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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원자력발전소의 원자로압력용기는 내부에 핵연

료를 내장하고 있으며 핵분열이 발생하는 장소이

다. 발전소마다 차이가 있지만 정상출력운전 중에

는 평균적으로 15.5 MPa, 310℃정도의 압력과 온도

가 원자로압력용기에 작용한다. 원자로압력용기는 

중앙 몸통과 상부헤드, 하부헤드로 구성되어 있다. 

중앙몸통과 하부헤드는 용접되어 있고 중앙몸통과 

상부헤드는 플랜지로 조립된다. 상부헤드에는 원

자로출력을 조절하는 제어봉과 온도측정용 열전대

가 통과할 수 있는 수십 개의 관통노즐이 용접되

어 있다. 관통노즐은 재료가 Alloy 600 이고 상부

헤드는 구조용 탄소강이며 용접금속은 Alloy 182

가 널리 사용된다. 최근 해외 원전의 원자로 상부

Key Words: Weld Residual Stress(용접잔류응력), Finite Element Analysis(유한요소해석), Reactor Upper Vessel 

Head(원자로 상부헤드), Control Rod Drive Mechanism Nozzle(제어봉구동기구 노즐) 

초록: 원자력발전소의 원자로압력용기 상부헤드에는 출력제어 및 정지용 제어봉이 통과하는 노즐이 있

으며 이 노즐은 상부헤드 노즐과 J 형태의 홈으로서 용접 되어 있다. 최근 외국의 원자력발전소에서 이 

용접영역 주변의 노즐 및 용접부에서 일차수응력부식 균열이 발생한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본 논문에

서는 이 용접부의 용접잔류응력과 운전 중에서의 응력상태를 유한요소해석을 이용하여 평가함으로써 고

응력 위치를 확인하고 응력관점에서 균열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예측하고자 하였다. 해석결과 용접

에 의해서 형성된 잔류응력이 수압시험과 운전조건에 의해 다소 변동되기는 하나 응력분포형태는 큰 변

화가 없었다. 전반적으로 노즐내면에서는 용접이 시작되는 지점 주변에서 최대 인장응력이 형성되고 노

즐외면에서는 용접이 끝나는 지점 주변에서 최대인장응력이 형성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Abstract: Primary water stress corrosion cracking (PWSCC) has been observed around the weld region of control rod 

drive mechanism (CRDM) nozzles in nuclear power plants overseas. The weld has a J-shaped groove and it connects 

the CRDM nozzle with the reactor vessel upper head (RVUH). It is a dissimilar metal weld (DMW), because the 

CRDM is made of alloy 600 and the RVUH is made of carbon steel. In this study, finite element analysis (FEA) was 

performed to estimate the stress condition around the weld region. Generally, it is known that a high tensile region is 

more susceptible to PWSCC. FEA was performed as for the condition of welding, hydrostatic test and normal operation 

successively to observe how the residual stress changes due to plant condition. The FEA results show that a high tensile 

stress region is formed around the weld starting point on the inner surface and around the weld stop point on the outer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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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 관통노즐의 용접부 주변에서 균열 및 누설이 

발생한 사례가 있어서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 있

는 상태로서 관련연구가 수행되고 있다.(1~3) 국내

에서는 최근 이종금속 맞대기 용접부에 대해서는 

용접잔류응력해석 및 측정에 관한 많은 연구가 수

행되었지만,(4~16) 원자로 상부헤드 관통노즐 용접부

에 대해서는 아직 관련연구 성과가 미미한 상태이

다. 본 논문에서는 원자로헤드 관통 용접부의 용

접잔류응력과 균열과의 상관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제어봉구동기구(CRDM) 관통노즐 용접부에 대해

서 유한요소해석기법을 이용하여 용접잔류응력 해

석을 수행하였고 수압시험 조건과 운전조건을 부

가하여 발전소 운전상태에서의 응력상태를 고찰하

였다.  

2. 용접잔류응력 유한요소해석 

2.1 해석 모델링 

원전의 원자로압력용기 상부헤드 관통노즐 용접

부 형상을 Fig. 1 에 도시하였다. 용접잔류응력 해

석을 위한 모델링은 ABAQUS/ CAE version 6.11을 

사용하였다. 모델링은 해석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용접형상이 좌우 대칭인 중앙부 관통노즐에 대해 

수행하였다. 외곽부는 용접부의 경사각도에 의해 

노즐 둘레의 용접부가 전체적으로 비대칭이므로 

이에 따른 용접잔류응력이 다른 특성을 보일 것으

로 예상된다. 

 

Fig. 2에 유한요소 해석모델을 도시하였다. 중앙

부 관통노즐에 대해서는 2 차원 해석을 수행하여

도 용접잔류응력분포를 파악할 수 있으나 외곽부 

노즐에 대해서는 3 차원 해석을 수행해야만 위치

별 용접잔류응력분포를 평가할 수 있다.  

 

2.2 재료 물성 

용접과정 중에 용접금속은 상온에서 용융점까지 

 

 

Fig. 1 CRDM nozzle and J-groove weld 

의 온도변화를 겪게 되며 용접부 근처 모재 또한 

매우 높은 온도까지 온도변화를 겪기 때문에 용접 

해석을 위해서는 재료의 전 온도범위에 걸친 재료 

물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용접해석에 필요한 

재료물성값은 열전도도, 비열, 밀도, 잠열, 탄성계

수, 열팽창계수, 항복강도이며 이 중에서 열전도도, 

비열, 열팽창계수를 Fig. 3, 4, 5 에 각각 도시하였

다.(17) 

 

 

Fig. 2 FE model of head center penetration nozzle 

 

Fig. 3 Thermal conductivity 

 

Fig. 4 Specific h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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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oefficient of thermal expansion 

 

2.3 해석 조건 

해석은 3단계로 수행되었다. 먼저 제작단계에서

의 용접에 의한 용접잔류응력을 평가하고 이어서 

수압시험 조건과 정상운전 조건을 부여하여 수압

시험과 정상운전 조건에 의해 잔류응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용접잔류응력 해석은 

열전달에 기반한 열해석을 수행한 후 구조해석을 

수행하여 용접잔류응력을 도출하였다. 용접열해석

에 필요한 재료물성은 선행 연구결과의 데이터를 

적용하였다. 용접해석 도중 노즐은 양단 모두 자

유상태의 구속조건을 부여하였다. 수압시험 조건

은 온도 21.11 , ℃ 내압 21.42MPa 로 하였고, 정상

운전조건은 312 , 15.51MPa℃ 을 부여하였다. 수압

시험 및 정상운전 조건 상태에서는 노즐 하단은 

자유상태, 노즐 상부는 종단 캡 하중 조건을 부여

하였다.  

 

2.4 해석 결과 

Fig. 6부터 Fig. 8에 해석결과를 제시하였다. Fig. 

6은 용접수행 후, Fig. 7은 수압시험 수행 후, Fig. 

8 은 정상운전조건 상태에서의 응력분포이다. Fig. 

6 은 용접에 의해서 노즐내면에서는 용접이 시작

되는 지점의 주변에서, 노즐외면에서는 용접이 끝

나는 지점의 주변에서 높은 인장잔류응력이 형성

됨을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축응력과 원주응력이 

동일하다. 이는 노즐내면에서는 용접이 시작되는 

지점의 주변에서, 노즐외면에서는 용접이 끝나는 

지점의 주변에서 균열이 생성되거나 성장할 가능

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축응력과 원주응력 모두 

노즐내면(IS: Inner surface) 외면(OS: Outer surface) 

에서 최대인장응력이 형성되었다. 노즐내면(IS)과 

 

Fig. 6 Residual stress profile after welding 

 

 

Fig. 7 Residual stress profile after hydrostatic test 

 

 

Fig. 8 Residual stress profile under normal operation 

외면(OS)에서의 최대 축응력과 최대 원주응력값을 

그림 내에 표기하였다.  

Fig. 7 에 의하면 수압시험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최대 인장잔류응력이 감소하는 현상이 확인되었다. 

이는 수압시험 압력에 의해 노즐에 소성변형이 발

생하고 그로 인해 노즐내부의 잔류응력이 일부 이

완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전체적인 응력분

포형태는 큰 변화가 없었다. Fig. 7 에서 노즐내면

의 원주응력의 최대 인장위치가 변한 것으로 표기

되었으나 용접시작 지점 주변과의 응력차이는 수 

MPa 정도에 불과하였다. 노즐내면보다는 노즐외

면이, 축응력보다는 원주응력의 최대인장값이 큰 

경향에도 변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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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에 의하면 정상운전 조건에서 노즐 내면

에서의 축응력을 제외하고는 최대인장값이 수압시

험 후에 비해서 약간 상승하는 현상을 나타내었다. 

전체적으로 인장과 압축의 차이가 감소하고 응력

이 균등해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온도상승에 의해 

응력이 재분포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정상

운전상태에서는 용접후 상태와 마찬가지로 노즐 

내면에서는 용접시작점 주변에서, 노즐 외면에서

는 용접이 끝나는 지점 주변에서 높은 인장상태를 

나타내었다.  

3. 결 론 

원자로 상부 헤드 관통노즐 용접부에 대한 응력

해석 결과 확인된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헤드 관통노즐의 J-홈 용접에 의해서 노즐내

면에서는 용접이 시작되는 J-홈의 제일 깊숙한 지

점의 부위에서, 노즐 외면에서는 용접이 끝나는 J-

홈 바깥지점의 주변에서 가장 큰 인장응력이 형성

된다.  

(2) J-홈 용접에 의해 생성된 잔류응력은 수압시

험에 의해 최대값 기준으로 100~200MPa 정도 감

소된다.  

(3) 정상운전조건에서는 전체적으로 인장응력과 

압축응력의 차이가 감소하고 균등해진다. 최대인

장위치는 용접잔류응력의 경우와 동일하다.  

(4) 노즐내면에서는 용접이 시작되는 지점 주변

에서, 노즐외면에서는 용접이 끝나는 지점 주변에

서 균열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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