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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보고서는 2007 ASME Boiler & Pressure Vessel Code, Section III, 

Division 1 Subsection NH for Class 1 Components in Elevated 

Temperature Service에 기초하여 원자력 1등급 고온용 기기 기술기준(KEPIC 

MNH)의 신규제정을 위한 초안이다. 

본 보고서는 ASME Article NH-3000의 설계와 의무부록 I-14 그리고 임의

부록 T와 X를 포함한다. 

본 보고서는 2007년판 ASME-NH 기술기준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였으며 이

후 ASME-NH 제개정 위원회에서의 Errata 및 Editorial 수정에 대한 결과는 

반영되지 않았다. 

또한 본 보고서에서 사용된 기술용어는 기존 KEPIC MN 기술기준에 사용

한 용어와 상의할 수 있으며 고온구조 설계기준과 관련된 새로운 기술용어

는 새로이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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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NH-3000 

설     계 

  

MNH-3100   설계 일반요건 

MNH-3110   범위, 수용성 및 하중 

MNH-3111   범위 

(1) MNH-3000은 KEPIC MD에 주어진 설계응력강도값 Sm에 대한 온도를 때때로 

초과하는 온도에서 운전되는 금속구조물 압력경계 기기에 대한 독립된(Self-

contained) 설계규정이다. 

(2) MNB-3000의 설계규정은 KEPIC MNH의 규정에서 특별히 요구되는 곳에만 

적용되어야 한다. 

 

MNH-3111.1 수용성. 고온운전에 대한 1 등급기기의 허용가능한 설계는 다음과 

같다. 

(1) 설계시방서(MNA-3250)에 명시된 기능요건을 만족할 수 있는 설계 

(2) MNH-3111.2와 설계시방서에 기술된 하중에 대해 MNH-3200 또는 기기 

설계규정에 따른 해석에 의한 설계 요건을 만족하는 설계 

(3) MNH-3130의 일반 설계규정과 용기(MNH-3300), 펌프(MNH-3400), 밸브(MNH-

3500), 또는 배관(MNH-3600)에 적용되는 기기에 대한 적용 가능한 설계규정을 

만족하는 설계. 설계시방서에는 어느 하부조항이 주어진 기기에 적용되는지가 

명시되어야 한다. 

(4) 위의 (2)와 (3)에 대한 대안으로써 KEPIC MND의 표 2A, 2B, 그리고 4에 

주어진 설계응력강도값에 대한 온도한계 이하에서만 운전되는 기기 부분에 

대해서는 MNB-3000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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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NH-3111.2 하중. 기기를 설계하는데 고려되어야 하는 하중은 다음을 포함해야 

하지만 반드시 제한적이지는 않다. 

(1) 내부 및 외부 압력 

(2) 기기 무게와 유체의 정적 및 동적 수위로 인한 추가적인 압력하중을 

포함하는 정상운전하중 또는 시험하중 

(3) 다른 기기들, 운전중인 장치, 절연물, 부식저항체 또는 침식 저항용 

라이닝과 배관으로부터의 중첩된 하중들 

(4) 명시된 풍하중, 설하중, 진동 및 지진하중 

(5) 지지용 러그, 링, 새들 또는 다른 형식 지지부의 반력 

(6) 온도영향 

(7) 외부 또는 내부사고로 인한 충격하중  

 

MNH-3112   설계 변수 

(1) 설계변수는 원자력발전소 기기설계에 적용할 수 있는 압력, 온도, 그리고 

기계하중이다. 가장 단순한 설계변수 세트는 어떤 주어진 시간에 존재하는 온도, 

압력, 그리고 기계하중으로 구성된다. 

(2) 고온에서 운전되는 기기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설계시방서(MNA-3250)에 2 

종류의 설계변수 자료가 필요하다: 첫째, 각 설계변수가 시간의 함수로써 어떻게 

변하는지를 구성하는 예상 하중이력; 둘째, MNH-3113에 정의된 각 하중 범주하에 

발생하는 사고목록 

(3) 아래 (가)와 (나)에 규정된 각 기기에 대한 설계변수 자료는 

설계시방서(MNA-3250)에 명시되어야 한다. 

(가) 구조해석에 사용되는 하중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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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설계자가 MNH-3113에서 정의된 각 하중범주에 있어 가장 심각한 

하중이라고 결정한 설계변수. (만일 유체 조건이 명시되어 있으면 설계자는 

궁극적으로 설계변수 자료를 금속 온도와 표면 압력으로 변환해야 한다.) 

(4) 설계자는 기기 내의 영역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허용된다. 그러나 영역 

경계와 적용 가능한 설계변수는 응력보고서에 자세히 기술되어야 한다. 

 

MNH-3112.1 명시된 압력 

(1) 명시된 내부 및 외부 압력 이력은 기기에 주어진 영역에서의 내외부 

압력경계 사이 또는 조합체의 임의 두 공간 사이의 최대 압력차보다도 큰 압력값을 

기술해야 한다. 

(2) 명시된 압력이력은 MNH-3200 한계에 부응함을 보이기 위한 계산에 

사용되어야 한다. 

(3) 본 조항에 언급된 모든 압력들은 따로 언급되지 않을 경우 대기압 이상의 

값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MNH-3112.2 명시된 온도. 하중범주에 명시된 온도이력은 설계자로 하여금  

기기의 금속구조물에 존재하는 최대 국부 벽평균온도보다 높은 온도를 기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운전하중 (MNH-3113.2)에 대한 특별한 해석을 위해 

설계자는 주어진 영역에 대한 최대 국부 금속온도 이력을 결정해야 하고 이 

금속온도 이력을 MNH-3200 한계 만족 여부를 보이기 위한 계산에 사용해야 한다. 

 (1) 이 조항에서 언급된 모든 온도는 화씨 (℉) 또는 섭씨 (℃)로 표시된 

금속온도이다. 

 (2) 기기가 트레이스 가열, 유도코일, 재킷팅, 또는 내부 열원에 의해 

가열되는 곳에 대한 설계온도 이력을 설정할 때 설계자가 이러한 가열 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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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해야 한다. 

 (3) 고온 기계물성치는 매우 온도에 민감하다. 설계시방서는 MNH-3200 

한계규정에 따라서 설계해석에 고려되어야 하는 온도 측정과 예측에 있어 어떠한 

부정확성도 명시해야 한다. 

 

MNH-3112.3 명시된 기계하중. 주어진 하중범주 (MNH-3113)에 명시된 

기계하중은 MNH-3200 한계규정에 따라서 설계해석 계산에 고려되어야 하는 모든 

예상되는 기계적 하중들을 정의해야 한다. 

 

MNH-3113   하중 범주 

본 조항에 사용된 하중범주는 설계하중, 운전하중 (A, B, C, 및 D급) 그리고 

시험하중으로 구성된다. 

 

MNH-3113.1 설계 하중. 설계 하중범주에 명시된 설계변수들은 기기의 동일 

영역에 대해 A급 운전하중 (MNH-3113.3)을 유발하는 사건에 명시된 동시적인 압력, 

온도, 그리고 기계하중들에 대한 가장 심각한 조합과 같거나 커야 한다. 

설계하중으로에 대한 이들 명시된 설계변수들은 설계온도, 설계압력, 및 설계 

기계하중으로 명명되어야 한다. 명시된 설계변수들은 MNH-3222.1 설계한계 요건 

만족여부를 보이기 위한 계산에 사용되어야 한다. 

 

MNH-3113.2 운전 하중. 기기에 적용되는 각 하중은 다음의 정의에 따라서 

분류되어야 하고 이들 규정에 따른 건설에 대해 완전한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만큼 상세하게 설계시방서 (MNA-3250)에 기술되어야 한다. 운전하중 범주는 MNH-

3113.3, MNH-3113.4, MNH-3113.5, 그리고 MNH-3113.6에 정의된 것과 같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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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NH-3113.3 A급 운전하중. A급 운전하중은 B급, C급, D급 운전하중과 

시험하중을 제외한 계통기동, 설계 출력범위에서의 운전, 고온 대기상태, 그리고 

계통정지로 인해 발생하는 하중들이다.  

 

MNH-3113.4 B급 운전하중. (적당한 빈도수의 사고) B급 운전하중은 A급 

운전하중에서 벗어나 자주 발생이 예상되는 하중으로써 설계시에 운전장애 없이 

이들 하중을 견딜수 있도록 해야 한다. B급 운전하중을 야기하는 사고는 단일 

운전원 실수 또는 제어 오작동으로 인한 과도, 계통으로부터 격리가 요구되는 

계통기기의 결함으로 야기되는 과도, 그리고 하중 또는 출력 손실로 인한 과도를 

포함한다. 이들 사고는 강제정지를 초래하지 않는 비정상 사건들과 기계적 손상에 

대한 수리가 요구되지 않는 강제정지를 포함한다. 

 

MNH-3113.5 C급 운전하중. (드문 빈도수) C급 운전하중은 A급 운전하중에서 

벗어나 하중 교정이나 계통의 손상 보수를 위해 운전정지가 요구되는 운전하중이다. 

여기에는 발생 확률은 낮지만 계통손상으로 인해 총체적 구조건전성 상실이 

수반되지 않음을 보장할 수 있는 조건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고에 대한 

총 가상 발생빈도수는 25회를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 25회 이상이 예상되면 

일부 사고 형태들은 B급 운전한계 규정의 보다 엄격한 요건들로 평가되어야 한다. 

 

MNH-3113.6 D급 운전하중. (제한적 사고) D급 운전하중은 이들 사고결과로 

공공의 건강과 안전성을 고려해야할 정도로 원자력 에너지계통의 건전성과 

운전성이 악화될 수 있는 발생확률이 극단적으로 낮은 가상사고들과 관련된 

하중조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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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NH-3113.7 시험 하중. 시험하중은 수압시험, 공압시험, 그리고 누설시험 중에 

발생하는 압력하중들이다. 다른 종류의 시험들은 위에서 주어진 A급 또는 B급 

하중범주로 분류되어야 한다. 만약 임의 고온시험이 기기 시험하중으로 명시된다면 

이들 하중은 기기에 대한 B급 하중의 일부로 간주되어야 한다. 

 

MNH-3114   하중 히스토그램 

MNH-3114.1 A급과 B급 운전사건. 설계시방서(MNA-3250)는 모든 시험하중을 

포함하여 A급과 B급 운전사건으로부터 명시된 모든 운전하중에 대한 예상 하중이력 

또는 하중 히스토그램을 포함해야 한다. 이들 하중 히스토그램은 기기의 여러 영역 

대해 전수명 동안 예상되는 모든 기계하중, 압력, 그리고 온도들을 제공해야 한다.  

이들 히스토그램은 MNH-3200의 해석요건을 만족시키는 과정에 사용되어야 한다. 

 

MNH-3114.2 C급 운전사건. 설계시방서는 C급 운전사건 각 형태의 발생동안 

설계변수들에 대한 하나의 시간이력을 포함해야 한다. 그러나 기기의 운전 

수명동안 이들 사건의 발생 시점에 대해서는 명시될 필요가 없다. 설계변수 자료는 

MNH-3200의 해석요건을 만족시키는 과정에 사용되어야 한다. C급 운전사건들이 

설계시방서(MNA-3250)에 명시되지 않는다면 A급 운전사건의 운전주기(MNH-3213.15) 

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될 수 있다. 

 

MNH-3130   일반 설계규정 

MNH-3131   범위 

모든 기기에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설계규정은 MNH-3130에 제공되어 있다. 

특정 기기에 대한 설계 하부조항은 특별한 기기에 적용가능한 규정들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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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NH-3130과 특별한 기기 설계규정이 서로 상충될 경우에 기기 설계규정을 따라야 

한다. 

 

MNH-3132   표준제품에 대한 치수표준 

표준 또는 시방이 특정 설계 하부조항에 언급되어 있는 경우 표준제품의 

치수는 표 MNB-3132-1에 열거된 표준과 시방을 따라야 한다. 그러나 이들 표준을 

따른다고 하더라도 특정 기기에 대한 설계 하부조항에 의해 응력해석이 요구될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MNH-3133   노즐, 분기관, 배관, 그리고 기타 연결부의 치수 제한 

확실한 설계 형상에 대한 치수는 노즐, 분기관, 배관, 그리고 기타 연결부에 

제한된다. 표 MNH-3133-1은 한계가 어디에 주어지는지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한다. 

 

MNH-3134   기밀유지 

수압시험에 의해 요구되거나 실증된 것보다 더 큰 계통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곳에는 각 기기에 대한 기밀유지 요건들이 적용 가능한 설계시방서 (MNA-3250)에 

나타나 있어야 한다. 

 

MNH-3135   부착물 

러그, 브라켓, 보강재, 및 다른 부착물들은 기기의 외부 또는 내부에 용접, 

볼트, 또는 스터드로 체결될 수 있다. 압력을 받는 부위에 열응력, 응력집중, 

그리고 구속을 일으키는 부착물의 영향은 MNH-3200의 설계기준에 따른 해석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부착물 주위의 온도분포 양상은 단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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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착물의 냉각핀 효과로 인하여 더 큰 열응력을 유발할 수 있다. 

 

MNH-3136   개구부 보강 

MNH-3330과 MNH-3643의 규정은 각각 용기와 배관의 압력경계에 있는 개구부 

보강에 적용할 수 있다. 모든 다른 기기에 대해서는 설계시방서에 명시되지 않는한 

MNH-3330의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MNH-3137   다른 코드조항과 관련된 설계 고려사항 

MNH-3137.1 정압시험에 대한 설계 고려사항. 모든 기기와 장치는 궁극적으로 

정압 시험을 받아야 하므로 설계자는 이러한 시험이 수행될 수 있음을 보장해야 

한다. 만일 유일하게 사용 가능한 시험유체가 표면에 해로운 잔류물을 남길 수 

있다면 설계자는 정압 시험 후에 청소를 위해 표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배수 계통뿐만 아니라 특수 접근용 해치가 요구될 수 있다. 

 

MNH-3137.2 과압시 계통 보호에 대한 설계 고려사항 

(1) 설치될 각 기기 및 계통은 고온운전에 노출된 1등급 기기 및 계통의 과압 

방어규정에 의해 요구되는 것과 같이 과압사고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2) 설계시방서에 열거된 운전하중들은 설계자가 특별한 기기의 설계에서  

고려해야 하는 과압사고들을 포함한다. 그러나 기기 설계자는 또한 추가적인 과압 

과도가 다음 중 하나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최종설계를 

검토해야 한다. 

(가) 기기의 비압력경계 부위의 파손 

(나) 기기에 있는 외부전원의 고장 

(다) 명시된 발전소와 계통 운전조건 (A, B, C, 및 D급)과 관련한 기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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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 

설계자는 위의 (가), (나), 그리고 (다)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과압 과도의 

모든 원인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MNH-3138   탄성추종 

(1) 구조계통 대부분의 영역은 탄성 거동을 하고 단지 작은 일부분 만이 

비탄성 변형률 하에 있을 때 부하력, 응력, 그리고 변형률 계산은 전체 구조 

계통의 거동을 고려해야 한다. 이 경우에 일부 영역은 나머지 연결된 구조물의 

탄성추종으로 인해 변형률 집중을 당할 수 있다. 강성이 다른 구조 부분들이 

일련으로 연결되어 있고 이중에 유연한 부위가 고응력 상태에 있을 때 

비정상적으로 큰 변형률 집중이 초래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예제들이 포함된다. 

 (가) 단면 치수의 국부적 감소 또는 약한 재료의 국부적 사용 

 (나) 균일한 치수의 배관계통에서 대부분의 계통은 두개의 앵커 (보강재, 

플랜지, 또는 다른 보강 부재들)를 연결하는 가상 직선 근처에 놓여 있고 단지 

작은 일부분 만이 이 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형상배치. 이때 작은 일부분이 

대부분의 팽창 변형률을 흡수한다. 

(2) 가능 하다면 위의 조건들은 설계에서 피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들을 피할 수 없다면 MNH-3250에서 요구되는 해석을 통해 탄성추종에 대한 

설계 수용성을 결정해야 한다. 

 

MNH-3139   용접 

MNH-3139.1 용접부와 압축 접촉부의 급속한 기계적 물성치의 변화. MNH-3000의 

요건을 만족시키는데 서로 다른 기계적 물성치를 갖는 두개의 재료의 용접 및 압축 

접촉 연결부의 설계, 해석 및 건설에 특별한 고려를 해야 한다. 고온에서 그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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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성치들은 열팽창, 크립속도, 크립연성, 및 피로수명을 포함한다. 그러한 

연결부의 예로써는 바이메탈 용접, 땜질 이음매, 압축 또는 수축 피팅, 볼트 체결 

플랜지, 및 다른 종류의 기계적 연결부이다. 저온과 고온 사이에서 온도가 

순환하면 비탄성 변형률이 기계적 물성치가 급작스럽게 변하는 부위에 심각한 

국부적 변형률 집중을 유발할 수 있다. 

 

MNH-3139.2 용접 설계. 모든 용접은 MNB-3350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MNH-3400, 

MNH-3500, 또는 MNH-3600에서 특별한 언급이 있을 경우에만 이 요건에 대한 예외가 

인정된다. 

 

MNH-3200   해석에 의한 설계 

MNH-3210   설계기준 

MNH-3211   수용요건 

고온에서 운전되는 1종기기에 대해 해석에 의한 설계의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1)에서 (4)에 열거한 요건을 따라야 한다. 

(1) 계산이나 실험에 의해 결정한 응력, 변형률, 및 변형은 본 규정에서 

정하는 한계를 넘어서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 

(2) 설계 세부사항들은 MNH-3100의 규정들과 특정 기기에 적용할 수 있는 

부칙에서 제시된 규정들을 따라야 한다. 

(3) 설계자가 시간, 응력수준, 온도와 같은 고온 운전 변수들이 중대한 크리프 

효과를 유발하지 않는다고 입증할 수 있으면 본 규정 대신 KEPIC MNB의 실험적 및 

해석적 방법들을 적용할 수 있다. 설계자가 고온에 대한 값들과 방법의 유효성을 

입증하기만 한다면 KEPIC MNB에 나타난 온도 최대값에 대한 다른 구속사항들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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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기에서 고온 운전 조건을 받지 않는 일부 부위에 대해서는 (1)과 (2)를 

만족시키기 위해 KEPIC MNB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다른 대안으로써 KEPIC MNB의 

허용응력값과 물성치들이 MNH-3200의 규정을 만족시키는지 입증하기 위한 해석에 

사용될 수 있다. 

 

MNH-3212   응력, 변형률 및 변위량 결정 기준 

(1) KEPIC MNH에서 허용되는 탄성해석에 대해 다축 응력상태 (MNB-3212)의 

응력강도를 결정하기 위해 최대 전단응력이론을 사용해야 한다. 

(2) KEPIC MNH에서 요구되는 비탄성해석에 대해 다축 응력과 변형률을 

조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다축 응력-변형률 관계식과 유동법칙을 사용해야 한다. 

(3) 본 규정의 재료 중 하나인 9Cr-1Mo-V강은 다축 응력-변형률 관계에서 

인지되어 반영되어야 할 여러 가지 독특한 특징들을 갖고 있다. 다음을 포함한다. 

 (가) 시간 의존적인 탄소성 거동과 시간 의존적인 크립거동 사이에 뚜렷한 

구분이 없다. 

 (나) 유동응력은 고온에서 응력-변형률 속도에 매우 민감하다. 

 (다) 이 재료는 고온 사용 전 범위에서 주기 연화거동을 보이고 1000℉ 

(540℃) 이상에서 심각한 유동연화를 나타낸다. 

 

MNH-3213   해석에 관련된 용어 

본 규정에서 설계평가를 위한 응력과 변형률 한계는 하중을 받을 때 구조물의 

거동 형태와 관련이 있다. 이때 제어되는 양은 다음 두 가지 분류로 나뉜다. 

(1) 하중제어량 - 이 물리량은 발전소의 운전중 적용되는 힘과 모멘트의 평형 

상태에 기준하여 계산되는 응력강도이다. 이 분류에 포함되는 것은 일반 일차 

막응력, 국부 막응력, 국부 굽힘응력 및 큰 탄성추종을 동반하는 이차응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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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위제어량 - 이 물리량은 하중편차 또는 변형률 양립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변형률, 반복 변형률범위 및 변위량이다.  

KEPIC MNH에서 구조해석에 관련되어 사용되는 다른 용어들은 MNH-3213에 정의된다.  

 

MNH-3213.1 탄성 응력강도. 탄성 응력강도는 결합 응력의 등가적인 강도이다. 

간단히 말해 응력강도는 최대 전단응력의 두 배의 값으로 정의된다. 다르게 

표현하면 응력강도는 주어진 위치에서 구한 산술적인 최대 주응력과 최소 주응력의 

차이이다. 인장응력은 양의 값으로 고려되고 압축응력은 음의 값으로 고려된다. 

 

MNH-3213.2 전체 구조불연속. 전체 구조불연속은 압력을 받는 부재의 벽 

두께에 걸쳐 응력과 변형률에 영향을 주는 기하학적 또는 재질의 불연속을 

가리킨다. 전체 불연속 영상의 응력들은 벽 두께에 걸쳐 적분하면 최종적인 굽힘과 

막 합성력을 생성하는 실제 응력분포의 부분들이다. 전체 구조불연속의 예로써는 

헤드-셸과 플랜지-셸 교차부와 노즐 및 다른 두께나 두께를 갖는 셸 사이 

접합부들이다. 

 

MNH-3213.3 국부적 구조불연속. 국부적 구조불연속은 벽 두께의 일부에서 

응력과 변형률 분포에 영향을 주는 기하학적 또는 재질의 불연속을 가리킨다. 

국부적 불연속과 연관된 응력분포는 매우 국부적인 양상의 변형과 변형률을 

야기하고 셸 양상의 불연속 변형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작은 필렛 반경과 작은 

부착물 및 부분용입 용접부와 같은 예가 있다. 

 

MNH-3213.4 수직응력. 수직응력은 참조면에 수직한 응력 성분으로 직접적 

응력(direct stress)으로 언급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수직응력 분포는 요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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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께에 걸쳐 균일하지 않고 두 성분의 합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고려되는데 그 중 

한 성분은 두께에 걸쳐 응력의 평균값과 같고 다른 한 성분은 두께의 위치에 따라 

평균값으로부터 변화하는 성분이다. 

 

MNH-3213.5 전단응력. 전단응력은 참조면에 접선하는 응력성분이다. 

 

MNH-3213.6 막응력. 막응력은 고려하는 부위의 두께에 걸쳐 균일하게 분포하고 

평균값과 같은 크기의 수직응력 성분이다. 

 

MNH-3213.7 굽힘응력. 굽힘응력은 MNH-3213.4에서 설명된 수직응력의 변화하는 

성분을 나타낸다. 이때 변화는 두께에 걸쳐 선형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MNH-3213.8 일차응력. 일차응력은 외부와 내부의 힘과 모멘트의 평형법칙을 

만족시키는데 필요한 부가하중에 의해 만들어지는 임의의 수직응력과 전단응력이다. 

일차응력의 기본적 특성은 자기제한적(self-limiting)이지 않다는 점이다. 일차 

막응력은 일반막응력과 국부막응력으로 나뉘어진다. 일반 막응력은 재료 내에 

항복이 발생함으로써 하중의 재분포가 일어나지 않도록 구조물 내에 분포되는 

응력을 말한다. 이러한 일차응력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내부 압력이나 분포 활하중으로 원통실린더 또는 구형 셸 내에 발생한 

일반 막응력 

(2) 압력에 의해 평평한 뚜껑의 중심부에 발생한 굽힘응력 

(3) 구조재의 열팽창으로 인한 순수 단면 부하력 (수직 또는 전단력) 때문에 

발생한 배관의 응력 

 



 25 

MNH-3213.9 이차응력. 이차응력은 구조물의 자기제한성 또는 인접한 재질의 

구속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직응력이나 전단응력을 가리키는데 보통 고온에서 

변위제어량과 연계된다. 이차응력의 기본적 특성은 자기제한성이 있다는 점이다. 

국부적 항복과 심하지 않은 비틀어짐은 응력발생을 야기하고 한번 응력의 적용으로 

파손이 예상되지 않는 그런 조건을 만족시킨다. 이차응력의 예는 다음과 같다. 

(1) 전체 구조 불연속부에서 굽힘응력 

(2) 국부 영역에서 하중이 과도한 크리프 변형을 일으킬 수 없는 배관에서 

굽힘응력 (예를 들어 좌굴이나 오목하게 들어가는 딤플변형) 

(3) 단면의 두께에 걸쳐 선형적 반경방향 열변형률(αT)로 인한 굽힘응력 

(4) 실제 (비선형) 변형률 양상에 대한 등가 선형 열변형률 양상으로 인한 

굽힘응력 [등가성은 선형 양상을 갖는 것이 실제 양상으로 생긴 것과 같은 순수 

굽힘 모멘트를 나타내도록 하는 것에 근거한다. (MNH-3213.13)] 

(5) 원통형 셸에 축방향 온도구배로 인해 발생한 응력 

(6) 노즐과 노즐이 부착된 셸 사이에 온도차로 인해 발생한 응력 

 

MNH-3213.10 국부 일차 막응력. 압력 또는 다른 기계적 하중에 의해 발생하고 

일차 또는 불연속 효과에 연계된 막응력은 구조물의 다른 부분으로 하중을 전달할 

때 과도한 변형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은 응력은 이차응력의 특성을 어느 

정도 갖더라도 보수적인 관점에서 국부 일차 막응력으로 분류한다. 막응력 강도가 

1.1So을 넘는 거리가 경선 방향(meridional direction)으로 1.0 Rt  보다 더 

확장되지 않을 경우 이 구역을 국부 응력 구역으로 간주해도 좋다. 여기서 R은 

대상 부위 중간면의 최소 곡률반경이고 t는 최소 두께이다. 1.1So을 초과하는 

축대칭 막응력 분포를 갖는 국부 일차 막응력 강도 구역들은 경선 방향으로 

2.5 Rt 이상 떨어져야 한다. 여기서 R=(R1 + R2)/2, t=(t1 + t2)/2 이다. t1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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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2는 각 대상 구역의 최소 두께이며 R1과 R2는 막응력 강도가 1.1So을 넘는 구역의 

중간면의 최소 곡률반경이다. 브라켓에 작용한 집중 하중 때문에 발생하는 것처럼 

막응력 강도가 1.1So을 초과하는 국부 일차 막응력 강도의 산개(discrete) 

구역들은 막응력 강도가 1.1So을 초과하는 영역이 겹치지 않도록 간격을 두어야 

한다. 국부 일차 막응력의 예는 영구적인 지지부나 노즐 연결부에서 외부 하중과 

모멘트에 의해 셸에 발생한 막응력이다. 

 

MNH-3213.11 첨두응력. 첨두응력은 응력집중의 영향을 포함하여 국부 불연속 

또는 국부 열응력(MNH-3213.13(2))으로 인하여 일차 및 이차 응력의 합에 추가되는 

응력의 증분을 가리킨다. 첨두응력의 기본적 특성은 그 자신이 뚜렷한 변형을 

야기하지는 않고 피로균열 또는 취성파괴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있고 또한 

고온에서 국부적 파단이나 크리프-파로 손상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매우 국부적이 아닌 응력이 뚜렷한 변형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이 범주에 속한다. 

첨두응력의 예는 다음과 같다. 

(1) 탄소강 기기의 오스테나이트강 피복에 발생한 열응력 

(2) 피로는 야기하지만 변형은 발생시키지 않는 열응력 

(3) 국부 구조불연속부에 발생하는 응력 

(4) 열충격으로 인해 발생하는 표면 응력 

 

MNH-3213.12 열응력. 열응력은 불균일한 온도 분포 또는 서로 다른 

열팽창계수로 인해 발생하는 자기제한성 응력이다. 물체는 일반적으로 온도변화시 

크기와 형상이 변하는데 열응력은 이러한 변형이 구속당할 때 고체 내부에 

발생한다. 허용응력을 결정하기 위하여 다음에 설명하는 것과 같이 변형이 

발생하는 부피와 면적에 따라 두 가지 종류의 열응력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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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 열응력은 발생하는 구조물의 변형과 관련된다. 열응력이 일차 또는 

이차 하중으로 고려하게 되면 이는 일반 열응력 분류이다. 예를 들어 T-1331(4) 가 

있다. 

(2) 국부 열응력은 차등 열팽창이 완전히 억제되어 뚜렷한 변형을 보이지 않을 

때 발생한다. 그러한 열응력은 단지 피로의 관점에서만 고려되어야 하며 따라서 

첨두응력으로 분류된다. 국부 열응력의 예는 다음과 같다. 

(가) 용기 벽의 좁은 고온 영역에서 발생한 응력 

(나) 원통형 셸에서 반경방향 온도구배로 인해 발생한 등가 선형 응력과 

실제 응력 사이의 차이 

(다) 모재와 다른 열팽창 계수를 갖는 피복재료에 발생한 열응력 

 

MNH-3213.15 운전 사이클. 운전사이클은 새로운 변수값의 시작과 전개 뒤에 

사이클의 처음상태 값으로 돌아가는 것을 가리킨다. 원자력 에너지 계통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발전소와 계통의 운전 조건 종류에 대한 설명은 KEPIC MN 원자력 

설계 표준규격의 범위를 넘어선다. 

 

MNH-3213.16 변형률사이클. 변형률사이클은 변형률이 초기값으로부터 최대값과 

최소값을 거쳐 다시 초기값으로 돌아오는 조건을 가리킨다. 크리프와 라체팅이 

존재하는 사이클에서는 초기값으로 돌아가지는 않는다. 대신에 설계자는 사이클의 

끝 점을 결정하기 위해 비탄성 해석의 히스테리시스 루프와 탄성해석의 응력 

이력을 조사해야 한다. 피로해석을 위해 사이클들을 연계하는 방법에 대해 T-

1413을 참조한다. 하나의 운전 사이클은 하나 이상의 변형률 사이클을 유발할 수 

있다. 동적인 효과도 변형률 사이클로써 간주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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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NH-3213.17 피로강도 감쇠계수. 피로강도 감쇠계수는 피로강도에 대한 국부적 

불연속(변형률 또는 응력집중) 영향을 반영해주는 응력 강화 또는 변형률 강화 

계수를 나타낸다. 아직까지는 크리프 영향이 크지 않는 사이클에 대해서만 계수를 

고려한다. 

 

MNH-3213.18 자유단 변위. 자유단 변위는 고정 부착물과 연결된 배관이 서로 

분리되어 있고 움직임이 허용될 때 두 부재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상대운동을 

나타낸다.  

 

MNH-3213.20 변형. 기기 부분의 변형은 형상과 크기의 변화를 가리킨다. 

 

MNH-3213.21 비탄성. 비탄성이란 하중을 제거한 후에도 재료가 본래의 형상과 

크기로 돌아가지 않는 재료 거동의 일반적 특성을 가리킨다. 소성과 크리프는 

비탄성의 특별한 종류이다. 

 

MNH-3213.22 크리프. 크리프는 하중을 받을 때 응력으로 유발되는 시간 

의존적인 비탄성의 사례이다. 모든 하중을 제거한 후 소규모의 시간 의존적 변형이 

발생할 수 있다.  

 

MNH-3213.23 소성. 소성은 비탄성의 특수한 사례로서 재료가 시간에 의존하지 

않고 복원 가능하지 않는 변형을 겪는 것을 가리킨다. 9Cr-1Mo-V강에 대해서는 

고온에서 시간에 의존하지 않는 소성은 변형률 속도가 크리프 속도보다 높은 

제한적인 경우에만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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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NH-3213.24 소성해석. 소성해석은 구조물에 발생하는 변형률 경화와 응력 

재분포를 포함하여 재료의 소성 특성을 고려하면서 주어진 하중 하에서 재료의 

거동을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9Cr-1Mo-V강에 대해서는 소성해석은 일반적으로 

속도 의존성과 크리프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소성해석은 본격적인 

비탄성해석을 의미한다. 

 

MNH-3213.25 소성해석-붕괴하중. 대상구조물에 주어진 하중조합에 대한 

붕괴하중을 결정하기 위해 소성해석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붕괴하중을 결정하기 

위해 다음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하중-변위 또는 하중-변형률 곡선은 하중을 

수직축으로 하고 변위나 변형률을 수평축으로 그린다. 하중 변위나 하중 변형률의 

선형 부분과 수직축 사이의 각을 θ라 한다. 붕괴 한계선이라 불리는 두번째 직선을 

수직축과 이루는 각이 φ=tan-1(2tanθ)가 되고 원점을 지나도록 그린다. 붕괴하중은 

하중-변위나 하중-변형률 곡선과 붕괴 한계선의 교점에 해당하는 하중을 말한다. 

이 방법을 사용할 경우 적용한 변위나 변형률이 구조물의 허용 내하력(load 

carrying capacity)을 나타낼 수 있도록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MNH-3213.26 소성 불안정하중. 인장이나 압축하중을 주로 받는 부재에 대한 

소성 불안정하중은 하중을 증가하지 않아도 무제한적인 소성변형이 발생할 수 있는 

하중을 가리킨다. 소성 인장 불안전하중을 받으면 재료의 진응력은 변형률 경화가 

수용할 수 있는 것보다 빠르게 증가한다. 

 

MNH-3213.27 극한해석. 극한해석은 재료가 이상적인 소성 (비-변형률 

경화)이라는 가정한 소성해석의 특수한 경우를 나타낸다. 극한해석에서는 

붕괴하중을 계산할 때 극한 상태에서의 평형 및 유동특성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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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해석에서 사용하는 경계 방법(bounding methods)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정적 허용 응력장과 관계 있는 하한법이고 둘째는 동적 허용 속도장과 관계 있는 

상한법이다. 보와 프레임에 대해서는 동적 허용 속도장 대신 메커니즘이라는 

용어를 일반적으로 사용한다. 

 

MNH-3213.28 극한해석 –  붕괴하중. 극한해석 방법은 이상적 소성재료로 

제작되었다고 가정한 구조물에 대한 최대 수용하중을 계산하는데 사용한다. 

크리프가 발생하면 붕괴하중에 시간 의존적 변형의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MNH-3213.29 계산된 붕괴하중 –  하한계(Lower Bound). 주어진 하중에 대해 

어디에서나 평형상태를 만족하고 재료의 항복강도를 넘지 않는 임의의 응력계를 

찾을 수 있다면 그 하중은 붕괴하중과 같거나 작다. 이것이 붕괴하중의 하계를 

계산하는 허용되는 극한해석의 하계 이론이다. 만약 크리프가 발생하면 붕괴하중에 

대한 시간 의존적인 변형의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MNH-3213.30 소성힌지. 소성힌지는 극한해석에서 사용하는 이상화된 개념이다. 

보나 프레임에서 소성힌지는 모멘트, 전단력 및 축방향 힘이 항복 상호작용 표면에 

위치하는 점에서 형성된다. 판과 셸에서 소성힌지는 일반화된 응력이 항복표면에 

위치하는 데서 형성된다. 

 

MNH-3213.31 변형률 한계하중. 변형률이 한계가 되면 이 때의 하중을 변형률 

한계하중이라 한다. 

 

MNH-3213.32 시험 붕괴하중. 시험 붕괴하중은 KEPIC MN의 부록 II-1430 조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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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진 기준에 따른 시험으로 결정된 붕괴하중을 가리킨다. 

 

MNH-3213.33 라체팅. 라체팅은 진행성 반복 비탄성 변형을 말한다. 사이클 당 

총 비탄성변형률은 대개의 경우 사이클마다 변화한다. 주어진 하중사이클로부터 

구한 순수 비탄성변형률이 후속 사이클에서 일정한 값이 되면 안정화된 라체팅이 

발생한 것으로 한다. 

(1)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비탄성 변형은 기계적 이차응력과 열적 이차응력이 

독자적으로 또는 복합적으로 일차응력과 함께 주기적으로 작용되는 기기에 발생할 

수 있다. 

(2) 크리프가 많이 발생하면 소성 항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크리프 라체팅이 발생할 수 있다. 크리프 라체팅에는 적어도 두 개의 메커니즘이 

연관되어 있다. 첫째, 크리프는 잔류응력을 변경할 수 있어서 시간 비의존적인 

거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둘째, 시간의존적인 변형은 일차응력과 이차응력의 

비선형적 상호작용으로 인해 증가될 수 있다. 후자를 강화크리프(enhanced 

creep)라고 한다. 

 

MNH-3213.34 셰이크다운. 셰이크다운은 심각한 진행성, 주기적, 비탄성 

변형이나 라체팅(MNH-3213.23)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몇 차례의 

하중사이클이 작용한 후 변형이 안정화되면 구조물은 셰이크다운 된 것이다. 

 

MNH-3213.35 명판(Nameplate)의 설계정보. 명판의 설계정보는 압력경감장치에 

가장 근접한 구조물의 부위(또는 압력경감장치가 없다면 기기의 꼭대기)에 대한 

설계온도와 설계압력을 가리킨다. 이들 변수들에 대한 값은 명판에 표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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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NH-3213.36 사용계수(Use Fraction). 사용계수는 시간의 비로 나타낸 

일차응력에 의한 재료의 손상을 말한다. 

 

MNH-3213.37 피로 손상. 피로손상은 시간 영향(예를 들어 응력 유지시간, 

변형률 유지시간, 주파수)과 무관한 주기적 변형에 의해 발생한 재료의 총 손상의 

일부이다. 손상은 사이클의 비로써 표현된다. 

 

MNH-3213.38 크리프 손상. 크리프손상은 고온에서 정상 및 비정상 응력들에 

노출된 시간에 의해 발생한 재료 총 손상의 일부이며 시간의 비로써 표시된다. 

완화손상(Relaxation damage)은 일종의 크리프손상이다. 

 

MNH-3213.39 크리프-피로 상호작용. 크리프-피로 상호작용은 손상 시 누적된 

총크리프-피로손상에 대한 크리프와 피로의 연계 효과를 가리킨다. 

 

MNH-3214   응력 해석 

모든 주요 기기에 대한 상세응력해석은 기기가 MNH-3111에 기술된 하중을 받을 

때 MNH-3220과 MNH-3230의 규정이나 한계가 만족되도록 충분히 상세하게 

수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상세해석은 응력보고서(MNA-3550)의 일부로 작성되어야 

한다. 

 

MNH-3214.1 탄성해석. MNB-3000 조항(MNH-3211)의 해석지침과 방법을 적용한다. 

이러한 탄성응력 평가에 도움이 되도록 임의의 되풀이되는 문제들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한 공식과 방법들이 KEPIC MN의 부록 A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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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NH-3214.2 비탄성해석. 온도로 인한 크리프 진행이 뚜렷할 때 열하중과 

기계적하중이 항복을 일으킬 만큼 충분히 크면 비탄성해석이 요구될 수 있다. 부록 

T의 규정과 한계들은 비탄성해석이 때로 필요하고 따라서 그러한 해석이 심각한 

거동 특성들을 예측하기에 충분히 종합적이도록 예상하여 수립되었다. 일반적으로 

시간에 의존하지 않는 탄소성 재료거동과 응력, 변형률 및 변형을 특정한 열기계적 

하중이력에 대한 시간의 함수로써 예측할 수 있는 시간 의존적 크리프 거동을 

연계한 해석이 요구된다.  

비탄성거동을 모사하는 구성식은 구조 반응에 심각한 영향을 줄 때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반영해야 한다. 고온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화 또는 연화와 

주기적 하중영향을 포함한 소성변형률경화 효과, 일차 크리프와 크리프 변형률 

경화 또는 연화(역전 하중으로 인한), 후속 소성에 대한 사전크리프(prior 

creep)의 영향. 

사용될 방법과 관계식의 선택에 대한 근거를 설계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규정과 한계가 설계변수와 재료 물성치의 변동과 불확실성에 대한 여유도를 

감안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비탄성해석에서는 응력-변형률과 크리프 데이터의 

평균값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다만 부록 T의 좌굴과 불안정성 한계는 

예외적이다. T-1510(g)에서는 최소 예상 응력-변형률 관계를 사용하여야 한다. 

9Cr-1Mo-V강에 대해서는 고전적 구성식에서 소성과 크리프 변형률을 분리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실제 재료거동을 잘 모사하지 못한다. 속도 의존적인 소성과 시간 

의존적인 크리프를 구분하지 않는 통합형 구성식이 특히 고온에서 발생하는 속도 

의존성과 연화현상을 모사해준다. 

 

MNH-3214.3 기계적 및 물리적 물성치. 해석에 필요한 기계적물성치와 물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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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성치들이 KEPIC MDP의 표 TM과 TE, 그리고 부록 I-14와 부록 T에 열거되어 있다. 

물성치들은 다음을 포함한다. 

(1) 등시 응력-변형률 곡선 

(2) 항복강도 

(3) 응력-파단 곡선 

(4) 탄성계수 

(5) 순간열팽창계수와 평균열팽창계수 

해석에 사용되는 다른 기계적 및 물리적 물성치 관계들은 응력보고서에 

기술되고 검증되어야 한다. 

 

MNH-3215   응력강도의 유도 

설계의 수용성(MNH-3210)에 대한 하나의 요건은 계산된 응력강도가 규정된 

허용한계를 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허용한계는 응력강도가 유도된 응력의 

범주(일차, 이차, 등)에 따라 달라진다. 본 절에서는 규정 한계를 받는 응력강도의 

계산절차를 기술하고 있다. 

(1) 심사할 기기의 한 점에 대해 접선방향, 길이방향 및 반경방향의 직교 

좌표를 선택하여 아래첨자 t, l, r로 표시한다. 이들 방향의 응력들을 직접응력은 

σt, σl, σr 로 전단응력은 τtl, τlr, τrt 로 표시한다.  

(2) 해당 부위에 작용하는 각 하중 종류에 대한 응력 성분을 계산하고 각각의 

응력 세트를 다음 범주 중의 하나 또는 한 그룹으로 할당한다. 

F = MNH-3213.11에 정의된 첨두응력 성분. 표 MNH-3217-1과 MNH-3217-2는 

응력이 어떤 범주로 분류되어야 하는지 지침을 제공한다. 

Pb = MNH-3213.8에 정의된 표면에서의 일차 굽힘 응력성분 

Pm, Pl = MNH-3213.8과 NH-3213.10에 정의된 평균 일차 응력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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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MNH-3212.9에 정의된 이차 응력성분 

앞에서의 응력범주에 대한 각각의 심볼은 σt, σl, σr, τtl, τlr, 및 τrt 의 

6개의 응력성분에 해당하는 6개의 스칼라량을 나타냄에 유의해야 한다. 6개의 

막응력 성분의 특별한 경우에 각 성분은 구조물 단면의 두께에 걸쳐서 평균값을 

구해야 한다. 

(3) 서로 다른 종류의 하중으로 인해 생기는 σt 의 대수합을 각 범주에 대해 

계산하고 다른 5개의 응력성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계산한다. 이들 응력범주의 

임의의 조합도 고려해야 한다. 

(4) t, l, r 방향의 응력성분을 주응력 σ1, σ2, σ3으로 바꾼다. 많은 

압력성분 계산시 전단응력 성분이 영이 되어 σt, σl, σr이 σ1, σ2, σ3 과 

같도록 t, l, r 방향을 선택될 수 있다. 

(5) 다음 관계식으로부터 응력차 S12, S23, S31을 계산한다. 

S12 = σ1 - σ2 

S23 = σ2 –  σ3 

S31 = σ3 - σ1 

응력강도 S는 S12, S23, S31 의 최대 절대값이 된다. 

 

MNH-3216   응력차와 변형률차 유도 

기기가 크리프-피로 손상을 받지 않고 명시된 주기 운전을 견뎌야 하는 능력은 

NH-3250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평가는 기기의 대상 부위들에서 응력과 변형률을 

평가함으로써 연계된 크리프-피로 손상이 모든 곳에서 설계한계 내에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설계시방서에 명시된 운전사이클로 인해 발생한 응력차와 

변형률차만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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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NH-3217   응력 분류 

표 MNH-3217-1과 MNH-3217-2는 응력이 어느 범주로 분류되어야 하는지 

결정하는데 지침을 제공한다. 고온 운전되지 않는 기기의 부분에 대해서는 

응력범주의 분류가 MNB-3000을 따라 선택되어도 좋다. 

 

MNH-3220   볼트 이외 구조물의 하중 제어 응력에 대한 설계 규정과 한계 

MNH-3221   일반 요건 

(1) 하중제어 응력 파손에 대한 설계규정은 그림 NH-3221-1과 그림 NH-3220에 

설명되어 있다. MNH-3220에 사용된 허용응력강도 값은 KEPIC MDP, Subpart 1 및 표 

I-14.0에 열거되어 있다. MNH-3250의 변형률, 변위, 및 피로한계는 MNH-3220의 

설계규정에서 요구되는 것을 넘어선 해석을 요구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2) 그림 MNH-3221-1과 본 절에서 사용된 응력강도 한계는 모재와 용접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가) 모재 

Sm = Sm을 결정하는 기준으로써 KEPIC MDP에서 정의된 시간에 의존하지 

않는 강도량 중에서 주어진 온도에서 최소 응력강도. KEPIC 

MNH에서 Sm 값은 같은 기준을 이용하여 고온영역으로 확장된다. 

MNH-2160(4)에 기술된 것과 같이 Sm값을 고온에서의 오랜 운전 

영향을 감안하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 

Smt = 실제 운전 수명과 A급 및 B급 운전하중에서 응력을 계산하기 위한 

참조로 사용되는 일반 일차 막응력강도의 허용한계이다. 

허용값들은 그림 I-14.3과 표 I-14.3에 나타나 있다. Smt 값은 

시간에 의존하지 않는 응력강도 Sm 과 시간에 의존하는 응력강도 

St 의 두 값 중에서 작은 값을 취한다. MNH-2160(d)에 기술한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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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Smt 값을 고온에서의 오랜 운전 영향을 감안하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 

So = 설계하중에서 응력을 계산하기 위한 참조로 사용되는 일반 일차 

막응력강도의 최대 허용값이다. 허용값들은 그림 I-14.2에 나타나 

있다. 이 값들은  Smt 값이 300,000 시간에 대해 S 값을 초과하는 

단지 몇 경우를 제외하고는 KEPIC MDP, Subpart 1, 표 1A에 

주어진 S 값에 해당한다.  

St = 온도와 시간에 의존하는 응력강도한계로 이 값들을 구축하는데 

고려하는 데이터는 장시간의 일정 하중을 가하는 단축 

시험으로부터 구한다. 각 특정 시간 t에서 St  값은 다음 중 작은 

값을 취한다.  

(a) 1%의 총 변형률(탄성, 소성, 일차와 이차 크리프)을 얻는데 

필요한 평균응력의 100% 

(b) 3차 크리프를 발생시키는 최소 응력의 80% 

(c) 파단을 유발시키는 최소 응력의 67% 

Sy = 주어진 온도에서 재료의 항복 강도 

(나) 용접부 

Smt = 일반 일차 막응력 강도의 허용한계로 표 I-14.3에서 Smt 의 가장 

작은 값을 사용하거나 0.8 Sr × R 값을 사용해야 한다. NH-

2160(d)에 설명한 바와 같이 Smt 값을 고온에서의 오랜 운전 

영향을 감안하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 

St = 용접부에서 온도 및 시간의존 응력강도 한계로 표 I-14.4의 St 의 

가장 작은 값을 사용하거나 0.8 Sr × R 값을 사용해야 한다.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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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 용접금속의 크리프 파단강도와 모재금속의 크리프 파단강도(표 I-

14.10)의 비로써 용접부에 가장 가까운 모재의 가장 낮은 St 값을 

용접부에 사용해야 한다. 

Sr =  표 I-14.6에 주어진 예상되는 최소 응력 파단강도 

 

MNH-3222   설계 및 운전 한계 

MNH-3222.1 운전 한계. 설계하중(MNH-3113.1)에 대한 해석에 요구되는 

응력계산은 선형 탄성 재료 모델에 근거해야 한다. 계산된 응력강도 값은 다음 

(1)과 (2)의 한계를 만족해야 한다. 

(1) Pm으로부터 유도된 일반 일차 막응력강도는 So보다 크면 안된다. 

                            m oP S≤                                       (1) 

(2) PL과 Pb로부터 유도된 결합 일차 막응력과 굽힘응력강도는 1.5So보다 크면 

안된다. 

                         ( ) 1.5L b oP P S+ ≤                                   (2) 

국부 일차 막응력 PL은 일반 일차 막응력 Pm을 포함한다는 점에 유의하라. 

KEPIC MNB에서와 같이 (2)식의 좌변은 PL과 Pb가 각각 여섯개의 성분을 나타낼 수 

있음으로 단순한 이들의 산술적 합이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MNH-3222.2 A급 운전 한계. A급 운전한계(NH-3113.4)에 대한 응력강도 한계는 

A급과 B급 운전하중 모두에서 응력에 적용된다. 이들에 대한 한계는 MNH-3223에 

기술되었다. 

 

MNH-3223   A급 및 B급 운전 한계 

A급 및 B급 운전하중(MNH-3113.4)의 해석에 요구되는 응력계산은 선형 탄성 

재료 모델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계산된 응력강도 값은 다음 (1)에서 (6)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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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1) A급 및 B급 운전하중에 대해 Pm으로부터 유도된 일반 일차 막응력강도는 

Smt보다 크면 안된다. 

m mtP S≤                                (3) 

여기서 Smt 는 특정한 하중 조건 동안에 발생하는 최대 벽 평균 온도에 

해당하는 온도 T에서 전 운전수명 동안 특정 하중의 총 지속시간에 해당하는 시간 

t 에 대해서 결정된다.  

(2) 앞에서 설명한 시간 t가 기기의 명시된 특정 운전수명보다 작으면 모든 

하중에 대한 누적효과를 MNH-3224(2)에서 사용계수의 합에 의해 평가해야 한다. 

또한 하중 이력을 여러 개의 하중 수준과 주어진 하중 수준에서 여러 개의 온도 

구간으로 나누는 것이 허용되고 또한 유리하다.  

(3) A급 및 B급 운전하중에 대해 PL과 Pb로부터 유도된 결합 일차 막응력과 

굽힘응력강도는 다음 한계를 만족시켜야 한다. 

                         L b mP P KS+ ≤                              (4) 

                         /L b t tP P K S+ ≤                             (5) 

계수 Kt는 크리프 영향으로 인한 최외곽부(extreme fiber)의 굽힘응력 감소를 

감안해주며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2/)1( += KKt                                (6) 

계수 K 는 해당 단면의 단면계수로써 완전 소성 단면을 유발하는 하중 세트와 단면 

최외곽부의 초기 항복을 유발하는 하중 세트의 비를 나타낸다. 초기 항복과 완전 

소성 단면 능력을 평가할 때 각각의 하중 세트에서 독립적인 하중과 그 하중 

세트에서 서로의 하중에 대한 비는 명시된 운전 하중 세트에서 각개의 하중의 비와 

같아야 한다. 여러가지 단면에 대한 K 값은 KEPIC MN, 부록 A의 표 A-9521(2)-1에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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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셸 형상의 구조물에서 벽 전반에 걸쳐 굽힘응력을 계산할 때 

K=1.5(직사각형 단면에 대해)를 사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6)식에서 벽 전반에 

걸쳐 Kt=1.25가 된다. 이들 단면 계수를 사용한 일차 막응력과 일차 굽힘응력의 

분류는 기기 종류(MNH-3300과 MNH-3600)에 대한 특별 규정과 일치해야 한다. 

(5) 위의 (5) 식에서 St 값은 기기의 총 운전수명 동안 최대 벽 평균온도 T와 

PL과 Pb/Kt로부터 유도된 결합 응력강도의 총 유지시간에 해당하는 시간 t에 대해 결정된다.  

(6) 시간 t가 기기의 총 운전수명보다 작으면 모든 [PL + Pb/Kt] 하중에 대한 

누적효과를 MNH-3224(d)의 사용계수의 합에 의해 평가해야 한다. 또한 하중 이력을 

여러 개의 하중 수준과 주어진 하중 수준에서 여러 개의 온도 구간으로 나누는 

것이 허용되고 또한 유리하다.  

(7) 굽힘하중이 단면을 걸쳐 발생하는 모든 조건에서 압축 셸에서 단면 부분에 

대한 좌굴 물성치를 MNH-3250의 요건에 따라 조사해야 한다. 

 

MNH-3224   C급 운전 한계 

C급 하중 해석에 요구되는 응력계산은 선형 탄성 재료 모델에 근거해야 한다. 

계산된 응력강도 값은 다음 (1)부터 (4)까지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1) C급 운전하중에 대해 Pm으로부터 유도된 일반 일차 막응력강도는 1.2Sm과 

1.0St 중 작은 값보다 크면 안된다. 

⎩
⎨
⎧

≤
t

m
m S

S
P

0.1
2.1

                            (7) 

(2) 그리고 A급, B급, 및 C급 운전하중 동안 일차하중의 증가에 따른 일반 

일차 막응력과 관련된 사용계수(usa-fraction) 합은 다음 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i

i im

t B
t

⎛ ⎞
≤⎜ ⎟

⎝ ⎠
∑                             (8) 

여기서 B = 사용계수이며 ‘1’이다. [또는 설계시방서(MNA-3250)에서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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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된다면 더 작을 수도 있다.] 

 ti  = 기기의 전 수명기간 동안 고온 T에서 특정 하중 Pmi를 겪는 총 시간.  

i
i

t∑ 은 고온에서 기기 운전수명의 부분이라는 점에 유의할 것 (즉,  

MNH-3211에 설명된 것과 같이 KEPIC MNB의 규정을 따르는 값보다 

높은 온도) 

 tim = St-시간 선도로부터 결정된 응력강도 Si 하에서의 최대 허용시간 

(그림 I-14.4 참조) 

두 개의 다른 온도에서 두 개의 하중 조건에 대해 tim 을 결정하기 위해 그림 

I-14.4를 사용하는 것을 그림 NH-3224-1에 개략적으로 보였다. 그림 MNH-3224-

1에서 Pmi(i=1,2,3, 등)는 하중조건과 당해의 온도에 대한 막응력 강도를 나타낸다. 

Ti는 ti 시간 동안 최대 국부 벽 평균 온도를 나타낸다. 온도는 시간에 따라 

변한다는 사실을 공고히 하기 위해 주어진 응력강도 Pmi이 여러 개의 시간 간격 ti 

동안에 작용하는 것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에 유념할 것. 

(3) C급 운전하중에 대해 PL과 Pb로부터 유도된 결합 일차 막응력과 

굽힘응력강도는 1.0<K≤1.5 값을 갖고 다음 한계를 만족시켜야 한다. 

1.2L b mP P KS+ ≤                               (9) 

/L b t tP P K S+ ≤                               (10) 

여기서 tK 는 MNH-3223(c)에 정의되어 있다. 

(4) 그리고 A급, B급, 및 C급 운전하중 동안 일차하중의 증가에 따른 일반 

일차 막응력과 굽힘응력 합과 관련된 사용계수(use-fraction) 합은 1.0보다 크면 

안된다. 

1.00i

i ib

t
t

⎛ ⎞
≤⎜ ⎟

⎝ ⎠
∑                             (11) 

여기서 ti = 온도 Ti에서 하중의 총 유지시간 

tib = 그림 NH-3224-2에 보인 것과 같이 tbL KPP /+  응력 값에 그림 I-



 42 

14.4를 적용하여 구한 시간 값  

 

MNH-3225   D급 운전 한계 

본 절의 규정을 D급 운전하중으로 명시된 하중을 받는 기기의 평가에 적용할 

수 있다.  

(1) 특별한 기기나 계통에 대한 대중의 보건과 안전 고려에 요구되는 것과 

같이 대체 요건 또는 보충 요건이 발주자의 설계시방서(MNA-3250)에 정의되고 또한 

적용될 수 있도록 되지 않는다면 모든 경우에 있어서 MNH-3225 (그리고 KEPIC MN의 

부록 F)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계통 설계자가 사용하는 해석(탄성 또는 

비탄성)의 종류를 설계시방서에 명시해야 한다. (F-1322.1 참조) 

(2) D급 운전하중에 대해 Pm으로부터 유도된 일반 일차 막응력강도는 0.67Sr, 

0.8RSr ,및 KEPIC MN의 부록 F에 나온 D급 운전 한계 중의 하나 중에서 작은 

값보다 크면 안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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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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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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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67.0

Pfor  FAppendix in Limit m

                 (12) 

여기서  

R = 표 I-14.10로부터 용접금속 크리프 피로 강도와 모재금속 강도의 

적절한비 

Sr = 그림 I-14.6으로부터 취한 시간 t에서의 예상되는 최소 응력 파단강도 

(3) 그리고 모든 운전하중으로 발생하는 일반 일차 막응력과 연계된 사용계수 

합은 다음 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r
i ir

i B
t
t

≤∑                            

여기서 Br = 사용계수이며 1.0이다. (또는 설계시방서에서 그렇게 명시된다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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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을 수 있다.) 

ti = 기기의 전 수명기간 동안 고온 Ti에서 특정 하중 Pmi를 겪는 총 시간.  

i
i

t∑ 은 고온에서 기기 운전수명의 부분이라는 점에 유의할 것 (즉,  

MNH-3211에 설명된 것과 같이 KEPIC MNB의 규정을 따르는 값보다 

높은 온도) 

tir = 모재에 대해서는 응력강도 1.5Pmi, 용접재에 대해서는 응력강도 

1.5Pmi와 (1.25Pmi/R) 중 큰 응력강도 하에서의 최대 허용 시간. 하중 

하에서 허용시간은 최소 파단응력-시간 선도로부터 결정한다.(그림 

I-14.6 참조) 

두 개의 다른 온도에서 두 개의 하중 조건에 대해 tir 을 결정하기 위해 그림 

I-14.6을 사용하는 것을 그림 MNH-3224-1에 개략적으로 보였다. 그림 MNH-3224-

1에서 Pmi(i=1,2,3, 등)는 하중조건과 당해의 온도에 대한 막응력 강도의 1.5배를 

나타낸다. Ti는 ti 시간 동안 최대 국부 벽 평균 온도를 나타낸다. 온도는 시간에 

따라 변한다는 사실을 공고히 하기 위해 주어진 응력강도가 여러 개의 시간 간격 

ti 동안에 작용하는 것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 유념할 것. 

(4) PL과 Pb로부터 유도된 결합 일차 막응력과 굽힘응력강도는 1.0≤K≤1.5 값을 

갖고 다음 한계와 PL+ Pb에 대한 부록 F의 D급 운전한계를 만족시켜야 한다. 

⎩
⎨
⎧

≤+
r

r
tbL RS

S
KPP

8.0
67.0

/                           (13) 

여기서 Kt는 MNH-3223(3)에 정의되어 있다. 

(5) 추가적으로 모든 운전하중으로부터 발생하는 일차 막응력과 굽힘응력 합과 

관련된 사용계수(use-fraction) 합은 1.0보다 크면 안된다. 

00.1≤∑
i ibr

i

t
t

 

여기서 ti = 온도 Ti에서 하중의 총 유지시간 



 44 

tibr = 그림 MNH-3224-2에 보인 것과 같이 모재금속에 대해서는 응력강도 

1.5(PL+Pb/Kt), 용접금속에 대해서는 응력강도 1.5(PL+Pb/Kt)와 1.25(PL+Pb/Kt)/R 

중의 큰 응력강도 값에 그림 I-14.6을 적용하여 구한 시간 값.  

(6) KEPIC MN 부록 F의 계산을 위해 항복 강도와 인장 강도 값들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야 한다. 

   (가) 항복 강도 값은 표 I-14.5에 나타난 값과 표 MNH-3225-2, MNH-

3225-3A, 및 MNH-3225-3B에 나타난 강도감쇠계수의 곱이어야 한다. 

   (나) 인장 강도 값은 표 NH-3225-1에 나타난 값과 표 MNH-3225-2, MNH-

3225-3A, 및 MNH-3225-3B에 나타난 강도감쇠계수의 곱이어야 하며 강도감쇠계수는 

기기가 해석 중인 사고조건 전에 받은 누적 시간-온도 이력의 함수로써 선택되어야 

한다. 기기가 변화하는 온도이력을 받으면 적용되는 감쇠계수는 기기가 앞서의 

운전수명(D급 운전조건을 제외하고)을 통하여 최대 온도에서 운전되었다고 

가정함으로써 결정되어야 한다.  

 

MNH-3226   압력 시험한계 

어떠한 정적 압력시험 중에 구조물의 어느 부위에서도 다음 한계를 넘어서는 

안 된다. 

(1) 해당 온도에서 일반 일차 막응력 강도가 표에 나온 항복 강도의 90%를 

넘어서는 안 된다. 

(2) 일차 막응력과 굽힘응력 강도의 합은 해당 온도에서 표에 나온 항복 

강도의 135%보다 크면 안 된다. 

(3) 외부 압력은 MNH-3250의 설계규정에서 허용되는 최대 압력의 135%를 

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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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NH-3227   특별 응력 한계 

특별한 운전조건이나 형상에 적용하기 위해 기본적인 응력한계로부터 벗어난 

다음 사항들이 제시되었다. 이들 중 어떤 내용은 기본적 응력한계보다 더 엄격할 

수도 있고 어떤 것은 덜 엄격할 수도 있다. 이들 요건과 기본적 응력한계가 상충될 

때에는 MNH-3227의 규정이 적용되는 특별한 경우에 MNH-3227의 규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MNH-3227.1 베어링 하중 

(1) 최대하중 하에서 파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평균 베어링하중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D급 운전하중이 아닌 하중 범주의 결과로서 겪게 된다. A급, 

B급, 및 C급 운전하중에 대한 평균 베어링 응력은 다음 중 작은 값에 제한된다. 

   (가) 운전온도에서 항복강도, 또는 

   (나) 운전온도와 KEPIC MDP, Subpart 1의 표 2A와 2B에 열거된 값보다 

높은 온도를 겪는 기기의 전운전수명과 같은 유지시간에 대한 등시 응력-변형률 

곡선으로부터 구한 0.2% 오프셋 변형률에 해당하는 응력 

(2) 피복표면에 대해 베어링응력을 계산할 때 베어링면적이 접촉면을 지지하는 

모재 금속 면적과 실제 접촉면적 중 작은 값으로 취해지면 모재금속의 물성치를 

사용할 수 있다. 

(3) 베어링하중이 돌출선반(protruding edge)와 같은 자유선단 근처에 

작용되면 전단파괴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하중제어 응력의 경우 평균 

전단응력은 0.6Smt로 제한되어야 한다. 피복표면에서는 형상이나 두께가 

전단파괴가 피복재에 전체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면 피복재의 허용전단응력은 등가 

가공재(wrought material)의 물성치로부터 결정되어야 한다. 만약 전단파손이 

부분적으로는 모재금속이고 부분적으로는 피복재인 경로를 따라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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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상이라면 이러한 종류의 파손에 대한 조합 저항성을 계산할 때 각 재료에 대한 

허용전단응력을 사용하여야 한다. 

 

MNH-3227.2 순수 전단. 

(1) 순수 전단하중을 받는 단면에서 (예를 들어 키, 전단링, 나사) D급 

운전하중 외의 하중범주의 결과로써 발생하는 평균 일차전단응력은 0.6Smt 이하가 

되어야 한다. 

(2) D급 운전하중 외의 하중범주의 결과로써 발생하는 최대 일차전단응력은 

비틀림을 받는 원형단면의 원주상에서 응력집중을 배제하고 0.8Smt를 넘지 말아야 

한다.  

 

MNH-3227.3 비일체형 연결부의 진행성 뒤틀림. 벨마우스화(bell mouthing)나 

진행성변형으로 인한 손상을 받게 되는 비일체형 연결부의 예로써는 나사로 고정된 

뚜껑(screwed on caps), 나사로 고정된 마개(screwed in plugs), 전단링 

덮개(shear ring closures) 및 총미 자물쇠 덮개(breech lock closures)가 있다. 

작용하중의 임의의 조합으로 인한 항복이 발생하면 짝을 이루는 부재들이 수동 

조작 여부에 관계없이 각 운전사이클의 양끝단에서 이완되어 서로 새로운 관계로 

다음 사이클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연결부들은 라체팅이 발생할 수 있다. 

매 사이클마다 추가적인 뒤틀림이 발생하여 나사산과 같이 서로 맞물리는 부분들이 

궁극적으로 서로 떨어져버릴 수 있다. 그러한 비일체형 연결부들은 운전온도가 

KEPIC MDP, Subpart 1의 표 2A와 2B에 보인 것과 같이 명시된 재료의 허용 

응력강도와 연계된 값들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운전온도에서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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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NH-3227.4  3축 응력. 3개의 일차 주응력의 산술적 합인 (σ1+σ2+σ3 )은 Smt 

의 4배 이하이어야 한다. 

 

MNH-3227.5 노즐 배관 천이부위. 압력과 외부하중과 모멘트로 인해 발생한 

응력의 Pm 분류는 노즐의 보강여부와 상관없이 NB-3334의 보강부 한계 내에 있는 

노즐 범위에 적용할 수 있다. 또한 보강부 한계 밖에서는 압력과 외부 기계적 

하중이 조합으로 인하여 단면에(두께방향이 아님) 발생하여 평균값을 낸 일반 일차 

막응력강도는 Pm으로 분류해야 한다. 설계압력과 외부 기계하중으로 발생한 국부 

일차 막응력강도 또는 국부 일차막응력과 굽힘응력강도는 각각 PL과 PL+Pb로 

분류되어야 한다. 그리고 부착된 배관의 구속된 자유단 변위를 일으킬 수 있는 

외부하중과 모멘트를 포함하는 모든 하중으로 인해 발생한 일차와 이차 응력강도의 

합은 PL+Pb+Q로 분류되어야 한다.  

 

MNH-3227.7 특수 설계된 용접밀봉에 대한 요건. 

(1) 오메가밀봉과 카노피밀봉(MNB-4360)과 같은 용접밀봉은 KEPIC NH에서 제작 

재료에 대해 명시된 압력하중 유발 일반 일차 막응력강도 제한을 만족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일반 일차 막응력강도는 환상면체(toroidal) 단면 주위에선 

변한다는 점에 유의할 것. 

(2) 용접밀봉에 발생하는 모든 다른 막응력과 굽힘응력강도는 이차응력강도 

또는 첨두응력강도로 적절히 고려될 수 있다. 

 

MNH-3227.8 피복재. 다음의 (1)부터 (4)까지의 규정들은 본 조항에서 제공하는 

재료로 제작된 피복기기의 해석에 적용된다. 

(1) 하중제어응력. 피복재의 구조강도는 MNH-3000의 하중제어 응력한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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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시키는데 있어서 배제되어야 한다.  

(2) 설계 치수. 기기의 설계에 다음 (가)과 (나)에 규정된 치수를 사용하여야 

한다.  

(가) 내압을 받는 기기에 대해 내경은 피복의 공칭 안쪽면에서 측정되어야 

한다.  

(나) 외압을 받는 기기에 대해 외경은 모재의 바깥면에서 측정되어야 한다. 

(3) 변위제어응력. 어떠한 피복재의 구조강도는 좌굴 불안정 요건을 

만족시키는데 있어서 배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변위제어량 한계요건과 관련된 모든 

계산에서는 고려되어야 한다. 

(4) 베어링응력. 위의 (1)의 규정을 만족시키는데 있어 피복재의 존재는 

포함되어야 한다.  

 

MNH-3230   볼트에 대한 하중제어응력의 응력제한 

MNH-3231   일반요건 

(1) 볼트를 포함한 고온기기가 고온운전 환경을 받지 않으면 KEPIC MNB (MNB-

3230과 KEPIC MN 부록 E)의 재료, 설계방법 및 설계제한을 이용하여 설계될 수 

있다.  

(2) 고온운전을 받은 볼트는 MNH-3230의 요건을 따라야 한다. 

 

MNH-3232   고온에서 볼트의 설계제한 

(1) 설계압력에 견디도록 볼트의 개수와 단면적을 설계 기계적하중으로써 

KEPIC MN 부록 E의 수식들로 주어진 볼트하중 중 큰 값을 이용함으로써 KEPIC MN 

부록 E의 절차를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참조 허용 볼트 설계 응력강도값은 

볼트재료에 대해 표 I-14.12에 나타난 So 값들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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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밀봉이 밀봉용접으로 영향을 받고 가스켓이 사용되지 않는다면 가스켓 

계수 m과 최소 설계 장착응력(seating stress) y 값들을 영으로 취해도 좋다. 

(3) 가스켓을 가동전(preservice) 시험에만 사용할 때 앞의 (1)번째 요건이 m 

= y = 0 값을 이용하여 만족되고 MNH-3233의 요건이 시험 가스켓에 대한 적절한 

m과 y값을 갖고 만족된다면 그러한 설계는 수용되어야 한다. 

 

MNH-3233   고온에서 볼트에 대한 A급 및 B급 운전제한 

MNH-3233.1 평균응력. 볼트 단면에서 평균을 취하고 응력집중을 무시하여 구한 

압력하중에 대한 최대 응력값은 표 I-14.13C의 Smt 값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So 

값을 Smt 값으로 교체하는 것 외에는 MNH-3232의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MNH-3233.2 단면에서 최대응력. 예비하중, 압력 및 열팽창의 조합에 의해 

발생한 것과 같은 운전응력에 대한 최대값 (단면에서 평균 내고 응력집중은 

무시)은 설계수명이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하중 기간으로 나뉘지 않고 그림 

막응력으로 인한 크리프 파단 가능성이 MNH-3224(2)의 사용계수 규정을 사용계수 

변수 B=0.5를 사용하여 만족시킴으로써 방지되지 않는다면 I-14.14의 Smt값의 

2배를 넘어서는 안 된다. 볼트가 잔류 비틀림응력을 유발하는 장치로써 조여질 때 

최대응력보다는 응력강도를 이 값으로 제한해야 한다. 잔류 비틀림응력은 가열기와 

신장구(stretcher)와 같은 장치로써 최소화된다.  

 

MNH-3233.3 볼트 둘레의 최대응력. 볼트 단면 둘레에서 운전응력의 최대값 

(인장+굽힘으로 발생하고 응력집중 무시)은 설계수명이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하중 

기간으로 나뉘지 않고 막응력으로 인한 크리프파단 가능성은 MNH-3224(d)의 

사용계수 규정을 만족시킴으로써 (사용계수 세트는 1.0 대신 0.67 사용) 방지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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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면 그림 I-14.14의 Smt값의 3배 또는 KtSt 중 작은 값보다 커서는 안 된다. 

볼트가 잔류 비틀림응력을 유발하는 장치로써 조여질 때 최대응력보다는 

응력강도를 이 값으로 제한해야 한다. 잔류 비틀림응력은 가열기와 

신장구(stretcher)와 같은 장치로써 최소화된다.  

 

MNH-3233.4 비연성 파괴. MNH-3241의 규정을 볼트에 적용해야 한다. 

 

MNH-3234   C급 운전제한 

MNH-3233의 제한을 볼트 일차하중에 적용해야 한다. 

 

MNH-3235   D급 운전제한 

MNH-3225의 규정을 볼트 일차하중에 적용해야 한다. 

 

MNH-3240   고온 기기에 대한 특수 요건 

 

MNH-3241   비연성 파괴 

(1) 응력보고서(MNA-3550)의 일부는 기기가 비연성파괴를 겪지 않고 예상되는 

운전조건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해야 한다. 고온에서 기기가 비연성파괴로 

인해 파손되지 않더라도 고온에서 발생하는 응력완화는 낮은 온도의 

운전사이클에서 높은 잔류응력을 자주 발생시킨다. 하중시간과 응력과 크리프 

영향이 심하지 않은 온도(MNH-3211)에 대해서 수용 가능한 비연성파괴 방지 절차가 

철강재료에 대해 KEPIC MN 부록 G에 제시되어 있다. 부록 G가 적용되지 않을 

때에는 파괴해석시 예상되는 응력 수준과 결함 크기를 고려해야만 하고 이들 

조건을 적절한 온도에서 결함부의 파괴인성과 비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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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앞의 입증 요건은 제작영향이 비연성파괴가 가능한 피손 모드가 될 수 

있도록 이들 재료의 파괴 특성을 현저하게 바꾸지 않는다면 Type 304SS, Type 

316SS, 또는 Alloy 800H의 재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설계시방서는 이들 언제 

그리고 어떻게 환경영향을 이들 재료의 비연성파괴 거동에 대해 고려해야 하는지 

기술하여야 한다. 

 

MNH-3250   변위 제어량 한계 

MNH-3251   일반요건 

명시된 운전조건으로 인한 변형률과 변형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러한 평가는 

라체팅 영향과 크리프-피로 상호작용과 좌굴 가능성 및 구조 안정성을 포함해야 

한다. N-인증보유자는 어떠한 영향과 조건이 최종 해석절차와 평가요건 및 평가의 

결과에 고려되었는지를 설계보고서 (MNA-3550)의 일부로서 기술하여야 한다. 

 

MNH-3252   기준 

설계시방서(MNA-3250)에 좌굴, 변형률, 변위 및 피로한계로써 적용할 

허용기준을 규정하는 것은 발주자(Owner)의 의무이다. 부록 T에 포함된 허용기준과 

재료 물성치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제작자가 대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설계시방서에 대체 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발주자의 승인을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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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MNH-3133-1 연결부의 치수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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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MNH-3217-1 전형적인 경우의 용기 응력강도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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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MNH-3217-1 전형적인 경우의 용기 응력강도 분류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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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MNH-3217-2 전형적인 경우의 배관 응력강도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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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MNH-3221-1 고온 해석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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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MNH-3224-1 막응력에 대한 사용계수 

 

 

그림 MNH-3224-2 막응력+굽힘응력에 대한 사용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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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MNH-3225-1 인장강도값 (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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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MNH-3225-2 장시간 사전 고온운전으로 인한 인장/항복강도 감쇠계수 

 

 

표 MNH-3225-3A 2.25Cr-1Mo강의 항복강도 감쇠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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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MNH-3225-3B 2.25Cr-1Mo강의 인장강도 감쇠계수 

 

 

표 MNH-3225-4 9Cr-1Mo-V강의 인장강도 감쇠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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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NH-3300   용기설계 

MNH-3310   일반요건 

MNH-3311   수용성 

(1) 1등급 용기 설계의 수용성은 MNH-3111.1에 기술되어 있다. 

(2) 이 절과 MNH-3100 및 MNH-3200 사이에 상충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MNH-

3300이 우선한다. 

 

MNH-3330   구멍 및 구멍보강 

MNH-3331   구멍의 일반 요건 

(1) MNH-3330의 요건을 만족하는 용기 또는 용기 부품에 대해 구멍 주위에서 

하중 제어 응력에 관한 MNH-3220의 해석 한계가 만족함을 보이기 위한 해석은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변형제어한계(MNH-3250)는 크리프 영향이 큰 조건일 

경우(MNH-3211(c) 모든 구멍에서 만족되어야 한다. 

(2) 용착 금속을 보강재로 사용한 Fig. MNB-4244(3)-1에 보인 것과 같은 

구멍(노즐, 분지, 배관 연결부)은 공칭직경이 4인치(100mm) 또는 그 이하로 

제한한다. 

(3) 만일 구멍 주변의 구조 재료에 대해 해석에 의해 MNH-3200의 모든 

요건들이 만족됨을 보인다면 MNH-3332에서 MNH-3339까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MNH-3332   동체 및 성형 경판 구멍의 보강 요건 

MNB-3332의 규정은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하여야 한다. 

(1) 국부적으로 응력을 받는 부위에 대한 1.1Sm 한계는 1.1Smt로 대체해야 한다. 

Smt값은 용기의 사용 수명과 동일한 시간에 대한 값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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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r은 운전조건 A, B에서 일차 막, 일차 막+굽힘의 요건을 만족하는 

두께이다. 

 

MNH-3311   평경판 구멍의 보강 

MNH-3333의 요건은 MNB-3332에 정의된 tr을 가지고 적용한다. 

 

MNH-3334   보강 한계 

MNB-3334의 요건을 적용해야 한다. 

 

MNH-3335   보강가능 금속 

다음의 (1) 부분이 대체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MNB-3335의 요건을 적용해야 

한다. 

(1) tr(MNH-3332에 정의)을 초과하면서 부식 여유를 뺀 용기 벽 두께의 일부를 

형성하는 금속 

 

MNH-3336   보강재의 강도 

(1) 노즐 벽 보강에 사용되는 재료는 용기 벽 재료와 같은 합금 형태로 

만들어야 하고, 강도 물성치는 용기 벽 재료의 것과 동등한 것으로 가정해야 한다. 

(2) 용착 금속이 보강재료로서 사용될 경우 모재, 용접금속 및 노즐의 열팽창 

계수는 이들 중 최저 계수로부터 15%이상 벗어나서는 안 된다. 

 

MNH-3337   노즐 및 기타 연결물의 부착 

MNH-3337.1 일반 요건. 노즐 및 다른 범주 D 연결물(MNH-3351)은 용기 동체 

또는 경판에 MNH-3352에 제시된 방법 중의 하나에 의해 부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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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NH-3337.2 완전 용입 용접 노즐. 용접부 금속간에 불연속부가 없게 하고, 

요구되는 방사선 투과 검사를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그림 MNB 4244(2)-1, MNB 

4244(3)-1, MNB 4244(5)-1에 도시한 바와 같이 완전용입 용접을 해도 된다(MNH-

3337.3의 경우는 제외). 요구되는 보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즐에 가할 때 노즐은 

용기나 노즐 두께에 걸쳐 혹은 둘 다에 걸쳐 완전용입용접으로 부착해야 한다. 

 

MNH-3337.3 부분용입 용접노즐 

(1) 그림 MNB-4244(4)-1과 MNB-4244(4)-2에 도시한 부분용입용접은 배관의 

반력이 없는 부착물에만 허용된다. 그와 같은 부착물의 예로는 제어봉 하우징, 

가압된 가열기 부착물 및 계장용 구멍이 있다. 

(2) 이때 배관 반력이 중요한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 통상 지진 하중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그 하중은 노즐에서 크리프 효과를 무시할 수 없을 

경우 고려해야 한다. 

(3) 이러한 노즐의 경우 모든 보강은 관통된 용기 부위와 일체가 되어야 한다. 

부분용입용접은 부착물은 온 강도가 나올 수 있는 충분한 크기이어야 한다. 

(4) 부분용입용접으로 부착은 노즐 및 용기 관통부 사이에서 억지 끼워 맞춤을 

하거나 다음의 지름방향 최대 틈새를 가져야 한다. 

(가) d ≤ 1 in (25 mm)일 때, 0.01 in (0.25 mm) 

(나) 1 in (25 mm) < d ≤ 4 in (100mm)일 때, 0.02 in (0.50 mm) 

(다) d > 4 in (100 mm)일 때, 0.030 in (0.75 mm), 여기서 d는 노즐의 

바깥지름이다. 

(5) 주 용기의 지름에 대한 공칭 노즐 지름의 비율은 0.1 또는 그 이하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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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만일 노즐 주변에서 크리프 효과를 무시할 수 없을 경우 부분관통 용접의 

적용은 공칭 지름이 1인치(25mm) 또는 그 이하인 노즐로 국한한다. 

 

MNH-3338   구멍에서 변형률 및 크리프-피로 한계 평가 

MNH-3338.1 일반. 구멍에 대한 변형률 및 크리프-피로 한계의 계산을 위한 

변형률 제어 응력을 결정하는 데에는 아래와 같이 두 가지 적용 가능한 방법이 

있다. 

(1) 해석적 방법. 이 방법은 유한요소 전산해석과 같은 적절한 해석적 기법을 

사용하며, 구멍 주변의 상세 응력 분포를 얻는다. 

(2) 응력지수방법. 이 방법은 해당 치수비 및 형상(MNH-3338.2)의 변화 범위를 

포함하는 다양한 수식을 활용한다. 이 방법은 단일 격리구멍에만 적용한다. 

응력지수는 해석적 방법으로도 결정할 수 있다. 

 

MNH-3338.2 응력지수법. MNB-3338에 제시된 응력지수 및 규정은 탄성 및 

단순화된 비탄성 해석(T-1320, T-1330 및 T-1430)을 이용한 변형률 및 크리프-피로 

한계를 만족시키는데 있어 압력에 따른 응력 성분을 결정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MNH-3339   노즐설계 대안 규정 

MNB-3339.1에 제시된 한계에 입각하여 MNB-3339의 요건은 tr이 MNH-3332(2) 및 

MNH-3333에 정의된 것과 같다면 MNH-3332부터 MNH-3336까지와 MNH-3338의 규정을 

대체할 수 있다. 

 

MNH-3339.1 응력지수. MNB-3339.7에 제시된 응력지수 및 규정은 탄성 및 

단순화된 비탄성 해석(T-1320, T-1330 및 T-1430)을 이용한 변형률 및 크리프-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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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를 만족시키는데 있어 압력에 따른 응력성분을 결정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MNH-3350   용접구조 설계 

MNH-3351   용접이음의 범주 

여기서 범주라 함은 용기 내에서 이음(joint)의 위치를 정의하는 것이며 그 

유형을 정의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범주를 정하는 목적은 특정 용접 이음의 

유형 및 검사 정도에 대한 특별 요건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들 특별요건은 용도, 

재질 및 두께에 근거한 것으로 모든 용접이음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요건이 적용되는 이음만이 이 범주에 속하게 된다. 특별요건은 명확하게 

그렇게 언급된 경우에만 주어진 범주의 이음에 적용된다. 각 범주의 이음은 범주 A, 

B, C, D로 지정하며, 그림 MNH-3351-1은 각 범주별 전형적인 이음 위치를 도시하고 

있다. 

 

 

그림 MNH-3351-1 범주 A, B, C, D 용접이음의 대표적 위치 

 

MNH-3351.1 범주 A. 범주 A의 용접이음은 다음과 같은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  

- 주동체, 연결실1, 지름 변화부 또는 노즐부의 길이방향 용접이음,  

- 구형 동체, 성형 경판 또는 평경판, 평측면 용기의 측판2에 있는 모든 용접이음 

                              
1 연결실(communicating chambers)은 용기 동체 또는 경판에 연결되어 압력유지 경계를 구성

하는 용기 부위를 의미한다(예:섬프). 
2 평측면 용기의 측판이란 압력유지 경계를 구성하는 모든 평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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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구형 경판을 주동체, 지름변화부, 노즐 또는 연결실에 연결시키는 원주방향 

용접이음 

 

MNH-3351.2 범주 B. 범주 B의 용접이음은 다음과 같은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  

- 주동체, 연결실, 노즐 또는 동체 지름 변화부 내의 원주방향 용접 이음 및 동체 

지름 변화부와 동체 끝(either the large or small end)에서의 원주방향 용접이음 

- 반구형이 아닌 성형경판을 주동체, 동체 지름변화부, 노즐 또는 연결실에 

결합하는 원주방향 용접이음 

 

MNH-3351.3 범주 C. 범주 C의 용접이음은 다음과 같은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  

- 주동체, 성형경판, 지름변화부, 노즐 또는 연결실에 플랜지, 밴스톤랩(van 

stonelap), 관판 또는 평경판을 결합하는 용접이음 

- 평측면 용기의 측면판과 다른 측면판을 잇는 모든 용접이음 

 

MNH-3351.4 범주 D. 범주 D의 용접이음은 다음과 같은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  

- 주동체, 구체, 지름변화부 또는 평측면 용기에 연결실이나 노즐을 결합하는 

용접이음 

- 노즐을 연결실에 결합하는 용접이음 

- 지름변화부에서 작은 지름 쪽에 붙는 노즐에 대해서는 범주 B를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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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MNH-3352-1 대표적 맞대기 이음 

 

MNH-3352   용접이음의 허용 형식 

 

(1) 용접이음의 허용형식 및 치수요건은 고온 운전 1등급 기기의 제작에 관한 

규정에 기술되어 있다. 

(2) 용기의 설계는 각 이음 범주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대략 동일 

평면상에 위치하는 판재 또는 기타 요소들간의 맞대기 이음은 완전용입 이음이다. 

판재 또는 기타 요소들간의 오프셋 각 α가 30° 이하인 범주 B의 앵글이음은 맞대기 

이음 요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림 MNH-3352-1은 각 범주 이음에 대한 

전형적인 맞대기 용접을 보여주고 있다. 

(3) 일체형 받침쇠를 형성하는 대향립(opposing lip)을 갖는 이음이나 혹은 

나중에 제거되지 않는 받침쇠를 갖는 이음 등 범주 B의 이음이 사용될 경우에는 

크리프 영향을 무시할 수 있는 경우에[MNH-3211(3)] 2보다 작지 않은 

피로강도감소계수를 사용하여 반복운전에 대한 적합성을 해석해야 한다. 크리프 

영향이 중요한 조건에서는 MNH-3353(2)를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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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분 관통된 내면안쪽으로 연장된 노즐목의 길이가 √dtn보다 작은 경우 그 

끝부분의 모서리는 노즐두께 tn의 반과 3/4인치(19mm) 중 작은 값에 해당하는 

반지름으로 곡선화해야 한다. 여기서 d는 노즐의 바깥 지름이다. 

(5) 부분용입용접이 활용될 때 크리프 영향[MNH-3211(c)]이 중요하지 않을 

경우 관련된 피로 및 해석에 대해 4보다 작지 않은 피로강도감소계수를 사용하여야 

한다. 크리프 영향이 중요할 경우에는 MNH-3353(b)를 참조한다. 

(6) 경사형 완전 관통 노즐은 아래의 (가), (나), (다)가 만족되는 경우 

허용된다. 

(가) 구멍은 동체 또는 용기의 경판에 위치하고 있는 보강판으로 완전하게 

보강해야 한다. 

(나) 노즐은 배관의 반력을 받으면 안되고, 또한 용기 자체에서보다 큰 

열응력을 받으면 안된다. 

 

 

 

그림 MNH-3354-1 허용되는 부착 용접위치 

  

(다) 노즐 벽과 용접은 노즐의 강도가 완전히 나타나게 해야 한다. 

(7) MNH-3354와 MNH-3356에서 부착 용접에 대해 허용하는 미-완전 관통 용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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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곽선에서 용접 불규칙성과 갑작스런 변화가 없는 표면 형상을 가져야 한다. 

설계자가 이 분과(Subsection)를 만족시키기 위해 윤곽선 조정이 요구되는 것으로 

결정을 내리면 필요 제원 및 허용오차는 제작 도면에 명시되어야 한다. 

(8) 완전관통 코너 용접[그림 MNB-4243-1과 MNB-4244(2)-1 및 범주 C와 D 용기 

용접 또는 배관, 펌프 및 밸브에 대한 동종용접]은 공칭 지름이 4인치(100mm) 또는 

그 이하인 경우로 제한한다. 

 

MNH-3353   고온 용접 구조 설계 

(1) 고온에서 용접 금속의 제한적 연성과 용접 열영향부(HAZ)의 높은 변형률 

집중(재료 및 기하학적)에 대한 잠재성으로 인해 이 절의 해석 요건은 크리프 

영역(MNH-3211)의 금속 온도를 겪는 모든 압력 유지 용접부 및 다른 주요 구조 

용접부에 대해 만족되어야 한다. 연성의 감소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면 높은 하중 

영역에 용접부를 위치시키는 것을 배제하는 경우도 가끔 있다. 

(2) 고온 용접부에 대한 MNH-3251의 해석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가정된 

용접표면은 실제 운전 시 용접부에서 예상되는 가장 심한 변형률 집중을 

모사하도록 모델링되어야 한다. 이 형상은 도면으로 명시될 수도 있고, 또는 사전 

관찰에 의해 기록될 수도 있다. 용접표면 형상의 사전 관찰은 동일 공칭 지름 및 

두께를 갖고, 동일 용접절차를 적용한 용접 모형에 대해 시각적, 원격 시각적(예 : 

내시경 기구 또는 표면 복제) 또는 초음파나 내면의 검사에 적합한 방사선 

기법으로 수행할 수 있다. 

 

MNH-3354   구조부착물의 용접 

(1) 구조부착물의 용접은 MNB-4430, MNB-4240의 요건 및 MNH-3352(g)의 규정을 

충족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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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NH-2121(8)의 면제조항을 이용하는 부착물들은 아래 기술된 설계규정을 

따라야 한다. 

(가) 부착물 용접은 MNB-3334(그림 MNH-3354-1의 예 참조)에 제시된 보강 

한계를 넘어서는 늑재(rib)에 위치시켜야 한다. 늑재는 단조, 기계가공 또는 

용접금속 조성(buildup)에 의해 제작할 수 있다. 

(나) 부착물은 1등급 압력경계 용접에 대한 규정을 따라야 한다. 

(다) 모든 영구 부착물로부터의 압력경계에 대한 하중은 응력보고서의 

해석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MNH-3355   용접홈 

접합될 가장자리의 치수 및 형상은 완전 융접 및 완전 용입이 허용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MNH-3356   필렛 용접 

MNH-3356.1 압력하중을 받는 이음부에서 필렛 용접은 압력이 걸리는 

이음부(MNH-3337.3과 MNH-3352(7) 참조)에 대해 허용되지 않는다. MNH-3356.2 구조 

부착물 이음부에서 

(1) 그림 MNB-4427-1을 따르는 필렛 용접은 MNB-4433의 규정에 따라 제한된 

것을 제외하고는 기기의 구조 부착물로서 사용될 수 있다. 

(2) 응력한계, 변형률한계 및 손상한계 등의 해석 한계는 접합되는 두 개 모재 

재료 중 약한 것에 대해 MNH-3200의 규정이 제시하는 허용치의 1/2로 해야 한다. 

(3) 피로에 대한 평가에서는 피로강도감쇠계수 4를 이용하여야 하고, 기기와 

부착물 사이의 온도차이와 내(외)압에 따른 기기의 팽창(또는 수축)을 고려하여야 

한다. 



 71 

 

MNH-3357   열처리 

모든 압력용기 및 압력용기 부품은 MNB-4620에 따라 적절한 용접후열처리를 

하여야 한다. 

 

 

그림 MNH-3361-1 부등 두께 단면 사이의 범주 A 및 B 이음 

 

MNH-3360   용기에 관한 특별 요건 

MNH-3361   부등 두께 단면 사이의 범주 A 또는 B의 이음 

일반적으로 양쪽 두께차가 얇은 쪽 두께의 1/4보다 더 큰 단면 사이의 범주 A 

및 B 이음은 그 천이 단면을 그림 MNB 3361-1에 도시한 것과 같은 전체 

구조불연속부(MNB 3213.2)의 한 유형인 테이퍼진 단면으로 해야 한다. 천이 단면은 

균일한 테이퍼를 낼 수 있는 가공법이라면 어떠한 공정으로 성형해도 된다. 

접속되는 원통과 안지름은 같으나 두께는 더 두꺼운 타원형 또는 반구형 경판의 

경우 기계 가공을 해서 이들 경판의 바깥 지름을 원통의 바깥 지름에 맞추어도 

된다. 단, 가공후 경판의 잔류두께는 동일 지름의 동체에 대한 요구두께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천이부는 응력해석을 통해 그 적합성을 평가해야 한다. MN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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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0의 응력한도 및 다른 규정에 대해서는 MNH-3200을 참조한다. 이 요건들은 

허브형 플랜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MNH-3362   볼트체결 플랜지 연결부 

외부 배관에 볼트로 체결되는 플랜지 연결부의 치수요건은 ANSI B16.5, “강관 

플랜지 및 플랜지 이음쇠”의 요건을 따를 것을 권장한다. 

 

MNH-3363   출입구멍 

출입구멍이 있는 곳은 손 또는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구멍 및 탈부착 가능한 

덮개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 덮개는 동체 또는 경판 구멍의 내측 또는 외측 어느 

쪽에 위치해도 되며 개스킷, 용접된 막 밀봉 또는 강화 용접(strength weld)과 

함께 스터드 또는 볼트로 부착해도 된다. 관용나사를 사용한 플러그는 허용되지 

않는다. 

 

MNH-3364   지지물 

최대 부과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모든 용기의 지지와 지지 부재의 배치 및 

용기 벽에 대한 부착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부과하중과 정상 및 과도상태 열 

조건으로 인해 용기에 발생하는 응력은 Subsection MNH(NCA-3240 및 Subsection 

NF)의 응력한계 내에 있어야 한다.  

 

MNH-3400   1등급 펌프의 설계 

MNH-3410   일반요건 

MNH-3410.1 범위. 이 절의 규정은 1등급 펌프의 설계에 관한 요건을 기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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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들 규정의 범위는 손상이 발생할 경우 압력경계를 침해하게 되는 펌프의 

구조 부위 강도 및 압력 건전성을 커버한다. 

(2) 다음 부분에 적용한다. 

(가) 펌프 케이싱 

(나) 펌프 입구 및 출구 

(다) 펌프 덮개 

(라) 고정링(clamping ring) 

(마) 밀봉 하우징 

(바) 관련 볼트체결 

(사) 펌프 내부 열교환기 배관 

(아) 첫 번째 플랜지면까지의 펌프 보조 노즐 연결부 또는 원주방향 

이음부까지, 다만 아래 언급된 경우는 제외 

(자) 펌프와 일체로 식별하며 압력유지 경계의 한 부분 또는 그 외곽을 

구성하고 펌프와 함께 공급되는 배관 

(차) 펌프 압력유지 경계에 일체로 부착되며 펌프와 함께 공급되는 

장착다리 또는 대좌 지지물 

(3) 이 절의 요건은 펌프 축, 비구조 내장품(nonstructural internals), 또는 

밀봉 꾸러미(package)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 절의 요건을 따른다는 것은 그 

기기가 바르게 작동할 것이라는 것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MNH-3410.2 정의 

(1) 반경방향으로 분할된 케이싱은 일차 밀봉 이음부가 축 둘레에 

반경방향으로 배치된 케이싱을 의미한다. 

(2) 축방향으로 분할된 케이싱은 일차 밀봉 이음부가 축에 대하여 축방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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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된 케이싱을 의미한다. 

(3) 밀봉 하우징은 일차 압력경계를 형성하는 펌프 커버 또는 케이싱 부분으로 

정의한다. 

(4) 펌프 유형에 수반되는 그림들은 펌프 유형의 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는 것들이며, 유형을 제한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베어링 위치 및 입⋅출구 방위는 자유 선택적(optional)이다. 

(5) 밀봉 글랜드(gland:패킹 누르개)판은 밀봉 하우징의 한 부분으로 고려되며, 

따라서 코드의 요건을 따라야 한다. 밀봉 방(chamber)의 압력은 설계시방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6) 그림 MNH-3410.2-1과 MNH-3410.2-2는 각각 대표적인 단일 및 이중 볼루트 

케이싱 형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MNH-3410.2-1 대표적인 단일 볼루트 케이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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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MNH-3410.2-2 대표적인 이중 볼루트 케이싱 

 

MNH-3411   대형 펌프의 수용성 

(1) 호칭지름이 NPS 4 (DN 100)보다 큰 입구 연결부를 가진 1등급 펌프의 설계 

요건은 MNH-3411.1에 기술되어 있다. 

(2) 이 절과 MNH-3100 및 MNH-3200의 규정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 MNH-

3400의 규정을 따른다. 

 

MNH-3412   소형 펌프의 수용성 

(1) 호칭지름이 NPS 4 (DN 100) 이하인 1등급 펌프의 설계 요건은 MNH-

3111.1에 기술되어 있다. 

(2) 이 절과 MNH-3100 및 MNH-3200의 규정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 MNH-

3400의 규정을 따른다. 

 

MNH-3413   설계규정 대안 

모든 크기의 1등급 펌프에 대해 아래의 (1)과 (2)가 만족된다는 전제 하에 

MNH-3200 한계 그리고/또는 부록 T에서 사용되는 탄성 응력 및 변형률을 결정하기 

위해 실험적 응력해석이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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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험적 응력해석은 KEPIC MN, 부록 II의 절차를 따른다. 

(2) MNH-3421 설계요건을 만족한다. 

 

MNH-3420   설계 고려 

MNH-3421   설계 요건 

MNH-3421.1 하중. 하중, 설계와 운전 조건, 특별 고려사항 및 일반 설계 

규정은 MNH-3100절에 기술되어 있다. 

 

MNH-3421.2 외압을 받는 배관. 펌프의 압력유지 경계 내에 위치하는 배관은 

MNH-3250을 따라 설계해야 한다. 

 

MNH-3421.3 내압을 받는 배관. 보조 냉각재 이음부와 같이 펌프 연결부 및 

펌프에서 외부로 나가는 배관 또는 압력 경계의 일부를 형성하는 배관은 MNH-

3600을 따라 설계해야 한다. 

 

MNH-3421.4 부분 용입 용접을 이용한 배관 연결. 부분 용입 용접은 MNH-

3337.3과 MNH-3352를 따라 사용할 때 호칭지름 NPS 2 (DN 50) 이하의 배관 

이음부에 대해 허용된다.  

 

MNH-3421.5 볼트체결 –  반경방향 분할 형상. 압력경계 관련 축대칭 

설비에서의 볼트체결은 MNH-3230에 기술된 절차를 따라 설계해야 한다. 

 

MNH-3421.7 지지물. 지지물은 하중 사이클 동안 크리프 영향을 무시할 수 

있다면 KEPIC MNF의 요건을 따라 펌프를 설계하여야 한다. 크리프 영향을 무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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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면 지지물 설계는 MNH-3200을 따른다. 

 

MNH-3421.8 축방향 입구 및 출구 

(1) 축방향으로 배치된 펌프 케이싱 입구 및 출구는 용기 구멍과 같은 것으로 

간주하고, 보강을 해야 한다. 이는 MNH-3331부터 MNH-3336의 요건을 적용해야 한다. 

(2) 응력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그림 MNB-3441.3-2의 바깥 반지름 r2는 보강된 

입구 및 출구 두께의 반 이상이어야 한다. 

 

MNH-3421.9 반지름 방향 입구 및 출구. 반지름방향 입구 및 출구의 보강이 

요구되며, MNH-3330 및 MNH-3421.11을 적용해야 한다. 

 

 

 

그림 MNH-3421.11-1 접선 입구 및 출구 최소 벽두께 

 

MNH-3421.10 접선 방향 입구 및 출구. 접선 방향 입구 및 출구의 보강이 

요구되며, MNH-3330 및 MNH-3421.11을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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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NH-3421.11 응력해석, 노즐하중 및 보강 

(1) 응력해석. MNB-3400의 해석 방법은 탄성해석에만 적용해야 한다. 특히 

응력 방정식은 하중제어 응력 한계를 만족시키는데 활용될 수 있고, 크리프 영향을 

무시할 수 있을 때[MNH-3211(c)] MNH-3250에 따른 해석에 적용될 수 있다. 

(2) 노즐하중. 연결배관으로 인해 펌프 입구 및 출구에 발생하는 힘 및 

모멘트는 사용자가 펌프 공급자에게 MNCA-3254에 따라 제공해야 한다. 

(3) 보강. 그림 MNH-3421.11-1에서 거리 l은 보강 한계이다. 여기서 l값은 

다음 관계식으로부터 결정해야 한다. 

0.5 m ml r t=  

여기서, 

0.5m i mr r t= +  

ri = 입구 또는 출구의 내부 반지름 = di/2 

tm = 입구 또는 출구의 단면 x-x와 이의 평행단면 y-y 사이의 평균 벽두께 

 

MNH-3421.12 지진 설계해석. 지진하중이 설계시방서(MNCA-3250)에 명시될 경우 

설계자는 펌프가 압력유지 재료의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그와 같은 하중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평가해야 한다. 예를 들어 평가에서는 움직이는 부분과 배관 

반력에 따른 관성 영향을 포함해야 한다. 

 

MNH-3421.13 부착물. 부착물은 MNH-3135 및 MNB-4430을 따라 설계할 경우 

허용된다. 

 

MNH-3421.14 부속물. MNCA-1260에 정의된 부속물은 MNCA-1231에 정의된 대로 

문서요건이 만족된다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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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NH-3421.15 펌프 커버(덮개). 펌프 커버는 MNH-3200을 따라 설계해야 한다. 

 

MNH-3421.17 클래딩. 클래드 압력유지 부분은 MNH-3227.8을 따라 설계해야 

한다. 

 

MNH-3421.19 물가름 선단 응력.볼루트 케이싱의 물가름 선단(그림 MNB-3441.3-

2) 부위에서는 국부적으로 높은 응력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부분에서의 설계 

적합성은 다음과 같이 입증해야 한다.  

(1) MNH-3220의 응력한계를 충족시키는 볼루트 케이싱 면적이 충분하다는 것을 

보이는 하중제어 응력의 계산, 그리고 

(2) 물가름 선단에서 다음 방법에 의한 국부응력의 평가 

(가) KEPIC MN 부록 II에 따른 실험적 해석을 통한 조사; 또는 

(나) 상세 응력해석; 또는 

(다) 상기 2가지의 조합 

(3) 실험적 그리고/또는 상세 응력해석이 적용되면 이 점에서 응력 및 변형률 

강도는 MNH-3250의 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MNH-3430   펌프 유형 

특정 펌프유형의 설계요건은 MNB-3430에 기술되어 있다. 

 

MNH-3500   1등급 밸브의 설계 

MNH-3510   설계요건 

MNH-3511   수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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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등급 밸브 설계의 수용성 요건은 MNH-3211.1에 기술되어 있다. 

(2) 이 절의 요건을 만족시킨다는 것은 기기가 적절하게 기능한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3) 이 절과 MNH-3100 및 MNH-3200의 규정 사이에 충돌이 있을 경우 MNH-

3500의 요건을 따른다. 

 

MNH-3512   응력해석 

MNB-3500의 해석방법은 탄성해석에만 적용해야 한다. 특히 응력 지수 및 응력 

방정식은 하중제어응력의 한계를 만족시키는데 사용되거나 크리프 영향을 무시할 

수 있을 때[MNH-3211(3)] MNH-3250에 따라 적용할 수도 있다. 

 

MNH-3524   지진설계해석 

(1) 지진하중이 설계시방서(MNCA-3250)에 명시될 때 설계자는 밸브가 압력유지 

재료의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그와 같은 하중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평가해야 한다. 예를 들어 평가에서는 움직이는 부분과 배관 반력에 따른 관성 

영향을 포함시켜야 한다. 

(2) 밸브의 연장 구조물상에 구동자가 장착되고, 설계시방서는 이 구조물이 

압력 건전성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것으로 기술할 경우 연장 질량의 무게중심점에 

작용하는 등가 지진가속도에 따른 정적 힘에 기초하여 해석을 수행해도 된다. 

 

MNH-3526   C급 운전 한계 

(1) 설계시방서의 C급 운전 하중에서 밸브의 기능이 요구되지 않으면 이 

조건을 평가하는데 활용되는 규정으로서 MNH-3510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2) C급 운전하중이 작용하는 동안 밸브의 기능이 확보되어야 한다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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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은 설계시방서에 포함되어야 하며, 그렇게 명시된 플랜트의 비상조건은 밸브의 

A급 운전하중으로서 고려되어야 한다.  

 

MNH-3544   몸체 형상 규정 

NB-3544의 규정은 고온 운전에 대한 밸브 몸체의 설계에 대해 편리한 지침을 

제공한다. 그러나 특별 규정은 해석으로 정당화될 경우 무시할 수 있다. 

 

MNH-3546   다른 밸브 부품 

(1) 파손 시 압력유지 경계에 전체적으로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밸브 스템, 

스템 지지구조물 및 크게 응력을 받는 다른 밸브 부품들에 대해 1차 응력은 

응력강도 한계, So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표 I-14.1에서 커버하지 않지만 MNB-

2121(3)의 규정에서 허용되는 재료에 대해 So 값은 KEPIC MDP, Subpart 1의 표 

2A와 2B에 주어져 있다. 

(2) 관형코일 막대 피스톤(solenoid plunder) 유형 또는 전자기 

표시기(electromagnetic indicator) 유형을 요구하는 밸브 설계에서는 확장 대신 

MNH-3600의 규정으로 대신할 수 있다. 

 

MNH-3550   반복하중 요건 

반복 상태가 존재하면 해석 규정은 MNH-3250과 MNH-3512을 따른다. 

 

MNH-3500   1등급 밸브 설계 

MNH-3510   설계 요건 

MNH-3511   허용 기준 

(1) 1등급 밸브 설계에 관한 허용기준은 MNH-3111.1에 명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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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NH-3500 요건을 따르는 것이 밸브의 적합한 기능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3) MNB-3500과 MNH-3100, MNH-3200 간에 상충 사항이 발생하면 MNH-3500 

요건들을 적용한다.  

 

MNH-3512   응력 해석 

MNB-3500의 해석 방법은 탄성해석에만 적용한다. 특히 응력 지수와 응력 

방정식은 하중제어 응력 한계를 만족시키는데 사용할 수 있거나 크립 영향이 

중요하지 않을 경우에는 MNH-3250의 해석에 적용할 수 있다. 

 

MNH-3524   지진 설계 분석 

(1) 지진하중이 설계시방서(MNA-3250)에 규정되면 설계자는 압력경계 재료가 

건전성을 유지하는 동안의 지진하중을 견디는 밸브의 성능을 평가한다. 예를 들면, 

움직이는 부품과 배관 반동에 의한 관성 효과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2) 밸브의 연장구조물상에 구동기를 장착할 경우, 그리고 그 구조물이 밸브의 

압력건전성 유지에 필수적임을 설계시방서에 명시되었을 경우에는 연장질량의 

중력중심에 작용하는 등가지진가속도에 의한 정적 힘에 기초한 해석을 수행해도 

된다. 

 

MNH-3526   C급 운전한계 

(1) 설계시방서에 포함된 C급 운전하중 동안 밸브가 기능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MNH-3510 규정으로 평가해야 한다. 

(2) 밸브 기능이 C급 운전하중 동안 밸브 기능이 보장된다면, 이 요건은 

설계시방서에 포함되어야 하고, 밸브는 발전소 비상사태를 A급 운전하중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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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NH-3544   몸체형상 규정 

고온 운전에서의 밸브형상 설계 지침은 MNB-3544에서 제공한다. 하지만 분석에 

의한 검증이 이루어진 특별 규정으로 대체될 수 있다. 

 

MNH-3546   기타 밸브 부품 

(1) 밸브스템, 스템지지구조물 그리고 파손시 압력유지경계를 전체적으로 

손상시킬 수 있는 현저한 응력이 발생하는 기타 밸브부품들은 일차 응력이 

응력강도제한치, So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표 MI-14.1에 수록되지 않았지만 MNB-

2121(3)의 규정을 만족하는 재료들의 So 값은 KEPIC-MDP, IIA 및 IIB에 수록되었다. 

(2) 솔레노이드 플런저형 또는 전자기식 위치 지시계형 코어관이 필요한 

밸브는 확장부 요건으로 MNH-3600 규정을 적용한다. 

 

MNH-3550   반복하중 요건 

반복하중이 있을 경우 해석 규정은 MNH-3250과 MNH-3512을 따른다. 

 

MNH-3600   배관 설계 

MNH-3610   일반 요건 

MNH-3611   허용 기준 

(1) 1등급 배관 계통 설계에 대한 허용 요건들은 MNH-3111.1에 명시하였다. 

(2) MNH-3600과 MNH-3100, MNH-3200 간의 상충 사항들이 발생하면 MNH-3600 

요건들을 적용한다.  

(3) 설계자는 배관이음쇠의 규격 표준이 최소 벽두께를 제한하지만 최대 

벽두께 또는 배관윤곽을 설정하지는 않음에 주의한다. 심각한 열과도가 고려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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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경우에는 설계자가 부가적인 치수 제한을 할 수도 있다. 

 

MNH-3612   배관의 압력-온도 정격 

(1) 서로 다른 압력에서 운전되는 배관계통을 밸브로 연결한 경우, 밸브는 

고압 계통의 압력과 온도 조건에 따라 설계해야 한다. 저압 계통은 고압계통의 

오건에 따라 설계된다. 저압 계통이 고압 계통 요건에 따라 설계되지 않는다면 

저압계통을 보호하기 위하여 압력방출장치나 안전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압력방출장치나 안전밸브는 가능한 상호연결밸브에 가깝게 부착해야 하한다. 모든 

밸브, 장치 그리고 압력방출기능과 관련된 배관은 고온에서 운전되는 계통의 

과압보호 요건들을 만족해야 한다. 

(2) 감압밸브를 사용하고 또 압력방출장치나 안전밸브를 하나 이상 사용할 

경우, 우회밸브를 감압밸브 부근에 설치해도 된다. 조합된 방출 용량 요건과 운전 

요건들은 과압보호에 관한 규정을 따라야만 한다. 

(3) 서로 다른 압력하에서 작동하는 헤더, 주배관, 분리기 또는 기타 설비 

등의 적하관은 동일 트랩을 통해 나와서는 안된다. 압력이 걸릴 수 있는 단일헤더 

속으로 수개의 트랩을 통해 방출된 유체가 흘러 들어갈 경우, 각 트랩의 

배출관에는 정지밸브 한 개와 체크밸브 한 개를 설치해야 한다. 트랩배출관의 

설계압력은 그 최대배출압력 이상이 되어야 한다. 트랩의 배출관이 보다 낮은 

압력하에 운전되는 계통으로 배기되면 그 사이에 정지밸브가 하나 이상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트랩배출관은 트랩입구관과 동일한 압력으로 설계해야 한다. 

(4) 펌프토출관은 토출밸프가 닫힌 상태를 포함한 임의의 하중하에서 펌프가 

발생시키는 최대 압력을 재료와 동일한 최고 온도에서 견디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5) 유체가 직렬로 배치된 열교환기를 통과하는 경우, 그 계통 각 구역에서의 

배관설계온도는 해당 구역 열교환기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가장 극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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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로 해야 한다. 

 

MNH-3620   설계 고려사항 

MNH-3622   동적 영향 

MNH-3622.1 충격. 배관은 외적 또는 내적 조건에 의해 발생하는 충격력을 

고려하여 설계해야 한다. 

 

MNH-3622.2 지진. 배관의 지지구조물이나 구속 장치들의 설계에서는 지진 

효과가 고려되어야 한다. 하중, 움직임, 해석에 사용되는 사이클 수는 설계 

시방서(MNCA-3250)의 일부이다. 해석이 필요할 경우 지진에 의해 발생하는 

응력들은 자중, 압력 그리고 기타 작용 하중 등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MNH-3622.3 진동. 배관은 진동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배치하고 지지해야 한다. 

설계자는 설계, 기동이나 초기 운전조건하에서의 관찰 등을 통해 배관계통의 

진동이 허용범위 이내에 있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MNH-3623   중량 영향 

배관 계통은 배관의 고정 중량, 단열제 그리고 배관에 부과되는 기계적 하중 

등에 의한 무게와 배관에 담긴 유체의 동적 영향을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  

 

MNH-3624   하중, 변위 및 구속 

배관 계통 설계시에는 열팽창 및 수축, 장비의 변위와 회전, 행거와 지지물 및 

기타 국부하중에 의해 구속의 영향 등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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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NH-3626   특별 배수 문제 

(1) 배수가 이루어져야 하는 배관 계통은 고온 계통에서 배관 지지물들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크립 기인 처짐을 고려해야 한다. 

(2) 중간 또는 높은 온도에서 배수가 이루어지는 배관 계통은 이 조건과 

연관된 하중 사이클을 고려해야 한다. 

 

MNH-3627   액체 금속 배관의 고려 사항 

MNH-3627.1 위치. 증기나 물 배관 부근에는 액체금속 배관의 경로를 피해야만 

한다.  

 

MNH-3627.2 가열 보온. 액체금속 배관은 액체금속이 배관내에서 용융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가열 보온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증기나 물을 

사용하는 가열 보온은 허용되지 안된다. 자유 액면에서부터 점진적으로 고형화된 

액체금속을 용융시킬 경우에는 가열 보온을 제어할 수 있으므로 용융 팽창을 

대비한 과압 보호가 불필요하다. 또한 설계 온도 변화률과 온도 한계치를 넘지 

않음을 확신하기 위한 적절한 제어가 필요하다.  

 

MNH-3627.3 충전 및 배수 

(1) 액체금속의 충전과 배수는 불활성 커버가스 정화 및 배기 시스템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액체금속의 부피 팽창은 자유액면과 배기된 커버가스 공간에 

의해 이루어진다.  

(2) 모든 액체금속 배관은 중력에 의해 배수 저장소로 완전히 배수하기 위해 

경사져야 한다. 소형 예비 배수관의 사용은 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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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NH-3640   배관 압력 설계 

MNH-3641.1 직관. 배관의 최소 벽 두께는 MNH-3222.1 설계 하중 해석 

요건으로부터 결정되는 mt 보다 커야만 한다.  

 

MNH-3642   관의 곡부 

MNH-3642.1 관벤드. 관벤드는 MNH-3200의 해석 요건들을 만족해야 한다. 또한, 

벤드의 기본 치수(배관 직경, 관두께, 벤드 반경)뿐만 아니라 2차 변형과 벤드 

공정에 의한 불균일성이 고려되어야 하고, 해석 규정에 따른 배관의 적합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공차가 규정되어야 한다. 특히 아래의 (1)에서 (5)의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1) 관을 굽힌 후의 벽두께는 직관에서 요구하는 최소 벽두께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두께 감육. 피니쉬 벤드의 두께와 직관과의 관계는 표 MNH 3642.1-1과 

일치함을 경험적으로 알려졌다. 

(3) 타원체 

(4) 주름(인접한 두개 주름의 평균 외경과 주름 사이 골의 외경 차이)은 보통 

3%까지 허용한다. 

(5) 표면 불균일성 

 

표 MNH-3642.1-1 두께에 대한 벤드 반지름 

벤드 반지름 벤딩 전의 최소 추천 두께<1> 

관 지름의 6배 이상 1.06tm 

관 지름의 5배 1.08tm 

관 지름의 4배 1.16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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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지름의 3배 1.25tm 

주 <1> tm은 피니쉬드 벤드의 최소 요구 두께이다. 

 

MNH-3643   교차연결부 

해석적, 실험적 방법 또는 이들 두 방법에 의해 배관이 MNH-3200의 요건을 

따름을 해석적방법 또는 실험적 방법으로 입증함으로써 MNH-3643 규정이 만족될 수 

있다. 

 

MNH-3643.1 일반 요건 

(1) 구멍은 원형 또는 타원형 원통이 원통형상과 교차하여 생기는 원형, 

타원형 또는 기타 형상을 가져야 한다. 

(2) 본 단락 및 다음 단락의 모든 치수는 부식 여유를 제외한 마무리치수를 

말한다. 

(3) 이 규정들에서 허용하는 모든 형상의 구멍은 용접이음부 내에 위치할 수 

있다. 

(4) MNH-3643.2(2), (3), (4)에 나열된 분기관 연결부는 MNB-3643.3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여기서 S0와 MNH-3641.1은 각각 Sm과 MNB-3641.1을 대체한다. 

 

MNH-3643.2 분기관 연결부. 배관의 분기관 연결부는 다음의 (1) ~ (3)의 제품 

또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서 제작해도 된다.  

(1) 표 MNB-3132-1에 나열된 ANSI 표준에 따른 플랜지, 맞대기 용접, 소켓용접. 

이들은 MNH의 제한사항 또는 요건들이 적용된다. 

(2) 일체형으로 보강되며 맞대기 용접 또는 플랜지 끝단이 분기 배관에 

부착되는 출구 이음부. MNH-4000 규정의 그림에서 보인 바와 같이 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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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체형으로 보강되는 형태일 경우에 한하여 용접으로 주배관에 부착한다. 

(3) 주관에 직각인 압출형 출구 

(4) 크립이 무의미한 조건에서는 그림 MNB-3643.3(a)-2와 같이 교차 배관은 

분기배관을 주배관에 용접하여 연결할 수 있다. 이러한 교차연결부의 각도는 60° 

이상 120° 이하가 되어야 한다.  

 

MNH-3644   마이터 

MNH-3200 해석 요건과 제작 요건을 만족하면 마이터 이음을 고온 운전에 

사용해도 된다. 최대 각도는 22.5° 이하가 되어야 한다. 

 

MNH-3645   부착물 

MNH-3135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MNH-3646   마개 

(1) 배관 계통에 있는 마개는 블라인트 플랜지, 용접 플러그나 캡과 같은 마개 

이음쇠류로 만들어야 한다. 

(2) 고온 운전에 노출되는 마개의 사용은 MNH-3200의 해석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3) 고온에 노출되지 않는 마개는 MNB-3647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MNH-3647   플랜지이음 

(1) 플랜지이음의 사용은 최소화 해야 한다.  

(2) 모든 플랜지이음부는 정기적인 유지보수를 수행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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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온 운전에 노출되는 플랜지이음부는 MNH-3200의 해석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4) 고온에 노출되지 않는 플랜지이음부는 MNB-3647이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MNH-3648   리듀서 

리듀서 이음부는 MNH-3200 해석 요건을 만족하면 사용에 적합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MNH-3649   기타 압력 보유 배관의 압력 설계 

표 MNB-3132-1의 표준에 따라 제작된 기타 압력 보유 배관은 그 설계가 MNH의 

설계 개념과 일치할 경우에는 사용해도 된다. 표 MNB-3132-1에 포함되지 않은 압력 

보유 배관이 MNH-3200 요건을 만족한다면 사용할 수 있다. 압력 설계는 MNH 일반 

설계 개념과 일치하는 해석 또는 MNH-3649.1에 따른 경험적 응력 해석에 근거해야 

한다. 

 

MNH-3649.1 경험적 해석 

(1) 경험적 해석을 적용할 수 있다면 고온 상태에 적합하도록 변경시킨 부록 

II의 방법 및 원리를 고수해야 한다. 

(2) 경험적 해석의 일부분으로 ANSI 16.9의 파열시험이 배관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파열 압력은 배관에 부착된 가장 취약한 배관에 대해 다음 

식으로 구한 파열 압력 이상이 되어야 한다.  

P = 2 S t / Do 

여기서, t / Do = 배관 외경 

S = 배관 재료의 규정 최소 인장강도 

t = 배관의 최소 규정 두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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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NH-3650   배관 해석 

MNH-3651   일반 요건 

고온 운전에서의 배관에 대한 특별 규정이 개발될 때 까지는 아래의 (1)에서 

(3)의 요건에 따라 해석을 수행한다.  

(1) 해석적 또는 실험적 방법에 의한 구조 해석으로 배관들이 MNH-3200의 

요건을 만족함을 입증해야 한다. 

(2) 일차 및 이차 응력 지시자(B, C)와 이들에 대한 MNB-3600의 응력 방정식은 

하중제어 응력 한계(MNH-3220)와 탄성 해석(MT-1320)에 의한 변형률 한계를 

만족시키는 응력강도를 결정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MNB-3684, MNB-3685 그리고 

MNB-3338에 주어진 응력 지시자에 의해 결정되는 응력 성분들은 탄성 및 단순화된 

비탄성 해석법을 사용하는 변형률과 크립-피로 한계를 만족시키는데 사용될 수 

있다(MT-1320, MT-1330, MT-1430). 

(3) 유한요소 전산 해석과 같은 해석적 방법은 상세 응력 분포를 나타내는데 

사용될 수 있다. 

 

MNH-3660   용접설계 

(1) 용접 설계는 MNH-3350과 MNH-3337의 요건을 따라야 한다. 

(2) 소켓용접과 밀봉 용접나사는 일반적으로 고온 운전 환경의 이음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MNH-3600의 해석 요건들이 각 접합부에서 만족되는 경우와 이의 

적용을 설계시방서(MNCA-3250)의 일부로써 구체적으로 명시한 경우는 예외로 

허용한다. 원자력 냉각재를 담고있는 거의 모든 계통에서는 균열이나 결함은 

포획된 방사성 입자, 유체 정화와 연관된 문제점 그리고 냉각재에서의 불순물 등의 

가능성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MNH-3600 규정에서 허용하는 이음부는 공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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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경을 25mm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 

(3) 분기관 연결과 배관 폐쇄부를 위한 완전 관통 모서리 용접은 각각 MNH-

3642.2와 MNH-3646에 따라 적용한다. 

 

MNH-3670   특별 배관 요건 

MNH-3671   비용접 배관 이음부 

MNH-3671.1 돌출 설계 

(1) 플레어식, 억지물림식 및 압축식 관 이음쇠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2) 신축이음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3) 코오크이음 또는 압이음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4) 연납땜 이음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MNH-3671.6 경납땜 이음. MNB-3671.6의 규정을 적용한다. 액체 소듐을 포함한 

모든 냉각액(또는 가스)은 선택된 경납땜 재료가 액체와 양립할 경우에는 경납땜 

이음 부근에 적용한다. 

 

MNH-3671.7 특허이음쇠. 다음의 요건들을 만족한다면 표준규격이 없는 기계적 

이음과 기타 특허 이음을 사용해도 된다. 

(1) 모든 운전 조건하에서 이음부가 분리되는 것을 방지하는 대책이 있다. 

(2) 운전후 보수, 제거 및 대치가 용이하다. 

(3) 모사 운전조건(운전 유체 포함)하에서 시제이음부에 대하여 이음부의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한 성능시험을 수행하거나 이음부가 MNH-3200의 모든 해석 

요건을 만족한다. 진동, 피로, 반복운전, 저온열팽창 또는 수격작용이 예상된다면 

해당 조건을 시험에 포함시켜야 한다. 기계적 이음부는 설계시방서(MNCA-3250)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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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들을 만족하는 충분한 기밀성을 유지해야 한다. 

 

MNH-3672   팽창 및 유연도 

(1) 배관 계통은 압력, 자중 및 기타 하중에 대한 설계 요건을 충족해야 할 

뿐만 아니라 열팽창, 수축 또는 기타 다른 원인으로 생기는 유사한 변위를 

흡수하거나 지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고, MNH-3200에 규정된 평가 기준을 

만족하도록 해야 한다. 배관 계통은 변위로 인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유연도를 가지도록 설계해야 한다. 

(가) 과도한 응력 또는 변형으로 인한 배관 또는 앵커의 파손 

(나) 이음부의 누수 

(다) 과도한 추력 또는 모멘트로 인해 연결배관에 유해하게 작용하는 

비틀림 변형 

(2) MNH-3670에서 압력, 열팽창, 기타 하중 및 이들의 응력증대계수로 인한 

응력의 영향은 누적해서 고려해야 한다. 

(3) 앵커점 사이의 배관계통의 유연도를 계산하는 경우, 그 점간의 계통을 

일체로 취급해야 한다. 작은 분기관 또는 배관에 작용하는 모멘트나 힘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중간구속재를 포함한 지지물 또는 가이드와 같은 모든 

구속재와 모든 배관부품의 중요성을 고려해야 한다. 

(4) 종합 계산에서는 직관 이외의 다른 배관제품에 존재하는 유연도 계수를 

고려해야 한다. 배관계통에 여분의 유연도가 존재할 경우 계산과정에서 이를 

감안해도 된다.  

(5) 계산에서는 배관에 부착된 장비 및 지지물의 선형 및 각운동 뿐만 아니라 

배관 팽창도 고려해야 한다. 

(6) 계산 또는 모델 시험에서 가정을 사용했을 경우, 응력증대의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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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여 힘, 모멘트, 응력 등을 과소평가한 값을 취했을 가능성도 평가해야 한다. 

(7) 계통이 최적 위치에 신속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는 

상온스프링 방법이 효과적이다. 상온스프링 방법의 효과는 계통내의 임의의 다른 

움직임에 대해 해석하는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해석해야 한다. 상온스프링화로 

인한 응력의 최대허용응력은 상온스프링 온도에서 2.0Sm이다. 통상적으로 배관의 

설치절차 때문에 상온스프링의 양을 정확히 결정해 주지 못하므로 상온스프링화로 

인한 앵커 또는 장비에 작용하는 힘과 모멘트의 허용감소값은 계산으로 구한값의 

2/3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 고온에서 상온스프링 배관의 해석과 정상 상태의 배관 

계통 구성에 크립 및 크립 완화는 고려되어야 한다. 

 

MNH-3674   배관 지지물 설계 

배관 지지물은 MNH-3200 규정을 따라야만 하는 응력 해석을 제외하고는 MNF 

규정을 따라 설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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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부록 
 

임의 부록 T 

고온 변형률, 변형 그리고 피로 한계에 대한 규정 

 

T-1100   서론 

T-1110   목적 

이 부록의 목적은 KECPIC MNH 규정에 의해 하중제어 응력들이 평가되는 기기들

에 대하여 해석에 의한 평가를 사용하여 변형률, 변형, 그리고 피로 한계를 수행할 

수 있도록 사용자와 원자력 인증업체에게 관련 규정들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T-1120   일반요건 

T-1121   해석 형태 

크립 영향이 심각하다고 예상되는 곳에는 정량적인 변형 및 변형률 평가를 위

하여 일반적으로 비탄성 해석이 요구된다. 그러나 때때로 탄성 및 단순 비탄성법이 

정당화될 수도 있고 이들 방법들은 구조물에 요구되는 상세 비탄성해석 부위 수를 

줄이기 위하여 변형, 변형률, 변형률 범위, 그리고 최대 응력에 대한 보수적 경계

를 설정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T-1122   요구되는 해석 

총체적 변형과 피로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들은 그림 MNH-3221-1에 설명되어 있

다. 설계하중과 D급 운전하중은 아래 요약에서와 같이 변형률 및 변형한계가 면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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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중 요건 

설계 변형해석이 요구되지 않음. 

A, B, 그리고 C 급  

운전 

부록 T의 변형률 및 변형 한계를 적용함. 고온운전이 예상

되지 않는 영역은 T-1300, T-1400, 그리고 T-1700의 규정

대신에 MNB-3222.2와 MNB-3222.4의 2차 응력 및 피로한계

가 사용될 수 있음. 

D 급 운전 기능적 요건은 만족해야 하지만 변형률 및 변형 한계는 만

족할 필요가 없음 

시험 추가적인 B 급 운전하중으로 간주 

 

T-1200   기능적 요건들을 위한 변형한계 

T-1210   설계사양서 명시 

적절한 기기 성능을 보장하기 위한 변형한계가 기기 설계사양서 (MNCA-3250)에 

명시되거나 또는 기기의 적절한 성능을 보장할 수 있는 변형한계가 원자력 인증업

체에 의해 수립되어야 한다. 이러한 한계들은 MNH-3220의 하중제어 응력들에 대해 

명시된 사항들보다도 더 보수적으로 설계를 제한할 수 있다. 

 

T-1220   탄성해석법 

MNH-3200에 포함되어 규정들과 그 외의 한계사항들로부터 하중에 대한 한계성

을 두는 것은 누적 비탄성 변형률 (벽두께를 가로지르는 평균값)을 1%이하로 제한

하기 위한 의도이다. 그러나 탄성해석이 사용될 경우에 이러한 크기의 비탄성 변형

률 발생이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  만일 기능적 변형요건들이 명시된다면 설계

자는 하중방향들과 일관성 있게 최악의 발생가능 변형상태를 야기하는 변형률 분포

형태로 구조물 내에서 1% 변형률이 발생한다는 가정을 함으로써 이러한 요건들이 

위반되지 않음을 보장해야 한다. 만일 이러한 변형 상태가 명시된 한계치 보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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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변형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모든 기능적 요건들은 설계에서 입증된 것으로 간주

되어야 한다. 

 

T-1230   비탄성 해석의 사용 

T-1220의 탄성해석법으로 요건들이 입증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변형에 대한 비

탄성해석을 사용하여 명시된 변형 한계치를 초과하지 않음을 입증해야 한다. 

 

T-1300   구조건전성을 위한 변형 및 변형률 한계 

T-1310   비탄성 변형률 한계 

 

고온이 예상되는 영역에서 최대 누적 비탄성 변형률은 다음의 값들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1) 두께를 가로지르는 평균 변형률, 1% 

(2) 두께를 가로지르는 변형률의 등가선형분포로 인한 표면에서의 변형률, 2% 

(3) 임의 위치에서의 국부 변형률, 5% 

 

위의 한계 값들은 대상기기의 기대운전수명 동안 계산된 누적 변형률을 적용하

며 이때 변형률은 심각한 천이가 발생하지 않는 정상상태 기간의 말기에 대해 계산

된 값이다. 이러한 한계들은 3개의 주변형률들에 있어서 최대 양수값을 적용한다. 

양수 변형률이란 변형률 방향으로 요소의 길이가 증가하는 변형률로 정의된다. 주

변형률들은 변형률 성분들 (εx, εy,, εz,, εxy,, εyz,, εzx)로부터 계산된다. 변형률

이 두께를 따라서 여러 위치에서 계산될 경우에 변형률들은 먼저 성분 별로 평균화

되고 선형화된 다음에 각 성분들은 위에서 정의된 평균 및 표면 변형률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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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값과의 비교에 필요한 주변형률들을 계산하기 위하여 조합된다. 국부 변형률에 

대한 한계는 관심 위치 점에서 계산된 변형률에 기초한다. 

 

T-1320   탄성해석을 사용한 변형률 한계 만족 

T-1321   일반요건 

T-1310의 변형률 한계는 T-1322, T-1323, 또는 T-1324 중에 어느 한가지한계를 

만족하면 된다. T-1322와 T-1323에서 평가될 적절한 주기 설정은 아래 (1)에서 (4)

까지의 지침들을 사용해야 한다. 

 

(1) 설계사양서에 정의된 각각의 주기는 이들 요건들을 만족하기 위해 하부 주

기들로 분리될 수 없다. 

(2) 모든 수준 A, B, 그리고 C 운전하중들 동안에 발생되는 최대 이차응력강도

범위, QR과 최대 값 (Pm+Pb/Kt)를 포함하는 최소한 하나의 주기가 정의되어

야 한다. Kt의 값은 MNH-3223의 식 (6)을 사용하여 결정될 수 있다. 

(3) 어떤 주기들의 횟수도 함께 조합될 수 있고 T-1322 또는 T-1323의 조건들

에 따라서 평가될 수 있다. 

(4) 다음의 정의들은 T-1322와 T-1323에 적용된다. 

y
t

b
m S

K
P

PX ÷⎟⎟
⎠

⎞
⎜⎜
⎝

⎛
+≡

max

 

여기서 

(PL + Pb/Kt)max = 평가중인 주기 동안 Kt를 통해 굽힘을 조절한 최대 일차응력

강도 값 

Sy = 평가중인 주기 동안 최대 및 최소 벽 평균온도에서의 Sy 값들

에 대한 평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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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R

S
Q

Y max)(
≡  

여기서 

(QR)max = 고려중인 주기 동안 이차응력강도의 최대범위 

Sy = 평가중인 주기 동안 최대 및 최소 벽 평균온도에서의 Sy 값들

에 대한 평균치 

 

T-1322   시험번호 A-1 

시험번호 A-1에 대해: 

 

ya SSYX /≤+                             (1) 

 

여기서 Sa는 다음 중 작은 값을 취한다; 

(1) 주기 동안 최고 벽평균온도와 104 시간을 사용하여 결정한 1.25St 

(2) 주기 동안 최대 및 최소 벽평균온도들에서 결정된 두 개의 Sy 값들의 평균 

 

T-1323   시험번호 A-2 

시험번호 A-2에 대해: 

 

1≤+ YX                               (2) 

 

이 규정은 최대 이차응력 범위 (QR)max를 정의하는 응력극단들 중의 하나에서의 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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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T-1323 510|tm SS = 에서의 온도 

 

 

평균온도가 표 T-1323의 적용가능 온도 이하인 주기들에 대해서 적용 가능하다. 

 

T-1324   시험번호 A-3 

시험번호 A-3에 대해, MNB-3222.2, MNB-3222.3, 그리고 MNB-3222.4의 한계가 

만족되어야 하고, 추가로 아래의 (1)에서 (4)까지의 요건들이 만족되어야 한다. 

(1)  

1.0≤∑
i id

i

t
t

 

여기서 

ti = 운전수명 동안 금속온도가 Ti 인 총 시간. 여기서 운전수명은 모든 시간 

ti의 합보다 크지 말아야 한다. 

tid = 1.5Sy|Ti로 나타낸 바와 같이 온도 Ti와 Ti에서의 Sy에 1.5배를 곱한 응력

값을 그림 I-14.6에 적용하여 결정한 최대 허용시간. 만일 1.5Sy|Ti가 그

림 I-14.6에서 제공하는 응력 값보다 높을 경우에 이 시험은 만족될 수 

없다. 1.5Sy|Ti가 그림 I-14.6에서 제공하는 최저 응력값 이하인 경우에는 

일정 온도선을 주어진 재료에 대한 그림 I-14.6에서 가장 큰 기울기를 사

용하여 외삽함으로써 더 큰 tid 값들을 결정할 수 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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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i

iε  

 

여기서 εi는 운전수명 동안에 금속온도가 Ti인 총 시간동안 1.25Sy|Ti의 응력수준에

서 예상되는 크립 변형률이다. 설계수명이 여러 시간간격으로 분할되어 있으면 운

전수명은 모든 시간주기의 합보다 더 크지 말아야 한다. 즉, 

 

≥∑ iT
i

it | 운전수명 

(3) MNB-3222.2와 MNB-3222.3의 3Sm 한계에 대하여, 3Sm 과 mS3  중에 작은 값

을 사용한다. 여기서 

mS3 = )5.1( rHm SS + : 일차와 이차응력 강도를 합친 (P + Q)의 최대 범위를 만

드는 응력차들 중에 단 하나의 극단이 MNB 규정 적용온도 이상에서 발

생될 때; )( rLrH SS +  : 일차와 이차응력 강도를 합친 (P + Q)의 최대 

범위를 만드는 응력차의 두 극단 모두가 MNB 규정 적용온도 이상에서 

발생될 때 

SrH,SrL = 응력주기의 고온 및 고온 극단들에서의 온도들과 관련된 응력완화강도. 

고온 조건은 응력주기의 최대 운전온도로 정의된다. 고온 시간은 벽 평

균온도가 800oF (425oC) [2(1/4)Cr-1Mo와 9Cr-1Mo-V에 대해서는 700oF 

(370oC)]을 초과하는 운전수명 부분이다. 저온은 응력주기에서 두 응력 

극단에 대응하는 두 온도들 중에 저온 값으로 정의된다. 저온시간은 벽 

평균온도가 800oF (425oC) [2(1/4)Cr-1Mo와 9Cr-1Mo-V에 대해서는 700oF 

(370oC)]을 초과하는 운전수명 부분이다.  

 

이 기준에 있어서 총 운전수명은 온도-시간 구간들로 더 세분화될 수 없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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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응력완화 강도, SrH와 SrL은 800oF (425oC) [2(1/4)Cr-1Mo와 9Cr-1Mo-V에 대해서

는 700oF (375oC)] 이상에서의 운전시간 동안 초기응력 1.5Sm에 해당하는 초기 변형

률을 시작으로 하는 순수 단축 완화해석을 수행하여 결정될 수 있다. 

(4) MNB-3222.5(2)의 피로한도에 대한 기준은 여기서 적용될 수 없다. 

 

T-1325   배관기기에 대한 특별요건들 

(1) T-1322, T-1323, 또는 T-1330의 한계를 만족하기 위하여 MNH-3651(2)의 조

항들을 사용하는 배관평가들은 이차응력강도 범위, QR을 계산할 때 다음과 같은 응

력 항을 포함해야 한다; 

 

)1(2
1

ν
α

−

∆TE
 

(2) T-1324의 한계들을 배관기기들에 적용하기 위하여 Sm이 mS 로 대체되고 

MNB-3653.7의 라체트 평가가 항상 

 

)1(2
3 1

ν
α

−

∆
−>

TE
SS mn  

 

을 만족할 경우에는 MNB-3222.2, MNB-3222.3, 그리고 MNB-3222.5를 만족하는 대신

에 MNB-3650 요건 만족이 사용될 수 있다. 여기서 Sn, E, α, ∆T, 그리고 ν는 MNB-

3650에 정의되어 있고, mS 은 T-1324(3)에 정의된 3 mS 을 3으로 나눈값과 mS  중에 

작은 값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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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1330   단순 비탄성해석을 사용한 변형률 한계 만족 

T-1331   일반 요건 

아래의 일반요건 (1)에서 (8)까지와 더불어 T-1332의 한계가 만족되면 T-1310

의 변형률 한계가 만족된 것으로 간주된다.   

(1) T-1332는 두 개의 시험 B-1과 B-2를 포함한다. 시험 B-1은 피크응력이 무

시되는 구조물들에만 사용되어야 한다. 보다 보수적인 시험 B-2는 임의 구

조물과 하중에 적용 가능하다.  

(2) 설계시방서에 정의된 각각의 주기는 하부주기들로 분리될 수 없다. 만약 

명시되지 않았다면 (MNH-3114 참조) 지진하중과 기타 천이 조건들은 변형

률 평가를 위하여 원전수명 동안 균일하게 분포되어야 한다. 

(3) T-1332 사용에 대한 대안으로서 T-1333을 사용하여 선택된 운전주기들에 

대한 비탄성 변형률 들은 개별적으로 평가될 수도 있고 상세 비탄성 해석

을 수행하여 평가될 수도 있다. 비탄성 변형률의 총 합산 결과는 T-1310의 

한계를 만족해야 한다. T-1333은 반드시 국부 구조물 불연속성이 없는 축

대칭 하중을 받는 축대칭 구조물에만 적용 가능하다. 

(4) 탄성추종으로 인한 이차응력들 (즉, 압력기인 막응력과 굽힘응력들, 열기

인 막응력들)은 본 규정의 평가를 위해 일차응력으로 분류한다. 대안으로

서 이러한 응력들로 인한 변형률 들은 개별적으로 계산되어 T-1332와 T-

1333으로부터 구한 변형률 들과 합산될 수도 있고 T-1310에 의한 평가 시

에 이들 응력 값들이 더해질 수도 있다. 만일 후자의 대안이 사용될 경우

에 탄성추종으로 인한 응력들은 cσ  평가 시에 이차응력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5) 주기들의 전부 또는 단지 일부만이 평가되는 것과 상관없이 개별 주기들 

또는 시간블록 들에 대해 T-1332에서 등시성 곡선에 사용된 시간은 항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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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설계수명까지 합산되어야 한다. 

(6) T-1332에서는 T-1321(4)에 있는 X와 Y의 정의들이 적용된다. 이때 Sy 값 대

신에 이차응력 범위, QR을 정의하는 두 응력 극단들에서의 벽 평균온도들 

중에 낮은 온도에 대응하는 SyL을 사용한다. SyH은 이차응력 범위를 정의하

는 두 응력 극단들에서의 벽 평균온도들 중에 높은 온도에 대응하는 값이

다. 위에서 정의 하첨자 L과 H로 표시된 극단들은 앞으로 저온 끝단 및 고

온 끝단으로 각각 언급된다. 

(7) T-1333에서는 T-1321(4)에서의 X와 Y의 정의들이 적용되지만 XL, YL, XH, 

그리고 YH는 SyL과 SyH 를 사용한 저온 끝단 및 고온 끝단에 대해 각각 계산

된다. 

(8) T-1332 (시험번호 B-1)와 T-1333의 절차를 적용할 때 배관단면 또는 용기

의 전반적 굽힘으로 인한 벽면 막 힘하중은 보수적으로 축대칭 힘으로 포

함시킬 수 있다. 

 

T-1332   시험번호 B-1과 B-2 

(1) 이 시험들은 각 이차 응력강도 범위 QR을 정의하는 응력 극단들 중의 하나

에서 벽 평균온도가 표 T-1323의 적용온도 이하인 경우 변형률 한계를 평가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이 절의 한계규정은 T-1310의 변형률 한계치를 초과하지 않기 위

하여 수준 A, B, 그리고 C 운전 하중들을 포함해서 기기의 운전수명 동안 누적될 

수 있는 비탄성 크립변형률의 양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이 절에서는 탄성적으로 

계산된 일차 및 이차 응력강도들이 유효 크립응력 yLc SZ ⋅=σ 을 결정하는데 사용

되며 이 값은 총 라체팅 크립변형률을 결정하는데 사용된다. 임의 하중조합에 대한 

무차원 유효 크립응력 변수 Z는 시험번호 B-1에 대해서는 그림 T-1332-1, 시험번호 

B-2에 대해서는 그림 T-1332-2에 주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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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크립 라체팅 변형률은 cσ 에 1.25를 곱하고 총 운전수명의 온도-시간 이력 

동안 cσ25.1  응력은 일정하게 유지되고 이에 상응하는 크립변형률을 평가하여 결

정된다. T-1800의 등시성 응력-변형률 곡선들이 크립 라체팅 변형률 계산에 사용되

어야 한다. 총 운전수명은 온도-시간 블록들로 세분화될 수 있다. cσ 의 값은 블록

들 마다 다를 수 있지만 각 블록의 운전시간 동안 일정하게 유지된다. cσ 가 하중 

블록의 끝에서 감소될 때는 하중 블록시간은 cσ 가 일정한 총 변형률에서 이어지는 

블록의 cσ  값까지 완화되는데 필요한 시간보다 더 길거나 같아야 한다. 각 블록에 

대한 크립 변형률 증분은 개별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등시성 곡선들을 선택하는데 

사용된 시간들의 합은 총 운전수명이 되어야 한다. 이전 하중이력 동안 누적된 초

기 변형률을 시작으로 하여 각 블록에 대해 등시성 곡선을 사용할 수 있다. 각 시

간-온도 블록에 대한 크립변형률 증분 값들은 총 라체팅 크립변형률을 구하기 위해 

합산되어야 한다. 그 결과 값은 모재에 대해서는 1% 그리고 용접금속에 대해서는 

1/2% 이하로 제한되어야 한다. 

(3) 유효 크립응력 변수에 대한 무차원 표현은 그림 T-1332-1의 S1, S2 그리고 

P 영역에서는 Z = yLc S/σ  그리고 S2와 P 영역에서는 

Z = YX ⋅                                  (3) 

그리고 S1 영역에서는 

YXYZ )1(21 −−+=                          (4) 

이다. 영역 E 에서는 Z = X이다. P, S1과 S2 영역의 경계를 정의하는 방정식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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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T-1332-1 시험번호 B-1과 B-3을 사용하는 단순 비탄성해석을 위한  

유효 크립응력 변수 Z  

[시험번호 B-1에 대한 T-1331(1)의 제한이 만족될 경우에 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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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T-1332-2 시험번호 B-2을 사용하는 단순 비탄성해석을 위한 유효 

크립응력 변수 Z  

[일반 구조물에 적용 가능] 

  

그림 T-1332-1에 나타나 있다. 시험번호 B-1은 cσ 가 항복응력 SyH 보다 작은 경우

에만 적용될 수 있다 (E, S1, S2 그리고 P 영역 참조). 

(4) 시험번호 B-2에 대한 유효 크립응력 cσ 는 그림 T-1332-2로부터 구해져야 

한다. 

 

T-1333   시험번호 B-3 

(1) T-1333의 절차는 R1과 R2 영역에 있는 주기들에 대해 사용 가능하다. 이 

절차는 또한 상대적으로 심각한 하중주기들이 있을 경우에 변형률 계산에 있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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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S1, S2 그리고 P 영역이 있는 주기들에 대해서도 적용 

가능하다. T-1333을 사용하여 평가되는 주기들에 대해 소성 라쳇 변형률과 이들 하

중주기 내에서 크립완화로 인한 강화 크립변형률은 T-1332 시험번호 B-1에 의해 계

산된 변형률과 더해져야 한다. 기기의 수명 동안 누적되는 총 비탄성 변형률은 다

음과 같이 주어 진다. 

 

∑ ∑ ∑ ∑++= δηνε                          (5) 

위의 식에서 

∑δ  = T-1333(3)에 설명된 대로 구해진 ][ cσ  응력의 완화로 인한 강화 크립

변형률 증분 

∑η  = T-1333(2)에 설명된 대로 구해진 S1, S2, P, R1 그리고 R2 영역에 있는 

하중주기들에 대한 소성 라쳇 변형률 증분 

∑ν  = T-1333과 상세 비탄성해석을 사용하여 평가된 하중주기들에 대해 T-

1332의 시험번호 B-1에서 cσ  응력 증가를 무시하고 등시성 곡선으로

부터 계산된 비탄성 변형률 

(2) yHcL S≥][σ 일 때 하중주기들에 있어 소성 라쳇팅이 발생한다. 이 주기 동

안 소성 라쳇변형률 증분은 다음과 같다. 

 

0.1≤LZ  (고온 극단이 S1, S2, 그리고 P 영역에만 있는 경우) 

[ ])]([)]([1
)( yLcHyHcL

H
n SS

E
−+−= σση                  (6) 

 

0.1>LZ  (양쪽 극단 모두 R1과 R2 영역에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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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yHcH

H
yLcL

L
n S

E
S

E
−+−= σση                (7) 

yLLcL SZ=][σ , yHHcH SZ=][σ  

 

위의 식에서 ][ cLσ 과 ][ cHσ 는 주어진 주기들의 저온과 고온 극단에 대한 유효응력

인 yLLcL SZ=][σ , yHHcH SZ=][σ 을 각각 나타낸다. 

유효 크립응력 변수 Z는 S2, P 그리고 R2 영역에 대해 식 (3)으로부터 구해진

다. 식 (4)는 S1과 R1 영역에 대한 것이다. 식 (3)과 (4)에 대한 곡선들은 그림 T-

1332-1에 나타나 있다. 위의 식에서 중괄호는 ][ cσ  응력이 T-1333 평가를 위해 계

산되었음을 의미한다. EL과 EH는 주기의 저온 및 고온 끝단에서의 탄성계수이다. 

식 (6)과 (7)에 있는 모두 값들은 하중주기 (n)과 관계 있음을 주시해야 한다. 

(3) yHcL S≥][σ 인 하중주기들에 대해 응력완화로 인한 강화 크립변형률 증분

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c

cyH

H
n

S
E σ

σ
δ

22

)(
1 −

=                              (8) 

 

yHcL S<][σ 인 하중주기들에 대해 ][ cLσ  응력완화로 인한 강화 크립변형률 증

분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c

ccL

H
n E σ

σσ
δ

22

)(
][1 −

=                           (9) 

 

위의 식에서 cσ 는 하중이력이 명시된 경우 다음 주기에 대해 T-1332로부터 구한 

유효 크립응력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T-1332 평가에서 사용된 최저 cσ  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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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식 (8)과 (9)에 사용되어야 한다. 

식 (8)과 (9)에 있는 모든 값들은 하중주기 (n)과 관계 있음을 주시해야 한다. 

항상 양의 )(nδ  증분만 고려되어야 한다. 

 

T-1400   크립-피로 평가 

T-1410   일반요건 

T-1411   손상 방정식 

A, B, 그리고 C급 운전하중들의 조합에 대해 유지시간과 변형률 속도 영향을 

포함한 누적 크립 및 피로손상이 평가되어야 한다. 수용 가능한 설계를 위해 크립

과 피로 손상은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만족해야 한다. 

 

∑∑
==

≤⎟⎟
⎠

⎞
⎜⎜
⎝

⎛ ∆
+⎟⎟

⎠

⎞
⎜⎜
⎝

⎛ q

k kd

p

j jd

D
T

t
N
n

11

                     (10) 

   여기서 

   D = 총 크립-피로손상 

    (Nd)j = 주기형태 j에 대해 주기동안 발생되는 최대 금속온도에 대응하는 설계 

피로곡선 (그림 T-1420-1)으로부터 결정된 설계허용횟수. 이 설계 피

로곡선들은 변형률 속도가 곡선에 명시된 값들 보다 같거나 큰 되풀이 

하중 조건으로부터 결정된 것이다.  

(Td)k = 관심있는 손상평가 부위점에서 시간간격 k 동안에 발생되는 응력과 최

대온도에 대해 그림 I-14.6 (응력-파손 곡선)으로부터 결정되는 허용 

지속시간. 탄성해석법에 대해서는 T-1433에 정의된 적절한 응력값이 

사용된다. 비탄성해석법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등가 응력값이 사용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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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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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3211 σσσ ++=J  

2/12
3

2
2

2
1 ][ σσσ ++=sS  

2/12
13

2
32

2
21 ])()()[(

2
1 σσσσσσσ −+−+−=  

 

이다. 그리고 iσ 는 주응력 들을 나타낸다. 상수 C는 다음과 같이 정

의된다. 

(가) 304와 316 스텐인레스 강, C = 0.24 

(나) Alloy 800H, C = 0 

(다) 2(1/2)Cr-1Mo와 9Cr-1Mo-V 강: 

1) 0.1/1 ≥sSJ 인 경우, C = 0.16 

2) 0.1/1 <sSJ 인 경우, C = 0. 

탄성해석법과 비탄성해석법 모두 최대 응력 (시간간격, k 동안 관심 

평가 부위점에서)을 계수, K ′ (표 T-1411-1)로 나눈 응력 값을 그림 

I-14.6에 적용하여 허용 지속시간을 결정해야 한다. 

 (n)j = 주기형태 j의 반복횟수 

q = 관심있는 크립손상 계산 부위점에서 명시된 고온 운전수명을 나타내는

데 필요한 시간간격 횟수 (각 시간간격에 대해 응력-온도 조합은 유일

하게 결정됨) 

(∆t)k = 시간간격 k의 지속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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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q” 시간간격들의 합은 명시된 총 고온 운전수명보다 같거나 이를 초

과해야 한다. 

 

T-1412   피로해석 면제 

피로해석에 대한 면제를 허용하는 MNB-3222.4(4)의 규정은 운전하중들이MNH-

3211(3)의 절차에서 심각한 시간의존성 효과를 나타내지 않음이 보장되지 않는 

한 MNB의 한계를 초과하는 온도에는 적용될 수 없다. 

 

T-1413   등가 변형률 범위 

탄성해석법과 비탄성해석법 모두 피로손상 합을 평가하기 위해 등가 변형률 범

위를 사용해야 한다. 설계사양서가 하중 순서를 기술하는 히스토그램을 포함할 경

우 변형률 범위는 히스토그램에 기술된 하중주기들에 대해 계산되어야 한다. 만일 

하중순서가 설계사양서에 정의되어 있지 않으면 MNB-3222.4(5)(마)에 따른 하중주

기 조합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등가 변형률 범위는 다음과 같이 계산되어야 한다. 

 

절차 1: 하나의 하중주기에 대해 각 시간점, i에 대한 모든 변형률 성분들 

( zxiyzixyiziyixi γγγεεε ,,,,, )을 계산한다. 비탄성해석을 수행할 경우에 국부 

기하학적 불연속에서의 응력 및 변형률 집중효과가 이 절차에 포함되어 

있다. 탄성해석법을 수행할 경우에는 기하학적 불연속으로 인한 피크 변

형률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이들 효과는 T-1432의 절차에서 고려된다. 

절차 2: 주기에 대한 최대 또는 최소 변형률 발생 시간점 중의 하나를 선정하고 이 

시간점을 하첨자 o로 기준을 삼는다. 

절차 3: 주기동안 기준 시간점 o와 각 시간점 i에서의 변형률을 각 성분 별로 뺀 

성분별 변형률 범위 시간이력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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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oxixi εεε −=∆  

yoyiyi εεε −=∆  

etc. 

절차 4: 각 시간점에 대한 등가 변형률 범위를 다음 식으로부터 계산한다. 

 

2/1

222

222

*, )(
2
3

)()()(

)1(2
2

⎥
⎥

⎦

⎤

⎢
⎢

⎣

⎡

∆+∆+∆+

∆−∆+∆−∆+∆−∆

+
=∆

zxiyzixyi

xiziziyiyixi

ie γγγ

εεεεεε

ν
ε  

          여기서 

               *ν = 0.5 : T-1420의 규정을 사용할 경우 

               *ν = 0.3 : T-1430의 규정을 사용할 경우 

 

절차 5: 위에서 계산된 등가 변형률 범위 iequiv,ε∆ 의 최대값을 maxε∆ 로 정의한다. 

 

위의 절차들은 주 변형률의 방향이 변하는 것과 상관없이 사용될 수 있다. 주 

변형률이 회전하지 않을 때는 위의 순서에 대한 대안으로 T-1414가 사용될 수 있다. 

 

T-1414   대안 계산방법 –  등가변형률 범위 

주 변형률이 회전하지 않을 경우 등가 변형률 범위 결정을 위한 대안 계산방법

은 다음과 같다. 

 

절차 1: T-1413의 절차 1과 동일하다. 

절차 2: 주변형률 시간이력 결정한다. 

절차 3: 절차 2의 각 시간간격에서의 주변형률차 21 εε − , 32 εε − , 13 εε −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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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절차 4: 최대 또는 최소 변형률차 발생 시간점을 선정하고 이 시간점을 하첨자 o로 

기준을 설정한다. 

절차 5: 주기동안 기준 시간점 o에서의 변형률과 각 시간점 i에 대응하는 변형률 

간의 차에 대한 시간이력을 결정한다. 이때 이들 변형률차 변동들은 다음

과 같다.  

oii )()()( 212121 εεεεεε −−−=−∆  

oii )()()( 323232 εεεεεε −−−=−∆  

oii )()()( 131313 εεεεεε −−−=−∆  

절차 6: 각 시간점 i에 대해 다음과 같이 등가 변형률 범위을 계산한다. 

[ ] 2/12
13

2
32

2
21*, ])([])([])([

)1(2
2

iiiie εεεεεε
ν

ε −∆+−∆+−∆
+

=∆  

여기서 *ν 는 T-1413에 정의되어 있다. 

절차 7: 위에서 계산된 등가 변형률 범위 iequiv,ε∆  중에 최대값을 maxε∆ 로 정의한

다. 

 

T-1420   비탄성 해석을 사용한 한계 

비탄성해석법이 T-1411의 요건들을 만족하기 위해 사용될 때는 아래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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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T-1420-1A  304 SS 설계 피로 변형률 범위, t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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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T-1420-1B  316 SS 설계 피로 변형률 범위, t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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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T-1420-1C  Ni-Fe-Cr Alloy 800H 설계 피로 변형률 범위, t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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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T-1420-1D  2(1/4)Cr-1Mo 강 설계 피로 변형률 범위, t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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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리고 (3)의 규정들이 적용된다. 

(1) 식 (10)의 크립손상 항은 다음과 같은 적분형태로 계산될 수 있다. 

    

∫
t

dT
dt

0
 

 

(2) 식 (10)의 피로손상 항은 변형률 범위 tε 에 대응하는 설계 피로곡선으로부

터 평가된다. 변형률 범위 tε 는 최대 변형률 범위인 maxε∆ε =t 로 정의되며 여기

서 maxε∆ 는 T-1413 또는 T-1414에서 계산된 값이다. 하중주기 동안 최대 금속온도

에 대응하는 적절한 설계피로곡선이 그림 T-1420-1에서 선정되어야 한다. 

(3) 총 손상, D는 그림 T-1420-2의 포괄 크립-피로손상 곡선을 초과하지 말아

야 한다. 

 

T-1430   탄성해석을 사용한 한계 

T-1431   일반 요건 

(1) 본 절의 탄성해석 규정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만 사용될 수 있다. 

(가) Z가 1.0 이하로 T-1320 또는 T-1330의 탄성 라쳇규정이 만족된 경우 

(나) T-1324에 정의된 바와 같이 3Sm 과 mS3 중에 작은 값을 3Sm으로 사용한 

MNB-3222.2의 3Sm 한계를 만족할 경우 

(다) 압력기인 막응력과 굽힘응력 그리고 열기인 막응력은 일차응력 (하중

제어)으로 분류한 경우 

 

탄성 크립-피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T-1322 또는 T-1323의 (QR)max 계산에

서 반경방향 온도구배로 인한 이차응력 범위는 제외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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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형 탄성해석 방법은 소성 또는 크립변형 동안 발생되는 실제 변형률 범

위를 상당히 저평가할 수 있다. T-1432의 방법은 비탄성 거동으로 인한 이러한 변

형률 범위의 증가를 고려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계산된 변형률 범위 tε 는 설

계 피로곡선으로부터 식 (10)의 피로손상을 평가하기 위한 사용되어야 한다. 하중

주기 동안 발생되는 최대 금속온도에 대응하는 적절한 설계피로곡선이 그림 T-

1420-1로부터 선정되어야 한다. 

(3) 식 (10)의 크립손상 항은 T-1433의 절차를 사용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4) 총 손상, D는 그림 T-1420-2의 포괄 크립-피로 손상곡선을 초과하지 말아

야 한다. 

 

T-1432 변형률 범위 결정 

(1) T-1413 또는 T-1414를 사용하여 ∆εmax을 계산한다. T-1413 또는 T-1414에 

사용된 변형률 성분들은 탄성적으로 계산된 것으로 국부 기하학적 응력집중효과를 

포함하지 않는다. 대안적으로 MNB-3216에 기술된 응력차 절차를 사용하여 ∆εmax 을 

계산할 수 있지만 여기에는 국부 기하학적 응력집중 효과가 제외되어 있다. 변형률 

범위 ∆εmax는 ESalt /2 와 같이 정의되고 여기서 E는 주기동안 발생되는 최대 금속온

도에서의 탄성계수이다. 

(2) 아래에 명시된 (3), (4), 또는 (5) 절차를 사용하여 수정 최대 등가 변형

률 범위 modε∆ 를 계산한다. 

(3) 수정 최대 등가 변형률 범위 modε∆ 는 다음과 같이 계산될 수 있다. 

max
2

*

mod εε ∆⎟⎟
⎠

⎞
⎜⎜
⎝

⎛
=∆ K

S
S

                        (12) 

여기서 (그림 T-1432-1 참조) 

K = 시험 또는 해석으로 결정된 등가 응력집중 계수 또는 고려중인 국부면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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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임의 방향으로의 이론적 탄성 응력집중 계수의 최대 값. 등가 응력집중 계수

는 유효 (von Mises) 1차 응력 + 2차 응력 + 피크응력을 유효 1차 응력 + 2차 응력

으로 나눈 값으로 정의 된다. 저온 연속 주기피로시험으로 개발된 피로강도 감소계

수는 크립효과를 무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K를 결정하는데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 

*S  = 그림 T-1432-1에서 변형률 범위 ∆εmax에 대응하는 응력 값 

S  = 그림 T-1432-1에서 변형률 범위 K∆εmax에 대응하는 응력 값 

∆εmax = 위의 (a)에서 결정된 최대 등가 변형률 범위 

∆εmod = 국부 소성 및 크립 효과를 고려한 수정 최대 등가 변형률 범위 

 

이 해석에 사용되는 복합 응력-변형률 곡선은 그림 T-1432-1에 나타나 있다. 이 곡

선은 그림 T-1800로 부터 적절한 시간 독립 등시성 응력-변형률 곡선 ( εσ ′′, )의 

탄성 응력-변형률 영역 부분에 응력 범위, rHS 를 추가하여 만들어 진다. 이때 T-

1800의 적절한 곡선은 하중주기 동안 발생되는 최대 금속온도에 대응하는 곡선을 

선정한다. 

O = 이 해석에 사용된 복합 등시성 응력-변형률 곡선 (T-1432-1)의 원점 

O′ = 그림 T-1800의 시간독립 등시성 응력-변형률 곡선의 원점 

rHS  = T-1324에 정의된 완화강도 

ε′ = 그림 T-1800의 시간독립 등시성 응력-변형률 곡선의 변형률 좌표 

σ′ = 그림 T-1800의 시간독립 등시성 응력-변형률 곡선의 응력 좌표 

 

(4) 식 (12)로 계산된 수정 최대 등가 변형률 범위, modε∆ 는 상대적으로 최대 

등가 변형률 범위, maxε∆ 에 비해 보수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좀더 정확하

고 덜 보수적인 수정 최대 변형률 범위, modε∆ 는 다음의 식 (13)을 사용

하여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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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

max
*2

mod σ
ε

ε
∆

∆
=∆

SK
                          (13) 

여기서 (그림 T-1432-1 참조) modσ∆ , modε∆ , K, 그리고 *S 는 위의 (3)에 정의되

어 있고, modσ∆ 는 그림 T-1432-1의 복합 응력-변형률 곡선에서 modε∆ 에 대응하는 

유효 응력 범위이다. 식 (13)에서 결정되지 않은 modσ∆ 와 modε∆ 는 적절한 복합 

응력-변형률 곡선을 피팅하여 그래픽적이나 해석적으로 구할 수 있다. 여기서 적절

한 복합 응력-변형률 곡선은 위의 (3)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만들어 진다. 

(5) 수정 최대 등가 변형률 범위, modε∆ 에 대한 가장 보수적인 평가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maxmod εε ∆=∆ KKc                             (14) 

여기서 modε∆ , K, 그리고 maxε∆ 는 위의 (3)에 정의되어 있고 cK 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ESKifK mc /30.1 max ≤∆= ε  

ESKifSEKK mmc /33/ maxmax >∆∆= εε  

(6) 식 (15)에 정의된 다축 소성 및 포아손비 조절계수, νK 를 결정한다. 

)0.1(0.1 ' −+= νν KfK                         (15) 

여기서 

νK ′  = 그림 T-1432-3으로부터 식 (14)에 정의된 me SEKK 3/maxε∆ 에 해당하는 

소성 포아손비 조절계수 

f  = 응력주기의 두 극단에서의 각 응력상태에 대해 삼축계수를 계산하고 그

림 T-1432-2으로부터 이에 대응하는 계수. 두 극단 중에 최대 크기의 f 

값이 식 (15)에 사용되어야 한다. 

(7) T-1332에 정의된 유효 크립응력 yc SZ ⋅=σ 의 1.25배에 해당하는 응력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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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사용하여 하중제어 응력으로 인한 응력주기에 대하여 크립 변형률 증분 cε∆ 를 

결정한다. 이때 총 운전수명 대신에 천이운전들 간의 유지시간을 포함하는 응력 주

기시간을 사용하여 T-1321, T-1331 그리고 T-1332으로부터 cε∆ 를 결정한다. 이때 

T-1323에 있는 RQ 에 대한 표 T-1323의 제한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크립 

변형률 증분은 각 응력주기의 온도-시간 동안 일정한 값을 갖는 cσ25.1 에 대해 응

력 주기 시간-온도 블록 동안의 최대 금속온도를 등시성 응력-변형률 곡선 (그림 

T-1800)에 적용하여 결정한다. 이때 cε∆ 는 하나의 응력주기 시간동안 누적된 크립 

변형률 증분이다. 대안으로서, 총 운전수명 동안 누적된 크립 변형률을 총 발생횟

수로 나눈 값을 크립 변형률 증분 cε∆ 로 사용할 수 있다. T-1320과 T-1431(1) 규

정의 만족에 기초하여 cε∆  값은 응력주기들의 총 횟수로 나누어져서 1%을 초과할 

필요가 없다. 

∑
=

P

j
jn

1
)(  

(8) 그림 T-1420-1의 설계 피로곡선에 적용될 총 변형률 범위는 다음과 같이계

산되어야 한다. 

ct KK εεε ν ∆+∆= mod                         (16) 

여기서 

K  = 위의 (3), (4), 또는 (5)에서 결정된 국부 기하학적 집중계수 

νK  = 위의 (6)에서 결정된 다축 소성 및 포아손비 조정계수 

cε∆  = 위의 (6)에서 결정된 크립 변형률 증분 

modε∆  = 위의 (3), (4), 또는 (5)들 중의 하나에서 결정된 수정 최대 등가 변형률 

범위 

tε  = 그림 T-1420-1의 설계 피로곡선으로부터 허용횟수, dN 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총 변형률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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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1433   크립손상 평가 

식 (10)의 크립손상 항은 아래의 (1)에서 정의된 일반절차를 사용하거나 (2)에

서 정의된 대안절차를 사용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2)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대안

절차는 임의의 하중형태, j에 대한 T-1432(8)에서 결정된 총 변형률 범위 tε 가 

ESm /3 를 초과할 경우에는 사용될 수 없다. 

(1) 식 (10)의 크립손상을 평가하기 위한 일반적인 절차는 아래의 절차 1에서 

절차 10까지 제공되어 있다. 절차 3에서 절차 7까지는 T-1432에서 평가된 각 주기

형태 j에 대해 반복되어야 한다. j는 T-1411에 정의된 것처럼 1에서 P까지 이다.  

 

절차 1: 총 명시된 운전수명을 고려하여 800oF (425oC) [2(1/4)Cr-1Mo에 대해서는 

700oF (375oC)] 이상의 온도에서 운전되는 총 시간을 tH로 정의한다. 

절차 2: 정상운전 동안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국부 금속온도를 유지온도, THT로 정

의한다. 

절차 3: 각 주기하중 형태, j에 대하여 평균 주기시간, jt 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jHj ntt /=  

여기서 

nj = 주기형태, j의 반복횟수 

Ht  = 위의 절차 1에서 정의된 총 운전수명에 대한 고온에서의 총 운전시간 

jt  = 주기형태 j에 대한 평균 주기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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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T-1420-2  포괄 크립-피로 손상 

 

그림 T-1432-1 응력-변형률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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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T-1432-2  비탄성 다축 조정 

 

 

그림 T-1432-3  비탄성 이축 포아손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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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4: 그림 T-1800에서 유지온도 THT에 대응하는 시간독립 등시성 응력-변형률 

곡선을 선정한다. 이로부터 주기형태 j에 대해 T-1432(8)에서 계산된 변형

률 범위 tε 에 대응하는 응력수준 jS 를 결정한다. 이때 HTT 는 주기형태와 

독립적이기 때문에 모든 주기형태에 대하여 동일한 등시성 응력-변형률 곡

선을 사용해야 한다. 

절차 5: 평균 주기시간 jt  동안의 응력완화를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응력완화 평

가는 일정온도 HTT 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주기형태 j에 대한 초기응력은 

jS 이다. 이러한 응력완화 시간이력은 다음과 같이 결정될 수 있다. 

1) 그림 T-1433-1(2)에서와 같이 다음 식을 사용하여 다축 응력상태가 

고려된 단축 완화해석: 

)(8.0 rjjr SSGSS −−=  

여기서 

G = 응력주기 두 극단의 각각에서의 응력상태에서 결정된 다축계수의 최소

값. 다축계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3.0[
])(5.0[

321

321

σσσ
σσσ

+−
+−

=G  

여기서 21 ,σσ  그리고 3σ 는 응력주기의 극단에서 국부 기하학적 응력집중 

계수를 배제한 주 응력들이며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321 σσσ ≥≥  

1.0보다 큰 G 값은 1.0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Sj = 주기형태 j에 대한 초기 응력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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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 = 다축 응력상태로 조정된 시간 t에서의 완화 응력수준 

rS = 단축 완화모델에 기초한 시간 t에서의 완화 응력수준 

또는 

2) 그림 T-1433-1에서와 같이 변형률 수준 tε 와 온도 HTT 에 대응하는 

그림 T-1800의 적절한 등시성 응력-변형률 곡선으로부터 시간변동에 따른 

응력 수준을 결정한다. 이러한 응력완화 과정은 LBS  보다 작은 응력수준

까지 진행되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하한계 응력수준 LBS 는 정상운전 유

지시간 동안 존재할 수 있는 코아응력 강도 cσ  [T-1432(7) 참조]의 1.25

배로 정의된다. 모든 주기형태에 대해 동일한 LBS 값이 사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응력완화 절차는 그림 T-1433-2에 설명되어 있는 것과 유사한 응

력-시간이력 결과를 만들어 낸다. 

절차 6: 평균 주기시간 jt 는 정상운전 지속시간뿐만 아니라 고온 천이 운전시간을

포함한다. jt 에서 고온 천이 운전시간을 나타내는 부분을 jTRANt )( 로 정의

한다. 천이조건 동안 하중제어응력이 최대가 되는 시간 점을 결정하고 그 

시간 점에서의 하중제어 응력강도를 jTRANS )( 로 정의한다. 그림 T-1433-

3(1)에 보여진 것처럼 절차 5에서 결정된 응력-시간이력 상에 jTRANt )( 와 

jTRANS )( 를 모두 나타낸다. 만일 jTRANS )( 가 그림 T-1433-3(1)에 설명된 

바와 같이 jTRANt )(  동안의 응력-시간이력을 초과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응

력-시간이력의 수정이 요구되지 않는다. 만일 jTRANS )( 이 jTRANt )(  동안 응

력-시간이력을 초과하면 응력-시간이력은 그림 T-1433-3(2)에 보여지는 것

과 같이 시간상에서 단순이동에 의한 수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절차 7: 주기형태 j동안 발생되는 최대 금속온도를 주기 천이온도, jTRANT )( 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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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며 이때 jTRANT )( 은 유지시간 온도, THT 보다 높아야 한다. 여기서 

jTRANT )(  온도는 응력완화 이력의 결정에는 고려되지 않지만 jTRANt )(  동안 

크립손상의 순차적 결정에는 고려된다. 

절차 8: 주기형태 j = 1에서 P까지에 대한 위의 절차 3에서 절차 7의 반복은 P개의 

응력/온도 시간이력을 만들어 낸다.  이들 응력/온도 시간이력들은 그림 

T-1433-4에서와 같이 중첩되어야 한다. 

절차 9: 구해진 포괄 응력/온도 시간이력은 식 (10)의 크립손상 항의 평가를 위해 

q개의 시간간격으로 나누어져야 한다. 이때 평가의 편리성을 위하여 포괄 

응력/온도 시간이력을 계단식 시간함수로 이루어진 q개의 시간간격으로 나

눈다. 이들 각 시간간격 kt)(∆ 동안에 응력 kS)( 와 온도 kT )( 는 일정하다

고 가정한다. 

절차 10: 각 시간간격 kt)(∆ 에 대해 식 (10)의 허용 시간을 그림 I-14.6의 최소 

예상 응력-파손 곡선으로부터 결정한다. 이때 적절한 온도는 kT )( 이고 적

절한 응력은 KS k ′/)( 이며 K ′는 표 T-1411-1에서 결정된다. 

 

(2) 대안적으로, 응력/온도 시간이력은 총 설계수명에 대한 단일 완화곡선에 

기초하여 정의될 수 있다. 이 대안절차는 T-1432에서 고려되는 모든 주기형태 j에 

대해 T-1432(8)에서 결정된 총 변형률 범위 tε 가 ESm /3  보다 작거나 같을 경우

에만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단일 완화곡선에 대한 응력-시간이력은 위의 (1)에 

있는 절차 1에서 절차 5에 걸쳐 정의된 과정들을 사용해서 만들어져야 한다. 이 계

산목적을 위해 위의 절차 5의 평균 주기시간 jt 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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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T-1433-1 완화결정 방법 

 

 

 

 

 

그림 T-1433-2  크립손상 평가를 위한 응력-완화 한계 

(1) 

등시성 응력-변형률 

곡선으로부터의 응력완화

(2) 

단축완화, rS 로부터 계산된

다축 완화, 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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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T-1433-3  크립손상 계산을 위한 응력-완화 한계 

 

 

 

 

 

그림 T-1433-4  그림손상 평가를 위한 포괄 응력-시간 이력 

 

 

 

(1) 

하중제어 천이 효과가 없는 경우

(2) 

하중제어 천이 효과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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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j tt =  

여기서 Ht 는 위의 절차 1에서 정의된 것과 같다. 유사하게, 위의 절차 4에서 계산

된 초기응력 jS 는 T-1432(8)에서 계산된 tε 의 최대값으로부터 구해져야 한다. 하

한계 응력, LBS 는 위의 절차 5에서 정의된 것과 같다. 유지시간 온도, HTT 는 위

의 절차 2에서 정의된 것과 같다. 최종 응력-시간이력은 그림 T-1433-2에 보여진 

것과 유사해야 한다. 

이 단일 주기 응력-시간이력은 q개의 계단식 함수로 나누어지고 각 시간간격 

kt)(∆  동안 응력 kS)( 는 일정한 시간간격 시작점 응력 값을 갖는 다고 가정한다. 

온도, kT )( 는 HTT 와 같으며 총 설계수명 동안 일정하다. 

각 시간간격 kt)(∆ 에 대해 식 (10)의 허용 시간을 그림 I-14.6의 최소 예상 응

력-파손 곡선으로부터 결정한다. 이때 적절한 온도는 kT )( 이고 적절한 응력은 

KS k ′/)( 이며 K ′는 표 T-1411-1에서 결정된다. 

 

T-1434   배관에 대한 변형률 범위 계산 

 

단순 탄성해석 규정을 표 MNB-3681(1)-1의 응력지수들을 사용한 배관해석에 사

용할 경우에 등가 변형률 범위는 식 (12)와 식 (14)에 탄성 및 비탄성 변형률을 더

해서 직접 계산할 수 있다. 단순해석을 사용한 온도분포의 계산은 실제 기기의 기

하학적인 면을 반영해야 한다. 

배관 계에는 열팽창에 따른 탄성추종이 평가되어야 하고 이러한 효과들은 T-

1430의 변형률 범위 tε 와 응력 강도 kS  계산에 고려되어야 한다. 탄성추종 해석은 

설계보고서에 공개되어야 하고 또한 검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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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T-1411-1 

재료 K ′ 

Austenitic Stainless Steel 0.67 

Ni-Fe-Cr (Alloy 800H) 0.67 

2(1/4)Cr-1Mo 0.67 

9Cr-1Mo-V 0.67 

 

T-1435   대안 크립-피로 평가 

T-1324의 한계가 만족되면 T-1431, T-1432, 그리고 T-1433의 규정들은 다음을 

제외하고는 MNB-3222.4로 대체될 수 있다. 

 

(1) 그림 I-9.0의 기준은 그림 T-1420-1로 대체할 수 있다. 이때 변형률 범위 

tε 와 주기 동안 평가점 금속온도에서의 탄성계수 E를 곱한 절반 값을 aS 로 한다. 

(2) MNB-3228.5와 MNB-3653.6의 nS  값은 pS 로 바뀌어야 한다. 

(3) 누적 사용계수 U는 0.9를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4) T-1412의 예외를 참조하라. 

 

T-1500   좌굴 및 불안정성 

T-1510   일반 요건 

(1) MNB-3133의 안정성 한계는 특정 하중조건 하에 있는 특정 기하학적 

형상에만 국한된다. 예를 들어 컬럼 모우드(Column mode) 좌굴은 MNB-3133과 부록 

VII에 의해 평가될 수 없다. 1등급 기기에 대한 MNB 한계는 용기 쉘 상의 

제작공차를 허용하는 초기 형상결함 효과를 포함한다. 그러나 MNB 한계규정은 

고온에서의 장기 하중으로 인한 크립 영향과 그 밖의 다른 하중 또는 다른 

기하학적인 영향들은 고려하지 않는다. T-1500 규정은 재료의 시간 독립성과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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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존성 크립 거동으로 인한 좌굴 또는 불안정성을 야기시킬 수 있는 일반적인 

구조형상과 하중조건들에 적용할 수 있는 추가적인 한계규정들을 제공한다. 이들 

추가 한계규정들은 모든 명시된 설계 및 운전하중들에 적용될 수 있다. 

(2) T-1520에 명시된 한계규정에는 하중제어 좌굴과 변형률제어 좌굴로 

구분되어 있다. 하중제어 좌굴은 외압에 의한 튜브의 붕괴와 같이 파손을 야기하는 

후좌굴(Post-buckling) 영역에서 적용된 하중의 지속적인 작용으로 발생한다. 

변형률제어 좌굴은 좌굴 개시에 따른 변형율 기인 하중의 직접적인 감소와 이로 

인한 변형의 자기한계적 성질(Self-limiting nature)에 의해 발생된다. 비록 

이것이 자기한계적이라고 할지라도 피로, 과도 변형률, 그리고 하중제어 

불안정성과의 상호작용에 의한 파손방지를 위해서 변형률제어 좌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변형률제어 좌굴과 하중제어 좌굴이 상호작용할 수 있는 조건의 경우, 

하중제어 좌굴에 적용할 수 있는 하중계수(Load factor)는 상호작용 모우드에서의 

좌굴을 방지하기 위해 하중제어와 변형률제어 하중의 조합을 사용해야 한다. 

(4) 심각한 탄성추종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의 경우, 하중제어 좌굴에 적용할 

수 있는 하중계수는 변형률제어 좌굴에도 사용되어야 한다. 

(5) 하중제어 좌굴의 경우, 초기 기하학적 형상결함과 공차의 영향들은 T-

1521의 시간독립성 좌굴 계산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즉, 기하학적 형상결함과 

공차의 영향은 그것이 처음부터 존재했던 또는 운전 중에 발생했던지 간에 T-

1522의 시간의존성 좌굴 계산시에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6) 순수 변형률제어 좌굴의 경우, 기하학적 형상결함과 공차의 영향은 그것이 

처음부터 존재했던 또는 운전 중에 발생했던지 간에 불안정 변형률 계산시에 

고려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만일 심각한 기하학적 형상결함이 초기에 존재하면 

크립으로 인한 결함의 증대가 과도변형 또는 변형률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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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들은 T-1200과 T-1300의 비탄성 변형 및 변형률 한계규정의 적용 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7) 명시된 온도에서 재료의 예상 최소 응력-변형률 곡선이 사용되어야 한다. 

예상 최소값들은 그림 T-1800에 주어진 평균 인장곡선의 비탄성 부분을 표 I-

14.5에 주어진 항복강도 값으로 정규화시킴으로써 구할 수 있다. 

재융해풀림(Re-solution annealed)형 300 시리즈 오스테나이틱 스테인레스 

강을 사용할 경우, 표에 주어진 항복강도 값들은 17% 더 감소시킨 값들을 사용해야 

한다. 만일 상온에서의 항복강도가 재융해 풀림으로 인해 명시된 최소값을 

만족함이 시험을 통해 증명될 경우에는 이러한 감소절차는 요구되지 않는다. 9Cr-

1Mo-V 강의 경우, 좌굴해석에 사용되는 최소 응력-변형률 곡선은 일반적으로 예상 

하중속도에 의존한다. 고온에 있어서는 속도의존성 소성과 시간의존성 크립을 

구분하지 않는 통합구성방정식을 T-1520의 좌굴 한계규정 검토에 사용해야 한다. 

(8) T-1521과 T-1522의 한계규정은 명시된 모든 설계 및 운전하중들에 대해 

만족되어야 한다. 

 

T-1520   좌굴 한계 

T-1521   시간독립성 좌굴 

명시된 설계 및 운전하중에 대해 하중제어 좌굴의 경우에는 하중계수, 

변형률제어 좌굴의 경우에는 변형률계수가 시간독립성 좌굴 (순간좌굴)을 방지하기 

위하여 표 T-1521-1에 주어진 시간독립성 좌굴계수 값들과 같거나 커야 한다.  

 

 

 

표 T-1521-1  시간독립성 좌굴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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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중계수 

[(1) 참조] 

변형률계수 

[(1), (2) 참조] 

설계하중 3.0 1.67 

운전하중 3.0  

   A급  3.0 1.67 

   B급  3.0 1.67 

   C급  2.5 1.4 

   D급  1.5 1.1 

   시험 [(3) 참조] 2.25 1.67 

참조: 

(1) 하중 (변형률) 계수 = [설계 (또는 실제 운전) 온도에서 순간 불안정성을 

야기하는 하중 (변형률)] ÷ [설계 또는 예상하중 

(변형률)] 

운전으로 야기되는 형상변화는 좌굴하중 계산에 고려될 필요가 없다. 

(2) 열기인 변형률 제어 좌굴에 대한 변형률 계수는 열변형률로 야기된 하중에 

적용되어야 한다. 좌굴 변형률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인 강성 성질을 

사용하여 인위적으로 높은 변형률을 야기할 필요가 있다. 조정된 열팽창 

계수의 사용은 관련 강성특성에 영향을 주지 않고 적용된 변형률을 증가시킬 

수 있는 하나의 기술이다.  

(3) 이들 계수들은 수압, 기압 그리고 누출시험에 적용된다. 다른 시험 종류들은 

MNH-3113.7에 따라서 분류되어야 한다. 

 

대안적으로, 외압 또는 축방향 압축을 받는 원통형 쉘 (보강재 유무와 

상관없이)의 경우에 그리고 외압을 받는 구형 쉘의 경우에는 MNB-3133의 설계한계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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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T-1522-1 시간의존성 하중제어 좌굴계수 

 

운전하중 계수 

A 급 1.5 

B 급 1.5 

C 급 1.5 

D 급 1.25 

 

T-1522   시간의존성 좌굴 

하중제어 시간의존성 크립좌굴을 방지하기 위해 표 T-1522-1에 주어진 

계수들을 명시된 운전하중에 곱하여 얻어진 하중시간이력에 대해 명시된 총 

설계수명 동안 불안정성이 발생하지 않음을 입증해야 한다. 변형률제어 하중은 

크립이 심각할 경우에 좌굴에 대한 구조물의 저항성과 함께 감소하기 때문에 순수 

변형률제어 좌굴의 경우에는 설계계수 (Design factor)가 요구되지 않는다. 

대안적으로, 그림 T-1522-1, T-1522-2 또는 T-1522-3의 한계치 이하 온도에 

대해서는 MNB-3133 또는 T-1522-2의 설계한계 규정이 크립 영향에 대한 고려 없이 

적용될 수 있다. 그림 T-1522-1과 T-1522-2의 온도한계는 설계수명 항으로 주어져 

있고 모든 반경 대비 두께 비에 대해서 적용 가능하다. 그림 T-1522-3의 

온도한계는 반경 대비 두께 비의 항으로 주어져 있고 모든 설계수명에 대해 적용 

가능하다. 

 

T-1700   특수 요건 

T-1710   용접부위 특수 변형률 요건 

T-1711   범위 

고온에서 용접금속의 제한된 연성에 대한 잠재성과 용접 열영향부에서의 높은 

변형률 집중에 대한 잠재성 때문에 모든 압력경계와 기타 1등급 구조용접부는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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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C 급 하중 하에서 크립 영향이 심각한 금속온도에 대해 본 하부조항의 추가 

해석요건들을 만족해야 한다 (MNH-3211 참조). 연성 감소에 대한 잠재성은 고 하중 

영역에 있는 용접들은 배제한다. 

 

T-1712   재료 물성치 

용접 영역에서의 변형률을 계산할 때 모재 물성치는 용접의 중심선까지 사용되

어야 한다. 

 

T-1713   변형률 한계 

용접부에 누적되는 비탄성 변형률은  모재에 허용된 변형률 값의 절반을 넘지 

말아야 한다. 

 

T-1714   기하학 형상의 해석 

용접부에서의 변형률과 크립-피로 연성 해석에는 최악의 표면형상에 대한 적절

한 응력 및 변형률 집중 계수를 사용해야 하고 이는 응력보고서 (MNCA-3350)에 포

함되어야 한다. 주어진 용접에 대한 최악의 표면형상은 MNH-3353에 기술된 방법으

로 결정되어야 한다. 

 

T-1715   크립-피로 감소계수 

용접 근방 (용접 중심선의 어느 쪽이나 두께의 ±3배로 정의)에서의 T-1400에 

따른 크립-피로 평가는 식 (10)의 허용 설계횟수 dN 와 허용 시간 dT 의 감소된 값

들을 사용해야 한다. dN  값은 모재에 허용된 값의 절반이어야 한다 (그림 T-

1420-1). dT  값은 모재 응력-파손 값 (표 I-14.6)에 표 I-14.10에 주어진 용접강

도 감소계수를 곱하여 구해진 응력-피손 곡선으로부터 결정되어야 한다. 계수 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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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T-1411-1)은 dT 의 결정에 반드시 적용되어야 한다. 

 

T-1720   볼팅에 대한 변형률 요건 

T-1721   변형률 한계 

T-1300의 한계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T-1722   크립-피로 손상누적 

MNB-3222.4(d)의 피로해석 면제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 크립과 피로손상은 T-

1411의 식 (10)을 사용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총 손실계수, D는 그림 T-1420-2로부

터 결정된 적절한 값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추가요건들은 아래 (1)과 (2)에 주어져 

있다. 

(1) 피로강도 감소계수 그리고/또는 응력파손 감소계수의 인하가 적절함을 해

석 또는 시험으로 입증될 수 없다면 나사 부에 대한 감소계수들은 각각 4.0과 1.8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MNB-3232.3(2)(나)와 (다)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볼트자루부와 머리부가 

교차하는 곳에서의 나사 및 필렛 반경에 대한 기하학적 제한이 적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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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T-1552-1  KEPIC MDF 외압 챠트를 위한 시간-온도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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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T-1552-2  KEPIC MDF 외압 챠트를 위한 시간-온도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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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T-1552-3  KEPIC MDF 외압 챠트를 위한 시간-온도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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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1800   등시성 응력-변형률 관계 

T-1810   목적 

본 하부조항은 특정온도에서 특정재료에 대한 등시성 응력-변형률 곡선들을 제

공한다. 이 그래프들은 설계자에게 평균 재료성질을 가정하여 고온조건하에서 응력

으로 야기되는 총 변형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T-1820   재료 및 온도 한계 

표 T-1820-1은 본 하부조항의 등시성 응력-변형률 곡선으로 적용가능한 재료와 

온도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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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T-1800-A-1 평균 등시성 응력-변형률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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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T-1800-A-2 평균 등시성 응력-변형률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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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T-1800-A-3 평균 등시성 응력-변형률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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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T-1800-A-4 평균 등시성 응력-변형률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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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T-1800-A-5 평균 등시성 응력-변형률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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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T-1800-A-6 평균 등시성 응력-변형률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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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T-1800-A-7 평균 등시성 응력-변형률 곡선 

 



 204 

 

그림 T-1800-A-8 평균 등시성 응력-변형률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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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T-1800-A-9 평균 등시성 응력-변형률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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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T-1800-A-10 평균 등시성 응력-변형률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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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T-1800-A-11 평균 등시성 응력-변형률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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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T-1800-A-12 평균 등시성 응력-변형률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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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T-1800-A-13 평균 등시성 응력-변형률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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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T-1800-A-14 평균 등시성 응력-변형률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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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T-1800-A-15 평균 등시성 응력-변형률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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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T-1800-B-1 평균 등시성 응력-변형률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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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T-1800-B-2 평균 등시성 응력-변형률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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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T-1800-B-3 평균 등시성 응력-변형률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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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T-1800-B-4 평균 등시성 응력-변형률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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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T-1800-B-5 평균 등시성 응력-변형률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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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T-1800-B-6 평균 등시성 응력-변형률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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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T-1800-B-7 평균 등시성 응력-변형률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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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T-1800-B-8 평균 등시성 응력-변형률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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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T-1800-B-9 평균 등시성 응력-변형률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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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T-1800-B-10 평균 등시성 응력-변형률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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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T-1800-B-11 평균 등시성 응력-변형률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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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T-1800-B-12 평균 등시성 응력-변형률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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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T-1800-B-13 평균 등시성 응력-변형률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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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T-1800-B-14 평균 등시성 응력-변형률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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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T-1800-B-15 평균 등시성 응력-변형률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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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T-1800-C-1 평균 등시성 응력-변형률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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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T-1800-C-2 평균 등시성 응력-변형률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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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T-1800-C-3 평균 등시성 응력-변형률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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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T-1800-C-4 평균 등시성 응력-변형률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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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T-1800-C-5 평균 등시성 응력-변형률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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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T-1800-C-6 평균 등시성 응력-변형률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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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T-1800-C-7 평균 등시성 응력-변형률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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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T-1800-C-8 평균 등시성 응력-변형률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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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T-1800-C-9 평균 등시성 응력-변형률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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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T-1800-C-10 평균 등시성 응력-변형률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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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T-1800-C-11 평균 등시성 응력-변형률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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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T-1800-C-12 평균 등시성 응력-변형률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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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T-1800-D-1 평균 등시성 응력-변형률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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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T-1800-D-2 평균 등시성 응력-변형률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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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T-1800-D-3 평균 등시성 응력-변형률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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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T-1800-D-4 평균 등시성 응력-변형률 곡선 

 



 243 

 

그림 T-1800-D-5 평균 등시성 응력-변형률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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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T-1800-D-6 평균 등시성 응력-변형률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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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T-1800-D-7 평균 등시성 응력-변형률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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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T-1800-D-8 평균 등시성 응력-변형률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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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T-1800-D-9 평균 등시성 응력-변형률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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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T-1800-D-10 평균 등시성 응력-변형률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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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T-1800-D-11 평균 등시성 응력-변형률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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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T-1800-E-1 평균 등시성 응력-변형률 곡선 

 

 

그림 T-1800-E-2 평균 등시성 응력-변형률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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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T-1800-E-3 평균 등시성 응력-변형률 곡선 

 

 

그림 T-1800-E-4 평균 등시성 응력-변형률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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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T-1800-E-5 평균 등시성 응력-변형률 곡선 

 

 

그림 T-1800-E-6 평균 등시성 응력-변형률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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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T-1800-E-7 평균 등시성 응력-변형률 곡선 

 

 

그림 T-1800-E-8 평균 등시성 응력-변형률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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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T-1800-E-9 평균 등시성 응력-변형률 곡선 

 

 

그림 T-1800-E-10 평균 등시성 응력-변형률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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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T-1800-E-11 평균 등시성 응력-변형률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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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부록 X 

임의 운전 적용에서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한적 재료 사양에 대한 지침 

 

X-1100   범위 

본 부록은 위원회의 의견으로 크립 영향이 심각한 임의 고온원자로 적용에 허

용된 재료의 성능을 향상시킬 304 SS와 316 SS에 대한 시방서 제한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이 제한은 좁은 화학적 조성, 입계크기, 그리고 기타 표 I-14.1(1)과 참

조사항에 정의된 보다 광역적 시방서 한계 내에 머물고 있는 재료품질 측면의 효과

를 가진다. 

 

X-1110   목적 

이들 제한의 목적은 만족할 만한 용접성과 제작성을 유지하고 현재 데이터베이

스와 일관성이 있거나 더 나은 평균 강도값을 가지면서 크립과 파손 성질의 분산

을 크게 줄인 재료를 얻기 위한 것이다. 

 

 X-1300   추천된 제한들 

 추천된 제한들은 표 X-1에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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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x-1 추천된 제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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