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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참조데이터 선행평가
Typical data
Commercial
data
상위 3단계
data

a. 공칭의 유사한 재료 조사에서 얻어진 물성치 데이터인가?
b. 특정 상업소재의 제조자 데이터인가?
c. 물성치 측정을 위한 구체적인 소재 및 역학시험 정보를 담고 있는가?

Part 2. 소재 제조/이력
필수항목
(Qualified
data)

a. 소재명 및 규격번호는 무엇인가?
b. 소재의 제조공정 및 열처리, 후처리 공정은 확인되었는가?
c. 사용이력이 확인되는가?
d. 생산품 형태 및 크기는 확인되는가?

+선택항목 A

e. 소재의 화학조성은 무엇인가?

(Validated

f. 화학성분 분석법은 무엇인가?

data)

+ 선택항목 B
(Certified
data)

g. 소재의 미세조직(미세상)은 분석되었는가?
h. 미세조직의 평균결정립 크기는 측정되었는가?
i. 소재들은 하나의 생산 뱃치에서 얻어졌는가?
j. 소재 제조사 및 제조연도는 포함되었는가?
k. 특수한 제조 및 후속처리 공정을 거쳤는가?

Part 3. 중성자 조사
필수항목
(Qualified
data)
+선택항목 A
(Validated
data)

a. 시편이 조사된 원자로명은?
b. 시편의 중성자 조사량은?
c. 최종 조사온도는?
d. 원자로의 중성자 밀도는?
e. 조사위치는?
f. 격자원자의 원자당 탈출빈도(dpa))는?

+ 선택항목 B
(Certified

- (삭제)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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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4. 시편 채취 및 준비
필수항목

선택항목 A

선택항목 B

a. 시편 형상은 표준규격 기재된 표준크기인가?

b. 소재 제조시의 미세조직 방향성을 고려한 시편채취인가?
c. 시편 표면준비는 표준규결 가공/연마 절차를 따랐으며, 이를 통해
열적/기계적 손상 및 잔류응력은 최소화 시켰는가?

Part 5. 시험기 성능/교정
필수항목

a. 적용한 시험기 제작사 및 모델명은 무엇이며, 본 정보가 없을 시
시험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정보가 부가되었는가?

선택항목 A

-(삭제)

선택항목 B

b. 교정주기에 따라 정확히 교정되었으며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Part 6. 부대 시험환경
필수항목

a. 온도 및 습도?
(삭제)

선택항목 A

-(삭제)

선택항목 B

b. 특수한 환경에서 시험되었는가?

Part 7. 시험 조건
필수항목

a. 표준규격의 시험절차에 따랐는가?
b. 시험온도는?

c. 시험하중 및 부하시간은?
선택항목 A

d. 압자의 정보(형태 및 속도)는?
e. 시험하중의 유지시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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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8. 시험결과 분석
필수항목

a. 표준규격에 정의된 분석방법을 적용하였는가?
b. 유효자리수는 지켜졌는가?

선택항목 A

c. 분석의 구체적인 수순과 방법이 설명되어 있는가?

선택항목 B

d. 물성치 결과의 산포도(편차)가 표시되어 있는가?

Part 9. 전문가 검토의견
필수항목

a. 역학시험 조건은 면밀히 정리되어 동일 시험의 재현이 가능할 수준인가?
b. 참조데이터는 반복시험으로 얻어졌으며 유효한 범위 내에 분포하는가?

선택항목 A

c. 참조데이터는 기지의 물리법칙 및 동종재의 물성치 추이와 일치하는가?

선택항목 B

d. 전반적인 측면에서 참조데이터는 인증참조표준의 수준을 만족하는가?

- 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