있다. 재료의 

조성에 따라 나타낸 CF의 값을 이용하여 TTS 예측식을 실선으로 나타낸 결과, 

실제 TTS 측정치와는 아직 차이가 많이 남을 알 수 있다. 특히, 영광3, 4호기의 

경우, 모재의 조성에 의하여 결정된 CF가 매우 높아 TTS가 용접재보다도 더 크

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울진3, 4호기는 용접재의 CF가 모재의 CF보다 큰 일

반적인 경향을 나타내었다. 각 호기별로 모재의 경우, 제조공정상의 차이 및 감

시시험편의 편차로 조성 차이가 커서 CF의 값이 크게 변화한 한 반면, 용접재의 

경우 각 발전소별로 조성 차이가 크지 않아 CF 값의 변화가 그리 크지 않은 특

징을 보였다. 아직 1차 시험 결과일 뿐이므로 정확한 변화 경향은 추후 감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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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가 나오는 대로 계속 추적할 필요가 있다. 한가지 더 첨언할 것은 고리1호기

에서 발생한 용접재에서의 급격한 조사취화 현상은 용접재의 개량으로 다른 원

자력발전소에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12



 

표 2. 국내 원자력발전소 압력용기재료의 Chemistry Factor 

Chemistry Factor (°F) 

Base Weld 호기 

T-L L-T 방향 T-L 

감시시험차수 

고리1 58.97 5.27 190.96 5 

고리2 42.06 45.93 50.28 5 

고리3 45.24 41.82 76.91 5 

고리4 34.16 26.69 16.95 5 

영광1 57.27 40.25 36.10 5 

영광2 43.08 48.58 26.96 5 

영광3 29.50 29.50 24.24 1 

영광4 43.30 43.30 29.46 1 

울진1 50.23  35.25 4 

울진2 33.15  48.77 4 

울진3 22.10 22.10 35.20 1 

울진4 20.00 20.00 29.5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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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조사량에 따른 TTS 변화 경향 
 

감시시험 보고서에는 각 호기별 재료에 대한 내용과 조사 취화에 대한 분석이 

있어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하지만, 호기별로 각 자료가 분산되어 있어서, 중성

자 조사에 따른 압력용기 재료들의 TTS 변화 경향을 파악하기 어렵다. 즉, 호기

별로 재료가 다르고, 압력용기 제품의 형태가 단조재 또는 압연재로 구분되며, 

base metal과 weld metal 및 재료의 방향성까지 포함된 복잡한 분류 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를 좀더 단순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제품 형태에 따라서 모재(base, 

plate/forgings)와 용접재(weld), 이렇게 두 가지로만 구분하고, 재료의 종류에 따라 

세 가지, 즉 SA508 Grade 2 Class 1 (SA508G2), SA533 Type B Class 1 (SA533), SA508 

Grade 3 Class 1 (SA508G3)로 분리하여 중성자 조사에 따른 TTS 변화 경향을 확인

해 보았다. 이 때 사용된 각 호기별 재료 정보는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는 중성자 조사량에 따른 모재(base)와 용접재(weld) 부위의 재료별 TTS

를 조사량에 따라서 나타낸 그림이다. 그림 2 (a)에서 base 재료는 plate/forgings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포함하였으며, 시편 방향에 따른 구분도 따로 표기하지 않았

다. 빨간색 마름모로 표현된 SA508G1 재료의 경우 고리 1호기에서만 사용된 재

료로 그 자료의 수가 적다. 조사량에 따른 TTS 변화가 많이 일어난 자료들은 주

로 T-L 방향 시편의 결과로써, 다른 SA533 재료나 SA508G3 재료의 평균적인 경

향에 비하여 높은 TTS를 나타냄을 알 수 있다. 반대로 TTS가 낮게 나타난 자료

는 주로 L-T 방향 시편의 경우로써 평균 보다 낮은 TTS를 보이고 있다. 심지어 

조사 초기에는 오히려 TTS의 증가가 일어나기도 하였다. 이는 비조사시편과 조

사시편간의 편차에 따른 경향으로 생각된다.  

노란색 사각형으로 표현된 SA533의 경우, 다른 재료에 비하여 축적된 감시시

험 결과가 많다. 중성자 조사량이 증가할수록 TTS는 초기에 급격히 상승 후 완

만히 증가하는 일반적인 조사 거동을 보였다. 녹색 삼각형으로 표현된 SA508G3

의 경우, 저조사 영역에 많은 자료가 밀집되어 넓은 편차를 보인다. 이는 가동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감시시험결과가 1차 밖에 없는 영광3, 4와 울진3, 4호기의 결

과가 주로 반영이 되었기 때문이다. 고조사 영역의 자료는 울진 1, 2호기의 감시

시험 결과에 의해서 결정되었으며, 중성자 조사에 따른 TTS 증가 경향은 SA533

과 유사하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이는 SA533과 SA508G3의 경우 조성의 차

이가 그리 크지 않고 다만 압연재로 사용하느냐, 단조재로 사용하느냐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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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조사량에 따른 TTS (30 ft-lbs): (a) base metal and (b) weld me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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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성자 조사에 따라 일정한 경향을 보이는 Base와 달리 그림 2 (b)에 표시한 

weld의 경우, base에 비하여 중성자 조사량과 TTS간의 상관 관계가 뚜렷이 나타

나지 않는다. 고리 1호기 밖에 자료가 없는 SA508G2의 경우, 매우 높은 TTS 변

화량을 나타내고 있어 다른 스케일로 표현하였다. 즉 우측의 스케일에 따라서 값

을 읽어야 한다. 다른 weld 재료 들에 비하여 두 배 이상의 높은 TTS를 나타냈

음을 알 수 있다. 조사 초창기에도 매우 높은 TTS를 보였으며, 조사가 진행될수

록 점진적으로 TTS의 증가가 발생하였다. 녹색으로 표현된 SA508G3의 경우도 

SA508G2와 유사하게 조사 초기에 빠른 TTS 증가가 발생하였고, 이후에 완만하

게 TTS가 증가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절대 증가량은 SA508G2에 비하여 매

우 낮았다. 노란색으로 표시된 SA533의 경우, 조사량에 따른 TTS 변화의 경향이 

매우 넓게 분포되어 있어서 정확한 경향을 파악할 수 없었다. 유사한 재료를 사

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복잡한 결과가 나온 데에는, weld의 경우, 조성의 차

이, 제조방법의 차이, 시편의 차이, 조사량의 차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TTS 변화량이 매우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SA533과 SA508G3의 경우, 최대 TTS 변화량이 모재

와 용접재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원전 압력용기 제작에 개량된 재

료를 사용함으로써, 원자로압력용기 내 용접부의 조사취화 안정성이 과거에 비하

여 많이 향상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림 2에서 나타난 TTS 변화량은 TTS 예측식을 통하여 고조사 영역까지 평가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예측식에 대하여 다음 절에서 좀 더 자세히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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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TTS 예측식의 종류 및 적용 
 

압력용기강의 조사취화 예측식에 대하여는 미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많

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미국의 경우 조사취화량은 ASTM 표준에 따른 방법으로 

측정한 30 ft-lbs에서의 TTS 변화량과 upper shelf energy(ΔUSE) 변화량으로 표현되

나, 다른 국가의 경우 각기 조금씩 다른 지표 체계와 Charpy test 절차를 이용하여 

조사취화 정도를 표현한다. 초창기에 사용된 Regulatory Guide 1.99 Revision 1에서 

TTS 예측식은,  

TTS = [40 + 5000 × (P – 0008) + 1000 × (Cu – 0.08)] × (t)0.5 

이며, 여기서 TTS는 °F로 표현되고, fluence(Φt)는 1019 n/cm2 (E > 1 MeV)의 단위를 

사용한다. P와 Cu는 wt%로 나타내며, P의 경우 0.008, Cu의 경우 0.08 이상일 경우

만 영향을 주게 된다. 이 예측식에서는 Ni에 대한 항이 없으며, Cu-Ni 간의 상호 

작용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1980년도 초창기에 이미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게 되었다. 

 

1. Regulatory Guide 1.99 Revision 2의 TTS 예측식 

Odette 등[6]과 Guthrie[7]은 TTS 예측식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연구하여 그 결과

를 1984년 중반에 발표하였는데,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 

Regulatory Guide 1.99 Revision 2 (RG1.99/2) 이다. 이 예측식에서 TTS는 chemistry 

factor와 fluence function의 곱으로 나타내었다. 이때 TTS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TTS = CF·(t)(0.28 – 0.1 log t) 

여기서 chemistry factor (CF)는 Cu와 Ni 조성에 의하여 결정되며, weld와 base 재

료별로 따로 표로 나타내었다. 이와 같이 표로 나타낸 데에는 Odette와 Guthrie의 

추정치에서 높은 쪽을 취하여 구했기 때문이다 [8,9]. 그림 3에 weld 및 base 재

료에서 Cu 및 Ni 조성에 따른 CF를 나타내었다. Ni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같은 

Cu 조성에서 weld의 CF가 base의 CF 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Ni 가 없을 

경우, weld와 base는 거의 같은 CF를 나타내었다. 매우 주의해서 볼 사실은 

RG1.99/1에서 포함된 P의 효과가 RG1.99/2에서는 생략되었다는 점이다. RG1.99/2

에서 Charpy 시험에 따른 ΔUSE는 base와 weld 모두 원래의 USE에서 감소한 

USE의 백분율로 나타내었으며, Cu 조성 및 조사량에 따라 민감하게 변화하는 것

으로 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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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RG1.99/2의 chemistry factor: (a) weld metal and (b) base metal. 



실제 가압열충격(PTS) 평가를 위해서는 조성에 의하여 결정되는 CF 보다 신뢰할

만한 감시시험 자료에 기반하여 CF를 결정하게 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산 

과정 RG1.99/2 position 2.1에 잘 나와 있으며, 각 원자력발전소의 감시시험 보고서 

에도 수록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같은 재료를 사용한 원자력발전소 압력용기라도 

각 호기별 감시시험 결과에 따라서 최종적인 CF가 변동되게 되는데, 이는 호기

별 자료가 중요한 PTS 평가를 위해서 필요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재

료의 조사취화 경향을 나타내는 데에는 감시시험 결과에 따라 변화하는 CF의 경

우 부적합할 수 있게 된다. 즉, 재료에 대한 일반적인 경향을 얻기 위해서는 호

기별 특성보다는 재료 자체에 민감한 독립변수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이

에 많은 연구자들이 지속적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각 원자력발전소의 특징을 고

려한 다양한 독립적인 변수로 나타낸 예측식을 개발하게 되는 데, 이것이 바로 

NUREG/CR-6551이다 [10]. 

 

2. NUREG/CR-6551 Improved Embrittlement Correlations for RPV 

steels 

1997년까지 입수된 미국 내 원자력 발전소의 조사취화 database를 종합하고 

[11], 여기에 진보된 자료 분석기법을 적용하여 더욱 향상된 조사취화 관계식을 

유도하여 정리한 내용이 NUREG/CR-6551이다. 이 보고서는, 첫째로, PR-EDB로부

터 추출한 Raw Charpy data를 이용하여 일정 기준에 따라 분석한 후, 같은 heat과 

같은 방향을 가지는 비조사시편의 Charpy test 결과를 조합하여, 각각의 감시시험 

시편의 TTS를 계산하였다. 이후 독립변수간의 연관성을 분석하여 database에 입

력하였다. 둘째로, 입력된 database를 바탕으로 패턴 인식 및 변화 분석을 이용하

여 mechanistically-motivated analyses를 수행하여 조사취화 모델을 위한 다양한 변

수와 함수 형태를 추출하였다. 이때 분석에 사용된 변수는, 조사 시간, melt-wire 

temperature, coolant temperature, fluence, flux, chemical composition, product form, weld 

flux, weld wire 등을 고려하였으며, 수백 가지의 모델을 평가하여 그 적용 여부를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조사취화 correlation model을 결정하기 위하여 calibration

과 evaluation을 수행하였으며, model의 적합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통제된 조사

취화 실험결과 및 다양한 미세구조 분석 그리고 이론적 고려를 포함하는 종합적

인 분석을 실시하여 적절한 함수 형태와 변수 집합을 선택하였다. 이후 광범위한 

residual analysis 등을 수행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얻도록 하였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NUREG/CR-6551을 직접 참고하는 편이 좋으며, 본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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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서에서는 TTS의 핵심 내용에 대해서만 간략히 서술하겠다. CF 항과 FF 항의 

곱으로 나타낸 RG1.99/2의 TTS 예측식과 달리, NUREG/CR-6551 TTS는 stable 

matrix defects(SMD) 항과 copper-rich precipitates (CRP) 항의 합으로 TTS를 나타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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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weld는 A = 1.10×10-7, B = 209, plates는 A = 1.24×10-7, B = 172, forgings은 A= 

8.98×10-7, B = 135이다. Coolant 온도 Tc 등의 온도 단위는 °F 이며, Cu, Ni, P는 wt%

로 나타내었다. t는 n/cm2 (E > 1 MeV) 이고 ti는 hour로 표시된다. 따라서 총 독립

변수의 수는 6개로 정해진다. 그림 4에 NUREG/CR-6551에서 계산한 미국 원자력

발전소 감시시험 결과의 TTS 예측치와 실측치간의 관계를 나타내었다. 

 

3. TTS 예측식을 이용한 국내 원자력발전소의 감시시험 결과의 분석 

호기별로 확보한 감시시험 결과를 TTS 예측식을 통하여 분석을 하게 되면, 조

사취화에 대한 재료의 경향을 분석할 수 있다. 특히 미국에서 개발된 TTS 예측

식을 한국 원자력발전소 감시시험 결과에 적용하여 분석하게 되면, 각 TTS 예측

식의 적용 범위 및 편차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보다 정밀한 TTS 예

측이 가능할 수 있다.  

그림 5는 모든 감시시험편의 TTS를 앞에서 기술한 RG1.99/2와 NUREG/CR-

6551 두 가지 예측식을 이용하여 산포도로 나타낸 결과이다. 여기서 Model value 

of TTS란 재료의 조성 및 구성에 의하여 예측되는 TTS를 의미하며, Actual value of 

TTS는 실제 그 시편의 TTS를 나타낸다. 재료의 구분은 간략하게 base 

(plate/forgings)와 weld는 구분하여 나타내었으며, TTS가 음수로 나타나는 자료는 

생략하였다. 총 base의 point는 74개이며, weld는 41개였다. 그림에서 사각형으로 

나타낸 점이 RG1.99/2의 TTS 예측치로, 이때 사용한 CF는 감시시험 보고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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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RG1.99/2의 NUREG/CR-6551의 TTS 예측식을 이용하여 분석한 미국 

원자력발전소 감시시험 결과의 산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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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고리 1호기 결과를 포함한 RG1.99/2와 NUREG/CR-6551의 TTS 예측

치와 실측치의 산포도. 



최종적으로 보고된 값이 아닌, 재료의 조성에 의하여 결정되는 CF를 사용하였다. 

이 때 사용한 재료의 조성은 각 감시시험 보고서에서 보고한 Cu와 Ni의 조성으

로, 압력용기 재료 전체 heat의 조성뿐 아니라, 개별 감시시편편의 조성도 분석한 

결과를 모두 포함하여 결정된 수치이다. NUREG/CR-6551의 TTS 예측식에서는 더 

많은 종류의 입력변수가 필요하며, 감시시험 보고서에서 찾을 수 없는 내용의 경

우,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FASR)을 참고하였다.  

그림 5 (a)는 base의 예측치와 실측치를 나타낸 그래프로, 각 자료의 경향은 원

점을 통과하는 회귀직선으로 가정했을 때의 기울기와 결정계수로 나타내었다. 만

일 감시시험 자료가 RG1.99/2에서 예측한 TTS와 완전히 일치하는 경향을 가질 

경우, 기울기는 1이 되어야 하며, 결정계수는 1에 수렴해야 한다. 파란색 실선으

로 나타낸 RG1.99/2 TTS 예측식의 기울기는 1.2731이고, 결정계수 R2는 0.4026이

었다. 분홍색 점선으로 나타낸 NUREG/CR-6551 TTS 예측식의 기울기는 1.2205이

며, R2는 0.4174이었다. NUREG/CR-6551 TTS 예측식이 감시시험 실측치와 더 근접

한 결정계수를 가졌지만, 그 차이는 매우 미미하였다. 중요한 것은 실측치가 예

측치에 비하여 약 20% 이상 높게 나타난 점이다. 이는 미국에서 사용하는 TTS 

예측식의 경우, 한국형 원전에 적용할 때, 좀 더 보수적으로 적용해야 함을 의미

한다. 

그림 5 (b)에서는 weld에서의 예측치와 실측치를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조사에 따른 TTS 변화량이 매우 큰 고리 1호기의 결과를 포함하였을 

때, RG1.99/2와 NUREG/CR-6551의 예측치의 결정계수는 각각 0.7984 및 0.7654로

써 base보다 더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 기울기도 1.0954와 1.1233

으로 base보다 1에 근접함을 알 수 있다. 이는 고리1호기의 높은 TTS 결과에 의

하여 TTS 예측식이 잘 맞는 경우이므로, 고리 1호기와 같이 고조사환경에서 높

은 TTS를 보이는 SA508G2 재료가 많이 포함될 경우 더 잘 적용될 수 있음을 의

미한다. 

다른 재료에 비하여 매우 높은 TTS를 보이는 고리1호기 weld의 결과를 제외할 

경우에 대해서도 TTS 예측치와 실측치의 산포도에 대해서도 분석하여 보았다. 

그림 6 (a)에서 볼 수 있듯이, base 재료의 경우, 고리 1호기 자료의 유무가 기울

기 및 결정계수에 미치는 영향이 그리 크지 않았다. 즉 고리1호기를 포함한 결과

와 거의 유사한 20% 이상의 기울기 증가를 보였다. NUREG/CR-6551의 결과는 

RG1.99/2에 비하여 기울기가 1에 가까운 값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단순히 Cu, Ni

의 조성뿐만 아니라, 조사량, 조사속도, 냉각수온도, P 조성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

 23



y = 1.2895x

R2 = 0.4897 y = 1.2164x

R2 = 0.4973

0

20

40

60

80

100

0 20 40 60 80 100

Model value of TTS (°F)

A
ct

u
a

l v
a

lu
e

 o
f 

 T
T

S
 (

°F
)

(a) Base 

y = 1.1422x

R2 = -0.2994

y = 1.0217x

R2 = -0.5271

0

20

40

60

80

100

0 20 40 60 80 100

Model value of TTS (°F)

A
ct

u
a

l v
a

lu
e

 o
f 

 T
T

S
 (

°F
)

(b) Weld 

그림 6. 고리 1호기 결과를 제외한 RG1.99/2와 NUREG/CR-6551의 TTS 예측

치와 실측치의 산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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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Weld 결과의 경우, 높은 TTS를 보이는 고리 1호기의 결

과가 빠졌을 때, 원점을 통과하는 회귀직선의 결정계수가 음수로 나와 그 의미가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조사량에 따른 TTS 변화를 나타낸 그림 2에서 나

타낸 바와 같이, 조사취화 거동이 조사량에 따라 특별한 경향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TTS 예측식 또한 특별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은 것이다.  

현재 SA533을 원자로압력용기 재료로 사용한 원전들은 고리2, 3, 4, 영광1, 2호

기로 총 5기가 5차까지 기본적인 감시시험이 끝난 상태이다. SA508G3를 사용한 

OPR 1000급 신규 원전은 가동중인 영광5, 6, 울진5, 6, 그리고 건설중인 신고리1, 2

호기를 포함하여 총 6기가 있고, 감시시험은 현재 진행 중에 있다. 각 재료별로 

TTS 변화 경향을 확인해 보도록 하자.  

그림 7과 8에 각 재료별로 RG1.99/2와 NUREG/CR-6551의 TTS의 예측치와 실

측치를 나타내었다. SA508G2의 경우, base 재료의 경우, L-T 방향 시편과 T-L 방향 

시편간의 TTS 차이가 매우 커서 결정계수가 매우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특이하

게도 둘 간의 평균적인 값인 기울기는 1에 근접한 값을 나타내었다. NUREG/CR-

6551 TTS 예측식의 기울기보다 RG1.99/2의 TTS 예측식의 기울기가 좀 더 1에 근

접하였으나, 자료의 숫자가 작아 신뢰할만한 결과로는 보기 어렵다. SA533의 경

우, base의 결정계수는 RG1.99/2, NUREG/CR-6551 두 방법 모두 ~0.4 정도를 나타

냈으며, TTS 예측식의 기울기는 각각, 1.31, 1.172이었다. 결정계수가 조금 낮은 편

이고, 기울기는 예측식에 비하여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8 (b)에 나타낸 

weld의 경우, 결정계수가 모두 음수가 나와서 예측식과의 상관관계는 없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SA508G3의 경우, base의 결정계수가 0.6 ~ 0.7로 다른 재료들에 비

하여 높게 나타났다. NUREG/CR-6551 TTS 예측식의 경우, RG1.99/2 TTS 예측식에 

비하여 매우 높은 기울기를 보였는데, 이는 조사 초기의 자료들이 많이 모여 있

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내용은 추가적인 감시시험 결과가 포함될수록 달

라질 것으로 보인다. Weld의 경우, 다른 재료와 마찬가지로 음수의 결정계수를 보

여, 상관관계를 알 수 없었다. 각 재료별로 결과를 분류할지라도, 용접재에서는 

정확한 경향을 파악할 수 없어서, 용접재의 TTS 예측에는 아직까지 더 많은 주

의와 자료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표 3에 각 재료별 제품별 TTS 기울기와 결정

계수 등을 모두 정리하였다.  

RG1.99/2와 NUREG/CR-6551의 TTS 예측식을 이용하여 한국 원전의 감시시험 자

료를 분석한 결과, base 재료의 경우 TTS 예측식과의 상관관계가 비교적 높게 나

타났으며, 예측식에 의한 TTS에 비하여 실제 시편의 TTS는 약 20 %이상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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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원자로압력용기 재료별 RG1.99/2와 NUREG/CR-6551의 TTS 예측치와 

실측치의 산포도 (base me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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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원자로압력용기 재료별 RG1.99/2와 NUREG/CR-6551의 TTS 예측치와 

실측치의 산포도 (weld metal). 

 27



을 관찰하였다. Weld 재료의 경우 조사량에 따른 상관관계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아, TTS 예측식과도 역시 뚜렷한 상관관계를 알 수는 없었다. 하지만, 고리 1호

기와 같이 높은 TTS를 나타내는 재료에 대하여 분석할 경우, RG1.99/2 및 

NUREG/CR-6551의 TTS 예측식이 적용이 가능할 수 있었다. 비록 그 차이가 크

지는 않았지만, NUREG/CR-6551의 TTS 예측결과가 RG1.99/2의 결과보다 실측치

에 가까웠으며, 이는 보다 진보된 통계 분석을 통하여 TTS 예측치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서는 최근까지도 계속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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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TTS 예측치와 실측치간의 slope 및 R2 

RG1.99/2 NUREG/CR-6551 
Base 

slope R2 slope R2 

전체 감시시험 자료 1.2731 0.4026 1.2205 0.4174 

고리 1 호기 제외 1.2895 0.4897 1.2164 0.4973 

SA508G2 1.1441 0.0955 1.2649 0.1106 

SA533 1.3100 0.3821 1.1720 0.4324 

SA508G3 1.2065 0.5996 1.6008 0.7061 

     

     

RG1.99/2 NUREG/CR-6551 
Weld 

slope R2 slope R2 

전체 감시시험 자료 1.0954 0.7984 1.1233 0.7654 

고리 1 호기 제외 1.1422 -0.2994 1.0217 -0.5271 

SA508G2 1.0788 0.0524 1.1736 0.5039 

SA533 1.3374 -0.0654 0.9179 -0.3672 

SA508G3 0.9681 -0.9581 1.3720 -0.5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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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항복응력과 TTS와의 상관관계 분석 

 

제 1 절 조사취화와 미세구조 인자 
 

현재의 감시시험은 정해진 시간 동안 원자로를 가동한 후 감시시험 캡슐에서 

꺼낸 조사시편의 Charpy V-notch test를 수행하고, T30 (or T41J)과 upper shelf energy를 

구하여 비조사시편의 결과와 비교하여 TTS (ΔT30 or ΔT41J) 및 ΔUSE를 구하게 된

다. 이 값을 여러 관계에 의하여 보정하여 수명말기까지의 기준무연성천이온도

(RTNDT)를 구하여 원자력발전소의 가동 및 정지가 결정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비록 조사취화에 대한 물리적인 배경과 이해는 부족할지라도, 실제 발전소 운영

을 위해서는 적절한 규제기준을 마련해야 하기에, 상기한 감시시험은 원자로압력

용기재료의 조사취화를 평가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재료의 취성에 대한 물리적인 이해가 증가하여, 좀더 정밀한 취화 모델의 도입

이 점점 가속화되면서, 조사 시편의 중성자 조사 후 연성-취성 천이온도 이동 

(TTS)에 대한 물리적인 관점, 즉 재료 분석적인 관점에서 여러 연구가 수행되었

다 [6,13,14]. 이를 응용하여 연구한 결과, 감시시험 자료의 통계적인 분산을 줄이

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었다. 하지만, 물리적인 모델을 도입할 때 직면하게 

되는 가장 큰 문제는 TTS와 ΔUSE가 재료의 물리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값이 아

니라, 실험 과정에 민감하게 의존하는, 즉 실험 조건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험적

인 수치라는 점이다. 따라서 실제 조사취화에 관련된 요소와 재료의 물리적인 성

에 민감한 요소간의 조사취화 관계식을 정립하는 것은 조사에 따른 취성거동 예

측 및 규제기준 결정에 매우 필요한 연구 분야라 할 수 있다. 

압력용기강의 조사취화는 조사강화와 더불어 고려할 수 있다. 즉, 취성이 발생

하는 만큼 항복강도의 상승이 일어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

구는 여러 연구자들에 의하여 수행되었다 [15, 16]. 그 중에서 Odette 등은 조사에 

따른 항복강도 변화량(ΔYS)과 TTS 간의 관계에 대하여 semi-empirical 관계식을 

도출해 냈다. 또한 ΔYS와 ΔUSE 간의 관계와 중성자 조사 후 TTS 곡선의 형태 

등도 여러 자료를 정리하여 통계치를 구하였다. 이 예측식은 비록 물리적인 기초

가 완벽하지는 않으나, ΔYS와 TTS 간의 정량적인 관계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 이 예측식의 이론적인 배경에 대하여 우선 확인해 보도록 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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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Odette의 ΔYS-TTS 관계식 
 

그림 9에 1980년대까지의 미국 원자력발전소의 감시시험 결과를 조사 전후의 

YS의 증가량(ΔYS)과 TTS에 대한 상관관계를 정리하였다. 재료의 특성을 고려하

여 weld와 plate/forgings으로 나누고 그 경향을 파악하였다. 자료의 출처는 Electric 

Power Research Institute(EPRI)에서 조사된 압력용기강 database [6,17]의 자료이다. 

주로 ΔYS는 상온에서의 실험 결과를 이용하였으며, 상온에서의 결과가 없는 경

우에는 고온에서 실험한 결과로 대체하였는데, 이는 항복강도가 온도의 변화에 

크게 민감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료 내의 약간의 산포도가 있지만, 자료의 경향

은 뚜렷이 관찰할 수 있다. 즉 ΔYS 증가에 따라서 TTS도 비례하여 증가하는 것

이다. 대략적인 비례상수 즉, 기울기는 낮은 Δσy에서 0.5°C/MPa이고 높은 Δσy에

서 0.8°C/MPa정도를 나타내었다. 평균적인 기울기 C는 0.65±0.15°C/MPa이었다. 

그림 9에서 ΔT41J과 Δσy의 오차 범위는 각각 ±10°C, ±20MPa이었다. 대부분의 자

료는 예상불확도(expected uncertainty) 안에 존재하였으나, plate의 경우 불확도 밖

에 존재하는 경우도 꽤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ΔYS 이외에도 TTS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변수는 조사 전 시편의 취

성 거동, T41J이다. 최초 제작시 만들어진 재료의 T41J이 높은지 아니면 낮은지에 

의하여 조사 후의 TTS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EPRI 보고서

에 보고된 원자력발전소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특별한 경향을 파악하기 어려웠

다. 하지만, 연구로에서 조사시험 한 결과를 분석한 결과 [178, ΔYS 증가에 따른 

TTS의 변화는 원자력발전소의 결과와 유사하나, 비조사시편의 초기 T41J에 따라 

조사에 따른 ΔYS-TTS의 기울기가 0.43에서 0.65까지 변화함을 보고하였다. 비조

사시편의 초기 T41J가 낮을수록, 조사에 따른 ΔYS-TTS간의 기울기 C는 낮았고, 

비조사시편의 T41J가 높을수록 C는 높았음이 여러 문헌에서 보고되었다 [19-26]  

ΔUSE를 다시 표현하면, f = ΔUSE/USE°이며, 여기서 ΔUSE는 조사전의 USE에서 

조사후의 USE를 뺀 값, 그리고 USE°는 조사전의 USE를 의미한다. 그림 10에서 

볼 수 있듯이 f도 ΔYS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ΔYS 증가 초기에는 f가 직선적

으로 증가하고, 이후에는 기울기가 커진 후 완만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

를 수식적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f = 9 ×10-4 ·Δσy    0 < Δσy < 40 MPa 

f = 9 ×10-4 ·Δσy + 0.02·sqrt(Δσy – 40) 40 < Δσy 

그림 10에 실선으로 나타낸 추세선으로부터 weld 및 plate는 대략 ±0.2 no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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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그림 9. Plots of transition temperature shifts indexed at 41 J verses static yield stress 

changes for (a) weld and (b) plate and forgings [14].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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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Fractional decreases in Cv upper-shelf energy versus yield stress changes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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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ue의 변동 내에 분포하였다.  

Charpy V-notch test에서 그래프의 형태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는 

lower-shelf energy에서 upper-shelf energy로 변화하는 transition regime의 형태이다. 

이 값은 조사에 의한 ΔYS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TTS의 형태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준다. EPRI 보고서에 보고된 자료를 종합해 볼 때, transition regime 

temperature interval인 ΔTT는 대략 120 ± 25°C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림 11에 EPRI database에서 ΔTT의 빈도를 요약해서 나타내었다. 

앞에서 언급한 ΔYS와 연관된 세가지 주요한 정보를 종합해 보면, 비조사시편

의 초기 Charpy-V notch test 결과와 조사에 따른 ΔYS 결과를 가지고 있으면, 그림 

12에 나타낸 바와 같이 조사에 의한 TTS를 변화를 예측할 수 있게 된다. 이때 

필요한 세가지 주요한 인자는 semi-empirical 관계식에 의하여 결정된다. 제일 먼

저, ΔTd는 Δσy의 비례상수 C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이 때 C는 Δσy 와 Td°의 함수

로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Td°는 instrumenting Charpy V-notch test 등을 통하여 얻

은 온도 별 하중 변위곡선에 의하여 이론적으로 구할 수 있다. 두 번째로, 

USEI(조사후 USE)는 그림 10에서 확인한 Δσy와 USE간의 관계식에서 얻을 수 있

다. 마지막으로 ΔTT도 역시 그림 11의 결과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120°C 정도

로 고려하게 되면, 조사에 의하여 달라지는 irradiated CVN curve를 구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하여 조사에 따른 TTS를 예측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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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Distribution of the transition regime temperature interval, ΔTT, for data in the 

EPRI database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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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Schematic illustration of procedure to forecast irradiated Cv curves using 

unirradiated Cv and yield stress change data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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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국내 감시시험 자료의 YS에 따른 조사취화 경향 
 

1. 항복응력과 TTS와의 상관관계 

국내 감시시험 결과에는 TTS 결과뿐 아니라 시험 온도를 변화시킨 인장시험의 

항복강도(YS) 결과도 같이 보고된다. 즉, 같은 조사량에서 TTS 시편과 YS 시편

을 모두 가지고 있다. 따라서, 앞 절에서 언급한 TTS와 ΔYS간의 empirical 관계

식을 얻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Odette 결과와도 비교가 가능하다. 

먼저 조사량에 따라 ΔYS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아보았다. 먼저, 조사 전 시

편의 YS를 기준으로 조사량에 따라 증가한 YS 변화량을 weld와 

base(plate/forgings)로 크게 구분하여 나타내었다. 실제 감시시험 자료의 YS 결과

는 캡슐의 제한된 시편 개수로 인하여 상온 또는 상온 이하에서 시험한 시편, 

~100°C 근방의 시험한 시편, ~300°C 근방의 고온에서 시험한 시편 등, 한 조사량

에 대하여 온도 별로 다른 값을 가진다. 따라서 한 조사 조건에서의 대표 ΔYS를 

구하기 위해서는 각 조건에서의 YS 값을 통일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각 온

도에서 얻어진 YS에 선형예측식을 도입하여 25°C에서의 YS를 예측한 값인 

ΔYSfore와 시험 온도와 상관없이 모든 YS 값을 평균하여 사용한 ΔYSaver 등 두 개

의 값을 모두 이용하여 경향을 확인하였다. 

그림 13에 고리, 영광, 울진 원자력발전소에서 얻은 모든 감시시험 결과를 종

합하여 조사량에 따른 ΔYS를 표시하였다. 남색 마름모 꼴로 나타낸 값이 25°C에

서의 ΔYSfore이고, 분홍색 네모로 나타낸 것이 ΔYSaver이다. Plate/forgings의 경우, 

일부 시편의 경우, 조사시험 후에 오히려 YS의 감소가 나타난 경우도 있었지만, 

조사량 증가에 따라 YS의 증가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냄을 알 수 있다. 대조적으

로 weld의 경우, 조사량에 따른 YS증가량의 경향이 ΔYSfore와 ΔYSaver 모두 뚜렷

하게 나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앞 장에서 확인한 조사량과 TTS와의 결

과와 연관되는 것이다. 즉, weld에서의 조사량에 따른 편차가 매우 커서 TTS 뿐 

아니라 ΔYS에서도 특정한 경향을 찾기가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4에 ΔYS와 TTS(41J)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음수로 나

타나는 자료도 있었는데, 이는 중성자 조사에도 불구하고 ΔYS 또는 TTS가 감소

하는 경우이다. Plate/forgings의 결과에서, ΔYSfore을 사용하여 ΔYS를 나타낼 경우, 

TTS와의 기울기는 0.4907이었으며 결정계수 R2는 0.1763이었다. ΔYSaver을 사용하

여 ΔYS를 나타낼 경우, 기울기 C = 0.479, 결정계수 R2 = 0.3344로 평균치를 사용

하였을 때 산포도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두 값 모두 유사한 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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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조사량에 따른 yield strength (YS) 변화량 (고리1호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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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ΔYS 변화에 따른 TTS 변화 경향(고리1호기 포함). 

-10 

-20 

YSfore YSaver 선형 (YSfore) 선형 (YSaver)

(a) Plate/forgings 

dYS vs dT41J

y = 0.5791x

R2 = 0.3631

y = 0.6884x

R2 = 0.4018

0

20

40

60

80

100

120

140

0 50 100 150 200 250

dYS, MPa

d
T
4
1
J,

 d
e
g
C

-40 

-20 

-50 

YSfore YSaver 선형 (YSfore) 선형 (YSaver)

 39



기를 나타내었다. Weld 결과의 경우, 고리1호기의 결과에 의하여 계수가 결정됨을 

알 수 있다. 기울기는, ΔYSfore와 ΔYSaver를 사용한 경우가 각각 0.5791, 0.6884로 큰 

차이를 나타냄을 알 수 있다. 두 조건 모두 결정계수의 차이는 크지 않았는데, 

이는 고리1호기의 분포에 의하여 값이 수렴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림 15에 고리1호기의 결과와 ΔYS, TTS 모두 양수인 경우만 고려하여 다시 

ΔYS와 TTS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Plate/forgings의 경우, 기울기 C가 ΔYSfore 

와 ΔYSaver값 모두 0.5에 가깝게 나타났으며, 결정계수 또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Weld의 경우에는 고리 1호기의 결과가 제외됨에 따라서 결정계수가 모두 

음수가 나왔다. 즉 ΔYS와 TTS간에는 상관관계가 없음을 알 수 있다. Weld의 경

우, TTS와 ΔYS 모두 조사량에 따른 경향이 나타나지 않았기에 두 값 사이에도 

역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재료별로 ΔYS와 TTS 간의 차이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SA508G2, SA533, SA508G3, 세가지 재료에 대하여 plate/forgings에 대한 상관관계

를 그림 16에 나타내었다. 고리1호기에서 사용된 SA508G2 재료의 경우, 상관관

계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충분한 자료의 양이 확보되지 않아 정확한 

경향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SA533의 경우, 고리2-4, 영광1-2호기에 쓰인 재

료로써, 다른 재료보다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다. ΔYS와 TTS간의 기울기는 

0.4583과 0.5075로 나타나서 ΔYS와 TTS의 기울기가 0.5에 근접한다는 미국자료

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결정계수는 0.11~0.20까지 나타나 낮은 편이었

다. OPR1000 재료로써 사용중인 SA508G3의 경우, 기울기는 ΔYSfore와 ΔYSaver가 

0.5127과 0.5265로 0.5에 근접하나 더 큰 값을 나타내었으며, 결정계수가 각각 

0.5994, 0.7147로 매우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즉, 새롭게 도입된 압력용기 재

료일수록 ΔYS와 TTS간에 뚜렷한 상관관계가 나타나며, 전체적인 값은 ~0.5 정도

임을 알 수 있다. Weld에 대해서도 재료별로 분석을 시도하였으나, SA508G2, 

SA533, SA508G3 모두 특별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아 생략하였다. 

국내 감시시험 결과와 미국의 자료를 동시에 비교하기 위하여, 그림 17에 미국 

결과와 국내 결과를 비율에 맞게 겹쳐서 나타내었다. 그림 17에서 확인할 수 있

듯이, plate/forging의 경우 미국 결과와 국내 감시시험 결과가 서로 잘 부합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일부 자료만이 불확도 밖에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Weld

의 경우, 미국 결과에 비하여 조사에 의한 ΔYS와 TTS의 증가가 매우 작음을 알 

수 있다. 고리1호기 결과만이 높은 ΔYS, TTS 증가를 보였지만, 미국 결과 분포 

내에 존재하여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는 재료의 개량에 의하여 weld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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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만 포함). 

YSfore YSaver 선형 (YSfore) 선형 (YSaver)

(a) Plate/forgings 



 42

dYS vs dT41J

y = 0.3777x

R2 = -0.6155

y  = 0.4781x

R2 = 0.0975

0

10

20

30

40

50

60

0 20 40 60 80 100 120

dYS, MPa

d
T
4
1
J,

 d
e
g
C

YSfore YSaver 선형 (YSfore) 선형 (YSaver)

(a) SA508G2 

dYS vs dT41J

y  = 0.5075x

R2 = 0.1153

y  = 0.4783x

R2 = 0.1969

0

10

20

30

40

50

60

0 20 40 60 80 100 120

dYS, MPa

d
T
4
1
J,

 d
e
g
C

YSfore YSaver 선형 (YSfore) 선형 (YSaver)

(b) SA533 

dYS vs dT41J

y  = 0.5127x

R2 = 0.5994

y  = 0.5265x

R2 = 0.7147

0

10

20

30

40

50

60

70

0 20 40 60 80 100 120 140

dYS, MPa

d
T
4
1
J,

 d
e
g

YSfore YSaver

C

선형 (YSfore) 선형 (YSaver)

(c) SA508G3 

그림. 16. ΔYS 변화에 따른 TTS 변화 경향: (a) SA508G2, (b) SA533, (c) SA508G3 

(ΔYS, TTS > 0인 자료만 포함). 



(b) 

(a) 

그림. 17. Odette 결과[14]와 비교한 ΔYS 변화에 따른 TTS 변화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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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취화 저항성이 향상되었음을 의미한다. 현재의 국내 감시 자료만으로는 weld의 

정확한 경향을 알기 어려우나, 계속적으로 감시시험 결과가 축적될 경우, 좀 더 

유효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Odette의 예측식에서는 Instrumented CVN test를 통해서 온도에 따른 

General yield load(Pgy)를 측정하여 적분한 값으로 TTS(10J)에서의 변화량을 구하고, 

ΔUSE 및 TTS 곡선 형태를 고려하여 TTS(41j)의 변화량을 정량적으로 예측하였

다. 하지만 국내 감시시험자료는 저온에서의 인장시험 결과가 부족하며, 

instrumented CVN test를 이용한 것도 아니기에, ΔYS에 따른 TTS 변화량은 국내 감

시시험 자료만의 직선 회귀식을 이용하거나, 국내 감시시험 자료와 국외 자료를 

포함한 TTS 결과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조사량에 따른 Upper shelf energy 감소 및 TTS curve 변화 

Odette의 예측식에서, 조사량에 따른 USE 감소는 EPRI 자료 분석을 통한 

empirical 식으로 나타내었다. 마찬 가지 방법으로 국내 실험 결과를 정리하여 그

림 18 (a)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조사량 증가에 따른 USE 변

화량은 약간의 경향을 포함하고 있나 매우 큰 편차를 나타내며, 이에 대한 정확

한 경향을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그림 18 (b)에서와 같이 국내 감시시

험 결과와 Odette 결과를 중첩시켜 표시할 경우, 그 불확도는 서로 유사한 범위 

내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국내 감시시험 결과만으로는 USE 변화 경향을 확

인하기 어렵지만, 국외 결과를 포함할 경우, 서로 유사한 경향이 나타나며, 이를 

통하여 국내 감시시험 결과의 USE 변화량은 Odette 등이 보고한 결과와 근접한

다고 판단할 수 있다. 

온도에 따른 CVN test로 얻는 TTS 곡선에서 LSE와 USE간의 기울기를 나타내

는 ΔTT의 경우, Odette는 EPRI 자료를 정리하여 120 ± 25°C로 보고하였다. 이는 조

사량에 따라서 비례하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각 자료의 빈도를 히스토그램을 

통하여 정리하여 결정한 값이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국내 감시시험 결과를 모두 

고려하여 평균을 나타낼 경우, plate/forgings는 109±18°C, weld는 97±17°C로 나타나

며, 국내 감시시험 결과를 다 종합한 값은 105±18°가 된다. 그림 19에 Odette의 

결과와 국내 감시시험 결과의 히스토그램 결과를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앞 절에서 언급한 ΔYS에 따른 TTS의 변화량, ΔYS에 따른 USE 변화량인 

ΔUSE, 그리고 조사에 따른 LSE와 USE간의 기울기 ΔTT, 이 세가지 정보를 종합

하게 되면, 조사 전 시편의 CVN 결과와 조사에 따른 ΔYS 변화를 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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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ΔYS 변화에 따른 USE 감소 변화 경향: (a) 국내감시시험 결과, (b) 

Odette 결과와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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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19. 조사시험 후 LSE와 USE간의 기울기 ΔTT의 분포: (a) Odette의 결과 

(b) 국내 감시시험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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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S 곡선을 예측할 수 있게 된다. 비록 이 결과가 물리적인 접근 방법이 아닌 

축적된 감시시험 결과로부터 확인한 empirical equation이라고 해도, 이 식을 응용

할 경우, 조사손상에 대한 전산모사와 모델 실험을 통한 TTS 예측 등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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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요약 

국내 가압경수로형 원자력발전소의 감시시험 자료를 분석하여 RG1.99/2 및 

NUREG/CR-6551 방법을 통하여 조사량에 따른 TTS 변화를 확인하여 보았다. 

Plate/forgings의 경우, 각 방법에서 예측한 조사량에 따른 TTS의 값보다 약 ~20% 

더 TTS가 증가하였음을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Weld의 경우, 국내 감시시

험 결과만으로는 조사량에 따른 TTS 변화 경향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었다. 

따라서 국내 감시시험 결과뿐 아니라, 국제적인 감시시험 결과를 종합하여 분석

할 필요가 있다.  

 감시시험 자료 중에 항복응력과 조사취성과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ΔYS

와 TTS, ΔUSE 등과의 관련성을 재료별로 분석하였다. 조사에 따른 항복응력(YS)

의 증가와 TTS 변화와는 선형에 가까운 관련이 있었으며, TTS 변화와 마찬가지

로 plate/for gins에서 뚜렷한 경향이 나타났다. Weld의 경우, TTS 결과와 마찬가지

로 ΔYS와의 상관관계 또한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국내 감시시험 결과를 기

국 감시시험 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전체적인 경향성이 매우 유사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를 응용할 경우, 조사 전 시편의 CVN test 결과와 조사에 따른 ΔYS 변

화를 알 경우, TTS(41J) 뿐 아니라, TTS 곡선 자체의 변화도 예측할 수 있었다. 이

와 같은 분석 결과는 국내 감시시험 결과의 자료를 이용한 전산모사나 기계적 

성질 예측에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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