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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1.

Alloy 용가재는 저합금강과 오스테나이82/182

트 스테인리스강 중간 정도의 열팽창계수를 가지

며 저합금강에서 용접부로 탄소 확산을 저지하,

는 능력이 매우 우수하다.
(1) 따라서, Alloy 82/182

용가재는 원자력발전소 이하 원전 차 계통 주( ) 1

요 기기에서 대부분의 이종금속간 용접에 사용되

었다 그러나 최근. , Alloy 가 사용된 이종금82/182

속간 용접부에서 차 계통수 응력부식균열1

이(Primary water stress corrosion cracking, PWSCC)

발생됨에 따라 이들 용접부에 대한 건전성 확보

가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2,3) 원전 차 계1

통수 환경에서 발생은 이종금속 용접부PWSCC

의 불균일한 재료물성치에 따른 높은 잔류응력에

기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3) 또한 재료의,

기계적물성치에 대한 불균일성은 이들 용접부에

서 균열의 거동 예측을 어렵게 하는 주 원인이

되고 있다.
(4) 따라서 이종금속간 용접부에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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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presents the distributions of the tensile and fracture properties of an alloy 82/182 dissimilar weld joint

between an SA508 Gr.3 nozzle and F316L SS safe-end at ambient temperature. Tensile and J-R tests were conducted using

specimens extracted from base metals, heat-affected zones (HAZs), buttering regions, and various regions of the weld metal.

The results show that the root region of the weld has higher strength than the upper region. The yield and tensile strengths

vary considerably within the root region of the weld. The buttering region had the lowest strengths. The strengths gradually

increased as the F316L stainless steel weld boundary was approached. The variation of the strengths within the upper region

of the weld is insignificant. The fracture toughness of the alloy 82/182 weld metal is less than those of both the base metals

and both HAZs. Within the alloy 82/182 weld, the center of weld has a slightly lower fracture toughness than the weld

boundary and buttering region, and the root region has greater toughness than the upper region of the w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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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적물성치 분포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이들

용접부의 건전성 평가에 대한 신뢰성 확보 측면

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Alloy 가 용가재로82/182

사용된 이종금속 용접부를 대상으로 국부적인 재

료물성치를 평가하기 위한 연구가 수행된 바 있

다.
(5~7) 등Jang

(5)은 판상의 SA508 저합금강과Gr.3

스테인리스강을 용접한F316 Alloy 용접부82/182

에서 경도시험 인장시험 그리고 시험을 수, , J-R

행하였다 시험 결과 버터링부를 포함한. Alloy

용접부 내에서는 용접 루터부82/182 와 상(Root)

부 영역 사이에 약간의 강도 차이가 있지(Upper)

만 전체적으로 기계적물성치 편차는 크지 않았,

다 또한 본 연구의 선행연구에서는. , SA508 Gr.1a

저합금강과 스테인리스강을F316 Alloy 로82/182

용접한 판상 시편의 다양한 재료 영역 모재 용( ,

접부 버터링부 열영향부 에서 시편을 채취하여, , )

인장시험을 수행한 바 있다.
(7) 그 결과 용접부,

내에서 재료물성치 편차는 크지 않지만 용접부를

가로질러 재료의 종류가 달라짐에 따라 재료의

강도 변화가 뚜렷한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용접. ,

열영향부 주위에서 재(Heat Affected Zone, HAZ)

료의 강도가 크게 변화하였으며 이와 같은 국부,

적인 강도 불일치는 용접부에서 균열의 거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4,8) 그러나 이들 결과는 판상의 용접 시편을,

대상으로 평가된 것으로 실제 노즐 배관 형태의, -

이종금속 용접부를 대상으로 수행된 시험 결과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노즐 배관 형태의 시편은 판. -

상 시편과는 다른 구속 상태와 경계 조건에서 용

접된 것이므로 판상의 용접 시편과는 다른 재료

적 특성을 보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Alloy 용가재를82/182

사용하여 노즐 안전단 모형시편- 을 제작(mock-up)

하고 용접부의 다양한 위치에서 소형 인장시편,

과 CT 시편을 채취하여 인장시(compact tension)

험과 시험을 수행하였다 이들 결과를 바탕으J-R .

로 노즐 안전단 사이의 이종금속 용접부 내부와-

용접부 인접 영역에서의 국부적인 인장물성치와

파괴물성치 분포를 살펴보았다.

시험 재료 및 절차2.

시험 재료 및 시편2.1

시험 재료2.1.1

시험에 사용된 재료는 노즐 안전단 용접을 모사-

한 모형시편의 이종금속 용접부이다 용접부는.

SA508 저합금강Gr.3 노즐 과 스테인리스강( ) F316L

안전단 을( ) Alloy 용가재를 사용하여 맞대기82/182

Fig. 2 Dimensions of small-size tensile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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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ross section of Alloy 82/182 dissimilar weld joint between nozzle and safe-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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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한 것이다. SA508 은 단조 후 퀜칭과 템프Gr.3

링을 거친 페라이트계 재료로 블록 형태로 제작된

것을 링 형태로 가공한 것이며 은 직경이, F316L

200 인 봉상으로 단조된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리mm

스강을 링 형태로 가공한 것으로 실제 노즐안전단-

과 동일한 형태로 용접하였다 용접에 앞. V-Groove

서 SA508 쪽 용접면은Gr.3 Alloy 로182 3 - 정5mm

도 버터링 용접하였다 용접에서 루터부. V-Groove

는 Alloy 용접봉을 사용한 방법으로82 GTAW 5 -

정도 용접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6mm , Alloy 182

용접봉을 사용한 자동 방법으로 용접하였SMAW

다. Fig. 은 시험에 사용된 모형시편의 절단면을1

보여주는 것이다.

시편2.1.2

인장시험에는 게이지부가 0.5mm×2.0mm×14mm

인 소형 판상시편이 사용되었다 (Fig. 용접부의2).

각 재료 영역에서 인장물성치를 파악하기 위해,

Fig. 에 나타낸 것과 같이3 SA508 과 의Gr.3 F316L

모재부 및 열영향부 그리고 버터링부를 포함한,

Alloy 용접부의 다양한 위치에서 시편을82/182

채취하였으며 두께 방향으로는 루터부 영역과,

상부 영역에서 각각 시편을 채취하였다 모재 시.

편은 용접부 중심에서 각각 약 25 mm (SA508

와 약Gr.3) 35 mm 떨어진 위치에서 채취(F316L)

되었다 용접 루터부 영역은 용접부 중심에서 연.

속적 (1 간격 으로 개 상부 영역은 양쪽 용mm ) 10 ,

접선 부근에서 각각 개씩(fusion line) 6 (1 간mm

격 그리고 용접부 중심에서 개의 시편을 채취), 6

하였다. SA508 과 의 열영향부 특성을Gr.3 F316L

파악하기 위해 루터부와 상부 영역 모두 용접선

에서 모재 쪽으로 각각 개씩10 (1 간격 시편mm )

을 채취하였다 모든 인장시편은 하중 방향. 시편(

의 길이방향 이 용접 진행 방향) 원주방향 과 일( )

치되도록 방전 가공으로 채취되었다.

시험에는 두께가J-R 0.75T (t = 19.0 인 표mm)

준 시편과 두께가CT 7.5 인 형mm Disc CT (DCT)

시편이 사용되었다(Fig. 표준 시편은4). CT Alloy

용접부의 거시적 파괴인성 평가에 사용되82/182

었으며 소형 시편은 용접부의 각 위치에서, DCT

국부적인 파괴인성을 평가하기 위해 적용되었다.

시편은 ASTM E1820-06
(9)에 따라 설계되었으며,

표준 시편은CT Fig. 에 나타낸 것과 같이 균5(a)

열이 용접부 중심에서 용접선을 따라 진전될 수

있도록 가공되었다 소형 시편은 용접부 중. DCT

심 용접 경계부 열영향부 그리고 모재에서 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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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b) Disc CT

Fig. 4 Dimensions of CT specimens for J-R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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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Location of standard and disc type CT

speci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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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이 두께 방향을 따라 진전하도록 가공되었다.

또한 소형 시편은 균열이 용접 중심에서, DCT

루터부 영역과 상부 영역으로 진전하도록 가공되

어 두께 방향 위치에 따른 파괴인성의 차이를 비

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Fig. 는 버터링부와5(b)

쪽 열영향부에서 각각 루터부 영역과 상부F316

영역의 파괴인성을 평가하기 위한 시편의 위치와

방향을 나타낸 것이다 표준 시편과 소형. CT

시편 모두 기계 가공 후DCT 1.0 를mm wire

함으로써 피로 예비균열이 균일하게 생성cutting

될 수 있도록 하였다 피로 예비균열을 생성시킨.

후 시편의 양 측면에 시편 두께의, 10 에 해당%

하는 60
o 홈을 가공하여 균열성장시 평면변형V-

률 조건이 만족되도록 하였다.

시험 절차2.2

인장시험2.2.1

인장시험은 상온의 공기 분위기에서 5×10∼ -4
/s

의 준정적 변형률 속도로 수행되었다 시험에는.

게이지 길이가 12 인 연신률계를 사용하여 변mm

형률을 측정하였으며, 2 용량의 로드셀이 부kN

착된 기계식 만능시험기가 사용되었다.

시험2.2.2 J-R

일반적으로 재료의 파괴인성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에서는 시편에 가해지는 하중과 하중선J-R

변위 그리고 각 하중에 해(load-line displacement),

당하는 균열진전 길이를 정확히 측정하여야 한

다 따라서 단일시편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하. ,

중이 가해지는 동안에 연속적으로 균열길이를 측

정하여야 한다 에서는 균열길이. ASTM E1820-06

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하중 제하법을 제시

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직류전위차. ,

법을 적용하여(DCPD, direct current potential drop)

균열길이를 측정하였다.
(10) 법에 의한 균열DCPD

길이 측정을 위해서 시편의 상하에 일정한CT

세기의 전류를 공급하고 노치의 양단에서 균열,

진전에 따른 전압강하를 측정하였다 시험에는.

기계식 만능시험기가 사용되었으며 시편에 변위,

가 가해지는 동안 하중 하중선 변위 그리고 전, ,

압강하 값을 측정하였다 전압강하 값을 측정하.

기 위해 1 의 분해능을 갖는 나노전압계nV (Nano-

가 적용되었으며 최대voltmeter) , 20 용량의 직A

류전원 이 사용되었다 시험은(DC power supply) .

0.5 의 준정적 하중속도에서 수행되었으며mm/min ,

하중선 변위는 게이지 길이가 6 인 게이mm COD

지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Fig. 은 시험 장6 J-R

치의 구성을 나타낸 것이다.

시험 결과로부터 취득된 전압강하 값에

식Johnson
(11)을 적용하여 균열 길이를 계산하고,

시험 후 파단면에서 측정된 초기 균열길이와 최

종 균열길이를 이용하여 최종적으로 균열길이를

보정하였다 균열길이와 하중 하중선 변위 데이터. -

를 이용하여 의 절차에 따라 각ASTM E1820-06

균열길이에 해당하는 적분 값을 계산하였다J- .

시험 결과 및 토의3.

인장물성치 분포3.1

상온 인장시험 결과에서 주어진 공칭 응력 변-

형률 곡선으로부터 항복강도 인장강도(YS),

연신률(UTS), 등의 인장물성치를 구(Elongation)

하고 용접부와 용접부 주위에서 위치에 따른 인,

장물성치의 분포를 살펴보았다. Fig. 은 용접 루7

터부 영역과 상부 영역에서 위치에 따른 와YS

를 나타낸 것이다 용접 루터부 영역의 경우UTS .

Alloy 용접부 내에서 위치에 따른 와82/182 YS

의 변화가 크게 나타났다 버터링부에 비해UTS .

에 인접한 용접부에서 와 가 약F316L YS UTS 150

와MPa 100 정도 높은 값을 보였다 루터부MPa .

영역에서 용접부의 폭이 약 10 정도인 것을mm

고려하면, Alloy 용접부 내에서 재료의 강82/182

도 변화가 상당히 큰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

Load

Cell

DC power

supply

Nano-

voltmeter

Data Logger

UTMPC

COD

Fig. 6 Schematic diagram of J-R tes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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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508 의 경우Gr.3 용접선에서 1 - 2 범위는mm

모재에 비해 180 이상 높은 와 를 보MPa YS UTS

였으며 인접한 버터링부와도 큰 강도 차이를 보,

였다 그러나 용접선에서. , 1 - 2 이상 떨어진mm

위치에서는 와 가 급격히 감소하여 모재와YS UTS

유사한 값을 보였다 따라서. , SA508 열영향Gr.3

부는 용접선에 인접한 매우 좁은 영역에서 형성

되며 이 영역에서 와 가 크게 증가하는, YS UTS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강도 증가는 버터링시.

용접 열영향에 따른 인접한 SA508 재료의Gr.3

상변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7,12)

역시 용접선 부근에서는 모재에 비해 강도F316L

가 크게 증가하여 인접한 Alloy 용접부와82/182

거의 유사한 와 값을 보였다 특히 가YS UTS . , YS

모재에 비해 상당히 크게 증가 약( 200 증가MPa )

하였다 용접선에서 멀어짐에 따라 와 는. YS UTS

서서히 감소하였으나 용접선에서, 10 이상 떨mm

어진 위치까지도 모재에 비해 여전히 높은 강도

를 보였다 따라서 열영향부는. , F316L SA508 Gr.3

열영향부에 비해 강도의 급격한 변화는 없지만

용접으로 인한 인장물성치의 변화가 상당히 넓은

영역까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종금속.

용접부에서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리스강 열영향부

의 강도 증가는 용접 열영향에 의한 상변화에 기

인하는 것이 아니라 용접 과정에 발생되는 소성

변형에 의한 가공경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선행

연구에서 확인되었다.
(7)

용접 상부 영역에서는 버터링을 포함한 Alloy

용접부 내에서 와 의 편차가 크지82/182 YS UTS

않으며 전체적으로 루터부 영역에 비해 낮은, YS

와 를 보였다UTS (Fig. 7(b)). Alloy 용접부82/182

가 모재와 거의 유사한 와 를 보였F316L YS UTS

다 따라서. , Alloy 용접부는 위치와 관계없82/182

이 모재와 비교하여 또는over-match even-m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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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Distribution of elongation at root and upper
regions in the Alloy 82/182 dissimilar weld
j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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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의 강도불일치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용접 상부 영역에서 SA508 열영향부는 용접Gr.3

루터부에 형성된 열영향부와 거의 유사한 특징을

보였다 그러나 열영향부는 루터부 영역에. , F316L

형성된 열영향부에 비해 강도 증가 정도가 작고

강도 증가가 나타나는 영역이 상대적으로 작았

다 이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페라이트강과.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리스강 사이의 이종금속 용

접부에서 스테인리스강 열영향부의 강도 증가 원

Fig. 10 Fracture surfaces of specimens for Alloy
82/182 weld center region

인이 용접시 발생하는 변형에 기인하기 때문이

다.
(7) 용접 루터부 영역이 상부 영역에 비해 용접

에 따른 변형이 크게 발생하고 따라서 상부 영,

역에 비해 강도가 크게 증가하고 강도 증가 영역

이 넓게 형성되는 것이다 또한 용. , Alloy 82/182

접부의 루터부 영역이 상부 영역에 비해 강도가

높고 강도 구배가 크게 나타나는 것도 용접시 루

터부 영역에서 변형이 크게 발생하기 때문인 것

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들 설명을 입. ,

증하기 위한 명확한 증거는 확보되지 않은 상태

이다.

한편, Fig. 은8 Alloy 용접부와 모재 및82/182

열영향부에서 균일 연신률과 총 연신률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전체적으로 균일 연신률과 총 연.

신률의 위치에 따른 변화 경향은 일치하였으며,

Fig. 의 강도 분포와 반대 경향을 보였다 따라7 .

서, Alloy 루터부 영역에 비해 상부 영역에82/182

서 연신률이 큰 값을 보였다 각 재료 영역별로.

비교하면, SA508 열영향부가 가장 낮은 연신Gr.3

률을 보였고 모재부가 가장 높은 연신률을F316L

보였다. Alloy 용접부의 연신률은82/182 SA508

모재보다 크고 모재보다 낮은 값을Gr.3 F316L

보였다. Alloy 용접 루터부 영역에서는 버82/182

터링 영역에 비해 에 인접한 용접부에서 낮F316L

은 연신률을 보였으며 용접 상부 영역에서는 위,

치에 관계없이 거의 유사한 연신률을 보였다 다.

만, SA508 열영향부에 인접한 버터링부는 강Gr.3

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용접부의 다른 영역에

비해 낮은 연신률을 보였다 따라서. , SA508 Gr.3

열영향부에 인접한 버터링부가 Alloy 용접82/182

부 내의 다른 영역에 비해 소성붕괴 측면에서 상

대적으로 취약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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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파괴인성 분포

Fig. 는9 SA508 과 스테인리스강의Gr.3 F316L

모재와 열영향부 그리고 Alloy 용접부 중82/182

심 버터링부 용접 경계부에서 소형 시편을, , DCT

이용하여 구한 곡선을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J-R

다 각 재료 영역별 곡선을 비교하기에 앞서. J-R

소형 시편을 사용하여 구한 곡선의 신DCT J-R

뢰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SA508 과Gr.3 Alloy

용접부 중심에서 표준 시편을 이용하82/182 CT

여 구한 곡선과 시편에서 구한 곡J-R DCT J-R

선을 비교하였다. Figs. 와 에서 알 수 있는9(a) (c)

것과 같이 소형 시편에서 구한 곡선이DCT J-R

표준 시편에서 구한 곡선과 거의 일치하CT J-R

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국부적인 파괴인성. ,

을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적용한 소형 DCT

시편이 충분히 신뢰성 있는 결과를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Fig. 에서 시편 위치에 따른 곡선을 비교9 J-R

하여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모재가 가장, F316L

높고 Alloy 용접부 중심이 가장 낮은82/182 J-R

곡선을 보였다. SA508 열영향부는 모재와 유Gr.3

사하거나 약간 높은 곡선을 보였다J-R . F316L

열영향부의 곡선은 균열길이가 짧은 영역J-R

균열길이( 1≤ 에서는 모재에 비해 높은 값을mm)

보였으나 균열길이가 길어짐에 따라 모재에 비해

낮은 값을 보였다 즉 열영향부가 균열 개. , F316L

시에 대한 저항성은 모재에 비해 높지만 균열,

진전에 따른 파괴 저항성은 모재에 비해 낮은 것

을 의미한다 이는 열영향부가 모재와 비. F316L

교하여 항복강도는 높지만 인장강도가 유사하고

연신률이 작은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다.

한편, Alloy 용접부 내에서는 용접 중심82/182

부가 버터링부와 쪽 용접 경계부에 비해 약F316L

간 낮은 곡선을 보였다 용접 루터부 영역과J-R .

상부 영역의 곡선을 비교하면J-R , Figs. 와9(a) (b)

에서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열영향부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었다 버터링부에서도 루터부 영역이.

약간 높은 곡선을 보였으나 두께 방향 위치J-R ,

에 따른 곡선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그러나J-R . ,

Alloy 용접 중심부에서는 용접 루터부 영82/182

역이 상부 영역에 비해 약간 높은 곡선을 보J-R

였으며 균열길이가 증가됨에 따라, aΔ ≥ 2 에mm

서 곡선이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J-R .

에 인접한 용접부에서도 루터부 영역에서는F316L

균열 길이가 증가함에 따라 곡선이 크게 상J-R

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용접 상부 영역에 비해.

루터부 영역에서 곡선이 균열 진전에 따라J-R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의 결과Fig. 7

에서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루터부 영역의 높은

강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파면 관찰3.3

시험후 시편의 파면을 관찰한 결과 대부분J-R ,

의 시편은 전형적인 연성파괴 특징을 보였다 그.

러나, Alloy 용접 중심부 시편은 표준82/182 CT

시편과 소형 시편 모두 일부 취성파면의 특DCT

징을 보였다. Fig. 은10 Alloy 용접부 중심82/182

에서 채취된 표준 시편의 파면을 나타낸 것CT

이다 그림에서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두께 방향.

으로 균열이 불균일하게 성장하였으며 일부 영,

역에서는 벽개파면의 특징을 보였다 이러한 파.

면 특징은 Fig. 에서9 Alloy 용접 중심부가82/182

다른 재료 영역과 비교하여 낮은 곡선을 보J-R

이는 것과 일치한다.

한편 열영향부 시편의 경우에는 시편의 양면,

에 10 의 홈을 가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균열% V-

이 성장함에 따라 열영향부에서 벗어나 모재 또

는 용접부로 전파되었다. SA508 열영향부에Gr.3

서는 용접 루터부 영역과 상부 영역 모두 열영향

부에서 모재 쪽으로 균열이 전파되었다 그러나. ,

열영향부에서는 두께 방향 위치에 따라 서F316L

로 다른 균열 진전 거동을 보였다 용접 루터부.

영역에서는 열영향부에서 용접부로 균열이 전파

되었으며 용접 상부 영역에서는 열영향부에서,

모재부로 균열이 전파되었다 열영향부에F316L .

서 이러한 균열 진전 특성은 열영향부 주위에서

재료의 강도와 연성이 크게 변화하기 때문이다.

특히 의 경우에는 열영향부의 넓이와 열영, F316L

향부에서 강도 증가 정도가 두께방향 위치에 따

라 다르기 때문에 용접 상부 영역과 루터부에서

다른 균열 진전 거동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 론4.

본 연구에서는 Alloy 를 사용하여82/182 SA508

노즐과 안전단을 용접한 모형시편의Gr.3 F316L

각 재료 영역에서 시편을 채취하여 인장물성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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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괴물성치를 상온에서 평가하였다 결과를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1) Alloy 용접부 내에서 루터부 영역은82/182

상부 영역에 비해 전체적으로 높은 항복강도와

인장강도를 보였다 용접 상부 영역에서는 위치.

에 따른 강도의 편차가 크지 않았다 그러나 루. ,

터부 영역에서는 강도 구배가 크게 나타났으며,

버터링부에 비해 쪽 용접부에서 강도가 상F316L

당히 높은 값을 보였다.

전체적으로 용접 루터부 영역에서는(2) Alloy

용접부가 모재에 비해 높은 강도를 보였82/182

으나 용접 상부 영역에서는, Alloy 용접부82/182

가 SA508 모재보다는 낮고 모재와 유Gr.3 F316L

사한 강도를 보였다.

(3) SA508 열영향부는 용접선에서Gr.3 1 - 2 mm

정도의 좁은 영역에서 형성된 반면 쪽은, F316L

용접선에서 10 이상까지 용접에 의한 강도mm

증가가 관찰되었으며 특히 용접 루터부 영역에서

항복강도가 크게 증가하였다.

(4) Alloy 용접부의 곡선이82/182 J-R SA508

와 의 모재 및 열영향부와 비교하여 가Gr.3 F316L

장 낮았으며 파면에서 일부 취성파면의 특징이,

관찰되었다.

(5) Alloy 용접부 내에서는 용접 중심부82/182

가 버터링부와 용접 경계부에 비해 약간 낮은

곡선을 보였으며 두께 방향으로는 용접 상부J-R ,

에 비해 루터부 영역의 곡선이 약간 높았다J-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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