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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호설명 - 

 

ψ    : 경사각(Inclination angle) 

ro    : 노즐 외반경(Nozzle outer radius) 

λ    : 열 전도율(Thermal conductivity) 

Qi   : i번째 용접비드 체적 열속(Body heat flux of  

ith weld bead) 

η   : 아크 효율(Arc efficiency) 

Vi   : i번째 비드 용접 전압(Weld voltage of ith bead) 

Ii    : i번째 비드 용접 전류(Weld current of ith bead) 

v    : 용접 속도(welding speed) 

Key Words: FE Analysis(유한요소해석), RPV(원자로압력용기), CRDM(제어봉구동장치), PWSCC(일차수응력

부식균열), J-Groove Weld(J 그루브 용접) 

초록: 가압경수로형 원자로의 원자로압력용기 상부헤드에는 많은 제어봉구동장치(CRDM) 노즐이 분포한

다. 최근 10 여 년 동안 제어봉구동장치 alloy 600 CRDM 노즐에서 균열 발생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용접과 연관성이 매우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CRDM 노즐에서 발생하는 축 및 원주방향 균열은 

유럽과 미국의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견되었으며, 사고의 원인은 용접 잔류응력 및 작용하중에 기인하는 

일차수응력부식균열(PWSCC)임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유한요소해석을 통해 한국

형 원자로의 CRDM 관통 노즐 용접부를 대상으로 용접 잔류응력을 예측하였으며, 특히, 관통노즐의 위

치와 형상, 용접부 필렛 형상 및 인접노즐 용접에 의한 영향을 분석하였다. 

Abstract: In pressurized water reactors (PWRs), the reactor pressure vessel (RPV) upper head contains numerous control rod 

drive mechanism (CRDM) nozzles.  In the last 10 years, the incidences of cracking in alloy 600 CRDM nozzles and their 

associated welds has increased significantly. Several axial and circumferential cracks have been found in CRDM nozzles in 

European PWRs and U.S. nuclear power plants. These cracks are caused by primary water stress corrosion cracking 

(PWSCC) and have been shown to be driven by welding residual stresses and operational stresses in the weld region. 

Therefore, detailed finite-element (FE) simulations for the Korea Nuclear Reactor Pressure Vessel have been conducted in 

order to predict the magnitudes of the weld residual stresses in the tube materials. In particular, the weld residual stress results 

are compared in terms for nozzle location, geometry factor ro/t, geometry of fillet, and adjacent nozz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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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원자로 상부헤드 CRDM 노즐 J-Groove 용

접부에서 발생한 균열로 인해 냉각수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1~3) 원자로 CRDM 관통노

즐 용접부는 저합금강인 SA508 로 만들어진 상부 

헤드에 인코넬 alloy 600재료로 만들어진 관통노즐

이 용접재인 alloy 82/182 재료로 결합되어 있다. 

냉각수 누출사고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용접에 의

한 잔류응력, 응력부식균열에 민감한 재료 그리고 

농축된 붕산수의 결합으로 인한 일차수응력부식균

열 (PWSCC)이 원인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일반적

으로 일차수 응력부식균열은 앞서 설명한 3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으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정확한 잔류응력 예

측은 기기 건전성 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하지만 원자로 관통노즐은 경사부 

위치에 따라 용접부 형상이 매우 복잡하며, 원자

로 제작 특성상 다양한 재료로 구성되어 있다. 이 

때문에 최근까지 국내외적으로 원자로 관통노즐 

용접부에 대한 체계적인 잔류응력 확인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일부 해석적인 접

근은 이루어 지고 있으나(1~3) 상 상온에서부터 용

융온도 이상의 광범위한 재료물성과 3D 유한요소 

해석으로 인한 시간적 효율성 문제로 최근에 와서

야 일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원자력 발전소의 원

자로를 대상으로(4) 유한요소해석 기법을 이용하여 

원자로 상부헤드 CRDM 관통노즐 J-Groove 용접

부의 잔류응력을 예측하였다. 이를 위해 경사부 

위치별 3 개의 모델이 선정되었으며, 다양한 용접

부 형상과 인접노즐의 용접효과가 미치는 영향 등

을 분석하였다. 

2. RPV CRDM 노즐 형상 및 재료 

원자로 상부헤드 CRDM 관통노즐 용접부는 J-

Groove 형상을 갖는다. Fig. 1은 본 연구의 해석대

상인 원자로의 일반적인 형상을 보여준다.(4) 해석

을 위한 노즐은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앙부 

노즐(경사부 위치각: ψ=0°)과 최외곽 노즐(ψ=36.5°), 그

리고 이들 사이의 중간위치 노즐(ψ=25°)을 선정하

였다.  

Fig. 2 는 해석대상인 제어봉 구동장치 관통노즐 

용접부의 형상과 재질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앙부 노즐과 경사부 노즐의 용

접부 형상은 일정한 패턴으로 제작되지만 크기와 

형상이 매우 다르다. 또한, 원자로 압력용기 상부

헤드는 저합금강인 SA508 Gr.3 Cl.1, 관통노즐은 니

켈 기저 합금인 alloy 600, 버터링 및 용접부는 

a l loy  82/182  그리고  클래딩  용접부는 TP316  

Table 1 RPV CRDM penetration nozzle materials 

Part Material 

RPV  head SA508 Gr.3 Cl.1 

CRDM Nozzle  Alloy 600 

Weld /Butter layer Alloy 82/182 

Cladding TP316 

 

 

 
Fig. 1 RPV upper head geometry details (mm) 

 

   
Fig. 2 Geometry details of CRDM nozzle J-Groove weld 

 

stainless steel 로 각각 상이한 재료로 제작되어 있

다.(1~4) Table 1 은 원자로 압력용기 관통노즐을 구

성하고 있는 다양한 재료를 보여준다. 이처럼

CRDM 관통노즐은 상부헤드 전체에 걸쳐 분포하

기 때문에 용접부 형상이 위치별로 상이하고 이종

금속용접에 의한 복잡한 용접 특성을 갖는다. 따

라서 유한요소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J-

Groove 용접부에 대한 모델링이 수반되며, 3 차원 

유한요소 해석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3. 유한요소 잔류응력 해석 

3.1유한요소해석 

본 연구에서는 ABAQUS 를 사용하여 용접잔류

응력 해석을 수행하였다. 용접잔류응력 해석은 용

접에 대한 과도 열 해석을 우선 수행하고 그 결과

로 얻어진 시간에 따른 온도분포 결과를 통해 응

력 해석을 수행한다.(5~9) 

용접부 잔류응력은 국부 용융으로 인해 발생하

는 불균일한 온도구배와 이종금속 용접구조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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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물성 불일치에 의해 발생된다. 따라서 용접에 

의한 열 분포 및 확산이 구조물에 미치는 정도와 

범위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구

된다. 유한요소해석을 통해 실제 용접 과정을 모

사하기 위해서는 용접 비드를 순차적으로 생성할 

수 있는 기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ABAQUS 에

서 제공하는 <MODEL CHANGE> 옵션 사용하였

다. 초기 모델링에서 용접부 비드를 구성하는 모

든 요소 망(mesh)을 생성시켜주고, 유한요소해석 

시 모든 용접부 비드를 비활성화시킨 후 용접 순

서에 맞춰서 각 용접 비드에 해당하는 요소망들을 

순차적으로 활성화시키는 방법이다.(6) 

 

3.1.1용접 열해석 

다층용접 시 용접비드에 의한 열 전달은 식 (1)

을 바탕으로 각 노드에서 비선형 과도 열 이력에 

대한 계산을 수행한다.  

 

T T T T
q c

x x y y z z t
λ λ λ ρ

 ∂ ∂ ∂ ∂ ∂ ∂ ∂   + + + =    ∂ ∂ ∂ ∂ ∂ ∂ ∂    

         (1) 

 

여기서, T, λ, q, ρ 및 c 는 각각 온도, 열전도율, 

내부 열생성률, 밀도 및 비열을 나타낸다. 

열해석 시 입열은 ABAQUS 에서 제공하는 체적 

열속(body heat flux)을 통해 구현하였으며, 체적 열

속은 식 (1)을 통해 각 패스에서의 입열량을 산출

할 수 있다.(10~13) 

 

3( / ) i i
i

i

V I
Q W m

Av t
η=

∆
                     (2) 

 

여기서 η 는 용접효율로서 SMAW 의 경우

0.7~0.8 의 값을 가지므로, 평균값인 0.75 를 사용

하였다.(10~12) 그리고, Vi, Ii, Ai 는 각가 i 번째 용접 

비드(bead)의 용접 전압, 용접 전류, 용접 단면적

을 나타내며, v는 용접속도, t∆ 는 용접 시간을 나

타낸다. 용융 비드의 초기 온도는 용접 재료의 용

융온도인 1383°C로 가정하였다.(7)  
 

3.1.2용접 응력해석 

용접 응력해석은 열해석에서 사용한 동일한 유한

요소 모델을 사용한다. 응력해석은 과도 열해석으

로부터 얻어진 절점에서의 온도이력을 받아 응력

해석이 수행되며, 응력 해석 시에는 용융에 따른 

응력풀림효과(annealing effect)를 고려하기 위해 각 

재료의 용융온도 범위의 응력풀림온도를 설정하였

다. 그리고, 다층 용접에서는 일련의 비드에 의해 

접촉부 재료들과 함께 팽창과 수축에 의한 반복하

중이 발생하므로 각 재료의 가공경화를 구현하기 

위해 등방성경화모델(isotropic hardenging model)을 

사용하였다. 

 
(a) 

 
(b) 

Fig. 3 Thermal properties for RPV upper head and 

penetration weld materials 
 

 
(a) 

 
(b) 

Fig. 4 Mechanical properties for RPV upper head and 

penetration weld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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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Material properties 

Material 
Elastic modulus 

(MPa) 

Poisson’s ratio 

ν 

Yield strength 

σ0 (MPa) 

SA 508 192 0.29 479 

TP316 195 0.27 203 

Alloy 600 214 0.32 260 

Alloy 82/182 214 0.27 393 

 

 

3.2 용접해석을 위한 재료물성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용접부는 상온에서 용융

점 이상의 높은 온도를 겪게 되며, 특히 다층 용

접 시 반복적인 용융 / 응고 / 재 용융(re-melting)

과정을 겪게 된다. 용접잔류응력은 이러한 용접재

와 인접 재료들의 용융/재 용융과정을 반복하면서 

형성되는 복잡한 온도구배 및 재료 물성 불일치에 

의해 발생된다.(7) 그러므로, 유한요소해석을 위해

서는 관통노즐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재료들의 

온도에 대한 열 및 기계적 물성이 필요하다. 

Table 2 는 원자로 압력용기 CRDM 관통노즐을 

구성하는 재료의 상온(25°C)에서의 재료물성을 보

여주고 있으며, Figs. 3과 4는 각 재료의 상온에서

부터 용융온도 이상의 범위에 대한 열 및 기계물

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재료 생산자의 실험 데

이터(14)  및 문헌을 참고하였다.(15, 16) 

 

3.3 민감도 해석을 위한 노즐 형상 변수 선정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용접부 잔류응력은 용접 

열원(beads)에 의한 복잡한 온도구배와 재료 물성 

불일치로 인해 발생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용접부 형상 변화는 입열 열속을 변화시키는 

요인이 되므로 잔류응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용접 잔류응력에 영향을 미

칠 것으로 예상되는 몇가지 변수에 대한 민감도 

해석을 수행하여 잔류응력을 예측하였다. Tables 3, 

4, 5 는 본 연구에서 수행된 민감도 해석을 위한 

변수들을 나타내며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 노즐 경사각 (Inclination angle : ψ) 

▪ 노즐 반경 및 두께 비(ro/t) 
▪ 용접부 필렛 형상 (Geometry of weld fillet) 

▪ 인접 노즐에 의한 열 영향(Thermal effect by 

adjacent nozzle) 
 

3.4 유한요소모델 

Fig. 5 는 해석을 위한 유한요소망(mesh)을 보여

준다. 중앙부 노즐은 2 차원 축대칭(axisymmetric) 

모델로 열해석에 유리한 4 절점 1 차요소(6) 를 사

용하였으며, 절점 3,875개, 요소 3,659개가 사용 되

었다. 경사부 노즐은 용접부 형상의 비대칭으로 

인해  3 차원 8 절점  1 차요소를  사용하였으며 ,  

Table 3 Location of various nozzle for sensitivity 
analysis 

Nozzle Number Inclination angle (ψ) 

#1 0 

#22 25 

#62 36.5 

 

Table 4 Nozzles geometry factor ro/t for sensitivity 
analysis 

Model 
Radius ro 
 (mm) 

Thickness t 
(mm) ro/t 

Case1 

50 

16.67 3 

Case2 20 2.5 

Case3 25 2 

Case4 60 25 2.4 

 

Table 5 Geometry of weld fillet for sensitivity analysis  

Model Fillet Geometry 

Case1 No fillet 

Case2 Normal fillet+Rounding 

Case3 Normal fillet only 

 

 
(a)           (b)            (c) 

 

Fig. 5 FE Model for RPV upper head and CRDM nozzle: 
(a) center, (b) intermediate, and (c)steepest side-hill 
nozzle 

 

46,694 개의 절점과 42,120 개의 요소가 사용 되었

다. 비드수는 용접부 단면적을 고려하여 총 25 개 

비드를 사용하였다. 

원자로에서 실제 발생되는 균열사례를 보면 일차

수응력부식균열(PWSCC)은 노즐 내면에서 주로 발

생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원주방향 균열

(circumferential crack)은 alloy 600관통노즐 J-groove 용

접부 상부 1mm 지점에서 노즐 두께방향으로 발생한

다.(1~3,1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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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Paths defined for residual stress index (x : axial 

stress, y : hoop stress) 

 

  
Fig. 7 Nozzle geometry for WH(Westinghouse) type 

(d=28, 31 mm, θ=22.5 °) 

 

 
Fig. 8 Comparison with FE resuls and reference(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잔류응력 결과를 Fig. 6과

같이 축방향 응력(axial stress)은 용접부 상부 약 

1mm 지점(축방향 응력 최대지점)에서 노즐 두께

방향으로 추출하였으며, 노즐 내면에서 원환방향 

응력(hoop stress)은 그림과 같이 헤드 상부에서 하

부까지 추출하여 결과를 비교하였다. 

4. 해석결과비교 

4.1 유한요소 해석 검증 

용접 잔류응력 해석은 많은 해석 관련 변수를 

수반하므로 해석 기법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 결과(3) 

를 재현 및 검증함으로써 해석 결과에 대한 신뢰

성을 확보하였다. Fig. 7 은 해석결과 검증을 위해 

적용된 WH(Westinghouse) 원자로 CRDM J-groove 

용접부 형상을 보여준다. Cheng et. al.은 J-groove용

접부에 대한 유한요소 해석결과를 제시하였으며,  

     
Fig. 9 Simplification of the weld geometry and beas 

shape 
 

 
(a) 

 
(b) 

Fig. 10 Comparison of the residual stress for circular and 

rectangular bead : (a)axial (b)hoop stress 

 
본 연구에서 동일한 해석 절차와 방법으로 결과를 

비교하였다. 용접부 세부 형상은 깊이 d=28, 31mm, 

용접 그루브 각(J-groove angel) θ=22.5°인 2가지 형

상에 대한 유한요소 해석결과를 비교하였다. Fig. 8

에서 보는 바와 같이 J-groove 용접부 상부 1mm

지점(crack plane)에서 추출된 축방향 잔류응력은 

문헌에서(3) 제시하는 잔류응력 크기와 경향을 비

교적 잘 예측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해석결과

의 차이는 사용된 재료물성과 기타 용접해석에 대

한 입열모델, 재료경화모델 및 용접부 형상 등의 

불칠치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4.2 유한요소해석을 위한 모델 간략화 

원자로 CRDM  J-groove 관통노즐 중 경사부 노

즐은 복잡한 용접 형상을 갖는다. 따라서 3D 유한 

 



김주희 · 김윤재 · 이성호 · 허남용 · 배홍열 · 오창영 · 김지수 · 박흥배 · 이승건 · 김종성 · 허남수 

 

 

1342 

Table 6 Weld area ratio for penetration nozzles 

Nozzle Number Weld area(mm
2
) ratio (ADown/AUp) 

#1 536/536=1 

#22 587/464=1.27 

#62 664/447=1.49 

 

 

 
(a) 

 
(b) 

Fig. 11 Comparison of the residual stress for different 

nozzle location 

 

요소 해석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용접 비드 형상

은 일반적으로 원형 비드로 가정하지만 많은 연구

에서 해석의 효율성을 위해 사각형 비드를 사용하

고 있다. 특히, J-groove 용접부의 복잡한 형상은 

3D 유한요소 모델링이 쉽지 않은 만큼 해석의 효

율성을 위해 비드 형상을 단순화하는 것이 필요하

다. Fig. 9는 본 연구에서 적용된 중앙부 노즐의 J-

groove 용접부 형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림과 같

이 동일한 용접부 단면적을 갖는 원형 비드와 사

각형 비드의 용접 잔류응력 결과를 비교하였다. 

Fig. 10 은 원형 비드와 사각형 비드의 유한요소 

해석결과를 비교한 그림으로 축 방향 및 원환 방

향 잔류응력이 잘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용접 비드 형상 단순화가 해석결과에 미

치는 영향이 미미하므로 해석의 효율성을 위해 사

각형 비드를 사용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한다. 

 

           
(a)            (b)            (c) 

Fig. 12 Mechanical analysis results for different ro/t (a) 

ro/t=2 (b) ro/t=3 (c) ro/t=2.4 for CRDM nozzle J-

weld 

 

 
(a) 

 
(b) 

Fig. 13 Comparison of the residual stress for different 

ro/t : center nozzle 

 
4.3 노즐 위치가 잔류응력에 미치는 영향 

Fig. 2 와 5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자로 CRDM 

관통노즐은 경사부 위치에 따라 용접부 형상이 매

우 상이하다. 용접부 형상에 의해 결정된 용접 단

면적은 입열량을 결정하므로 경사부 위치에 따라 

잔류응력 변화를 예상할 수 있다. 최외곽 노즐의  

경우 상/하부 용접부 단면적이 Table 6에서와 같이 

약 1.5 배정도 차이가 남을 확인하였다. Fig. 11 은 

경사부 위치에 따른 축 방향 및 원환 방향 잔류응

력 보여주고 있다. 노즐 경사각(ψ)이 증가함에따

라 축방향 잔류응력은 증가하는 반면, 원환방향 

잔류응력은 감소하였다. 경사부에 위치한 노즐의 

경우 용접면적이 넓은 down-hill 에서의 응력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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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14 Comparison of the residual stress for different 

ro/t : steepest sidehill nozzle 

 

소 높게 나온다. 따라서 제시한 결과는 down-hill

에서의 응력값이다. 

 

4.4 노즐 형상(ro/t)이 잔류응력에 미치는 영향 

국내 원자력 발전소의 CRDM 관통노즐의 크기

는 각 호기별로 상이하다. 반경(ro)은 50~60mm, 노

즐 두께(t)는 약 15~25mm 에 걸쳐 분포함을 확인

하였다.(18) Fig. 12 는 유한요소해석을 위한 다양한

노즐형상을 보여주고 있다.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총 4 개의 형상에 대한 잔류응력 해석결과를 

비교하였다. Fig. 13 과 14 는 중앙부 및 최 외곽부 

노즐의 용접 잔류응력을 축 및 원환방향에 대해 

각각 비교한 그림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즐반경 영향은 없으며, 두께(t)가 커질수록 잔류

응력은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노즐 두께 증

가로 인해 노즐의 강성이 증가하므로 용접 열변형

에 대한 저항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4.5 Fillet 형상이 잔류응력에 미치는 영향 

노즐 경사각(ψ)이 증가할수록 용접부 형상은 복

잡해진다. 외곽노즐의 경우 용접부의 필렛 처리는 

Fig. 15 같다. 많은 경우 용접부 필렛을 고려하지 

않고 해석을 수행하고 있으나, 용접부 단면적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잔류응력에 미치는 영향을 확

인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따라서  이를 비 

       

Fig. 15 Photographs of the mock-up weldment 

 

   
Fig. 16 Geometries of J-groove weld fillet 

 

 
(a) 

 
(b) 

Fig. 17 Comparison of the residual stress for different 

fillet geometries 

 
교하기 위해 Fig. 16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용접부 

필렛은 노즐면에 수직한 필렛 형상, 수직 필렛 끝

단에 라운딩을 준 형상, 필렛이 없는 형상을 고려

하였다. Fig. 17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필렛이 없는 

형상과 있는 형상의 잔류응력 결과는 상당이 차이

가 있다. 실제 CRDM 경사부 노즐 용접 형상에서

는 대부분 필렛을 적용하여 용접을 실시하기 때문 

에 유한요소 해석 시 필렛을 적용하여 잔류응력을

예측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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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8 Configuration of adjacent nozzles 

 

 
(a) 

 
(b) 

Fig. 19 Comparison of the residual stress for effect from 

adjacent nozzle 

 
4.6 인접노즐 용접부가 잔류응력에 미치는 영향 

원자로 상부헤드 CRDM 노즐 용접 방법은 제작

사 별로 많은 경험과 기술을 요하는 부분으로 정

확한 방법과 절차가 공개되어 있지는 않다. 상부

헤드 전면에 분포되어 있는 관통노즐은 Fig. 8 과 

같이 매우 근접하여 위치한다. 따라서 인접해 있

는 두 노즐간 용접에 의한 열적 영향을 확인하는   

것은 정확한 잔류응력 예측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

다. Fig. 9 는 인접한 두 노즐에 의한 잔류응력 결

과를 보여준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접한 

노즐을 순차적으로 용접을 실시하더라도 잔류응력 

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함을 확인하였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국내 원자로 상부헤드 CRDM 관

통노즐 J-Groove 용접부 잔류응력을 유한요소해석

기법을 이용하여 예측하였다. 상부헤드 전체에 걸

쳐 분포하는 관통노즐은 경사부로 갈수록 축 방향

응력은 증가하지만 원환방향 응력은 감소함을 확

인하였다. 또한, 국내원전에 적용된 노즐 크기(ro/t)

에 따른 잔류응력 결과 및 용접부 필렛, 인접노즐

에 의한 잔류응력 영향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

과는 상부헤드 전체에 분포하는 많은 CRDM 관통

노즐의 용접 잔류응력을 예측을 위해 해석적 접근

의 기초를 마련해 줄 것으로 생각하며, 보다 정확

한 잔류응력 예측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상부헤드 

관통노즐에서 발생하는 PWSCC 예측 및 수명평가

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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