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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상용 유한요소 해석코드인 ANSYS 롤 이용한 시간이력 해석시 입력 형태에 따

른 해석결과의 신뢰성을 분석하고 검토하였다.

먼저 가상의 간단한 모델에 대하여 ANSYS 를 이용한 변위 시간이력 해석 및

가속도 시간이력 해석과 ABAQUS 와 GT/STRUDL 을 이용한 변위 시칸이력 해

석을 수행하고 결과를 비교하였다. 해석결과는 ANSYS 의 변위 시간이력 해석

이 ANSYS 의 가속도 시간이력 해석보다 보수적인 결과를 보였다. ABAQUS

와 GT/STRUDL 의 변위 시간이력 해석결과는 ANSYS 의 가속도 시간이력 해석

결과와 매우 근사함을 보였다.

또한 실제 구조물에 미 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ANSYS 를 사용한 CEDM

에 대한 내전해석시 입력 시간이력이 변위와 가속도인 경우에 대해 수행한 후，

결과를 비교， 검토하였다. 해석 결과는 후처리를 통하여 가속도 충웅답 스펙트

럽요로 변환하여 비교하였는데 변위 업력에 의한 결과가 가속도 입력에 의한

결파보다 전반적으로 보수적인 결과를 나타냈다.

ANSYS 를 사용하여 시간이력해석을 수행할 경우， 변위 시칸이력 입력에 따른

해석윤 과도한 보수성이 내재된 결과가 도출되고 있는 것율 알 수 있으므로，

변위 압력을 사용하였다면 해석결과를 주의 깊게 분석해야 할 것이 요구되며，

가능한 가속도 입력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 11 -



SUMMARY

This report discusses and analyzes the analysis reliability of dynamic analysis

according to the type of input timε history when using commercial FEM analysis

codeANSYS.

The dynamic analyses using ANSYS with displacement time history, ANSYS with

acceleration time history, ABAQUS with displacement time history, and

GT/STRUDL with displacement time history for the same model were carried out

and compared. The ANSYS results with displacement time history were more

conservative than that with acceleration time history, and showed an unstable

charactεristic depending on the input directions. The results of analysis using

ABAQUS and GT/STRUDL 따e very similar to the result of analysis using

ANSYS with acceleration time history.

To review the effect on the analysis for the NSSS structures, CEDM seismic

analysis using ANSYS was done. The input time history is comprised of SSE,

OBE, and BLPB cases. The comparisons are made by the acceleration floor

response spectra of each case obtained after posφrocessing of analysis results.

The seismic analysis with displacεment time history exhibited more conservative

results than those with acceleration time history.

In conclusion, a time history analysis using ANSYS with displacement time

history may give overly conservative results. Hence displacement time history

option in ANSYS requires a careful consideration, and it is recommended to use

the accelεration time history option if 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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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원자력발전소의 구조물에 영향을 주는 하중들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지진

하중이므로， 지진해석은 가장 중요하고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해석코드

에 대한 신뢰성도 요구되고 있다. 지진해석은 구초해석 분류상 통적해석으로

분류되며， 이는 다시 웅답 스펙트럼 해석과 시간이력 해석으로 나누어진다.

일반적으로 웅답 스펙트렵 해석은 소요시간은 짧오나 보수적인 결과를 제공하

며， 시간이력 해석은 소요시간이 걸고 전산기 용량이 많이 필요하나 비교적 정

확한 결파를 얻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지진하중의 영향이 큰 구조

물에 대해서는 시간이력 해석을 수행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해석결과를 연

계된 타 구조물의 해석용 입력자료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시간어력

해석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시간이력 해석의 입력자료로는 가속도， 속도，

변위 및 하중 시간이력이 사용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범용 유한요소 해석코드인 ANSYS 를 사용하여 시간이력 해

석을 할 때 입력자료의 형태에 따라 구해지는 해석결과의 상이점에 대해 논의

한다. 여기서 입력 시간이벽 형태란 가속도와 변위를 말하는데， 같은 시간이

력에 대해 다른 형태의 시간이력으로 변환하여 해석한 결과에 대하여 분석 고

찰하도록 한다. 먼저 II 장에서는 임의의 구조물에 대하여 ANSYS[3]를 사용한

시간이력 해석시 나타나는 해석결과의 상이점에 대해 ABAQUS[4] 와

GT/STRUDL[7] 을 사용한 결과와 비쿄， 검토하며， III 장에서는 실제 구조불인

재어봉구동장치(이하 CEDM)에 대해서 ANSYS[2]를 사용한 시칸이력 해석시

냐타나는 해석결과의 상이점에 대해 검토한다. 이러한 검토 결과를 통하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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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YS 의 시간이력 해석에 대한 문제점과 한계성을 명가하고자 한다.

위 해석 작업중 사용된 ANSYS 는 II 장에서는 version 4 .4a[2]가 사용되었

요며， III 장에서는 version 5.1 [3]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verSion 차이에 따른 해

석결과의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 [5 ， 6]되어 있으며， 이 보고서에서는 이

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도록 한다.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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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 ANSYS를 이용한 시간이력 해석 검토

1. 해석모델

ANSYS의 시간이력 해석 농력을 검토하기 위하여 사용한 해석 모델은 임의의

단순한 구조물로 그립 l과 같다. 이 해석모델은 3차원 보 요소인 BEAM 4를 사용

하였으며 , 집중 질량( 1umped mass)을 부가하기 위하여 MASS 21 요소툴 사용하였

다. 각 부재의 단면 계수와 채료의 물성치는 그림 1에 표시하였다. 이 모델은 x
Y 평면상에서만 구성하여， z 방향에 대해서는 연성 (coup] ingpl 발생치 않도록

통특성을 조청하였다. ANSYS의 통적 해석은 HP-Apollo 735 series에 장착된

version 5. 1[6]을 사용하였다.

ABAQUS는 때SYS와 통일한 요소에 해당하는 B31 선형 보 요소를 사용하고，

풍일한 형태의 집중 질량 요소인 MASS를 사용하였다‘ ABAQUS의 통적해석은 HP

Ap이 10 735 series에 장착된 version 5 .4 [4]를 사용하였다‘

GT/STRUD]윤 3차원 SPACE FRAME 요소와 집중 질량 요소인 LUMPED MASS를

사용하였다. GT/STRUDL외 동적해석은 HP-ApoI1o 735 ser ies에 장착된 version

9401HP[7}를 사용하였다.

2. 고유진동수 해석

n‘u



Node I Weight(lb) ‘pr. I E = 26.£6 psi

삼 .2 G = 12.E6
1000

Poisson’s Ratio == 0.3

100 Gravity = 386.4 in/sec2

3 10000 I Ax = 100 iIi

Ix = 1000 in'‘
4 5000 ~'t I Iy,Iz = 500 in4

바그뽑
‘ T""

x

Y

z
Coordinat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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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Analysis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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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l은 ANSYS와 ABAQUS , GTI STRUDl쩨서 수행한 고유진동수 해석(

moda I ana Iys is)의 결과를 표시한 것인데， 모우드의 방향은 각 모우드의

기여도(part icipat ion factor)와 모우드 형상(mode shape)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 것으로서 • X-V는 X와 Y의 방향으로 연성 (coupl ing퇴 었음을

표시한 것야다. 결과흘 비교하여 보면， ANSYS의 결과와 GT/STRUDL외 결과

는 완벽하게 일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ANSYS의 결과와 ABAQU양} 결

과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가장 영향이 큰 1 차 모우드의 고유진

통수는 0.5 %의 요차를 보이고 있고. 8 차 모우드에서 최대 3.23%의 오차

를 보이고 있￡며 , 전체적￡로는 ANSYS의 결과가 ABAQUS보다 큰 결과를 제

공하논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고유진동수 차이의 원인은 요소의 형상함수(shape function)

나 해석 알고리즘의 차이 동의 가변적인 요소가 많이 있오므로， 5 %내와의

오차는 유한요소해석상 충분한 신뢰성을 갖는 것으로 판단된다.

모우드 추출을 위하여 ANSYS의 경우에는 Hous망lolder 방법이 사용되

었고， ABAQUS와 GT/STRUDlJ에서는 Subspace Iteration 방법이 사용되었

다. ANSYS는 Householder 방법외에 Reduced Subspac랜t Fu 11 Subspace의 두가

지 고유진동수 해석 모률이 더 있으므로， 추가척인 해석 결과를 검토해 볼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는 Subspace Iteration 방법이 제한적인 모우드 수를

구할 경우에는 Hous앙lolder 방법보다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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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고유진동수 (Hz)

Mode Dir. ANSYS GT/ ABAQUS Difference
STRUDL (%)

1 Z 2.01 2.01 2.00 0.50

2 y-x 8.30 8.30 8.13 2.10

3 Z 8 .40 8 .40 8.18 2.69

4 x-v 11.08 11.08 10.80 2.59

5 Z 19.62 19.62 19.34 1.45

6 X 46.74 46.74 46.04 1.52

7 Z 47.31 47.31 46.20 2.40

8 X 52.08 52.08 50.45 3.23

9 Z 62.78 62.78 61.10 2.75

10 y-x 101.14 101.14 100.94 0.20

11 Y-X 115.56 115.56 115.42 0.12

12 y-x 220.68 220.68 220.62 0.03

13 Y 428.51 428.51 428.51 0.00

14 Y 736.89 736.89 736.89 0.00

15 Y 750.86 750.86 750.86 0.00

16 Z 832.02 832.02 819.44 1.54

17 X 833.08 833.08 820.31 1.56

18 Y 4650.62 4650.62 4650.6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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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우드 중첩법 (mode superpOsition method}을 이용하여 동적해석올 하는 경

우에는 고유진동수나 고유모우드(eigen vector)의 차이가 전체 웅답에 영향

을 줄 수 있으나， 직접척분법에서는 전체계의 특성에 대한 개념으로 이해하

여야 하므로 오차의 가능성이 반드서 비례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직접적분법을 이용한 시간이력해석

그립 2는 ANSYS 및 ABAQUS , GT/STRUDl외 시간이력해석에 사용한 가속

도 시간이력함수를 표시한 것이다. 이 함수는 임의로 만들어진 것이며， 특

별한 조건이나 물리적 상황은 고려치 않았다. 하중은 가속도 시간이력 함수

를 수치 적분을 통하여 변위 시간이력 합수로 변환한 다음， 이률 고정절점

이나 자유절점에 입력하게 된다. 이 보고서에서 셜정한 통적해석 모델은 전

형적인 지진 해석 문제중의 하나°1 다. ANSYS는 가속도률 변위로 변환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해석 방법도 동시에 제공하고 있는데， 본 보고

서에서는 이 방법에 대해서도 시칸이력해석올 수행하였다.

때SYS에서 변위 시간이력 입력을 이용하려면 먼저 가속도 시간이력

합수를 수치적분한 다음 이를 해당 절점에 입력하여야 하고， 가속도 시간이

력 입력을 야용하려면， 가속도 시간이력 함수를 전체 계 (system)에 동시에

작용하는 관성력으로 변환하여 해석을 수행하게 된다. ABAQ떠와 GT/STRUDI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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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가속도 시간 이력을 입력하면， 별도의 변환 명령이 없이 해석이

수행되어， 수치 적분절차를 외부에서 직접 확인할 수는 없었다，

다음은 가속도 빛 변위 시간이력 함수를 생성하는 ANSYS 명령이다.

’ -----------------------------------------------
*dim,acc,table,5

*vread ,acc(1 ,0),acc,dat

(f10.0)

*vread,acc(1 ,1),acc,dat

(10x,f10.0)

acc(O,1)=1.0

*vread ,wacc(1 ,1),acc,dat

(10x,f10.0)

*voper,acc(1 ,1),g,mult,acc(1 ,1)

! -_..-----.---------- confirm input

*dim,dis,table,5

*dim,vel ,table,5

*vread,dis(1 ,O) ,acc,dat

(f10.0)

*vread,vel(1 ,O),acc,dat

! translation

! read time

! format from external 꺼Ie

! read acceleration

! initial set for time table

! read angular acce!.

! multiply gravity

n5



! confine only node 6,8,9

(f10.0)

dis(O,1)=1.

vel(O,1)=1.

! ----------------------- intergration of time history via *voper

*voper,vel(1 ,1),acc(1 ,1),int1 ,acc(1 ,O),0

*voper,dis(1 ,1),vel(1 ,1), int1 ,vel(1 ,0) ,0

*status,dis,O,5,O,1 ! confirm integration res버ts 힐 @

위에서 @는 ANSYS에서 수행한 수치 적분 결과를 출력하는 명령이다.

통적 해석을 위한 ANSYS의 명령은 Multiple Solution 명령을 이용하여 수행

하였으며， 변위 시간이력 합수와 가속도 시간이력 함수를 이용한 명령은 다

음과같다.

! --------------------- Dispalcement solution

Isolution

antype,trans

trnopt,fuU

autots,on

! Displacement

d,6,all

d,8,all ,"9,1

-10 -



"'do,t int, 1E-6,O.031 ,.0001

time,Cint

deltim,O.00005,O.00001 ,0.0001

outres"all

outpr,nsol,all

! -------------------- translation displacement input

d,6,ux,dis(Cint)

d,6,uy,dis(Cint)

d,6,uz,dis(tjnt)

d,8,ux,dis(t_int),,9,1

d,8,uy,dis(tjnt),,9,1

d,8,uz.dis(Cint),,9,1

solve

*enddo

에nish

! --------------------- Acceleration solution

Isolution

antype,trans

trnopt,full

autots,on

! Displacement

1
l
i

--,
i



d,6,all ! confine only node 6,8,9

d,8,all" ,9,1

*do,tJnt,1E-6 ,O.031 ,.0001

time,tJnt

deltim,O.00005 ,O.00001 ,0.0001

outres,.all

outpr,nsol,all

acel,acc(tJnt) ,acc(Cint),acc(tJnt)

solve

*enddo

꺼nish

해석과정에서 사용된 시간 간격 (i terat ion time step)은 자동화 명령

(AUlUfS，에)을 사용하고， 5E-5초를 기준으로 하고 최소 lE-5초애서 최대 lE

4초를 넘지 않도록 하였다. ANSYS에서는 동적 해석 과정에서의 적분 구간

(ITS; integration time step)의 크기를 구초물의 최대 진통수의 역수에 1/2

0에 해당하는 값을 기본으로 제시 [2] 하고 있다. 표 l의 최대 진동수를 기준

으로하면，

IT.원'/(20뺑짧U=1E-S sec

가 되므로 현재 설정한 시간 간격은 충분히 조밀한 것으로 판단되며， 시간

간격올 lE-4초， 1E-5초 및 lE-7초 퉁으로 바꾸어 해석을 수행하여도 결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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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거의 변화가 없는 안정된 결과를 보였다· ABAQUS와 GT/STRUDIJ에서는 시

간 간격을 lE-4초로 설정하였다.

4. 결과검토

그림 3은 ANSYS의 가속도 수치적분 결과와 고정 절점중의 하나인 절점

6에서의 결과를 표시한 것이다. 점선으로 표시된 ‘ANSYS By Integrat ion’운

그림 2에 표시된 가속도 시간이력 함수를 수치적분한 결과를 표시한 것이

고， ‘ANSYS Displacement at Node 6 ’는 수치 적분한 변위 시깐 이력 함수를

입력하여 절점 6에서 얻은 결과를 표시한 것이다. 다른 고정절점인 절점 8

과 절정 9에서의 결과는 절점 6과 동일하고， 각 방향(X ， Y ， Z)에 대해서도 동

일한 입력을 사용하였으므로 각 방향의 결과도 동일하다. 그림 3에 표시한

ABAQUS와 GT/STRUDI외 결과도 통일한 조건으로 표시하였는데， 두 결과는 거

의 완전허 일치하므로 이후에는 ABAQUS 한 가지로만 언급하도록 한다.

그렴 3에서 보여준 것과 같이 ANSYS의 수치적분 과정을 통한 변위 시

간 이력 향수의 결과와 동적 해석 과정에서 구한 웅탑이 일치하므로， 수치

적분 과정이나 변위의 입력과정에서는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

다. 다만 ABAQUS의 해석결과와 비교해 볼 때， ANSYS에서는 가속도 시간이력

함수에 따라 변곡접이 나타나는 현상이 관찰 되었S며， 입력이 진행되는 절

점에서의 웅답이 다소 크게 나타나지만， 차이는 미미함을 볼 수 있다.

q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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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렴 4 - 그럼 6은 절점 1에서 구한 각 방향의 변위를 표시한 것이다.

표 2는 ANSYS와 ABAQUS의 결과를 비교한 것이다. 그림 4 - 그링 6과 표 2에

표시한 범례는 다음과 같다.

(가) ANSYS Displacement Input =ANSYS의 변위 시간이력 합수를

이용한 시칸이력 해석

( 나) ANSYS Acceleration Input = ANSYS의 가속도 시간이 력 함수를

이용한 시간이력 해석

(다) ABAQUS Di splacement Input = ABAQUS의 변위 시간이력 함수를

이용한 시간이력 해석

표 2에서 보면 ANSYS의 변위 시간이력 합수를 이용한 해석결과(가)는

가속도 시간이력을 이용한 경우(나)나 ABAQUS의 결과(다)와 비교할 때， 수

평방향(X ， Z) 의 경우에는 최대 7.9 %의 오차블 보이고 있￡나， 수직 (Y)방향

의 경우에논 지나치게 큰 오차를 보이고 있으며， 웅답 특성이 발산하는 경

향을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코드의 특성상 특정 방향에 대한 오차는 별

다른 의미가 없기 때문에， 때SYS에서 변위 시간이력 함수를 이용하여 동적

해석을 수행하면， 항상 그러한 것은 아니나， 매우 보수적인 결과를 얻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있다.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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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철점 1에셔의 동착 해석 컬과

Dir. Case Maximum<in) Time(sec)

ANSYS displ. 0.0722 0.031

ANSYS accel. 0.0772 0.031
X

ABAQUS displ. 0.0779 0.031

Max. Diff.(%) 7.9 N/A

ANSYS displ. 0.00389 0.0214

ANSYS accel. 0.00051 0.0295
Y

ABAQUS displ. 0.00051 0.0295

Max. Diff.(%) 663.0 N/A

ANSYS displ. 0.0656 0.031

ANSYS accel. 0.0620 0.031
Z

ABAQUS displ. 0.0623 0.031

Max. Diff.(%) 5.4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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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가속도률 이용한 해석과 ABAQUS의 해석 결과는 서로 잘 일치하고

있으나， 변위률 이용한 해석과는 큰 오차를 보이고 있다. 통일한 코드내에

서 입력 방식에 따라 해석 결과가 달라지는 현상은， 통일한 알고리즘하에서

계산이 수행된다는 측면에서는 발생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ANSYS 내부의

특수한 문제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ABAQU양1 결과와 가속도 시간이력을

사용한 ANSYS의 결과가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가속도 시간이력 해석 알고리

즘상의 문채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ANSYS와 ABAQUS는 동적문제를 해석하기 위하여 모두 Newmark 법을 사

용하는데， 이 알고리즘은 대부분의 구조해석 전산코드가 채택하고 있다. 일

반적으로 여 방법은 해석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a , β , 1 변수를 사

용한다. 그러나 (가)와 (나)의 해석 결과가 동일한 조건에서 구한 결과이므

로， 이 변수의 설정값으로만 오차를 분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 수행한 것과 같은 단순 지진문제의 경우에는

ANSYS의 변위 시간이력 항수보다는 가속도 시간이력 함수률 이용하여 해석

하는 것이 바랍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변위 시간이력 함수를 이용한 해석은

특정 방향에 대한 웅답이 발산하거나 매우 보수적인 결과률 제꽁할 수도 있

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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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실제 구조물에 대한 시칸이력해석 검토

이 장에서는 ANSYS 를 사용하여 울진 3,4 호기 CEDM 의 지진해석을 시

간이력 해석으로 수행할 경우， II 장에서 제서된 것과 같이 업력하중의 형태에

따른 해석결파의 상여점과 보수성을 검토한다. 지금까지 사용된 CEDM 의 시

간이력 해석의 업력자료는 변위 시간이력 [1] 이었다. 여기에서는 입력 시간이

력을 가속도로 하여 재해석을 하여 기존의 해석결과와 비교하고자 한다.

1. CEDM 해석 모델

울진 3,4 호기에는 호기당 73 개의 CEDM 이 설치되어 있다. 이 CEDM 들

은 원자로 상부덮개 위에 설치되는데， 상부덮개의 형상 때문에 셜치 위치에 따

라 그 길이가 달라지고 따라서 동적 특성도 달라지게 된다. 그러나 지진해석

시에는 모든 CEDM 대신에 길이에 따라 대표적인 3 개의 CEDM (#20, #32, #61)

을 선택하여 모렐렁하고 해석하게 된다.

그림 7 은 CEDM 모델의 개념도이다. 하중 입력은 원자로 플랜지 접면

(mating surface)의 중심의 시간이력 자료를 사용하였다. 원자로 상부덮개의 강

성은 매우 큰 것으로 간주되므로 그럼 7 에서와 같이 CEDM 하단과 입력점을

강체로 연결(rigid link)한다. 상세한 해석모델과 경계조건 둥은 참고문헨 l 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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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EDM 시간이력 해석

ANSYS 의 과도 동적해석 (transient dynamic analysis) 에서 입력 하중이 시

간이력 화일로 주어진 경우 PREP6 모률을 사용하여 입력시킬 수 었다. 이러

한 압력하중의 형태에는 변위， 가속도 및 각속도가 었다. 변위는 다시 ~y 및

z방향의 직교변위 (UX, UY 및 UZ)와 X, Y 및 z방향 각변위 (ROTX, ROTY 및

ROTZ)로 나누어 지며 , 가속도는 x, y 및 z 방향 가속도 (ACLX, ACLY 및 ACLZ)

로， 각속도는 X, Y 및 z 방향 각속도 (OMGX, OMGY 및 OMGZ)로 나누어진다.

그러나 여기서 각가속도 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시간이력이 가속도로 입력

된 경우에 변위 시간이력 해석을 하려면 이것을 이중적분하여 입력하고， 속도

입력의 경우에는 적분하여 입력하면 된다.

지금까지의 CEDM 해석에는 원자로 플랜지에서의 가속도 시간이력을 변

위 시간이력으로 변환하여 업력하는 방법이 적용되었다 [1 ). 여기서는 시간이

력을 가속도로 입력하여 CEDM 을 해석하여 얻은 결과를 가존의 변위 시간이

력을 적용한 결과와 비교하여 보았다. 해석결과능 ANSYS 의 후처리 과정을 통

하여 각 CEDM 종단의 가속도 웅답 스펙트럼으로 변환시켜 비교하였다. 압력

시간이 력 의 종류는 울진 3,4호기 의 SSE 및 OBE 와 BLPB2 종 (~ain Stearn Line

Break 와 Feedwater Economizer Line Break) 이 사용되 었는데， 그립 8- 그림 10은

X, Y 및 z 3 방향의 SSE 가속도 시간이력과 이를 적분한 변위 시간야력을 보여

주고 있다.

그렴 11 - 그렴 22 에 각 하중에 대한 X, y, z 세 방향의 가속도 주파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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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의 결과를 나타내었는데， 이 중에서 그립 11 - 그림 13 은 SSE 에 의한

CEDM 종단에서의 웅답 스펙트럼이고， 그림 14 - 그림 16 은 OBE 에 따른

CEDM 종단에서의 웅답 스펙트렵이다. 그림 17 - 그럼 19 와 그립 20 - 그램

22 는 각각 Main Steam Line Break 과 Feedwater Economizer Line Break 에 의한

CEDM 종단에서의 웅답 스펙트럼이다. 하중 종류 및 입력형태에 따른 웅답

스펙트럼의 최대치를 표 3- 표 6 에 나봐내었다‘

3. 결과검토

그림 II - 그렴 22 로부터 가속도 입력에 의한 웅답 스팩트럽이 변위 입

력에 의한 웅답 스펙트럼보다 전반적으로 작음을 알 수 있다. 상세한 해석결

과 비교는 웅답 스펙트럼의 최대치를 비교한 표 3 - 표 6 을 분석하여 얻을 수

있는데， CEDM 별 및 방향별로 최대 웅답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진동수와 웅답

크기에 대한 경향은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대체로 x 및 z 방향 웅답은 변위 시감이력에 대한 웅답이 가속도

시간이력에 대한 웅답보다 1.037 - 1.985 배 정도 크게 나타나고 있다. 최대 웅

답을 보이는 SSE 에 의한 61 번 CEDM 의 z 방향의 경우， 변위 시간이력에 대한

웅답이 243 .38 g 로 가속도 시간이력에 대한 웅답 182.69 g 보다 33.2 % 더 크게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이 최대값은 CEDM cable 의 seismic

qualification 의 자료로 사용되는데， 이 값이 클 수록 제작 및 시험이 어려워지

모로 cable 의 구매가격이 높아진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청확한 해석값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플랜트의 경제성과도 직결되고 있으며， 이는 전산코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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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및 한계성 파악이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y 방향 웅답은 변위 시간이력에 대한 웅답아 가속도 시간이력에 대한 웅

답보다 21 - 139 배 정도 크게 계산되고 있다. 물론 웅답의 값어 x 나 z 방향에

비해 1/10 - 1/1000 정도 작으므로 오차가 커질 수 있어 비교 자체가 무의미할

수는 았다. 그러나 II 장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상대적으로 강도가 큰 (stiff)

방향에 대해서는 ANSYS 의 해석이 불안정함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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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SSE time history analysis response spectra comparison (maximum values)

CEDM Accel. input results Disp. input results Ratio
Di r. Location Freq. (Hz) Max. (g) Freq. (Hz) Max. (g) gOisP/gAcc

20 14.6 31.53 14.6 38.57 1.223
X 32 3 26.89 3 28.67 1.066

61 11.8 42.81 11. 8 63.29 1.478
20 20 0.02 20 2.18 109

Y 32 20 0.02 20 2.20 110
61 20 0.04 20 2.22 55.5
20 14.7 64.67 14.7 72.76 1. 12

Z 32 11.6 40.18 11 ‘ 6 45.45 1. 13
61 11.7 182.69 11. 7 243.38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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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OBE time history analysis response srpectra comparison (maximum values)

CEDM Accel. input results Disp ‘ input results Ratio
Oi r. Location Freq. (Hz) Max. (g) Freq. (Hz) Max. (g) gDisD/gAcc

20 14.6 18.41 14.6 22.44 1. 21
X 32 3 13.46 3 14.35 1.066

61 11.8 34.11 11.8 49.83 1.46
20 20 0.01 20 1.37 137

Y 32 20 0.01 20 1.38 138
61 20 0.03 20 1.39 139
20 15.3 40.15 15.3 47.27 1. 17

Z 32 11.7 25.74 11.7 29.54 1. 14
61 11.7 124.01 11. 7 166.20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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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BLPB (m법n steam line pipe br않k) time history analysis response spectra

comparison (maximum values)

CEDM Accel. input results Disp. input results Rat io
Dir. Location Freq. (Hz) Max. (g) Freq. (Hz) Max. (g) gDisp/gAc

c
20 34 2.43 34 3.09 1. 27

X 32 34 1.67 34 1.96 1. 17
61 11. 7 1.37 11.3 1.86 1. 35
20 100 0.00 85 0.12 30

Y 32 100 0.00 85 0.16 40
61 100 0 ‘ 01 85 0.21 21
20 33 1. 08 32 1.44 1.333

Z 32 32 1.07 33 1.50 1. 4
61 29 0.84 28 1.20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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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BLPB (FW economizer nozzle br않k) 파ne history analysis response spectra

comparison (maximum values)

CEDM Accel. input results Disp. input results Ratio
Di r. Location Freq. (Hz) Max. (g) Freq. (Hz) Max.(g) gDisp/gAc

c
20 35 6.27 35 6.50 1.037

X 32 35 4.60 35 5.50 1.196
61 11 6.16 11. 2 12 ‘ 23 1.985
20 100 0 ‘ 01 85 0.30 30

Y 32 100 0.01 85 0 .40 40
61 100 0.01 85 0.52 52
20 33 5.53 33 7.48 1. 35

Z 32 33 5.23 33 6.14 1. 174
61 11.9 3.36 12 5.78 1.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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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철 론

ANSYS 를 사용하여 시간이력 해석을 수행할 때， 가속도 입력을 사용하

는 경우와 변위 입력을 사용하는 경우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ANSYS 에서 가속도 입력을 사용하면 변위 입력을 사용하는 경우에 비해

해석결과가 상대적으로 작았으나， ABAQUS 와 GT/STRUDL 에 변위 업력을 적

용한 결과와 잘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ANSYS 에서 변위의 형태로 압력하면

해석결과는 기대 이상의 보수적인 결과를 유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방향에 따라 해석결과의 신뢰도가 다르다. 즉 수칙방향 입력 시간이력이

변위안 경우의 해석 결과가 가속도인 경우에 벼해 상대적으로 많은 차이를 보

아고 있는데， 이는 다른 전산코드를 사용한 경우와 비교하여 볼 때，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ANSYS 의 수치해석 기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3. 따라서 지친해석과 같은 시간이력 해석에 ANSYS 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속도 입력을 이용하여 해석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변위 입력을 적용

할 경우 신중한 사전 겁토가 필요하다. 특히 적용되는 가속도가 체적력이기

때문에 2 종류 이상의 입력이 불가능하므로， 2 가지 이상의 입력 자료를 펼요로

하는 다지지점 구초물의 경우에는 ANSYS 사용이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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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순완효

ANSYS코드의 변위 시간이력해석에 대한 해석결과는 다른 뱀용코드인

ABAOUS. 또는 G’I’/STRUDl씌 변위 시간이력해석과 ANSYS 가촉도 시간이

력핵색에 의한 해석결과와 111꼬하여 크게 보수쩍인 결과률 나타내는

것율 밝히고 있다.

임의의 해석모텔과 CEDM 해석포탤율 해석예로 ANSYS 변위 시깐이력해

석철과와 가촉도 시간이력해석결과를 비모 분석하였으며 ANSYS 변위샤

간이력해석운 선충한 검토롤 요구하고 있다. (수정사항에 대한 보완

필요)

앞으로 ANSYS User Group율 통해 benchmark problem율 만툴고 이 결과

에 대한 면밀한 연구가 훨요하다고 사료되며 CEDM 해색결과충 가숙도

앓이 크게 나용 결과는 지숙척인 연구자원을 통해 가축도용답 감소방

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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