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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508 Gr.3 상용 원자로용기강의 두께방향 미세조직 변화가 인장 및 
충격특성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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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the effects of microstructural variations in heavy-section reactor pressure vessel 
(RPV) steels on tensile and Charpy impact properties were investigated. Two PRV blocks, OPR1000 and 
APR1400 (ORV, ARV) were taken from the archive materials used in Korea standard nuclear power plants. 
Test specimens were sampled from five different positions at intervals of 1/4 thickness from the inner 
surface to the outer surface. The chemical contents in the ORV and ARV were homogenous, and 
macro-segregation problems were not observed. In the ORV, the microstructure was fully composed of 
bainite structure. The bainite lath was fine at the surface but it coarsened toward the center. In the ARV, 
coarse-lath upper bainite was formed at the surfaces but polygonal ferrite was observed toward the center. 
Variations in cooling rate due to the material’s thickness caused changes in microstructure along the 
thickness during the water quenching heat treatment. The larger-sized ARV did not cool down quickly 
enough to create a fully bainitic microstructure. Tensile strength and Charpy impact properties tended to 
improve toward the surfaces. Compared to the ORV, the ARV showed higher strength and lower energy 
transition temperature (ETT). These variations in mechanical properties were related to the 
microstructure variations. Surface regions with the fine-lath bainite structure and small carbides showed 
better properties than the center region. The ARV, having smaller grain size and homogeneous carbide 
distribution, also showed better properties than the ORV. This is because the ARV was fabricated using an 
advanced steelmaking process, the VCD + Si + Al methods. The addition of Al resulted in the formation of 
AlN precipitates at high temperature, and suppressed the grain growth of austen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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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국내 운영중인 원자력 발전소는 총 25개로 이 중 가압경수

로 형이 18개로 국내 원자력발전소의 대부분이 가압경수로

(PWR) 타입의 발전소이다. 가압경수로는 288도씨(℃) 150

기압의 고온 고압의 환경에서 가동된다. 가동 후에는 교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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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한 원자로압력용기는 원자력 발전소의 건전성과 사용

수명을 결정짓는 핵심부품으로 고온-고압의 가혹한 가동조

건과 장기가동으로 인한 중성자 조사취화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강도와 파괴인성을 필요

로 한다 [1]. 일반적으로 원자로압력용기는 두께가 20 cm, 무

게는 400 ton이 넘는 대형 단조구조물로, 강도, 인성 및 용접

성과 같은 기계적 특성이 우수한 SA508 Gr.3 Mn-Mo-Ni계 

저합금강으로 제작된다 [2-6].

국내 가동중인 원자력발전소는 초기 미국 및 프랑스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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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로 건설되었지만, 국내 기술로 1000MW급 가압경수로 원

전인 한국표준원전(KSNP: Korean Standard Nuclear Power 

Plant)을 건설하였고, 해외 수출을 위해 최적의 경수로라는 

OPR1000 (Optimized Power Reactor)으로 명칭을 변경하였

다. 이후 OPR1000을 개량하여 개발한 차세대 원전으로 

APR1400을 개발하여 해외수출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5,6]. 

APR1400은 Advanced Power Reactor를 의미하는 것으로 발

전용량을 1000 MW에서 1400 MW로 증가시키고, 설계수명

도 기존 40년에서 60년으로 늘린 최첨단 원전이다. 발전용량

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구조물의 대형화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원자로압력용기 역시 크기와 두께가 증가하게 되었다.

이처럼 두꺼운 두께의 대형구조물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제강 및 제조 공정에서 고른 특성이 나타나는 것이 중요하다. 

바데샤(Bhadeshia)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무게 200톤 이상의 

SA508 Gr.3강 대형 잉곳(ingot)의 제강과정 중 조대편석

(macro-segregation) 현상이 발생하여 미세조직적 차이가 발

생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7,8]. 그 결과로 용질원소 풍부영역

의 미세조직에서는 위드만스태턴(widmanstatten) 페라이트, 

하부 베이나이트, 마르텐사이트-오스테나이트 아일랜드의 

미세조직을 가진 반면에 용질원소 고갈 영역에서는 알로트

리오모픽(allotriomorphic) 페라이트가 형성되어 인성이 크게 

감소하였다 [7,8]. 또한 최근 프랑스에 건설중인 1700 MW급 

원자력발전소 Flamanville 3의 원자력용기 상부용기, 하부용

기에서 탄소편석으로 인한 충격특성 감소로 최소 기준요구

치를 만족시키지 못한 문제까지 발견되어 대형 구조물에서

의 편석문제가 큰 이슈가 되었다 [9]. 또한 원자로용기 제작

과정에서 두꺼운 두께로 인해서 실제 압력용기 수냉시 위치

에 따라 0.3 ~ 1.2 ℃/초의 냉각속도 차이가 발생한다고 알려

져 있다 [10-12]. 이러한 냉각속도의 차이는 압력용기의 두께

방향으로 미세조직의 차이를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위치별 

기계적 특성의 변화를 유발하게 된다.

OPR1000에서 APR1400으로 가면서 발전용량을 증가시

키기 위해서 원자로 압력용기는 내경 414 cm, 최소두께 20.5 

cm, 무게 436 ton에서 내경 463 cm, 최소두께 23 cm, 무게 

533 ton으로 증가하였다 [5,6]. 제강시 잉곳의 무게가 증가할

수록 편석이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APR1400으로 용량

이 커지면서 제강 과정에서 편석의 문제, 또 제작 열처리공정

에서의 재질 편차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생긴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초기 OPR1000 원자로용기와 비교하여 

APR1400 원자로용기의 두께 위치별 재질 균질성 여부, 미세

조직 분포를 관찰하고, 미세조직 변화가 기계적 물성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2. 실험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소재는 SA508 Gr.3 Cl.1 Mn-Mo-Ni계 

저합금 단조재로 실제 상용 원전 원자로압력용기로 제작된 

강의 보존재를 사용하였다. OPR1000에 적용된 원자로용기

강은 초기 한국형원전의 원자로용기강으로 VCD (Vacuum 

Carbon Deoxidation) 탈산법으로 제작되었다. APR1400에 

적용된 원자로용기강은 VCD+Si+Al 공법을 이용하여 제작

되었다. 두 강재 모두 제강 후, 단조, 열처리 공정을 거쳐 제작

되었다 [13,14]. 원자로용기강의 열처리 과정은 일반적으로 

노말라이징 (900 ℃, 10시간), 템퍼링 (650 ℃, 8시간), 오스

테나이타이징 (880 ℃, 7시간) 그리고 수냉 후 템퍼링 (650 

℃, 9시간) 과정으로 이루어 진다 [13]. 두께별 미세조직 및 

기계적물성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 시편은 안쪽표면부분

을 0T로 시작하여 1/4T, 1/2T (중앙), 3/4T, 바깥표면부분(1T)

까지 두께의 1/4T 간격으로 5부위에서 시편을 채취하였다. 

OPR1000, APR1400 원자로용기강에서 채취한 시편을 ORV 

(OPR1000 Reactor Vessel), ARV (APR1400 Reactor Vessel)

으로 각각 명명하였고, 시편 채취 위치에 따라 0T, 1/4T, 

1/2T, 3/4T, 1T로 표기하였다.

편석 및 조성의 균일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방출분광분석

법을 이용하여 위치별 화학조성을 분석하였다. 미세조직 분

석을 위해서 longitudinal-transverse (L-T) 면을 연마 후 2% 

나이탈 용액으로 에칭한 뒤 광학현미경과 주사전자현미경을 

이용하여 미세조직을 관찰하였다. 인장시험은 ASTM E8M 

방법에 따라 T 방향으로 봉상(표점거리 25 mm, 지름 6.25 

mm) 시편을 가공한 뒤 유압식 재료시험기(model MTS 810, 

MTS Corp., USA)를 사용하여 strain rate 5.2×10-4으로 상온

에서 실험하였다 [15]. 응력-변형률 곡선으로부터 0.2% 

off-set한 유동응력을 항복강도로 하고, 인장강도, 연신율을 

측정하였다. 샤르피 충격시험은 ASTM E23에 따라 표준시

편을 사용하였으며, 406J 용량의 충격시험기 (model: 

SATEC SI-1D3, SATEC, USA)를 사용하여 -100~300 ℃의 

온도범위에서 시험하였다 [16]. 온도별 충격흡수에너지 값을 

hyperbolic tangent (TANH) fitting 함수를 이용하여 회귀분

석하여 에너지 천이온도 (Energy Transition Temperature, 

ETT), 상부흡수에너지 (Upper Shelf Energy, USE), Index 

temperature T41J을 측정하였다 [17]. Index temperature T41J은 

Charpy 흡수에너지가 41J일때의 온도로 원자로용기강의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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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Optical microscope images of OPR1000 RPV along the 
depth positions; (a) 0T (inner surface), (b) 1/4T, (c) 1/2T (center), 
(d) 3/4T, (e) 1T(outer surface). *UB: Coarse lath upper bainite, B: 
Fine lath upper bainite & lower bainite.

Fig. 2. SEM micrographs of OPR1000 RPV along the depth 
positions; (a) 0T (inner surface), (b) 1/4T, (c) 1/2T (center), (d) 
3/4T, (e) 1T(outer surface).

Table 1. Microstructure and area fractions of ORV and ARV 
along the depth positions.

Samples Positions

Major 
Phase
(Minor 
Phase)

Phase Area Fraction (%)

PF UB B M

ORV

0T B (M) - 3 Bal. 5
1/4T UB (B) - Bal. 10 -
1/2T UB - Bal. - -
3/4T UB (B) - Bal. 5 -
1T B (UB) - 20 Bal. 2

ARV

0T UB - Bal. - -
1/4T UB (PF) 7.5 Bal. - -
1/2T UB+PF 25 Bal. - -
3/4T UB (PF) 7.5 Bal. - -
1T UB - Bal. - -

* PF: Polygonal ferrite, UB: Coarse lath upper bainite, B: fine lath
upper bainite & lower bainite, M: Martensite

이특성을 평가할 때 쓰이는 온도다 [18].

3. 결     과

3.1 미세조직

정확한 미세조직 구별을 위해서 고배율 주사전자현미경

(SEM) 이미지 관찰과 저배율 광학현미경(OM) 이미지 분석

을 통해서 전체적인 미세조직의 형태를 구별하였다. ORV의 

위치별 OM, SEM 사진을 그림 1, 2에 그리고 ARV의 위치별 

OM, SEM 사진을 그림 3,4에 각각 나타내었다. 이미지 분석

기(Image analyzer)를 통해서 각 상의 면적분율을 계산하여 

표 1에 나타내었다. ORV는 전반적인 베이나이트 조직으로 

형성된 것을 볼 수 있다. 내피 (0T) 부분의 미세조직은 주로 

탄화물이 래쓰 내부에 미세하게 분포된 템퍼드 하부 베이나

이트 (tempered lower bainite)와 미세한 래쓰를 갖는 템퍼드 

상부 베이나이트(fine lath tempered upper bainite, B)가 함께 

존재한다. 두께 내부로 갈수록 래쓰가 두껍게 형성되고, 래쓰 

사이에 조대한 탄화물이 형성되는 템퍼드 상부 베이나이트 

(coarse lath tempered upper bainite, UB))의 생성이 증가하

고, 1/2T 위치에서는 조대한 UB만 관찰된다. 외측부분

(1T~3/4T)도 내측부분(0T~1/4T)과 동일하게 내부로 갈수록 

조대한 래쓰를 갖는 UB조직이 많이 형성된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내측과 외측을 비교해보면, 외측부분은 내측부분보

다 상대적으로 조대한 조직과 저온변태상의 분율이 적게 나

타나 중심부(1/2T)를 기준으로 대칭으로 생성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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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Optical microscope images of APR1400 RPV along the 
depth positions; (a) 0T (inner surface), (b) 1/4T, (c) 1/2T (center), 
(d) 3/4T, (e) 1T(outer surface).
*UB: Coarse lath upper bainite, QPF: Quasi-polygonal ferrite, PF: 
polygonal ferrite.

Table 2. Room-temperature tensile properties of ORV and ARV 
along the depth positions. 

Samples Positions Tensile Properties
YS (MPa) TS (MPa) El.(%)

ORV

0T 422±6 580±5 28.4±0.8
1/4T 408±1 566±2 27±1.0
1/2T 405±3 558±4 28.1±0.4
3/4T 397±1 547±1 25.1±0.2
1T 401±1 549±2 24.1±0.8

ARV

0T 466±1 622±1 26.7±0.5
1/4T 436±2 586±1 29.8±1.0
1/2T 408±1 556±2 29.2±0.1
3/4T 435±1 584±1 28.9±0.7
1T 443±2 579±1 28.1±0.3

ASME
SA508 Gr.3 1/4T 345 min. 550-725 18 min.

Fig. 4. SEM micrographs of APR1400 RPV along the depth 
positions; (a) 0T (inner surface), (b) 1/4T, (c) 1/2T (center), (d) 
3/4T, (e) 1T(outer surface).

Fig. 5. Tensile properties versus positions graph of ORV and 
ARV; (a) yield strength and tensile strength, (b) elongation.

ARV의 경우에는 0T에서 UB로 이루어진 미세조직을 가지

고 있다. 1/4T 두께 지점에서는 불규칙한 모양의 폴리고날 페

라이트 (Quasi-polygonal ferrite, QPF)가 형성되기 시작하였

으며 등축정 형태의 폴리고날 페라이트 (polygonal ferrite, 

PF)의 형태도 간혹 볼 수 있다. 중앙 부분인 1/2T 위치에서는 

폴리고날 페라이트의 면적분율이 25%정도로 그 양이 증가하

였다. ARV의 경우에는 1/2T 지점을 중심으로 양쪽 미세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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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oom-temperature tensile properties of ORV and ARV 
along the depth positions.

Samples Positions Charpy Impact Properties
USE (J) ETT(℃) T41J(℃)

ORV

0T 328 -6.8 -66.9
1/4T 258 10.2 -14.4
1/2T 291 4.6 -25.9
3/4T 297 -6.8 -40.3
1T 303 -3.6 -30.5

ARV

0T 287 -29 -76
1/4T 302 -6 -53
1/2T 332 -2 -40
3/4T 283 -14 -45
1T 318 -25 -74

Fig. 6. Charpy impact properties versus positions graph of ORV 
and ARV; (a) yield strength and tensile strength, (b) elongation.

이 대칭을 이루어 형성된 것을 볼 수 있다. ORV과 비교해서 

ARV은 결정립 크기가 눈에 띄게 미세해 진 것을 볼 수 있다.

3.2 기계적성질

ORV, ARV의 위치별 항복강도, 인장강도, 연신율을 정리

하여 표 2와 그림 5에 나타내었다. ORV은 0T에서 항복강도

와 인장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중앙부분인 1/2T로 갈수

록 강도가 감소하였다. 외측부분인 3/4T, 1T 지점에서는 대

칭을 이루지 않고 오히려 1/2T 보다 강도 및 연신율이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었다. 반면 ARV은 표면쪽에서 중앙(1/2T)쪽으

로 갈수록 강도가 감소하는 모습으로, 중앙을 기준으로 인장

특성이 대칭적으로 형성된 것을 볼 수 있었다. ORV과 비교

해서 ARV은 강도와 연신율이 전반적으로 증가하였고, 특히 

표면쪽에서 강도차이가 40MPa 정도로 크게 증가하였다. 

ASME SA508. Gr.3 Cl.1의 인장특성 요구사항과 비교해본 

결과 평가기준인 1/4T에서 ORV, ARV 모두 강도와 연신율 

모두 충분히 만족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ORV, ARV의 위치별 USE, ETT, T41J 을 정리하여 표 3과 

그림 6에 나타내었다. ORV은 0T 지점에서 가장 높은 USE를 

보이고 가장 낮은 ETT, T41J을 보여 가장 우수한 충격 특성을 

보여준다. 반면 1/4T 지점에서 가장 낮은 USE와 가장 높은 

ETT, T41J을 보여주어 충격특성이 가장 좋지 않았다. 3/4T 지

점에서는 1/4T 지점과는 다르게 낮은 ETT와 T41J을 보여주었

다. ARV은 0T 지점에서 USE는 다른 위치보다 다소 낮았지

만 ETT와 T41J은 가장 낮게 형성되었다. 1/2T 지점에서는 

USE는 높지만 ETT와 T41J이 가장 높게 형성되어있다. ARV

의 경우에는 ETT가 표면 (0T, 1T)에서 중심 (1/2T)으로 갈수

록 증가하여, 1/2T를 기준으로 대칭적인 천이특성을 보여주

고 있다. ORV과 비교했을 때 USE는 ORV와 비슷하였고, 

ETT, T41J은 더 낮아 우수한 천이특성을 보여주었다. SA508 

Gr.3, Cl.1의 충격특성 기준은 4.4 ℃에서 실험 후 세 시편의 

최소 평균값이 41J이 나와야 한다. ORV, ARV은 T41J의 온도

가 모두 -10 ℃ 이하로 낮게 형성되어 있어 SA508 Gr.3 Cl.1

의 충격특성 기준을 충분히 만족하였다.

4. 고     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원자로용기강은 베이나이트 조직으

로 알려져 있다 [19,20]. 미세조직 분석결과 ORV, ARV 모두 

두께 위치별 미세조직의 차이는 있지만 베이나이트를 기본

으로 갖는 미세조직을 가지고 있다. ORV와는 다르게 ARV

은 중앙 부분으로 갈수록 폴리고날 페라이트가 형성되고 그 

양이 많아진다. ORV, ARV 모두 조대편석의 영향으로 발생

된다고 알려진 위드만스태턴 페라이트, 알로트리오모픽 페

라이트의 생성은 관찰되지 않았다. 위치별 조성편차를 확인

하기 위해서 방출분광분석을 통해서 ORV과 ARV의 위치별 

성분분석을 한 뒤, 그 결과를 SA508 Gr.3 규격 조성과 비교

하여 표 4에 나타내었다. 두께방향 위치별 상분석 결과 OR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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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hemical composition of ORV and ARV along the depth 
positions (wt%)

Positions C Mn Mo Ni Cr Si Cu P S
SA508 

Gr.3 
Cl.1

1/4T 0.25 
max

1.20-
1.50

0.45-
0.60

0.40-
1.00

Max 
0.25

0.40 
max

0.20 
max

0.025 
max

0.025 
max

ORV

0T 0.22 1.39 0.47 0.81 0.15 0.045 0.03 - -
1/4T 0.25 1.44 0.51 0.84 0.16 0.048 0.03 - -
1/2T 0.23 1.41 0.49 0.82 0.16 0.046 0.03 - -
3/4T 0.22 1.40 0.48 0.82 0.16 0.047 0.03 - -
1T 0.22 1.41 0.50 0.82 0.16 0.047 0.03 - -

ARV

0T 0.22 1.13 0.49 0.86 0.19 0.21 0.021 - -
1/4T 0.21 1.12 0.48 0.85 0.19 0.21 0.022 - -
1/2T 0.20 1.14 0.50 0.86 0.20 0.21 0.024 - -
3/4T 0.20 1.15 0.49 0.87 0.20 0.21 0.021 - -
1T 0.21 1.15 0.50 0.86 0.20 0.22 0.021 - -

은 1/4T 위치에서만 탄소 함유량이 다른 곳보다 미세하게 높

게 발생하였지만, ASME SA508 Gr.3 규격을 만족하였다. 

ARV은 모든 위치에서 합금원소 성분 차이 없이 고르게 나타

났다. ARV에서 Mn의 함량이 규격보다 약간 적지만 Mn 함

량 감소는 조사취화 저항성을 향상시켜 최근 원자로용기강

에서 Mn 함량을 감소시키는 추세다. 두 압력용기강 모두 편

석으로 추정될만한 성분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다. 특히 조사

취화 건전성을 떨어트리는 Cu, 충격특성을 크게 감소시키는 

S, P과 같은 원소 함량이 기준치보다 매우 낮게 포함되어 있

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21-23].

ORV과 ARV 모두 표면에서는 베이나이트 래쓰가 미세하

게 생성되었고 시편 중앙부분으로 갈수록 베이나이트 래쓰

가 조대해졌다. ORV에서는 시편 표면부분에 저온변태상인 

하부 베이나이트가 관찰되고 중앙부분에는 상부 베이나이트

가 생성된 반면에 ARV은 표면부분에 상부 베이나이트가 생

성되었고, 중앙부분으로 갈수록 폴리고날 페라이트의 생성

이 증가하였다. 이는 원자로 용기의 두꺼운 두께로 인해서 열

처리 중 수냉 과정에서 위치별 냉각속도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기존 연구결과 원자로용기의 수냉시 냉각속도는 

표면부분에서 81℃/분, 1/4T에서 24℃/분, 1/2T에서 22℃/분

으로 수냉에도 냉각속도가 상당히 느렸으며, 표면과 센터의 

냉각속도 차이는 4배 이상 차이가 발생한 것이 확인되었다 

[11]. 냉각속도가 느릴 경우에 오스테나이트에서 페라이트로 

변태하는 온도가 상승하게 되고, 래쓰가 생성되는 온도가 높

기 때문에 래쓰도 조대하게 생성되는 것이다. ARV의 경우에

는 표면에도 상부 베이나이트 조직을 지니고 내부로 갈수록 

폴리고날 페라이트의 형성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ARV 원자로용기강의 크기가 더 크고 두껍기 때문에 수냉시 

냉각속도가 ORV보다 느리기 때문이다. 주목할만한 점은 

ARV의 결정립 크기는 ORV 보다 미세한 것을 볼 수 있다. 이

는 ORV은 초기 VCD 탈산법으로 제작된 반면 ARV은 VCD 

공법에 Si 탈산 후 Al 첨가하는 VCD+Si killing + Al 공법으

로 제강되었기 때문이다. VCD +Si killing + Al 제강법은 Si 

탈산과 Al첨가를 통해서 고온 미세석출물 AlN 형성시켜 결

정립 성장을 억제하기 때문에 초기 제강과정에서 미세한 오

스테나이트 결정립이 생성된다 [24] 따라서 ARV 미세조직

이 ORV보다 더 미세하게 생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제강법과 냉각속도 차이로 인해서 미세조직이 

변화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기계적 성질에도 차이가 발생하

게 된다. ORV, ARV 모두 표면에서 중앙부분으로 갈수록 강

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냉각속도가 빠른 표면부

분쪽으로 갈수록 내부의 전위가 많이 형성되는 베이나이트 

조직이 형성되기 때문에 강도가 높게 나타난다. ARV은 표면

에는 베이나이트 조직 형성과 미세한 결정립 크기의 영향으

로 인해 ORV보다 표면부분에서 높은 강도를 보여준다. 하지

만 내부로 갈수록 연질의 폴리고날 페라이트 형성으로 인해 

강도 감소폭이 더 커 중앙부분에서는 ORV과 비슷한 강도 값

을 갖는다. 샤르피 충격실험을 통한 천이특성도 ARV이 더 

우수한 결과를 보인다. Pickering과 Gladman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결정립 크기가 ETT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이 표

현된다 [25].

ETT = f(composition) + g(strength) – 11.5·(d)-1/2

여기서 f와 g는 조성과 강도에 대한 영향을 나타내고, d는 

결정립 크기를 말한다. 즉 결정립 크기가 작아질수록 ETT는 

감소하게 된다. 결정립도가 15° 이상인 유효결정립계에서 균

열이 성장할 때 균열꺾임 현상을 발생시켜 취성파괴 균열성장 

저항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6-31]. 이전 ORV

의 천이특성 연구결과에서도 충격 천이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유효결정립 크기와 임계 크기 이상의 석출물의 크기임

을 확인하였다 [32,33].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원자로용기강의 

연구뿐만 아니라 다른 합금강에서도 나타난다고 알려졌다 

[34-36]. 유효결정립 크기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베이나이

트 패킷과 페라이트를 기준으로 유효결정립 크기를 측정하였

고, 이미지 분석을 통해 전체 탄화물과, 0.3 μm2 이상의 조대한 

탄화물의 면적분율을 표 5에 비교하여 나타냈다. ARV의 유효

결정립 크기는 10~15 μm로 25~45 μm인 ORV보다 미세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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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Effective grain size and area fraction of carbides of ORV 
and ARV along the depth positions

Samples Positions
Effective 
grain size 

(μm)

Carbides Area fraction (%)

Total Coarse sized
(≥0.3 μm2)

ORV

0T 23 4.68 0.33
1/4T 47 4.37 0.74
1/2T 40 4.86 1.02
3/4T 32 4.64 0.81
1T 27 5.10 1.14

ARV

0T 9.75 3.22 0.22
1/4T 14.30 3.29 0.36
1/2T 15.18 2.30 0.18
3/4T 13.76 3.56 0.29
1T 9.75 3.35 0.28

정립 크기를 가진 것을 볼 수 있다. ARV이 탄화물 총량의 면

적분율 뿐만 아니라 0.3 μm2 이상의 조대한 탄화물의 생성도 

적었다. 따라서 ARV이 파괴개시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탄화

물의 양 감소와 결정립 크기 감소로 인해 균열성장저항성 증

가로 인해서 더 우수한 천이특성을 보였다.

5. 결    론

이번 연구에서, OPR1000 RPV(ORV), APR1400 RPV(ARV)

에 사용된 원자로압력용기강 보존재의 미세조직적 차이를 

분석하였고, 두께방향별 인장특성 및 샤르피 충격특성에 미

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1. ORV의 미세조직은 베이나이트 조직으로 이루어져있

다. 표면쪽에서는 미세한 래쓰를 지니는 하부 베이나이트가 

형성되었지만 중앙부분으로 갈수록 조대한 래쓰를 가지는 

상부 베이나이트가 형성되었다. ARV은 표면부분에는 상부 

베이나이트가 형성되지만 1/4T 지점에서는 폴리고날 페라이

트가 관찰되기 시작하며 중앙부로 갈수록 폴리고날 페라이

트의 함량이 증가한다. 

2. ARV은 ORV보다 더 큰 규모로 인해 냉각시 냉각속도

가 더 느려 ORV보다 베이나이트 래쓰가 더 조대하게 형성되

고, 폴리고날 페라이트의 형성도 발생했다. 하지만 ARV은 

VCD+Si+Al 탈산법으로 제작되어 Si을 활용한 탈산과 Al 첨

가로 형성된 AlN가 결정립 성장을 억제하여 VCD 제강법으

로 제작된 ORV보다 더 미세한 결정립 사이즈를 보여준다. 

두꺼운 후물재임에도 불구하고 ORV, ARV 모두 위치별 균

질한 합금성분을 보여주어 조대편석의 영향은 관찰할 수 없

었다.

3. ARV은 표면부분에서는 미세한 결정립 크기로 인해 

ORV 보다 더 높은 항복강도와 인장강도를 보여주었지만 중

앙 부분으로 갈수록 연질의 페라이트상 생성으로 강도가 더 

크게 감소하여 중앙 부분에서는 ORV과 비슷한 강도를 보여

준다.  

4. ARV 원자로용기강의 상부흡수에너지(USE)는 ORV과 

비교해서 큰 차이는 없었다. 하지만 파괴개시점으로 작용하

는 조대한 탄화물의 석출량이 적고, 미세한 결정립 크기로 인

해서 ETT, T41J은 크게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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