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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원자로 압력용기 재료의 신뢰성 평가 및 향상기술에 대해 개괄적으

로 기술하였다. 압력용기 소재의 중요성과 가동 중 건전성 평가기술에 대해 다뤘으며 특히, 조사취화특성 평가와 관

련한 기술현황을 중점적으로 소개하였다.

들어가며

1769년 영국의 제임스 와트가 현대적 형태를 갖춘 증
기기관을 발명한 이래, 증기의 열에너지를 운동에너지
로 전환시켜 구동력을 얻는 방식의 에너지 생산 방법은
전 산업분야에 걸쳐 널리 사용되어왔다. 에너지는 크게
1차 에너지와 2차 에너지로 나눌 수 있다. 1차 에너지는
석유, 석탄, 원자력, 수력, 지열, 목탄 등 가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급되는 에너지이며 2차 에너지는 1차 에너
지를 변환하여 얻은 전기, 도시가스, 코크스 등을 일컫
는다. 현대에는 주로 2차 에너지인 전기가 산업뿐 아니
라, 개인 생활에서 가장 큰 에너지원으로 자리 잡고 있
다. 전기를 생산하는 방법은 1차 에너지에 따라 여러 종
류가 있으나, 화력발전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발전 형태는 원자력발전이다. 현대의 인류는 전기 없이
는 살 수 없을 정도로 일반인의 생활에 있어서 전기는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
자력 발전 원리에 대하여 잘 모를 뿐 아니라‘원자력’이
란 단어가 갖는 거리감으로 인해 난해한 것이라는 선입
관을 갖고 있다. 원자력 발전 역시, 증기를 발생시키는
열에너지원이 다를 뿐 증기터빈을 구동시켜 전력을 생
산한다는 점에서 200여 년 전의 에너지 생산방법과 큰
차이가 없다. 전세계적으로 가동 중이거나 개발 중인 원
자로는 그 형태 및 발전원리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원자로는 핵연료에 농축된 U235

의 분열로 인해 생기는 열을 이용해 증기를 발생시켜 터
빈을 구동시키는 경수로 방식의 원자로가 주종을 이루
고 있다.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 사고를 통해 경험한 바와 같
이 화석연료, 수력, 대체에너지를 이용한 발전과는 달리,
방사성 물질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원자력발전소에
서의 한 번의 큰 사고는 막대한 인적, 물적, 사회적 피해
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원자력발전 산업은 다른 발전
시스템에 비해 차원이 다른 수준의 안전성을 요구 받아
왔다. 원자력 발전소는 수많은 다양한 기능의 부품이 집
합체인 종합 플랜트이다. 원자로 부품 하나하나에는 규
정된 조건하에 규정된 기능을 가동기간 동안 지속적으
로 수행해야 하는 높은 수준의 신뢰성이 필요하며, 이는
정밀한 기술에 의해 정량적으로 검증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는 방사성 물질로부터 완벽에
가까운 방호를 위해 구조적으로 5중의 방호벽을 구축하
고 있다. 그 중에서도 핵연료봉을 외부로부터 격리시키
는 약 10인치 두께의 강철재로 제작되는 원자로압력용
기(reactor pressure vessel, RPV)는 가장 중요한 물리적
방호벽 역할을 하는, 원자력발전소 안전의 첨병이다. 구
조용 재료는 일반적으로 사용시간의 경과에 따라 시간
이 지날수록 그 특성이 나빠지는 열화현상을 나타내므
로 원전의 안전성 유지를 위해서 주기적으로 정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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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하고, 교체하는 과정이 반복된다. 크기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부품은 교체가 가능하지만, 원자로압력용기
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원전의 일반적 설계수명인
40년 동안 교체가 불가능한 유일한 원자로 부품이다. 따
라서 원전의 사용수명은 원자로압력용기의 건전성에
의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원자로압력용기소재

원자로압력용기에 요구되는 높은 성능 기준을 만족
시키기 위한 재료의 개선, 개발이 지난 40여 년간 이루
어져왔다. 재료는 강판과 단조품으로 이루어져 있다. 

원자로압력용기 소재의 세계적인 변천을 살펴보면,
강판으로는 경수로 개발 초기에는 화력 보일러 및 일반
압력용기에 사용실적이 많은 Si-Mn계 저합금강인
ASME SA212B강이 사용되었다. 1956년 이후에는, Si-
Mn계에 고온강도 향상을 위해 Mo이 첨가된 Mn-Mo강
인 SA302 Grade B강을 사용하였으나 원자로가 대형화
됨에 따라 압력용기를 두껍게 제작하기 위해 경화능이
우수한 소재가 필요하게 되어 Ni를 첨가하고, 칭-템퍼
링을 실시하여 강도와 인성을 향상시킨 개량 SA302

Grade B강이 사용되었다. 최초의 상업용 원자로 압력
용기인 Yankee Rowe 원전의 B&W 제작 원자로압력용
기가 SA302 Grade B강으로 제작되었다. 1965년에 이르
러서는, Ni 첨가량과 강도를 변화시킨 칭-템퍼링
(quenching-tempering)된 SA533(Mn-Mo-Ni강)이 규정
되었고, 후에 SA533 Gr. B Cl. 1강이 적용되었다. 

단조품에 있어서는 플랜지, 노즐 등에 SA182 F1 개량
Mn-Mo-Ni강, SA336 F1강이 1950년대와 1960년대에 걸
쳐 사용되다가, 후에 SA508 Gr. 2강(NI-Cr-Mo강)으로 규
정된 진공탈가스처리 ASTM A336 Code Case 1236강이
링단조품, 플랜지, 노즐 등에 널리 사용되었다. 현재는
피복하균열(under clad crack) 방지의 관점에서 개발된
SA508-Gr. 3강이 압력용기 소재의 주종을 이루고 있다.

우리나라 압력용기에는 고리 1호기에 SA508 Gr. 2강
이, 고리 2, 3, 4호기 및 한빛 1, 2호기에는 SA533 Gr. B
Cl.1강이 사용되었으며, 한빛 3호기 이후에는 SA508
Gr. 3강이 사용되었다. SA508 Gr. 3강은 그 자체로, 강
도 및 인성 등 기계적 특성이 우수하며 스테인리스강으
로 표면에 피복(cladding)을 입혀서 사용하면 내식성 문
제도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훌륭한 압력용기용 소재
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구조용 재료에는 사용시간이 경
과할수록 특성이 떨어지는 열화현상이 생기게 되는데,
원자로압력용기강의 재료물성의 열화는 조사취화
(irradiation embrittlement), 열취화(thermal aging), 템
퍼링 취화(temper embrittlement), 피로(fatigue), 부식
(corrosion) 등의 안전성 저해 기구를 발생시킨다. 그 중
에서도 압력용기에 있어 가장 심각하면서도 독특한 안
전성 저해 기구는 조사취화로 알려져 있다. 

중성자조사에의한원자로압력용기의특성저하

일반적으로 압력용기강은 상온 이상에서 매우 우수
한 파괴인성을 보이기 때문에 조사손상이 없는 상태에
서 압력용기강의 파괴는 상상하기 어렵다. 그러나 높은
에너지를 갖는 중성자에 노출되면 재료 내부 구조의 변

그림 1 프랑스 Areva에서 제작 중인 원자로압력용기. 사진

우측은 압력용기 몸체이며 좌측 아래쪽은 압력용기 뚜

껑이다. 출처) World Nuclear News 2008년 11월 5

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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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로 인해 압력용기강이 취화될 수 있다. 탄소강과 저합
금 압력용기강에 대한 중성자 조사효과는 1950년대 초
반에 발견되어 현재까지 연구되어 왔다. 경수로 가동온
도(~260-300℃)에서 고속 중성자가 원자 배열을 흐트러
뜨려 많은 수의 공공(vacancy)과 침임형 원자
(interstitial)들과 같은 결함을 압력용기강 내부에 만들게
되면 조사에 의한 손상이 발생된다. 압력용기강은 다양
한 에너지의 중성자에 노출되지만, 특정 에너지 크기 이
상의 고에너지 중성자들이 주로 손상을 일으킨다. 일반
적인 경수로에서는 고에너지의 기준이 1 MeV이며 고에
너지 중성자속(단위면적과 단위시간당 중성자 수,
n/m2/s)은 약 1013에서 1016n/m2/s이다. 작은 결함들의
대부분은 회복에 의해 소멸하나 일부 결함은 클러스터
(cluster), 석출물(precipitate) 등의 더 큰 결함으로 성장
한다. 이러한 결함들은 재료 내부의 전위이동을 방해하
는 효과적인 장애물로서 작용하므로 변형을 일으키는
데 필요한 응력을 상승시켜 항복강도의 상승을 가져온
다. 항복강도 상승에 따라 특히, 높은 응력과 변형률이
집중되는 균열 선단 부근에 항복강도가 벽개파괴
(cleavage fracture) 강도 이하로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온도를 더 상승시켜야 한다. 그러므로 조사 유기 취화
정도를 나타내는데 사용되는 파괴인성 천이 온도가 더
상승하게 된다. 압력용기강의 조사취화에 대한 민감도
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합금 원소는 Cu이고, Ni과 P
의 영향도 크다. V, Mn, Si 등도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으며, 전세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조사취화 예측식은
대부분 Cu, Ni, P 함량을 공통적으로 인자에 포함시키고
있다.

따라서 압력용기가 설계 압력과 온도 범위에서 계속
운전되기 위해서는 압력용기강의 취화에 따른 강도와
인성 변화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어야 한다. 조
사취화를 예측하기 위한 모델 개발과 관련된 불확실성
을 줄이기 위해서는 중성자 조사량(fluence), 중성자속,
스펙트럼, 조사온도, 압력용기강의 화학조성과 미세조
직 등의 조사취화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의 상승효과

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가동중원자로압력용기의기계적특성평가

중성자 조사에 의한 압력용기 재료특성의 변화는 감
시시험 프로그램에 의해 추적, 관찰된다. 감시시험 프로
그램의 기본적 목표는 안전성 평가를 위해 재료특성의
하한값을 측정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인장시험, 샤르
피(Charpy) 충격시험, 낙중시험(drop weight), 파괴역
학시험이 포함된다.    

서방 세계에서 가동되고 있는 모든 경수로와 구소련
연방 국가에서 주로 가동되고 있는 대부분의 WWER형
원자로압력용기는 감시시험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 많
은 나라에서 미국 ASME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시시험
기준을 따르거나 일부 수정한 자체기준을 두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ASME 기준에 기초한 원자력안전위원
회고시 제2014호-14호인‘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기
준 고시’에 감시시험의 실시 및 그 결과의 평가 등에 관
한 기술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원자로압력용기는 중성자 조사 환경하에서 점진적으
로 취화된다. 따라서 원자로 수명기간 동안 압력용기의
구조적 건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점진적인 열화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 압력용기 열화에 대한 정
량적 평가가 가능케 하는 대표적 인자는 USE(upper
shelf energy)와 RTNDT이다. RTNDT 초기값은 샤르피와
낙중시험으로부터 결정되고, RTNDT의 증가와 USE는 샤
르피 시험으로부터만 측정된다. 원자로 가동기간 중에
RTNDT는 증가하고, USE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중
성자 조사후 재료의 RTNDT는 초기 RTNDT 값에 중성자
조사에 의해 변화한 값, 즉 △RTNDT와 여유값이 더해져
계산된다. 초기 RTNDT 및 △RTNDT는 샤르피 충격흡수에
너지 곡선에서 41J(30ft-lb)에 해당하는 온도 및 중성자
조사에 의한 41J 해당 온도변화량으로 각각 T41J과 △T41J

로 표현되기도 한다. 이러한 인자들을 계산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감시시험으로부터 얻은 데이터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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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는 방법과 보편적인 실험적 모델(generic empirical
model)을 이용하여 계산하는 방법이다. 보편적 실험적
모델은 수백 건의 상용 원전의 감시시험 데이터에 기초
하여 개발된 모델이다. 감시시험 데이터의 확보가 어려
울 경우, 보편적 모델의 사용이 필요하다.

원자로를 계속 운전하기 위해서는 원자로 수명기간동
안 원자로 압력용기 내벽의 RTNDT와 USE가 기준치를 만
족하여야 한다. 근래에는 ASTM E1921 마스터커브 시험
법에 규정된 파괴인성 시험법 및 통계적 해석방법으로
부터 얻은 인자인 T0 참조온도를 이용한 RTT0로 RTNDT를
대치할 수 있도록 코드화되었다. 이 방법은 우리나라 고
리 1호기를 설계수명 이상으로 계속 운전할 수 있는 기
술적 배경이 되었다. 따라서 압력용기의 특성변화를 정
확히 평가함으로써 가동 중 원자로의 일정 수준 이상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초기 설계수명
이상으로 원자로를 계속 운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해결해야할과제들

○재료의 산포성(variability)과 대체(surrogate) 재료

문제: 압력용기강의 샤르피 충격인성뿐만
아니라 연성취성천이온도 영역에서의 파괴
인성도 상당한 산포를 보이기 때문에, 통계
적으로 신뢰성 있는 데이터베이스 개발에
있어서 재료의 산포성 문제에 대한 관심이
커져 왔다. 또한 압력용기에 마스터커브 해
석법과 탄소성 파괴인성 데이터의 직접적
인 적용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체 재료에 대
한 이슈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감시
시험 프로그램에서는 실제 압력용기에 사
용된 재료와 다른 heat의 재료로 만든 시험
편들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감시
시험 시험편과 대체 재료로 만든 시험편 사
이의 차이가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더 나
아가 마스터커브 해석에 사용되는 KJc와 샤
르피 충격인성 변화량의 호환성에 대한 문

제는 추가의 많은 감시시험결과와 마스터커브 해석결
과를 바탕으로 한 추가의 연구를 필요로 한다.

○높은 조사량, 긴 조사 시간, 중성자속 효과: 중성자
조사취화에 의한 석출상을 생성시키는 데 가장 큰 역할
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Cu의 함량이 낮은 강에서
도 Mn과 Ni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새로운 상이 생긴다
는 것이 최근 연구를 통하여 밝혀지고 있다. 열역학적
계산에 의하면 낮은 온도에서 Mn과 Ni 함량이 높아지
면 Mn-Ni계 석출물이 생성된다. 이러한 석출물들은 높
은 선량으로 중성자 조사후에 재료의 취화에 기여한다.
이렇게 장시간 경과후에 취화를 발생시키는 석출상을
흔히‘late-blooming-phases’라고 칭하는데, 많은 나라
에서 시도되고 있는 원자로 장기가동에 있어 큰 이슈 중
하나이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취화에 기여
하는‘late-blooming-phases’의 영향을 정량화할 필요
가 있으며, 화학조성, 중성자속, 조사량과 조사시간 등의
영향인자들의 상관관계를 이해하고 정량화해야 한다. 

○압력용기 회복열처리와 재조사(re-irradiation): 압
력용기 회복 열처리는 장기간 중성자 조사된 압력용기

그림 2 한국원자력연구원 조사재시험시설 내부에 설치된 기계적 특성 평가

시스템. 중성자 조사된 시편에 대한 인장시험, 파괴인성시험, 샤르피

충격시험 등이 방사능 차폐 시설 안에서 로봇 팔(manipulator)을 이

용하여 수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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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풀림(annealing) 열처리를 통해 조사취화를 일
부 회복시키기는 방법으로서 동구권의 WWER-440/V-
230 형 압력용기에 널리 적용된 바 있다. 15번의 회복열
처리가 수행되었으며 그 중 상당수의 원자로가 아직 가
동 중이다.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USNRC)에서는 압
력용기의 회복열처리에 관한 규제지침(regulatory
guide)을 발간하였으나, 기술적인 문제 외의 문제들로
인해 미국 원자력산업계에서는 아직 시행된 바가 없다.

열처리를 통한 조사취화의 회복 효과는 실험적으로 충
분히 확인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현재까지도 금속학적
요인과 조사조건의 차이를 고려한 열처리 온도와 시간
의 최적 조합 조건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 또한 취화 및
회복기구에 대한 근원적 이해를 통해 열처리 후, 다시
조사된 압력용기강의 조사 민감도 예측을 위한 계속적
인 연구도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