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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the two-dimensional(2D) and three-dimensional(3D) analyses have been performed in order to evaluate the structural 

integrities and compare 2D and 3D results for nozzles attached to cylindrical shells. Three nozzles, which are currently used in the 

nuclear power plant, are chosen to evaluate the structural integrities, and each nozzle is subjected to internal pressure, temperature 

variation and external loads. It is found that the 2D analysis for internal pressure should be performed with a factor of more than 1.5 

or a stress concentration factor; 2D and 3D analysis results for temperature variation are almost similar to each other regardless of 

cladding; and the analysis results for external loads by WRC Bulletin 297 are more conservative than the 3D analysis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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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원자력 발 소의 주요기기  하나인 원자로용기는 원통형

쉘로 제작되며 유로형성  노내계측을 해 많은 노즐이 부

착된다. 원자로용기의 유로형성을 한 입구노즐과 출구노즐은 

용기 측면 쉘에 용 된다. 한편 사고 감설비로 개발하고 

있는 상부 탑재형 노내계측기를 반 한 형 원자로용기의 

계측기 노즐은 상부헤드에 치하며(Lee et al., 2014), 소

형 원자로용기의 계측기 노즐은 원자로용기 측면 쉘에 부착

된다(Conway et al., 2013). 

노즐은 완 용입용   부분용입용 을 이용하여 압력용

기에 부착되는데 응력집   응력부식균열 등에 의하여 구

조 건 성을 하시키는 요인이 된다. 원통형 쉘에 부착된 

노즐의 건 성을 평가하기 해서는 3차원(3D) 모델을 이용

하여 평가해야 하나, 기 기술 규격  기 이 설립될 당시 

산 하드웨어의 성능  기술력 부족으로 부분의 해석 기

  방식은 2차원(2D) 모델을 이용한 평가방법을 사용하

다. 원통형 쉘에 작용하는 원주응력과 축응력의 평균응력

과 구형 쉘에 작용하는 원주응력과 축응력의 평균응력비가 

1.5배 차이가 있으므로, 2D 모델 사용 시 원통형 쉘의 내부

반경을 1.5배 증가시켜 평가하 다(Walter et al., 2010). 

하드웨어의 격한 성장으로 구나 손쉽게 3D 해석을 수행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노즐평가 시 기존의 2D 해석

방법을 이용한 해석결과와 3D 노즐 형상을 이용한 해석결과

를 비교  평가한 논문이 발표되었다. Walter 등(2010)은 

노즐에 작용하는 압력에 하여 2D 해석결과와 3D 해석결과

를 단순히 비교한 후 응력비율에 따른 수정계수(correction 

factor)를 제시하 고, Sommerville 등(2011)은 압력이 

작용하는 원통형 쉘의 내부반경을 2D 모델에 1.5배, 2배  

3배를 용한 후 3D 해석결과와 비교하 다. 원통형 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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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mbol

Nozzle

6˝

(150mm)

12˝

(300mm)

30˝

(750mm)

Vessel

[inches(mm)]

Ri_v 113.2(2,875)

T 7.0(178)

Nozzle

[inches(mm)]

Di_n
5.761

(146.3)

10.126

(257.2)

25.560

(649.2)

t1
0.432

(11.0)

1.312

(33.3)

1.890

(48.0)

t2
5.620

(142.7)

2.937

(74.6)

9.530

(242.1)

Blend Radius

[inches(mm)]

R1
1.000

(25.4)

2.000

(50.8)

3.000

(76.2)

R2
2.500

(63.5)

4.000

(101.6)

7.000

(177.8)

R3
3.000

(76.2)

1.130

(28.7)

7.000

(177.8)

Length

[inches(mm)]

L1
5.870

(149.1)

8.260

(209.8)

8.850

(224.8)

L2
11.870

(301.5)

11.070

(281.2)

15.630

(397.0)

L3
22.000

(558.8)

26.970

(685.0)

32.313

(820.8)

Table 1 Detailed dimension for three nozzles

Fig. 1 2D and 3D finite element models for three nozzles

Fig. 2 Detailed geometries for each nozzle

내부반경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는 3D 해석결과와 차이가 

존재하므로 응력차이를 이기 해 Johnson 등(1989)은 

압력이 작용하는 노즐의 2D 모델에 Second Harmonic Edge 

Load를 용하여 3D 모델과 비교하 다. 한, Lee 등

(2011)은 노즐에 작용하는 외부하 에 한 평가를 해 무

한평 에 설치된 3D 노즐과 Welding Research Council 

(WRC) Bulletin 297(1987)을 비교하 다.

기존에는 원통형 쉘에 부착된 노즐의 건 성 평가를 해서 

내부압력과 외부하 을 개별 으로 평가하 으나, 본 논문에

서는 열하 을 포함하여 종합 인 평가를 수행하 고, 평가를 

해 운  인 원자로용기 3개의 노즐을 이용하 다. 내부압

력 평가는 2D 모델에 내부반경의 확장계수 1.5와 2.0을 

용한 경우  Second Harmonic Edge Load를 용한 경우

와 용하지 않은 경우를 3D 해석방법과 비교하 고, 열하  

평가도 내부반경의 확장계수 1.5와 2.0을 용한 경우  피

복재를 용한 경우와 용하지 않은 경우에 해 2D와 3D 

해석결과를 비교하 으며, 외부하  평가는 원통형 쉘에 부착

된 3D 노즐과 WRC Bulletin 297과 비교하 다.

2. 유한요소모델 해석  용하

2.1 해석 모델

해석 모델은 Fig. 1과 같이 내부반경이 113.2˝(2,875 

mm)이고, 두께가 7˝(178mm)인 압력용기에 완 용입용 으

로 부착된 3개 노즐(공칭 직경 6˝(150mm), 12˝(300mm) 

 30˝(750mm))을 상으로 선정하 다. 각 노즐의 상세치

수는 Fig. 2  Table 1과 같이 사용하 으며, 내부 피복재의 

두께는 0.125˝(3.175mm)이다. 해석 로그램으로 ANSYS 

15.0을 사용하 고, 3D 구조해석  열해석은 각각 SOLID 

186과 SOLID90의 20-  요소를 사용하 으며, 2D 구조

해석  열해석은 PLANE183과 PLANE 77의 8-  요소

를 사용하 다. 단, 2D 내부압력에 의한 구조해석의 경우, 
Second Harmonic Edge Load를 용하기 해 비선형 하

을 용할 수 있는 PLANE83의 8-  요소를 사용하

다. 한, 외부 하 에 의한 구조해석 시 일반 으로 배 하

이 노즐 끝단의 심 을 기 으로 생산되므로 심 에서 발생

하는 하 을 노즐 끝단면의 들로 달하기 해 MASS21 

요소를 이용하 다.

2.2 해석 방법

압력용기에 작용하는 내부압력, 온도변화  외부하 에 

따라 발생하는 응력성분을 구별하기 해 3가지 하 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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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
Modulus of 

elasticity

Thermal 

conductivity

Specific 

heat

Thermal 

expansion

℉(℃)

× 10
6

psi

(MPa)

Btu/hr-ft-℉

(W/m-℃)

× 10
-3

Btu/lb-℉

(kJ/kg-℃)

× 10
-6

1/℉

(1/℃)

70

(21.11)

27.8

(0.192)

23.5

(40.672)

29.693

(124.319)

6.4

(11.52)

100

(37.78)
-

23.6

(40.845)

30.350

(127.069)

6.5

(11.70)

200

(93.33)

27.1

(0.187)

23.6

(40.845)

32.135

(134.543)

6.7

(12.06)

300

(148.89)

26.7

(0.184)

23.4

(40.499)

33.770

(141.388)

6.9

(12.42)

400

(204.44)

26.1

(0.180)

23.1

(39.980)

35.365

(148.066)

7.1

(12.78)

500

(260.00)

25.7

(0.177)

22.7

(39.288)

36.900

(154.493)

7.3

(13.14)

600

(315.56)

25.2

(0.174)

22.2

(38.422)

38.236

(160.087)

7.4

(13.32)

700

(371.11)

24.6

(0.170)

21.6

(37.384)

39.683

(166.145)

7.6

(13.68)

Table 2 Material properties for SA-508, Gr.3, Cl.1

Temp. Thermal conductivity Specific heat

℉(℃)
Btu/hr-ft-℉

(W/m-℃)

× 10
-3

Btu/lb-℉(kJ/kg-℃)

70

(21.11)

8.6

(14.884)

32.959

(137.993)

100

(37.78)

8.7

(15.057)

33.123

(138.679)

200

(93.33)

9.3

(16.096)

34.500

(144.445)

300

(148.89)

9.8

(16.961)

35.446

(148.405)

400

(204.44)

10.4

(18.000)

36.476

(152.718)

500

(260.00)

10.9

(18.865)

37.105

(155.351)

600

(315.56)

11.3

(19.557)

37.582

(157.348)

700

(371.11)

11.8

(20.423)

38.149

(159.722)

Table 3 Material properties for SA-240, Type 304

Fig. 3 Material description for nozzles and claddings

동시에 용하지 않고 각각 나 어 용하 다. 2D 해석은 

일반 으로 노즐의 축방향을 기 으로 모델링하여 축 칭으

로 해석하기 때문에 실제 압력용기의 형상인 원통 형상으로 

고려되지 않고 구 형상으로 고려된다. 일반 으로 압력에 의

한 구조해석 시 압력용기의 내부반경을 1.5배  2배를 증가

시켜 해석한다. 이는 하드웨어 성능이 부족했던 당시, 해석을 

간략화하여 시간과 비용을 약하기 해 용되었던 방식이

다. 하지만 축 칭 모델을 이용한 2D 해석방식은 내부압력

만 용하는 방식으로는 원통형 쉘의 원주방향  축방향의 

실제 거동을 정확히 평가할 수 없다.

본 논문에서 3D 해석은 실제와 동일한 치수  경계조건

을 고려하여 해석하 고, 2D 해석은 압력용기의 내부반경을 

1.5배  2배를 증가시켜 압력  온도변화에 의한 구조해

석  열해석을 수행하 다. 압력에 의한 구조해석 시에는 

Timoshenko(1959)가 제시한 쉘 변형에 한 Second 

Harmonic Edge Load 개념을 추가로 용함으로써, 실제 

원통형 쉘에서 일어나는 거동이 고려되도록 하 다. 압력용

기의 내부 표면에 부식을 방하기 해 사용되는 피복재는 

ASME Code, Section Ⅲ, NB-3122 Cladding에 한 요

건에 따라 구조  강도를 고려하지 않으므로, 피복재를 제거

한 상태로 구조해석을 수행하 다. 열해석 시에는 피복재와 

압력용기의 재료가 서로 상이하여 온도변화에 미치는 향을 

확인하기 해 피복재를 고려한 경우와 그 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여 평가하 다.

2.3 재료  물성치

Fig. 3과 같이 압력용기  노즐은 SA-508, Grade 3, 

Class 1, 그리고 압력용기의 내부 피복재는 SA-240, Type 

304 재료를 사용하 으며, ASME Code, Section Ⅱ, Part 

D에서 제시하는 온도에 따른 물성치를 Table 2  3과 같

이 사용하 다.

Table 3의 피복재 재료 물성치는 2.2항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열해석 시에만 고려되므로 탄성계수(modulus of elasticity)와 

열팽창계수(thermal expansion)는 필요하지 않으며, 두 재

료의 도(density)와 푸아송비(Poisson’s ratio)는 온도와 

무 하게 각각 1.0lb/ft3(16.02kg/m3)과 0.3으로 용하

다. 도를 재료의 종류  온도와 무 하게 단 (unit) 값으

로 용한 이유는 ASME Code에서 제시하는 열확산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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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mal diffusivity)를 이용하기 함이며, Table 2와 3에

서 제시하는 비열(specific heat)은 도가 1.0lb/ft3(16.02 

kg/m3)인 경우이다.

2.4 내부압력

3D 내부압력에 의한 구조해석은 Fig. 4와 같이 노즐의 1/4 

형상으로 모델을 구 하 고, 압력용기의 내부에 압력 1,000psi 

(6.895MPa)을 용하 다. 실제 압력용기의 경우 축방향으

로 폐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압력에 의해 축방향으로 하 이 

작용한다. 이를 Blow-off Load라 하며, 이 하 은 응력변화

에 향을 미치므로 식 (1)을 이용하여 노즐과 쉘의 축방향 끝

단에 각각 용하 다. 구속조건으로 쉘의 길이방향의 면

(longitudinal plane), 가로방향의 면(transverse plane) 

 원주방향의 면에 해 변 를 칭구속하 다.

  
  




(1)

where =Blow-off Load

=내부압력

=쉘 는 노즐의 내부반경

=쉘 는 노즐의 외부반경

Fig. 4 Boundary conditions for the quarter-symmetric 

nozzle

2D 내부압력에 의한 구조해석은 Fig. 5와 같이 축 칭 모

델로 구 하 고, 원통형 쉘의 거동을 실제와 동일하게 고려

하기 해 두 하 단계로 구분하여 해석을 각각 수행하 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압력용기의 내부에 압력 1,000psi 

(6.895MPa)을 용하 다. 2D 해석은 Z축을 고려할 수 없

으므로 노즐의 축방향 끝단에만 Blow-off Load를 용하

고, 원주방향의 변 를 칭구속하 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Second Harmonic Edge Load만 

식 (2a)  (2b)와 같이 계산하여 쉘의 원주방향 끝단에 

용하여 해석하 다.

  ∙∙∙ ∙  (2a)

  ∙∙∙ ∙  (2b)

where,  구의 반경방향으로 작용하는 힘

 구의 원주방향 단력

  


  


 구의 자오선 각도

노즐의 외경

 모델링된 쉘의 평균직경

  
 ,   

 쉘의 내경

 쉘의 두께

Fig. 5 Boundary conditions for the axisymmetric 

nozzle

2.5 온도 변화

3D와 2D 온도변화에 의한 열-구조 연성해석은 Fig. 1의 

형상을 동일하게 사용하 다. 피복재의 유무에 따라 쉘과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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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의 내면 는 피복재 내면에 Heat-up 조건으로 온도[7

0℉~565℉(21.1℃~296.1℃)]를 시간에 따라 증가하도록 

용하 으며, 온도 증가율은 100℉/hr(55.6℃/hr)이다. 총 

해석시간은 6시간을 기 으로 하 다. 열해석 결과를 이용하

여 구조해석을 수행할 때는 피복재를 제거한 후, 2.4항의 내

부압력 해석과 동일한 구속조건을 용하 다.

2.6 외부 하

3D 외부하 에 의한 구조해석은 노즐의 끝단에서 달되

는 하 의 방향성을 고려해야 하므로 Fig. 6과 같이 노즐

을 체 모델링하 다. 노즐의 끝단 심에 있는 마스터 

에 6가지 하  , , , , , [1,000lbs or 

1,000 lbs-inches(4.448kN or 112.985kN-m)]를 용

하 고, 이 하 은 동 하 으로 양방향(+, 는 -)으로 작

용한다. 따라서 방향성에 따른 하 조합 경우의 수, 64가지 

조합을 모두 고려하 고 그  가장 응력강도가 큰 값을 선

정하여 결과를 비교하 다. 반면, 2D 해석은 모델에 6가지 

하 을 모두 용할 수 없으므로 노즐해석에 리 사용되는 

WRC Bulletin 297을 활용하 다. 외부하 에 의한 응력강

도는 쉘과 노즐의 교차 을 기 으로 용기 는 노즐로 구분

되며, 그에 따라 응력강도를 평가하는 방법이 달라진다. 본 

연구에서는 두 평가방법을 모두 고려하 다.

Fig. 6 Full-model of the nozzle for external loads

3. 해석 결과  결과 비교

해석결과의 응력 값은 ANSYS 로그램에서 SINT로 표

기되는 응력강도(Stress Intensity) 값을 나타낸다. 이는 

Tresca Theory의 단응력설을 근거로 하며 주응력(, 

, )의 수 인 차  가장 큰 값으로 계산된다.

3.1 평가 부

내부압력  온도변화에 의한 최 응력강도는 Fig. 7의 

①과 같이 쉘과 노즐을 교차 에서 생성되는 불연속 부 에

서 나타난다. 반면, 외부하 에 의한 응력강도는 노즐의 끝단 

심 에서 하 이 작용하므로 비교  두께가 얇고 보강에 

의해 형성된 불연속 부 에서 크게 발생한다.

내부압력, 온도변화  외부하  조건을 종합 으로 고려

해보면 응력강도는 쉘과 노즐의 교차부분에서 더 크게 나타

나므로, 이 교차부분을 구조 건 성평가 부 로 선정하 다.

Fig. 7 Cuts used to calculate stress intensities

앞서 언 한 사항을 고려하여 본 논문에서는 3D와 2D 해

석 모두 Fig. 7의 ②에서 표시한 바와 같이 길이방향  가

로방향의 면을 기 으로 “First CUT”에서 “Last CUT”까지 

요소의 방향과 일 되게 CUT을 지정하 고, 그에 따른 국부

좌표계를 설정하여 각 에 해 응력강도를 산출하 다.

각 응력강도 값은 CUT별로 선형화된 응력강도로 막응력

강도(membrane stress intensity), 막응력강도+굽힘응력

강도(bending stress intensity)  합응력강도(total 

stress intensity)로 표 하 다. 단, 외부하 에 의한 최

응력강도는 노즐의  둘 에 걸쳐 불규칙 으로 응력이 분

포하기 때문에 길이방향  가로방향 면에서 최 응력강도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노즐의  둘 를 고려하여 

최 응력강도를 산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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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내부압력에 의한 응력강도

Fig. 8은 30˝(750mm) 노즐에 한 3D  2D 합응력

강도를 나타내었으며, Fig. 8의 ②에 나타낸 2D 해석결과는 

2.4항에서 설명한 첫 번째 단계(내부압력)와 두 번째 단계

(Second Harmonic Edge Load)의 결과를 합하여 나타내

었다. 비선형 하 을 고려한 2D 해석이므로 노즐의 축방향

을 기 으로  둘 에 걸쳐 하 이 다르게 용되며, Fig. 

8의 ②의 결과는 최 응력강도가 발생하는 길이방향 면의 합

응력강도이다. 3D 해석결과는 Fig. 8의 ①과 같이 가로방향

의 면보다 불연속성이 더 큰 길이방향의 면에서 응력집 이 

발생하여 합응력강도가 크게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8 3D and 2D total stress intensities of 30˝(750mm) 

nozzle for internal pressure

3개의 노즐  12˝ 노즐의 응력강도가 비교  높게 나타

나는데 이는 실린더에 작용하는 내부압력에 따른 응력 이론

(  ,   )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내부반

경이 증가할수록, 두께가 얇을수록 응력이 크게 발생하기 때

문이다. 용기의 내부반경  두께는 동일하므로 Table 1에 

따라 노즐의 내부반경(Di_n)과 두께(t2)의 비를 단순히 비

교해보면, 각각 1.025, 3.448, 2.682로 12˝ 노즐이 가장 

큰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동일한 내부압력 조건이라면 12˝ 

노즐이 응력이 크게 발생하게 된다.

2D 해석결과는 Table 4에 나타낸 바와 같이 이론 인 방

법에 의해 정해진 내부반경의 확장계수 1.5를 용했을 때

(1.5R), 확장계수 2.0을 용했을 때(2.0R)와 추가로 Second 

Harmonic Edge Load를 용했을 때(SHEL)로 구분하여 

나타내었다. 각각에 한 2D 해석결과를 비교해 볼 때, SHEL

을 용했을 때와 그 지 않을 때의 응력강도가 최  75% 증

가할 정도로 SHEL이 평가부 의 응력변화에 미치는 향이 

크다. 따라서 2D 해석을 수행할 경우에는 SHEL을 고려해야 

하며 그 지 않으면 그에 따른 응력차를 보완하기 해 확장

계수를 크게 증가시키거나 응력집  계수와 같은 안 계수를 

추가로 용하여야 할 것으로 단된다. 3D 해석결과는 2D 

(1.5R)과 SHEL을 고려했을 때의 해석결과와 비교하면 막응

력강도  막응력강도+굽힘응력강도는 유사하게 나타났지만, 

응력집  상에 의해 발생하는 피크응력이 포함된 합응력강

도는 3D 해석결과가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3D 해석을 수행

하는 방법이 안 성 측면에 유리하며, 만약 2D 해석을 수행

한다면 3D 해석과 동등한 결과를 얻기 해서 SHEL을 고려

한 2D(1.5R)을 수행하는 방법과 한 응력집  계수를 추

가로 고려할 것을 권장한다.

Stress 

Classification
Case

Nozzle

6˝

(150mm)

12˝

(300mm)

30˝

(750mm)

membrane

[psi(MPa)]

3D
18,910

(130)

23,230

(160)

21,650

(149)

2D(1.5R)

without SHEL

14,620

(101)

17,240

(112)

15,380

(106)

2D(1.5R)

with SHEL

19,380

(134)

24,340

(168)

20,910

(144)

2D(2.0R)

without SHEL

19,420

(134)

22,720

(157)

20,320

(140)

2D(2.0R)

with SHEL

24,160

(167)

29,730

(205)

25,780

(178)

membrane 

plus bending

[psi(MPa)]

3D
32,250

(222)

42,790

(295)

38,070

(262)

2D(1.5R)

without SHEL

25,710

(177)

27,040

(186)

22,660

(156)

2D(1.5R)

with SHEL

34,570

(238)

41,600

(287)

36,510

(252)

2D(2.0R)

without SHEL

34,140

(235)

35,930

(248)

30,240

(209)

2D(2.0R)

with SHEL

42,890

(296)

50,600

(349)

43,570

(300)

total

[psi(MPa)]

3D
46,230

(319)

47,830

(330)

43,860

(302)

2D(1.5R)

without SHEL

28,950

(200)

28,280

(195)

22,720

(157)

2D(1.5R)

with SHEL

45,060

(311)

46,090

(318)

39,540

(273)

2D(2.0R)

without SHEL

38,370

(265)

37,800

(261)

30,290

(209)

2D(2.0R)

with SHEL

54,360

(375)

55,380

(382)

46,520

(321)

Table 4 Maximum stress intensities for internal pressure

on inside surface of longitudinal pl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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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온도변화에 의한 응력강도

온도변화에 의한 열-구조해석 결과는 3D와 2D 해석 모두 

Heat-up시 최고온도에 도달하는 4.95시간에서 열응력이 가

장 크게 나타났다. Fig. 9는 최고온도에 도달하는 시간에서

의 합응력강도에 해 나타낸 것이다.

Fig. 9 3D and 2D total stress intensities of 30˝(750mm) 

nozzle for temperature variation

열-구조해석은 원통형 쉘의 내부반경의 크기보다는 평가부

의 두께가 주요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에 Table 5와 같이 

2D 모델의 내부반경을 증가하여도 응력강도 차이는 최  

3% 정도로 미미한 수 이다. 피복재를 고려한 해석과 고려

하지 않은 해석결과를 비교해 볼 때, 막응력강도와 막응력강

도+굽힘응력강도는 거의 일치한다. 단, 12˝ 노즐의 막응력

강도+굽힘응력강도는 노즐의 두께가 무 얇아 노즐 상단에

서 온도가 빠르게 확산되어 평가부 의 온도변화에 많은 

향을 미치므로 피복재의 향이 타 노즐에 비해 크게 나타났

다. 3D 해석과 2D 해석은 체로 3D 해석이 2D 해석보다 

응력강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그 차이는 최  10% 정도로 나

타났다. 이는 쉘과 노즐이 연결되는 부분의 필렛(Fillet) 

향으로 평가부 의 길이방향 면의 두께가 가로방향 면의 두

께보다 조  더 크게 형성되고, 두께가 더 큰 길이방향의 면

에서 외면과 내면의 온도차에 의한 굽힘응력이 더 크게 발생

하게 된다. 이에 따라 2D 모델의 평가부 는 가로방향의 면

으로 형성되므로 3D 해석의 길이방향의 면보다 두께가 얇아 

응력강도의 차이가 발생한다.

Stress 

Classification
Case

Nozzle

6˝

(150mm)

12˝

(300mm)

30˝

(750mm)

membrane

[psi(MPa)]

3D

with cladding

2,105

(14.5)

1,892

(13.0)

2,153

(14.8)

3D

without cladding

2,098

(14.5)

1,879

(13.0)

2,113

(14.6)

2D(1.5R)

with cladding

1,911

(13.2)

1,977

(13.6)

2,059

(14.2)

2D(1.5R)

without cladding

1,892

(13.0)

1,995

(13.8)

2,020

(13.9)

2D(2.0R)

with cladding

1,893

(13.1)

1,938

(13.4)

2,025

(14.0)

2D(2.0R)

without cladding

1,875

(12.9)

1,959

(13.5)

1,986

(13.7)

membrane 

plus bending

[psi(MPa)]

3D

with cladding

7,583

(52.3)

9,154

(63.1)

8,336

(57.5)

3D

without cladding

7,586

(52.3)

8,971

(61.9)

8,378

(57.8)

2D(1.5R)

with cladding

7,030

(48.5)

9,339

(64.4)

8,548

(58.9)

2D(1.5R)

without cladding

7,024

(48.4)

9,068

(62.5)

8,590

(59.2)

2D(2.0R)

with cladding

6,989

(48.2)

9,364

(64.6)

8,295

(57.2)

2D(2.0R)

without cladding

6,987

(48.2)

9,090

(62.7)

8,341

(57.5)

total

[psi(MPa)]

3D

with cladding

10,800

(74.5)

11,300

(77.9)

13,890

(95.8)

3D

without cladding

10,580

(73.0)

10,850

(74.8)

14,250

(98.3)

2D(1.5R)

with cladding

10,290

(71.0)

10,820

(74.6)

12,740

(87.8)

2D(1.5R)

without cladding

10,060

(69.3)

10,330

(71.2)

13,140

(90.6)

2D(2.0R)

with cladding

10,220

(70.4)

10,770

(74.2)

12,530

(86.3)

2D(2.0R)

without cladding

9,991

(68.9)

10,320

(71.2)

12,930

(89.2)

Table 5 Maximum stress intensities for temperature 

variation on inside surface of longitudinal plane

열응력의 특성상 구조물을 구속하지 않으면 큰 응력이 발

생하지 않기 때문에 타 해석과 달리 실제 과도조건을 용했

음에도 불구하고 응력강도가 낮게 산출되었다. 열응력은 주

로 피로해석에 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합응력강도가 크

게 작용해야 보수 으로 설계할 수 있다. 따라서 3D 해석의 

합응력강도가 2D 해석보다 크게 발생하므로 3D 해석을 수

행하여 구조 건 성 평가를 수행할 것을 추천한다.

3.4 외부하 에 의한 응력강도

Fig. 10은 64가지 하 조합  가장 응력강도가 높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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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ss 

Classification
Case

Nozzle

6˝

(150mm)

12˝

(300mm)

30˝

(750mm)

membrane

[psi(MPa)]

3D
19.49

(0.13)

28.39

(0.20)

4.20

(0.03)

WRC 297
27.50

(0.19)

56.43

(0.39)

8.27

(0.06)

membrane 

plus bending

[psi(MPa)]

3D
49.86

(0.34)

62.56

(0.43)

17.30

(0.12)

WRC 297
87.24

(0.60)

171.10

(1.18)

29.69

(0.20)

Table 6 Maximum stress intensities for external loads

on outside surface

타난 하 조합 하나를 나타내었다. 외부하 에 의한 구조해석 

결과는 타 해석결과와 다르게 많은 차이가 있었다. Fig. 10과 

같이 응력강도가 길이방향  가로방향의 면에서 높게 나타나

지 않으며, 최 응력강도가 노즐의 끝단에서 발생하 다.

Fig. 10 3D total stress intensities of 30˝(750mm) 

nozzle for external loads

Table 6에서의 3D 해석결과는 3.1항에서 언 한 평가부

에서 노즐의  둘 에 작용하는 응력강도  최댓값을 나

타낸 것이다. WRC Bulletin 297에 의해 계산된 응력강도

가 3D 해석결과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해석기술

이 부족했던 당시에 불확실성을 보완하기 해 높은 안 계

수를 용하여 기술기 을 설립했기 때문이다. 보수 인 

으로 해석을 수행한다면 WRC Bulletin 297에 의해 평가

하는 것이 안 한 방법일 수 있으나, 응력강도 차이가 최  

170% 정도로 높게 산출될 정도로 무 보수 이다. 외부하

에 의해 발생하는 최 응력강도가 길이방향의 면에서 발생

하지 않는다는 을 감안한다면 3D 해석을 통해 응력강도를 

산출하는 방법 한 약간의 보수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3D 해석을 수행하는 것이 경제성과 안 성을 모두 만족하는 

방법으로 단된다.

4. 결    론

압력용기에 부착된 3개의 노즐에 해 내부압력, 온도변화 

 외부하 을 받는 조건하에서 열해석  구조해석을 실시

하 고, 3D 해석과 2D 해석의 차이를 비교하 다. 

∙내부압력에 한 2D 해석결과는 이론 인 방법에 의해 

결정된 확장계수 1.5와 Second Harmonic Edge Load

을 용했을 때, 막응력강도  막응력강도+굽힘응력강

도는 3D 해석결과와 유사하지만, 합응력강도는 3D 해석

보다 낮게 산출되었다. 따라서 3D 해석을 수행하는 것이 

보수 인 방법이며, 만일 2D 해석을 수행한다면 확장계

수 1.5와 Second Harmonic Edge Load을 용하여 

해석한 후 한 응력집  계수를 고려하거나 확장계수

를 1.5보다 큰 값으로 용해야 한다.

∙피복재의 유무에 따른 응력강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최 응력강도의 차이는 5%이하로 낮은 수 이므로 국

내 원 에서 주로 사용되는 두께 0.125˝(3.175mm)의 

피복재는 무시할만한 수 이다. 온도변화에 한 3D 해

석  2D 해석의 응력강도 차이는 최  10% 정도로 

나타났지만, 타 하 조건에 의해 발생하는 응력강도 값

에 비해 낮은 수 이다. 하지만 열응력이 피로평가에 미

치는 향을 고려하면 3D 해석을 통해 합응력강도를 높

게 산출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3D 해석을 통해 응력강도

를 산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단된다.

∙외부하 에 한 해석결과는 3D 해석 평가결과보다 

WRC Bulletin 297의 평가결과가 보수 이었다. 하지

만 3D 해석은 노즐의  둘 에 걸쳐 각기 다르게 작용

하는 응력강도분포를 모두 확인할 수 있으며, 심평가

부 인 길이방향 면과 가로방향 면에서의 실제 응력강도

를 고려하여 구조 건 성평가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과

도한 보수성을 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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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본 논문에서는 원통형 쉘에 부착된 노즐의 구조 건 성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비교하기 해 2차원(2D)과 3차원(3D) 

해석이 수행되었다. 재 원자력 발 소에서 사용되는 3개의 노즐을 구조 건 성평가를 해 선정하 고, 각각 노즐은 내부

압력, 온도변화  외부하 을 받는다. 내부압력에 한 2D 해석은 1.5이상의 계수 값을 이용하거나 응력집  계수를 용하

여야 하고, 온도변화에 한 2D와 3D 해석결과는 피복재의 유무와 상 없이 서로 거의 비슷하며, 외부하 에 한 WRC 

Bulletin 297에 의한 해석결과는 3D 해석결과보다 더 보수 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핵심용어 : 원자로 압력용기, 노즐 구조해석, 내부압력, 열하 , 외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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