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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I. 제  목

“일체형원자로 설계기술개발” 과제의 “일체형원자로 기계설계기술개발”

II.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기본설계 개발이 완료된 330 MWt급 일체형원자로 SMART (System- 

integrated Modular Advanced ReacTor)의 기계설계 기술개발은 원자로집

합체 구조 모델링 및 기본설계 완료, 주요 기기 설계시방서 생산, 정상상

태해석 및 내진해석, 구조 건전성 평가, 제작성 검토 및 유지․보수 방안 

수립, 유관 설계분야 연계자료 생산 등에 목적을 두고 수행되었다.  

중소규모의 일체형원자로는 발전 이외의 분야로의 활용성이 매우 다양

하여 원자력 선진국에서도 기축적된 원자로 기술을 바탕으로 신기술을 접

목하여 독자적인 개발을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활용성이 

매우 높은 중소규모 일체형원자로는 현재 일부 원자력선진국에서는 이미 

개발하여 활용중이거나 또는 개발 중에 있으며, 민감 기술을 포함하고 있

는 기술 첨단형 원자로이다.  이러한 기술개발 노력은 원자로 기술의 고

도화 및 첨단화로 이어져 향후 원자력에너지 활용의 다변화에 대비한 시

장의 기술적 선점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선진국

으로부터의 종합적인 기술도입이 결코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개발이 완

료된 시점에서도 관련기술의 이전을 꺼려하게 될 것은 자명하다.

일체형원자로 SMART는 해수담수화를 위한 에너지공급과 소규모 전력생

산을 겸한 다목적 동력로로서 원자로의 안전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되도록 

대형 냉각재상실사고가 근본적으로 배제되어 있으며, 모듈식 기기개념 적

용과 기기 제작공장에서 제작․조립하여 현장에서 모듈단위로 설치하는 

방법으로 품질향상에 따른 안전성 향상과 건설기간 단축을 통하여 경제성

을 높일 수 있는 기술 집약적 원자로이다. 연구개발 생산성이 매우 높은 

일체형원자로 SMART의 설계개발과 접목된 신기술들의 연구개발을 통해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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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되는 결과는 우리나라가 지향하는 원자력에너지 기술의 완전 자주화, 

고도화 및 선진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원자력기술의 수출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III.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본 보고서는 1999년 4월 1일부터 2002년 3월 31일까지 수행된 일체

형원자로 기계설계기술개발 과제의 최종 종료보고서로서, SMART의 계통 

및 노심 특성을 수용할 수 있는 원자로집합체 구조모델 완성, 내진해석 

및 정상상태 해석, 설계시방서 생산, 주요 기기 응력해석, 구조건전성 평

가, 제작성 검토, 유지․보수방안 수립, 안전해석용 입력자료 생산을 포

함한 연계자료 생산 등의 업무가 수행되었다. 본 과제의 주요 연구개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SMART 구조설계 및 해석

(1) SMART 설계 요건 및 기준 평가

(2) SMART 3차원 구조 모델링 완성

(3) 원자로집합체 주요 기기 설계시방서 생산

- 원자로 압력용기, 가압기집합체, 원자로내부구조물 등

(4) 원자로집합체 기본설계 도면 생산

(5) SMART 내진해석 및 배관파단 해석

나. 제작성 평가 및 유지․보수 개념 개발

(1) 원자로집합체 제작 및 조립 절차 작성

(2) 연료재장전 작업 개념 및 절차

(3) 유지․보수 개념 및 주요 기기 교체 방안 

다. SMART 구조 건전성 평가

(1) 원자로 압력용기의 파괴역학적 건전성 평가

(2) 가압열충격 모의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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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자로집합체 주요 기기 응력해석 및 피로해석

(4) 원자로 재료감시시험 적용성 평가

라. 타 설계분야 연계자료 생산

(1) 안전해석 입력자료 생산

(2) 연계분야 설계자료 생산

IV. 연구개발 결과

기본설계 적용 기술 기준 및 설계요건 확립을 위해 GDC 각 항목별 

요건을 SMART 설계 특성 및 현황과 비교하여 그 적용성을 평가하고 예상

되는 문제점을 도출하 으며 상용로 가동중검사 기술기준 (KEPIC MN)을 

항목별로 요약하고 SMART의 구조적 특성에 따른 적용성을 평가하 다.

노심 최적화 작업 결과에 따른 49개의 CEDM 수용을 위하여 원자로 

압력용기를 비롯한 내부구조물 전반에 걸친 수정, 보완작업을 완료하고, 

증기발생기 노즐의 압력용기 측면 배치, MCP 임펠러를 통과하는 냉각재의 

유로변경을 수용하여 압력용기, 가압기, 증기발생기 주변 구조물 등 연계

구조물의 설계 변경과 기기 배치를 완료하 다.  이러한 설계 항목을 반

하여 SMART 원자로집합체의 요소 기기 싸이징 계산을 완료하고 기기 도

면 및 3차원 구조 모델링을 완성하 으며, 설계 update를 반 한 원자로

집합체 해석모델을 완성하고 정상상태 해석, 내진해석, 배관파단 해석을 

수행하여 기본설계 단계에서의 구조적 건전성을 확인하 다.

또한 설계자 관점에서 제작성을 평가하고, 유지보수 방안, 핵연료 

교체 방안, 주요 기기 교체방안을 수립하여 설계 개발되는 SMART가 제작, 

조립, 운전을 통해 구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 다. 연구개발 결과는 

설계문서, 계산서, 도면, 기술보고서 등으로 문서화하여 체계적으로 정리

하여 유관 연계분야의 설계업무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 다.

이상과 같이 계획된 일련의 기본설계 개발업무를 전체 수행일정 

및 추진계획에 비추어 차질 없이 수행함으로써 SMART 원자로집합체 구조

설계 개발의 목표가 성공적으로 달성되었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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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계획

     기본설계개발의 결과로서 SMART 원자로집합체의 구조 모델 및 주요 

기기 요소설계 개발이 완료된 바, 이를 바탕으로 SMART 기술실증용 파일

럿 플랜트(SMART-P) 설계 및 건설을 위한 기반기술로 직접 사용될 것이며 

일체형원자로 및 관련 연계기술과 종합(integration)되어 다양한 목적으

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SMART 개발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해수담수화를 위한 에너지 공급

원, 중소규모 전력생산 및 열병합 발전, 바지 선적의 해상 플랜트 기술과

의 접목 등을 통해 원자력 에너지 활용의 다변화를 이루고 무공해 청정 

에너지원으로서 환경․생태계 보호 및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원자로 설계기술을 한 단계 도약시키고 향후 

새로운 노형의 원자로 개발 및 기술 수출을 위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 연구개발 결과의 주요 활용계획은 다음과 같다.

o SMART 기술실증용 파일럿 플랜트(SMART-P) 설계․건설을 위한 기반

기술 및 데이터베이스로 직접 활용

o 내진설계 및 배관파단 해석 절차, 유체로 연성된 구조물의 동특성 

분석, 파괴역학적 건전성 평가 절차 등은 새로운 노형의 원자로 개

발시에도 동일하게 활용 가능

o 유체-구조물의 부가질량 계산 방법론 및 결과는 원자력 분야 이외

에도 탱크 설계, 해양 구조물 설계 등의 분야에 활용

o 핵연료 체결기기 아이디어는 인양기, 기중기 등 일반 산업 기기 분

야에서도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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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 Title

"Development of Mechanical Design Technology for Integral 

Reactor" for "Development of Integral Reactor Design Technology"

II. Objective and Necessity of the Project

    The basic design of the SMART, an integral reactor of 330 MWt 

thermal capacity, is completed.  The purpose of mechanical design 

technology development includes the establishment of the functional 

and performance requirements, completion of 3-dimensional structural 

modelling and basic design of SMART reactor vessel assembly, 

development of major component design specification, normal 

operation analysis and seismic analysis, structural integrity 

assessment, evaluation of the assemblage and fabricability, 

development of maintenance and repair scheme, preparation of 

interface data for related engineering division, etc.

    
    Recently, small-to-medium size multi-purpose advanced reactor 

draws major attention because of its space advantages, adaptive 

nature, diversity of application, simplicity of reactor system, and 

passive safety approach. Several nuclear advanced countries achieved 

high level of development stage in this field, and some reactors are 

already under practical applications successfully. The integral 

reactor is a technically spearhead reactor containing sensitive 

technological know-hows. This kind of facts implies that the 

systematic and comprehensive technology transfer from abroad is not 

feasible, and development of our own model is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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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gral reactor SMART will serve the multi-purpose power 

reactor for the energy supply to the desalination process and small 

capacity electricity production. Because of its integral nature, the 

safety of the reactor is drastically increased and the large LOCA 

accident is originally excluded. Modular concept brings reduction of 

construction period and therefore enhance the economical efficiency. 

The successful development of SMART will contribute to the complete 

self-standing of our nation's nuclear energy technology and will 

serve the leading role for the export of the reactor technology.

III. Scope and Contents

      Basic design development of mechanical structures of SMART is 

completed.  Performed are:

A. Structural design and analysis of SMART

- Evaluation of SMART design requirements and regulations

- SMART 3D structural modeling

- Preparation of design specifications for major components

- Generation of basic design drawings for reactor assembly

- Seismic and BLPB analysis

- Generation of interface design data including safety 

analysis input

B. Evaluation of fabricability and development of maintenance & 

repair scheme

- Documentation of fabrication and assemblage procedures

- Development for refueling Concept and procedure 

- Maintenance & repair scheme and procedure for main 

components repla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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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Evaluation of structural integrity of SMART 

- Fracture mechanics evaluation of pressure vessel integrity

- Simulation of pressurized thermal shock analysis

- Stress analysis and fatigue analysis of main components

- Applicability review of material surveillance program

IV. Results

     To establish the design requirements and applicable codes and 

standards, GDC criteria were reviewed regarding the SMART structural 

characteristics and design status, and then the applicability and 

point of issues were evaluated.  In-service inspection requirements 

(KEPIC MN) were itemized and the applicability according to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SMART was evaluated.

     In order to accommodate 49 CEDMs obtained from the core 

optimization process, modification of pressure vessel and reactor 

internal components were carried out.  Steam generator nozzles were 

rearranged to penetrate the pressure vessel wall instead of the 

annular cover. Coolant flow path through the main coolant pump 

impeller was revised and the adjacent structures were modified.

Based on these design modifications, mechanical component sizing was 

completed and 3D structural modeling was generated.

     Dynamic analysis model reflecting the updated reactor vessel 

assembly was generated. Normal operation analysis, seismic analysis, 

and the BLPB analysis were conducted to confirm the integrity of 

SMART.  Fracture mechanics evaluation on the structural integrity of 

the reactor pressure vessel was also conducted. 

     The fabricability of the SMART was evaluated from the 

designer's viewpoint. The maintenance scheme, refueling procedure, 

and the component replacement procedure were established to confirm 

the embodiment of SMART through construction and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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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results were recorded as design documents, calculations, 

drawings, and various technical reports. As described above, the 

development of the SMART basic design was conducted following the 

original plan and schedule. The objective of development of 

mechanical design technology for SMART was accomplished 

successfully.

V. Proposal for Application

    As the result of the SMART basic design development, structural 

modelling of the reactor vessel assembly is obtained, and the design 

and analysis for the major components are completed. Together with 

the interfaced products from other engineering disciplines, the 

achievements from mechanical design development can be applied to 

the following areas:

- Foundation technology and database for the construction of the 

SMART-P pilot plant. 

- Serves as the reference prototype for future development of 

advanced integral reactor including power upgrade.

- Reference procedures for the seismic analysis, BLPB analysis, 

dynamic analysis of the hydro-coupled structure, fracture 

mechanics structural integrity evaluation, etc.

- Methodology for added mass calculation of immersed structures 

can be utilized in non-nuclear field such as tank or marine 

structure design.

- Ideas of fuel gripping device can be applicable to the general 

lifting equipment or crane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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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 배경

    원자력 에너지는 화석 에너지 사용에서 수반되는 환경오염 및 생태계 

파괴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무공해 청정 에너지원으로서 그 역할

이 매우 중요하다. 앞으로 더욱 첨예화 할 것으로 전망되는 에너지원 및 

관련기술 확보에 대한 세계적 경쟁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우리나라와 같이 

부존 화석연료가 제한되어 있고 에너지 소요량의 95% 이상을 해외에 의존

하는 경우에는 준 자립성 에너지인 원자력 에너지의 이용이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다. 화석연료를 대체하여 원자력 에너지를 활용할 경우 수반되

는 사회․환경적 이점은 정량화 할 수 없을 정도로 크며, 대체된 화석연

료는 인류의 기본생활에 필수적인 목적을 위해 소중한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어 자원보존의 효과도 매우 크다.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 에너지를 활용하는 동력로(power reactor)는 

전력생산 목적의 대용량 원자로가 대부분이며 개발이나 기술개량도 이들 

대용량 원자로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중소형 원자로는 전력생산 관점

에서 대용량에 비해 경제성이 떨어지므로 발전용으로는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 다. 그러나 원자력 에너지의 다양한 활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

서 열병합, 해수 담수화 에너지원, 지역난방, 선박추진 동력원 등에 사용

할 수 있는 소형 원자로의 개발 노력이 증가하고 있으며 중소 규모의 원

자로 시장이 형성될 전망을 보임에 따라 국제적인 개발 경쟁도 점차 치열

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대용량 발전로의 형태가 대부분 원자로용기, 증기발생기, 가압기 및 

주냉각재펌프 등의 주기기가 배관계통으로 연결된 분리형(loop type)인데 

비하여 중소형 원자로 개발의 경우 계통이 단순하여 안전성과 신뢰성을 

강조하고 공간활용 면에서도 유리할 뿐만 아니라 방사선의 효율적 차폐가 

가능한 일체형(integral type)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중소 규모의 일체

형 원자로는 발전(發電) 이외의 분야로의 활용성이 매우 다양하여 원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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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에서도 기축적된 원자로 기술을 바탕으로 신기술을 접목하여 독자

적인 개발을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소규모로 

활용 중에 있거나 상당한 수준까지 개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선진국의 

기술개발 노력은 원자로 기술의 고도화 및 첨단화로 이어져 향후 원자력

에너지 활용의 다변화에 대비한 시장의 기술적 선점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다. 활용성이 매우 높은 중소규모 일체형 원자로는 현재 일부 원자력

선진국에서는 이미 개발하여 활용중이거나 또는 개발 중에 있는 민감 기

술을 포함하고 있는 기술 첨단형 원자로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선진국

으로부터의 종합적인 기술도입이 결코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개발이 완

료된 시점에서도 관련기술의 이전이 어려울 것임은 시사하고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소는 일찍부터 원자력 에너지 활용의 다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소규모 전력생산과 해수 담수화에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으며 안

전성이 획기적으로 제고되고 경제성이 향상된 소형 일체형 원자로인 

SMART (System-integrated Modular Advanced ReacTor) 설계개발을 추진해 

왔다. SMART 원자로계통 및 원자력 해수담수계통 기본설계개발은 정부의 

원자력 중장기 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한국원자력연구소

가 주관하고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두산중공업,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및 학계 등의 부분적인 협력으로 추진되었다.

    본 보고서는 한국원자력연구소가 개발하고 있는 소형 일체형 원자로 

SMART의 원자로계통(NSSS) 중 기계설계개발의 설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SMART는 소형 일체형 원자로로서 열출력 330 MWt급의 다목적 동

력로이다. 개발의 목적은 소규모 전력생산과 아울러 생산된 에너지를 해

수 담수화에 이용하는 것으로서, SMART로부터 에너지(증기)를 공급받는 

담수계통에서는 하루 40,000톤의 담수를 생산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해

수 담수화와 함께 전력계통에서는 약 90 MWe 정도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

다.

    SMART는 기존의 분리형(loop type) 원자로와는 달리 노심, 증기발생

기, 가압기, 주냉각재펌프 등이 배관 연결 없이 한 개의 압력용기 안에 

내장된 일체형 원자로이다. 따라서 분리형 원자로의 주요한 설계기준사고

인 대형 냉각재상실사고(LBLOCA)를 근본적으로 배제하 다.  즉, 노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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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기, 증기발생기, 주냉각재펌프가 모두 단일 압력용기 안에 들어가도

록 설계되어 있어 그 특성상 일차 냉각재의 순환길이가 매우 짧고 유로 

저항이 작아서 자연 순환력이 크고 일차계통의 구성이 매우 단순하여 

LOCA 등의 대형사고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원자로집합체의 구조와 형상이 복잡․정교해지고, 이에 따라 압력용기 내

부에서 기기의 배치 및 연결, 구조 건전성 확보, 검사, 유지․보수 및 기

기 교체방안을 고려한 설계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다. SMART는 모듈식 기기

개념 적용과 제작공장에서 제작, 조립하여 현장에서 모듈 단위로 설치하

는 방법으로 품질향상에 따른 안전성 향상과 건설기간 단축을 통하여 경

제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 집약적 원자로이다. SMART는 원자로 압력용기

를 제외하면 개별 부품의 중량 및 부피가 작아서 제작장소로부터 설치장

소까지 이동이 가능한 형태로 제작되므로 설치장소에 따른 제약을 상대적

으로 받지 않아 여러 가지 형태로 제작, 조립, 건설될 수 있는 장점이 있

다. 특히 경제성 향상을 위해 설계를 표준화하고 제작공장에서 대부분의 

부품을 모듈형태로 규격 제작함으로써 현장에서는 복잡한 작업을 가능한 

배제하여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 한다. 

    앞으로 개발 도상국 또는 기존의 원자력 기술 활용국을 중심으로 원

자력 기술 수요가 대용량 원자로 기술에서 다목적 활용이 가능한 중소 규

모 원자로 기술로 점진적으로 변화할 전망에 따라 중소규모 원자로 분야

에 기술경쟁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중소규모 원

자로 개발에 다소 소극적이었던 일부 원자력 선진국에서도 적극적 개발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거나 개발방향 모색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SMART의 높은 안전성, 향상된 경제성 및 다양한 활용성의 특성과 장

점은 타 중소 규모의 원자로에 비해 상대적 우월성을 보장하며 원자력 에

너지 활용의 다변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고부가 원자력 기술의 수출이 

국내 원자력 산업의 발전과 경제발전에의 기여 정도가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하고, 전력생산과 아울러 원자력 해수 담수화 등 해외 원자력 기술 

시장에서 선진국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원자로 기술개발 노력을 강

화할 필요가 있다. 원자력 기술의 고도화 및 선진화 필요성은 이미 충분

한 국가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그에 부응하는 지속적인 노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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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SMART의 성공적 개발은 우리나라 원자력 

기술의 수준을 한 단계 도약시킴으로써 원자력 에너지 기술의 완전 자주

화, 고도화 및 선진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향후 새로운 노형의 원자로 

개발 및 원자력 기술의 수출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 2 절  연구 목표 및 내용

    본 보고서는 원자력연구개발 중장기계획사업인 ‘일체형원자로 설계기

술개발’ 과제의 세부과제로서 1999년 4월 1일부터 2002년 3월 31일까지 3

년간 수행된 ‘일체형원자로 기계설계기술개발’ 과제의 연구개발 종료 보

고서이다. 본 과제의 연구개발 목표는 330 MWt급 일체형 원자로인 SMART 

의 기계구조 기본설계 및 관련된 해석 업무를 완료하는 것이다. 이를 위

하여 SMART의 계통 및 노심 특성을 수용할 수 있는 원자로집합체 구조모

델을 완성하고 내진해석 및 정상상태 해석, 설계시방서 생산, 주요 기기 

응력해석, 구조건전성 평가, 제작성 검토, 유지․보수방안 수립, 안전해

석용 입력자료 생산을 포함한 연계자료 생산 등의 업무가 수행 완료되었

다. 특히 원자로집합체의 동적해석 모델 구축 및 관련 해석, 그리고 건전

성 평가 등의 업무는 산․연 협동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한국전력기술(주)

의 위탁업무로서 수행되었으며, 상용원전 건설을 통해 축적된 설계기술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었다.

 본 과제에서 수행된 주요 연구개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SMART 설계요건 및 기준의 평가

    SMART 기본설계에 적용할 기술기준 및 규격을 확정하기 위한 기초 작

업으로서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일반설계기준 (GDC, Appendix A to 

10CFR50)의 각 항목별 요건을 요약하고 SMART 설계특성 및 현황과 비교하

여 그 적용성 및 문제점을 평가하 다. 또, 원전 가동중검사 기술기준인 

전력산업기술기준 (KEPIC) MI의 SMART 적용성을 검토하여 적용 가능한 부

분과 적용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부분을 검토하고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

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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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MART 기본설계 및 구조 최적화 작업

    증기발생기 노즐의 압력용기 측면 배치, 그리고 주냉각재펌프에서 임

펠러를 통과하는 냉각재 유로변경 등 구조적 향을 반 하여 원자로 압

력용기, 환형덮개, 증기발생기 주변 구조물, 펌프 덕트 구조물 및 가압기 

등 연계 구조물의 설계변경과 재배치 작업을 수행하여 원자로집합체 배치

를 완성하 고 각 부품의 싸이징 계산 및 모드해석을 수행하 다.

3. 원자로집합체 주요 기기 설계시방서 생산

    SMART 원자로집합체를 구성하는 주요 기기의 구조해석을 수행하기 위

하여 각종 설계하중을 정의하고 이를 운전등급(service level) 별로 분류

하 다. 하중의 형태는 설계 기준(design base)과 운전 전략에 따라서 기

기별로 분류하 고 이를 바탕으로 주요 기기별 설계시방서를 생산하 다.

4. 증기 및 급수배관의 건전성 평가

    원자로 압력용기 측면에 형성된 증기 노즐 및 급수 노즐에서부터 안

전보호용기 벽 사이에 설치되는 증기 및 급수 배관에 대하여 ASME Code 

Section III NC-3600의 설계기준을 적용하고 각 운전조건에 따른 하중을 

적용하여 ANSYS 유한요소해석 프로그램으로 응력해석을 수행하고 배관계

통의 구조적 건전성을 평가하 다. 

5. 원자로집합체 동적해석 모델 개발

    SMART 원자로집합체 동특성 해석 및 내진해석에 사용되는 동적 구조

해석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원자로집합체 수학적 모델을 작성하고 구조설

계 최적화 결과에 따른 설계변경 사항들을 반 하여 원자로집합체의 구성 

기기 및 부품에 대한 동적해석을 위한 모델을 개발하 다.

6. SMART 구조해석절차 개발 및 해석

    원자로집합체의 해석 과정에서 유체(냉각재)가 내부구조물에 미치는 

향을 고려하여 동적해석 모델을 구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

해 등가 도를 이용하여 유체에 잠긴 구조물의 동특성 해석을 수행하는 

절차를 개발하여 SMART 원자로내부구조물의 모델링에 활용하 다. 또, 

SMART 원자로집합체의 하단차폐판 집합체와 같이 냉각재로 연성(coupled)

된 다중 원판구조물의 고유진동 해석에 필요한 연구로서, 두 원판 사이에 

유체가 채워진 경우의 동적 특성에 대하여 이론적으로 전개하고 고유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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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를 구한 후 상용코드 ANSYS를 이용하여 그 타당성을 확인하 다.

7. 주요 기기 교체방안 수립

    핵연료집합체 및 주요 내부구조물을 추출하는 작업에 대한 순서, 작

업공구 및 작업공간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 다. 현재 SMART의 격납건물 

및 연료건물에 대한 일반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주요 기기 교체방

안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설계개발 초기단계에서 제안된 건물의 배치개념

을 적용하여 유지보수작업 방법 및 작업 공구들에 대한 기능 및 형상을 

개념적으로 검토, 분석하 다.

8. 제작성․조립성 예비 평가

    현재까지 개발된 원자로집합체 기기들을 제작 및 조립성 관점에서 검

토하고 예상 문제점을 평가하 다. 원자로집합체 부품의 국내 제작가능성 

여부, 선정된 재료의 확보가능 여부, 그리고 각 부품별로 설계된 기기들

이 조립될 때의 간섭여부 등을 파악하 다.

9. 안전해석 입력자료 생산

    SMART의 안전해석 및 성능해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각 계통의 구성

과 사양, 그리고 주요 기기에 대한 기계적 정보가 필요하다.  SMART 원자

로집합체 내부의 주요 기기 및 부품에 대한 도면, 안전해석용 절점에 대

한 일차계통 냉각재 체적, 주요 기기 절점에서의 무게, 두께 및 열전달 

면적, 압력경계 관통부의 정보, 재료 물성치 등 안전해석 수행에 필요한 

데이터를 생산, 제공하 다. 

10. 원자로집합체 내진해석

    개발된 동특성 해석모델을 사용하여 SMART 원자로에 적합한 지진 입

력 가진력을 개발하여 내진해석을 수행하 으며 내진설계 지침서를 작성

하 다. 

11. 원자로집합체 배관파단해석

    원자로집합체에 연결된 각종 배관의 구성을 검토하여 가상파단 대상 

배관, 파단의 위치 및 유형, 고려할 하중종류 등 가상 분지관파단해석 방

법을 수립하 으며, 또한 SMART 원자로에 적합한 배관파단 입력 가진력을 

개발하여 배관파단해석을 수행하 다. 

12. 주요 기기 응력해석 수행



- 7 -

    원자로집합체 구성기기 중 원자로 압력용기, 노심지지배럴, 상부안내

구조물 집합체 및 가압기에 대한 유한요소 해석모델을 개발하고 적용 가

능한 하중들에 대해 응력해석을 수행하 다.

13. 원자로 압력용기의 파괴역학적 건전성 평가

  SMART 원자로의 파괴역학적 평가를 위한 방법 및 절차를 수립하고 운전

한계 압력․온도곡선을 개발하 으며, 저온과압보호 및 가압열충격 평가

를 수행하 다.

14. 압력용기 및 노심지지배럴 피로해석

    원자로 압력용기 및 노심지지배럴의 구조해석을 수행하여 SMART 원자

로의 설계과도조건에 대한 응력 및 피로평가를 수행하 다. 제한된 종류

의 하중에 대하여 응력해석 및 피로평가한 결과이나, 원자로 압력용기 및 

노심지지배럴은 ASME Code의 허용한계 이내에 있음 을 확인하 다.





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제 1 절  국외 기술개발 현황

  세계적으로 전력생산 목적의 중형급(500 MWe 이상) 신형원자로 개발

은 주로 미국 및 일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부분적인 기술검증 

실험 및 시험 등이 상당히 수행되어 기술입증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 

건설된 원자로는 없다. 이 범주의 대표적인 원자로는 미국의 경우 웨스팅

하우스사의 600 MWe 급 피동형 경수로 AP600, GE사의 600 MWe급 비등 경

수로인 SBWR 이며, 일본의 경우는 600 MWe급 일체형 경수로인 SPWR, 600 

MWe급 분리형인 JPSR 및 300/600 MWe급 MS300/600, HSBWR 등이 있다. 이

들 원자로는 기존의 원자로 기술 이외 부분적으로 새로운 개념의 기술이 

혼합되어 개발되고 있다.

  단순 전력생산 목적 이외의 중소형 원자로의 개발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개발 목적은 중소규모 전력생산, 지역난방, 해수 담수

화와 전력생산을 동시에 병행하는 열병합, 선박 추진동력원 등 매우 다양

하며 이들 대부분은 안전성이 획기적으로 제고될 수 있는 피동안전 개념

의 일체형 원자로 형태이다. 특히 2000년대에 들어와 원자력 선진국들은 

이와 같이 높은 안전성과 넓은 활용범위를 가진 다목적 중소형 원자로의 

활용과 시장형성 전망이 밝아짐에 따라 경쟁적으로 개발에 착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외국의 주요 개발동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미국은 최근 에너지공급 중시의 새로운 에너지 정책을 발표하고 원

자력의 역할, 이용개발의 활성화를 통한 에너지 안보의 대응력 강화를 시

도하고 있으며 핵확산 저항성 원자로 개발의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원

자력 이용개발의 활성화 방안으로는 전기출력 50∼150 MWe 범위에 대한 

제 4세대형 원자로 노형연구에 착수하 으며 조만간 노형 및 용량을 선정

하여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할 전망이다. 타 외국에 비해 개발착수가 다소 

늦지만 원자로 기술에 있어서는 최고의 기술 보유국인 미국이 방대하게 

축적된 기술, 능력, 및 경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경우 세계적인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소형 원자로 개발에 선두 역할을 차지할 것으

로 예상된다. 현재 웨스팅하우스사가 주도하여 소형 일체형 원자로 IRIS

를 다국간 협력으로 개발중이며 초장주기 설계, 핵확산 저항성 제고, 경

제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발전 단가 3 cents/kWh 이하, 피동안전개념 

도입, 모듈개념 확장 및 폐기물 생성량 최소화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은 위에서 설명한 순수 발전 목적의 중형급 원자로 이외에 비전

력 분야 활용을 위한 선박 추진동력원으로 출력 범위 100/200/300 MWt급

의 일체형 원자로 MRX와 심해탐사정 동력원으로 150 KWe급 DRX 개발이 일

본원자력연구소에서 집중적으로 추진되어 현재 접목 기술의 검증까지 마

치고 그 개발이 완료된 상태이다. 또한 산업계를 중심으로 다양한 용량의 

신개념 중소형 원자로 기술개발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또한 일본 

원자력연구소에서는 최근 열출력 100 MWt인 피동형 일체형 원자로 PSRD를 

개발하고 있는데 도심 지하에 건설하여 냉난방, 온수공급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해안 지역에 건설하여 전력을 공급하는 방안도 연구 중에 있

다. 미국과 거의 대등한 기술 보유국으로 알려지고 있는 일본은 방대한 

연구자원의 집중적인 활용과 산․학․연의 협력으로 중소형 원자로 개발

에 가장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서 향후 중소형 원자로 시장의 주

도적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는 중소규모 원자로 개발과 이의 비 전력분야 활용에 가

장 대표적인 국가이다. 지형적인 특성으로 인해 중소규모 지역난방 및 전

력생산용 원자로 개발이 특징적인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에는 신기

술이 접목된 500 MWt의 지역난방용 일체형 원자로 AST-500이 건설 중이

며, 비슷한 출력 규모의 원자로 개발이 매우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편 쇄빙선의 추진동력 제공, 냉난방, 해수 담수화를 통한 식수 및 용수 

공급용의 KLT-40 원자로는 현재까지 약 110,000 시간의 운전 실적을 보유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동 원자로를 barge에 선적하여 전력생산 및 해수 

담수화를 위한 플랜트 개발을 캐나다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대부분 

서방세계에 그 정보가 널리 알려져 있지 않지만 러시아는 중소형 일체형 

원자로 기술에 있어서는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수준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

고 있다.



  중국은 원자력기술의 자립화에 매우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국가

이다. 발전용 원자로의 독자설계, 건설, 수출뿐만 아니라 연구용 원자로, 

지역난방용 원자로를 독자기술로 개발하고 있으며 기술수준도 건설, 운  

등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는 상당히 높은 수준에 이루고 있는 것으로 평가

되고 있다. 일찍부터 독일과 협력하여 지역난방용 일체형 원자로 NHR-5를 

개발, 건설하여 3년 간에 걸친 검증시험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관련 

기술을 확보하 다. 이러한 기술 수준을 바탕으로 용량이 격상된 200 MWt 

급 지역난방용 NHR-200을 개발 완료하여 건설 준비 중에 있다. NHR 원자

로는 지역난방뿐만 아니라 해수담수화 에너지원으로도 활용할 예정이다. 

NHR 기술의 우수성은 외국에서도 인정되어 90년대 후반 모로코와 열출력 

10 MWt의 NHR-10 개념을 정립하고, 이를 8,000톤/일 담수생산에 활용하는 

플랜트 건설 타당성 연구를 공동으로 수행한 바 있다. 이외에도 칭화대학

교를 중심으로 고온 가스냉각로를 개발하는 등 새로운 원자로와 기술개발

에 매우 적극적이다.

  아르헨티나는 자국의 독자 기술을 이용하여 27 MWe 급 일체형 원자

로 CAREM에 대한 기본설계와 주요 열수력 검증시험, 기기의 기계적 성능

시험 등을 완료하고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동 원자로는 소규모 전력생

산, 해수담수화 에너지원, 산업용 열생산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원자로이

다. 원자력 에너지 활용 필요성을 일찍 인식하고 기술도입 및 자립에 노

력해온 아르헨티나는 부분적인 기술분야에서는 다소 두각을 보여준다고 

할 수는 있으나 전반적인 기술수준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다.

  캐나다는 지역난방용 10 MWt 소형원자로 SLOWPOKE 시험가동을 성공

한 바 있으며 또한 러시아 정부와 KLT-40 원자로의 barge 선적 활용 플랜

트 개발에 대한 협력약정을 1995년 체결하여 공동개발 프로젝트로 수행하

고 있다. CANDU형 원자로 개발, 건설, 운  등을 통한 기술 및 경험의 축

적으로 원자력 기술분야 수준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으며 

원자력 기술의 비 전력분야 활용과 해수담수 기술개발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남아공은 1993년부터 전력회사인 ESKOM사의 주도 아래 전기출력 110 

MWe 급 가스냉각로인 PBMR의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주요한 기술검증 목적의 시험이 몇 가지 진행중이며 2002년 4월경 

건설허가를 취득할 전망이다. 남아공의 원자력 기술수준은 알려진 바 없

으나 현재 PBMR을 다국간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기

술수준은 높지 않는 것으로 평가된다.

  대부분의 원자력 선진국들은 그 동안 중소형 원자로의 활용성에 대

한 인식 부족으로 개발노력이 다소 미흡하 으나 90년대 후반부터는 향후

의 원자력 기술시장 전망이 중소형 원자로에 대해 매우 호의적으로 나타

나고 있어서 조만간 기술개발 경쟁이 매우 치열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또

한 이들 대부분 선진국들의 기술 수준은 이미 높은 수준에 이르고 있으므

로 그 개발 속도도 예상보다 훨씬 빨라질 수 있을 것이다.

제 2 절  국내 기술개발 현황

   우리나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세계에서 보기 드문 원자력 기술자

립 정책을 성공적으로 달성하여 국제 원자력계에서 모범국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내에서 발전용 원자로의 본격적인 설계는 1986년 미국 ABB-CE로

부터의 기술도입으로 시작된 광 원자력 3,4호기부터 이루어졌으며 광 

3,4호기 공동 설계를 통하여 습득한 기술을 한국 표준형 원전인 울진 3,4

호기의 설계에 성공적으로 적용하 고, 이어서 차세대원자로(APR1400) 설

계개발을 통해 대용량 발전로의 설계기술은 이제 자립단계에 이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 과정에서 연구용 원자로인 열출력 30MWt 하나로가 독

자적 기술노력 및 부분적 해외협력으로 1995년 완공되어 현재 정격출력으

로 운전 중에 있으며 원자력 기술개발 관련 제반 연구업무를 지원하고 있

다. 이는 우리나라의 독자적 노력에 의해 최초로 개발, 건설, 운 되는 

비 발전분야 최초의 원자로이다.

   열병합 목적의 소형 원자로에 대한 기초연구가 정부주도로 1987년부터 

1991년까지 추진되었으나 기술수준의 미흡과 비 전력분야에의 원자력에너

지 활용에 대한 연구개발 환경 부족, 기술적 필요성 인식부족, 사회환경 

미성숙 등 제반 여건으로 인해 관련 연구개발이 지속되지 못하 다. 그러

다가 90년대 중반 원자력 에너지의 활용분야 확대, 독자적 기술확보, 기



술의 선진화 등에 대한 인식과 환경변화로 새로운 개념의 원자로와 기술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신형원자로가 추구하는 안전성 

제고라는 신기술 개발과 기술향상 목표로 고유안전 및 피동안전 기술에 

대한 기초 요소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이 1994년 7월부터 1997년 7월까지 

원자력 중․장기 연구개발사업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동 연

구개발결과로 열병합 목적의 중소형 규모 신형원자로 개념이 제시되고 안

전성의 획기적인 향상을 위해 노형을 일체형으로 개발할 것을 제안하 으

며, 부분적인 핵심기술과 기본 데이터가 확보됨으로써 신개념의 신형원자

로 개발의 기초가 확보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국내 환경변화로 원자력 기술의 해수담수화에의 활용이 긍정적으로 인

식됨에 따라 상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원자력 해수담수화와 소규모 전력

생산을 병행할 수 있는 열병합 목적의 330MWt급 일체형 원자로 SMART 개

발이 순수 우리 기술 주도와 러시아와의 부분적인 기술협력으로 1996년부

터 개념개발을 시작한 후 독자적으로 1997년 7월부터 중․장기 원자력 연

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본격적으로 개념설계를 착수하여 1999년 3월 개념

설계를 완료하 다. 이어서 1999년 4월부터 3년 예정으로 기본설계개발을 

추진하여 2002년 3월 개발을 완료하 다. 동 연구개발 기간 중에 원자로

계통에 대한 설계개발뿐만 아니라 안전성제고에 필수적 기술인 고유안전

기술, 피동안전기술, 모듈화 기술 등이 개발되어 설계에 접목되었으며 설

계와 해석에 필요한 전산체계 및 해석방법론을 개발하여 그 체계를 확립

하고 독자기술화 하 다. SMART 개발의 기본 원칙은 기존 원자로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되 신기술 접목에 필요한 기술은 국내의 기술능력을 활용하

여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활용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부분적으로는 선진 

외국에 비하여 손색없는 기술이 확보되어 기술의 고유화를 도모하고 있

다. 비록 원자력 선진국에 비하여 다목적 소형원자로 기술개발에 투자된 

시간과 노력이 부족하고 기술의 검증을 위한 실험 및 시험시설이 빈약한 

환경에서도 연구개발 의욕과 노력이 집중됨에 따라 소기의 성과를 이루고 

있다. 

   SMART와 같은 기존의 노형과는 다른 신 개념의 신형원자로 개발을 위

한 우리의 소프트웨어적인 기반기술 능력 및 수준은 매우 우수하다. 이는 



그 동안의 기술확보와 기술자립 노력의 결실로 다양한 설계기술이 확보되

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 소프트웨어적인 기술을 검증하는 분야

와 기술개발 환경은 다소 뒤떨어지고 있으며, 특히 참조 노형이 없는 새

로운 개념의 신형원자로 개발 관련 능력은 여러 분야에서 선진 외국과 비

교하여 그 수준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는 기술검증을 위한 시설부족, 신

기술 개발의 경험부족 등이 주요 이유로 나타나고 있다. 



제 3 장  연구개발 수행내용 및 결과

제 1 절  SMART 기계설계 기본요건 및 설계기준

  SMART 원자로집합체의 설계요건은 성능 및 기능 요건, 설계 요건, 시험 

및 검사 요건, 재료 및 제작 요건 등으로 나눌 수 있다. SMART 설계에 적

용할 관련 법규의 평가와 기술기준의 작성을 위해 기존 상용 발전소인 

광 및 울진 호기의 건설에 사용된 각종 관련 법규 및 규제요건, 산업코

드. 기술기준서, 설계요건서 등을 참조하여 SMART의 특성에 맞추어 정리

하 다.

1. 성능 및 기능 요건

∙핵증기공급계통(NSSS)을 구성하는 기기와 계통은 설계수명 동안 발생

하는 모든 정상상태 및 과도운전상태를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하며, 

설계수명은 60년이다. 

∙원자로 압력용기는 노심 및 주요 기기를 담는 단일 용기의 기능을 수

행하며, 외부 하중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정상운전 및 사고시 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누출되는 것을 막는 방호

벽의 역할을 한다. 

∙원자로내부구조물은 노심지지구조물과 내부구조물로 분류되며, 노심

을 지지하고 제어봉을 안내․지지․보호하며 냉각재의 유동통로를 제

공한다.

∙원자로 지지구조물은 원자로집합체를 지지하는 기능을 하며, 설계기

준사고 및 설계기준 초과사고시 원자로집합체의 구조적 건전성에 미

치는 향을 최대한 흡수한다. 

∙가압기는 원자로 압력용기 내에 설치되어 정상운전 중 냉각재의 열팽

창을 흡수하며, 별도의 스프레이나 가열기 없이 계통의 압력을 조절

할 수 있어야 한다. 가압기는 정상운전 중 요구되는 운전성을 제공하

며, 비상상태나 사고시에도 요구되는 운전성을 제공하고 건전성을 유

지하여야 한다. 



∙원자로집합체의 부품과 내부구조물은 빠른 시간에 분해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지지구조물은 운전 중에 원자로 압력용기가 수직 축에 대해 회전하지 

않도록, 그리고 다른 구조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노심지지구조물 및 내부구조물은 노심 형상을 유지하여 제어봉 삽입

요건을 만족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모든 기기는 작업자가 방사선에 노출되는 조건이 최소가 되도록 설계

되어야 한다.

2. 설계 요건

   원자로집합체 주요 기기의 설계는 각 기기의 분류에 맞는 기준에 따라 

설계되어야 한다. 기기의 분류는 그 기기의 역할과 안전성에 미치는 

향, 하중상태 등을 고려하여 분류되는데 주요한 분류로는 안전등급, 내진

범주 및 기기등급이 있다.

가. 안전등급 (Safety Class)

    안전에 중요한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의 기기는 과기부고시 제 94-10

호 및 ANSI/ANS 51.1에 따라 안전등급이 분류된다. 안전등급 1, 2, 3 및 

비안전등급 (NNS)은 각각 USNRC Reg. Guide 1.26의 품질그룹 A, B, C, D

와 동등하다. 이 기준에 따라 안전등급을 규정하고 기기의 설계와 제작을 

위한 코드, 표준 및 품질보증 조항을 선정하기 위한 지침으로 사용된다.  

각 기기별 안전등급의 분류는 다음과 같다 :

∙원자로 압력용기, 지지구조물, 내부차폐탱크는 ANSI/ANS 51.1에 따

라 안전등급 1의 요건에 따라 설계한다. 계통의 안전등급과 계통을 

구성하는 기기의 안전등급은 동일하지만, 일부 기기가 연관 계통의 

안전등급과 다르게 정의될 경우에는 각 기기에 대한 안전등급을 별

도로 정의한다.

∙가압기의 경우 중앙덮개는 안전등급 1, 그리고 나머지 부품은 안전

등급 3으로 분류한다.

∙노심지지구조물 및 내부구조물로 분류된 기기는 안전등급 3의 요건

에 따라 설계한다.  



나. 내진범주 (Seismic Category)

    원자로집합체 구조물은 기능의 손상 없이 지진 향에 견딜 수 있는

가를 판단하는 척도로서, 설계기준이 되는 안전정지지진 하에서도 그 기

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10CFR50， 부록 A,  일반설계기준 2의 요건을 충

족하기 위해 USNRC Reg. Guide 1.29의 내진 요건에 따라 설계되며. 내진

범주 I, II 및 III의 3개 등급으로 분류한다.  원자로집합체 부품은 내진

범주 I의 요건에 따라서 설계되어야 한다. 

다. 하중분류 및 조합

    원자로집합체를 구성하는 기기의 설계는 ASME Boiler and Pressure 

Vessel Code, Section III 및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 MN의 요건에 따라

서 수행되어야 하며 특히 “해석에 의한 설계(design by analysis)” 방법

에 따라 구조설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원자로집합체를 구성하는 기기들은 운전중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하

중에 견딜 수 있도록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이들 기기에 작용하는 

하중을 정의하기 위하여 ASME Code 및 전력산업기술기준에 정의된 하중과 

조합방법을 사용하고 이를 만족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동적 하중의 조

합은 NUREG-0484에 준하여야 하며, 동적해석 방법은 적용할 기술규격에서 

승인된 방법을 따라야 한다.

라. 환경 요건

∙압력용기집합체는 정상운전 중 존재하는 가장 가혹한 온도, 압력, 

습도 및 방사선 조사의 조건에서 60년의 수명을 갖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압력용기집합체는 설계기준사고 동안과 그 이후에 예상되는 가장 가

혹한 온도, 압력, 습도 및 화학재 살수(chemical spray)의 환경조건 

하에서도 구조적 건전성이 유지되며 안전기능이 유지되도록 설계되

어야 한다.  

∙압력용기, 노심지지구조물 및 내부구조물은 일차냉각재의 화학적 환

경에서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마. 기타 요건

    그 외에도 고려하여야 하는 설계요건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원자로 압력용기 및 내부의 모든 부품의 검사, 정비, 수리가 가능하

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취성파괴를 방지하기 위한 운전한계는 ASME Code Section III의 

Appendix G를 따라 설정되어야 한다. 

∙과압보호 요건 : 원자로계통은 과도한 압력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장치를 가져야 한다. 

3. 시험 및 검사 요건

가. 시험 요건

    원자로집합체를 구성하는 기기는 요구되는 모든 시험 요건을 만족하

여야 하며, 상세한 절차를 수립, 문서화하여야 한다.  또한 내진범주 I에 

해당하는 압력용기집합체 및 그 부품은 IEEE 344-1987에 따라 내진능력이 

검증되어야 한다. 

나. 검사 요건

    원자로집합체를 구성하는 기기와 계통의 설계는 ASME Code Section 

XI에서 요구되는 가동중검사 요건을 만족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검사를 요하는 해당 기기에 대한 검사 절차와 평가방법을 정의하여야 한

다. 따라서 원자로 압력용기 및 그 부품에서 압력경계를 구성하는  모든 

용접면에 대한 가동전 및 가동중검사가 가능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노

심지지구조물 및 내부구조물은 ASME Code Section XI의 검사요건을 만족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SMART에서는 구조 특성상 근본적으로 접근이 불가능한 부분(예로서 

가압기 내부, 증기발생기 전열관 등)을 제외하고는 가동중검사 요건을 충

족할 수 있다. 현재의 기술기준에 따른 검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

에 대해서는 상세설계 과정에서 인허가 요건을 충족시킬 대안을 제시하거

나 요건을 재확립할 필요가 있다.

다. 종합 진동평가 프로그램 (CVAP)

    정상운전 및 과도 운전상태에서의 유체유발진동 (flow-induced 

vibration)에 대해서 원자로내부구조물의 구조적 건전성을 입증하기 위해

서 시운전  (pre-operation) 및 초기출력시험 (initial startup test) 기



간 중에 종합 진동평가 프로그램(comprehensive Vibrational Assesment 

Program)을 수행한다. SMART 원자로는 USNRC Reg. Guide 1.20의 규정에 

따라서 원형 (prototype)으로 분류되며 원자로내부구조물은 원형

(prototype)에 준하는 해석, 측정 및 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4. 재료 및 제작 요건

가. 재료요건

    원자로 계통 및 지지구조물의 제작에 사용되는 재질은 부식 및 침식

에 저항이 있는 재질이어야 하며, 표면에 방사능 오염이 잘되지 않는 재

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원자로 공학적으로 널리 쓰이는 제염방법을 

사용하여 방사선 수준을 허용치까지 낮출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

다. 특히 일차계통의 냉각재와 접하는 원자로 압력용기의 내면은 운전기

간 동안 그 물리적 성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내부식성 재질을 피복한다.

  원자로집합체의 제작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ASME Code, Section III 

또는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 MN 요건을 따라야 한다.  

나. 제작 요건

    SMART 원자로집합체의 제작에 관련된 요건은 다음과 같다:

∙원자로 계통의 기기는 그 제작성이 용이하여야 한다.

∙원자로 계통의 기기는 일관된 공정과 품질보증계획에 의하여 그 품

질이 보증되어야 하며, 기기분류에 적합한 품질보증 및 검사계획을 

적용하여야 한다.  

∙냉각재 순환계통의 연결부는 일반적으로 용접으로 봉하여 누설 가

능성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원자로계통의 기기는 균열이나 거친 면, 접근이 불가능한 공간 등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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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원자로 압력용기

  본 절은 330 MWt 일체형 원자로집합체 중 원자로 압력용기 (reactor 

pressure vessel), 중앙덮개 (central cover), 환형덮개 (annular cover)

에 대하여 기능․성능요건, 설계하중 등에 대하여 기술한다. 

1. 기기의 구성

   원자로용기는 원통 쉘과 상부헤드를 형성하는 두 개의 덮개(환형덮개, 

중앙덮개)로 구성된다.  상부헤드에는 제어봉구동장치 노즐, 주냉각재펌

프, 그리고 필요한 기기 냉각수 배관 및 각종 계측기를 위한 노즐이 배치

되며, 용기의 측면에는 급수 및 증기노즐이 설치되는데, 급수 및 증기노

즐은 배열을 용이하게 하고 용기의 개구부를 줄이기 위해 이중관의 구조

를 가지고 있다.  증기발생기는 ㄱ 자형으로 용기벽을 관통하므로 통과배

관에 의하여 스스로 지지된다.  원자로용기 환형덮개와 원통 쉘의 접합면

은 스터드볼트로 완전 체결된다.  중성자 조사의 향을 줄일 수 있도록 

원자로 압력용기 하부헤드와 증기발생기 아래의 원통형 공간(annulus 

down-comer)에는 내부차폐체(thermal shield)가 설치된다.  또한 기존의 

경수로와 마찬가지로 노심을 지지하기 위한 내부구조물과 제어봉 안내를 

위한 구조물 등도 원자로 용기 내에 장착된다.  핵연료와 반응도조절장치

(제어봉)로 구성되는 노심과 이를 담는 노심지지배럴은 원자로용기의 중

앙 하단부에 위치한다.  

    원자로용기의 지지는 지지보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용기를 스커트모

양으로 둘러싼 지지실린더는 내부차폐탱크와 고정된다.  이 부위는 외부

의 하중이 원자로에 전달되는 일차적인 경로가 된다.

가. 원자로 압력용기

    원자로용기는 원자로심과 주요 기기들을 지지, 보호하기 위한 원통 

쉘 모양의 압력용기로써 일차계통의 주요한 기기 - 가압기, 증기발생기 

및 주냉각재펌프 등-가 용기 내에 위치한다.  즉, 압력용기 집합체는 일

차계통의 주요 기기 들을 하나로 일체화하여 위치시키고 운전중 이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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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하며 내부 압력에 대한 압력경계로서의 기능을 한다.  또한 필요한 운

전인자를 제공하고 방호벽을 형성하여 방사성 부산물이 주위환경으로 확

산되는 것을 막는다.  용기는 타원형의 바닥 쉘 과 2개의 원통 및 플랜지

를 용접하여 구성한다.  한편 용기의 덮개는 내장형 가압기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중앙덮개와 환형덮개의 두개로 구성되어 있다.  원자로 용기내

면과 덮개의 내면은 일차계통의 냉각수와의 접촉으로 인한 부식을 방지하

기  위하여 SA240 Type 321 재질의 피복을 한다.  용기의 측면에는 증기 

및 급수의 통로인 12개의 노즐이 설치된다.  이들은 용기를 관통하는 구

멍의 수 및 크기를 줄이기 위해 동심의 이중관 형태로 설계되었다. 

    완성된 원자로 압력용기는 전체높이 약 9,837 mm, 외경 약 5,054 mm

의 원통형 쉘 구조물이 된다.  플랜지 및 노즐실린더는 높이 3,000 mm, 

외경 5,054 mm의 원통형으로서 상부면은 환형덮개를 체결하기 위한 50개

의 M140 스터드볼트 체결공간을 제공하며, 측면에는 12개의 노즐과 skirt 

모양의 지지구조물 연결부를 갖는다.  한편 실린더의 측면에는 증기발생

기에 공급되는 급수 및 생산된 증기의 통로가 되는 내경 약 434 mm의 12

개 노즐이 위치된다.  상하부 원통은 내경 4,100 mm, 두께 256 mm (피복

용접 8 mm 불포함), 높이 2,748(상부) mm / 2,541(하부) mm의 원통으로서 

원자로내부구조물과 증기발생기 등이 이 안에 위치하게 된다.  또한 원통

부는 노심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 내면에는 턱 모양의 돌출부를 가

지고 있어 원자로내부구조물을 위치시키고 지지하는 역할을 한다.  하부

덮개는 2:1의 타원형 쉘로 만들어져 유로를 형성하고 원자로내부구조물 

중 하부지지구조물(Lower Support Structure)을 지지하는 역할을 수행한

다.  플랜지 부위를 제외한 용기의 공칭두께는 피복을 제외하고 256 mm 

이며, 용기의 재질은 표 3.2-1과 같다.  원자로 용기 및 덮개의 내면은 

일차계통 냉각수와의 접촉으로 인한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오스테나이

트강 재질 (Type 321 stainless steel)의 피복을 한다.  이 피복의 두께

는 8 mm 이다.

    원자로용기(그림 3.2-1)의 설계는 내진등급 I, 안전등급 및 품질등급 

1의 구조물로 분류되어 수행된다. 

    압력용기의 제작은 단조, 피복용접, 기계가공에 의하여 낱개의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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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작한 후 완전용입용접으로 이들을 접합하고 후열처리로 마무리하는 

순서로 이루어진다.  원자로용기의 접합의 순서는 하부원통과 하부덮개의 

접합, 상부원통과 플랜지의 접합, 상부원통과 하부원통의 접합 순이다. 

나. 환형덮개

    환형덮개는 원자로 압력용기의 상부에 위치하여 증기발생기와 주냉각

재펌프의 설치공간을 제공하며, 원자로 압력용기, 중앙덮개와 함께 압력

경계를 형성하는 환형의 구조물이다.  환형덮개는 운전 중에는 압력경계

의 상부를 형성하며 보수시 원자로내부구조물과 증기발생기 설치를 위한 

통로의 역할을 한다.  중앙덮개는 핵연료 교체를 위해 탈착이 용이해야 

하므로 환형덮개에 호형걸쇠홈을 마련하여 체결하며 원자로용기와의 체결

은 스터드볼트를 이용한다.  한편 방사성 물질의 누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용기와 환형덮개의 연결부위는 봉환(seal ring)을 사용하여 봉되어진

다.  이 환형덮개는 바깥쪽으로 압력용기 플랜지 부위와 50 개의 M140 스

터드볼트에 의해서 체결, 고정되며, 내부로는 중앙덮개와 체결장치를 통

해 연결되어 함께 압력경계를 형성하게 된다.  환형덮개는 직경 5,054 

mm, 높이 788 mm의 원통으로 중앙에는 중앙덮개를 위한 직경 2,626 mm의 

관통부가 있다.  두께는 압력경계를 형성하는 윗면이 약 517 mm이다.  스

터드볼트는 나사 내경이 약 134 mm인 M140의 나사로서 피치는 6 mm이다.  

볼트의 재질은 표 3.2-1과 같다.  한편 방사성 물질의 누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용기와 환형덮개 연결부위는 원통단면의 환형 봉링을 사용하여 

봉한다.  환형덮개의 재질은 압력용기와 동일한 마르텐사이트강이며 냉

각재와의 접촉부위는 스테인리스 재질의 피복재로 보호된다.  환형덮개 

및 환형 봉체의 재질은 표 3.2-1과 같다.

    환형덮개에는 4개의 주냉각재펌프, 2개의 충수계통배관 연결노즐, 2

개의 정화계통배관 연결노즐, 50개의 스터드볼트 구멍, 4개의 노심입구 

온도 계측기(증기발생기 출구), 4개의 노심출구 온도 계측기(증기발생기 

입구), 및 4개의 원자로 수위측정기, 21개 노내계측기 (ICI)를 위한 4개

의 노즐 등이 설치된다. 

    환형덮개의 설계는 내진범주 I, 안전등급 1 및 품질등급 1의 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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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분류되어 수행된다. 

    환형덮개의 제작은 단조 - 구멍가공 - 피복용접 - 재 가공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가공방법 및 공차, 열처리등은 원자로용기와 같은 방법과 

절차를 적용한다.

다. 중앙덮개

    중앙덮개는 원자로 압력용기 상부 중앙의 압력경계를 형성하는 원판

형의 구조물로서, 가압기 본체와 용접되어 가압기를 원자로 내에 지지하

는 역할과 제어봉구동장치의 통로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중앙덮

개는 평평한 윗면과 반타원형의 아랫면을 가진 구조로 되어 있으며 환형

덮개와 플랜지 없는 고정장치로 체결된다.  이 고정장치의 사용으로 덮개

의 탈착이 용이하게 되며, 장치가 차지하는 부피 또한 크지 않다.  이 장

치는 8개의 걸쇠(segment gate)와 이를 구동하기 위한 랙-피니언으로 구

성되어 있다.  걸쇠는 중앙덮개에 위치한 홈 안에 장치되어 있으면서 랙-

피니언 구동장치에 의해서 홈 내를 반경방향으로 움직이게 된다.  걸쇠의 

단면은 사각형이며 주로 전단력을 받도록 설계된다.

    두 덮개사이는 환형의 봉체로 봉된다.  환형 봉체 및 중앙덮개

의 재질은 스테인리스강이며 걸쇠 고정장치의 재질은 고강도, 내부식성의 

스테인리스강으로 자세한 사양은 표 3.2-1과 같다. 

    중앙덮개(가압기 덮개)의 위쪽 면에는 8개의 덮개 체결장치용 랙-피

니언 구동장치의 노즐, 49개의 제어봉구동장치 설치노즐, 가압기의 열교

환기에 공급되는 냉각수 입․출구배관 노즐(각 2개), 4개의 가압기 압력

계측기, 2개의 가압기 온도계측기, 2개의 가압기 중앙공동 수위계측기 및 

1개의 가압기와 가스실린더를 연결하는 배관을 위한 노즐  등이 장착된

다.

    중앙덮개는 내진범주 I, 안전등급 1 및 품질등급 1의 구조물로 분류

되어 설계된다. 

라. 중앙덮개 및 환형덮개의 기기배치

    표 3.2-2는 중앙덮개 및 환형덮개 상의 노즐 및 각종 기기의 위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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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낸다.  표에서 R, θ의 좌표는 원자로용기의 중심을 원점으로 하고 0

도 방향을 x축, 90도 방향을 y축으로 할 때의 좌표 값이며 x, y의 좌표는 

원자로용기의 중심을 원점으로 하고 0도 방향을 x축, 90도 방향을 y축으

로 할 때의 좌표 값이다.  스터드볼트와 주냉각재펌프 설치구 등은 환형

덮개에 배치되며, Segment Gate 설치구는 중앙덮개에 동심원으로 규칙적

으로 배열되어 있다.  또한 제어봉구동장치 설치구는 중앙덮개에 피치가 

214.05 mm인 사각형 배열로 설치되어 있다.  그 외에 표 3.2-2에 제시된 

기기, 배관 및 계측기를 위한 노즐들이 원자로내외부의 구조물과의 간섭

을 피하여 배치되어 있다. 

마. 원자로덮개의 체결장치

    원자로용기의 덮개는 환형덮개와 중앙덮개의 두 개로 구성된다.  이

들 덮개중 중앙덮개는 핵연료 재장전시 열어야 하며, 환형덮개는 증기발

생기 등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 열어야 한다.  손쉽게 덮개를 여닫기 위

해서 두 개의 덮개는 segment gate에 의하여 체결한다.  이 장치는 8개의 

걸쇠(segment gate)와 이를 구동하기 위한 랙-피니언으로 구성되어 있다.  

걸쇠는 중앙덮개에 위치한 홈 안에 장치되어 있으면서, 피니언을 회전시

키면 랙-치차구동장치에 의해서 홈 내를 반경방향으로 움직여 환형덮개쪽

으로 이동하게 된다.  걸쇠의 단면은 사각형으로 주로 전단력을 받도록 

설계된다. 

    이들 덮개사이의 누설을 막기 위하여 환형 봉용접을 사용한다.  환

형 봉용접은 누설발생시 일차압력경계를 형성하여 내압에 대하여 높은 

내성을 가지면서도 덮개의 상대 운동에 대하여 유연한 구조를 갖는다.  

또한 용접에 의하여 봉역할을 수행하므로 누설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

2. 설계요건 및 하중, 허용기준

가. 원자로용기설계의 일반 설계요건

    SMART 압력용기 집합체의 설계는 ASME Boiler and Pressure Vessel 

Code, Section III, Subsection NB의 요건에 따라서 수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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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 문서의 NB-3200, design by analysis의 규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탄성해석 설계방법을 따라야 한다.  압력용기 집합체는 설계수명 동안에 

이 문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모든 정상상태 (steady state condition) 및 

과도운전 상태 (transient operating condition)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

되어야 한다.  압력용기 집합체의 수명(calendar year)은 60년이다.  압

력용기 집합체, 지지구조물 및 가압기는 정상운전 중 운전성이 확보되어

야 하며, 비정상상태나 사고 시에도 요구되는 운전성과 건전성이 유지되

어야 한다.  압력용기 집합체 및 그 부품은 용기 내의 모든 부품의 정비, 

검사, 수리가 가능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압력용기 집합체 및 기타 주요 

기기의 치수는 공간 요구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구조재는 운전 중 발생

하는 모든 하중에 견뎌낼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일차순환

계통의 연결부는 일반적으로 용접에 의해 봉한다.  SMART 압력용기 집

합체는 내부구조물을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분해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야 한다.  지지구조물은 운전 중에 압력용기가 수직 축에 대해 회전하지 

않도록, 그리고 압력용기가 변형하여 다른 구조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설

계한다.  운전기간 동안 재료의 물리적 성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차계

통의 냉각수와 접촉되는 압력용기의 내면은 내부식성 재질을 입힌다.  용

접면에 대한 가동 전 및 가동 중 검사가 가능하도록 용기를 설계한다.  

재질과 설계는 방사선에 잘 오염되지 않으며 제염이 손쉬워야 한다

나. 원자로용기집합체의 기계적, 열수력학적 설계자료

    원자로용기집합체의 기계적, 열수력학적 설계자료는 다음과 같다 :

   ① 설계압력 : 17 MPa

   ② 정상운전압력 : 15 MPa

   ③ 설계온도 : 350 ℃

   ④ 100% 출력시 노심의 출구온도 : 310 ℃

   ⑤ 100% 출력시 노심의 입구온도 : 270 ℃

   ⑥ 100% 출력에서의 주냉각재펌프의 유량 : 1585 kg/s

   ⑦ 설계수명 : 60년

   ⑧ 피복을 포함한 원자로용기의 노심부위 내경 : 410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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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중분류 및 조합

    SMART 압력용기 집합체의 설계는 ASME code에 정의된 하중과 조합을 

사용하고, 이를 만족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부품별로 작용하는 하중의 

종류 및 크기는 시방서에 명시되어있다.  설계에 사용되는 하중은 분류하

면 크게 다음과 같다.

   ① Normal Operating Design Data

   ② Plant Operating Transient Design Data

   ③ Design and Service Loads

   ④ Shipping and Handling Loads

   ⑤ Hydraulic Loads

   ⑥ Thermal loads

    이들 하중은 그 발생빈도 및 사건의 심각성에 따라 설계하중, A급 운

전하중, B급 운전하중, C급 운전하중 및 D급 운전하중과 시험하중으로 분

류되어 운전모드에 따른 하중조합을 하여 각각의 허용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피로해석에서는 A급 운전하중, B급 운전하중, 시험하중, 선적 및 운

반하중을 고려해야 한다.

라. 허용기준 

    허용설계응력강도 (allowable design stress intensity)값은 ASME 

Pressure Vessel and Boiler code section III의 규정을 준용한다.  만일 

참고문서에서 정의하고 있지 않는 하중을 고려할 경우에는 별도의 허용기

준과 하중조합을 정의하고 이를 검증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원자로 압력용기 및 덮개는 설계하중 및 A, B, D급 운전하중에 대하

여 ASME code section III의 NB-3221에 정의된 설계 및 운전한도를 만족

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A, B급 운전하중에 대하여 원자로집합체는 건

전성(integrity)을 유지하여야 한다.  원자로 압력용기 및 덮개는 시험하

중에 대하여서도 ASME code section III의 NB-3226 에 정의된 설계한도를 

만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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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   원자로 압력용기집합체의 재질

 

번호 부품명 재질

1  환형덮개 (Annular Cover) SA508 Class 3

2
 환형덮개 스터드볼트 

 (Annular Cover Stud Bolt)

SA540 Gr B24 Class 

3

3
 환형덮개 환형 봉체 

 (Annular Cover Torus Seal)
SA240 Type 321

4  중앙덮개 (Central Cover) SA240 Type 321

5  중앙덮개의 Segment Gate SA276 Type 321

6  원자로용기 (Reactor Vessel) SA508 Class 3

7
 원자로용기 지지체

 (Reactor Vessel Skirt)
SA508 Class 3

8
 원자로용기 피복

 (Reactor Vessel Cladding)
AWS A 5 9 ER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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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2. 노즐 및 주요배관, 계측기의 위치

환형덮개
기기 및 계측기 위치 (좌표)

주냉각재펌프
R 1700 1700 1700 1700
θ 0 90 180 270

스터드볼트 구멍
R 2389반경의 원에 50등분하여 

설치, 초기위치는 0도θ

정화계통배관연결노즐
R 1900 1900
θ 165 345

충수계통배관연결노즐
R 1900 1900
θ 75 255

노심입구 온도 계측기

(증기발생기 출구)

R 1640 1640 1640 1640

θ 20 110 200 290

노심출구 온도 계측기

(증기발생기 입구)

R 1900 1900 1900 1900

θ 45 135 225 315

노심수위계측기
R 1500 1500 1500 1500
θ 75 165 255 345

노외계측기 (ECD)
R

추후 결정
θ
중앙덮개

기기 및 계측기 위치 (좌표)

덮개 여닫음 장치

(segment gate)

R 1150 1150 1150 1150
θ 0 45 90 135
R 1150 1150 1150 1150
θ 180 225 270 315

제어봉구동장치
R

215.04의 피치로 49개 배열
θ

가압기 냉각수 배관
R 1100 1100 1100 1100
θ 10 190 170 350

개스실린더 연결관
X 650
Y 650

가압기 압력 계측기
X 215 -215 -860 -860
Y 860 -860 215 -215

가압기 중앙공동

(냉각재)의 온도

X -215

Y 860

가압기 중앙공동

(질소개스)의 온도

X 위와 같은 위치에 다른 높이로 

설치Y

가압기 중앙공동 수위
X -860 860
Y -215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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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  SMART 원자로집합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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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원자로집합체 지지구조물 및 내부차폐탱크

1. 원자로집합체의 지지 개념

   SMART 원자로의 지지 개념은 주요 기기가 설치되어 있는 압력용기를 

지지하는 개념을 중심으로 개발되었다. 분리형 원자로에서는 주요 기기가 

공간적인 배치를 이루고 있으므로 각각의 기기 특성을 고려한 지지 개념

이 도입될 수 있으나, SMART의 경우에는 하나의 압력용기만을 지지하는 

개념을 고려하 다. SMART는 일차 냉각수가 흐르는 배관이 없기 때문에 

열팽창이 압력용기에 미치는 향이 작으며, 상대적으로 압력용기의 질량

이 매우 큰 설계 특성을 가진다. 따라서 배관이나 노즐을 이용하는 기둥 

형태의 지지 개념은 구현하기 복잡하므로 원통형 지지 구조물을 도입하여 

지지 개념을 단순화하 다. 원통형 구조물은 압력용기와 일체로 제작하기 

용이하며, 외부사건에 대한 지지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구조적 장점을 가

지고 있다. 그림 3.3-1은 원자로집합체의 지지 개념을 간략히 표시한 것

이다. 

       

2. 계통의 구성과 기능

가. 내부차폐탱크의 구성과 기능 

    내부차폐탱크는 그림 3.3-1과 같이 내부 원통을 가진 원통형의 구조

물로 제작되며, 원자로집합체를 지지하는 지지 구조물의 기능을 수행한

다. 내부차폐탱크의 중심은 압력용기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할 수 있는 형

태로 제작하며, 외부는 원통형을 유지한다. 차폐탱크의 상부는 환형 평판

의 형상으로 제작하며 외측 원통과 내측 원통과 연결되며, 지지 스커트와 

보울트로 연결하여 원자로집합체를 지지한다. 그러므로 내부차폐탱크는 

수직방향의 유연성이 큰 특성을 가지며, 원자로집합체의 동특성에 따라 

설계 인자를 최적화하여야 한다. 

    차폐탱크의 내부는 냉각수를 채우고, 압력용기 하부로부터 방출되는 

방사선을 차폐하기 위하여 일정한 두께의 차폐체를 동심원으로 설치한다. 

차폐체는 스테인레스 계열의 재질을 사용하며, 차폐체와 보울트를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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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차폐탱크의 하단에 고정한다. 압력용기와 내측 원통 사이의 공간은 압

력용기의 단열 기능을 유지하지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며, 가동 중 검사를 

위한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 차폐탱크는 지지 구조물의 기능과 함께 

과압 보호 계통이 작동될 경우 원자로집합체로부터 방출되는 고온 고압의 

증기 및 냉각수를 포집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차폐탱크는 적정한 

크기의 열 용량을 가지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운전 압력을 고려하여 설계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차폐탱크는 지지 구조물의 기능을 수행하지만, 내

부 압력을 고려하여 설계 과정에서 지지 구조물로 분류하지 않고 압력용

기로 분류한다. 차폐탱크 내부의 냉각수는 원자로로부터 방출되는 방사선

과 열 전달로 인하여 온도가 상승하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

의 기기 냉각계통을 설치한다. 

나. 지지 구조물 

    원자로집합체 지지 구조물은 그림 3.3-2와 3.2-3과 같이 원추형 형상

의 원통형 구조물로서 압력용기의 노즐 부분 아래쪽으로 용접하여 설치된

다. 지지 구조물의 하단은 플랜지를 가공하고, 보울트를 사용하여 내부차

폐탱크의 상부 평판과 연결한다. 지지 스커트는 지지 구조물로 분류하여 

설계 제작한다. 

3. 설계 요건

가. 일반 요건

    지지구조물과 내부차폐탱크는 설계수명 동안 발생하는 모든 정상상태 

및 과도운전 상태를 고려하여 설계되어야하며, 설계수명은 60년이다. 기

기와 계통의 설계는 ASME Boiler and Pressure Vessel Code[1] 및 

KEPIC[2]의 요건에 따라서 수행되어야 한다. 지지구조물과 내부차폐탱크

는 방사선 조사에 따른 취화현상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하며, 유지, 보

수를 충족할 수 있는 공간과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

다. 또한 가동 중 검사요건을 만족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검사를 

요하는 해당 기기에 대한 검사 절차와 평가방법을 정의하여야 한다. 차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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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크의 재질은 원자로압력용기와 동일한 재료(SA 508)를 사용하며, 내부

에는 별도의 클래딩(cladding)을 사용하지 않는다. 

나. 안전등급(Safe Class)

    지지구조물은 원자로 지지구조물 요건에 준하여 설계되며, 참고문헌 

3에 따라서 안전등급 1(Safety Class 1)의 요건에 따라 설계되어야 한다. 

내부차폐탱크는 압력용기로 설계하며 안전등급 1의 요건에 따라 설계하

며, 내부에 설치되는 차폐체는 안전등급 3의 범주로 분류할 수 있으나, 

설계의 편의를 고려하여 안전등급 1의 범주로 정의한다. 

다. 내진등급

    지지구조물 및 내부차폐탱크를 구성하는 기기는 내진등급 I의 요건에 

따라서 설계 제작되어야 한다. 

라. 하중분류 및 조합

    지지구조물 및 내부차폐탱크의 설계는 참고문헌 1과 2에 정의된 하중

과 조합을 사용하고, 이를 만족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하중의 분류는 

다음과 같으며, 각 운전 하중에 고려된 하중은 표 3.3-1과 같다.

 - 설계하중

 - A급 운전하중 (Level A Service Loading)

 - B급 운전하중 (Level B Service Loading)

 - C급 운전하중 (Level C Service Loading)

 - D급 운전하중 (Level D Service Loading)

 - 시험하중

    설계하중은 정상운전(normal operation load) 하중에 운전중 발생할 

수 있는 변동하중(tansient loading)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하중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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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압력차(Pressure Difference)

 - 자중(Weight)

 - 온도에 의한 하중

 - 반력(Reaction)

 - 냉각재 유동으로 인한 수력학적 하중 

마. 허용기준(Acceptance Criteria)

    허용 설계응력 강도 값(allowable design stress intensity)은 참고

문헌 1과 2를 따라야 하며, 운전 한도는 다음과 같다.

 - Level A 운전한도

 - Level B 운전한도

 - Level C 운전한도

 - Level D 운전한도

 - 시험하중 운전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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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1 지지구조물 및 내부차폐탱크의 하중 및 조합

하중 조합 하중 분류 하중의 정의 

설계 하중
설계압력, 설계온도, 자중, 

지지하중(OBE)

A급 운전 하중

정상운전하중 및 

과도하중

수력학적하중

압력차, 열 하중, 자중

펌프 구동으로 인한 하중

B급 운전 하중
지진하중 OBE 하중

제어봉구동장치 낙하하중

C급 운전 하중 미정

D급 운전 하중
지진하중

분지관 파단 하중
SSE, 압력차, 열 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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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 내부 차폐탱크와 압력용기의 설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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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 내부차폐탱크 및 지지 스커트

그림 3.3-3 압력용기 지지 스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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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가압기집합체

1. 가압기집합체의 구성 

   가압기 집합체는 SMART 압력용기 안에 위치하며 중앙덮개, 가압기 용

기, 가압기 내부벽, 일차 림관, 이차 림관, 제어봉집합체 연장봉 안

내관, 냉각관 및 습식단열재 등으로 구성된다.  원자로용기의 중앙덮개는 

가압기의 덮개를 겸한다.  가압기의 전체적인 구조는 그림 3.4-1과 3.4-2

에서 보는 바와 같다.

   가압기는 폐된 용기로서, 내부와 외부는 두 개의 림관을 통해서 

연결된다.  즉, 원자로 내부공간(원자로 용기 상부의 환형공간)과 가압기 

주변공동(intermediate cavity)을 연결해 주는 일차 림관, 그리고 주변

공동과 가압기 중앙공동(end cavity)을 연결하는 이차 림관으로 구성되

어 있어 가압기 내의 가스가 원자로 내부공간으로 빠져나가기가 어렵게 

되어 있다.

가. 가압기 용기

     SMART 가압기는 자기가압(self-pressurization) 방식으로서 원자로 

상부에 가압기 용기를 설치하여 기체공간을 두어 가압기 역할을 한다.  

따라서 가압기 내부는 완전히 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고 상부가 수증기

와 질소가스의 혼합물로 채워진다.  또한 원자로 기동시의 열팽창으로 인

한 일차수 체적증가를 흡수하기 위해 원자로 용기 외부의 질소탱크와 연

결되어 있다.  원통형 용기인 가압기 용기는 상부에 위치한 중앙덮개로 

봉되고 가압기 용기 중간 위치에는 제어봉 집합체 연장봉 안내관을 지

지하는 가압기 중간지지판이 있다.  가압기 용기 하단에는 가압기 하부판

이 용접된다. 가압기 용기는 그림 3.4-1과 3.4-4에서 보는 바와 같다.

나. 중앙덮개

    가압기 덮개는 원자로용기의 중앙덮개와 동일하다.  중앙덮개는 원자

로용기 환형덮개와 플랜지 없는 이음장치로 체결된다.  이 고정장치는 8 

개의 걸쇠(segment gate)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들 걸쇠는 중앙덮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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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한 홈 안에 장치되어 있으면서 랙-피니언 구동장치에 의해서 환형덮

개의 홈 내로 움직이게 된다.  두 덮개 사이는 환형의 봉체로 용접된다

(torus seal weld).  환형 봉체 및 중앙덮개의 재질은 오스테나이트 강

이며 걸쇠의 재질은 고강도 내부식성 강이다.  중앙덮개(가압기 덮개)에

는 제어봉구동장치의 설치를 위한 노즐, 걸쇠의 랙-피니언 구동장치의 지

관, 가압기의 냉각관에 공급되는 냉각수의 지관, 수위계의 지관, 저항온

도계의 지관 및 가압기와 질소가스 실린더를 연결하는 지관 등이 설치된

다.  또한 노내계측기 설치를 위한 지관도 중앙덮개에 장착된다.  중앙덮

개는 그림 3.4-1,3.4-3에서 보는 바와 같다.

다. 가압기 내부벽

    가압기의 공간은 중앙공동(end cavity), 주변공동(intermediate 

cavity)으로 구성된다.  가압기 용기의 안쪽에는 내부벽이 설치되어 있어 

하나의 주변공동을 만드는데, 이 공간에 가압기를 냉각하기 위한 냉각관

이 설치된다.  가압기 바깥에 있는 원자로 환형공동과 가압기 주변공동은 

일차 림관을 통해 연결되어 있다.  원자로 환형공동(upper annular 

cavity)이란 가압기 용기 외부의 주냉각재 펌프가 위치한 부분의 공간을 

뜻한다.  가압기 주변공동과 중앙공동은 가압기 내부벽에 의하여 분리되

며, 이차 림관에 의하여 유로를 형성한다.  가압기 내부벽은 그림 

3.4-4에서 보는 바와 같다.

라. 냉각관

    냉각관은 가압기의 주변공동에 설치되며 기기냉각계통으로 부터 냉각

수를 공급받아 가압기의 내부온도를 적정온도로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냉각관의 직경은 12 mm 이며 가압기 하부에 설치된다(그림 3.4-5).

마. 일차 림관

    원자로용기 상부의 환형공동과 가압기 집합체의 주변공동 사이에 파

이프를 설치하여 일차 림관을 형성한다.  일차 림관의 직경은 34 mm 

이며, 모두 6개가 설치된다(그림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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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이차 림관

    가압기 주변공동과 중앙공동 사이에 파이프를 설치하여 냉각수의 유

로인 이차 림관을 형성한다.  이 파이프의 직경은 70 mm이며 2개가 설

치된다. 이차 림관은 그림 3.4-5에서 보는 바와 같다.

사. 제어봉집합체 연장봉 안내관

    제어봉집합체 연장봉 안내관은 제어봉의 통로가 되며 가압기의 중앙

공동을 위에서 아래로 관통한다.  연장봉 안내관의 지지를 위해 중간 지

지판이 가압기 중앙공동 중간부위에 설치된다.  연장봉 안내관은 가압기

의 중앙덮개와 하부판에 용접으로 고정되는데, 열팽창을 흡수하기 위하여 

주름관(bellows)이 설치되어 있다.  제어봉집합체 연장봉 안내관은 그림 

3.4-6에서 보는 바와 같다.

아. 습식 단열재

    가압기는 과도운전시 가압기내의 압력변화를 줄이기 위해 낮은 온도

를 유지해야 하나 가압기가 원자로내에 설치되기 때문에 원자로의 높은 

온도를 단열할 필요가 있다.  즉, 원자로 냉각재로부터 가압기 중앙공동

으로의 열전달을 막기 위해 가압기내의 냉각관 이외에 가압기 용기의 외

부벽에 0.1 mm의 얇은 티타늄판에 25 mm 간격으로 높이 1.5 mm의 반구형

을 엠보싱한 판들을 20겹 정도 적층하여 만든 단열재를 설치한다.  이를 

습식 단열재(wet thermal insulator)라 한다.

2. 설계 요건

   가압기집합체의 설계는 ASME Boiler and Pressure Vessel Code, 

Section III, Subsection NB [4]와 Subsection NG [6]의 요건에 따라서 

수행되어야 한다.  원자로집합체 가압기의 중앙덮개는 Subsection NB, 그 

외의 부품은 Subsection NG의 요건을 따른다.  원자로집합체의 가압기는 

설계수명 동안에 이 문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모든 정상상태 (steady 

state condition) 및 과도운전 상태 (transient operating condition)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가압기집합체의 수명(calendar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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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60년이다.

 

가. 기능 요건 

    가압기 집합체는 일체형 원자로 압력용기 안에 위치하며 중앙덮개, 

가압기용기, 가압기 내벽, 일차 림관, 이차 림관, 제어봉집합체 연장

봉 안내관, 냉각관 및 습식단 열재를 포함하며, 참고문헌 4에서 7의 규정

을 만족시켜야 한다.  가압기집합체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가압기는 원자로 용기 내에 설치되며, 원자로 정상운전시 원자로 내

의 일차수 열팽창을 흡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체적을 갖도록 설계된다.

(2) 가압기에는 heater나 spray system이 없으며, 가압기 내의 증기-가스 

혼합물의 탄성압축만으로 원자로 일차수 계통의 압력을 스스로 조정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3) 일차수쪽으로 전달되는 가스의 양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압기 내에 주

변공동이 설치되어 있다.

(4) 압력변동 및 가스용해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변공동 내에 냉각관을 

설치하여 가압기를 일정한 온도로 유지한다.

(5) 가압기 내에 제어봉집합체 연장봉 안내관이 설치되어 있어 제어봉의 

통로 및 노내 계측기의 케이블이 지나가는 공간을 제공한다.

나. 성능 요건 

    가압기 부품들은 정상운전, 비정상운전 및 사고 시에도 요구되는 운

전성과 구조적 건전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설계온도 및 설계압력은 각각 

350 
oC, 17 MPa이다.  가압기는 중앙공동, 주변공동 및 환형공동의 3개의 

공간으로 구성되며 이 공간들은 파이프에 의해 서로 연결된다.  그리고 

가압기 내부를 적정온도(100 
o
C )로 유지하기 위해 가압기 내에 냉각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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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기 바깥쪽에 습식단열재를 설치한다.

(1) 안전 등급 (Safety Classification)

    가압기의 중앙덮개는 안전등급 1, 나머지 부품은 안전등급 3 [3]의 

요건을 따른다.

(2) ASME 코드 등급 (ASME Code Class)

    가압기집합체 설계는 ASME Boiler and Pressure Vessel Code, 

Section III, Subsection NB [4]와 Subsection NG [6]의 요건에 따라서 

수행되어야 한다.  가압기의 중앙덮개는 Subsection NB, 그 외의 부품은 

Subsection NG의 요건을 따른다.

다. 환경(Environmental) 요건

(1) 냉각재의 온도 및 압력 요건

    가압기집합체는 아래에 기술한 일차 냉각재의 환경에서 견딜 수 있도

록 설계하여야 한다.

- 설계온도 : 350 oC

- 설계압력 : 17 MPa 

    

(2) 정상운전에 대한 환경요건

    가압기집합체는 정상운전 중 존재하는 가장 가혹한 온도, 압력, 습도 

및 방사선조사의 조건에서 60년의 수명을 갖도록 설계되어야한다.  이 기

간동안 가압기는 원자로냉각수의 수화학적 요건 및 방사선환경에 적합하

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물론, 정상운전 중에는 부품 등의 정기적인 교

체, 보수 및 압력시험같은 적절한 예방정비가 이루어지는 것을 가정한다.

(3) 설계기준사고 이후의 운전에 대한 환경요건

    가압기집합체는 설계기준사고 동안과 그 이후에 예상되는 가장 가혹

한 온도, 압력, 습도 및 화학제 살수(chemical spray) [10]의 환경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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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에서도 구조적 건전성이 유지되며 안전계통의 기능은 운전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라. 재료 요건 

    가압기집합체의 재료는 다음 요건을 따른다.

(1) 가압기집합체의 제작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참고문헌 4의 NB-2000,

참고문헌 6의 NG-2000을 따라야 한다. 

(2) 재료의 열팽창계수, 탄성계수, 설계피로곡선은 참고문헌 4의 

NB-3229, 참고문헌 6의 NG-3229 그리고 참고문헌 11를 따라야 한다.

(3) 가압기집합체의 제작에 사용되는 모든 재질은 부식 및 침식에 저항이 

있는 재질이어야 한다.

(4) 가압기집합체는 그 표면에 방사능 오염이 잘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

여야 한다. 

(5) 원자로공학적으로 널리 쓰이는 방법으로 허용할 수 있는 방사선 수준

으로 여러 번  제염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12]. 

  

마. 하중 및 하중조합

    운전모드, 설계과도상태 및 설계기준사고를 기준으로 하중을 분류, 

정의한다.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과도상태가 고려되며, 각 설계 과도상태

의 회수와 심각성은 수명기간 동안 예상되는 것을 능가한다.  과도상태로

부터 생기는 압력과 온도의 변동은 기기시방서(design specification)에 

상세히 열거되며, 설계자는 시방서에 제시된 커브를 토대로 설계 및 피로

해석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압기집합체의 설계시 참고문헌 4의 NB-3111

과 3112, 참고문헌 6의 NG-3111에 정의된 하중을 고려해야 한다.  수압시

험은 ASME 코드 Section III에 따라 수행되며 구조물의 설계 시, 정상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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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온도차, 정상운전 압력차, 유동하중, 자중, 반력 및 중첩하중, 진동하

중, 예상 과도 천이하중 등이 고려된다.  그리고 가압기 집합체의 각 부

품별로 적용되는 하중은 다음과 같다.

(1) 걸쇠(Segment Gate)

     - 정상운전하중(Normal Operating Loads)

a. 가압기자중(Weight of Pressurizer)

b. 홀다운 하중(Hold-down ring pre-load)

c. 열적 반력(Thermal reactions)

    

     - 비정상운전 하중(Upset Loads)

a. OBE 지진하중(OBE Seismic)

    

     - 파손운전하중(Faulted Loads)

a. SSE Seismic

b. BLPB

(2) 제어봉집합체 노즐(CEDM Nozzles) 

     

     - 정상운전하중(Normal Operating Loads)

a. CEDM의 자중(Weight of CEDMs, Extension Shafts, and CEAs)

b. 기본가진력(Base Excitation Vibrations)

c. 스테핑 하중(Stepping Loads)

d. 유동하중(Flow Induced Pressure Forces)

e. 열적 반력(Thermal Reaction(Heat Up, Cool Down))

     

    - 비정상운전 하중(Upset Loads)

a. OBE 지진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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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손운전하중(Faulted Loads)

a. SSE 지진하중

b. 분지관 파단사고(BLPB)

(3) 가압기 냉각관 노즐(PZR Coolant Nozzles)

 

Nozzle Loads

Fx Fy Fz Mx My Mz

NOP
Dead Weight 

+Thermal
Transien

ts

Heat-up

Cool-down

Seismic
OBE

SSE

BLPB BLPB

(4)배관하중 및 계측기노즐(Other Small Pipes & Instrumentation 

Nozzles)

    

     - 정상운전하중(Normal Operating Loads)

a. 배관의 자중(Weight of Tubes and Instrumentations)

b. 열적반력(Thermal Reactions)

c. 기본가진력(Base Excitation Vibrations)

d. 유동하중(Flow Induced Pressure Forces)

    - 비정상운전 하중(Upset Loads)

a. OBE지진하중(OBE Seismic)

b. 열적반력(Thermal Reactions(L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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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상운전하중(Emergency Loads)

a. 열적반력(Thermal Reactions (Leak))

    - 파손운전 하중(Faulted Loads)

a. SSE 지진하중

b. 분지관 파단사고(BLPB)

바. 설계하중 (Design Loading Condition)

    설계압력 및 온도에 의한 동시발생 하중이며 이 범주의 하중에는 자

중, 유동하중, 중첩 또는 반력 등의 유지하중(sustained loads)이 포함된

다. 가압기집합체의 설계하중으로 다음과 같은 값을 고려한다.

- 무게

  . 가압기 무게     

   . 가압기내 냉각재 무게 

    - 압력하중 : 17 MPa

- 기계적 하중 : 중앙덮개 위 노즐의 배관하중 등

- 설계온도 : 350 oC의 일차냉각수온도

(1) 하중조건 A (Loading Condition A)

    기기 또는 지지구조물이 그 고유기능을 수행하는 동안 받는 하중이며 

압력용기 정상운전 온도 및 압력차, 유동하중, 자중, 반력, 중첩하중, 진

동, 그리고 정상운전시 발생되는 계통운전 과도하중 (기동, 고온대기, 출

력운전 및 저온정지 등)으로 구성되는 하중의 조합이다.

(2) 하중조건 B (Loading Condition B)

    기기 또는 기기지지물이 보수를 요할 정도로 손상이 되지 않게끔 견

디어야 하는 하중이며 압력용기 정상운전 온도 및 압력차, 유동하중, 자

중, 반력, 중첩하중, 진동, 그리고 압력용기 이상상태(upset event)시 발

생되는 계통운전 과도하중으로 구성되는 하중의 조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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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중조건 C (Loading Condition C)

    기기 또는 지지구조물의 손상부를 검사 또는 보수하기 위해 기기를 

계통운전에서 분리할 정도의 큰 변형을 구조적 불연속부에 발생시킬 수 

있는 하중이다.

(4) 하중조건 D (Loading Condition D)

    기기를 계통운전에서 분리하여 보수를 해야 할 정도의 상당한 칫수변

화 및 손상을 수반하는 전체적인 일반 변형을 발생시킬 수 있는 하중이

다.

(5) 시험하중

    시험하중은 A급 운전한도를 만족시켜야 한다. 시험하중은 시험사건

(test events)으로부터  생기는 하중으로서 수압시험과 노심이 장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온기능시험(pre-core hot functional test)을 수행할 때 

발생하는 하중을 말한다. 

(6) 선적 및 운반하중

    선적 및 운반하중은 레벨 A 및 B 운전하중과는 하중조합하지 않는다.  

그러나 피로해석 평가에서는 고려해야 한다.

(7) 피로해석을 위한 하중조합

    피로해석에서는 A급 운전하중, B급 운전하중, 시험하중, 선적 및 운

반하중을 고려해야 한다.  하중의 반복회수는 발전소 가동기간에 발생하

는 전체 회수를 고려해야 한다.

사. 허용응력 한계

     ASME 코드 Section III 주어진 허용기준에 맞게 적용한다. 

(1) 설계조건에서의 설계한도

    가압기집합체의 설계하중에 대하여 참고문헌 4의 NB-3221 및 참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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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 6의 NG-3221에 정의된 설계한도를 만족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2) Level A 운전한도 (Level A Service Limit)

    가압기집합체는 level A 하중에 대하여 참고문헌 4의 NB-3222 및 참

고문헌 6의 NG-3222에 정의된 level A 운전한도를 만족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3) Level B 운전한도 (Level B Service Limit)

    가압기집합체는 level B 하중에 대하여 참고문헌 4의 NB-3223 및 참

고문헌 6의 NG-3223에 정의된 level B 운전한도를 만족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4) Level C 운전한도 (Level C Service Limit)

    가압기집합체는 level C 하중에 대하여 참고문헌 4의 NB-3224 및 참

고문헌 6의 NG-3224에 정의된 level C 운전한도를 만족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5) Level D 운전한도 (Level D Service Limit)

    가압기집합체는 level D 하중을 가지고 참고문헌 11의 부록 F의 탄성

해석을 한 결과가 참고문헌 4의 NB-3225, 참고문헌 6의 NG-3225에 정의된 

Level D 운전한도를 만족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아. 제작 요건

 

(1) 재료

 

(가) 중앙덮개의 제작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참고문헌 4의 NB-2000 또

는 참고문헌 5의 MNB-2000과 참고문헌 13를 따라야 한다. 

(나) 중앙덮개 재료의 열팽창계수, 탄성계수, 설계피로곡선은 참고문헌 4

의 NB-3229를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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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앙덮개를 제외한 가압기집합체의 제작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참

고문헌 6의 NG-2000 또는 MNG-2000과 참고문헌 13 및 14를 따라야 한다. 

(라) 중앙덮개를 제외한 가압기집합체 재료의 열팽창계수, 탄성계수, 설

계피로 곡선은 참고문헌 4의 NG-3229를 따라야 한다.

  

(마) 가압기 집합체의 제작에 사용되는 모든 재질은 부식 및 침식에 저항

이 있는 재질이어야 한다.

  

(바) 가압기집합체는 그 표면에 방사능 오염이 잘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

하여야 한다. 

   

(사) 원자로 공학적으로 널리 쓰이는 방법으로 허용할 수 있는 방사선 수

준으로 여러번 제염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아) 가압기집합체에 사용되는 재료는 표 3.4-1과 같다.

(2) 제작

  

(가) 중앙덮개의 제작에 사용되는 모든 재질은 참고문헌 4의 NB- 4000과 

참고문헌 5의 MNB-4000과 참고문헌 13를 따라야 한다.  

    

(나) 중앙덮개를 제외한 가압기집합체의 제작에 사용되는 모든 재질은 참

고문헌 6의 NG-4000과 참고문헌 7의 MNG-4000과 참고문헌 13 및 14를 따

라야 한다.  

   

(다) 제작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부착되는 부착물이 가압기집합체의 화학

적 성분을 변화시켜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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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척

    

(가) 가압기집합체에 대한 세척요건은 참고문헌 15의 Appendix I를 따라

야 하며, 참고문헌 16의 청결도 B급 (Class B cleanliness)의 최소요건 

이상을 만족시켜야 한다.

    

(나) 오스테나이트 강, 저합금강, 또는 니켈합금들을 연마하거나 광택을 

낼 때 산화 알루미늄, 또는 탄화규소가 면직에 침착된 휠 또는 수지나 고

무가 부착된 모래로 만든 휠을 사용해야 하며 네오플렌이나, 화학식에 할

로겐 화합물이 들어간 고무 합성제를 사용한 연마휠을 오스테나이트 스테

인레스 강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 와이어솔 (wire brush)를 사용할 때에는 재질과 동일한 재질로 만든 

와이어솔로 부품을 손질해야 한다.  또한 동일한 재질로 만든 솔이더라도 

다른 재질에 사용했던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라) 와이어솔은 페인트를 제거할 경우 사용하며, 청결도 B급의 세척이 

요구되는 표면에 단단하게 부착되지 않은 산화막을 제거할 때 사용된다.  

부식저항 표면에 이 솔을 사용할 경우는 세게 문질러서 사용해서는 안된

다.

  

(마) 와이어솔을 사용하고 난 뒤에 남은 오염물질은 제거해야 한다.  

(4) 보관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레스강은 야외에 보관할 수 없다.  다만 야적

하여 보관할 경우는 참고문헌 15의 소절 4.2.3.2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부분적으로 제작된 부품의 보관은 참고문헌 15의 소절 4.2.3.3을 적용한

다.  제작되어 완성된 부품은 최종 선적을 위한 야외 보관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야외보관이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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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용접

(가) 제작자는 모든 용접과정, 절차, 품질보증, 용접부의 형상 및 검사에 

책임이 있다.

  

(나) 모든 아아크 자국, 튀긴 용접 slug는 선적하기 전에 제거해야 한다.  

용접의 시작과 끝은 교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 나사부, 캡스크루, 다웰핀 등을 고정시키기 위한 잠금용접 (lock 

welding)은 도면에 기술된 요건에 따라서 수행되어야 한다.  만일 도면에 

그 내용이 기술되어 있지 않으면 참고문헌 15의 Appendix II에 따라서 수

행해야 한다.

  

(라) 플라즈마 용접 또는 충전재 (filler)를 사용하지 않는 GTA와 같은 

자동용접을 사용할 경우는 사용 전에 반드시 설계자에게 용접절차서를 제

출하고 승인을 받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다. 

 

(마) 제작자는 금속학적 시험과 부식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용접 샘플을 

제공해야 한다.  이 샘플은 노심지지배럴의 용접부를 대표할 수 있도록 

용접부와 동일하거나 더 많은 탄소함유량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시험샘

플의 크기는 최소한 460 mm X 460 mm X 70 mm이어야 한다.  이 샘플은 동

일한 용접절차와 동일한 가열조건, 그리고 탄소함량은 제품의 용접때 보

다도 같거나 많아야 한다.  

(바) 용접검사는 참고문헌 15의 소절 4.2.5.10에 따라서 수행되어야 한

다. 

(6) 열처리

    열처리 및 그 절차는 참고문헌 15의 소절 4.2.6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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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조립

    조립도면의 요건에 따라서 제작자는 가압기집합체를 원자로 내에 예

비조립을 수행해야 한다.  이때 모든 필요한 측정을 수행해야 하며 정렬

핀 등의 정렬상태를 확인하고 치수검증이 포함된 조립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8) 기록 및 보고서

  

(가) 준공도면 (as-built drawings)에서 필요한 모든 치수, 표면처리 및 

기하학적특성(동심도, 평행도, 수직도 등)을 실제값 그대로 기록해 두어

야 한다.

   

(나) 각각의 최종 준공도면은 설계자에게 제출되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제작도면 상에 있는 모든 치수, 표면처리 및 기하학적 특성(동심도, 

평행도, 수직도 등)을 준공도면에 기록할 필요는 없지만 허용오차 내에 

있을 경우 요구되는 값은 기록해야 한다.  만일 설계도면에서 제시하는 

허용 오차범위 내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실제 측정값을 설계자에게 2주 이

내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라) 제작자는 모든 비파괴 검사 기록을 설계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마) 제작자는 제작공장에서 수행했던 가압기집합체의 예비조립을 기술한 

보고서를 설계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보고서에 포함시켜야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조립순서, 조립 중에 이동을 위한 준비물, 조립 후 도면상에 나타난 

허용오차 내에 들기 위한 위치설정 방법, 도면의 요건을 만족시키고 있음

을 보여주는 방법

   - 조립체가 선적하기 전에 도면의 요건을 만족시키도록 구체화시키는 

모든 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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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비 조립시 발생한 문제점

(9) 포장, 선적 준비, 운반, 선적, 하역 

    가압기집합체의 포장, 선적 준비, 운반, 선적, 하역 등에 관한 사항

은 참고문헌 16의 Appendix V에 준하여 적용한다. 

3. 중앙덮개의 구조해석

   압력용기의 재질은 스테인레스강보다 강도가 큰 탄소강을 주로 사용하

고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레스강으로 피복을 하지

만 SMART (System-integrated Modular Advanced ReacTor) 중앙덮개(그림 

3.4-1, 3)의 개구는 개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작고 깊기 때문에 스테인레

스 강으로 피복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단조된 스테인레스강을 중앙덮개의 

재질로 사용한다면 기계가공한 자리에 스테인레스 피복을 하지 않아도 되

므로 제작상 편리하며 제작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따라서 재질이 스테

인레스강이고 많은 구멍을 가진 중앙덮개가 설계압력 17 MPa에 견딜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구조적 건전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 보고

서에서는 스테인레스강 중앙덮개를 전형적인 axisymmetric solid 요소를 

사용하여 2차원 축대칭으로 모델링한 다음 IDEAS 코드 [17]와 ANSYS 코드 

[16]로 해석하 다.  또한 구멍이 많은 중앙덮개를 구멍이 없는 등가 탄

성평판으로 변환하고 solid 요소를 이용한 등가탄성판 3차원모델을 해석

하는 한편, 실제의 형상대로 구멍이 있는 중앙덮개를 1/4 모델링하여 실

제 중앙덮개 3차원 모델로도 해석하 다 [19-21].  또한 SMART 부품중 중

앙덮개 및 환형덮개로 구성된 원자로 덮개가 압력용기 내부압력 17 MPa에 

대하여 원자로 덮개의 재료가 최소체적이면서 주어진 응력에 견딜수 있는 

원자로 덮개 최적설계의 형상을 구하 다.

가.중앙덮개의 2차원 축대칭모델 해석

(1) 해석모델 및 해석방법

    해석하고자 하는 중앙덮개는 그림 3.4-3와 같이 지름 2210 mm,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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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께 353 mm이고 덮개 아랫부분이 타원형의 형상이며 이 구조물은 ASME 

Section III NB3221 [22]를 만족해야한다.

Pm < Sm , PL <1.5 Sm , PL+Pb <1.5 Sm

여기서, Pm= 일반 막응력, PL= 국부 막응력, Pb= 굽힘 응력, Sm= 응

력강도

설계압력은 17 MPa이며 중앙덮개의 재료로 다음 3종류를 고려하 다 

[23-26].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레스강
탄소강

SA 240

Type 321

SA 336

Class F321

SA 508

Class 4
Yield Strength (MPa) 205 207 483

Modulus of Elasticity 
(MPa) 173,103 173,103 183,448

Poisson's Ratio 0.27 0.27 0.3

Stress Intensity (MPa)
150 ℃ 138 138 206

    

    

    유한요소해석 모듈을 갖춘 IDEAS 코드를 사용하여 모델링한 후 해석

하고 그 모델을 ANSYS 입력자료로 변환하여 ANSYS 코드로 동시에 응력해

석하 다.  중앙덮개는 축대칭이므로 2차원 axisymmetric 모델를 이용하

고 경계조건은 중앙덮개에 걸쇠(segment gate)가 물리는 절점의 모든 변

위(x, y, z 방향)를 구속하고 torus ring이 용접되는 절점에 수직방향(y 

방향)으로 변위를 허용하고 수평방향(x, z 방향)의 변위는 구속하 다(그

림 3.4-7).

    참고문헌 11의 A-8132.4 (15)식에 의해서 다공판을 구멍이 없는 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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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성평판으로 변환할 수 있다. Ligament 효율은 다음과 같다.

η=
h
P
=
h+(2Et/E)t t

P
= 0.586

    참고문헌 11의 그림 A.8131-1에서 E *=0.62E=108,179MPa, ν *= 0.29

이다.  구멍이 없는 등가탄성판으로 변환되었기 때문에 구멍내부에 작용

하는 내부압력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반경 혹은 hoop stress는 다음과 같

이 계산되었다.

 Spi=σ r=σθ=
h
P

(P-h-2t t)

[h+2(Et/E)t t]
p i= 4.468 (MPa)

(2) 해석결과

(가) ANSYS의 해석결과

     그림 3.4-7과 같이 해석모델의 세부분을 자르고 해석 응력값을 중앙

덮개 두께방향으로 선형화하여 해석한 결과 막응력과 굽힘응력은 다음과 

같다.

         

Pm(MPa) Pm+P b(MPa)

cut 1 단면 35.640 183.807

cut 2 단면 84.357 100.324

cut 3 단면 86.057 134.112

2) IDEAS 코드의 해석결과

   IDEAS 코드로 해석한 결과는 최대 주응력(Max. σ 1)이 105 MPa로 나타났

고, 최대 전단응력( τ max )이 58.6 MPa이었으며 그림 3.4-8에 최대 전단응

력 분포를 나타내었다.

나. 중앙덮개의 3차원 모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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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가탄성판 3차원 해석모델

(가) 해석모델 및 해석방법

     중앙덮개에 hole이 없는 3차원 등가 탄성판으로 모델링하 다. 등가

탄성계수는 앞에서 구한 값 ( E *= 108,179 MPa, ν *= 0.29 )을 적용하여 

해석하 고 적용하중은 내부압력 17 MPa을 적용하 다. IDEAS 코드의 등

가탄성판 3차원 해석모델은 그림 3.4-9에 나타내었다. 

 

(나) 해석결과

     해석결과는 최대 주응력(Max. σ 1)이 66.5 MPa이었고 최대 전단응력

( τ max )은 62.5 MPa이었으며 그림 3.4-10에 전단응력 분포를 나타내었다. 

다. 실제 중앙덮개 3차원 해석모델

(1) 해석모델 및 해석방법

    실제 hole이 있는 중앙덮개는 그림 3.4-2와 같이 중앙덮개 중심선을 

축으로 하여 좌우대칭이므로 중앙덮개의 1/4만을 모델링하 다.  적용하

중은 내부압력 17 MPa를 적용하고 또 내부압력 17 MPa과 제어봉집합체의 

자중을 동시에 적용하 다. IDEAS 코드로 1/4대칭 3차원 해석모델은 그림 

3.4-11과 같다. 

(2) 해석결과

    내부압력 17 MPa만을 적용한 해석결과는 최대 주응력(Max. σ 1)이 143 

MPa, 최대 전단응력( τ max )이 80 MPa로 나타났다. 그리고 내부압력 17 MPa

과 제어봉집합체의 자중을 동시에 적용하 을 때 해석결과는 큰 차이가 

없었다.  그림 3.4-11은 해석모델의 주응력 분포를 나타낸다. 

라. 중앙덮개의 2, 3차원 해석결과의 검토



- 56 -

(1) 2차원 축대칭모델

    막응력( Pm)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부위는 cut 3 단면으로서 86.057 

MPa이고 이 값은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레스강 A240의 허용응력강도값 

Sm=138 MPa 아래에 있다.  막응력과 굽힘응력을 합한 값( Pm+Pb) 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부위는 중앙덮개의 중앙부분인 cut 1 단면이며 이 값

은 183.807 MPa로 나타났다.  이 값은 A240의 허용응력강도값 1.5Sm=207 

MPa 아래에 있다.  중앙덮개의 응력해석 결과값들은 ASME 코드의 요건을 

만족하므로 그림 3.4-3의 중앙덮개는 구조적으로 건전하다.

(2) 3차원 해석모델

(가) 등가탄성판 3차원 해석모델

     주응력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부위는 중앙덮개의 중앙부위와 걸쇠가 

접촉하는 중앙덮개 가장자리이므로 걸쇠의 설계시 재료를 고강도 강을 사

용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등가탄성판 3차원 해석모델보다 2차원 축대칭

모델의 최대 주응력값이 다소 높게 나타났고 전체적인 응력분포도는 거의 

같으므로 2차원 축대칭모델의 해석결과가 보수적이다.  2차원 축대칭모델

의 전단응력 Colour Contour(그림 3.4-8)와 등가탄성판 3차원 해석모델의 

전단응력 Colour Contour(그림 3.4-10)를 비교할 때 최대 전단응력값이 

거의 같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전체적인 응력분포도는 거의 같으므로 2차

원 축대칭모델의 결과를 해석결과로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실제 중앙덮개 3차원 해석모델

     구멍이 있는 실제 중앙덮개 3차원 해석모델에서의 최대 주응력과 최

대 전단응력은 구멍의 가장자리에서 나타났고 매우 국소적이다.  또한 모

든 값들은 스테인레스강 SA240의 항복값 아래에 있으므로 탄성 구조적측

면에서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다.  걸쇠부위에서 실제 중앙덮개 3차원 해

석모델의 응력값 수준은 등가탄성판 3차원 해석모델의 응력값 수준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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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같으므로 2차원 축대칭 모델, 등가탄성판 3차원 해석모델은 구조건전

성 평가를 위해 적합한 해석모델임을 알 수 있다. 

마. 원자로 덮개의 최적설계

(1) 최적화를 위한  해석방법

    그림 3.4-12에서와 같이 원자로 덮개의 반경이 1850 mm이고 두께가 

350 mm 일정한 스테인레스 다공판을 구멍이 없는 등가탄성 평판

( E *=108179 MPa, ν *= 0.29)으로 변환하고 ANSYS 코드를 사용하여 2차원 

axisymmetric solid 요소로 모델링하 다.  작용하중으로서 내부압력 17 

MPa이 적용되었고 경계조건은 원자로용기와 환형덮개가 연결되는 면의 모

든 변위(x, y 방향)를 구속하 다.  최적화를 위해 주응력을 상태변수로 

선정하 을 때, 최대응력값을 주응력 170  MPa, 최대처짐 3.5 mm로 제한

하 다.  또한, 응력강도를 상태변수로 선정하 을 때, 최대응력값을 응

력강도값 200  MPa, 최대처짐 3.5 mm로 제한하 다.

(가) 설계변수

     단면을 5등분하여 각 단면의 두께를 설계변수로 두었다.  최초의 두

께는 350 mm이다. 즉, T1=350, T2=350, T3=350, T4=350, T5=350 이다.

(나) 상태변수(state variables)

     상태변수(state variables)는 최대응력값이며 최대응력값을 주응력

일 때는 170 MPa, 최대처짐 3.5 mm로 제한하고 응력강도값일 때는 200 

MPa, 최대처짐 3.5 mm로 제한하 다.

(다) 목적함수( objective function)

     목적함수( objective function)는 원자로덮개의 체적이며 이것을 최

소화한다.

(2) 해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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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응력 170 MPa, 최대처짐 3.5 mm로 제한하 을 때의 결과

      First Order Method의 11번째 반복작업에서 주어진 제한에 대해 수

렴하 으며 이 때의 주응력값은 153.24 MPa이다.  원자로덮개의 체적을 

최소화하는 설계변수의 값은 다음과 같으며 그림 3.4-13과 같다.

                   

설계변수

각 단면의 

두께

( mm)

T1 919.42

T2 436.41

T3 436.90

T4 515.66

T5 435.07

T6 350.00

(나) 응력강도 200 MPa, 최대처짐 3.5 mm로 제한하 을 때의 결과

      First Order Method의 21번째 반복작업에서 주어진 제한에 대해 수

렴하 으며 이 때의 응력강도값은 169.05 MPa이다.  원자로덮개의 체적을 

최소화하는 설계변수의 값은 다음과 같다.

                   

설계변수

각 단면의 

두께

( mm)

T1 919.18

T2 477.60

T3 392.63

T4 457.84

T5 350.00

T6 3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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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가) 스테인레스강(SA240)인 중앙덮개의 응력해석결과 ASME 코드 Section 

III, NB3221 Design Condition을 만족하므로 예비설계에서의 구조적 건전

성은 입증된다.

(나) 실제 중앙덮개 3차원 해석모델에서 제어봉집합체의 자중은 중앙덮개

의 응력분포에 거의 향을 미치치 않는다.

(다) 2차원 축대칭 모델과 등가탄성판 3차원 해석모델은 중앙덮개의 구조

건전성 평가를 위해 적합한 해석모델임을 알 수 있다. 

(라) ANSYS 코드의 최적화 모듈을 이용하여 압력용기 내부압력 17 MPa에 

대한 원자로 덮개(중앙덮개와 환형덮개)의 재료가 최소체적이면서 주어진 

응력에 견딜수 있는 원자로 덮개 최적의 형상을 구하 다.  이 형상은 상

세설계시 원자로덮개의 최적설계에 반 될 것이다.

표 3.4-1  가압기집합체 부품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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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 명 재 질

중앙덮개 ASME SS SA-336 Class F321

가압기 용기 ASME SS SA-240 Type 321

가압기 내부벽 ASME SS SA-240 Type 321

가압기 중간지지판 ASME SS SA-240 Type 321

가압기 하부판 ASME SS SA-240 Type 321

가압기 습식단열재 Ti Alloy PT-3V

가압기 일차 림관 ASME SS SA-312 Grade TP321

가압기 이차 림관 ASME SS SA-312 Grade TP321

제어봉집합체 연장봉안내

관
ASME SS SA-312 Grade TP321

계측케이블 보호관 ASME SS SA-312 Grade TP321

가압기 냉각관 Ti Alloy PT-7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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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  가압기 집합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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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앙덮개  2. 제어봉집합체 연장봉 안내관  3. 가압기 용기  

4. 가압기 내벽 5. 가압기 중간지지판  6. 가압기 하부판 

7. 가압기 일차 림관  8. 가압기 이차 림관  9. 가압기 냉각관

10. 가압기 습식단열재 

그림 3.4-2  가압기 집합체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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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3  중앙덮개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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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4  가압기 용기 및 내부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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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5  가압기 이차 림관 및 냉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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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6  제어봉집합체 연장봉안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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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4-7  이차원(2-D) 축대칭모델

                 

그림 3.4-8  최대전단응력 분포(2-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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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9  삼차원(3-D)등가탄성판 모델

              

그림 3.4-10  최대 전단응력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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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1 최대 주응력 분포 (3-D 실제 모델)  

            

그림 3.4-12  원자로덮개의 최초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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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3  원자로덮개의 최적형상(주응력을 제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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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노심지지배럴 집합체 및 측면차폐통 집합체

1. 계통 설명

   노심지지배럴 집합체는 노심을 지지하고 제어봉 삽입 통로 및 냉각재

의 유동경로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노심지지배럴 집합체는 원자

로 중앙덮개에 형성된 턱에 걸려서 노심의 하중을 지지하는 노심지지배럴

에 삽입되어 고정되는 구조물과 노심지지배럴 하단에 위치하는 구조물을 

지칭한다.  측면차폐통 집합체는 노심지지배럴 외측에서 노심의 측면을 

감싸는 공간에 위치하는 구조물로써 노심에서 원자로 압력용기로 방출되

는 방사선과 열을 완화시켜 주며, 노심으로 유입되는 냉각재의 유동경로

를 형성시켜주며, 원자로 압력용기 내부에서 냉각재의 보유량을 줄여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노심지지배럴 집합체 및 측면차폐통 집합체의 부품별 

분류는 표 3.5-1에 나타나 있다. 

2. 노심지지배럴 집합체

   원자로 압력용기 내부에 위치하고 있는 구조물 중에서 원자로 내부구

조물로 분류되는 구조물은 그림 3.5-1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노심지지

배럴 집합체(core support barrel assembly), 측면차폐통 집합체(side 

screen assembly), 상부안내구조물(upper guide structure), 하단차폐판 

집합체(bottom screen assembly), 그리고 충전판 및 흡입헤더 집합체 등

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각각의 구조물 집합체로 원자로에 설치되어 그림 

3.5-2와 같은 일차냉각재의 순환되는 경로를 제공한다.  노심지지배럴 집

합체는 그림 3.5-3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노심지지배럴(core support 

barrel), 노심슈라우드 집합체(core shroud assembly), 하부 노심지지판

(bottom core support plate), 유동 분배판(flow distribution plate), 

유동거름판 집합체(comb assembly) 그리고 하단차폐판 집합체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노심지지배럴 집합체는 원자로 압력용기 내부에서 노심

과 제어봉 집합체를 안내하고 지지하며 냉각재의 유동 통로를 제공하여 

이들을 냉각시켜 주며 냉각재의 유동으로 인하여 연료집합체과 제어봉 집

합체에 생길 수 있는 진동을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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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심지지배럴 집합체의 설계는 ASME Section III, Subsection NG[6]의 

요건 또는 이와 동등한 요건에 따라서 수행되어야 하며 ASME  Section 

III, NG-3200[6]의 design by analysis의 규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탄성해

석 방법을 적용하여 설계한다.  원자로의 노심지지구조물 및 내부구조물

은 설계수명 동안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정상상태 (steady state 

condition) 및 과도운전 상태 (transient operating condition)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원자로의 노심지지구조물인 노심지지배럴 

집합체는 ASME ANSI/ANS-51.1[3]에 따라 안전등급 3 (safety class 3), 

내진범주 I(seismic category I)의 요건에 따라서 설계된다.

가. 노심지지배럴

    노심지지배럴의 역할은 냉각재의 유동경로를 제공하며, 노심의 기하

학적 건전성을 유지해 주고 노심의 연직방향 하중을 원자로 덮개와 원자

로 압력용기에 전달하는 것이다.  노심지지배럴은 그림 3.5-3, 3.5-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통형 쉘구조물로써 쉘의 내부에는 여러개의 턱이 형성

되어있고 이 턱을 사용하여 노심지지배럴 내부에 설치되는 상부안내구조

물, 하부노심지지판, 노심슈라우드 집합체들을 지지한다.  또한 노심지지

배럴의 하단부에는 유동분배판, 유동거름판 집합체 들이 볼트와 용접으로 

결합되어 있다.  노심지지배럴은 크게 상부 노심지지배럴과 하부 노심지

지배럴로 나뉘어지며 상부 노심지지배럴의 직경이 하부 노심지지배럴의 

직경보다 약간 크다.  상부 노심지지배럴의 상부에는 24개의 사각형 구멍

이 원주방향으로 형성되어 노심지지배럴의 하단으로부터 유입되어 노심을 

통과하면서 가열된 냉각재가 주냉각재 펌프로 빠져나가는 출구를 제공하

고 있다.  그림 3.5-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출구의 바깥쪽에는 주냉각

재 펌프의 흡입헤더가 둘러싸고 있어서 높은 온도의 냉각재를 주냉각재 

펌프로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상부 노심지지배럴의 상단에는 플랜지가 형성되어 있어서 노심과 노

심지지배럴, 상부안내 구조물, 노심슈라우드 집합체, 유동거름판 집합체

와 노심지지판들에 작용하는 모든 하중은 이 플랜지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원자로 덮개를 통하여 원자로 압력용기로 전달된다.  상부 노심지지배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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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단부 내부에는 원통형 가압기가 위치하고, 바깥쪽으로는 주냉각재 펌프

와 펌프를 둘러싸고 있는 펌프 덕트들이 들어 있다.  하부 노심지지배럴

의 내부에는 노심슈라우드 집합체와 57개의 핵연료집합체들로 구성된 노

심이 위치한다.  노심이 위치한 부분의 노심지지배럴 바깥쪽에서 노심을 

감싸는 측면차폐통 집합체는 노심에서 발생하여 압력용기로 방출되는 열

과 방사선을 완화시킨다.  노심지지배럴의 내부 중간 부분에는 상부안내

구조물이 설치되고, 그 외부에는 12개의 증기발생기 카세트와 이를 둘러

싸고 있는 증기발생기 충전판들이 자리잡고 있다.

나. 하부 노심지지판 

    하부 노심지지판은 57개의 핵연료집합체로 구성된 SMART의 노심을 지

지하는 다공 원판 형상의 구조물로써 그림 3.5-3과 같이 노심지지배럴 하

단부에 형성된 돌출 턱에 걸려서 노심의 수직하중을 지지하며 용접 및 고

정핀을 체결하여 노심지지배럴에 고정된다.  하부 노심지지판의 3차원 형

상은 그림 3.5-5와 같으며 노심 내부로 유입되는 냉각재가 핵연료집합체 

하부로 유입되도록 57개의 핵연료집합체가 설치되는 아랫부분에 사각형 

형상의 구멍이 뚫려있다.  57개의 사각형 구멍의 외곽에는 대각선 방향으

로 2개의 지지핀이 설치되고 이 지지핀에 핵연료집합체의 하단부가 삽입

되어 핵연료집합체의 수평방향 움직임이 구속되어진다.  원형 단면의 노

심지지배럴과 주름상자 형상의 단면을 형성하는 노심 사이에 형성되는 빈 

공간을 채우고 노심의 측면을 지지하기 위하여 노심슈라우드 집합체가 노

심의 외곽에 설치되며, 노심슈라우드 집합체의 하단부는 하부노심지지판

에 얹혀져서 지지된다.

다. 유동거름판 집합체

    유동거름판 집합체는 그림 3.5-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노심지지배럴

의 하부와 하단차폐판 집합체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두께 5mm의 얇은 

환형 금속판 23개가 24개의 유선형 지지구조물에 삽입되어 5mm의 간극을 

유지하며 상하로 적층된 형상을 이루고 있으며 3차원 형상은 그림 3.5-6

과 같다.  23개의 얇은 환형 금속판은 유선형 지지구조물은 한쪽 측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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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된 빗살 모양의 틈새에 삽입되어 상하로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고

정된다.  유선형 지지구조물은 환형금속판의 원주주위를 따라 일정한 간

격으로 24개가 배치되어 유동거름판의 환형 금속판들을 지지해 준다. 이 

유동거름판 집합체는 기계적인 여과기 역할을 하여, 원자로 조립 및 설치

시 노심으로 유입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불순물들을 걸러주는 역할을 함으

로써 노심이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고 또한 노심 내부로 진입하는 냉각재

의 유동분포를 고르게 해주는 역할도 한다.

라. 유동 분배판

    유동 분배판은 수천개의 구멍이 균일하게 형성된 원형 다공 원판으로

써 그림 3.5-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노심지지배럴 내부에서 하부 노심지

지판과 유동거름판 집합체 사이에 설치되어 유동거름판 집합체를 통하여 

노심으로 유입되는 냉각재의 유동이 노심으로 균일하게 분포되어 유입하

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유동 분배판의 3차원 형상은 그림 3.5-7과 

같으며 원형 구멍이 균일하게 형성된 원판의 하부에 환형 링 형태의 하부

판을 용접하여 일체형으로 제작되며, 환형 링 모양의 하부판 가장자리에 

등간격하게 형성된 구멍을 이용하여 유동거름판 집합체와 함께 노심지지

배럴의 하부에 부착된다.

마. 노심슈라우드 집합체

    노심슈라우드 집합체는 사각 기둥형상의 핵연료집합체 57로 구성되는 

노심의 단면형상이 사각형 주름상자 형상으로 구성되어지고 노심을 지지

하는 노심지지배럴의 단면형상은 원형으로 구성되어지므로 노심과 노심지

지배럴 사이에 형성되는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하여 삽입하는 구조물이다.  

이 구조물은 노심 역에 차지하는 1차 냉각재의 유량을 줄이고 노심의 측

면을 지지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그림 3.5-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노심지

지배럴 내부에서 하부 노심지지판 위에 설치된다.  노심슈라우드 집합체 

내부는 기하학적인 형상이 노심의 4각 격자 형상과 동일하게 비어있는 공

간을 제공하여 그 내부에 노심이 설치되도록 하고, 노심슈라우드 상판, 

노심슈라우드 바닥판, 노심슈라우드 충전체, 주름상자 및 지지핀으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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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되는 3차원 형상은 그림 3.5-8과 같다.  노심슈라우드 주름상자는 노심

의 바깥쪽에서 핵연료 집합체를 직접 지지하고, 핵연료 재장전 작업시 핵

연료집합체의 삽입과 인출을 쉽게 하고 또한 노심으로 유입되는 냉각재의 

유동경로가 노심외부로 형성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평판을 구부려서 

노심의 외곽 형상과 동일하게 제작하여 노심의 측면을 지지한다.  노심슈

라우드 집합체 상판과 바닥판 사이의 중간부분에는 주름상자 바깥쪽에 20

개의 원판형 충전체를 간극끼움쇠로 조립하여 지지핀으로 고정하며, 사각

형 주름상자, 상판 및 바닥판은 상호 접촉 부분을 용접하여 고정한다.

바. 하단차폐판 집합체

    하단차폐판 집합체는 그림 3.5-3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노심지지배럴

의 하단부에서 유동거름판 집합체 아랫부분에 위치하는 다층의 원판형 구

조물로써 노심의 하부로 방출되는 열과 방사능을 차폐하여 원자로 용기를 

보호하고, 원자로 용기 밖으로 열과 방사능이 과도하게 유출되는 것을 막

아주는 역할을 하며 3차원 형상은 그림 3.5-9와 같다. 하단차폐판 집합체

는 3겹의 원판이 수직으로 적층된 형태를 유지하며 각 차폐판들을 수직으

로 관통하여 설치되는 지지핀으로 고정되고, 상부에 위치한 차폐판 외곽

은 측면차폐통 집합체의 외곽차폐통의 하단부에 용접하여 고정한다.  3겹

의 두꺼운 원판으로 구성되는 하단차폐판 집합체는 원판 사이에 간극끼움

쇠를 삽입하여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있으며 차폐판의 중앙에 끼워지는 

1개의 지지핀과 중간부분에 끼워지는 6개의 지지핀들이 3개의 차폐판을 

관통하여 설치되므로 각 차폐판들이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하나의 구

조물을 이루게 된다.  하단차폐판의 상판과 원자로 압력용기 하부의 공간

에 위치하는 하단차폐판 집합체의 원판 사이로는 냉각재의 유동경로가 형

성되지 않으므로 거의 정체된 상태로 냉각재가 채워 있게된다.  따라서 

차폐판들 사이에는 특별하게 냉각재의 유동을 위한 유동경로가 제공되지 

않으나 차폐판 사이에 정체하는 냉각재의 과도한 온도상승을 방지하기 위

하여 측면차폐통 집합체와 인접하는 부분에 여러 개의 미세한 구멍이 형

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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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측면차폐통 집합체

   측면차폐통 집합체 그림 3.5-10에서 나타낸바와 같이 5개의 내부 측면

차폐통(inner side screen), 외곽 측면차폐통(outer side screen), 측면

차폐통 상판(side screen upper plate), 외곽플랜지(outer flange), 간극

끼움쇠 (gap holder) 및 지지핀(support pin)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

차원 형상은 그림 3.5-11과 같다.  이 구조물은 노심지지배럴의 하단부에

서 노심이 위치하는 역의 측면을 여러 겹의 원통형 실린더가 동심원 형

태로 감싸고 있는 구조물로써 노심으로부터 방출되는 열과 방사선을 차단

하여 원자로 압력용기를 보호하고, 압력용기 밖으로 방사선이 과도하게 

유출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주냉각재 펌프로부터 토출되

어 증기발생기로를 통과하여 나오는 저온의 냉각재를 노심으로 유도하는 

유로를 형성시키며, 12개의 증기발생기 카세트의 하단부를 지지하는 역할

을 한다.

   측면차폐통 집합체의 설계는 ASME Section III, Subsection NG[6]의 

요건 또는 이와 동등한 요건에 따라서 수행하여야 하며, ASME Section 

III, Subsection NG-3200[6]의 design by analysis의 규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탄성해석에 따른 설계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원자로의 노심지지

구조물 및 내부구조물은 설계수명 동안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정상상태

(steady state condition) 및 과도운전 상태(transient operating 

condition)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또한 측면차폐통 집합체

는 ASME ANSI/ANS-51.1[3]에 따라 안전등급 3 (safety class 3), 내진범

주 I(Seismic Category I)의 요건에 따라서 설계하여야 한다.

가. 내부 차폐통

    내부 차폐통은 그림 3.5-11, 3.5-12에서 나타낸바와 같이 측면차폐통 

집합체의 내부에 위치하는 동심원 형태의 5겹의 원통형 구조물로써 노심

으로부터 방출되는 열과 방사선을 차폐하여 원자로 압력용기를 보호하고, 

원자로 압력용기 밖으로 방사선이 과도하게 유출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

을 하며, 내부 차폐통과 외부 차폐통 사이에 형성되는 환형공간(annulus)

은 냉각재 유동의 주요 통로가 된다.  내․외부 차폐통은 6개의 원형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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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더가 여러 개의 지지핀과 간극 끼움쇠로 차례로 연결․고정되어 있는 

구조물로써 실린더 사이로는 냉각재가 자유롭게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실린더 즉 차폐통 내부의 온도가 과도하게 올라가지 않는다.

    내부 차폐통의 사이에 형성되는 좁은 환형공간의 상단부는 증기발생

기 카세트에서 토출되는 냉각재가 유입되기 때문에 상단부의 단면 형상은 

쐐기형으로 이루어져 있고, 내부차폐통의 하단부는 원활한 냉각재 유동경

로를 유지하기 위하여 둥 게 모따기가 된 형태로 되어 있다.  내부 차폐

통 사이에 설치되는 간극끼움쇠는 각각의 원통형 실린더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 하게 가공되며, 그 구조는 차폐통 외곽에 수직방향

으로 가늘고 긴 얇은 띠 형상으로 얇은 금속판을 용접하여 부착하고 길이

방향 양 끝단을 쐐기형으로 가공하여 냉각재의 유동저항을 감소시키도록 

하 다.  간극끼움쇠로 맞닿게 되는 인접하는 내부차폐통 상호간에 일정

한 위치에서 원통의 중심방향으로 구멍을 뚫고 이 구멍에 지지핀을 삽

입․고정하여 인접하는 차폐통을 상호 고정시킨다.  지지핀은 수력학적 

하중, 내부 하중 및 외부의 충격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여러 개의 간

극끼움쇠와 함께 설치된다. 

나. 외곽 차폐통

    외곽 차폐통은 그림 3.5-11, 3.5-13에서 나타낸바와 같이 내부차폐통 

바깥쪽에 위치하며 증기발생기 하부에서 노심으로 유입되는 냉각재의 원

만한 유동경로를 제공한다.  따라서 원자로 압력용기와 유사한 곡면을 형

성하도록 상단부는 원통 형상을 가지며 하단부는 타원 곡률을 가진 구면 

형상을 가지고 있다.  외곽 차폐통의 하단부분에는 하단차폐판 집합체의 

상판이 부착되어 고정된다.  외곽 차폐통은 노심이 횡방향으로 과도한 이

동과 진동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중간부분에는 바깥쪽으로 돌출부가 형성

되어 원자로 압력용기 쪽에 형성된 돌출부와 맞닿도록 설계되어 있다.  

외곽 차폐통은 다른 내부 차폐통과는 달리 대부분의 냉각재 유동이 차폐

통 안쪽에서 일어나며 외곽 차폐통과 원자로 압력용기 사이의 환형공간에

는 거의 정체된 냉각재가 채워 있게 된다.  외곽 차폐통의 상단 외곽에는 

얇은 이중 원통인 외곽플랜지를 덧대어 용접하여 원자로 압력용기와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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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폐통 집합체 사이에서 발생하는 충격하중과 열하중을 효과적으로 흡수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얇은 원통형상인 외곽플랜지 상단에는 바깥쪽으로 돌출된 턱이 형성

되어 있어서 원자로 압력용기 턱에 외곽 측면 차폐통의 돌출된 턱이 얹혀

진 상태가 되어 측면차폐통 집합체의 수직하중을 원자로 압력용기에 전달

한다.  외곽플랜지 상단에는 그림 3.5-14의 형상을 가진 고정장치를 설치

하여 고정장치의 돌출부가 원자로 압력용기에 형성된 턱에 걸리도록 하여 

측면차폐통 집합체의 수직방향 자유도를 구속시킴으로써 측면차폐통 집합

체가 원자로 압력용기 내부에서 고정되어진다.  외곽차폐통과 원자로 압

력용기 사이의 좁은 틈새 공간에서 정체되는 냉각재의 과도한 온도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외곽차폐통과 외곽플랜지에 여러 개의 작은 구멍을 형성

시켜 냉각재의 우회유량이 외곽 측면 차폐통의 바깥쪽으로 미세하게 형성

되도록 하 다.

다. 측면차폐통 상판

    측면차폐통 상판은 그림 3.5-11, 3.5-13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12개

의 구멍이 원주방향으로 일정하게 뚫려있는 환형 원판 형상의 구조물로써  

원판의 내부 가장자리를 따라 가장 안쪽에 있는 내부 차폐통이 용접되고 

외부 가장자리를 따라 외곽 차폐통에 용접되어 고정된다.  측면차폐통 상

판에는 형성된 12개의 원형 구멍에는 증기발생기 카세트의 하단부가 삽입

되어 증기발생기 카세트의 횡방향 자유도를 구속하게 된다.  또한 내부 

가장자리 모서리에는 2개의 얇은 금속 링을 부착하여 노심지지배럴을 이 

금속 링 내부로 삽입하여 설치되도록 함으로써 노심지지배럴과 측면차폐

통 사이에 형성되는 냉각재의 우회유량을 줄이며, 또 두 구조물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진동 및 충격하중을 완화시킨다.

라. 간극 끼움쇠 및 지지핀

    간극 끼움쇠는 측면차폐통 사이의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시키고 여러

개의 원통형 구조물들 상호간의 횡방향 움직임을 구속시키는 역할을 한

다.  이 간극끼움쇠를 측면차폐통 사이에 여러 개를 설치하면 냉각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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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으로 생기는 측면차폐통 상호간의 진동이 감소하게 되며, 측면차폐통 

사이에 냉각재 유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서 방사선 조사로 인한 

측면차폐통의 과도한 온도상승을 억제시킨다.  내부 차폐통 사이에 설치

되는 간극끼움쇠는 얇고 길다란 평판 띠 형태로서 내부 차폐통 외곽에 부

착하여 바깥에  삽입되는 차폐통의 내경과 동일한 곡률로 가공하고 상부

와 하부는 쐐기형으로 제작하여 냉각재 유동의 항력을 감소시킨다.  내부

차폐통들을 상호 고정하는 간극끼움쇠가 설치되는 장소에서 인접하는 차

폐통과 간극끼움쇠를 관통하는 구멍을 뚫고 이 구멍에 지지핀을 삽입하여 

인접하는 차폐통들을 상호 고정시키며 지지핀이 측면차폐통에 작용하는 

하중을 충분히 지지하도록 24개 정도의 간극끼움쇠와 지지핀을 설치한다.  

외곽 차폐통과 가장 바깥쪽에 위치하는 내부차폐통 사이에 삽입되는 간극

끼움쇠는 그림 3.5-15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속이 비어있는 사각형 기둥 

형상으로 제작함으로써 냉각재의 주된 유동경로에서 냉각재의 유동저항을 

감소시킨다.  내부차폐통과 외곽차폐통을 고정시키는 지지핀을 간극끼움

쇠와 인접하는 내부차폐통과 외곽차폐통 상호간에 형성된 관통 구멍에 삽

입하여 차폐통들을 상호 고정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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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1  노심지지배럴 집합체 및 측면차폐통 집합체 부품의 분류

부품명  안전

 등급

   ASME

 Code등급
한 문

노심지지배럴 core support barrel 3   **CS

하부노심지지판 bottom core support plate 3 CS

하단차폐판 집합체 bottom screen assembly 3    *IS

유동거름판 집합체 comb assembly 3 IS

유동분배판 flow distribution plate 3 IS

노심슈라우드 

집합체
core shroud assembly 3 IS

잠금장치 locking device 3 IS

내부측면차폐통 inner side screen 3 IS

외곽측면차폐통 outer side screen 3 IS

측면차폐통 상판 side screen upper plate 3 IS

간극끼움쇠 gap holder 3 IS

측면차폐통 정렬핀 side screen alignment pin 3 IS

외곽 플랜지 outer flange 3 IS

  *CS : Core support structure,  **IS : Internal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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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5-1  원자로 내부구조물     그림 3.5-2  냉각재 순환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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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5-3  노심지지배럴 집합체       그림 3.5-4  노심지지배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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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5  하부 노심지지판

그림 3.5-6  유동거름판 집합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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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7  유동 분배판

그림 3.5-8  노심슈라우드 집합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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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9  하단차폐판 집합체

그림 3.5-10  측면차폐통 집합체의 단면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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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11  측면차폐통 집합체의 입체형상

그림 3.5-12  내부 차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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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13  외부차폐통 및 차폐통 상판

그림 3.5-14  고정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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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15  간극끼움쇠 및 지지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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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절 펌프 구조물 및 증기발생기 주변기기

1. 계통의 구성

   펌프 구조물 및 증기발생기 주변기기는 노심으로부터 유입되는 냉각수

를 증기발생기로 유도하기 위한 유로를 형성하며, 주냉각재펌프와 증기발

생기의 지지점을 제공한다. 펌프 구조물은 가압기와 노심지지원통을 통과

한 냉각수를 주냉각재펌프로 유도하기 위한 덕트구조물과 펌프를 통과한 

냉각수를 주변의 증기발생기로 분배하기 위한 유동 분배판으로 구성된다. 

증기발생기 주변기기는 증기발생기 주위를 감싸는 적층판의 형태로 구성

하여 유로를 통과한 냉각수가 유효 열전달 역 외부로 유동하는 것을 방

지하여 2차 냉각수와의 열전달을 극대화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림 

3.6-1은 펌프 구조물 및 증기발생기 주변기기의 배치 역을 표시한 것이

며, 계통을 구성하는 기기는 다음과 같다.

 - 펌프 구조물

     냉각수 유도용 덕트

     방출 노즐

     유동 분배판

 - 증기발생기 주변기기

     내측 충전판집합체 지지원통

     외측 및 내측 충전판집합체

2. 기기의 구성 및 기능

가. 펌프 구조물

    펌프 구조물은 노심으로 이송되는 냉각수를 주냉각재펌프로 유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펌프 구조물은 그림 3.6-2와 같이 주냉각펌프가 설치되

는 안내덕트, 냉각수를 펌프로 유도하는 흡입덕트 부분, 냉각수를 방출하

는 방출 노즐과 냉각수를 분산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유동 분배판으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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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된다. 안내덕트는 그림 3.6-2와 같이 주냉각재펌프의 임펠러 부분이 펌

프 구조물의 내부로 설치될 수 있도록 유도하며, 흡입덕트를 통과한 냉각

수를 임펠러로 유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흡입덕트는 가압기와 노심지지

원통 사이의 공간을 통과한 냉각수를 펌프로 유도하기 위하여 노심지지원

통의 외곽을 둘러싸는 원통형 구조물로 구성된다(그림 3.6-3). 흡입덕트

의 상부에는 안내덕트가 설치되며, 하부에는 방출노즐을 설치한다. 방출

노즐은 임펠러를 통과한 냉각수를 증기발생기의 상부 공간으로 유도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주냉각재펌프와 펌프 구조물에 설치될 수 있는 지지점

을 제공한다 (그림 3.6-2). 유동 분배판은 방출노즐을 통과한 냉각수가 

방출노즐 하단의 증기발생기로 집중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되

며, 충전판집합체 지지원통에 설치한다. 펌프 구조물의 지지는 흡입덕트

의 상/하부를 충전판집합체 지지원통의 상/하부와 용접하여 지지하며, 안

내덕트의 기 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내 원통의 상부를 환형덮개와 용접한

다.

나. 증기발생기 주변기기의 구성 및 기능 

    증기발생기 주변기기는 그림 3.6-1에 표시한 것과 같이 증기발생기 

주변을 에워싸는 내측/외측 충전판집합체와 이를 지지하는 원통으로 구성

되며, 지지원통 주위에는 펌프 구조물이 설치된다. 그림 3.6-4는 증기발

생기 주변기기를 조립한 상태를 표시한 것이며, 기기의 구성과 기능은 다

음과 같다. 

(1) 충전판집합체 지지원통

    지지원통은 상부 및 하부로 나누어지며, 두 부분은 펌프 구조물을 통

하여 연결된다. 지지원통은 충전판집합체의 전체 무게를 지지하며, 냉각

수의  유로를 제공한다. 지지원통의 상부는 충전판집합체를 설치하기 위

한 플랜지를 가공하고 환형덮개의 하부와 보울트로 연결한다. 지지원통의 

하부에는 내측충전판집합체를 연결하기 위한 상부 플랜지와 유동 분배판

을 용접하여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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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충전판집합체

    펌프 구조물을 통과한 냉각수는 증기발생기 상부 공간을 통과하여 증

기발생기 내부로 유입된다. 증기발생기는 12 개가 동심으로 배치되므로 

냉각수는 증기발생기 사이와 내부를 동시에 흐르게 되어 열전달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한다. 충전판집합체는 증기발생기의 주변으로 냉각수가 흐르

지 않도록 공간을 채우는 기능을 수행하며, 증기발생기의 부가적인 지지

점을 제공한다. 증기발생기 충전판집합체는 증기발생기의 설치를 고려하

여 그림 3.6-4와 같이 내측 충전판집합체와 외측 충전판집합체로 구분하

여 설치한다. 내측 충전판집합체는 지지 원통의 하부에 용접된 내측 충전

판집합체 상판을 이용하여 12개의 집합체로 구성된다. 각각의 집합체는 

36개의 표준충전판으로 구성되며, 각 충전판은 연결봉과 연결용 부싱을 

이용하여 일체로 구성된다. 내측 충전판집합체는 지지원통과 연결하여 증

기발생기를 설치한 후 환형덮개와 함께 일체로 설치된다. 외측 충전판집

합체는 내측 충전판집합체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며, 상부는 원자로내벽

에 잠금쇠를 이용하여 설치하고 하부는 그림 3.6-4와 같이 하나의 평판을 

이용하여 일체로 구성하여 연결한다. 충전판집합체를 원자로내벽에 고정

하기 위하여 잠금쇠를 사용하며, 위쪽의 충전판은 잠금쇠를 수용하기 위

하여 일부분을 절개한 형상으로 제작된다. 충전판집합체는 34개의 표준 

충전판을 연결봉을 사용하여 연결하며, 각각의 충전판집합체는 하나의 하

부 평판으로 연결하여 전체 집합체의 운동을 억제한다. 외측충전판집합체

는 증기발생기를 설치하기 전에 설치하여야 하며 증기발생기의 설치 과정

에서 간섭을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3. 일반적인 설계 요건

   펌프 구조물과 증기발생기 주변기기는 원자로 내부구조물로 분류하며, 

안전등급 3과 내진 등급 I의 규정을 만족하도록 설계 제작되어야 한다. 

재질은 스테인레스 계열의 재료를 사용하며, 설계 수명은 60년이다. 계통

을 구성하는 기기와 계통의 설계는 SMART 원자로집합체의 내부구조물의 

설계 요건을 원용하여 수행한다. 충전판집합체는 운전 조건에 따른 열팽

창으로 인하여 증기발생기와 접촉할 수 있으므로 적정한 공간을 유지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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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설계하여야 한다. 지나친 간격을 설계할 경우에는 증기발생기로 유입

되는 냉각수의 유량이 감소할 수 있다. 그림 3.6-5는 충전판집합체의 압

력용기 내부 배치를 표시한 도면이다. 유동 분배판은 방출 노즐로부터 발

생하는 냉각수에 발생하는 수력하중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며, 수력

하중으로 발생하는 진동을 제한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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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1 펌프 구조물 및 증기발생기 주변기기의 배치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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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2  펌프 구조물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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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펌프 구조물 상부

(나) 펌프 구조물 하부

그림 3.6-3  펌프 구조물 조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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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4  증기발생기 상부구조물 및 충전판집합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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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5 증기발생기 주변기기 설계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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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절 상부안내구조물 집합체

1. 상부안내구조물 집합체의 구성

   상부안내구조물 집합체(그림 3.7-1)는 노심지지배럴 내부에 위치하는 

구조물로서 상부안내구조물 집합체의 위로는 가압기가 있고 아래로는 핵

연료집합체가 위치한다.  상부안내구조물 집합체의 하단부에 위치한 핵연

료 정렬판이 노심 슈라우드 집합체와 체결됨으로써 상부안내구조물 집합

체가 측방향으로 지지된다.  상부안내구조물 집합체는 상부안내구조물 상

판, 제어봉보호관, 지지원통쉘, 핵연료 정렬판, 누름스프링, 상부안내구

조물 충전판, 충전판 연결봉 및 안내부싱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가. 상부안내구조물 상판

    상부안내구조물 상판(그림 3.7-2)은 상부안내구조물 집합체의 최상단

에 위치하는 두꺼운 판으로 상부구조물을 한곳으로 모아 단단히 고정시키

는 역할을 한다.  상부 안내구조물 상판의 상단면에는 누름스프링이 놓여 

가압기가 상부안내구조물 상판을 일정한 하중으로 누르기 때문에 원자로 

가동중에 냉각재 유동으로 인한 내부구조물의 요동이 감소된다.  상부안

내구조물 상판에는 제어봉 보호관, 지지원통쉘, 그리고 상부안내구조물 

충전판이 부착되어 있다.  

나. 제어봉보호관  

    제어봉보호관(그림 3.7-3)은 상부안내구조물 상판과 핵연료 정렬판 

사이에 위치하는 49개의 관으로 상부안내구조물 안에서 제어봉을 안내하

는 역할을 한다.  노심지지배럴의 하단으로부터 유입된 냉각재가 핵연료 

집합체를 따라서 상부로 유동하다가 제어봉보호관 중간에서 축방향 유동

이 횡유동으로 방향이 바뀌게 된다.  이 안내관은 상부안내구조물 상판에 

롤링 결합후 용접되며 안내관의 하단은 핵연료 정렬판에 끼워져 측방향의 

변위는 구속되는 대신 축방향의 열팽창은 수용할 수 있다.  제어봉보호관

의 중간과 하단에는 지지판이 용접되어 있어서 제어봉을 안내하며 제어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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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삽입과 인출시 과도한 변형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다. 지지원통쉘

    지지원통쉘(그림 3.7-4)은 상부안내구조물 상판과 핵연료 정렬판 사

이를 연결해주는 얇은 원통형 쉘 구조물이다.  지지원통쉘의 상단은 상부

안내구조물 상판에 용접되며 지지원통쉘의 하단은 핵연료 정렬판에 용접

된다.  이 구조물은 상부안내구조물 집합체의 구조적 강성을 증대시키면

서 노심을 통과하여 상승한 냉각재를 지지원통쉘과 노심지지배럴이 이루

는 환형공간으로 안내한다.  따라서 원통쉘의 하단부에는 여러 개의 구멍

이 뚫려 냉각재가 흘러나가는 통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구조물의 하단 

반경이 상단 반경보다 더 크다.  

라. 상부안내구조물 충전판

    상부안내구조물 충전판(그림 3.7-5)은 노심으로부터 조사되는 방사선

과 열을 차단시켜 가압기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원자로 내의 냉각재 재

고량을 줄임으로써 가압기의 크기를 줄일 수 있도록 한다.  상부안내구조

물 충전판 사이에는 끼움쇠가 끼워져 충전판 사이의 거리를 일정하게 유

지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 끼움쇠가 충전판 사이의 냉각재 유동을 원할

하도록 하여 방사선 조사로 인한 충전판의 과도한 온도상승을 억제시킨

다.  여러 개의 상부안내구조물 충전판을 충전판 연결봉으로 한꺼번에 묶

어서 제작과 조립을 용이하게 한다.  상부구조물 충전판에는 제어봉보호

관이 통과하는 구멍이 마련되어 있다.

마. 핵연료 정렬판

    핵연료 정렬판(그림 3.7-6)은 노심 상단에 위치하여 핵연료 집합체의 

측방향 및 상하방향 움직임을 제한하고 있다.  핵연료 정렬판에는 다수의 

구멍이 있는데 그 중에는 냉각재의 유동을 위한 것과, 제어봉 보호관의 

관통을 위한 것이 있다.  핵연료 정렬판은 지지원통쉘을 지지하며 상부안

내구조물의 하중을 노심지지배럴에 전달한다.  또한 이 판은 핵연료 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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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상단에 있는 판스프링의 하중을 지지하게 되며 핵연료 정렬판은 각각

의 핵연료 집합체 상단에 위치한 두 개의 핀구멍을 고정시켜 지지하게 된

다.  이 판의 가장자리에는 6개의 등간격 홈이 나 있어서 노심슈라우드 

집합체 안내턱과 끼워져 체결된다.

바. 누름스프링

    누름스프링(그림 3.7-7)은 상부안내구조물 상판과 가압기 사이에 위

치하는 링형 스프링으로 상부안내구조물의 연직방향 하중을 지지한다.  

누름스프링은 가압기와 상부 안내구조물 상판을 일정한 하중으로 누르기 

때문에 원자로 가동중에 냉각재 유동으로 인한 내부구조물의 요동이 감소

된다.  누름스프링의 측방향 이동은 상부안내구조물 상판의 돌출부가 제

한한다.

2. 상부안내구조물 집합체의 기능

   상부안내구조물의 각 부품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가. 핵연료 정렬판

    핵연료 정렬판은 핵연료 집합체를 정렬하고 연직방향으로 상승한 냉

각재 하중을 지지하며, 또한 핵연료 정렬판은 상승하는 냉각재의 유동분

포를 확정하고 제어봉 보호관을 하단에서 측방향으로 지지한다.  그리고 

핵연료 정렬판은 지지원통쉘을 직접 지지하는 역할을 한다.

나. 지지원통쉘

    지지원통쉘은 상부 안내구조물 집합체의 구조적인 강성을 증가시키면

서 핵연료 집합체를 따라서 연직방향으로 상승한 냉각재를 지지원통쉘과 

노심지지배럴이 이루는 환형공간으로 안내한다.  지지원통쉘은 노심에 작

용하는 일차 냉각재의 상방향 하중을 수용하여 가압기로 전달하며 핵연료 

정렬판과 상부안내구조물 상판을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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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상부안내구조물 상판

    상부안내구조물 상판은 지지원통쉘과 제어봉보호관을 지지하며 상부

안내구조물 충전판을 구조적으로 지지하며 누름스프링을 안내하고 지지한

다.  또한 상부안내구조물 상판은 제어봉 집합체 및 제어봉 연장축 

(control element assembly extension shafts)의 이동 통로를 제공한다. 

그리고 상부안내구조물 상판은 가압기로 방출되는 방사선을 완화시킨다. 

라. 제어봉 보호관

    제어봉 보호관은 제어봉집합체 및 제어봉 연장축의 이동 통로를 제공

하고 제어봉들의 과도한 굽힘 변형을 억제한다.  또한 제어봉 보호관은 

핵연료 집합체로부터 상승한 일차냉각재를 반경방향으로 안내한다.

마. 상부안내구조물 충전판

    상부안내구조물 충전판은 제어봉집합체 및 제어봉연장축의 이동 통로

를 제공하고 상부안내구조물 충전판은 가압기로 방출되는 방사선을 완화

시킨다.  덧붙여 상부안내구조물 충전판은 냉각재 재고량을 줄여주는 역

할을 함으로써 가압기의 용량을 줄여준다.

바. 누름스프링

    누름스프링은 노심에서 올라오는 상향하중을 받아서 가압기 바닥으로 

전달하고 완충시키는 역할을 하고 노심으로부터 나오는 냉각재의 상방향 

우회유동의 억제한다.  뿐만 아니라 누름스프링은 상부안내구조물의 과도

한 축방향의 변형을 억제한다.

3. 상부안내구조물 집합체 성능요건

가. 구조적 건전성

    원자로 상부안내구조물 집합체의 설계는 참고문헌 6의 요건 또는 이

와 동등한 요건에 따라서 수행되어야 한다.  특히 참고문헌 6의 NG-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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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by analysis의 규정이나 참고문헌 7의 MNG-3200에서 제시하고 있

는 탄성해석 설계방법을 따라야 한다.  원자로 상부안내구조물 집합체는 

설계수명 동안에 이 문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모든 정상상태 (steady 

state condition) 및 과도운전 상태 (transient operating condition)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원자로의 상부안내구조물 집합체 설계

수명은 60년이다.  

나. 반응도 제어

    상부안내구조물 집합체는 다른 노심지지구조물 및 내부구조물과 함께 

충분한 반응도 제어를 허용할 수 있는 노심형상을 유지시킬 수 있도록 설

계되어야 한다.

다. 제어봉의 삽입

    상부안내구조물 집합체는 다른 노심지지구조물 및 내부구조물과 함께 

제어봉 삽입요건을 만족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라. 검사 요건

    상부안내구조물 집합체는 참고문헌 27 또는 참고문헌 28의 검사 요건

을 최대한 만족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마. 기기분류 및 등급

(1) 안전 등급 (Safety Class)

    원자로 상부안내구조물 집합체는 참고문헌 3에 따라 안전등급 3 

(Safety Class 3)의 요건에 따라서 설계되어야 한다.

(2) 내진 등급 (Seismic Classification)

    원자로 상부안내구조물 집합체는 참고문헌 29에 따라 내진범주 I 

(seismic category I)로 분류된다. 상부안내구조물 집합체는 참고문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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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요건에 따라 설계되어야 한다.

(3) 종합진동평가 프로그램 (Comprehensive Vibration Assessment 

    Program)

    원자로의 정상운전 및 과도 운전상태에서 유동유발진동에 대해서 원

자로 내부구조물의 건전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시운전 (pre-operation) 및 

초기출력시험 (initial startup test)기간 중에 수행되는 종합진동평가 

프로그램에서 상부안내구조물 집합체를 포함하는 원자로는 참고문헌 31의 

규정에 따라서 원형 (prototype) 원자로로 분류된다.  따라서 정상운전 

및 과도 운전상태에서 유동유발진동 (flow-induced vibration)에 대해서 

해석이 수행되고 시운전 (pre-operation) 및 초기출력시험 (initial 

startup test)기간 중에 계측 (measurement) 및 육안검사 (visual 

inspection)가 수행되어야 한다.

(4) 품질등급 (Quality Group)

    원자로 상부안내구조물 집합체는 참고문헌 32에 따라 품질등급 A 

(quality group A)로 분류된다.

4.  설계요건 

가. 내진동 요건

    원자로 상부안내구조물 집합체는 가동중에 여러 가진상태에 놓이게 

되기 때문에 주요한 계의 가진주파수와 이들 구조물의 고유진동수가 일치

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주요한 계의 가진주파수에서 생기는 동적

응답을 설계시 반 하여야 한다.  

나. 내진 요건 

    원자로 상부안내구조물 집합체는 가동 중에 수평방향으로 설계응답 

스펙트럼의 ZPA(zero period acceleration) 값이 0.3g 인 SSE 하중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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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는 조건에서 노심이 보호되고 안전하게 원자로가 가동정지 되어야 한

다.

다. 하중 및 조합

    상부안내구조물 집합체를 설계할 때는 참고문헌 6의 NG-3111 또는 참

고문헌 7의 MNG-3111에서 정의된 하중을 고려해야 한다.  동적하중의 조

합은 참고문헌 33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1) 설계하중

    설계하중으로 정상운전 하중을 고려하여야 한다.  여기서 정상운전 

하중이라 함은 정상사건으로부터 유발되는 다음의 하중을 말한다. 

    - 압력차 (pressure difference)

    - 온도에 의한 하중 

    - 기계적 하중, 기계적 하중으로는 자중, 냉각재 유동으로 인한 하

중, 반력 등을 고려한다.

(2) A급 운전하중 (Level A Service Loading)

    정상사건 (normal events)으로 야기되는 계통의 운전과도 (operating 

transients) 하중과 조합된 정상 운전하중이 A급 운전하중이다.

(3) B급 운전하중 (Level B Service Loading)

    이상사건(upset events)으로부터 생기는 계통의 운전과도 (operating 

transients) 하중 및 OBE (operating basis earthquake) 하중과 정상 운

전하중이 조합된 하중이 B급 운전하중이다.

(4) C급 운전하중 (Level C Service Loading)

    C급 운전하중은 정상 운전하중과 설계기준 배관파단 하중 (design 

basis pipe break loads, DBPB loads)의 조합으로 생기는 하중이다.



- 105 -

(5) D급 운전하중 (Level D Service Loading)

    다음 하중들이 조합된 하중을 D급 운전하중으로 고려해야 한다.

      - 정상운전 하중

      - 주증기관 또는 주급수관의 파단, 또는 냉각재상실 사고 하중 중

에서 가장 큰 값

      - 안전정지지진 (SSE : safe shutdown earthquake) 하중 

(6) 시험하중

    시험하중은 A급 운전한도를 만족시켜야 한다.  시험하중은 시험사건 

(test events)으로부터 생기는 하중으로서 수압시험 (hydrostatic test) 

및 노심이 장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온기능 시험 (pre-core hot 

functional test)을 수행할 때 발생하는 하중을 말한다. 

(7) 선적 및 운반하중

    선적 및 운반하중은 A 및 B 급 운전하중과는 하중조합하지 않는다.  

그러나 피로해석 평가에서는 고려해야 한다.  상부안내구조물 집합체는 

다음의 선적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선적 및 운반하중은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가) 선적하중 (Shipping loads)

     다음의 선적하중은 동시에 작용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작용한다고 가

정해야 한다.

측방향 (lateral direction, Gy) : + 2g

종방향 (longitudinal direction, Gx) : + 3

상하방향 (vertical direction, Gz)   : weight + 1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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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운반하중 (Handling loads)

측방향 (lateral direction, Gy)      : + 0.25g

측방향 (lateral direction, Gx)      : + 0.25g

상하방향 (vertical direction, Gz)   : 1.5 x weight + 1g

(8) 피로해석을 위한 하중조합

    피로해석에서는 운전하중, 시험하중, 선적 및 운반하중을 고려해야 

한다. 하중의 반복회수는 원자로 가동기간에 발생하는 전체 회수를 고

려해야 한다.

라. 설계 및 운전하중에 대한 응력한도

    허용설계 응력강도 (allowable design stress intensity)값은 참고

문헌 8과 참고문헌 6의 NG-3229 및 참고문헌 7의 MNG-3229를 따라야 한

다. 

(1) 설계한도

    상부안내구조물은 설계하중에 대하여 참고문헌 6의 NG-3221 또는 

참고문헌 7의 MNG-3221에서 정의하고 있는 설계한도 (design limits)를 

만족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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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급 운전한도 (Level A Service Limits)

    상부안내구조물은 A급 운전하중에 대하여 참고문헌 6의 NG-3222 또

는 참고문헌 7의 MNG-3222에 정의된 A급 운전한도를 만족하도록 설계되

어야 한다.

(3) B급 운전한도 (Level B Service Limits)

    상부안내구조물은 B급 운전하중에 대하여 참고문헌 6의 NG-3223 또

는 참고문헌 7의 MNG-3223에 정의된 B급 운전한도를 만족하도록 설계되

어야 한다.

(4) C급 운전한도 (Level C Service Limits)

    상부안내구조물은 C급 운전하중에 대하여 참고문헌 6의 NG-3224 또

는 참고문헌 7의 MNG-3224에 정의된 C급 운전한도를 만족하도록 설계되

어야 한다.

(5) D급 운전한도 (Level D Service Limits)

    상부안내구조물은 D급 운전하중으로 참고문헌 8의 Appendix F 또는 

참고문헌 34에 기술된 탄성해석을 수행할 때, 참고문헌 6의 NG-3225 또

는 참고문헌 7의 MNG-3225에 정의된 D급 운전한도를 만족하도록 설계되

어야 한다.  또한 상부안내구조물은 D급 운전하중을 받을 경우, 노심지

지구조물의 건전성(integrity)이나 냉각재 유동의 경로를 손상시켜서는 

안되며 변형한도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마. 변형 한도

    상부안내구조물은 운전 하중하에서 노심이 제위치에 있어야 하며 

변형은 제어봉집합체가 자중 만으로 삽입되어야 하고 모든 노심지지구

조물 및 내부구조물이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변형이 제한되고, 

적절하게 노심이 냉각되어야 한다.  제어봉집합체의 작동에 향을 주

는 상부안내구조물의 변형은 제어봉 삽입이 이루어지지 않는 최소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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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80% 미만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바. 환경요건

(1) 냉각재의 온도 및 압력 요건

    상부안내구조물은 아래에 기술한 일차 냉각재의 환경에서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설계온도 : 350
o
C

    - 설계압력 : 17 MPa 

(2) 냉각재의 화학적 환경

    상부안내구조물은 일차 냉각재의 화학적 환경에 맞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상세한 화학적 환경은 화학적 설계안내서 (chemistry design 

guide)에 기술되어야 한다.

(3) 방사선 환경

    상부안내구조물은 방사선조사 환경하에서 60년 동안 가동될 수 있

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상세한 방사선 환경은 물리방호 데이터 

(physics radiation data) 문서에 기술된다. 

5. 재료 사양 및 제작요건

가. 재료 사양 

(1) 원자로 상부안내구조물 집합체의 제작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참

고문헌 6의 NG-2000 또는 참고문헌 7의 MNG-2000을 따라야 한다.

 (2) 원자로 상부안내구조물 집합체 재료의 열팽창계수, 탄성계수, 설

계피로곡선은 참고문헌 6의 NG-3229와 참고문서 11을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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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자로 상부안내구조물의 제작에 사용되는 모든 재질은 부식 및 침

식에 저항이 있는 재질이어야 하며, 그 표면에 방사능 오염이 잘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허용할 수 있는 방사선 수준에 도

달하도록 원자로 공학적으로 널리 쓰이는 방법으로 여러 번 제염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원자로 상부안내구조물 집합체 재질은 설계자의 `재료표'(bill of 

materials)에 기술되어야 한다.

나. 제작요건

   

(1) 상부안내구조물 집합체의 세척, 보관, 용접, 열처리, 조립, 포장, 

선적 준비, 운반, 선적, 하역에 대한 요건은 제작시방서 (fabrication 

specification)에 기술된다.

(2) 제작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부착되는 부착물이 상부안내구조물 집합

체의 화학적 성분을 변화시켜서는 안된다.

(3) 상부안내구조물 집합체는 제작중이나 제작 후에 원칙적으로 야외선

적을 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만일 야외선적에 대한 절차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경우 야외선적이 가능하다.

(4) 상부안내구조물 집합체를 다른 노심지지구조물 및 내부구조물과 조

립할 경우 시험조립을 할 수 있다.  

6. 연계사항

   기능 및 치수에 대한 다음의 연계사항을 위하여 다른 분야나 다른 

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다음 사항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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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핵연료의 상부 및 하부의 체결부 치수 및 형상.

    - 제어봉의 위치, 형상, 치수 및 행정.

    - 노심계측기의 위치, 형상 및 치수.

7. 상부안내구조물의 주요 부품 응력해석 

   SMART 상부안내구조물의 구조물의 구조적인 건전성을 입증하고 구조적 

형상을 확정하기 위하여, 상부안내구조물의 각 부품에서 예상되는 가장 

취약지점을 선정하고 이 부분에 걸리는 응력을 계산하고 기술기준과 비교

하 다.  상부안내구조물에서 가장 하중을 많이 받고 구조물을 지지하는 

하중이 핵연료 정렬판, 누름스프링, 지지원통쉘이기 때문에 이들 부품을 

고려하 다.  적층 구조물인 충전판 집합체와 제어봉 보호관 집합체는 직

접적으로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응력해석에서 제외시

켰다.  

가. 핵연료 정렬판의 응력해석

    SMART 핵연료 정렬판의 구조적 건전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핵연료 정

렬판에서 예상되는 가장 취약지점을 선정하고 이 부분에 걸리는 응력을 

계산하 다.  그리고 계산된 응력강도(stress intensity)가 참고문헌 6 

및 참고문헌 7의 기술기준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설계 여유가 얼

마나 되는지를 평가하 다.  적용하중으로는 냉각재로 인한 수력하중, 즉 

랜덤난류하중, 기계적인 정적하중, 펌프 맥동하중과 지진하중인 OBE 및 

SSE 하중을 고려하 다.  격납건물과 A/E 설계 정보가 없고 수력하중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용 원전인 울진 3&4 하중의 50 %를 취하

여 적용하중으로 설정하 다.  원자로의 출력비로 볼 때 SMART가 울진 

3&4호기의 1/3 이하이기 때문에 울진 3&4 하중의 50 %에는 충분한 불확실

성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그림 3.7-8에는 예상 취약지점 즉 응력

을 계산한 지점이 나타나 있다.  응력계산 결과, 취약예상지점의 최저 설

계여유도는 47.9 %로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 다.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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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에는 각 지점의 응력과 설계여유도가 나타나 있다. 

나. 누름 스프링의 응력 해석

(1) 재료특성

    누름스프링으로 사용되는 재질은 마르텐사이트 스테인레스강 SA487 

(13% Chromium  4%  Nickel) 다음과 같은 재료적 성질을 갖는다.

설계응력강도, Sm(@ 343 C) = 228.9 MPa

  탄성계수 (@ 343 C) = 178.6 GPa

최소항복응력 (Sy) = 551.6 MPa

(2) 기하학적 형상

    누름 스프링은 판스프링의 일종으로 링과 같은 형상을 가지고 있다.  

누름스프링은 3가지의 단면을 갖게 되는데 그 단면 형상이 그림 3.7-9에 

나타나 있다.  Ledge나 Groove가 나 있지 않은 단면의 경우, 누름 스프링

의 중심으로부터 단면 Centroid까지의 거리는 Rcg = 1.07925 m 이다.

(3) 응력 및 하중 계산

    SMART 누름스프링의 구조적 건전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누름스프링

에 최대변형이 발생할 때, 누름스프링의 각 단면에 걸리는 하중과 응

력을 계산하 다.  그리고 계산된 응력강도(stress intensity)가 참고

문헌 6 및 참고문헌 7의 기술기준인 1.5 Sm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설계여유가 얼마나 되는지를 평가하 다.  적용하중으로는 지진

하중인 0.15g의 OBE 및 0.30g의 SSE 하중을 고려하 다.  그림 3.7-9

에는 응력을 계산한 단면의 형상이 나타나 있다.  응력 및 하중계산 

결과, 예상 취약지점의 지진하중에 대한 최저 설계여유도는 86.2%로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 으나 Hard Stop시 응력의 설계

여유도는 3.0% 다.  표 3.7-2와 표 3.7-3은 각 지점의 Hard Stop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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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지진하중에 대한 허용하중 및 응력과 설계 여유도를 각각 보여준

다.  누름스프링 초기의 허용 변형높이가 5.0 mm 는데 이 경우 Hard 

Stop시 변형으로 기준을 초과하는 응력이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하 기 

때문에 변형높이를 3.0 mm로 변경하여 응력한도를 넘지 않도록 재설계

하 다.  이를 반 하여 초기 누름스프링 도면을 개정하 으며  그림 

3.7-10는 재설계된 누름스프링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다. 지지원통쉘 응력해석

    SMART 지지원통쉘의 구조적 건전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지지원통쉘에

서 예상되는 가장 취약지점을 선정하고 이 부분에 걸리는 응력을 계산하

다.  그리고 계산된 응력강도(stress intensity)가 참고문헌 6 및 참고

문헌 7의 기술기준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설계여유가 얼마나 되

는지를 평가하 다.  적용하중으로 냉각재로 인한 수력하중, 즉 랜덤난류

하중, 기계적인 정적하중, 펌프의 맥동하중과 지진하중인 OBE 및 SSE 하

중을 고려하 다.  격납건물과 A/E의 정보가 없고 수력하중이 아직 상세

히 평가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용 원전인 울진 3&4 하중의 50%를 취하여 

적용하중으로 설정하 다.  그림 3.7-11에는 예상 취약지점 즉 응력을 계

산한 지점이 나타나 있다.  응력계산 결과, 취약예상지점의 최저설계여유

도는 7.4%로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 다.  표 3.7-4에는 

각 지점의 계산된 응력과 설계여유도가 나타나 있다. 



- 113 -

표 3.7-1  핵연료 정렬판의 응력평가 및 설계여유도

Stress 

Category

Stress Limit

(Primary 

Stress)

Allowable 

Stress

Allowable 

Stress Value

Calculated 

Stress

Design 

Margin

Level A+B

(Check #1)

Pm Sm 121.3 MPa 11.8 MPa 83.8%

Pm + Pb 1.5 Sm 182.0 MPa 13.1 MPa 88.0%

Level A+B

(Check #2)

Pm Sm 121.3 MPa 63.4 MPa 47.9%

Pm + Pb 1.5 Sm 182.0 MPa 63.4 MPa 65.3%

Level A+B

(Check #3)

Pm Sm 298.5 MPa 29.6 MPa 67.0%

Pm + Pb 1.5 Sm 447.8 MPa 29.6 MPa 78.0%

Level D

(Check #1)

Pm 0.67 Su 319.2 MPa 12.0 MPa 93.7%

Pm + Pb 0.9 Su 428.8 MPa 13.6 MPa 94.7%

Level D

(Check #2)

Pm 0.67 Su 319.2 MPa 58.8 MPa 82.1%

Pm + Pb 0.9 Su 428.8 MPa 58.8 MPa 86.6%

Level D

(Check #3)

Pm 0.67 Su 600.5 MPa 30.1 MPa 83.3%

Pm + Pb 0.9 Su 806.7 MPa 30.1 MPa 87.6%

표 3.7-2  Hard Stop시 누름스프링의 응력평가 및 설계여유도

Cross Section
Maximum 

Bending Stress

Allowable Maximum 

Bending Stress

Design 

Margin (%)

Full Cross 

Section
333.0 MPa 343.4 MPa 3.0

Without Ledge 323.0 MPa 343.4 MPa 5.9

With Coolant 

Flow Groove
288.0 MPa 343.4 MPa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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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3  지진하중에 대한 누름스프링의 응력평가 및 설계여유도

Cross Section

Allowable 

Vertical Force
Seismic Load (N)

Design 

Margin (%)
Full Cross 

Section
1,963,240 N

OBE 74,172 96.2

SSE 158,234 91.9

Without Ledge 1,790,730 N
OBE 74,172 95.8
SSE 158,234 91.1

With Coolant 

Flow Groove
1,144,250 N

OBE 74,172 93.5

SSE 158,234 86.2

표 3.7-4  지지원통쉘의 응력평가 및 설계여유도

Stress 

Category

Stress Limit

(Primary 

Stress)

Allowable Stress
Calculated 

Stress

Design 

Margin

Level A+B

(Upper 

Shell)

Pm Sm 121.3 MPa 75.9 MPa 37.4%

Pm + Pb 1.5 Sm 182.0 MPa 75.9 MPa 58.3%

Level A+B

(Conical 

Shell)

Pm Sm 121.3 MPa 112.3 MPa 7.4%

Pm + Pb 1.5 Sm 182.0 MPa 112.3 MPa 38.3%

Level D

(Upper 

Shell)

Pm 0.67 Su 319.2 MPa 94.2 MPa 70.5%

Pm + Pb 0.9 Su 428.8 MPa 94.2 MPa 78.0%

Level D

(Conical 

Shell)

Pm 0.67 Su 319.2 MPa 132.9 MPa 58.4%

Pm + Pb 0.9 Su 428.8 MPa 132.9 MPa 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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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1  상부안내구조물 집합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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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2  상부안내구조물 상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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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3  제어봉보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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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4  지지원통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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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5  상부안내구조물 충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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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6  핵연료 정렬판

그림 3.7-7  누름 스프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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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8  핵연료 정렬판의 응력 Check Points



- 122 -

그림 3.7-9  재설계된 누름스프링의 단면 형상 (단위 :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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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10  누름스프링의 단면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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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11  지지원통쉘의 응력 Check Po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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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절  급수 및 증기 배관계통

1. 계통 설명

   원자로 압력용기 내부에 위치하는 증기발생기로 급수(feed-water)를 

공급하고 또한 증기발생기에서 생산되는 증기(steam)를 2차 계통으로 전

달하는 급수배관 및 증기배관은 8개 배관 그룹으로 구성된다.  각 배관그

룹은 원자로 압력용기 측면의 돌출된 노즐에서 연결되는 분지관 3개와 3

개의 분지관이 결합한 1개의 모관으로 구성되며 각 모관은 안전방호용기

(safeguard vessel) 벽을 관통하여 설치된다.  즉 각 배관그룹은 3개의 

분지관을 엘보우(elbow)와 크로스(cross)를 사용하여 굽히고 연결하여 하

나의 모관으로 합쳐서 구성되는 배관그룹이며 하나의 독립된 급수의 유동

경로를 구성한다.  예로서 1개의 급수배관 그룹은 원자로 압력용기 급수

노즐에 부착되어 원자로 중심에서 방사선 방향으로 배치되는 급수 분지관 

중에서 인접하는 3개의 분지관을 각각 굽히고 결합하여 1개의 모관으로 

합쳐지고 이 모관은 안전방호용기를 관통하여 2차 계통으로 연결되는 배

관군이다.  따라서 급수배관은 4개의 배관그룹을 형성하며 증기배관도 동

일한 방법으로 배치되어 4개의 배관그룹을 형성한다.  즉 급수 및 증기배

관은 압력용기 측면에 위치한 24개의 급수 및 증기노즐에서 방사선 방향

으로 연결되는 24개의 분지관이 8개의 모관과 결합하여 8개의 배관그룹을 

형성하고 안전방호용기 벽을 관통하여 설치되는 모관과 연결되어 각각 독

립된 유동경로를 형성하는 배관군을 구성하며 원자로 압력용기와 안전방

호용기 사이의 환형공간에 설치된다.

2. 급수 및 증기배관의 배치개념

   원자로 압력용기 측면에 형성된 12개의 급수노즐과 12개의 증기노즐에 

연결되는 급수배관 및 증기배관의 기본적인 배치개념은 그림 3.8-1과 같

이 인접하는 3개의 배관을 결합하여 하나의 독립된 배관군으로 구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각각 4개의 독립된 급수배관 그룹과 증기배

관 그룹을 형성시킴으로써 각 배관그룹은 각각 25%씩 원자로의 열 출력을 

분산하여 전달한다.  원자로 압력용기의 측면에 위치한 급수노즐에 용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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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급수배관을 통하여 증기발생기에 냉각수를 공급하는 급수 분지관은 원

자로 노심의 중심에서 방사선 방향으로 설치된 다음, 인접하는 3개의 급

수 분지관이 모여서 한개의 모관으로 연결된다.  인접하는 3개의 분지관 

중에서 중앙에 위치하는 분지관의 연장선 방향으로 모관을 배치하고 좌우

에 위치한 2개의 분지관은 엘보우(elbow)를 사용하여 모관 방향으로 90o 

굽힘 배치를 한 다음 크로스(cross)를 사용하여 3개의 분지관을 1개의 모

관에 결합한다.

   원자로 압력용기 측면에 형성된 급수 및 증기노즐은 그림 3.8-2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증기노즐 하부에 급수노즐이 위치하고 증기노즐과 급수

노즐이 위치하는 수평면 상에는 증기배관군과 동일한 형태로 급수배관군

이 배치된다.  급수배관은 증기배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배관의 직경이 

작으므로 증기노즐과 급수노즐의 사이의 수직공간이 좁을 경우 급수배관

을 아래로 굽혀서 배치할 수 있으나 급수노즐과 증기노즐 사이의 수직거

리가 757mm로써 두 배관의 설치공간이 충분하므로 급수배관과 증기배관을 

급수노즐과 증기노즐의 수평면 상에 배치하 다. 

   원자로 압력용기의 측면에 위치한 12개의 급수노즐에 용접으로 연결되

는 급수 분지관은 원자로 중심에서 방사선 방향으로 노즐에서부터 925mm 

직관으로 배치한 다음 인접하는 3개의 분지관 중에서 양쪽 측면에 위치한 

2개의 분지관을  중앙에 위치한 분지관 방향으로 엘보우를 사용하여 90
o
 

굽혀서 배치시키고, 중앙에 위치한 분지관 끝에서 크로스를 부착하여 모

관과 인접하는 분지관을 결합하 다.  크로스 양쪽 측면에 부착되는 분지

관은 크로스의 접합면과 수직으로 배치되어야 하므로 이를 위하여 엘보우

에서 연결되는 분지관의 연장선과 크로스에서 연결되는 분지관의 연장선

이 교차하는 부분은 반경 1500mm로 굽힘 배치하 으며 급수배관의 평면배

치도는 그림 3.8-3과 같다.  

   증기배관의 배치개념도 급수배관의 배치개념과 동일하며 12개의 증기

노즐에 용접으로 연결되는 증기 분지관은 원자로 노심의 중심에서 방사선 

방향으로 노즐에서 1175mm 직관으로 배치하고, 양쪽 측면에 위치한 2개의 

분지관을 중앙에 위치한 분지관 방향으로 엘보우를 사용하여 90
o
 굽힘 배

치하 다.  중앙에 위치한 분지관 끝에는 크로스를 부착하여 모관과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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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고 양쪽에 측면에서 부착되는 분지관을 크로스 측면에 수직으로 접합

하도록 하기 위하여 크로스의 접합면의 연장선과 엘보우의 연장선이 교차

하는 부분을 반경 1500mm로 굽혀서 배치하 으며 증기배관의 평면배치도

는 그림 3.8-4와 같다.

3. 배관의 설계요건

   원자로 압력용기에 측면에 형성된 급수노즐과 증기노즐에 부착된 급수

배관과 증기배관은 1차 냉각재의 압력경계 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Nuclear Safety Class II[3]로 분류하 다.  따라서 ASME Section III, 

NC3600[35] 배관설계 기준에 따라 내압이 작용하는 배관의 설계요건 ASME 

Section III, NC3640[35]을 적용하여 배관의 규격을 선정하 고 ASME 

Section III, NC3132[35]에 수록된 표준에 따라 제작된 플랜지형 엘보우

를 적용하여 배관의 연결부를 결정하 다.  ASME Section III, NC-3612.1 

및 Table NC-3132-1[35]에 따라 설계조건에 적합한 압력-온도 등급을 해

당하는 플랜지 형태의 이음을 선정하 다.  SMART에서 급수 및 증기배관

에 적용된 설계요건 및 운전요건은 다음과 같다.

가. 설계요건

    - 설계온도 : 350
o
C(662

o
F)

    - 설계압력 : 17MPa(2465psi)

나. 운전요건

    - 급수온도 : 180oC(356oF)

    - 급수압력 : 5.2MPa(754psi)

    - 급수 도 : 1000kg/m
3
(0.036psi =

 
0.093×10

-3 
lb-sec

2
/in

4
)

    - 증기온도 : 274
o
C(525

o
F)

    - 증기압력 : 3.0MPa(435psi)

    - 증기 도 : 14.73kg/m
3
(0.523×10

-3
psi =

 
0.135×10

-5 
lb-sec

2
/in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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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배관의 규격선정

   SMART의 급수 및 증기배관에서는 증기발생기 노즐에 급수 및 증기배관

이 용접되므로 배관의 재질은 노즐의 재질과 동일한 SA312 TP321 

(18Cr-10Ni-Ti) 스텐레스를 선정하 다.  배관의 설계요건 온도 350
o
C,  

내부압력이 17MPa 작용하는 배관의 규격은 ASME Section III, NC3640[35]

의 내압이 작용하는 배관에 대한 설계규정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

하 다. 

   - 급수 분지관 : 직경 ∅3inch, schedule 160

   - 급수 모관 : 직경 ∅6 inch, schedule 160

   - 증기 분지관 : 직경 ∅6inch, Schedule 160

   - 증기 모관 : 직경 ∅10inch, Schedule 140

5. 배관의 이음

   ASME ANSI B16.5 Appendix D를 적용하여 급수 및 증기배관에 적합한 

압력-온도 등급을 계산하고 ASME ANSI B16.5 Table D1의 압력-온도 등급 

1500에 적합한 플랜지 형태의 이음을 선정하 다.  압력-온도 등급 1500

의 이음에 적용할 수 있는 최대 압력은 650oF에서 2940psi(20.3MPa), 

700
oF에서 2840psi(19.6MPa)이다.

6. 급수 및 증기배관의 통특성 해석 및 건전성 평가

   SMART에서 4개의 급수배관 그룹과 4개의 증기배관 그룹은 원자로 압력

용기 내부에 위치하는 증기발생기에 냉각수를 공급하고 증기를 추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각 배관그룹은 독립된 유동경로를 가지며 3개의 분지관

과 1개의 모관으로 구성된다.  원자로 압력용기 측면에 형성된 24개의 노

즐에서 각 노즐에서 방사선 방향으로 연결되는 분지관에서 인접하는 3개

의 분지관이 가운데 위치하는 분지관 쪽으로 굽혀지고 합쳐져서 안전방호

용기를 관통하는 1개의 모관으로 연결되고 이것은 한 개의 독립된 배관 

그룹을 형성한다.  급수배관과 증기배관은 1차계통의 압력경계를 형성하

지 않으므로 ASME Nuclear Safety Class 2로 분류하 다.  ASME Section 

III NC3600 배관설계 기준에 따라 내압이 작용하는 배관에서 운전하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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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에 대하여 급작판단 방지를 위한 배관의 규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ASME Section III, NC-3641의 요건을 적용하여 직관에 대한 배관의 두께

를 결정한 다음의 설계요건을 적용하여 배관의 두께를 선정하 다.  직관

에 대한 두께를 결정하고 굽힘에 의한 향을 적용하기 위하여 ASME 

Table NC-3642.1(c)-1 요건을 적용하 다.   배관의 플랜지 이음에 대해

서는 ASME Section III, NC-3612.1에 정한 바와 같이 ASME Section III, 

Table NC-3132-1에 적합한 규격제품을 적용하기 위하여 ASME/ANSI B16.5 

Appendix D를 적용하여 급수 및 증기배관에 적합한 압력-온도 등급 적용

하 다.  배관계통에 대하여 해석을 통하여 설계의 건전성을 입증하기 위

하여 ASME Section III, NC3650의 설계기준을 적용하 다.  유한요소 해

석을 통한 배관의 건전성을 각 운전조건에 따른 하중을 적용하여 ANSYS 

유한요소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수행하 다.  해석은 각 운전조건에 대한 

압력, 온도 및 자중을 적용한 정적해석 수행 및 multi-point seismic 

response spectrum을 적용한 내진해석을 수행하고 그 해석 결과에 대하여 

배관계통에 대한 구조적 건전성을 평가하 다.

가. 배관의 규격 선정

(1) 설계 및 운전요건

    급수배관 및 증기배관의 설계요건, 배관직경 및 운전요건은 다음과 

같다.

    - 설계 압력, 온도 : 17MPa, 350oC

    - 급수배관의 분지관의 직경 : ∅3inch (76.2mm)

    - 급수배관의 모관의 직경 : ∅6inch (152.4mm)

    - 증기배관의 분지관의 직경 : ∅6inch (152.4mm)

    - 증기배관의 모관의 직경 : ∅10inch (125.4mm)

    - 급수계통의 압력, 온도 및 도 : 5.2MPa, 180oC, 1000kg/m3

    - 증기계통의 압력, 온도 및 도 : 3.0MPa, 274oC, 14.73kg/m3

(2) 배관의 재질 및 두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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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수 및 증기배관에서는 증기발생기 노즐의 재질과 동일한 SA312 

TP321 스텐레스 배관의 재질로 사용하 다.  급수배관의 설계요건인 온도 

350
o
C,  내부압력이 17MPa 작용하는 배관의 최소 두께는 ASME Section 

III, NC-3641 및 Table NC-3642.1(c)-1[35]에서 내압이 작용하는 배관의 

설계요건 과 곡률반경 3Do 에 대한 곡관의 설계요건에서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하 다. 

    - 급수 분지관 (∅3inch)

      Do=3.5in(88.9mm)

      t m=
17×88.9

2×(110.3+17×0.4)
= 6.45mm

      Mininum thickness for  3Do bending radius=1.25t m=8.07mm(0.32 in)

    - 급수 모관 (∅6inch)

      Do=6in(168.3mm)

      t m=
17×168.3

2×(110.3+17×0.4)
= 12.22mm

      Mininum thickness for  3Do bending radius=1.25t m=15.27mm(0.6 in)

    - 증기 분지관 (∅6inch)

      Do=6in(168.3mm)

      t m=
17×168.3

2×(110.3+17×0.4)
= 12.22mm

      Mininum thickness for  3Do bending radius=1.25t m=15.27mm(0.6 in)

    - 증기 모관 (∅10inch)

      Do=10in(273.1mm)

      t m=
17×273.1

2×(110.3+17×0.4)
= 19.824mm

      Mininum thickness for  3Do bending radius=1.25t m=24.78mm(0.98 in)

    위에서 계산된 배관의 두께를 적용하여 선정된 급수 및 증기배관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 급수배관의 분지관 및 모관 : ∅3inch, schedule 160

    - 급수배관의 모관 : ∅6inch, schedule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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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기배관의 분지관 : 6inch, Schedule 160

    - 증기배관의 모관 : 10inch, Schedule 140

(3) 배관의 플랜지 및 플랜지 이음

    급수 및 증기배관의 설계 압력 및 온도에 적합한 각종 플랜지 형태의 

이음을 사용하기 위하여 ASME Section III, Table NC-3132-1[35]에 적합

한 규격제품을 적용하기 위하여 ASME/ANSI B16.5 Appendix D를 적용하여 

급수 및 증기배관의 압력-온도 등급을 다음과 같이 계산하 다.

    - PT= P r 
S 1
8750

      

PT= rated working pressure for the specified material at temperature T

      P r= pressure rating class indix

      S 1=  selected stress for the specified material at temperature T

      PT= 17MPa (2465psi), S 1 = 16,000psi for 662
oF

      P r= PT×
8750
S 1

= 1348≅1500

    따라서 ASME/ANSI B16.5 Table D1을 압력-온도 등급 1500에 적합한 

플랜지 형태의 이음을 사용하여 급수 및 증기배관을 배치하며, 경우 이음

에 작용할 수 있는 최대 압력으로 650oF에서 2940psi(20.3MPa), 700oF에서 

2840psi(19.6MPa)이 가능하다. 

나. 급수 및 증기배관 계통의 모드 해석

    증기발생기의 급수 및 증기노즐에 연결되는 급수배관과 증기배관에서 

안전방호용기 내부에 배치되는 배관들에 대하여 유한요소해석 코드 ANSYS

를 이용하여 모드해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검토하 다.  급수 및 증기

배관은 각각 90o 간격으로 동일하게 배치되는 4개의 배관군으로 구성되므

로 원자로집합체의 평면배치에서 1/4분 평면(0
o
~90

o
 평면)상에 위치하는 

급수배관군 1개와 증기배관군 1개를 모델로 작성하고 이에 대하여 해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검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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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드 해석 모델

    1/4분면 평면에 배치되는 급수 및 증기배관 배치 형상은 그림 3.8-5

와 같다.  그림 3.8-5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원자로 중심에서 방사형으로 

급수 및 증기노즐에서 연장되어 설치되는 분지관은 엘보와 크로스 이음으

로 연결되고, 엘보와 크로스 이음 사이에 2개의 배관은 곡률반경 1500mm

로 굽혀서 연결된다. 각각의 노즐에서 연장된 3개의 분지관은 크로스에서 

합쳐지며 다시 크로스에서는 다시 모관이 연결되고 이 모관은 안전방호용

기를 관통하여 격납건물로 연장되어진다.  그림 3.8-5의 급수배관 배치에

서 1번 절점에 위치한 노즐에서 연결되는 직경 3in, schedule 160인 배관

은 2번 절점에서 엘보 이음으로 연결되고, 3번 절점을 지나면서 곡률반경 

1500mm(4ft-11.05in)로 굽혀진 다음 4번 절점에서 크로스 이음에 연결된

다. 5번 절점에 위치한 노즐에서 연결된 직경 3in, schedule 160인 배관

은 4번 절점에서 크로스 이음에 연결되며, 13번 절점에 위치한 노즐에서 

연결된 직경 3in, schedule 160인 배관은 11번 절점을 지나면서 곡률반경 

1500mm (4ft-11.05in)로 굽혀진 다음 10번 절점에서 크로스 이음에 연결

된다.  3개의 분지관이 크로스에 결합되는 절점 10에서 모관이 연결되고 

이 모관은 6번 절점을 지나서 안전방호용기 외부로 연결된다.

    4번 및 10번 절점은 동일 위치에 존재하며 ANSYS에서는 배관의 크로

스 요소가 없기 때문에 직접 모델로 작성할 수 없다. 따라서 먼저 1번과 

5번 절점에서 시작하여 4번 절점에서 합쳐지는 2개의 배관과 4번 절점과 

6번 절점을 연결하는 직경 6in, schedule 160인 배관을 티(Tee) 요소를 

사용하여 먼저 3개의 배관을 접합한 다음, 10번 절점에서 시작하여 11번 

절점, 12번 절점, 13번 절점으로 연결되는 직경 3in, schedule 160인 배

관을 독립적인 배치로 모델을 작성한 다음, 10번 절점의 모든 자유도를 4

번 절점의 자유도에 연성되도록 하 다.

    실제 배관을 설치할 경우에 각 배관의 내진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4번 절점에는 수직방향으로 스프링을 부착하여 배관의 수직방향의 과도한 

움직임을 방지하며, 6번 절점에서는 배관의 열팽창을 흡수하고 안전방호

용기와의 봉성을 유지할 수 있는 슬리브(sleeve) 이음 및 O형 봉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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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하는 개념을 적용한다.  원자로 압력용기와 안전방호용기 사이에 형

성되는 좁은 공간에서는 배관의 열팽창에 의한 응력을 흡수하도록 배관을 

굽혀서 배치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 따라서 안전방호용기 외부에서 

4번 절점과 6번 절점의 연장선인 모관을 90
o
로 굽힘 배치하여 배관의 열

팽창에 의한 열응력을 흡수하는 개념을 적용한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

여 6번 절점의 연장선에 배치되는 배관의 90
o
 굽힘배치에 의한 수평방향

의 탄성특성을 6번 절점에 작용하는 스프링 요소로 모사하 다.

    증기배관의 배치개념은 급수배관과 동일하며, 모델 작성방법 또한 위

에서 기술한 급수배관의 모델 작성방법과 동일하다. 증기배관에서는 1∼4

번 절점, 5~4번 절점 그리고 10~13번 절점으로 연결되는 분지관은 직경 

6in, schedule 160 배관이며, 또한 4~6번 절점으로 연결되는 모관은 직경 

10in, schedule 140 배관이다. 4번 절점에 부착될 수직방향 스프링 및 6

번 절점에서 배관의 연장선 방향으로 굽힘 배치되는 모관의 스프링 특성

값은 임의적으로 스프링 상수와 스프링 길이로서 각각 k=3000lb/in, 5in

를 적용 다.

(2) 모드 해석 결과

    급수 및 증기 배관에 대하여 ANSYS를 이용하여 모드해석을 수행한 결

과, 급수배관은 3차(51.97Hz), 6차(91.95Hz), 7차(95.38Hz) 모드에서는 

수평방향으로 진동거동이 강한 응답특성을 나타내며, 또한 2차(42.63Hz), 

4차(68.08Hz), 8차(139.29Hz) 모드에서는 수직방향으로 진동거동이 강한 

응답특성이 나타났다.  증기배관에서는 3차(90.29Hz), 5차(143.73Hz), 6

차(148.15Hz) 모드에서는 수평방향으로 진동거동이 강한 응답특성이 나타

났으며, 또한 2차(64.78Hz), 4차(119.21Hz), 8차(227.47Hz) 모드에서는 

수직방향으로 진동거동이 강한 응답특성을 나타내었다. 급수 및 증기배관

에 대한 주요 모드 형상은 그림 3.8-6 및 그림 3.8-7과 같다.

다. 급수 및 증기배관의 구조적 건전성 평가

    원자로 압력용기 측면에 형성된 급수 및 증기 노즐에서부터 안전방호

용기 벽을 관통하는 공간에 설치되는 급수배관과 증기배관에 대하여 AS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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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III NC3600[35]의 설계기준을 적용하고 각각의 운전조건에 따른 

하중을 적용하여 응력해석을 수행하 다. 배관계통에 대한 응력해석은 

ANSYS 유한요소 프로그램을 사용하 으며, 각 운전조건에 대한 압력, 온

도 및 자중을 적용한 정적해석 수행 및 multi-point seismic response 

spectrum을 적용한 내진해석을 수행하고 그 해석 결과에 대하여 배관계통

에 대한 구조적 건전성을 검토하 다.

(1) 배관계통의 해석기준

    배관계통에 대하여 해석을 통하여 설계의 건전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ASME Section III, NC3650[35]의 설계기준을 적용하 다.  설계조건 및 A

급 운전하중에 해당하는 압력, 자중 및 지속되는 기계적 하중은 다음 식

의 설계요건을 적용하 다.

    - S SL=B 1
PDo
2t n

+B 2
MA
Z
≤1.5S h

      B 1, B 2 :  [ASME Fig. NC3673.2(b)-1] 

      MA :    (ASME NC-3653.3)

      Sh :   , 

      t n :   , Z :  

    간헐적으로 작용하는 압력, 무게, 기타 지지하중 그리고 지진을 포함

한 불규칙 하중은 다음 식의 설계요건을 적용하 다.

    - SOL=B 1
P maxDo
2t n

+B 2
MA+MB
Z

≤S *

      P max  :  

      MB :         

      SOL의 한계 S
*와 허용 최대압력 Pmax는 다음 표 3.8-1과 같다.

(2) ANSYS를 이용한 배관계통 해석

    ANSYS 유한요소 프로그램을 배관해석에 적용할 경우 Safety Class 2

를 ASME Section III NC[35] code를 적용하거나 non nuclear class를 적

용한 ANSI B31.1 code를 직접 적용할 수 있다.  즉 배관의 특성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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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응력 계수가 프로그램 내부에서 계산되어 적용되어지며,  또한 각 배관

의 공칭 규격을 직접 ANSYS에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배관의 공칭 규격

을 직접 ANSYS에 적용할 경우 단위계를 inch단위를 사용하여야 한다.  따

라서 이 보고서에서는 배관 규격 및 ASME Section III NC 규정을 직접 적

용하기 위하여 단위계를 SI단위를 사용하지 않고 BIS단위를 사용하 다. 

    SMART에서 급수 및 증기배관 계통은 4개의 급수배관 그룹과 4개의 증

기배관 그룹으로 구성되며, 각 배관군은 90
o
 간격으로 동일한 배치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급수 배관과 증기배관은 배관의 규격, 길이, 배치평면 등

이 서로 다르지만 전체적인 평면배치형상 및 설치개념은 동일하게 설계되

어있다.  그림 3.8-5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압력용기 측면에 배치된 급수 

또는 증기노즐에 연결되는 3개의 분지관은 압력용기를 중심으로 방사선 

방향으로 배치되고, 양쪽 바깥에 위치하는 분지관은 엘보(elbow)를 사용

하여 가운데 분지관의 방향으로 굽혀져서 가운데 배관의 중간부분에 위치

하는 크로스(cross)에서 결합되고 3개의 결합된 분지관은 가운데 분지관

의 연장선 방향으로 배치되는 모관을 통하여 안전방호용기를 관통하도록 

배치된다. 각 배관군을 지지하는 주요 지지부는 크로스 이음이 위치하는 

지점에서 수직방향 지지스프링과 모관 종단부에서 모관의 연장선의 수평

방향 지지스프링으로 모델을 작성하 다. 

(3) 운전 하중

    원자력 기기 및 계통들의 각 service level에 대하여 각각 고유한 값

의 허용응력 한계치를 가지고 있으며 SMART 급수 및 증기배관에 대하여 

각 service level에서 작용하는 하중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 다.

    - service level A : normal operating loads 

      design pressure(Pa = 2465psi), temperature(662oF), 

      mechanical loads

    - service level B : upset level loads

      pressure(1.1Pa = 2713psi), temperature(662oF), 

      mechanical loads, OBE(1/2 SSE) seismic load(not include

      seismic anchor 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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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ervice level C :  all loads

      pressure(1.5Pa = 3698psi), temperature(662oF), 

      mechanical loads

    - service level D : emergency condition

      pressure(2.0Pa = 4930psi), temperature(662oF),

      mechanical loads, SSE seismic load(not include 

      seismic anchor motion)

(4) 정상상태 해석

    원자로를 설치하고 정상운전을 시작하여 노심의 온도가 상승하게되면 

압력용기는 열팽창을 하게됨에 따라 압력용기의 증기 및 급수 노즐에 부

착된 급수 및 증기배관은 압력용기의 열팽창에 의한 움직임이 발생하고 

이는 배관계통에 기계적인 하중으로 작용한다. 원자로 압력용기의 열팽창

에 의하여 기계적 하중으로 작용하는 급수 및 증기노즐 부분의 열팽창 변

위는 350oC(662oF)에서 탄소강의 열팽창계수 7.36×10-6 in/in/oF 을 적용

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하 다. 

    - 압력용기 지지점에서 급수노즐 까지의 길이 : 1300mm (51.18in)

    - 압력용기 지지점에서 증기노즐 까지의 길이 : 2057mm (80.98in)

    - 압력용기 중심에서 노즐까지의 반경 : 2927mm (115.24in)

    - 급수노즐의 수직방향 열팽창 변위

      △y= (7.36×10- 6)×( 1300
25.4

)×(330×
9
5
)= 0.23in

    - 증기노즐의 수직방향 열팽창 변위

      △y= (7.36×10- 6)×( 2057
25.4

)×(330×
9
5
)= 0.36in

    - 급수 및 증기노즐에서의 수평방향 열팽창 변위

      △r= (7.36×10- 6)×( 2927
25.4

)×(330×
9
5
)= 0.51in

(5) 지진응답 해석

    급수 및 증기배관 그룹에 대한 지진응답을 해석하기 위하여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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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의 주파수 응답 스펙트럼을 SSE 입력지진으로 작용시켰다.  압력용

기의 노즐에 위치하는 1, 5, 13번 절점에는 압력용기 상부의 주파수 응답 

스펙트럼을 작용시켰으며, 안전방호용기를 관통하는 지점에 위치하는 6번 

절점에는 지반의 주파수 응답 스펙트럼을 작용시켜서 multi-point 

seismic response spectrum 해석을 수행하 다.  OBE에 대한 해석은 별도

로 수행하지 않고 SSE 지진해석 결과로 주어지는 최대 응력의 1/2을 적용

하 다. 

(6) 배관계통의 구조적 건전성 평가

    급수 및 증기배관 계통의 각 하중조건에 대한 해석결과 배관에서 발

생하는 최대응력 및 허용 응력한계는 다음 표 3.8-2와 같으며, SMART의 

급수 및 증기배관에서 각 service level별로 급수 및 증기배관 계통에서 

발생하는 하중은 허용 응력한계의  30%~52%에 해당되므로 구조적으로 충

분히 건전하게 설계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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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1  운전조건에 대한 허용응력 및 최대압력

Service Condition S
*
 is the smaller of : Pmax

Level A 1.8 Sh 1.5 Sy Pa

Level B 1.8 Sh 1.5 Sy 1.1 Pa

Level C 2.25 Sh 1.8 Sy 1.5 Pa

Level D 3.0 Sh 2.0 Sy 2.0 Pa
  

Sh : , S y :  , Pa :  

표 3.8-2  증기 및 급수 배관의 최대응력 및 허용응력 한계

급수 배관 증기배관 허용 응력 한계

LEVEL A SL=8.39ksi SL=9.69ksi 1.5Sy=26.5ksi

LEVEL B

SOL=9.07ksi

SOBE=0.10ksi

ST=9.17ksi

SOL=10.80ksi

SOBE=0.03ksi

ST=10.83ksi

1.5Sy=26.5ksi

LEVEL C SOL=11.78ksi SOL=14.15ksi 1.8Sy=31.8ksi

LEVEL D

SOL=15.16ksi

SSSE=0.21ksi

ST=15.37ksi

SOL=18.33ksi

SSSE=0.06ksi

ST=18.39ksi

2.0Sy=35.4ksi

     *SOBE= 12 SSSE , ST= SOL+(SOBE or SS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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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1 급수 및 증기배관의 배치 개념.

그림 3.8-2 원자로집합체 측면에서 급수 및 증기노즐의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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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3 급수배관의 평면배치

그림 3.8-4 증기배관의 평면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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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5  급수배관 및 증기배관 배치 형상 및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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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6  급수 배관의 주요 진동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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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7  증기배관의 주요 진동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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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8  입력지진의 주파수 응답 스펙트럼



제 9 절 중앙덮개 열응력 해석

1. 개요

   SMART(System-integrated Modular Advanced ReacTor) 압력용기의 부품

중 중앙덮개는 그림 3.9-1, 3.9-2와 같이 원자로 압력용기의 덮개이며 동

시에 가압기덮개역할을 하며 이 부품은 내부에서 고온, 고압을 받고 있

다.  특히 계통구성을 위해  가압기와 질소가스 실린더를 연결하는 지관

이 설치되고 제어봉구동장치의 설치를 위한 노즐, 걸쇠의 랙-피니언 구동

장치의 지관, 가압기의 냉각관에 공급되는 냉각수의 지관, 수위계의 지

관, 저항온도계의 지관 그리고 노내계측기 설치를 위한 지관들이 중앙덮

개에 장착된다.  이로써 중앙덮개는 그림 3.9-3과 같이 많은 개구

(opening)가 있는 압력용기 구조물이 된다.  압력용기의 개구부는 그 형

상의 불연속으로 인하여 응력집중이 발생하며 용접부에서의 균열가능성등 

구조적 건전성에 많은 향을 끼치므로 세부적 해석이 필요하다.

   압력용기의 재질은 스테인레스강보다 강도가 큰 탄소강을 주로 사용하

고 부식을 방지하기위해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레스강으로 피복을 하지만 

SMART 압력용기 중앙덮개의 여러개구 즉, 수위측정관, 압력측정관, 온도

측정관, 질소가스관이 지나가는 구멍들은 지름이 작고 깊기 때문에 스테

인레스 강으로 피복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단조된 스테인레스강을 중앙

덮개의 재질로 사용한다면 기계가공한 자리에 스테인레스 피복을 하지않

아도 되므로 제작상 편리하며 제작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따라서 재질

이 스테인레스강이고 많은 구멍을 가진 중앙덮개가 설계압력 17 MPa과 주

위온도의 열하중에 견딜 수 있는지 여부를 IDEAS 코드 [17]와 ANSYS 코드  

[18]로 해석하고 응력강도값들이 ASME 코드 [4]의 설계조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절에서는 중앙덮개를 전형적인 Axisymmetric Solid 요소를 사용하

여 2차원 축대칭으로 IDEAS 코드로 모델링한 후, ANSYS 코드로 해석하

다.  해석결과가  정상조건(Level A)에서 ASME 코드를 만족하는지 여부를 

따져 스테인레스강 중앙덮개의 구조 건전성을 평가하 다.



2. 2차원 축대칭모델로 해석

가. 중앙덮개의 형상 및 칫수

    현재 해석하고자 하는 중앙덮개의 형상 및 칫수는 그림 3.9-3과 같이 

지름 2210  mm, 최소 두께 353 mm이고 덮개 아랫부분이 타원형의 곡률을 

가졌다.

나. 설계한계

(1) 설계조건(Design Condition)

    1차 응력강도만 고려하며 다음을 만족해야한다(ASME Section III 

NB3221) [4].

Pm  <   Sm

PL  <  1.5 Sm

PL+Pb   <  1.5 Sm

여기서, Pm은 일반 막응력

        PL은 국부 막응력 

        Pb는 굽힘 응력

(2) 정상조건(Level A Condition)

     1차 응력강도 및 2차 응력강도를 고려하며 다음을 만족해야한다

(ASME Section III NB3222) [4].

PL+Pb+Pe+Q  <   3Sm  

여기서, PL은 국부 막응력 

        Pb는 굽힘 응력



        Pe는 이차 응력중 Expansion Stress

        Q는 이차 응력중 Membrane plus Bending Stress

(3) 설계하중

  - 설계압력 : 17 MPa

  - 설계온도   

    . 중앙덮개 상부온도 : 70 ℃

    . 중앙덮개 하부온도 : 120 ℃

    . 중앙덮개 측면온도(환형덮개와 접하는 부위) : 300 ℃

다. 중앙덮개의 재료성질

(1) 열전도도

    스텐레스 스틸(SA 240)의 열전도도 : k=17,000 W/(mm.K)

(2) 대류계수 

    대기압(101325 N/m 2)이고 40 ℃ 공기가 길이 2210 mm 위를 속도 2 

m/s로 흐를 때 중앙덮개의 표면온도를 70 ℃로 유지하기 위한 대류계수 

계산은 다음과 같다.

    313 K(40 ℃), 1 atm에서 

    ν = 15.89×10-6 m
2
/s, k = 26.3×10

-3
 W/m.K, Pr = 0.707

이다.

     먼저 h를 계산하기 위하여 Reynolds 수를 결정한다.

     Re = 
uL
ν 
= 

2×2.21

15.89×10-6
 = 2.78×105

     임계 레이놀드수는 5×10
5이므로 상기흐름은 층류이다.



     Nυ = 0.664Re
1
2
Pr

1
3  = 311.887

     ∴ h = 
Nυ.k
L 

= 3.712 W /m 2.K

(3) 재료의 성질

    중앙덮개의 재료로 다음 3종류를 고려할 수 있으나 이 보고서에서는 

SA 240 Type 321를 사용하 다 [23][24][25][26].

    

오스테나이트 스텐레스강 탄소강
SA 240

Type 321

SA 336

Class F321

SA 508

Class 4
Ultimate Tensile 

Strength

(MPa)

517 483 621

Yield Strength

(MPa)
205 207 483

Modulus of Elasticity

(MPa) at 350 ℃
173,103 173,103 183,448

Poisson's Ratio
0.27 0.27 0.3

Strength Intensity= Sm 

(MPa)

 at 150 ℃

 at 350 ℃

138

110

138

110

206

198

라. 해석모델

(1) 2차원 축대칭모델

    중앙덮개를 응력해석하기 위해 유한요소해석 모듈을 갖춘 IDEAS 코드

를 사용하여 모델링한 후, 그 모델을 ANSYS 입력자료로 변환하여 ANSYS 



코드로 응력해석하 다. 중앙덮개는 축대칭이므로 2차원 axisymmetric 모

델를 이용하 다. 그림 3.9-4는 ANSYS 코드로 모델링한 2차원 

axisymmetric 모델을 보여준다. 경계조건은 중앙덮개에 걸쇠가 물리는 절

점의 y, z 방향을구속하고 torus ring이 용접되는 절점에 x, y 방향으로 

변위를 허용하고 z 방향의 변위만 구속하 다.

(2) 등가 탄성계수 계산

    참고문헌 11의 A-8132.4 (15)식에 의해서 다공판을 구멍이 없는 등가 

탄성평판으로 변환할 수 있다.

실제 중앙덮개에 지름 135 mm의 구멍이 49개 있어나 ASME 코드의 공식을 

적용하기 위해 지름 135 mm의 구멍이 49개, 구멍배열은 삼각형 배열로 가

정한다.

    η =  h
P
 =  

h+(2Et/E)t t
P

 =  0.586

여기서, h 는 ligament의 폭

        P 는 hole 사이의 pitch

        E 는 평판의 탄성계수

        Et 는 hole에 삽입되는 튜브의 탄성계수

         t t 는 튜브의 두께이다.

참고문헌 11의 그림 A.8131-1에서

     E
*
 = 0.62E = 108179MPa, 

      ν
* = 0.29

마. ANSYS 코드의 해석결과

(1) 중앙덮개의 열전달 해석

    열응력해석을 위해서 먼저 중앙덮개의 열전달 해석이 먼저 수행되었

다. 중앙덮개 상부온도는 70 ℃, 하부온도는 120 ℃, 측면온도(환형덮개



와 접하는 부위)는 300 ℃이며 ANSYS 코드로 해석한 결과는 그림 3.9-5와 

같다.

(2) 모델의 선형해석 결과

    그림 3.9-6과 같이 해석모델에 내부압력 17 MPa과 열하중을 적용하여 

해석하고 응력결과값을 네부분으로 나누어 중앙덮개 두께방향으로 선형화

하여 total stress를 구하 다. 즉, cut 1에서 cut 4까지 각각 응력을 선

형화하여 구하 다. 그림 3.9-7은 해석결과의 응력강도 분포를 보여준다. 

해석결과 요약은 표 3.9-1과 같다. cut 4에서 최고 응력강도 값인 239.7 

MPa이 나타났으며 이것은 중앙덮개의 재질인 SA240의 허용응력강도값 3Sm 

=330 MPa 아래에 있으므로 스텐레스 중앙덮개는 주어진 압력과 선정된 온

도조건에서 건전하다고 말할 수 있다.

3. 결론

    SMART 중앙덮개를 전형적인 Axisymmetric Solid 요소를 사용하여 2차

원 축대칭으로 IDEAS 코드로 모델링한 후, ANSYS 코드로 해석하 다. 해

석결과의 최고 응력강도 값이 중앙덮개의 재질인 SA240의 허용응력강도값 

3Sm =330 MPa 아래에 있으므로 스텐레스 중앙덮개는 주어진 압력과 선정

된 온도조건에서 건전하다고 말할 수 있다.



표 3.9-1 ANSYS 모델 해석결과

       

ANSYS OUTPUT TOTAL STRESS (Mpa)   

3 Sm =330 MPa (350℃ )

cut 1 76.95

cut 2 107.9

cut 3 138.2

cut 4 239.7



       

그림 3.9-1 SMART 압력용기

   



       

1.중앙덮개  2.제어봉집합체 연장봉안내관 3.가압기용기 4.가압기 내벽 

5.중간지지판  6.가압기용기하부판  7.가압기 일차 림관 8.가압기 이차

림관  9.가압기 냉각관  10.가압기 습식단열재 

그림 3.9-2 가압기 집합체



          

그림 3.9-3 중앙덮개의 형상

          

               

                     그림 3.9-4 이차원 axisymmetric 모델



           

그림 3.9-5 중앙덮개의 열전달해석

    

       

           

그림 3.9-6 ANSYS 유한요소 모델의 선형화 단면

  



   

            

그림 3.9-7 해석결과인 응력강도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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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절  하단차폐판의 동적거동 해석 

    본 절에서는 SMART 하단차폐판 집합체(그림 3.10-1)가 공기중에 

있을 경우와 냉각재와 접하는 경우에 상용 컴퓨더 프로그램인 ANSYS 를 

이용하여 모드해석을 수행하고 고유진동수들과 이에 해당되는 모드형상을 

얻었다.  공기중 하단차폐판 집합체의 고유진동수가 유체와 접하는 경우

에 냉각재의 부가질량 효과(added mass effect)로 얼마나 감소하는지를 

평가하였다.  이 모델은 원자로의 정상운전시 일차냉각재 펌프에 의한 동

적 맥동하중 (pump pulsation loads), 냉각재의 유동에 의한 난류 랜덤하

중 (random turbulence loads), 지진하중 (seismic loads), 배관파단 하

중의 응답을 구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1. 유한요소 해석상 가정 

   냉각재와 접하고 있는 하단차폐판 집합체의 고유진동 해석에 사용된 

가정은 다음과 같다. 

 

가. 재료의 거동은 선형탄성으로 가정하고 물성치는 상온에서의 값을 사

용한다. 

나. 상판의 경계조건은 판의 가장자리를 고정단으로 가정하고 나머지 판

들은 자유단으로 가정한다. 

다. 차폐판들의 중간 지지 볼트들의 질량과 강성은 무시한다. 

라. 차폐판 사이에 끼워진 간극끼움쇠(gap holder)의 질량과 강성은 무시

한다. 

마. 유체의 경계면은 위쪽으로는 유동분배판, 측면으로는 유동거름판, 아

래쪽으로는 원자로압력용기로 가정하며 이 경계면을 통과하는 냉각재

의 유동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바. 공기중에서 하단차폐판 집합체의 고유진동수는 냉각재 질량을 영으로 

놓고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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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한요소 해석모델 

   SMART 하단차폐판 집합체의 고유진동해석을 위하여 ANSYS 5.6 을 

이용하여 그림 3.10-2 와 그림 3.10-3 에서 보는 바와 같이 3 차원 모델

을 작성하였다.  그림 3.10-2 와 그림 3.10-3 은 하단차폐판 집합체 자

체와 하단차폐판에 인접하고 압력용기와 유동분배판으로 둘러 싸인 냉각

재 요소들을 각각 보여주고 있다.  유체 영역은 각 절점에서 3 개의 자유

도를 갖는 8 절점 3 차원 내부유체요소 (FLUID80)를 사용하여 체눈

(mesh)으로 나누었으며 하단차폐판들과 이를 연결하고 있는 핀은 각 절

점에서 3 개의 자유도를 갖는 8 절점 3 차원 구조고체요소 (SOLID45)를 

사용하여 체눈으로 나뉘었다.  전체 모델에서 유체영역은 30024 개의 요

소로 나뉘었고, 하단차폐판들과 핀은 16998 개의 요소로 나뉘었다.  특히 

유체요소 FLUID80 은 유체의 정적 압력을 계산하거나 유체-구조물 상호

작용에 적용하는데 매우 적합한 요소로 알려져 있다.  유체영역에서 하단

차폐판과 접하는 부분이 아닌 경계의 각 절점에서 변위와 회전을 영으로 

놓았다.  그리고 하단차폐판과 접하는 유체의 유속은 하단차폐판의 유속

과 같도록 하였다.  하단차폐판의 상판의 가장자리는 고정단으로 가정했

고, 나머지 차폐판들은 자유단으로 가정하였다.  표 3.10-1 에는 해석에 

사용된 물성치들이 기술되었다. 

 

3. 유한요소 해석방법 

   ANSYS 5.6 은 고유치 해석을 위하여 제공하고 있는 알고리즘으로는 

Reduced 방법, Subspace 방법 및 Block Lanczos 방법을 제공한다.  

Reduced 방법은 Guyan reduction 으로 먼저 방정식들의 계에서 MDOF 

(master degree of freedom)와 관련하여 자유도를 줄인다.  MDOF 의 

set 는 계에서 보고자 하는 고유진동수를 나타낸다.  이 기법에서는 해석 

대상의 계에서 위치에너지는 원래 계가 갖는 위치에너지와 동일하지만 운

동에너지는 어떤 의미에서 수정된다고 볼 수 있다.  낮은 고유진동수를 

갖는 운동에너지는 높은 고유진동수를 갖는 모드의 운동에너지보다도 

condensation 하는데 덜 민감하다.  일반적으로 MDOF 의 수는 관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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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드수의 2 배가 넘어야 한다. Block Lanczos 방법은 일반적으로 대형 대

칭 고유치 문제를 푸는데 적합한 방법이다.  Subspace 고유치 해석 방법

을 사용하여 본 문제에 적용할 수도 있으나 Block Lanczos 방법이 수렴

성에서 subspace 고유치 해석 방법보다 빠르기 때문에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Lanczos 방법은 Stum sequence check 을 사용하여 찾지 못하

는 고유진동수가 없이 모든 고유진동수를 찾아낼 수도 있다.  본 문제의 

해석에서는 대형 모델에 적합한 Block Lanczos 방법을 사용하였다. 

 

4. 해석 결과 

   하단차폐판 집합체에 냉각재가 채워 있는 경우와 공기중에 있는 경우

에 대하여 상용 유한요소 해석 프로그램인 ANSYS (release 5.6)를 이용

하여 고유진동 해석을 수행하였다.  각각의 진동모드에 해당되는 고유진

동수와 모드형상을 구한 후 저차 모드로부터 27 개의 진동모드 결과를 표 

3.10-2 과 표 3.10-3 에 각각 요약하였다.  공기중에서 하단차폐판 집합

체의 고유진동수는 일차 진동모드인 11.46 Hz 부터 27 번째 진동모드 

671.94 Hz 까지 요약하였고 냉각재와 접하는 하단집합체의 고유진동수는 

일차 모드 4.12 Hz 부터 27 번째 모드 442.46 Hz 까지 요약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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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1 하단차폐판 및 냉각재의 재료 및 물성치 

 

물성치 
 

물성 값 
재료 

질량 1000 kg/m3 

냉각재 
탄성계수 2.2 X 109 Pa 

 

물 

질량 7800 kg/m3 

탄성계수 1.72 X 1011 Pa 차폐판 

Poisson 비 0.3 

Stainless Steel 

SA240 304SS 

질량 7800 kg/m3 

탄성계수 1.72 X 1011 Pa 핀 

Poisson 비 0.3 

Stainless Steel 

SA240 304SS 

 

 

 

 

 

 

표 3.10-2 하단차폐판 집합체의 공기중 고유진동수 

(n = nodal diameter 수, m = nodal circle 수) 

주요 모드형상 
모드

수 

고유진동수 

(Hz) 상판 두번째 판 
세번째 판과 

하단판 

1 11.46 n = 1, m = 0 Tilting 움직임 없음 

2 31.88 n = 0, m = 1 n = 0, m = 0 움직임 없음 

3 44.93 움직임 없음 n = 2, m = 0 움직임 없음 

4 96.13 n = 1, m = 0 n = 1, m = 1 움직임 없음 

5 103.32 움직임 없음 n = 3, m = 0 움직임 없음 

6 168.35 n = 1, m = 0 n = 1, m = 1 움직임 없음 

7 176.53 n = 0, m = 0 n = 0, m = 1 움직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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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79.98 n = 0, m = 2 n = 4, m = 0 움직임 없음 

9 187.41 n = 1, m = 0 n = 1, m = 1 움직임 없음 

10 261.30 n = 2, m = 0 움직임 없음 움직임 없음 

11 274.17 불규칙  n = 5, m = 0 움직임 없음 

12 287.85 n = 1, m = 1 n = 1, m = 2 측방향 이동 

13 293.90 움직임 없음 n = 2, m = 1 움직임 없음 

14 380.84 n = 3, m = 0 움직임 없음 움직임 없음 

15 385.29 불규칙 n = 6, m = 0 움직임 없음 

16 438.62 움직임 없음 n = 3, m = 1 움직임 없음 

17 450.10 n = 0, m = 1 n = 0, m = 1 움직임 없음 

18 468.51 n = 1, m = 1 n = 1, m = 1 움직임 없음 

19 505.75 n = 0, m = 1 n = 0, m = 1 움직임 없음 

20 509.92 n = 1, m = 1 n = 1, m = 1 측방향 이동 

21 512.86 불규칙 n = 7, m = 0 움직임 없음 

22 517.84 n = 4, m = 0 움직임 없음 움직임 없음 

23 525.46 n = 1, m = 1 n = 1, m = 2 움직임 없음 

24 604.23 움직임 없음 n = 4, m = 1 움직임 없음 

25 628.19 n = 2, m = 1 움직임 없음 움직임 없음 

26 656.50 불규칙 n = 8, m = 0 움직임 없음 

27 671.94 n = 5, m = 0 불규칙 움직임 없음 

 

 

표 3.10-3 냉각재와 접하는 하단차폐판 집합체의 고유진동수 

(n = nodal diameter 수, m = nodal circle 수) 

주요 모드의 형상 모드

수 

고유 

진동수 

(Hz) 

상판 두번째 판 Phase 

mode  

1 4.12 n = 1, m = 0 tilting N/A 

2 8.09 n = 0, m = 2 n = 0, m = 1 N/A 

3 17.63 n = 2, m = 0 n = 2, m = 0 Out-of-phase 

4 47.66 n = 0, m = 2 n = 0, m = 1 Out-of-phase 

5 48.13 n = 3, m = 0 n = 3, m = 0 Out-of-phase 

6 58.02 n = 1, m = 0 n = 1, m = 0 Out-of-phase 

7 61.40 n = 0, m = 2 n = 0, m = 1 In-p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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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72.22 n = 1, m = 0 n = 1, m = 1 In-phase 

9 94.60 n = 3, m = 0 n = 3, m = 0 In-phase 

10 108.27 n = 1, m = 2 n = 1, m = 1 In-phase 

11 111.13 n = 2, m = 0 n = 2, m = 1 Out-of-Phase 

12 146.96 n = 2, m = 0 n = 2, m = 1 In-phase 

13 157.79 n = 5, m = 0 n = 5, m = 0 Out-of-phase 

14 185.04 n = 3, m = 0 n = 3, m = 1 Out-of-phase 

15 196.76 n = 0, m = 2 n = 0, m = 2 Out-of-phase 

16 220.70 n = 1, m = 2 n = 1, m = 2 Out-of-phase 

17 238.00 n = 6, m = 0 n = 6, m = 0 Out-of-phase 

18 243.14 n = 1, m = 2 n = 3, m = 1 In-phase 

19 263.49 n = 0, m = 2 n = 0, m = 2 In-phase 

20 278.16 n = 4, m = 0 n = 4, m = 1 Out-of-phase 

21 288.06 n = 1, m = 1 n = 1, m = 1 In-phase 

22 310.64 n = 1, m = 1 n = 1, m = 1 In-phase 

23 330.19 n = 2, m = 2 n = 2, m = 2 Out-of-phase 

24 335.25 n = 7, m = 0 n = 7, m = 0 Out-of-phase 

25 360.70 n = 4, m = 0 n = 4, m = 1 In-phase 

26 389.94 n = 5, m = 1 n = 5, m = 1 Out-of-phase 

27 442.46 n = 2, m = 1 n = 2, m = 1 In-p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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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1 하단차폐판의 기본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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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2 하단차폐판 집합체의 전체 유한요소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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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3 하단차폐판 집합체 자체의 유한요소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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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4 냉각재의 유한요소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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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5 공기중 하단차폐판의 1 차 모드형상 (11.46 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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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6 공기중 하단차폐판의 2 차 모드형상 (31.88 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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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7 공기중 하단차폐판의 3 차 모드형상 (44.93 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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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8 공기중 하단차폐판의 4 차 모드형상 (96.13 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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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9 공기중 하단차폐판의 5 차 모드형상 (103.32 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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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10 냉각재와 접하는 하단차폐판의 1 차 모드형상 (4.12 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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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11 냉각재와 접하는 하단차폐판의 2 차 모드형상 (8.09 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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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12 냉각재와 접하는 하단차폐판의 3 차 모드형상 (17.63 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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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13 냉각재와 접하는 하단차폐판의 4 차 모드형상 (47.66 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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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14 냉각재와 접하는 하단차폐판의 5 차 모드형상 (48.13 Hz) 

 

 



제 11 절  원자로 압력용기 가압열충격 해석 

1. 개 요

   새로운 원자로를 개발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원자로와 비교할 때 여러 

가지 새로운 개념이 적용되므로 개발초기 단계에서부터 구조해석 절차와 

방법론의 개발이 상당히 중요하다[36∼38].  특히 SMART 원자로 압력용기

는 방사선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는 방호용기 역할을 수행하며, 정상

운전과 사고시 발생하는 하중으로부터 노심과 각종 기기를 보호하며 내부

에 장치된 부품을 제자리에 위치시키고 지지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구조물로서, 엄격한 법규 및 기준에 따라 설계․제작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구조건전성 평가가 수행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규 중 10 

CFR 50.61[39]은 압력용기의 가압열충격(Pressurized Thermal Shock) 방

지 요건에 관한 규정이다.  비상 운전조건중 하나인 가압열충격은 내압이 

유지 또는 재상승하는 상태에서 심한 냉각이 발생하는 사고[40∼43]를 말

하며, 이는 대형 냉각재 상실사고시의 단순한 열충격문제와는 달리 다음

과 같은 가상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즉, 심한 냉각으로 인해 발생한 열

응력은 내압으로 인한 기계적 응력과 합해져서 용기벽 내부에 큰 인장응

력을 발생시키는 한편 냉각에 의해 용기벽의 온도가 기준무연성 천이온도

보다 낮아지게 되면 재료의 파괴인성치가 현저하게 감소한다.  이때 용기

내벽에 존재하는 균열은 인장응력상태로 인해 비연성 파괴거동을 나타낼 

수 있다.

   본 절에서는 법규와 기준에 따라 SMART 원자로집합체를 설계하기 위하

여 자체기술로 개발된 원자로집합체의 구조 건전성 해석절차를 활용하여 

SMART 원자로집합체의 일차압력경계를 형성하는 원자로용기, 환형덮개 및 

중앙덮개가 설계압력하중을 받을 때의 응력해석을 수행하고, 이를 기반으

로 가상 가압열충격을 받는 원자로 압력용기 내에 원주방향 관통균열을 

포함한 경우에 대해 파괴역학적 평가를 수행하 다. 우선 사고 transient

에 대하여 원자로 압력용기내의 압력과 주입되는 냉각재의 온도변화가 주

어지면 이들로부터 시간에 따른 압력용기에서의 온도와 응력분포를 구하

고 이를 기반으로 균열크기에 따라 응력확대계수 KI을 계산하 고, 이를 



ASME Code Section XI, Appendix A[44]에 따라 KIC를 구하여 균열성장거동

을 예측하 다.  또한 피복이 균열성장에 미치는 향을 평가하기 위한 

해석이 수행되었다.

2. 해석모델

가. 원자로용기의 응력해석 모델

    해석대상인 원자로용기 모델은 내경이 4100mm, 벽두께 256mm, 피복 

두께 8mm로, 원자로용기 집합체의 압력경계를 형성하는 용기, 환형덮개 

및 중앙덮개를 그림 3.11-1과 같이 노즐의 향을 무시하고 대칭조건을 

고려하여 용기모델을 단순화시켰다.  이때 사용된 요소는 8절점 축대칭요

소(8-node isoparametric axisymmetric element)이다.  원자로용기의 구

조건전성 평가에 사용된 용기의 모재와 피복부의 온도변화에 따른 재료물

성치는 각각 표 3.11-1, 2[11]와 같으며, 재료의 기계적 성질인 탄성계수

(E)는 온도증가에 따라 감소하게 되므로 정상운전시 노심의 출구온도인 

315℃를 택하여 보수적인 응력값을 얻도록 하 다.

나. 원자로용기의 파괴역학 해석모델

    원자로 압력용기의 가상 가압열충격에 따른 구조건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임의균열의 위치는 상부원통과 하부원통의 용접부로 설정하 다.  

균열의 형상은 원자로용기의 내벽에 용접부 전체에 걸쳐 원주방향 균열을 

포함하는 경우, 균열형상비 a/t=0.1, 0.175, 0.25에 대한 해석을 위해 용

기의 기하학적 형상과 하중조건의 대칭성을 고려하여 그림 3.11-2와 같은 

축대칭 유한요소해석모델을 구현하 다.  이때 사용된 요소는 8절점 축대

칭요소(8-node isoparametric axisymmetric element)이며, 균열선단에서

는 변형률 특이성이 고려된 특이요소를 사용하 다.

    내압이 원자로용기 내벽에 작용하게 되면 용기 끝단에는 내압으로 인

한 축방향 인장응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때 해당부위에 작용하게 되는 

축방향 인장응력은 압력용기의 응력해석으로부터 구한 축방향 응력분포를 

고려하여 해석에 사용하 다.  원자로용기의 가상 가압열충격해석을 위한 



하중조건인 압력, 냉각재의 온도 및 열전달계수는 참고문헌 45를 원용하

다.  균열면에서는 내압만을 법선방향으로 작용시켰으며, 물리적 특성

을 고려하여 온도변화와 열전달로 인한 열적하중은 무시하 고 외벽은 단

열된 상태로 가정하 다.

3. 해석결과 및 검토

가. 압력용기의 응력해석 결과 및 검토

    원자로의 일차압력경계인 압력용기의 건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응력해

석을 수행하 다.  그림 3.11-3은 설계내압 17MPa이 작용할 때의 변형을 

나타낸 것으로 최대 변형은 상․하부덮개의 중심부분에서 발생하 고, 최

대전단응력의 경우 지지스커드부위에서 발행하 으며 그 값은 134MPa이었

다.  또한 그림 3.11-1에서 설정한 각 단면에서의 막응력(membrane 

stress :Pm)과 최대수직응력(maximum normal stress :PL + Pb)은 ASME 

B&PV code section III의 허용응력강도와 비교하여 건전성을 확인하 다.  

이때 막응력은 단면전체의 응력분포로부터 계산하여 Sm의 기준을 적용하

고, 각 단면에서의 최대수직응력값은 1.5Sm의 기준을 적용하 으며, 그 

결과는 표 3.11-3과 같다.  해석결과 최대응력 발생부인 지지스커트를 제

외하고는 전체 단면에서 막응력과 최대수직응력이 허용치를 만족하 으

며, 그 여유도는 1.0∼11.7이었다.  용기연결부인 B-B위치에서의 최대수

직응력이 작은 것은 구조적 불연속으로 인한 향과 응력집중이 발생하

기 때문이다.   

나. 원자로용기의 파괴역학 해석결과 및 검토

    원자로용기의 파괴역학적 건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균열발생의 빈도가 

높고 사고발생시 균열진전으로 인한 파단 가능성이 가장 높은 용접부 내

벽에 원주방향 관통균열을 포함한 경우에 대하여 균열형상비 변화 및 피

복 유무에 따른 향을 평가하 다.  해석결과로부터 계산된 응력확대계

수 K는 균열선단 최심점에서의 값을 사용하 다.  그림 3.11-4는 압력용

기에 피복재가 포함되지 않은 균열형상비 a/t=0.1인 경우의 시간경과에 



따른 벽두께 방향의 온도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약 510초에서의 온도구

배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내벽과 외벽의 온

도차가 점점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압력용기 내에 피복재가 

포함되지 않은 균열형상비 a/t=0.1, 0.175, 0.25인 경우의 시간에 따른 

균열선단위치에서의 응력 및 온도이력을 계산하 으며, 균열형상비 

a/t=0.1인 경우의 응력 및 온도이력을 각각 그림 3.11-5와 6에 나타내었

다. 최대응력은 가압열충격이 가해진 후 약 1400∼2000초 사이에서 발생

하 으며, 균열형상비가 작을수록 원주방향응력과 축방향응력이 높게 나

타났다.  그러나 균열형상비에 따른 균열선단에서의 온도분포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그림 3.11-7은 압력용기 내에 피복재를 포함하지 않은 균열형상비 

a/t=0.1인 경우의 시간에 따른 응력확대계수를 나타낸 것이며, 그림 

3.11-8과 9는 각각 균열형상비 a/t=0.175, 0.25인 경우에 대해 도시한 것

이다.  균열형상비 a/t=0.25인 경우 a/t=0.1인 경우에 비해 최대 약 67% 

더 높은 응력확대계수 분포를 나타내어 균열형상비가 커짐에 따라 균열성

장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이때 최대 응력확대

계수는 가압열충격 발생 후 약 25분 뒤에 발생하 다.  또한 a/t=0.1, 

0.175, 0.25의 최대허용 RTNDT 값은 maximum criteria의 경우 각각 145, 

148, 150℃ 이었다.  압력용기 내에 피복재를 포함한 경우의 시간에 따른 

응력확대계수의 변화를 균열형상비 변화에 따라 각각 그림 3.11-10, 11에 

나타내었다.  비교결과 응력확대계수의 분포는 피복재가 없는 경우와 동

일한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최대 응력확대계수는 가압열충격 발생 후 약 

30분 뒤에 발생하 다.  피복재를 포함한 경우, a/t=0.1, 0.25에 대한 최

대허용 RTNDT 값은 maximum criteria의 경우 각각 150, 161℃ 이었으며, 

피복재가 없는 경우에 비해 다소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이는 피복재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가 더 보수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 결 론

   본 절에서는 자체기술로 개발된 원자로집합체의 구조 건전성 해석절차

를 활용하여 SMART 원자로집합체의 일차압력경계를 형성하는 원자로용기, 



환형덮개 및 중앙덮개에 대한 응력해석을 수행하 고, 이를 기반으로 가

상 가압열충격을 받는 원자로 압력용기 내에 원주방향 관통균열을 포함한 

경우에 대해 파괴역학적 평가를 수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압력용기에 설계압력이 작용한 경우의 응력해석 결과, 최대 변형은 

상․하부덮개의 중심부분에서 발생하 다.  또한 최대응력 발생부인 지지

스커트를 제외하고는 전체단면에서 막응력과 최대수직응력이 허용치를 만

족하여 구조적으로 건전함을 확인하 다.  둘째, 피복재가 없는 경우의 

각 시간에 따른 벽두께 방향의 온도분포는 약 510초에서 온도구배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내벽과 외벽의 온도차이가 

점점 줄어들었다.  셋째, 피복재가 없는 경우 균열형상비가 작을수록 원

주방향응력과 축방향응력이 높게 나타났었다.  넷째, 균열형상비가 커질

수록 높은 응력확대계수분포를 나타내었으며, 최대허용 RTNDT 값이 증가하

다.  다섯째, 피복재가 존재하는 경우의 최대허용 RTNDT 값이 피복재가 

없는 경우에 비하여 증가하여 피복재가 없는 경우에 더 보수적인 결과를 

얻게 되었다.



표 3.11-1 SMART 원자로용기의 모재에 대한 재료물성치

Temperature [℃] 21.1 37.8 93.3 148.9 204.4 260.0 315.6 371.1

Modulus of 

elasticity [GPa]
191.7 - 186.9 184.1 180.0 177.2 173.8 169.6

Poisson's ratio 0.3 0.3 0.3 0.3 0.3 0.3 0.3 0.3

Thermal conductivity 

[W/m℃]
40.8 41.1 41.6 41.3 40.8 40.0 38.8 37.5

Thermal diffusivity 

(X10-5)[m2/s]
1.17 1.15 1.10 1.05 0.99 0.93 0.88 0.82

Thermal expansion 

coeff. 

(X10-6)[1/℃]

11.54 11.75 12.47 13.11 13.79 14.45 15.03 15.55

표 3.11-2 SMART 원자로용기의 피복재에 대한 재료물성치

Temperature [℃] 21.1 37.8 93.3 148.9 204.4 260.0 315.6 371.1

Modulus of 

elasticity [GPa]
195.1 - 190.3 186.2 182.7 177.9 174.4 171.0

Poisson's ratio 0.3 0.3 0.3 0.3 0.3 0.3 0.3 0.3

Thermal conductivity 

[W/m℃]
14.2 14.4 15.2 16.1 17.0 17.7 18.5 19.4

Thermal diffusivity 

(X10-5)[m2/s]
0.36 0.36 0.37 0.39 0.40 0.41 0.43 0.44

Thermal expansion 

coeff. 

(X10-6)[1/℃]

15.86 16.00 16.31 16.51 16.69 16.79 16.90 17.05



표 3.11-3 응력해석 결과

Section Pm(MPa) Sm(MPa) margin
PL+Pb 

(MPa)

1.5․Sm 

(MPa)
margin

A-A 15.7 184 11.7 51.3 276 5.4

B-B 28.2 184 6.5 271.5 276 1.0

C-C 63.9 184 2.9 75.0 276 3.7

D-D 64.1 184 2.9 66.3 276 4.2

E-E 67.3 184 2.7 125.2 276 2.2

그림 3.11-1 원자로 압력용기의 유한요소 모델



그림 3.11-2 원주방향 균열을 포함한 2차원 유한요소 모델

그림 3.11-3 설계압력 작용시 압력용기의 변형된 형상



그림 3.11-4 용기 내벽의 온도분포(a/t=0.1)

그림 3.11-5 균열선단에서의 응력분포(a/t=0.1)



그림 3.11-6 균열선단에서의 온도분포(a/t=0.1)

e

그림 3.11-7 균열선단에서의 응력확대계수 이력(a/t=0.1)



e

그림 3.11-8 균열선단에서의 응력확대계수 이력(a/t=0.175)

e

그림 3.11-9 균열선단에서의 응력확대계수 이력(a/t=0.25)



e

그림 3.11-10 균열선단에서의 응력확대계수 이력

  (피복재가 포함된 경우, a/t=0.1)

 

e

그림 3.11-11 균열선단에서의 응력확대계수 이력

  (피복재가 포함된 경우, a/t=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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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 절 3차원 유한요소 응력 성분의 선형화 방안

1. 서론

   압력용기의 설계는 간편한 공식과 도표를 적용하여 설계 제원을 결정

하는 "공식에 의한 설계(design by formula, DBF)"방법에 기초를 두고 있

다. 1963년, ASME는 원자로 압력용기의 설계 기준을 포함하는 Sec.Ⅲ 를 

발간하여 "공식에 의한 설계" 방법에 "해석에 의한 설계(design by 

analysis, DBA)"방법을 추가하 다[46][47]. 이에 따라 이론적인 해석 방

법과 함께 다양한 방법이 구조물의 해석에 응용되었으며, 전산기의 발달

과 함께 유한 요소법(finite element method)을 이용한 전산 구조해석이 

중요한 해석 방법으로 채택되었다. 유한요소 해석은 구조물의 기하학적 

특이성과 복잡한 경계 조건을 최소한의 가정을 사용하여 구현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많은 연구를 통하여 해석 결과의 안정성과 정확성

이 입증되었다. 현재 다양한 응용범위와 기능을 가진 프로그램이 개발되

어 운용되고 있으며, 원자력 구조물의 해석 분야에서는 Sec.Ⅲ 규정과 관

련된 압력용기 및 기타 구조물의 설계/해석에 응용되고 있다. 

   설계자가 해석에 의한 설계를 수행할 경우, 정의된 하중을 적용하여 

구조해석을 수행하고 ASME에서 제시한 응력 강도(stress intensity) 기준

에 대한 만족 여부를 평가한다. ASME는 단일 강도 기준을 사용하지 않고 

응력을 몇 개의 범주(category)로 나누고 선형화(linearization)하여 허

용 응력 강도와 비교한다. 응력 범주는 구조물의 형상과 하중을 고려하여 

정의되며[1], 선형화는 재료의 파손 모드와 관련하여 정의된다. 그림 

3.12-1과 같이 임의 단면에서 발생하는 총합 응력(total stress)은 막 응

력(membrane stress) 성분, 굽힘 응력(bending stress) 성분 및 피크 응

력(peak stress) 성분으로 분리할 수 있다. 막 응력은 총합 응력에 대한 

평균값의 의미를 가지며, 굽힘 응력은 평균값을 제외한 등가의 직선 성분

이다. 피크 응력은 두 응력과 총합 응력의 편차로 나타나는 비선형 응력 

성분이다. 임의의 단면에서 발생하는 응력을 막 응력과 굽힘 응력으로 분

류하는 과정은 응력의 선형화(linearization of stress)로 정의한다. 구

조물의 건전성은 임의의 단면에서 발생하는 응력을 ASME 규정에 따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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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범주를 정의하고, 선형화된 응력 성분으로부터 응력 강도를 산출하고 

허용 응력 강도와 비교하여 평가된다.

   유한요소를 이용한 구조해석은 Solid 요소와 쉘 요소를 사용하여 3차

원 모델을 구성하거나, 2차원 축 대칭(axi-symmetric) 요소를 사용하여 3

차원을 모사한다. Hechmer [46][48][49]등은 다양한 형태의 구조물에 대

한 유한요소 해석을 수행하여 ASME에서 제시한 응력 범주의 적용 방법, 

응력 선형화를 위한 단면의 설정 방법 등에 대하여 포괄적인 지침을 제시

하 다. Hechmer는 ASME Sec.Ⅲ의 규정을 적용하여 응력 범주를 정의하

고, 응력의 선형화를 수행할 단면의 설정 방법에 대한 여러 가지 사례를 

제시하 다. 응력의 선형화 과정은 관심 단면에서 절점 응력(nodal 

stress)을 이용하는 방법을 제안하 다. 이 방법은 구조물의 형상과 하중

에 따라 안정성과 신뢰도에 향을 미치는 인자가 많으나 가장 보편적인 

방안으로 판단된다. 절점 응력을 이용하여 선형화를 수행할 경우에는 응

력의 구배(gradient)를 충실히 모사할 수 있는 자유도의 수(number of 

degree of freedom)와 해석의 신뢰도가 유지되어야 한다. 선형화를 수행

할 단면에서 많은 수의 절점을 고려하면 해석의 신뢰도를 향상 할 수 있

으나, 절점의 수는 해석의 효율성에 향을 미친다. 효과적인 방안으로서

는 절점 사이의 응력 값을 추출하여 선형화를 위한 자료점(data point)으

로 사용하는 것이나, 상용 프로그램에서는 절점 응력과 관련된 자료에 대

한 사용자의 접근이 제한적이므로 구현성이 떨어진다. 이러한 두 가지 문

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부분 구조법(sub-structure method)을 사용하여 

선형화를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하 다. 부분 구조법은 비교적 큰 체눈

(mesh)으로 구성된 모델의 해석 결과를 이용하여 관심 역에 대하여 상

세한 해석을 다시 수행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해석 과정에서 전체 모

델의 일부분에 대한 체눈을 다시 구성하므로 관심 단면의 자유도 수를 충

분히 확보할 수 있으며, 초기 해석에서 자유도 수를 최적화하여 재해석 

과정에서 신뢰도를 극대화 할 수 있다. 절점 응력을 이용한 선형화 방법

의 유효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SMART 원자로의 설계를 위하여 운용 중인 

I-DEAS와 부분 구조법을 이용하여 응력 선형화를 수행하 다. 



- 191 -

2. 응력 및 선형화

가. 응력의 선형화 방법

    ASME Sec.Ⅲ 에서 규정하고 있는 응력의 선형화는 그림 3.12-1과 같

이 임의 단면에 발생하는 총합 응력을 3가지의 응력 성분으로 분해하는 

것이다. 임의 단면에서 응력을 선형화하기 위하여 설정된 평면은 응력 분

류 평면(stress classification plane, SCP)으로 정의하며, 선형화를 실

행하는 선은 응력 분류 선(stress classification line, SCL)으로 정의한

다. Solid 요소를 이용하여 3차원 해석을 수행할 경우, 하나의 SCP를 설

정하면 복수의 SCL을 정의하여 응력을 선형화 할 수 있다. 임의 단면에서 

발생하는 응력을 막 응력(σm)과 굽힘 응력(σb)으로 분리하는 과정은 

Kroenke[47]에 의하여 제안되었으며, ANSYS[18]의 응력 분류 모듈에서도 

동일한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그림 3.12-2는 임의의 단면에서 발생하는 

응력으로부터 막 응력과 굽힘 응력을 정의하는 방법을 표시한 것이다. 막 

응력 성분은 총합 응력의 평균 개념으로 고려하여 식(1)과 같이 정의한

다.

 / 2

/ 2

1 t

m it
dx

t
σ σ

−
= ñ

(1)

    굽힘 응력을 구하기 위하여 임의 위치에서 분포하는 응력 σi를 이용

하여 단면의 중심에 대한 모우멘트를 정의하면 식(2)와 같다.

 / 2

/ 2

t

it
M x dxσ

−
= ⋅ ⋅ñ

(2)

식 (2)로 정의된 모우멘트를 이용하여 현재 단면에 대하여 굽힘응력을 정

의하면 식 (3)과 같다. (3)식에서 t는 단면의 두께를 표시한다.

b

M y
I

σ ⋅=
,

3

12
t

I
å õ

=æ ö
ç ÷      (3)

최대 굽힘응력은 단면의 양단 (y= ±t/2)에서 발생하므로 절점 1,2에서의 

굽힘 응력은 식(4)로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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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그림 3.12-2에서 총합 응력(σt)으로부터 막 응력과 굽힘 응력을 제외하

면 비선형 성분으로 표시되는 피크 응력(peak stress,σp)은 식(5)와 같

이 정의된다. 

p t b mσ σ σ σ= − −
  (5)

나. 절점 응력을 이용한 응력 선형화

    임의의 SCL에 대하여 응력 분해는 SCL 상에 존재하는 절점의 응력을 

식(1)~(5)에 대입하여 수행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절점 응력은 인접한 

요소의 향으로 불연속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기존의 연구에서는 각 절

점에서 평균값을 이용하여 응력을 분해하 다[46][48][49]. 평균 절점 응

력의 사용 여부는 응력의 구배와 관련된 사항이며, 단면에 적용한 체눈의 

도(mesh density)에 따라 유동적이나, 일반적으로 평균값을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식(1)과 (4)을 절점 응력의 함수로 정의하기 위하여 수치 적분은 그

림 3.12-3과 같은 사다리꼴 법칙을 사용하 다. 사다리꼴 법칙은 고차의 

다항식을 이용한 수치 적분에 비하여 정확성이 다소 떨어지는 단점은 있

으나 단면의 모델링 방법과 관계없이 간편하게 적용할 수 있다. 그림 

3.12-3과 같이 (n+1) 개의 자료점을 가진 함수 f(x)를 사다리꼴 법칙을 

이용하여 n 개의 미소 면적으로 구분하면, 각각의 미소 면적의 크기는 식

(6)과 같다. 전체 면적을 구하기 위하여 미소 면적을 모두 합하면 결과는 

식(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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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L을 구성하는 절점의 수가 n 개이면, 요소는 (n-1) 개로 구성되며, 

n 개의 절점 응력은 단면의 응력 분포를 나타내는 함수 값을 구성한다. 

식(7)에서는 요소의 간격이 동일한 경우를 고려하여 적분을 수행하 으

나, 절점 위치에 따라 개별적인 사다리꼴을 사용하여 값을 구할 수 있다. 

단면에 구성된 각각의 요소의 길이를 hi로 정의하면 식(7)은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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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7)과 (8)을 이용하여 막 응력 성분을 절점 응력의 함수로 정의하

면 식 (9)와 같다. 식에서 σi는 각 절점의 응력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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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점의 배열이 두께에 대하여 등 간격으로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절점 사이의 길이를 hi로 고려하여 식 (10)과 같이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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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굽힘 응력은 중립 축에 대하여 정의된 적분 값을 매개 변수 T를 이용

하여 0∼t의 범위로 치환한 후 수치 적분을 적용한다. 따라서 그림 

3.12-2로부터 절점 1의 좌표는 "0" 이며, 절점 2의 좌표는 "t"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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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점의 간격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요소의 길이 hi를 이용하

여 식(12)와 같이 정의한다. 

 / 2

1,2 2 / 2

6( )                      ,   
2

t

b it

t
x dx x T dx dT

t
σ σ

−

å õ= ± ⋅ ⋅ = − =æ ö
ç ÷ñ

      2  0

6 ( )
2

t

i

t
T dT

t
σ= ± ⋅ − ⋅ñ

      

1

12
1 2

6 1
2 2 2

n n

i i i i i i
i i

t t
h T h T

t
σ σ

−

−
= =

è øå õ å õ= ± ⋅ ⋅ ⋅ ⋅ − + ⋅ ⋅ −æ ö æ öé ùç ÷ ç ÷ê ú
ä ä

      

1

12
1 2

3
2 2

n n

i i i i i i
i i

t t
h T h T

t
σ σ

−

−
= =

è øå õ å õ= ± ⋅ ⋅ ⋅ − + ⋅ ⋅ −æ ö æ öé ùç ÷ ç ÷ê ú
ä ä

 (12)

    선형화의 정확도와 신뢰도는 SCL 상에서 응력 분포를 표시할 수 있는 

자료점의 수에 향을 받으며, 수치 적분 과정에서도 향을 받는다. 

ANSYS의 경우에는 하나의 SCL에 대하여 49개의 자료점을 사용하며, 수치

적분은 사다리꼴 법칙을 이용한다[18]. 

3. 부분 구조법을 이용한 응력 해석

   부분 구조법은 그림 3.12-4와 같이 전체 구조물의 해석을 먼저 수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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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관심 역을 포함하는 일정 역을 추출하고 경계 조건을 설정하여 구

조해석을 수행하는 방법이다. 부분 구조법은 "구조물에 작용하는 하중은 

등가의 변위를 이용하여 모사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응력과 변위는 

하중을 적용하는 위치에서만 국부적인 차이가 발생한다"는 St. Venant의 

원리에 기초한 해석 방법이다. 이것은 응력 집중이 발생하는 역으로부

터 일정한 범위 만을 고려하여 해석을 수행하여도 전체 구조물을 고려한 

경우와 동일한 상태의 응력과 변형율을 유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

서 초기 해석 과정에서는 관심 역에 대하여 소규모의 자유도를 사용하

여 해석을 수행하고, 상세 해석 과정에서 충분한 자유도를 사용하여 관심 

역에 대한 상세한 해석을 수행할 수 있다. 부분 구조법의 경계 조건은 

그림 3.12-4와 같이 관심 역을 포함하여 추출된 역의 경계 면에서 변

위를 이용하여 정의한다. 응력 분류를 실행할 역과 경계 조건을 설정할 

역과의 거리는 관심 역에 존재할 수 있는 기하학적 불연속성 ( 

discontinuity)과 경계 조건의 향이 직접적인 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를 고려하여 정의한다. 

가. I-DEAS를 이용한 부분 구조법

    SMART 원자로의 구조해석을 위하여 통합 CAD/CAE/CAM 프로그램인 

I-DEAS[17]가 도입되어 운용되고 있다. I-DEAS는 유한 요소 해석을 위한 

전/후 처리기(pre/post-processor)의 기능과 구조 해석이 가능하며, 원자

로 구조물의 구조 해석 분야에 사용되고 있다. I-DEAS는 부분 구조법을 

위한 별도의 모듈이 제공되지 않고 있으나, 유한요소 해석 결과를 동일한 

기학적 구성을 가진 유한요소 모델의 경계 조건으로 사상(mapping)할 수 

있는 기능을 응용하여 부분 구조법을 구현할 수 있다. I-DEAS에서는 CAD 

개체를 사상의 기준으로 정의하며, 동일한 CAD 개체를 사용하는 임의의 

유한요소 모델에 대하여 해석 결과를 사상할 수 있다. 대부분의 상용 프

로그램이 전/후 처리 과정에서 기본적인 CAD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나, 

I-DEAS와 같은 전문 프로그램에 비하여 다양성과 편리성이 떨어진다. 

I-DEAS는 유한요소 모델링 과정에서 3차원 CAD 기능을 완전하게 지원하기 

때문에 다양한 형상의 해석 모델을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다. 또한 3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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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체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응력 선형화를 고려하여 다수의 관심 단면을 

정의하여 모델링을 구성할 수 있다. 

나. 부분 구조 해석을 이용한 응력의 선형화

    관심 단면에 대한 응력 선형화를 수행하기 위하여 CAD 개체를 분할하

여 응력 분류면(SCP)과 분류선(SCL)을 정의한다. 구조물의 형상이 복잡한 

경우, 임의의 지점에서 응력을 분류하기 위한 면을 설정하는 것은 매우 

복잡한 과정을 요구한다. 그러나 I-DEAS와 같은 3 차원 CAD 프로그램에서

는 개체의 분할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응력을 분류할 면을 포함할 수 

있으므로 다수의 SCP와 SCL을 모델링 단계에서 구성할 수 있다. 부분 구

조법을 이용한 응력의 분류와 선형화에 대한 실행 예제는 그림 3.12-5와 

같이 구성하 다. 

    실행 예제는 I-DEAS를 이용하여 모델을 작성하고, 초기 체눈은 4 개

의 절점을 가지는 사각형 요소를 사용하여 그림 3.12-6과 같이 구성하

으며, 자동 체눈 생성(automatic mesh generation) 모듈을 사용하여 모델

을 구성하 다. SCL은 그림 3.12-7에 표시한 것과 같이 절점 20과 21을 

통과하는 직선으로 정의하 다. 모델 구성에 사용한 물성치는 I-DEAS의 

물성치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하는 탄소강 계열의 표준 값을 사용하 다. 

초기 해석을 위한 경계 조건은 대칭성을 가지는 단면에 대하여 수직방향

의 변위(Z 방향)를 고정하고, 원통의 일단을 고정하여 강체 운동을 방지

하 다. 기준이 되는 해석 결과를 얻는 것이 목적이므로 경계 조건은 임

의의 상태로 정의하 다. 

    부분 구조해석에 사용한 모델은 SCL 위치에서 다수의 절점을 확보하

기 위하여 절점이 10개로 구성된 사면체 요소를 사용하여 모델을 구성하

으며, SCL에 모두 5개의 절점을 추가하여 7 개의 절점으로 SCL을 구성

하 다. 그림 3.12-8과 9는 부분 구조 해석을 수행하여 구한 SCL을 구성

하는 절점의 응력을 이용하여 단면의 응력 분포를 표시한 것이다. 

    표 3.12-1은 동일한 SCL에 대한 ANSYS의 선형화 결과와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을 이용하여 구한 선형화 결과를 표시한 것이다. 일반적인 오

차의 경향은 판단하기 어려우나 응력 강도(stress intensity)를 평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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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정의하는 값인 σint의 크기는 최대 7%의 오차를 보이고 있다. 모

델에 대한 개별적인 주응력 성분의 경우에는 최대 9%의 오차가 발생하

다. 동일한 수치적분을 사용하 기 때문에 오차가 발생하는 것은 ANSYS에

서 사용하는 자료점의 차이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는 상하 절점 사이에 존재하는 절점 응력을 사용하 으나, ANSYS의 경우

에는 두 절점 사이에서 47개의 자료점을 정의하여 선형화를 수행한다

[18]. 그러므로 프로그램 내부에서 단면의 응력 분포를 정의하기 위하여 

다양한 형식의 보간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단면의 응력 함수는 절점 응

력을 이용하여 구성하는 경우와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전체적인 오차와 

선형화를 수행하는 과정을 고려할 때, 제안한 선형화 방법은 유효한 것으

로 판단되었다. 

5. 결론

   I-DEAS의 3 차원 CAD 기능을 이용하여 부분 구조 해석을 수행하여 절

점의 수와 해석의 정확도를 유지한 후, 관심 단면의 절점 응력을 사용하

여 응력 성분을 선형화 하 다. ANSYS의 선형화 결과와 비교하여 제안된 

방법의 유효성을 확인하 으며, 선형화 모듈을 지원하지 않는 상용 프로

그램의 선형화를 위한 대체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입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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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1 절점 응력을 이용한 선형화 결과의 비교(I-DEAS/ANSYS)

구 분 σ1 σ2 σ3 σint

막응력  0.0% -3.0% 1.0%  0.0%

굽힘응력(안쪽)  8.2% -9.0% 5.3%  6.9%

막응력+굽힘응력(안쪽) -1.7%  8.6% 3.8% -2.1%

막응력+굽힘응력(바깥쪽)  1.0% -3.6% 7.3%  2.3%

그림 3.12-1 ASME 규정에 의한 응력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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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2 선형화된 응력 성분과 피크 응력

그림 3.12-3 사다리꼴을 이용한 수치 적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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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4 부분 구조법의 기본 개념

그림 3.12-5 노즐이 장착된 원통형 구조물의 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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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6 사면체 요소를 이용한 유한요소 모델 (I-DEAS)

20

21

그림 3.12-7 SCL의 설정 위치와 절점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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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8 SCL을 구성하는 절점의 응력 분포 (σx, σy, σ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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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9 SCL을 구성하는 절점의 응력 분포 (σxy, σyz, σz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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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 절 유체 속에 잠긴 원통의 동특성 계산을 위한 등가 도  

         적용방안

1. 연구배경

   지진과 같은 외부 사건에 대한 원자로의 건전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설

계 과정에서 반복적인 동적 해석을 수행한다. 동적 해석의 유효성은 원자

로 동적 해석 모델의 구성 방법에 따라 향을 받는다. 동적 해석 모델이 

원자로의 동특성을 충실히 모사하지 못하면, 가상된 사고에 대한 원자로

의 구조적 건전성에 대한 신뢰도는 낮아진다. 원자로의 모델링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냉각수가 내부 구조물에 미치는 향을 고려하여 동적 해석 

모델을 구성하는 것이다. 원자로는 냉각수를 담고 있는 압력용기와 내부 

구조물로 구성되므로 냉각수와 내부구조물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전반적

인 동특성이 향을 받는다. SMART 원자로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주요 기

기가 압력용기 내부에 설치되므로 냉각수와 내부 구조물의 상호 작용으로 

인한 향을 모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원자로와 같이 유체와 접하는 구조

물의 동특성에 대한 연구는 유체-구조물 상호작용(fluid structure 

interaction, FSI)을 연구하는 분야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원

자로의 경우에는 냉각수가 압력용기, 내부 구조물 및 핵연료의 동특성에 

미치는 향을 평가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유체에 잠겨있는 구조물이 진동하면 주위에 있는 유체가 함께 운동하

며 압력을 생성한다. 이 압력은 구조물의 상대 가속도에 비례하고 구조물

에 유체역학적인 힘(hydrodynamic force)을 작용하며 유체역학적인 연성

(hydrodynamic coupling)을 형성한다[51]. 유체역학적인 연성은 구조물의 

고유진동수(natural frequency)와 감쇠(damping) 특성에 향을 미치며, 

고유진동수에 미치는 향은 부가질량(added mass) 혹은 가상질량

(virtual mass)의 개념으로 고려할 수 있다. 압력용기와 내부 구조물은 

두 개의 원통 쉘이 유체로 연성된 문제로 이상화하여 해를 구할 수 있으

며, 내부 구조물의 동적 해석에 원용되어 왔다. 유체로 연성된 두개의 원

통 쉘은 전형적인 FSI 문제이며 많은 실험과 이론적인 연구가 진행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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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Chen[52]등은 유체와 구조물의 운동방정식을 연성하여 유체로 연성된 

두개의 동심 원통 쉘의 고유 진동수와 부가질량의 적용에 대한 해를 제시

하 다. Au-Yang[53]등은 원자로와 내부 구조물을 길이가 다른 두개의 원

통 쉘로 이상화하여 고유 진동수를 구하고 실험을 통하여 타당성을 입증

하 으며, FSI를 고려한 원자로의 동적 해석 및 모델링 방법을 제시하

다. Fritz[54]등은 포텐셜 유동(potential flow) 이론을 이용하여 유체에 

의한 부가질량을 산출할 수 있는 이론을 제시하 으며, ASCE[55]는 Fritz

의 이론과 동일한 개념의 유체 부가질량을 이용하여 원자력 구조물의 동

적해석을 수행하는 절차를 제시하 다. FSI 현상은 유체로 인한 구조물의 

동특성 변화에 따른 부가질량을 이용하거나 유체와 연성된 운동 방정식을 

이용하여 해를 구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 이상화된 모델을 이용하여 구

조물과 유체간의 연성 효과(coupling effect)를 질량 행렬로 정의한다. 

후자는 이론적인 방법이나 수치해석 방법을 이용하여 연성된 운동방정식

의 해를 구하고 구조물의 동특성을 예측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구조

물의 동특성을 예측할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이 모두 사용될 수 있으나, 

동적 해석을 수행할 경우에는 부가질량을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부

가질량을 이용할 경우에는 동적 해석의 자유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장점

이 있으나, 유체의 운동을 이상화하는 과정에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구조물과 유체를 연성하여 해를  구하는 방법은 제한적인 형상의 구조물

에 적용이 가능하며, 대부분의 경우에는 수치해석을 이용하여 해를 구하

여야한다. FSI를 고려한 부가질량은 질량 행렬의 형태로 구성되며, 유한

요소 해석이나 구조물의 운동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과정에서 적용할 수 

있다. 부가질량은 대각항 (diagonal term)과 비대각항(off-diagonal 

term)으로 구성되며 유체와 구조물의 연성은 비대각항을 통하여 이루어진

다. 유한요소 해석에서는 유체를 구현하기 위하여 질량 행렬을 구성하여 

구조물 모델과 연성하여야 하며, 이 과정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

러한 노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부가질량을 이용하여 등가 도

(equivalent density)와 같은 단순화된 물성치로 유체의 모델링을 대체하

는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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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체로 연성된 두 개의 원통에 대한 부가질량

   유체로 연성된 원통의 부가질량을 정의하기 위하여 Fritz가 제시한 해

석 이론을 이용하 다. Fritz는 포텐셜 유동(potential flow) 이론을 이

용하여 2차원 상태의 유체 부가질량을 정의하 다. Fritz는 유체와 구조

물간의 연성 상태를 강체(rigid)로 가정하 으며, 두 개의 원통 사이에 

유체 간극이 존재하는 경우에 대한 부가질량을 정의하 다. 그림 3.13-1

은 유체로 연성된 두 개의 원통을 표시한 것이다. 그림에서 내부 원통의 

반경은 a, 외부 원통의 반경은 b 이며 원통의 길이는 L이다. L의 크기는 

a와 b에 비하여 충분히 큰 값으로 가정하며, 두 원통 사이는 도가 ρ인 

유체로 채워져 있다. 각각의 원통이 운동할 때 그 속도를 1x , 2x 로 정의하

고, 두 원통간의 상대변위 ( 1x - 2x )는 원통의 반경에 비하여 충분히 작은 

값으로 가정하여 미소 변형 상태(small displacement state)로 가정한다. 

유체의 속도 포텐셜 함수 Φ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rV V

r θ
φ φ

θ
∂ ∂= − = −
∂ ∂ (1)

   여기서,Vr과 Vθ는 반경방향 및 원주방향의 유체 속도이며, 유체는 비

압축성 및 비회전성을 가지는 것으로 가정한다. 원통과 유체의 경계조건

은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1 cos           x at r a
r
φ θ∂− = ⋅ =

∂ (2)

 2 cos           x at r b
r
φ θ∂− = ⋅ =

∂ (3)

   연속방정식(continuity equation)은 식(4)로 표시되며, 경계조건을 고

려하여 식(4)의 해는 식(5)의 형태로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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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1 0r
r r r

φ φ
θ

∂ ∂ ∂å õ + =æ ö∂ ∂ ∂ç ÷  (4)

 ( ) cosf rφ θ= ⋅ (5)

   식(5)을 식(4)에 대입하여 연성하면 지배방정식은 식(6)과 같다.  

 
2 0r f rf f′′ ′+ − = (6)

   식(6)의 해는 다음과 같다.

 2 cosr

B
V A

r
θå õ= − ⋅æ ö

ç ÷ (7)

 2 sinB
V A

rθ θå õ= + ⋅æ ö
ç ÷ (8)

 ( )
2 2

1 22 2

b a
B x x

b a
= −

− (9)

 

2 2
1 2

2 2

x a x b
A

b a
−=
− (10)

   식(7)~(10)에서 유체의 속도성분은 원통의 운동을 나타내는 일반변수

(generalized variable)로 표시할 수 있다. 유체가 원통에 미치는 힘은 

Lagrange의 운동 방정식을 이용하여 다음과 표시할 수 있다.

 

f f
fi

i i

T Td
F

dt x x

∂ ∂å õ
= − +æ ö∂ ∂ç ÷ (11)

   여기서, xi는 운동을 나타내는 일반 좌표계 (generalized coordinate)

이며, Tf는 유체의 운동 에너지를 나타낸다. 유체의 운동이 원통 사이의 

간극에 비하여 작을 경우에는 식(11)의 마지막 항은 무시할 수 있으며, 

유체의 운동 에너지는 식(1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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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fi

i

Td
F

dt x

∂å õ
= − æ ö∂ç ÷ (12)

( )2 2 2

0

1
2

b

f ra
T r L dr d V V

π

θρ θ= ⋅ ⋅ ⋅ ⋅ +ñ ñ  (13)

   식(7),(8) 및 (13)을 식(12)에 대입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두 개

의 운동방정식을 얻는다.  

 

1 11 12 1

2 21 22 2

f

f

F M M x
F M M x
ë û è ø ë û

= −ì ü ì üé ù
ê ú í ýí ý (14)

   여기서, 질량 행렬의 계수는 다음과 같다.

   

2 2
2

11 2 2

b a
M La

b a
πρ å õ+= æ ö−ç ÷ (14-a)

 

2 2
2

22 2 2

b a
M Lb

b a
πρ å õ+= æ ö−ç ÷ (14-b)

 

2
2

12 21 2 22 b
M M La

b a
πρ å õ

= = − æ ö−ç ÷ (14-c)

   식(14)는 유체 내부에 잠겨있는 유체가 원통에 미치는 반력을 나타낸

다. 유체의 반력은 원통의 운동에 향을 미치므로 식(14)에 표시된 질량

은 원통의 운동 방정식과 연성하여 식(15)으로 표시된다. 

 

11 12 11 12 1 11 12 1

21 22 21 22 2 21 22 2

0
0

m m M M x k k x

m m M M x k k x

å õè ø è ø ë û è ø ë û ë û
+ + =ì ü ì ü ì üæ öé ù é ù é ù

í ýê ú ê ú í ý ê ú í ýç ÷ (15)

   여기서, mij와 kij는 원통의 질량과 강성을 나타내며, 유체의 강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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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하 다. 식(15)에서 유체의 반력은 원통에 대한 부가질량의 개념으로 

추가되었으며, 두 원통의 운동은 부가 질량의 비대각항(off-diagonal 

term)에 의하여 연성된다. 이 방법은 길이 방향의 모드(longitudinal 

mode)가 미치는 향은 고려되지 않으나, 가장 낮은 진동수의 모드를 추

출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3. 등가 도를 이용한 원통의 동특성 해석 

   유한요소법을 이용한 유체-구조물 상호작용의 해석에서는 유체와 구조

물을 연성하는 방법이 중요하다. 이론적인 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유체와 

구조물의 경계에서 유체의 압력을 구조물에 대한 외력으로 정의하여 구조

물의 변위를 구하고 이를 유체에 대한 경계 조건으로 이용하는 과정을 반

복하여야 한다. 현재 대부분의 상업용 프로그램에서는 유체와 구조물을 

동일한 Lagrange 방정식을 이용하여 모델링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이 방

법은 유체와 구조물을 동일한 변위 함수로 모델링하여 유체와 구조물의 

경계에서 적합조건과 평형조건을 구성하며, 유체의 운동방정식을 선형으

로 구성하여 해를 구한다. 유한요소법을 이용하여 유체에 잠겨있는 구조

물을 모델링할 경우에는 유체와 구조물에 대한 모델을 각각 구성하고, 경

계 역에서 구조물과 유체 요소 혹은 질량 행렬을 자유도의 방향별로 연

성하여야 한다. 따라서 구조물의 형상에 따라 복잡한 연성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부가질량을 구조물의 등가 도

(equivalent density)로 환산하고 동특성 해석에 반 하여 부가질량의 효

과를 평가하는 방법을 검토하 다. 이 방법은 질량 행렬이 유체 요소를 

직접 연성하지 않기 때문에 모델링 과정을 단순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

으나, 원통과 유체사이의 연성효과가 완전하게 고려되지 않는 단점이 있

다. 등가 도를 이용한 구조물의 모델링 방법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하

여 유체가 채워진 두 개의 원통에 대한 고유진동수 해석을 실행하 다. 

부가질량은 식(14)을 이용하여 정의하 으며, 유한요소 해석은 ANSYS를 

사용하 다. 원통은 쉘 요소로 모델링하 으며, 유체는 solid 요소를 사

용하 다. 원통의 두께를 고려하여 쉘 요소는 중립면에서 구성하고 유체

와 접하는 경계까지 절점을 연장하 다. 구조물과 유체의 모델링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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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2에 표시하 다. 부가질량을 정의하는 과정에서 두 원통간의 

거리에 대한 무 차원 변수 Cm을 식(16)과 같이 정의하 다. 

 

2 2

2 2m

b a
C

b a
å õ+= æ ö−ç ÷ (16)

   식(16)에서 Cm의 값이 증가할수록 원통의 간격은 좁아지며, Cm의 값이 

1.0에 접근할 수록 원통의 간격은 커진다. 표 3.13-1에 표시한 것과 같이 

내측 원통의 반경(a)은 0.1m로 고정하고 외경(b)을 증가시켜 Cm의 값의 

변화시켰으며, 원통의 길이를 두 가지 경우로 변경하여 동특성의 변화를 

검토하 다. 원통의 두께는 0.03m으로 고정하 다.

   유체와 연성된 모델로부터 모드의 형상과 기여도를 고려하여 최저 고

유 진동수를 추출하 다. 그림 3.13-3은 유체와 연성된 모델에서 원통의 

진동 모드만을 표시한 것이며, 모드 형상은 내측 원통의 진동 모드를 나

타내고 있다. 외측 원통의 최소 진동수는 두 원통이 동일한 방향으로 운

동(in-phase motion)할 경우에 나타난다. 등가 도는 부가 질량 행렬의 

대각항을 이용하여 각 원통의 체적으로 환산하여 정의하 다. 등가 도

를 이용한 동특성 해석은 각각의 원통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수행하 으

며, 그림 3.13-4와 표 3.13-2는 수평방향의 고유진동수에 대한 동특성 해

석결과를 표시한 것이다. 등가 도를 이용하여 각각의 원통에서 구한 최

저 고유진동수와 유체를 포함한 모델의 해석결과가 잘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최대 오차는 9.5%로 관찰되었다. 일차 모우드의 경우 원통의 길

이가 증가할 수록 오차가 감소하 으나, 두 번째 모드의 경우에는 오차가 

다소 증가하 다. 원통의 간극에 따른 오차는 일정한 경향을 보이지 않았

으며, 간극의 크기가 동일한 경우에는 원통의 길이가 증가할수록 오차가 

감소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따라서 등가 도를 이용하여 각 원통의 최

저 고유진동수를 예측하는 방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4. 세 원통의 부가질량



- 210 -

가. 부가질량의 정의

    부가질량 행렬을 이용하여 등가 도를 구성하고 유체에 잠긴 원통의 

동특성을 예측하는 방법의 타당성은 두 개의 원통을 통하여 입증되었다. 

원자로 내부에는 다수의 원통형 구조물이 설치되며, SMART의 경우 가압기

와 노심지지원통이 설치되는 곳에서는 세 개의 원통형 구조물이 유체로 

연성된 설계를 갖는다. 유체에 잠긴 세 개의 원통의 동특성에 대한 연구

는 기존의 연구 결과를 확장하여 해석 할 수 있으나, 관련된 연구 결과는 

미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유체로 연성된 세 원통의 동특성을 예측하

기 위하여 두 개의 원통에 대한 이론을 확장하고 등가 도 개념을 도입하

여 원통의 동특성을 예측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그림 3.13-5와 같은 세 

원통의 유체 부가질량을 정의하기 위하여 각각의 유체에 대한 운동 방정

식을 구성하고 중첩(superposition)하여 해를 구하는 방법을 사용하 다. 

각 유체의 속도 성분에 대한 경계 조건은 식(17)과 같다. 

1
1 cos ,    x at r a

r
φ θ∂− = =

∂

1
2 cos ,   x at r b

r
φ θ∂− = =

∂

2
2 cos ,   x at r b

r
φ θ∂− = =
∂ (17)

2
3 cos ,   x at r c

r
φ θ∂− = =
∂

 

    식(17)을 이용하여 유체의 속도를 구하고 운동 에너지를 정의하여 부

가질량을 구하면 내측 원통(cylinder a)과 바깥쪽 원통(cylinder c)의 연

성된 효과는 수식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원통간의 상호작용을 고

려하기 위하여 원통을 두 개씩 조합하여 Fritz의 이론을 적용하고, 각 경

우를 선형 중첩하여 부가질량을 정의하는 방법을 고안하 다. 원통(a-b), 

원통(a-c), 원통(b-c)를 개별적으로 조합하여 각각의 조합에 대한 부가질

량 행렬을 이용하여 유체가 원통에 미치는 힘을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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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11 1 12 2 13 3
a b a c a b a c

aF M M x M x M x< − > < − > < − > < − >= + + + (18)

( )21 1 22 22 2 23 3
a b a b b c b c

bF M x M M x M x< − > < − > < − > < − >= + + + (19)

( )31 1 32 2 33 33 3
a c b c a c b c

cF M x M x M M x< − > < − > < − > < − >= + + + (20)

    여기서, Fi는 각 원통에 작용하는 힘의 합이며, Mii
<i-j>
는 각각의 원통

에서 정의되는 유체 부가질량을 표시한 것이다. 

나. 원통의 등가질량 정의

(1) 원통 a의 경우

    원통 a의 최소 고유진동수를 구하기 위하여 식(18)에서 원통 b와 원

통 c의 운동을 가정하여 여러 경우에 대한 부가질량을 정의하고 동특성 

해석을 수행하 다. 첫 번째, 원통 c의 운동을 정지상태로 가정하고, 원

통 b의 운동이 원통 a와 반대 위상(out-of-phase)으로 운동하는 것으로 

가정하 다. 이것은 기존의 연구에서 각 원통이 반대위상으로 운동할 경

우에 유체의 향이 가장 큰 것으로 보고되었음을 고려한 것이며, 두 원

통의 경우에서 확인되었다. 

 

( )11 11 1 12 1
a b a c a b

aF M M x M x< − > < − > < − >= + −

2 2 2 2 2
2 2

1 12 2 2 2 2 2   2b a c a a
a L x b L x

b a c a b a
π ρ π ρå õ+ += + +æ ö− − −ç ÷ (21)

    두 번째 경우는 원통 c의 운동을 고려하고, 원통 c와 b의 운동방향을 

모두 원통 a와 반대 위상으로 운동하는 것으로 가정하 다. 

( )11 11 1 12 1 13 1
a b a c a b a c

aF M M x M x M x<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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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2 2 2 2 2 2
2

1 12 2 2 2 2 2 2 2   = 2b a c a b a c a
a L x L x

b a c a b a c a
π ρ π ρå õ å õ+ ++ + +æ ö æ ö− − − −ç ÷ ç ÷ (22)

    세 번째는 질량행렬에서 원통 b의 향을 무시하고 원통 a와 c에 의

한 대각항 만을 이용하여 동특성 해석을 수행하 다. 식(18)에서 원통 b

와 c에 대한 비대각항을 생략하면 부가질량은 다음과 같다.

( )11 11 1
a b a c

aF M M x< − > < − >= +

 

2 2 2 2
2

12 2 2 2   = b a c a
a L x

b a c a
π ρ å õ+ ++æ ö− −ç ÷ (23)

(2) 원통 b의 경우

    원통 b에 작용하는 유체의 압력은 원통 a와 원통 c의 운동에 향을 

받는다. 원통 b의 부가질량은 원통의 운동을 고려하여 세 가지 경우로 구

성하 으며, 질량 행렬의 대각항만을 이용한 동특성 해석을 추가하 다. 

원통 c의 운동을 고려하고 원통 a와 원통 b의 운동이 동일 위상에서 발생

하는 것으로 가정하면 다음과 같다. 

( )21 2 22 22 2 23 2
a b a b b c b c

bF M x M M x M x< − > < − > < − > < − >= + + +

2 2 2 2
2

2 22 2 2 2      2c b c b
b L x L x

c b c b
π ρ π ρ++ +

− −

2 2 2 2
2

2 22 2 2 2    2 a b b a
L x b L x

b a b a
π ρ π ρ += − +

− − (24)

    원통 c의 운동을 고려하지 않고 원통 a와 b의 운동을 동일 위상으로 

고려하면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 )21 2 22 22 2
a b a b b c

bF M x M M x<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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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2 2 2 2
2 2

2 2 22 2 2 2 2 2    2 a b b a c b
L x b L x b L x

b a b a c b
π ρ π ρ π ρ+ += − + +

− − − (25)

    동일한 경우에 대하여 원통 a와 b의 운동을 반대위상으로 가정하면 

다음과 같다. 

( )21 2 22 22 2
a b a b b c

bF M x M M x< − > < − > < − >= − + +

2 2 2 2 2 2
2 2

2 2 22 2 2 2 2 2    2 a b b a c b
L x b L x b L x

b a b a c b
π ρ π ρ π ρ+ += + +

− − − (26)

    부가질량 행렬의 대각항 만을 이용하여 부가질량을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 )22 22 2
a b b c

bF M M x< − > < − >= +
2 2 2 2

2 2
2 22 2 2 2

b a c b
b L x b L x

b a c b
π ρ π ρ+ += +

− − (27)

(3) 원통 c의 경우

    이미 관찰된 동특성을 고려하여 모든 원통의 운동방향을 동일 위상으

로 가정하 으며, 부가질량의 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부가질량 행렬의 

대각항 만을 이용하 다. 모든 원통의 운동을 동일한 방향으로 가정하면 

다음과 같다.

( )31 3 32 3 33 33 3
a c b c a c b c

cF M x M x M M x< − > < − > < − > < − >= + + +

2 2 2 2 2 2 2 2
2

32 2 2 2 2 2 2 2  2 2c a c b c a c b
L c x

c a c b c a c b
π ρ

ë ûå õ å õ å õ+ +î î= − − + +ì üæ ö æ ö æ ö− − − −î îç ÷ ç ÷ ç ÷í ý

2 2 2 2
2

32 2 2 2   c a c b
L c x

c a c b
π ρ

ë ûå õ− −î î= +ì üæ ö− −î îç ÷í ý

2
3   2 L c xπ ρ=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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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28)은 외측 원통의 최소 고유진동수와 관련된 유체의 부가질량은 

원통 c의 내부 유체의 질량의 2배와 동일함을 표시하고 있으며, 원통이 2

개인 경우와 비교하면 부가질량의 효과가 2 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대각항 만을 고려하면 원통 c에 대한 부가질량은 식(29)로 표시

된다.

( )33 33 3
a c b c

cF M M x< − > < − >= +

 

2 2 2 2
2

32 2 2 2

c a c b
L c x

c a c b
π ρ å õ+ += +æ ö− −ç ÷ (29)

다. 결과 및 고찰

(1) 등가 도를 이용한 해석결과 

    세 원통의 최저 고유진동수는 식(21)~(29)를 이용하여 각 원통에 대

한 등가 도를 정의하여 구할 수 있다. 유체의 간격에 따른 동특성의 변

화를 검토하기 위하여 내측 원통의 반경(a)은 고정하고 두 번째 및 세 번

째 원통의 반경(b, c)을 조합하 으며, 내측 원통의 반경을 기준으로 식

(16)을 사용하여 반경에 대한 변수를 정의하 다. 원통의 길이는 1.0m와 

2.0m로 고정하여 두 가지 경우를 고려하 다. 그림 3.13-6은 유체를 포함

한 세 원통의 해석 모델을 표시한 것이며, 등가 도를 사용한 해석에서

는 유체 요소를 제외하 다. 등가 도를 산출하기 위한 부가질량은 식

(21)~(29)과 원통의 체적을 이용하여 환산하 다. 그림 3.13-7~9는 세 개

의 원통에 대하여 등가 도를 이용한 동특성 해석과 유체 요소를 사용한 

동특성 해석 결과를 비교한 것이다. 

    그림 3.13-7에서 표시한 것과 같이 원통 a의 동특성은 원통 b와 원통 

c의 간격에 많은 향을 받음을 알 수 있다. 유체를 포함한 해석 결과를 

살펴보면, 세 원통의 간격이 매우 작을 경우에는 동특성의 변화가 큰 것

을 알 수 있으며, 원통 b와 원통 c의 직경이 증가함에 따라 일정한 진동

수를 가짐을 알 수 있다. 그림 3.13-7(a)에 표시한 것과 같이 원통 a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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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통 b의 간격이 작을 경우에도 원통 c와 원통 b의 간격이 증가하면 급격

한 동특성의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 세 원통의 간격이 매우 작을 경우

에서 고유 진동수가 증가하는 현상은 원통 a와 원통 b의 운동에 의한 상

호작용으로 인하여 원통 a에 대한 부가질량 효과가 국부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유체를 포함한 해석 결과와 등가 도를 사용

한 해석결과를 비교한 결과, 식(21)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

되었다. 원통의 간격이 작을 경우에는 부가질량의 크기를 과대 평가 하므

로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원통 b의 반경이 작을 

경우(그림 3.13-8(a)), 유체를 포함한 해석 결과는 등가 도를 이용한 

경우에 비하여 낮은 고유 진동수가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원통 a와 원통 b의 운동에 의한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원통 b의 부가질량 

효과가 국부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 현상으로 인하여 원통 a

의 고유 진동수가 상승한 것으로 판단된다. 등가 도를 이용한 해석결과

를 살펴보면, 원통 c의 운동을 정지상태로 가정한 식(25)와 식(27)에 비

하여 식(24)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식(24)는 전반

적으로 부가질량을 과대 평가하는 경향을 보이므로 이에 대한 수정이 요

구된다. 원통의 직경이 작은 경우(그림 3.13-9(a)), 식(28)의 결과와 유

체를 포함한 해석 결과가 일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원통의 반경이 

증가함(그림 3.13-9(b))에 따라 식(28)은 부가질량의 크기를 과대 평가하

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원통의 반경이 클 경우에는 식(29)를 적용하여 

유효한 해를 얻을 수 있으나 원통의 운동을 고려할 때, 식(28)을 이용하

여 부가질량을 정의하고 국부적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

었다. 

(2) 부가질량의 수정

    그림 3.13-7~9의 결과를 고려하여 식(21), 식(24) 및 식(28)을 이용

하여 원통의 부가질량을 수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 다. 식(21), 식

(24) 및 식(28)의 결과는 유체를 고려한 모델이 비하여 전반적으로 낮은 

진동수를 예측하는 경향을 보이므로 부가질량의 크기를 수정하 다. 유체

를 포함한 동특성 해석의 진동수가 높게 나타나는 것은 부가질량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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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원통의 운동이 많은 제약을 받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유체의 부

가질량 효과는 각 원통이 반대 위상으로 운동할 때 최대로 관찰되지만, 

원통이 세 개인 경우에는 상호 간섭이 발생하여 부가질량 효과를 감소시

킬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유체를 고려한 유한요소 해석에 구한 진동수

가 등가 도를 이용한 해석에 비하여 큰 값을 가지는 경향을 통하여 관찰

할 수 있다(그림 3.13-9(a)). 이러한 현상을 반 하기 위하여 식(21), 식

(24) 및 식(28)을 개별적으로 수정하 다.

(가) 원통 a의 부가질량의 수정

     원통 a의 부가질량은 식(21)로 정의하 으며, 원통 c의 운동을 정지

상태로 가정하 다. 그림 3.13-7에서 원통 b의 반경이 증가함에 따라 식

(23)의 결과와 유체를 포함한 해석결과가 잘 일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

으나, 원통 b와 원통 c의 간격에 따른 진동수의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원통 a의 부가질량에 향을 미치는 인자는 원통 a와 b 사이의 

간격으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식(21)에서 비대각항의 질량을 원통의 

간격계수를 이용하여 수정하여 원통 a의 부가질량으로 수정하 다. 

2 2 2 2 2
2 2

2 2 2 2 2 22a fa

b a c a a
m a L b L C

b a c a b a
π ρ π ρå õ+ += + +æ ö− − −ç ÷ (30)

     여기서, 
1a b

m
fa a b

m

C
C

C

< − >

< − >

−=
 이고  이

2 2

2 2
a b

m

b a
C

b a
< − > +=

− 다. 식(30)에서 비대각항

의 부가질량은 원통 a와 b의 간격이 작을 경우에는 향이 크게 나타나

며, 간격이 클 경우 부가질량은 대각항의 합으로 수렴한다.

(나) 원통 b의 등가질량 수정

     그림 3.13-8에 표시한 것과 같이 원통 c의 반경과 원통의 길이에 따

라 진동수의 차이가 발생하며, 전반적으로 유체를 포함한 해석에 비하여 

낮은 진동수를 예측한다. 특히 원통 b와 c의 반경이 증가할 수록 부가질

량이 과대 평가 되는 현상을 고려하여 부가질량에 직접적인 향을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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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인자는 원통 b와 원통 c사이의 간격으로 고려하여 식(24)를 수정하

다.

2 2 2 2
2

2 2 2 22b

a b b a
m L b L

b a b a
π ρ π ρ += − +

− −  

2 2 2 2
2

2 2 2 2       2 fb

c b c b
b L L C

c b c b
π ρ π ρ++ +

− −  (31)

     여기서,  
1b c

fb b c

Cm
C

Cm

< − >

< − >

−= 이고  

2 2

2 2
b c

m

c b
C

c b
< − > +=

−  이다. 식(31)에서는 원통 b

와 원통 c의 간격이 증가함에 따라 원통 c에 의한 비대각항의 효과는 감

소하며 부가질량은 감소한다.

(다) 원통 c의 부가질량의 수정

     식(28)에 표시한 것과 같이 원통 c의 고유 진동수는 원통에 채워진 

유체질량의 2배로 정의되었다. 식(28)은 원통 a와 원통 b의 운동을 동일 

위상으로 가정하여 유도된 것이며, 원통의 반경이 증가함에 따라 유체를 

포함한 해석에 비하여 낮은 진동수를 예측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3.13-9(b)). 그러므로 부가질량에 직접적인 향을 미치는 인자는 원통 a

와 원통 b사이의 간격으로 고려하 다. 

2(1 )c fcm C L cπ ρ= + (32)

   여기서, 
1a b

m
fc a b

m

C
C

C

< − >

< − >

−=
 이고  

2 2

2 2
a b

m

b a
C

b a
< − > +=

−  이다. 

라. 수정된 등가 도를 사용한 해석결과 

    식(30)~(32)를 적용하여 부가질량을 수정한 후 각 원통의 등가 도를 

정의하여 동특성 해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그림 3.13-10~15에 표시하

다. 그림에서 표시된 것과 같이, 수정된 부가질량을 적용하여 구한 고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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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수의 정확도가 개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최대 오차 범위는 최대 

30% 까지 관찰되었으며 원통의 간격이 가까운 경우에서 비교적 큰 오차가 

발생하 다. 

    원통 a (그림 3.13-10~11)의 경우, 수정된 부가질량을 이용한 해석결

과와 유체를 포함한 모델의 해석결과가 전반적으로 잘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원통의 길이가 증가할수록 정확도가 개선되는 현상을 관찰 

할 수 있다. 세 원통의 간격이 작은 경우 오차가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이 

관찰되었으나, 원통 b의 반경이 증가하면 개선되었다. 전체적으로 부가질

량을 이용한 해석은 원통 b와 원통 c의 간격에 많은 향을 받으며, 동일

한 조건에서는 원통의 길이가 증가할수록 정확도가 향상되는 경향을 보

다. 오차 범위는 부분적으로 30% 까지 관찰되었으나 전체적으로 최대 15% 

이내의 범위로 유지되었다. 따라서 식(30)~(32)를 이용하여 부가질량의 

크기를 수정하여 각 원통의 고유 진동수를 예측하는 방법은 타당한 것으

로 판단된다. 

5. 결론

   유체에 잠긴 원통형 구조물의 동특성을 예측하기 위하여 부가질량을 

이용하여 동특성 모델을 구성하고 해석을 수행하는 방법을 제안하 다. 

두 개의 원통에 대한 부가질량 행렬을 2차원 포텐셜 유동이론으로부터 유

도하고, 세 개의 원통에 적용할 수 있도록 확장하 다. 부가질량을 구조

물의 등가 도로 변환하여 동특성해석을 수행하고 유체를 포함한 유한요

소 모델의 해석결과와 비교하 다. 해석결과를 통하여 부가질량을 이용하

여 유체와 접하는 구조물의 동특성을 효과적으로 예측할 수 있음을 확인

하 다. 세 개의 원통에 대한 해석에서는 부분적으로 최대 30% 정도의 오

차가 관찰되었으나, 전체적으로 15% 내외의 정확도를 유지함을 확인하

다. 세 원통의 간격이 가까운 경우에는 각 원통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내부원통에 대한 부가질량효과가 감소하며, 중간원통에 대한 효과는 증가

하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부가질량을 사용함에 따라 구조물의 고유진동수

는 유지되지만 유체와 원통간의 연성효과는 고려되지 않는다. 따라서 응

답특성을 고려한 적용대상의 범위에 대한 연구는 계속 수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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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1 원통 및 유체 간극 자료

a(m) b(m) 간극(m) Cm
내측원통의 

부가 도*

외측원통의 

부가 도*

0.1 0.14 0.01 12.02 26496 1860

0.1 0.15 0.02 6.29 13864 2025

0.1 0.20 0.07 2.26 4980 2852

0.1 0.30 0.17 1.39 3062 4513

0.1 0.40 0.27 1.20 2636 6176

0.1 0.50 0.37 1.12 2467 7814

     * 부가질량을 각 원통의 등가 도로 변환

표 3.13-2(a) 유체로 연성된 모델과 등가 도를 이용한 모델의 

동특성 비교 (a/L=0.1)

Cm Full F.E. Model Equivalent Model Difference (%)

Mode
1st 
Mode

2nd 
Mode

1st 
Mode

2nd 
Mode

1st 
Mode

2nd 
Mode

12.02 97.6 222.3 89.2 222.1 9.4% 0.1%

6.29 120.0 230.8 112.0 232.2 7.1% 0.6%

2.26 156.3 273.6 146.0 272.8 7.1% 0.3%

1.39 166.7 329.5 158.4 315.8 5.2% 4.3%

1.20 167.4 352.4 161.6 328.8 3.6% 7.2%

1.12 166.3 357.4 162.9 327.3 2.1%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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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2(b) 유체로 연성된 모델과 등가 도를 이용한 모델의 

동특성 비교 (a/L=0.05)

Cm Full F.E. Model Equivalent Model Difference (%)

Mode
1st 
Mode

2nd 
Mode

1st 
Mode

2nd 
Mode

1st 
Mode

2nd 
Mode

12.02 23.9 59.8 23.3 60.4 2.6% 1.0%

6.29 29.4 62.6 29.3 63.8 0.3% 1.9%

2.26 39.3 78.1 38.2 79.5 2.9% 1.8%

1.39 42.7 105.2 41.4 103.1 3.1% 2.0%

1.20 43.4 124.4 42.2 118.4 2.8% 5.1%

1.12 43.7 137.2 42.6 127.7 2.6% 7.4%

b
a

θ

Inner Cylindrical 
(Spherical)Body

Outer Cylindrical 
(Spherical)Body

Vr

V

X1

X2

Fluid

그림 3.13-1 유체로 연성된 두 원통의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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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2 유체를 포함한 유한요소 모델링

Y

ANSYS 5.6
JAN 18 2001
12:44:59
PLOT NO.   1
DISPLACEMENT
STEP=1
SUB =1
FREQ=43.704
RSYS=0
DMX =1.364

DSCA=.073289
XV  =1
YV  =2
ZV  =3
DIST=1.136
ZF  =-1.063
PRECISE HIDDEN

그림 3.13-3 유체로 연성된 원통의 진동 모드(내측 원통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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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4 두 개의 원통에 대한 동특성 해석 결과

그림 3.13-5 유체로 연성된 세 개의 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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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6 세 원통과 유체의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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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7 등가 도를 이용한 세 원통의 동특성 (원통 a 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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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8 등가 도를 이용한 세 원통의 동특성(원통 b 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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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9 등가 도를 이용한 세 원통의 동특성(원통 c 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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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10 원통 a의 고유 진동수 (a=0.1, b=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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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11 원통 a의 고유 진동수 (a=0.1, b=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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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12 원통 b의 고유 진동수 (a=0.1, b=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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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13 원통 b의 고유 진동수 (a=0.1, b=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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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14 원통 c의 고유 진동수 (a=0.1, b=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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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15 원통 c의 고유 진동수 (a=0.1, b=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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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 절  반타원 표면균열의 요소망 생성 및 응력확대계수 평가

1. 개 요

   실제 구조물에서 발견되는 균열들은 대부분 3차원 균열인 내재된 타원

균열(embedded elliptical crack)과 반타원 표면균열(semi-elliptical 

surface crack)로서, 파괴역학적 입장에서 구조물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경우 이러한 결함들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  특히 반타원 표면균열의 

경우, 균열선단(crack front)이 자유단(free surface)과 교차하기 때문에 

내재된 타원균열보다 훨씬 복잡한 거동을 한다.  따라서 경계조건에 따른 

응력장의 정확한 표현은 구조물의 건전성 평가를 위한 선결조건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한 수치해석방법 중 3차원 균열문제는 연관성과 확장성

이 효과적인 유한요소법이 유용하지만, 입력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

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해석하고자 하는 구조물이 2차원인 경우

에는 비교적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으나, 표면균열을 포함한 3차원 요소

망 구성시에는 입력자료의 작성이 쉽지 않다.  상용프로그램의 유한요소 

자동생성모듈을 이용하면 다양한 형상에 대한 모델링과 입력자료작성을 

자동화할 수 있으나, 균열해석을 위한 변형특이 요소의 생성에 대한 부분

이 완전하게 지원되지 않으므로 균열해석 프로그램에 적합한 입력자료를 

구성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과정이 요구된다.

   현재 SMART 원자로의 설계와 구조해석을 위하여 상용 CAD/CAE/CAM 프

로그램인 I-DEAS가 도입되어 운 되고 있다.  그러나 I-DEAS를 파괴역학 

분야에 적용할 경우의 문제점은 변형특이요소 기능을 제공하고 있지 않는

다는 것이다.  이는 I-DEAS에서 제공하는 전처리(pre-processing) 기능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I-DEAS는 전산파괴역

학 해석분야를 직접적으로 지원하지 않고 있으나, ABAQUS와 같은 전산파

괴역학 분야의 프로그램과 입력자료를 공유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I-DEAS를 이용하여 ABAQUS와 같은 프로그램의 입력자료를 구성할 

수 있다면 최적화된 해석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절에서는 SMART 원자로집합체의 구조 건전성 해석절차를 개발하기 

위하여, 최적화된 2차원 전산파괴역학 해석 입력자료 구성방안을 기반으



로 하여 효과적인 반타원 표면균열모델 구현방안과 구성된 3차원 모델을 

이용하여 균열형상비에 따른 향을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주 프로그램

(solver)은 ABAQUS를 사용하고, 상용프로그램인 I-DEAS를 이용하여 입력

자료를 구성하는 방법을 개발하 으며, 3차원 균열모델을 구성하여 효율

성을 입증하 다.  또한 3차원 균열선단 모델구현을 통하여 구조건전성 

해석절차를 확립하 다. 

2. 해석모델

가. 요소망 구성대상

    요소망 구성에 사용된 기하학적 형상은 그림 3.15-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반타원 표면균열을 가지고 있으며, 균열진전방향에 수직한 일축 인

장하중을 받고 있다.  따라서 해석모델은 기하학적 형상과 하중조건의 대

칭성을 고려하여 전체 형상의 1/4만 모델링하 다.

나. 요소망 구성절차

    반타원 표면균열의 3차원 요소망 구성을 위해서는 먼저 변형특이요소

를 고려한 2차원 요소망의 구성이 필요하다.  2차원 요소망 구성은 우선 

반타원 표면균열길이를 포함한 자유표면에 해당하는 경계형상을 모델링한 

후 균열선단주위를 다수의 방사형 역으로 분할하 다.  그리고 균열선

단을 둘러싼 요소내 변의 중간에 있는 절점을 1/4의 위치로 움직임으로써 

원하는 특이성을 만족할 수 있도록 하 다.  그림 3.15-2는 균열선단에서

의 변형률 특이성을 고려한 2차원 유한요소모델이다.  3차원 유한요소모

델은 앞서 구현된 2차원 평면변형률 요소를 이용하여 자유표면에 수직한 

반타원 표면균열의 최심점에 해당하는 각도까지 회전시키면서 여러 개의 

3차원 솔리드 요소를 구성하 다.  균열선단을 포함한 파트의 모델링은 

복잡하고 상세한 모델링이 필요하므로 가장 중요한 파트를 먼저 모델링하

고 나머지 파트를 별도로 모델링한 후 서로 연결하여 주었다.  이때 두 

파트의 모델링에 있어 서로 연결될 부분의 요소와 절점 수가 동일하도록 

하여 유한요소해석시의 적합방정식을 만족하도록 하 다. 



3. 유한요소 해석

   본 해석의 3차원 유한요소모델은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는 반타원 표면균열을 포함한 파트만으로 구성된 요소망이며, 둘째는 반

타원 표면균열을 포함한 파트와 균열선단을 제외한 파트가 결합된 요소망

으로 a/h(균열깊이/높이비)가 각각 0.04, 0.1, 0.5로 변화하는 경우이다.  

해석모델에 사용된 요소는 20절점 등매개변수 사각주요소(20-nodes 

isoparametric brick element)이며, 균열선단에서는 변형률 특이성이 고려

된 특이요소인 20절점 4분점 사각주요소(20-nodes quarter-point brick 

element)이다.  균열형상비 변화에 따른 요소망 구성을 위하여 요소망 좌

표변환 프로그램 COTRA를 자체 개발하 으며, 균열형상비 a/c=1.0인 경우

의 절점 좌표를 이용하여 균열형상비(a/c=0.4, 0.6, 0.8) 변화에 따른 요

소망을 각각 구성하 다.  그림 3.15-3은 개발된 좌표변환 프로그램 

COTRA의 초기화면이다.  또한 반타원 표면균열 선단주위의 응력확대계수 

K를 평가하기 위해 I-DEAS의 모듈을 이용하여 상용 유한요소해석 프로그

램인 ABAQUS Ver. 5.8의 입력파일을 생성하 다.  해석에 사용된 재료물

성치는 E=206.8GPa, ν=0.3이다.

   그림 3.15-4는 반타원 표면균열을 포함한 파트만으로 구성된 a/c=0.6

인 경우의 요소망 구성을 나타낸 것이며, 그림 3.15-5는 반타원 표면균열

을 포함한 파트와 균열선단을 제외한 파트가 결합된 요소망으로 a/c=1.0, 

a/h=0.1인 경우이다.

4. 해석결과 및 검토

   그림 3.15-6은 3차원 반타원 표면균열을 포함한 파트만으로 구성된 균

열형상비 a/c=1.0인 경우에 대한 탄성특이요소를 이용한 본 해석결과와 

Newman의 근사해를 비교한 것이다.  두 해석결과에 다소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Newman의 식이 반무한체에 적용하는 것으로 본 해석의 기하

학적 형상조건이 만족되지 못하 기 때문이라고 여겨지며, 두 결과 모두 

균열선단이 자유단과 교차하는 Φ=0°에서 가장 큰 응력확대계수를 나타

내었다.  그림 3.15-7은 3차원 반타원 표면균열을 포함한 파트만으로 구

성된 경우의 균열형상비에 따른 균열선단주위의 응력확대계수 K를 Mode I 



응력확대계수(σ√πa)로 무차원화(F)하여 도시한 것이다.  해석결과 균

열형상비가 커질수록 최대 응력확대계수의 위치가 균열선단주위를 따라 

이동함을 알 수 있다.  a/c=0.4인 경우 최심점에서 가장 큰 응력확대계수

를 나타내었다.  이는 균열형상비가 작을수록 타원균열형상에 가까우며 

따라서 균열의 진전이 최심점에서 일어남을 의미한다. 

   그림 3.15-8∼10은 반타원 표면균열을 포함한 파트와 균열선단을 제외

한 파트가 결합된 요소망의 a/h비(균열깊이/높이비)에 따른 본 해석결과

와 Newman의 근사해를 비교한 것이다.  a/h비가 작아질수록 Newman이 제

시한 기하학적 조건이 만족되므로서 두 결과가 잘 일치함을 알 수 있었

다.

   본 절에서는 2차원 균열선단 모델구현 절차를 확장하여 실제 구조물에 

많이 내재되어 있는 3차원 표면균열 문제 해석을 위한 구조건전성 해석절

차를 확립하 다.  위에 기술한 3차원 구조건전성 해석절차는 사용자가 

손쉽게 균열형상을 모델링하고 파괴역학적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

서 상당한 성과로 여겨진다.

5. 결 론

   본 절에서는 SMART 원자로집합체의 구조 건전성 해석절차를 개발하기 

위하여 최적화된 전선파괴역학 해석 입력자료 구성방안을 개발하 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원자로집합체의 구조 건전성 해석을 

위해 상용프로그램인 I-DEAS를 이용하여 3차원 균열해석을 위한 입력자료

를 효과적으로 구성하는 방법을 개발하 다.  둘째, 3차원 반타원 표면균

열을 포함한 파트만으로 구성된 경우, 균열형상비가 커질수록 최대 응력

확대계수의 위치가 균열선단주위를 따라 이동함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반타원 표면균열을 포함한 파트와 균열선단을 제외한 파트가 결합된 요소

망의 균열깊이/높이비에 따른 본 해석결과와 Newman의 근사해를 비교한 

결과, 균열깊이/높이비가 작아질수록 두 결과가 잘 일치하 다.



그림 3.15-1 반무한체내의 반타원 표면균열

그림 3.15-2 변형률 특이성이 고려된 2차원 유한요소모델



그림 3.15-3 COTRA 프로그램의 초기화면

그림 3.15-4 반타원 표면균열을 포함한 파트의 유한요소

(a/c=0.6, a/h=0.5)



그림 3.15-5 반타원 표면균열에 대한 유한요소모델(a/c=1.0, a/h=0.1)

그림 3.15-6 반타원 표면균열을 포함한 파트에 대한 본 해석결과와 

Newman의 근사해의 비교(a/c=1.0)



그림 3.15-7 반타원 표면균열을 포함한 파트에 대한 균열선단주위의 

응력확대계수 분포(a/h=0.5)

그림 3.15-8 균열선단주위의 응력확대계수 분포의 비교

(a/c=1.0, a/h=0.5)



그림 3.15-9 균열선단주위의 응력확대계수 분포의 비교

(a/c=1.0, a/h=0.1)

그림 3.15-10 균열선단주위의 응력확대계수 분포의 비교

(a/c=1.0, a/h=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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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 절 유체부가질량 계산용 프로그램 K-HYDRO

1. 프로그램 개요

   유체 내에 위치한 원통의 구조 동특성은 주위 유체와의 동적 연성으로 

인해 향을 받게된다.  무한 유체 내에 위치한 단일 원통의 경우, 원통

의 질량이 어낸 유체의 질량만큼 증가하는 현상을 보인다.  따라서, 이

를 설명하기 위하여 유체부가질량을 정의하여 원통의 운동방정식을 풀게 

된다.  두 개 이상의 원통이 동심으로 위치한 경우에는 그 현상은 더욱 

복잡해지는데 두 개 원통의 형상 및 환형공간의 간극과 주위 유체의 

도, 유체의 경계조건 등이 특히 유체부가질량을 계산하는데 향을 주게

된다. 

   한국 표준형 원자로의 내부구조물을 설계, 해석할 때 내부구조물 주위

에 존재하는 냉각재의 향은 원자로집합체를 집중질량으로 모델링한 후 

각 절점에 유체부가질량을 계산하여 첨가하는 방법으로 고려되어 왔다.  

여기에는 ABB-CE가 개발한 ANNULUS나 HYDRO 등의 전산코드를 사용하여 왔

으나 구조적으로 사용이 불편하고 이론적 배경이 비교적 오래되어 개선의 

여지가 많다.  한편, 대부분의 주요 기기가 원자로 내에 위치한 일체형 

원자로 SMART (System-integrated Modular Advance ReacTor)에서 주위 유

체의 향은 더욱 클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판단 아래 SMART에 적용

할 우리 고유의 해석용 코드를 개발하 다.

   새로운 전산해석코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염두에 두고 개발되었다 :

① PC WINDOWS를 기본으로 한 system으로 구축한다.

② FORTRAN으로 작성된 이론부분 모듈과 쉽게 접목될 수 있도록 한다. 

③ 시각적인 효과를 충분히 살려 사용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④ 범용으로 상용 원자로, 일체형원자로 및 액체금속로에서 이용이 가능

하도록 한다.

⑤ 앞으로의 수정, 보완이 쉬운 구조를 채택한다. 

   본 장에서는 그동안 SMART의 개발중 연구한 두 개의 동심 원통에 대한 

유체부가질량을 계산하는 방법에 관하여 이론적인 배경을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개발된 유체부가질량 계산 전용 전산프로그램인 K-HYDRO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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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사용예제를 통해 그 사용법을 설명하 다. 

2. 유체부가질량의 이론

가. 두 원통쉘의 운동방정식

    동심원을 이루고 있는 두 원통쉘의 운동방정식은 쉘과 유체의 감쇠를 

무시할 때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M i 0
0 Mo [ ]z 1  

z 2  
 +  [ ]K i 0

0 Ko [ ]z 1  
z 2  

 =  [ ]P i 
P o 

(1)

여기서 Mi와 Mo는 내부쉘과 외부쉘의 단위길이당 질량을 각각 나타내고 

Ki와 Ko는 내부쉘과 외부쉘의 강성을 각각 나타낸다.  그리고 Pi와 Po는 

내부쉘과 외부쉘에 작용하는 유체의 하중을 나타낸다.  유체의 하중은 비

점성이고 비압축성인 유체로 가정하면 유체 부가질량 (added mass)의 항

으로 나타낼 수 있다.

[ ]P i 
P o 

 =  [ ]M 11  M 12  
M 21  M 22  [ ]z 1  

z 2  

(2)

    두 개의 원통형 쉘이 유체로 연성된 구조물을 생각할 때, 유체는 비

점성이고 비압축성인 유체라 가정하면 유체의 운동은 속도 포텐셜 

(velocity potential)로 나타낼 수 있고 다음의 Laplace 식을 만족해야 

한다. 

Φ, rr+
1
r
Φ, r+

1

r
2 Φ ,θθ+Φ , zz= 0 (3)

    변수분리하여 편미분방정식을 풀고 쉘과 유체의 반경방향의 속도가 

같다는 경계조건을 적용하면  내부 및 외부원통에 작용하는 부가질량은 

임의의 원주방향 모드 n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m 11= 2ρaL∑
m

qm
⌠
⌡

L 2

L 1
Zm(z)dz

mΔx i
[Kn'(

mπb
2L

)I n(
mπa
2L

)- I n'(
mπb
2L

)Kn(
mπa
2L

)]

m 12= 2ρaL∑
m

hm
⌠
⌡

L 2

L 1
Zm(z)dz

mΔx o
[-Kn'(

mπa
2L

)I n(
mπa
2L

)+ I n'(
mπb
2L

)Kn(
mπb
2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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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내부 쉘과 외부 쉘 사이에 유체가 있을 경우,

m 21= 2ρbL∑
m

qm
⌠
⌡

L 2

L 1
Zm(z)dz

mΔx i
[-Kn'(

mπb
2L

)I n(
mπb
2L

)+ I n'(
mπb
2L

)Kn(
mπb
2L

)]

                                 .......................... (5)

    만일 내부 쉘과 외부 쉘사이에 유체가 있고 내부 쉘의 안쪽에도 유체

가 있을 경우,

m 21= 2ρbL∑
m

qm
⌠
⌡

L 2

L 1
Zm(z)dz

mΔx i
[-Kn'(

mπb
2L

)I n(
mπb
2L

)+ I n'(
mπb
2L

)Kn(
mπb
2L

)]

+2ρaL∑
m

qm
⌠
⌡

L 2

L 1
Zm(z)dz

mx i
[
I n(
mπc
2L

)

I n'(
mπc
2L

)
]

m 22= 2ρbL∑
m

hm
⌠
⌡

L 2

L 1
Zm(z)dz

mΔx o
[Kn'(

mπa
2L

)I n(
mπb
2L

)- I n'(
mπa
2L

)Kn(
mπb
2L

)]     

  

                               ........................... (6)

여기서,

ρ : fluid density

L : total length of shell

a : outer radius of inner shell

b : inner radius of shell

c : outer radius of inner shell

hm, qm : two sets of series expansion coefficients

Zm(z) : a series expansion function between xi and xo

L1 : distance of the first point from origin

L2 : distance of the second point from origin

Kn : modified Bessel function of first kind

In : modified Bessel function of second k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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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 : coordinate in axial direction

Δ= [Kn'(
mπa
2L

)I n'(
mπb
2L

)- I n'(
mπa
2L

)Kn'(
mπb
2L

)]

나. 원통형 쉘 운동의 Fourier Series 전개

    유체와 접하는 원통형 쉘구조물의 모드는 1) 강체 병진운동 (rigid 

body translation), 2) 강체회전운동 (rigid body rotation), 3) 보의 첫

번째 모드를 고려하여 수식을 유도한다.  쉘의 경계조건을 간단하게 근사

화시키기 위하여 closed-closed 경계조건과 open-closed 경계조건으로 나

누어 쉘에 대한 수식을 유도한다.  이 때 open-closed  경계조건을 갖는 

경우 쉘의 축방향 모드 형상이 우함수의 형태를 갖게 되며  

closed-closed 경계조건을 갖는 경우에는 기함수의 형태로 나타날 것이

다.  그리고 각각의 경우 함수의 주기는 구조물의 길이를 L이라 할 때 각

각 4L과 2L이 된다.  주기가 2L인 연속주기함수 f(x) 는 Fourier 급수전

개를 통해 서로 직교하는 sine, cosine함수의 무한 합으로 표시할 수 있

다.  

f (x)=
a 0
2
+ ∑

∞

m=1[am cos (
mπx
L
)+ bm sin (

mπx
L
)] (7)

여기서, 각 항의 계수인 ao, am 과  bm 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am=
1
L
⌠
⌡

L

-L
f (x) cos (

mπx
L
)dx ,    m = 0, 1, 2, 3

(8)

bm=
1
L
⌠
⌡

L

-L
f (x) sin (

mπx
L
)dx ,     m = 1, 2, 3 (9)

(1) Case 1  :  Closed-Open 의 유체 경계조건을 갖고 쉘이 강체운동을 

할 경우

    환형 공간에 채워진 유체와 내부 원통형 쉘에 채워진 유체에 대한 경

계조건을 고려해 보자.  원형 쉘의 하단이 강체로 막혀 있기 때문에 z 방

향의 유속은 이 되어야 하고 중력을 무시하면 상단에서 유체의 속도포

텐셜은 이 되어야 한다.  즉,

∂φ i
∂z | z=0=

∂φ o
∂z | z=0= 0  (막혀 있는 유체의 하단에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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φ i | z= L=φ o | z= L=0
     (개방된 유체의 상단에서)

(11)

따라서 위 경계조건을 만족시키는 유체에 대한 축방향 속도포텐셜 f(z)은 

주기가 2L 인 cosine 함수가 되어야 한다.  내부 및 외부 원통형 쉘 모두

가 강체운동을 한다고 가정하면 wi(z) =X1이고 wo(z) =X2인 상수 값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를 급수전개로 나타내기 위하여  m 대신 (2m-1) / 2

을 대입하여 Fourier 계수값을 계산하면,

am=
2
L
⌠
⌡

L

0
X 1cos [ (2m-1)πz2L ]=

2X 1
L { 2L

(2m-1)π }⋅sin [
(2m-1)πz
2L ]|

L

0

 

=
4X 1(-1)

m-1

(2m-1)π
(12)

    이 식(12)를 대입하여 내부 및 외부 원통의 모드를 급수전개항의 선

형조합으로 나타내면

wi(z)=X 1 ∑
M

m=1

4(-1)
m-1

π(2m-1)
cos [ (2m-1)πz2L ]

wo(z)=X 2 ∑
M

m=1

4(-1)
m-1

π(2m-1)
cos [ (2m-1)πz2L ] (13)

이를 식(4), (5), (6)에 대입하여 정리하면 유체부가질량이 구해진다.  

(2) Case 2 : 쉘이 Cosine 모드를 갖고 Closed-Open 유체 경계조건을 갖

는 경우

    쉘의 하단이 고정되고 상단이 자유단을 갖고 외팔보의 운동을 할 때, 

내부 및 외부 원통형 쉘 모두를 cosine 형상으로 근사시킬 수 있다.  즉,

w i(z)=X 1[ 1-cos ( πz2L )]
wo(z)=X 2[ 1-cos ( πz2L )]

(14)

    이 경우에도 유체의 상단에서 유속은 이 아니고 속도포텐셜은 이 

되어 식(10)과 식(11)로 나타나는 경계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그리고 속

도포텐셜에 대한 적합조건을 만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쉘의 반경방향의 동

적 변위에 대한 식은 cos { (2m-1)π2L }항으로 나타나야 한다.  내부 및 외

부 원통의 모드를 급수전개항의 선형조합으로 나타내면



- 271 -

w i(z)=-
4X 1

π 2
∑
M

m=1{
(2m-1)(-1 )

m
+1

m(m-1) (2m-1) }sin [
(2m-1)πz
2L ]

wo(z)=-
4X 2

π
2 ∑

M

m=1{
(2m-1)(-1 )

m
+1

m(m-1) (2m-1) }sin [
(2m-1)πz
2L ] (15)

(3) Case 3 :  Open-Open 의 유체 경계조건을 갖고 쉘이 강체운동을 할 

경우

    환형 공간에 채워진 유체와 내부 원통형 쉘에 채워진 유체에 대한 경

계조건을 먼저 고려해 보자.   원형 쉘의 하단과 하단이 강체로 막혀 있

지 않기 때문에 z 방향의 유속은 이 아니며 중력을 무시하면 유체의 상

단과 하단의 표면에서 유체의 속도포텐셜은 이 되어야 한다.  즉,

φ i | z= 0= φ o | z= 0= φ i | z= L=φ o | z= L=0

(16)

따라서 위 경계조건을 만족시키는 유체에 대한 축방향 속도포텐셜 f(z)은 

주기가 L인 sine 함수가 되어야 하며, 쉘의 반경방향의 동적 변위에 대한 

식은 sin { (2m-1)πL }항으로 나타나야 한다.  그리고 변위 wi, wo는 다음

과 같다.

w i(z)=X 1, wo(z)=X 2

(17)

   내부 및 외부 원통의 모드를 급수전개항의 선형조합으로 나타내면

w i(z)=
4X 1
π ∑

M

m=1

1
(2m-1)

sin [ (2m-1)πzL ]

wo(z)=
4X 2
π ∑

M

m=1

1
(2m-1)

sin [ (2m-1)πzL ] (18)

(4) Case 4 : 쉘의 축방향 모드가 sine 함수이고 쉘 양단에서 유체의 경

계조건이 Open-Open 인 경우

    환형 공간에 채워진 유체와 내부 원통형 쉘에 채워진 유체에 대한 경

계조건을 먼저 고려해 보자.   원형 쉘의 하단과 하단이 강체로 막혀 있

지 않기 때문에 z 방향의 유속은 이 아니며 중력을 무시하면 유체의 상

단과 하단의 표면에서 유체의 속도포텐셜은 이 되어야 한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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φ i | z= 0= φ o | z= 0= φ i | z= L=φ o | z= L=0

(19)

    위 경계조건을 만족시키는 유체에 대한 축방향 속도포텐셜 f(z)은 주

기가 L인 sine 함수가 되어야 한다.  한편 쉘의 반경방향의 동적 변위에 

대한 식은 sin { mπL }항으로 나타나야 한다.  그리고 변위 wi, wo는 다음

과 같다.

w i(z)=X 1sin
πz
L

wo(z)=X 2sin
πz
L

(20)

    wi, wo는 주기가 L인 sine 함수이므로 Fourier 급수전개를 했을 경우 

당연히 sine 항의 Fourier 계수는 1 이고 cosine 항의 Fourier 계수는 0

이 된다.   

(5) Case 5 : 쉘의 축방향 모드가 선형함수이고 쉘 양단에서 유체의 경계

조건이 Open-Open 인 경우

    환형 공간에 채워진 유체와 내부 원통형 쉘에 채워진 유체에 대한 경

계조건을 먼저 고려해 보자.   원형 쉘의 하단과 하단이 강체로 막혀 있

지 않기 때문에 z 방향의 유속은 이 아니며 중력을 무시하면 유체의 상

단과 하단의 표면에서 유체의 속도포텐셜은 이 되어야 한다.  즉,

φ i | z= 0= φ o | z= 0= φ i | z= L=φ o | z= L=0

(21)

따라서 위 경계조건을 만족시키는 유체에 대한 축방향 속도포텐셜 f(z)은 

주기가 L인 sine 함수가 되어야 한다.  한편 쉘의 반경방향의 동적 변위

에 대한 식은 sin { mπL }항으로 나타나야 한다.  그리고 변위 wi, wo는 다

음과 같다.

wi(z)=X 1
z
L

wo(z)=X 2
z
L

(22)

     내부 및 외부 원통의 모드를 급수전개항의 선형조합으로 나타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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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z)=-2X 1 ∑
M

m=1

(-1)
m

mπ
sin [ mπzL ]

wo(z)=-2X 2 ∑
M

m=1

(-1)m

mπ
sin [ mπzL ] (23)

(6) Case 6 : 쉘의 축방향 모드가 선형함수이고 쉘 양단에서 유체의 경계

조건이 Closed-Open 인 경우

    환형 공간에 채워진 유체와 내부 원통형 쉘에 채워진 유체에 대한 경

계조건을 고려해 보자.   원형 쉘의 하단이 강체로 막혀 있기 때문에 z 

방향의 유속은 이 되어야 하고 중력을 무시하면 상단에서 유체의 속도

포텐셜은 이 되어야 한다.  즉, 

∂φ i
∂z | z=0=

∂φ o
∂z | z=0= 0  (막혀 있는 유체의 하단에서) (24)

φ i | z= L=φ o | z= L=0
     (개방된 유체의 상단에서)

(25)

따라서 위 경계조건을 만족시키는 유체에 대한 축방향 속도포텐셜 f(z)은 

주기가 2L 인 cosine 함수가 되어야 한다.  한편 쉘의 반경방향의 동적 

변위에 대한 식은 cos { (2m-1)π2L }항으로 나타나야 한다.  그리고 변위 

wi, wo는 다음과 같다.

wi(z)=X 1
z
L

wo(z)=X 2
z
L

(26)

    내부 및 외부 원통의 모드를 급수전개항의 선형조합으로 나타내면

w i(z)= 4X 1 ∑
M

m=1[2
{ (-1)m-1-1}
{ (2m-1)π }

2 +
(-1)

m-1

(2m-1)π ]cos [ (2m-1)πz2L ]

wo(z)= 4X 2 ∑
M

m=1[2
{ (-1)m-1-1}
{ (2m-1)π }

2 +
(-1)m-1

(2m-1)π ] cos [ (2m-1)πz2L ] (27)

다. Bessel 함수의 계산 

    1차 제1종 수정 Bessel 함수 In 와 1차 제 2종 수정 Bessel 함수 Kn

의 계산은 상용으로 제공되는 부프로그램인 FORTRAN ISML을 이용하 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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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Bessel 함수에 대한 각각의 미분값은 다음의 순환 공식을 이용하

다. 

I n'(x)=
1
2
{ I n-1(x)+ I n+1(x) } (28)

Kn'(x)=-
1
2
{Kn-1(x)+Kn+1(x) }

또한 위 관계식에서 n-1이 보다 작을 경우 즉 n = 0일 경우는 다음과 

같은 수정 Bessel 함수의 특성을 이용하면 구할 수 있다.  

I - n(
mπa
2L

) = I n(
mπa
2L

)

K - n(
mπa
2L

) = Kn(
mπa
2L

) , 여기서 n = 0, 1, 2, 3

라. 결과의 정리

    위 2에서 언급한 1)~6)의 각 경우에 대한 식을 정리하면 표 3.16-1과 

같다 :

3. 프로그램 사용법

가. K-HYDRO의 구조

    K-HYDRO는 그림 3.16-1과 같이 해석의 대상이 되는 구조물과 유체의 

물성치와 절점의 정보를 입력하여 이를 해석모듈의 입력파일로 작성하는 

전처리부(preprocessor)와 유체부가질량행렬의 각 항을 계산하기 위한 해

석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사용자는 우선 해석의 대상물을 필요한 형태로 모델링할 개념을 세우

고 preprocessor의 단계에 따른 입력순서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입력한

다.  Preprocessor의 입력이 종료되면 일정한 형식에 따른 해석모듈의 입

력파일이 자동으로 작성된다.  작성된 파일은 중간에 검토나 출력이 가능

하다.  다음 단계로 입력파일을 이용한 해석계산이 사용자의 수행명령에 

따라 수행되어 유체부가질량을 text파일로 출력한다.  표 3.16-2은 

K-HYDRO 전체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파일과 그에 대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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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해석모듈

    해석모듈은 전형적인 해석계산부분으로써 앞의 2장에서 언급하고 있

는 이론에 따라 유체부가질량행렬을 계산하는 부분으로 FORTRAN 언어로 

작성되어 있다.  또한 식 중의 Bessel 함수에 대한 계산을 수행하기 위한 

부 프로그램으로 IMSL을 사용하도록 하 다.  계산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

요한 입력변수로는  표 3.16-4에 수록된 변수들이 있다.  이들의 작성은 

다음 절에 설명된 순서에 따라 자동으로 이루어진다.  부가질량을 계산하

고자 하는 절점과 양끝 점의 좌표 및 유로의 형상(직경), 유체의 도 및 

경계조건 등이 입력되면 이론에 따라 질량행렬을 계산하여 출력하게 된

다.  출력은 표 3.16-3와 같이 절점을 구성하는 segment별로 유체부가질

량(M11, M12, M21, M22)과 함께 무한 원통에서의 부가질량에 대한 비값을 

주어 이를 길이보정계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 다.  한편 출력은 

result.out이란 이름의 파일에는 간략한 결과가, detail.out이란 이름의 

파일에는 중간점검에 필요한 결과까지가 출력되도록 하여 계산결과 점검

에 용이하도록 하 다. 

다. Preprocessor

    K-HYDRO의 preprocessor는 입력의 구성부 (Preprocess)와 해석계산 

명령부(Run), 그리고 출력 검토부의 3 부분으로 구분하여 작성되었다. 

K-HYDRO를 실행시키면 화면에 초기화면이 나타난다.  초기화면은 아래 그

림3.16-2에 보이는 것처럼 main menu와 pop-up menu인 sub-menu로 구성되

어 있다.  각 메뉴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1) FILE 명령은 RENAME과 EXIT의 두 가지 부-명령을 포함하고 있다. 

    이중 RENAME은 입/출력 파일의 이름을 지정하기 위한 명령이다.  현

재로 해석모듈은 preprocessor 부분에서 작성된 khydro.inp의 이름을 갖

는 입력만을 처리하게 되어 있으므로 RENAME을 통해서 경우에 적합한 입

력으로 이름을 바꾸어 저장할 수 있다. 

    RENAME은 이름을 바꿀 파일을 직접 입력하거나 「찾아보기」 버튼을 

눌러 파일 목록 중에서 선택 후 바꿀 이름을 입력하고 OK 버튼을 누른다.  

그림 3.16-3은 ‘khydro.inp' 파일을 ’khydro-new.inp'로 바꾸는 예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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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낸다.

주의 : preprocessor를 통해 스크린 상에서 입력한 파일의 경우 default

로 ‘khydro.inp'로 저장되며 따라서 「RENAME」을 통해 이름을 바꿀 경우 

원래의 파일(khydro.inp)은 그대로 남아 있고 새로운 이름

(khydro-new.inp)의 복사 파일이 생성된다.   

    Exit 명령은 프로그램을 종료시킨다. 

(2) PREPROCESS은 Prepare Input과 List/Edit Input의 부-명령으로 구성

된다.  Prepare Input은 입력 데이터를 작성하는데 사용되며, List/Edit 

Input은 입력 데이터를 스크린으로 출력하여 보거나 편집하는데 사용된

다.

    Prepare Input을 누르면 화면은 그림 3.16-4와 같은 창을 출력하며 

입력을 대기한다. 

    여기에 해석의 대상이 될 Annuli의 개수를 입력하고 「OK」를 누르면 

아래의 그림 3.16-5의 화면이 나타난다.

    그림 3.16-5의 data를 모두 입력한 후 「Segment INPUT」을 선택하면 

아래 그림 3.16-6의 화면이 segment 개수만큼 나타난다.  Segment란 동심 

원통중 부가질량을 계산할 최소단위로 원통의 상부, 하부 및 절점의 위치

로 정의된다.  입력이 완료되면 그림 3.16-2의 초기 화면으로 돌아간다. 

(3) RUN은 Execute 명령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Fortran 으로 작성된 해

석모듈과 연계하여 작성된 입력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는 부분이다.  즉, 

Execute 명령으로 해석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된다.

(4) 후처리과정(POSTPROCESS)

    List Output과 List Detail의 두 가지 부명령이 속해있다.  이 명령

을 통해 해석 결과를 스크린으로 출력해 볼 수 있다.  List Output은 표

준형의 출력을 제공하는데 여기에는 입력의 mirror 와 함께 각 segment의 

유체부가질량과 절점의 좌표 등이 출력된다.  List Detail은 세부적인 계

산의 결과를 확인 할 수 있는 확장형의 출력을 제공한다.  이는 Pr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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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ion이 Detailed로 선택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5) HELP 명령은 Manual과 Version의 두 가지 부-명령을 포함하고 있다. 

    Manual은 online으로 도움말 문서를 볼 수 있도록 하며, Version은 

현재의 프로그램 버전에 대한 정보를 출력한다. 

4. 사용예제

가. 입력 예

    사용예제로 다음 그림 3.16-7과 같이 두 개의 동심 원통이 배열된 경

우의 유체부가질량을 생각해 본다.  두 개의 동심 원통은 동일한 길이로

(L= 125.3125) z= -8.5에서 z= 116.8125 까지 걸쳐 위치하고 있으며, 윗

면은 막힌 경계로, 아래 면은 열린 경계조건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두 

원통의 사이에는 도 0.647x10-4의 유체가 채워져 있다.  해석은 환형공

간(Annulus)을 3개의 부등한 segment로 나누어 유체부가질량을 계산하고

자 한다.

    K-HYDRO의 입력부는 3종류의 윈도로 구성되는데 처음은 환형공간의 

개수를 묻고, 각 환형공간의 속성이 입력되면, 각 segment에 대한 위치를 

물어 입력을 완성하게 된다.  이 예제를 위해 마련하는 입력은 다음 표 

3.16-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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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출력예

1) RESULT.OUT

 NUMBER OF ANNULI CONSIDERED (NA)=         1

 --------------------------------------------------------------------------

                    K-HYDRO : VERSION 1 MODIFICATION 0

 test-annulus                                                                    

--------------------------------------------------------------------------

 CASE NO.(NC) =         1

 INNER RADIUS   =   58.6100(IN.)

 OUTER RADIUS   =   65.5000(IN.)

 ANNULUS LENGTH =  125.3125(IN.)

 FLUID DENSITY  =    .647000E-04(LBF.*SEC.**2/IN.**4)

 BEGINNING POINT        =  116.8125(IN.)

 END POINT              =   -8.5000(IN.)

 NO.OF DIVISIONS        =    3

 KEY FOR EQUAL SPACING  =    0

 PRINT KEY              =    1

 *** NODAL POINT COORDINATES ***

 X : ORIGINAL COORDINATES

 L : ANALYSIS COORDINATES

 X1=   -8.5000(IN.),  X0=     .0000(IN.),  X2=   23.5000(IN.)

 L1=   93.3125(IN.),  L0=  116.8125(IN.),  L2=  125.3125(IN.)

 SPAN = (L2-L1)=(X2-X1)=   32.0000(IN.)

 M11(LBF.*SEC.**2/IN.)     .4296562E+02      K11=   .212853

 M12(LBF.*SEC.**2/IN.)    -.4667749E+02      K12=   .208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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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21(LBF.*SEC.**2/IN.)    -.4667749E+02      K21=   .208196

 M22(LBF.*SEC.**2/IN.)     .5357666E+02      K22=   .212518

 *** NODAL POINT COORDINATES ***

 X : ORIGINAL COORDINATES

 L : ANALYSIS COORDINATES

 X1=   23.8750(IN.),  X0=   47.7500(IN.),  X2=   72.3750(IN.)

 L1=   44.4375(IN.),  L0=   69.0625(IN.),  L2=   92.9375(IN.)

 SPAN = (L2-L1)=(X2-X1)=   48.5000(IN.)

 M11(LBF.*SEC.**2/IN.)     .1692632E+03      K11=   .553260

 M12(LBF.*SEC.**2/IN.)    -.1870250E+03      K12=   .550394

 M21(LBF.*SEC.**2/IN.)    -.1870250E+03      K21=   .550394

 M22(LBF.*SEC.**2/IN.)     .2113202E+03      K22=   .553055

 *** NODAL POINT COORDINATES ***

 X : ORIGINAL COORDINATES

 L : ANALYSIS COORDINATES

 X1=   72.3750(IN.),  X0=   97.0000(IN.),  X2=  116.8125(IN.)

 L1=     .0000(IN.),  L0=   19.8125(IN.),  L2=   44.4375(IN.)

 SPAN = (L2-L1)=(X2-X1)=   44.4375(IN.)

 M11(LBF.*SEC.**2/IN.)     .2011886E+03      K11=   .717732

 M12(LBF.*SEC.**2/IN.)    -.2228945E+03      K12=   .715922

 M21(LBF.*SEC.**2/IN.)    -.2228945E+03      K21=   .715922

 M22(LBF.*SEC.**2/IN.)     .2512258E+03      K22=   .717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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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ETAIL.OUT

NUMBER OF ANNULI CONSIDERED (NA)=         1

 --------------------------------------------------------------------------

                    K-HYDRO : VERSION 1 MODIFICATION 0

 t e s t - a n n u l u s                   

--------------------------------------------------------------------------

 CASE NO.(NC) =         1

 INNER RADIUS   =   58.6100(IN.)

 OUTER RADIUS   =   65.5000(IN.)

 ANNULUS LENGTH =  125.3125(IN.)

 FLUID DENSITY  =    .647000E-04(LBF.*SEC.**2/IN.**4)

 BEGINNING POINT        =  116.8125(IN.)

 END POINT              =   -8.5000(IN.)

 NO.OF DIVISIONS        =    3

 KEY FOR EQUAL SPACING  =    0

 PRINT KEY              =    1

 M, BESSEL FUNCTIONS

    1  .3926869E+00  .4461001E+00  .9789500E+00  .8281344E+00  .6050572E+00  .6324311E+00 

-.1957843E+01 -.1556203E+01

 Q, ADDED MASS      

  .3178144E+02 -.3516365E+02 -.3516365E+02  .3968201E+02  .3178144E+02 -.3516365E+02 

-.3516365E+02  .3968201E+02

 M, BESSEL FUNCTIONS

    3  .1921205E+01  .2433893E+01  .1073403E+00  .7736369E-01  .1765204E+01  .2210464E+01 

-.1375365E+00 -.9654374E-01

 Q, ADDED MASS      

  .7249507E+01 -.7780440E+01 -.7780439E+01  .9032346E+01  .3903095E+02 -.4294409E+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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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4409E+02  .4871435E+02

.......

.......

 *** NODAL POINT COORDINATES ***

 X : ORIGINAL COORDINATES

 L : ANALYSIS COORDINATES

 X1=   -8.5000(IN.),  X0=     .0000(IN.),  X2=   23.5000(IN.)

 L1=   93.3125(IN.),  L0=  116.8125(IN.),  L2=  125.3125(IN.)

 SPAN = (L2-L1)=(X2-X1)=   32.0000(IN.)

 M11(LBF.*SEC.**2/IN.)     .4296562E+02      K11=   .212853

 M12(LBF.*SEC.**2/IN.)    -.4667749E+02      K12=   .208196

 M21(LBF.*SEC.**2/IN.)    -.4667749E+02      K21=   .208196

 M22(LBF.*SEC.**2/IN.)     .5357666E+02      K22=   .212518

Segment 2,3에 대하여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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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6-1   경우에 따른 유체부가질량의 식

K-HYDRO 내의 식 
유체

경계조건

 고체

경계조건

함수의 

성질

Case 1.
∑
n=1
(-1) n-1

4
(2n-1)π

cos [ (2n-1)π
x
2L
] Closed-Open 상수항 운동

Even 

4L period

Case 2.
∑
n=1
(-1) n-1

4
(2n-1)π

cos [ (2n-1)π
x
2L
] Closed-Open

cantilever 

운동 

Even 

4L period

Case 3.
∑
n=1
[1-(-1) 2n-1 ]

2
(2n-1)π

sin [ (2n-1)π
x
L
] Open-Open 상수항 운동

Odd 

2L period

Case 4.
sin (π

x
L
) Open-Open sine 운동 

Odd 

2L period

Case 5.
∑
n=1
(-1)

n 4
2nπ

sin [nπ
x
L
] Open-Open 일차식 운동

Odd 

2L period

Case 6. ∑
n= 1
[

4
(2n-1)π

(-1) n-1-
8

(2n-1)
2
π
2 ]⋅

cos [ (2n-1)π
x
2L
]

Closed-Open 일차식 운동
Even 

4L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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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6-2  K-HYDRO의 구성 프로그램

번

호
파일명 내            용

1 Detail.out Detail output file

2 K_HYDRO.clw ClassWizard file

3 K_HYDRO.cpp Main application source file

4 K_HYDRO.exe Executable file for K-HYDRO

5 K_HYDRO.h Main header file for the application

6 K_HYDRO.ico Icon file

7 K_HYDRO.rc
List of all MS windows resources that 

program uses

8 K_HYDRO.rc2 Resources not edited by MS Developer Studio

9 K_HYDROdlg.cpp Dialog source file

10 K_HYDROdlg.h Dialog file

11 KHYDRO.exe executable of K-HYDRO.f

12 KHYDROhelp.hwp K_HYDRO의 사용법 help file

13 KHYDROpre.hwp K_HYDRO의 preprocessor 초기 layout 문서

14 Readme.txt MS foundation class library

15 Rename.h Rename header file

16 Result.out Output result file

17 StdAfx.cpp File used to build a precompiled header file

18 StdAfx.h File used to build a precompiled header file

19 khydro.inp Generated Input file for KHYDRO.exe

표 3.16-3  출력변수의 설명

변수 명 변수 내용

M11,M12,M21,M22 Hydrodynamic Mass Terms in (lbs․sec2/in.)

K11,K12,K21,K22
Effective Length Corrections  

(MIJ/(MIJ evaluated for the infinite l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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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6-4 입력변수의 설명

변수명 변수 내용 비고

NA Number of ANNULI

TITLE Title for Each Annulus

A Inner Radius-Inches  0 for solid

B Outer Radius-Inches

XB
The Location of The z=0 End of the Annulus 
(Corresponds to The Closed End for 
Open-Closed Fluid B.C. (Inches)

XE
The Location of the z=L End of the Annulus 
(Corresponds to the Open End for Open-Closed 
Fluid B.C. (Inches)

L Length of Total Annulus (Not Segment Assoc. 
with a Node), Inches

PHO Fluid Density in (lbf․sec2/in4)

NC Case Number  2장 참조

N3 No. of Annulus Segments 
(Each with an associated pair of nodes)

NX

If NX is Zero or Blank then each segment is 
defined separately on cards. 
If Nonzero then N3 equal increments are 
assumed

NP
0 (or Blank) results in a reduced printout, 
whereas NP≠0 results in a printout of 
intermediate calculations

X1, X2

Define Annulus Segment for a pair of nodes 
(inches), 
Note that X2 must be greater than X1 
(Input only if  NX equals zero)

X0

Node location (inches) for each pair of 
coupled nodes 
(X0 between X1 and X2 - Note that X0 cannot 
be at a fixed point of the assumed mode 
shape 
(Input only if NX equals zero)

 2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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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6-5 사용예제에 대한 입력값

Items Input Value

1st Window

  Number of Annulus 1

2nd Window

  Title 
Test Case - Two Concentric 

Cylinders

  Radius of Inner Cylinder 58.61  

  Radius of Outer Cylinder 65.5 

  Begin Location of Annulus 116.8125  

  End Location of Annulus -8.5

  Length of Annulus 125.3125 

  Density of Fluid 0.647e-4  

  Boundary Condition Option   1 

  Number of Segments 3 

  Segment Length Option 0 = Non-equal  

  Print Option 1 = Detail 

3rd Window

  Top/Nodal/Bottom Location

  of Segment

-8.5  / 0.  /  23.5

23.875/  47.75/  72.375    

72.375  / 97.0 / 116.8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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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processor : 

입력파일 작성

출력 :

유체부가질량행렬

해석대상 

정보 해석

입력파일

해석프로그램:

유체부가질량행렬 

계산

그림 3.16-1  K-HYDRO의 흐름도

그림 3.16-2  K-HYDRO 초기 화면

main menu

sub-me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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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3  RENAME 창 

그림 3.16-4  No. of Annulus 창

그림 3.16-5. Annulus Define 창

새파일 이름

기존파일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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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6 Segment INPUT 창

Segment 1

Segment 2

Segment 3

Annulus

Nodal Location

Begin Location

End Location

Z

그림 3.16-7 사용예제에 대한 해석대상 원통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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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 절 응답스펙트럼 산출용 프로그램 V-RESP

1. 개요

   원자로집합체의 설계과정에서는 내진해석과 같은 동적해석을 반복적으

로 수행한다. 원자로집합체의 동적 해석은 시간이력(time history) 함수

를 이용한 직접적분법(direct integration method)이나 모드 중첩법

(method of mode superposition)을 사용하여 수행한다. 또한 해석 시간과 

노력을 줄이기 위하여 응답 스펙트럼법(respnse spectrum method)이 사용

된다. 응답 스펙트럼법은 시간이력 함수를 이용하는 방법에 비하여 보수

적인 결과를 제공하며, 주요기기에 부착된 부 구조물(sub-structure)의 

동적 해석 분야에 이용되며 원자로집합체의 동적 해석을 수행한 후 연계 

계통의 설계를 위하여 필요한 응답스펙트럼을 생산하여 제공한다. 

   SMART의 동적 해석에는 I-DEAS, ANSYS 및 ABAQUS등 3종의 상용 프로그

램이 사용되고 있다. 각 프로그램은 자체적으로 응답 스펙트럼을 생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모듈을 제공하고 있으나, 입력자료의 호환성이 부

족하며, 응답 스펙트럼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전체 프로그램을 구동하여야 

하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입력자료에 대한 호

환성을 개선한 응답스펙트럼 생산 프로그램인 V-RESP를 개발하 다.

2. 이론적 배경

가. 응답 스페트럼의 정의

    응답 스펙트럼(response spectrum)은 단일 자유도 계(single degree 

of freedom system)에 동적 하중이 작용할 때, 고유 진동수(natural 

frequency) 및 감쇠(damping)의 변화에 따른 계의 최대 응답을 구하고 고

유 진동수(주기)를 사용하여 표시한 것이다. 그림 3.17-1과 같이 단일 질

량으로 구성된 구조물에서 지지점의 운동을 고려한 운동 방정식을 전체 

변위에 대하여 표시하고, 전체 변위를 상대 변위와 지지점의 변위로 분리

하고 정리하면 식(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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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   

0

t t
g

g

g

m x c x k x x x x

m x m x c x k x

m x c x k x m x

⋅ + ⋅ + ⋅ = = +

⋅ + ⋅ + ⋅ + ⋅ =

⋅ + ⋅ + ⋅ = − ⋅ (1)

    여기서, xg는 지지점(지반)의 변위, x
t는 전체 변위이며, x는 구조물

의 상대 변위(relative displacement)이다. 식(1)의 양변을 질량으로 나

누고, 감쇠를 선형으로 고려하여 고유진동수를 사용하여 정리하면 식(2)

와 같다. 

22 gx x x xξ ω ω+ ⋅ ⋅ ⋅ + ⋅ = − (2)

max ( ,  ,  )nD x t ω ξ= è øê ú (3)

    여기서, ω는 구조물의 고유 진동수이며, ξ는 감쇠 비(%)이다. 주어

진 입력에 대하여 고유 진동수를 변화시켜 식(2)의 해를 구하고, 각각의 

고유 진동수에 대한 최대 변위를 정의한다. 변위 응답 스펙트럼

(displacement response spectrum)은 식(3)으로 정의하며, 고유 진동수를 

이용하여 속도 및 가속도에 대한 응답 스펙트럼은 식(4)와 같이 정의한다

[59]. 

/ n nA V Dω ω= = ⋅ (4)

    여기서, D는 변위 응답 스펙트럼, V는 속도 응답 스펙트럼을 나타내

며, A는 가속도 응답 스펙트럼을 표시한다. V와 A는 식(2)로부터 구한 실

제 응답(속도, 가속도)이 아니며, 실제 응답과 구분하기 위하여 가상 속

도 응답 스펙트럼(Pseudo Velocity Response Spectrum)과 가상 가속도 응

답 스펙트럼(Pseudo Acceleration Response Spectrum)의 용어로 정의한다

[1]. 응답 스펙트럼을 작성하기 위한 변수는 고유 진동수와 감쇠 비이며, 

고유 진동수의 간격은 구조물의 응답 특성과 직접적인 관계를 가진다. 원

자력 구조물의 경우, Reg. Guide 1.122[60]에서 규정된 고유 진동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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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증분 값을 준수하여 동적 하중에 의한 층 응답 스펙트럼(floor 

response spectrum)을 작성하여야 한다. 응답 스펙트럼을 작성하기 위하

여 고유 진동수의 변화에 따른 식(2)의 해를 구하여야 한다. 식(2)는 단

일 변수를 가지는 2차 미분 방정식으로서 수치해석법 이용하여 해를 구할 

수 있으며, V-RESP에서는 Runge-Kutta 법을 사용하여 해를 구하 다. 

나. 수치적분을 이용한 응답 스펙트럼의 계산

    임의의 기울기를 가지는 함수 y'=f(y,t) 에 대하여 초기 조건이 (t0, 

y0)로 주어질 때, 방정식의 해는 Runge-Kutta의 수치적분법을 도입하여 

다음과 같이 구 할 수 있다[61]. 

1n n ny y y+ = + ∆ (5)

    여기서, △yn은 증분량이며, 계수 Ci는 식(6)과 같이 정의한다.

( )0 1 2 32 2 2
6n

t
y C C C C

∆∆ = ⋅ + ⋅ + ⋅ + ⋅ (6)

    여기서, 각 계수는 다음과 같다.

( )0 ,n nC f t y=

1 0,
2 2n n

t t
C f t y C

∆ ∆å õ= + + ⋅æ ö
ç ÷

2 1,
2 2n n

t t
C f t y C

∆ ∆å õ= + + ⋅æ ö
ç ÷ (7)

( )3 2,n nC f t t y C t= + ∆ + ⋅∆  

    계수 Ci는 구간내의 지점에서 함수의 기울기를 표시하며, 가중치를 

고려하여 다음 구간의 함수 값을 예측한다. 그림 3.17-2는 하나의 독립 

변수를 가진 계에 대한 Runge-Kutta 법의 개념을 간략히 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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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 미분 방정식의 해를 이용하여 이차 미분 방정식의 해는 일차 미분 

방정식을 연립하여 구하여 구할 수 있다. 식(2)를 일차 미분 방정시의 형

태로 분리하기 위하여 속도를 식(8)과 같이 정의하고, 식(8)을 이용하여 

지배 방정식을 다시 정리하면 식(9)와 같다. 

( ,  ,  )x v f t x v= = (8)

2

2

2

2 ( ,  ,  )
g

g

v v x x

v v x x g t x v

ξ ω ω

ξ ω ω

+ ⋅ ⋅ ⋅ + ⋅ = −

= − ⋅ ⋅ ⋅ − ⋅ − = (9)

    식(2)의 해는 식(8)로부터 x에 대한 해를 구하고, 식(9)로부터 v의 

해를 구하여 상호 완성된다. 각 미분 방정식의 해는 식(5)와 (6)을 이용

하여 해를 구하며,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 )
1

0 1 2 3
1      
6

n n n

n

x x x

x C C C C t

+ = + ∆

= + ⋅ + + + ⋅∆ (10)

( )
1

0 1 2 3
1      
6

n n n

n

v v v

v D D D D t

+ = + ∆

= + ⋅ + + + ⋅∆ (11)

    여기서, 각 계수는 다음과 같다.

( )0 ,  ,  n n nC f t x v= ,                    ( )0 ,  ,  n n nD g t x v=

1 0 0,  ,  
2 2 2n n n

t t t
C f t x C v D

∆ ∆ ∆å õ= + + ⋅ + ⋅æ ö
ç ÷ , 

1 0 0,  ,  
2 2 2n n n

t t t
D g t x C v D

∆ ∆ ∆å õ= + + ⋅ + ⋅æ ö
ç ÷

2 1 1,  ,  
2 2 2n n n

t t t
C f t x C v D

∆ ∆ ∆å õ= + + ⋅ + ⋅æ ö
ç ÷ , 

2 1 1,  ,  
2 2 2n n n

t t t
D g t x C v D

∆ ∆ ∆å õ= + + ⋅ + ⋅æ ö
ç ÷

( )3 2 2,  ,  n n nC f t t x C t v D t= + ∆ + ⋅∆ + ⋅∆ ,   ( )3 2 2,  ,  n n nD g t t x C t v D t= + ∆ + ⋅ ∆ + ⋅∆

    식(10)과 (11)은 연립 미분 방정식의 형태를 가지며, 함수 f(t, x, 



- 293 -

v)와 g(t, x, v)는 다음과 같다.

2

( , , )
( , , ) 2  g

f t x v v

g t x v x v xξ ω ω
=
= − ⋅ ⋅ ⋅ − ⋅ (12)

    임의 시간(tn+1)에서 계의 응답은 식(10)~(12)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

이 구한다. 지지점의 가속도는 양의 값으로 정의한다. 

0

2
0

( )  

( , ) 2  
n n

n n g n n n n

C f v v

D g v x x v xξ ω ω
= =

= = − ⋅ ⋅ ⋅ − ⋅ ,

1 0 0

1 0 0

2
0 0

( ) +  
2 2

( ,  )
2 2

    2
2 2

n n

n n

g n n n n

t t
C f v D v D

t t
D g x C v D

t t
x v D x Cξ ω ω

∆ ∆= + ⋅ = ⋅

∆ ∆= + ⋅ + ⋅

∆ ∆å õ å õ= − ⋅ ⋅ ⋅ + ⋅ − ⋅ + ⋅æ ö æ ö
ç ÷ ç ÷

,

( )
( )

( ) ( )

3 2 2

3 2 2

2
2 2

+

,  ,

   2

n n

n n n

g n n n n

C f v D t v D t

D g t t x C t v D t

x v D t x C tξ ω ω

= + ⋅∆ = ⋅∆

= + ∆ + ⋅∆ + ⋅∆

= − ⋅ ⋅ ⋅ + ⋅∆ − ⋅ + ⋅∆

    식(10), (11)를 사용하여 변위 및 속도에 대한 해를 구하고, 임의의 

진동수와 감쇠 값에 대한 최대 변위 응답을 절대 값으로 정의한다. 

3. V-RESP의 프로그래밍 개요

   V-RESP는 단일계에 대한 운동방정식을 구성하고 Runge-Kutta 법을 이

용하여 응답을 구하는 알고리즘으로 구성되었으며, 윈도우 환경에 적합한 

Visual Basic 언어를 이용하여 개발되었다. V-RESP는 개인용 컴퓨터에서 

단일 프로그램으로 구동되며, 모든 ASCII형식의 시간이력함수에 대한 응

답스펙트럼을 작성할 수 있다. 계산된 응답스펙트럼은 그래픽 화면으로 

출력되어 응답 특성을 실시간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특정 주파수 역에 

대한 응답을 확대(zoom)하여 출력할 수 있다. 그림 3.17-3은 V-RESP의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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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화면을 표시한 것이며, 그림 3.17-4는 응답스펙트럼을 확대한 결과의 

예를 나타낸 것이다. V-RESP의 주요 사양은 다음과 같다.

  - 사용언어 : Microsoft사의 Visual Basic 6.0

  - 사용환경 : Window 98/ME/2000

  - 주파수 범위 : 최대 500Hz

  - 주파수 범위 및 증분크기는 U.S. NRC Reg. Guide 1.122을 만족

  - 입력 : 최대 4조의 시간이력 함수 입력, 입력함수의 그래픽 출력

  - 출력 : 응답스펙트럼의 그래픽 출력, 특정 주파수의 응답의 확대, 응

답스펙트럼 화일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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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1 지지점의 운동에 의한 단일 자유도 계의 운동

1ny +

0C

1C

2C

3C

2nt + +
t

y

ny

nt

ny

∆

t∆t∆

n + t∆y 2C

n + t∆y 1C
2

n + t∆y 0C
2

nt

그림 3.17-2 일차 미분방정식{y'=f(y,t)}의 수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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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3 V-RESP 초기화면 

         

          그림 3.17-4 V-RESP의 출력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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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 절  자기잠금 장치를 이용한 핵연료체결기

1. 개념 설명

   핵연료체결기는 갈고리와 같은 기구에 핵연료집합체를 걸어서 당겨 올

리거나 내리는 기구로서 핵연료 재장전기 및 사용후 핵연료취급기 등과 

같은 핵연료 취급 기기에서 핵연료집합체를 체결하는 기구이다.  상용 원

자력발전소에서 사용되는 핵연료체결기는 외부에서 전달되는 공기압 등과 

같은 동력을 이용하거나 수동으로 작동하도록 제작되어 있다.  이 경우에

는 핵연료집합체를 추출하거나 장전할 때 수직방향 작업거리가 짧고, 핵

연료 재장전기나 사용후 핵연료취급기 등과 같은 전용기계에 작업자가 탑

승하여 핵연료 이송작업을 수행한다.  그러나 SMART에서는 원자로 노심과 

작업장의 수직 높이의 차이가 크며, 핵연료 교체작업을 위하여 핵연료 재

장전기와 같은 대형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작업공간이 부족하며, 또한 핵

연료를 원자로 안전용기 외부로 추출하여 핵연료 저장조로 이송하는 경로

가 공기 중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핵연료 이송경로 주위가 방사선으로 오

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송용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특성

을 고려하여 핵연료 교체작업을 수행하는 핵연료 취급기기들의 구조를 단

순화시키고, 핵연료집합체의 수직방향 이송거리가 긴 작업장에서 활용이 

적합하도록 핵연료체결기를 개발하 다.

   이 핵연료체결기는 윈치(winch)의 로프(rope)에 매달고 윈치를 회전시

키면 핵연료집합체가 수직으로 이동하며, 핵연료체결기의 자중만을 이용

하여 핵연료체결기의 갈고리가 오므려지고 펼쳐지는 동작을 하도록 하여 

핵연료집합체를 착탈할 수 있도록 하 다.  따라서 단순한 윈치와 핵연료

체결기의 자중을 이용하여 핵연료집합체의 인양홈에서 핵연료체결기를 착

탈시키며 또한 핵연료집합체를 수직방향으로 인양하거나 하역할 수 있다.  

핵연료체결기의 상부에 형성된 인양고리에 윈치의 로프를 걸어서 핵연료

체결기를 당겨 올리거나 내리면 핵연료체결기의 자중에 의하여 체결기 내

부축이 회전운동과 수직운동을 함으로써 갈고리 또는 척(chuck)을 어서 

펼치거나 오므리는 동작을 하게 되어 핵연료집합체를 착탈시킨다. 핵연료

체결기는 누름뭉치, 회전뭉치, 회전축, 회전캠(cam), 갈고리뭉치, 중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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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관 및 상부누름통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핵연료체결기 상부에 형성된 

인양고리에 로프를 걸어서 핵연료체결기를 당겨 올리거나 내리면 내부에 

있는 누름뭉치와 회전뭉치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회전뭉치가 상하운동을 

하거나 또는 회전캠이 90
o
씩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운동을 한다.  회전뭉

치의 상하운동 또는 회전운동은 갈고리집합체의 갈고리를 어서 펼치거

나 오므리게 하여 핵연료집합체를 착탈시킨다. 

2. 구조 설명

   그림 3.18-1은 핵연료체결기의 구조를 나타냈으며, 그림 3.18-2는 핵

연료체결기의 각종 부속품들을 나타냈다.  그림 3.18-3은 핵연료체결기를 

내부를 구성하는 내부구조물의 구조를 나타냈으며, 그림 3.18-4는 내부구

조물의 상부를 감싸고 있는 외부구조물의 구조를 나타냈고, 그림 3.18-5

는 갈고리 집합체의 구조를 나타냈다.  핵연료체결기는 누름뭉치, 회전뭉

치, 회전축, 회전축 지지판, 스프링 및 회전캠으로 형성되는 내부구조물

과 상부누름통, 중간안내관 및 누름쇠구속판으로 형성되는 외부구조물과 

갈고리, 갈고리 지지판 및 누름쇠로 구성되는 갈고리 구조물로 크게 구분

된다.

가. 누름뭉치

    누름뭉치 상부에는 인양고리를 걸기 위한 구멍이 있고 하부에는 아래 

부분이 경사진 누름뭉치 다리가 2개 있으며 중간에는 누름뭉치 안내봉이 

삽입되는 누름뭉치 홈 2개가 대칭으로 파여 있다.  회전뭉치에는 원주방

향으로 경사면을 가진 4개의 회전뭉치 톱니홈이 90
o 
간격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중앙에는 회전축이 끼워지는 6각 구멍이 있고 이 6각 구멍을 통하

여 회전뭉치가 회전축 상하로 미끄러지면서 회전뭉치의 회전력을 회전축

에 전달한다.  중간안내관 내부에 있는 누름뭉치 안내봉에는 누름뭉치 홈

과 회전뭉치 톱니홈이 위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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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회전뭉치

    회전뭉치 중앙에 6각 구멍을 뚫고 이를 6각형 회전축에 끼움에 따라 

회전뭉치와 회전축은 상호간에 미끄러짐과 회전운동을 함께하고, 회전뭉

치가 회전할 때 회전축과 함께 회전캠을 회전시켜 갈고리를 오므리거나 

펼쳐지는 작용을 한다.  회전뭉치 톱니홈을  6개 또는 8개로 바꾸면 회전

뭉치의 회전각이 60
o
 혹은 45

o
로 바뀌게 되며, 이에 대하여 갈고리를 3개 

및 4개로 구성하면 6각 또는 8각 핵연료집합체를 인양할 수 있다.

다. 상부누름통 및 중간안내관

    상부누름통은 중간안내관의 상단부 바깥에 위치하며 누름뭉치에 걸려

있기 때문에 회전뭉치를 눌러주는 하중을 증가시킬 목적으로 사용한다.  

중간안내관의 내부에는 누름뭉치 안내봉 2개가 대칭으로 붙어있으며, 이

것은 누름뭉치 홈에 삽입되어 누름뭉치가 상하로 움직일 때 회전운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회전뭉치 톱니홈의 경사면이 이곳에 위치하

여 수축된 스프링이 회전뭉치를 어 올릴 때 회전뭉치 톱니홈의 깊은 쪽

에 누름뭉치 안내봉이 걸리도록 회전뭉치를 회전시키는 역할을 한다.

라. 누름쇠 및 갈고리 집합체

    갈고리 지지판에는 2개의 갈고리가 갈고리 핀으로 조립되고 누름쇠가 

갈고리의 윗면을 누르고 있으며 갈고리 지지판 위로 중간안내관 및 상부 

누름통이 설치된다.  중간안내관 내부에는 누름뭉치, 회전뭉치, 스프링및 

회전축이 삽입되고, 회전축 하단에 부착된 회전캠은 갈고리 안쪽에 설치

된다.  또한 누름쇠 구속판은 중간안내관의 바깥에 설치되어 누름쇠가 갈

고리 지지판에서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게 함으로써 누름쇠가 갈고리 윗면

을 항상 누르는 상태를 유지시키며, 회전축 지지판은 핵연료체결기 내부

에서 회전축이 상하로 움직이는 것을 방지한다.  

마. 회전캠과 갈고리

    누름쇠에 부착된 4개의 다리가 갈고리 지지판에 형성된 홈을 통하여 

자중으로 갈고리의 상단 바깥쪽을 항상 누르고 있으므로 갈고리는 갈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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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을 중심으로 항상 내부로 오므리는 힘이 작용하게 되며 갈고리 내부에

는 회전축에 부착된 타원 형상의 회전캠이 설치되어 있다.  따라서 회전

캠이 회전하면서 타원의 장반경이 갈고리를 거나 타원의 단반경이 갈고

리를 지않는 동작을 하게되어 갈고리가 펼쳐지고 오므려지는 동작을 하

게된다. 

바. 회전축과 회전캠

    인양고리를 걸고있는 로프를 풀어서 누름뭉치를 내리게 되면 누름뭉

치와 상부누름통은 자중으로 회전뭉치를 누르게 되고, 회전뭉치는 회전축

과 누름뭉치 안내봉을 따라 미끄러져 내려간다.  회전뭉치가 내려가면서 

회전뭉치 톱니홈이 누름뭉치 안내봉에서 빠지게 되면 회전뭉치는 회전축 

및 회전캠과 함께 회전을 한다.  회전캠이 회전하면 갈고리는 오므린 상

태에서 벌어진 상태로 또는 벌어진 상태에서 오므린 상태로 바뀌게 된다.  

사. 스프링

    스프링은 회전뭉치 하단과 스프링 지지판 사이에 설치되어 누름뭉치

가 회전뭉치를 누르면 수축되고 누름뭉치가 올라가면 회전뭉치를 제자리

로 어 올리는 작용을 한다.  

아. 내부구조물

    그림 3.18-3에서 나타낸 핵연료체결기의 내부 구조물은 누름뭉치, 회

전뭉치, 회전축, 회전축 지지판, 회전캠 및 스프링의 조립상태를 나타내

었다.  누름뭉치 상부에는 인양고리를 걸기 위한 구멍이 있고 하부에는 

아래 부분이 경사진 누름뭉치 다리가 2개 있으며 중간에는 누름뭉치 안내

봉이 삽입되는 2개의 누름뭉치 홈이 대칭으로 파여 있다.  회전뭉치에는 

원주방향으로 경사면을 가진 4개의 회전뭉치 톱니홈이 90
o 간격으로 형성

되어 있으며 중앙에는 회전축이 끼워지는 6각 구멍이 있고, 이 6각 구멍

을 통하여 회전뭉치가 회전축 상하로 미끄러지면서 회전뭉치의 회전력을 

회전축에 전달한다.  중간안내관 내부에 있는 누름뭉치 안내봉에는 누름

뭉치 홈과 회전뭉치 톱니홈이 위치하게 된다.  인양고리를 걸고있는 로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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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풀어서 누름뭉치를 내리게 되면 누름뭉치와 상부누름통은 자중으로 회

전뭉치를 누르고, 회전뭉치는 회전축과 누름뭉치 안내봉을 따라 미끄러져 

내려간다.  회전뭉치가 내려가면서 회전뭉치 톱니홈이 누름뭉치 안내봉에

서 빠지게 되면, 회전뭉치는 회전축 및 회전캠과 함께 회전을 한다.  회

전캠이 회전하면 갈고리는 오므린 상태에서 벌어진 상태로 또는 벌어진 

상태에서 오므린 상태로 바뀌게 된다.  스프링은 회전뭉치 하단과 스프링 

지지판 사이에 설치되어 누름뭉치가 회전뭉치를 누르면 수축되고 누름뭉

치가 올라가면 회전뭉치를 제자리로 어 올리는 역할을 한다.

자. 외부구조물

    그림 3.18-4는 내부구조물을 감싸는 외부구조물로써 상부누름통, 중

간안내관 및 누름쇠 구속판의 결합상태를 나타내었다. 상부누름통은 중간

안내관의 상단부 바깥에 위치하며 누름뭉치에 걸려있기 때문에 회전뭉치

를 눌러주는 하중을 증가시킬 목적으로 사용한다.  중간안내관의 내부에

는 누름뭉치 안내봉  2개가 대칭으로 붙어있으며, 이곳에는 누름뭉치 홈

이 위치하여 누름뭉치가 상하로 이동할 때 회전운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또한 회전뭉치 톱니홈의 경사면이 이곳에 위치하여 수축된 스프링

이 회전뭉치를 어 올릴 때 회전뭉치 톱니홈의 깊은 쪽에 누름뭉치 안내

봉이 걸리도록 회전뭉치를 회전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동작으로 회

전뭉치는 항상 90o씩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며 누름뭉치가 올라갔을 때 

회전뭉치와 누름뭉치는 상호간에 항상 일정한 위치를 유지한다.  누름쇠 

구속판은 중간안내관 바깥에 체결되어 누름쇠가 갈고리 지지판의 홈에서 

빠지지 않도록 하여 누름쇠가 항상 갈고리 상부를 눌러주도록 한다.  중

앙안내관 하부에 있는 스프링 지지판은 스프링의 하단을 지지하며 스프링

이 항상 회전뭉치를 어 올리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차. 갈고리 집합체

    그림 3.18-5는 누름쇠, 갈고리 지지판 및 갈고리 집합체의 구조를 나

타낸 것으로, 누름쇠가 갈고리 지지판의 홈을 통하여 갈고리의 상단을 자

중으로 누름에 따라 갈고리는 갈고리 핀을 축으로 항상 내부로 오므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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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이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회전캠이 회전하면서 갈고리를 바깥으로 

어낼 때에는 갈고리가 펼쳐지고, 회전캠이 갈고리를 지 않을 때에는 갈

고리가 오므려진 상태를 유지한다.

3. 작동 원리

   인양고리에 연결된 로프를 풀어서 핵연료체결기를 하강시켜 핵연료집

합체 위에 놓이게 한 후 계속하여 로프를 내리게 되면 상부누름통과 누름

뭉치가 누름뭉치 안내봉을 따라 내려오고, 누름뭉치 다리는 회전뭉치를 

누르게 된다.  회전뭉치는 회전축을 따라 려 내려오면서 회전뭉치 톱니

홈이 누름뭉치 안내봉에서 빠지게 되고, 이때 회전뭉치 톱니홈의 경사면

과 누름뭉치 다리의 경사면이 서로 미끄러지면서 회전뭉치는 누름뭉치 다

리에 걸릴 때까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며, 누름뭉치의 하강은 회전

뭉치가 회전축 중간턱에 도달하면 멈추게 된다.  

   로프를 당겨서 누름뭉치를 위로 올리면 누름뭉치는 누름뭉치 안내봉을 

따라 올라가고, 회전뭉치도 올라가면서 누름뭉치 안내봉의 경사면과 회전

뭉치 톱니홈의 경사면이 상호 접촉하여 미끄러지면서 회전뭉치 톱니홈의 

깊은쪽에 누름뭉치 안내봉이 걸릴 때까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  이

상의 반복동작으로 회전뭉치는 반시계 방향으로 90o씩 회전하며 이때 회

전축과 회전캠은 함께 회전하게 되며, 회전캠이 회전하면서 갈고리를 펼

치거나 오므리게 한다.  갈고리가 핵연료집합체의 체결홈 내부에서 펼쳐

지면 핵연료집합체는 핵연료체결기에 체결되고, 오므려지면 핵연료집합체

는 핵연료체결기에서 분리된다.

   이상의 동작이 연속적으로 반복되면 회전뭉치, 회전축 및 회전캠은 

90
o
씩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갈고리가 오므려짐과 벌어짐 동작을 

반복하게 된다.  갈고리가 펼쳐진 상태에서 로프를 당기면 핵연료집합체

는 핵연료체결기에 체결된 상태로 함께 이동하고, 갈고리가 오므려진 상

태에서 로프를 당기면 핵연료집합체가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핵연료체

결기만 움직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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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1  핵연료체결기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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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2  핵연료체결기의  구성 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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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3  핵연료체결기 내부구조물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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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4  핵연료체결기 외부구조물의 구조

그림 3.18-5  갈고리집합체의 구조



제 19 절  연료 재장전 및 주요기기 교체 개념

1. 유지보수작업 수행을 위한 SMART의 일반배치 특성

   SMART 일체형 원자로는 분리형 원자로와 달리 원자로압력용기 내부에 

증기발생기, 가압기 및 주냉각재 펌프가 설치되는 구조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SMART의 노심 위에는 상부안내구조물, 가압기, 그리고 49개의 제

어봉 구동장치가 설치된다.  원자로압력용기의 덮개는 중앙덮개와 환형덮

개로 구성되며, 핵연료 재장전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앙덮개

를 열고 노심 상부에 위치하는 각종 원자로 내부구조물을 원자로 외부로 

추출하여야 한다.  격납건물 내부는 안전방호용기(safe guard vessel)가 

위치하고 그 내부 중앙에 원자로집합체가 설치된다.  원자로 유지보수 작

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방호 용기 내부에서 원자로 상부에는 유지보수

작업 지지대를 설치하며, 이 작업 지지대에는 연료 재장전 및 유지보수 

작업을 지원하는 여러가지 장비들을 설치하고 또한 작업자들에게 작업에 

필요한 공간을 제공한다.  유지보수작업 지지대 위쪽의 안전방호용기 천

정에는 해치(hatch)가 형성되어 있고, 이 해치를 통하여 각종 장비 및 원

자로 집합체를 구성하는 내부 구조물을 안전방호용기 내․외부로 이동시

키면서 연료 재장전 작업 및 유지보수 작업을 수행한다.  SMART에서 원자

로 압력용기 내부에 위치하는 각종 구조물을 추출하는 개략적인 절차는 

제어봉 구동장치 분리, 중앙덮개와 가압기 추출, 상부안내구조물 추출, 

핵연료 집합체 추출, 노심지지배럴 집합체 추출, 증기발생기 카세트 추출 

순으로 수행되며, 설치와 조립 절차는 상기 과정의 역순으로 수행된다. 

2. 연료 재장전 및 주요기기교체 작업 절차

   SMART 운전기간 동안에 연료 재장전, 증기발생기 교체 그리고 손상된 

원자로 내부구조물에 대한 수리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원자로의 운전

을 정지시키고 원자로를 분해하여 적절한 유지보수 작업을 수행한 다음 

원자로를 다시 조립하는 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유지보수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원자로를 분해하고 조립하는 주요작업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원자로 집합체 상부에 유지보수 작업 공간 확보

    안전방호 용기 해치를 열고, 안전방호 용기 내부에 유지보수작업 지

지대를 설치한 다음 원자로에서부터 추출되는 내부구조물들의 안전한 이

송경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작업공간에 위치하는 각종 구조물들을 철거한

다.

나. 원자로 상부에 위치하는 보조설비 분리

    제어봉 구동장치 지지대를 분리하고, 제어봉 구동장치의 냉각배관을 

분리하고, 원자로 내부 계측기 계측 cable 분리하고, 제어봉 구동장치 

power cable 등과 같은 원자로 보조설비들을 분리한다.

다. 제어봉 구동장치 분리 및 환형 봉체 절단

    중앙덮개와 환형덮개 사이에서 두 구조물의 틈새를 봉하여 원자로

의 압력경계를 유지시키는 환형 봉체를 절단한다.

라. 원통형 차폐통 설치 및 추출작업 지지대 설치

    원자로 내부구조물을 외부로 추출하는 작업을 수행할 때, 원자로 상

부에 위치하는 각종 구조물들이 추출되는 내부구조물에서 방출되는 방사

능에 의하여 오염이 되지 않도록 원통형 차폐통을 설치하고 유지보수 작

업을 수행하는 각종 장비 및 각 구조물의 이송 및 저장용기를 지지하는 

추출작업 지지대를 설치한다.

마. 가압기 추출

    가압기는 원자로 중앙덮개와 일체형으로 이루어진 구조물로써 원자로 

중앙덮개는 가압기와 함께 원자로 압력용기로부터 추출된다.  압력경계부

가 해체되고 원자로 집합체를 분해할 준비가 완료되면 중앙덮개를 끌어 

당겨서 가압기를 추출하고 이를 안전한 장소로 이송하여 보관한다. 



바. 상부안내구조물 추출

    원자로 압력용기에서 가압기가 추출되면서 상부안내구조물이 노출되

며, 이 상태에서 상부안내구조물을 추출한다.

 

사. 연료 재장전 작업 수행

    원자로 집합체로부터 가압기 및 상부안내 구조물을 추출하면 노심을 

구성하는 57개의 핵연료집합체 상단부가 노출되며 이 상태에서 사용후핵

연료 집합체를 원자로에서부터 완전히 추출하고 새핵연료 집합체를 노심

에 장전한다.  연료 재장전 작업을 목적으로 원자로를 분해하 을 경우, 

상기의 절차의 역순으로 원자로를 조립하고 재가동을 하며 노심지지배럴 

집합체 추출작업 및 증기발생기 교체작업은 수행되지 않는다.

아. 노심지지배럴 집합체 추출

    노심지재배럴 집합체는 노심지지배럴, 노심슈라우드 집합체, 하부노

심지지판, 유동거름판 집합체 및 하단차폐판 집합체 등으로 구성된다.  

노심지지배럴과 원자로 압력용기 사이에는 냉각재 펌프 덕트, 증기발생기 

카세트 및 증기발생기 주변 구조물, 측면차폐통 집합체 등이 위치하므로 

가압기 및 상부안내구조물을 제외한 원자로 내부구조물에 대하여 손상된 

부품을 수리하거나 교체하기 위하여 노심지지배럴 집합체를 추출하여야 

한다.  이 작업은 원자로에서 노심을 구성하는 핵연료집합체를 완전히 추

출한 이후에 수행된다.

자. 증기발생기 카세트 추출 및 교체

    원자로 압력용기로부터 노심지지배럴 집합체가 추출되면 증기발생기 

카세트 교체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증기발생기 카세트를 추출하기 위해

서는 급수 및 증기배관이 연결된 노즐부위에서 압력 경계부를 절단하고 

증기발생기 카세트 추출 한 다음 교체작업을 수행한다.  증기발생기 카세

트에서 급수 및 증기배관과 접합부를 형성하는 노즐은 원자로 압력용기 

측면에 원주방향에 대하여 등간격으로 12개가 형성되어 있다.



차. 조립

    증기발생기 카세트의 교체작업이 완료되면 노심지지배럴 집합체를 설

치하고, 비어있는 상태의 노심에 새핵연료 집합제를 장전하여 노심을 채

운다음, 상부안내구조물 및 가압기를 설치하고, 제어봉 구동장치 및 상부 

보조기기들을 결합하여 원자로를 조립한다.

3. 유지보수 작업 수행에 필요한 주요 장비

   원자로 내부구조물을 추출 작업개념은 그림 3.19-1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안전방호 용기 내부에 설치된 유지보수작업 지지대 위에 원통형 차

폐통, 추출작업 지지대, 저장 및 이송용기를 설치하고 추출하고자 하는 

내부구조물의 상부에 인양 rig를 설치한다.  내부구조물의 추출 준비가 

완료되면 기중기를 사용하여 인양 rig를 끌어당겨서 내부구조물을 저장․

이송용기의 하부를 통해서 저장 및 이송용기 내부로 끌어올린다.  저장․

이송용기 내부로 끌어올려진 내부구조물을 안전하게 고정하고 하부개폐문

을 닫아 봉한 다음 저장․이송용기를 안전방호용기 외부로 옮겨서 안전

하게 보관한다.  유지보수 작업 수행시 사용되는 주요 장비들은 다음과 

같다. 

가. 원통형 차폐통

    원통형 차폐통은 원자로 덮개를 열고 원자로 내부구조물을 원자로 상

부로 추출하는 작업을 수행할 때 원자로 상부에 위치하는 각종 구조물들

이 추출되는 내부구조물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에 의하여 오염되는 것을 방

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원통 형상의 차폐체 구조물로써 유지보수작업 지

지대 바닥에서 원자로 덮개 사이의 공간에 설치된다.  

나. 추출작업 지지대

    추출작업 지지대는 안전방호용기 내부에 설치된 유지보수작업 지지대 

위에 설치되는 구조물로써 원자로 내부에서 각종 구조물을 추출하여 이송 

및 저장용기 내부로 끌어들이는 작업을 수행할 때 이송 및 저장용기들이 

작업대 위에 정확하게 설치 및 고정되도록 하며 이송용기의 상․하부개폐



문이 원활하게 열리고 닫혀지도록 지지하는 구조물이다.  또한 추출작업 

지지대는 유지보수 작업을 수행하는 동안 각종 구조물이나 작업자가 작업

역으로 접근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작업공간의 안전성을 제공하는 역할

도 한다.

다. 내부구조물 저장․이송용기

    원자로에서 추출되는 내부구조물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을 차폐하고 작

업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하중 및 오염물질로부터 내부구조물을 안전하게 

보호하며 또한 추출한 내부구조물을 안전하게 이송하여 보관하기 위하여 

저장․이송용기를 사용한다.  저장․이송용기는 원통형 용기, 하부개폐문 

및 상부 개폐문으로 구성되며 내부구조물을 원자로에서부터 인출하여 저

장․이송용기에 안전하게 고정시킨 상태에서 하부개폐문과 상부개폐문을 

닫아 용기를 봉한다.  저장․이송용기가 봉된 이 상태에서 내부구조

물 인양 rig와 기중기를 사용하여 저장․이송용기를 안전방호용기 외부로 

이동시켜 안전하게 보관 및 저장한다.

라. 내부구조물 인양 rig

    내부구조물 인양 rig는 원자로집합체로부터 원자로 내부구조물을 기

중기를 사용하여 원자로 바깥으로 추출하거나 또는 반대로 외부에 보관중

인 내부구조물을 원자로에 설치할 때 구조물의 기울어짐이나 흔들림을 방

지하도록 하며 또한 구조물이 기중기에 안전하게 고정되도록 지지하는 역

할을 한다.  내부구조물 인양 rig는 내부구조물이 기중기에 안전하게 매

달리도록 고정하는 여러 개의  wrench 집합체와 추출되는 구조물이 수평

을 유지하도록 하는 spreader beam 및 clevis 집합체와 기중기 hook에 내

부구조물 인양 rig를 걸기 위한 체결부로 구성되며 개념적 형상은 그림 

3.19-2와 같다.



4. 주요작업 수행개념

가. 안전방호용기의 해치 열기

    안전방호용기의 천정에 형성되어있는 해치는 격납건물의 천정 기중기

를 사용하여 열며, 연료 재장전 작업 및 유지보수 작업시 각종 내부구조

물과 지원장비들을 추출하거나 반입하는 통로로 사용된다.  안전방호용기 

해치는 원자로에서 추출되는 각종구조물과 구조물을 저장하는 저장․이송

용기 그리고 각종 작업 지지대가 안전방호용기와 간섭을 발생하지 않고 

안전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충분한 크기를 가져야 한다.

 

나. 안전방호용기 내부에 유지보수작업 지지대 설치

    안전방호용기 내부에서 원자로 덮개를 열고 유지보수작업을 수행할 

때 각종 지지구조물을 설치하고 작업자에게 원활한 작업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유지보수작업 지지대를 설치한다.  이 구조물은 원자로 집합체의 각

종 구조물을 안전방호용기 외부로 추출하기 위하여 안전방호용기 내부에

서 원자로용기 상부에 독립된 공간이 확보되도록 하며 작업 중 각종 구조

물들이 상호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다. 제어봉 구동장치 지지구조물 분리

    원자로 상부에서 제어봉 구동장치를 지지하는 제어봉 구동장치 지지

구조물을 분해하고 추출하여 원자로 중앙덮개와 환형덮개 사이에 형성된 

환형 봉부와 각종 냉각배관 및 전선들을 분리하기 위한 작업공간을 확

보한다.

라. 각종 전선 및 연결 배관 분리

    원자로 중앙덮개에 설치되어 있는 계측기 전선이나 제어봉 구동장치 

냉각배관과 같은 배관을 절단하여 추출하고 절단부분에 보호마개를 끼운

다.



마. 환형 봉부(torus seal) 절단 및 중앙덮개 걸쇠 해체

    원자로 중앙덮개와 환형덮개 경계면에 형성된 환형 봉부분을 절단

하고 중앙덮개 고정장치(걸쇠)를 푼다.

바. 원통형 차폐통 설치 

    원자로 압력용기 상부에 설치되어있는 각종 구조물들이 원자로 내부

구조물의 추출작업을 수행할 때 추출되는 내부구조물에서 방출되는 방사

선에 의하여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며, 또한 외부에서 유입되는 각종 하중 

및 오염물질이 원자로 압력용기 안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아서 원자로 집

합체가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는 원통형 차폐통를 유지보수작업 지지대와 

원자로 덮개 사이의 공간에 설치한다.

사. 제어봉 구동장치 분리

    운전 중인 원자로가 안전정지 상태를 유지하고 원자로 내부의 압력 

및 온도가 해체작업 허용조건에 도달하면 원자로의 압력경계를 해체하고 

원자로 해체작업 순서에 따라 가압기와 제어봉 구동장치를 원자로 압력용

기에서 추출한다.  원자로 압력용기로부터 가압기와 제어봉 구동장치를 

추출하기 이전에 CEDM 지지대 분리, 내부 계측기 추출, 중앙덮개 걸쇠 해

체, 환형 봉체 절단 등의 작업이 수행된다.  제어봉 구동장치와 함께 

가압기를 원자로에서 추출하려면 먼저 제어봉 구동장치에서 연결된 연장

봉과 핵연료집합체에 삽입되는 제어봉집합체를 분리시켜야 한다.  그림 

3.19-3에서 나타낸 제어봉 구동장치에서 A지점에 위치한 스터드 볼트를 

풀어 제어봉 구동장치 상단에 위치한 상부압력용기를 분리하고, B지점에 

위치한 연장봉 상단부에서 내부연장봉을 누르고 외부연장봉을 당겨서 연

장봉 하단에 부착되어있는 콜릿 척(collet chuck)과 제어봉집합체 지지대

를 분리하면 연장봉과 제어봉집합체가 분리된다.  위의 순서대로 49개의 

제어봉 구동장치에 대하여 상부압력용기 분리 작업 및 콜릿척과 제어봉집

합체 지지대의 분리 작업을 수행하여 모든 제어봉 집합체가 제어봉 구동

장치에서부터 분리되어 노심 역에 삽입되도록 한다. 



아. 가압기 추출

    가압기 및 중앙덮개의 추출작업 순서는 유지보수작업 지지대 위에 가

압기 저장․이송용기를 설치하고 천장기중기 및 인양 rig를 사용하여 가

압기를 저장․이송용기 내부로 끌어올린 다음, 이송용기의 상부에서 가압

기의 중앙덮개를 고정시킨 다음 이송용기 하부의 개폐문을 닫고 천장기중

기를 사용하여 이송용기를 옮겨 보관한다.  원자로집합체에서 가압기를 

추출할 때 가압기를 수평으로 유지시켜 원자로내부에 히거나 고착되는 

것을 방지하고, 또한 추출된 가압기가 이송용기에 고정한 상태에서 안전

하게 지정한 장소로 이동하여 보관하기 위하여 가압기 인양 rig를 사용한

다.  가압기 인양 rig는 그림 3.19-2의 내부구조물 인양 rig와 설계개념

이 동일하다.  가압기의 저장․이송용기는 가압기를 원자로집합체에서 추

출하여 이송하고 보관할 때 사용하며 원자로집합체 내부에서 사용된 가압

기에 의하여 작업자들을 방사능의 오염으로부터 보호하며, 외부에서 유입

되는 오염 물질 및 주변기기와의 간섭에 의한 충격 등에 대해서 가압기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안전방호용기 내부에서 기중기, 인

양 rig, 추출작업 지지대, 저장 및 이송용기를 사용하여 원자로집합체로

부터 가압기를 추출하는 개념도는 그림 3.19-4와 같다.

자. 상부안내구조물 추출

    원자로 집합체에서 가압기를 추출한 다음 상부안내구조물을 추출하며 

추출방법 및 개념은 가압기 추출방법과 유사하다.  추출작업 지지대에 상

부안내구조물 저장․이송용기를 설치하고 상부안내구조물 인양 rig를 사

용하여 원자로 내부에 위치한 상부안내구조물을 고정한다.  기중기를 사

용하여 인양rig를 수직으로 끌어당겨서 상부안내구조물을 저장․이송용기

로 내부로 끌어들여 고정한 다음 상부 및 하부 개폐문을 닫아 폐하고 

기중기를 사용하여 저장․이송용기를 안전방호용기 외부로 이송하여 안전

하게 보관한다.  



차. 노심에서 핵연료집합체의 추출 

    원자로집합체에서 가압기 및 상부안내 구조물을 추출하면 노심을 구

성하는 57개의 핵연료집합체 상단부가 노출되며, 이 상태에서 핵연료집합

체를 추출할 수 있다.  핵연료집합체를 노심에서부터 추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노심에서 추출하고자 하는 핵연료집합체의 정확한 위치를 지정하고, 

노심과 핵연료집합체로부터 방출되는 방사선을 차폐하여 원자로 외부에 

위치하는 각종 구조물과 작업자들을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노심 위치

설정기(그림 3.19-5)를 유지보수작업 지지대 위에 설치한다.  노심 위치

설정기를 설치하고 노심 위치설정기를 구동시켜 추출하고자 하는 핵연료

집합체의 상단에 연료추출튜브가 위치시킨 후 노심 위치설정기를 고정시

키고 연료이송기(그림 3.19-6)와 인양 rig를 사용하여 연료이송기의 하부 

개폐문이 노심 위치설정기의 연료추출 튜브 상단에 위치하도록 한다.  이 

상태에서 연료이송기 상부에 설치된 winch를 이용한 연료체결기를 작동시

켜 노심에 위치한 핵연료집합체를 연료체결기의 갈고리에 걸고 winch를 

당겨서 핵연료집합체를 연료이송기 내부로 끌어올린다.  연료이송기 내부

로 핵연료집합체가 완전히 들어오면 하부개폐문을 닫고 연료이송기를 인

양 rig에 메달아 안전방호용기 외부에 설치된 핵연료 저장조로 이송하여 

핵연료집합체를 하역시킨다.  핵연료집합체를 저장조에 하역한 빈 연료이

송기는 다시 원자로 상부로 돌아와 핵연료 추출작업을 계속한다.  격납건

물 천정 기중기 및 연료이송기를 사용하여 연료 재장전작업을 수행하는 

개념은 그림 3.19-7과 같다.

(1) 노심 위치설정기

    노심 위치설정기는 연료재장전 작업을 수행할 때, 노심에서 추출되거

나 장전되는 핵연료집합체가 미리 설정된 노심의 정확한 위치에 삽입되거

나 추출될 수 있도록 노심의 정확한 좌표계를 지정하고 또한 핵연료집합

체의 수직 이동경로를 제공함으로써 핵연료집합체가 안전하게 장전되거나 

추출되도록 지원하는 기기이며 형상개념은 그림 3.19-5와 같다.  노심 위

치설정기는 3개의 회전원판, 1개의 연료추출 튜브 및 2개의 구동모터로 

구성된다.  유지보수작업 지지대 위에 회전지지대의 중심과 원자로집합체



의 노심의 중심이 일치하도록 설치되며, 회전지지대 위에 1차 회전판이 

설치되며, 1차 회전판 위에는 2차 회전판이 설치되고, 2차 회전판 위에는 

연료추출 튜브가 삽입된다.  회전지지대와 1차 회전판 그리고 1차 회전판

과 2차 회전판 사이의 접촉면에는 베어링 집합체가 설치되어 두 구조물의 

상대 회전운동을 원활하도록 하며, 회전지지대 위에 설치된 1차 회전판 

구동모터는 회전판 지지대 위에서 1차 회전판을 회전 운동시키며, 1차 회

전판 위에 설치된 2차 회전판 구동모터는 1차 회전판 위에서 2차 회전판

을 회전 운동시킨다.  1차 회전판과 2차 회전판의 상대적인 회전운동을 

이용하여 노심에서 추출하거나 장전하려는 핵연료집합체의 정확한 위치를 

결정하고 그 위치에 연료추출 튜브가 위치하도록 한다.  연료추출 튜브는 

노심 상단에서 노심 위치설정기 상단까지 관통된 튜브 구조물로써 핵연료

집합체가 이 튜브를 통하여 노심과 연료이송기 사이를 이동함으로써 핵연

료집합체의 이동경로가 안전하고 정확하게 유지되도록 한다.  연료재장전 

작업 수행하기 위하여 노심 위치설정기가 노심 상부에 설치되면 노심 상

부는 노심 위치설정기의 원판에 의하여 덮여있는 구조가 되어, 노심에서 

방출되는 방사능이 유지보수 작업장으로 누출되는 것을 감소시키는 기능

도 동시에 이루어진다. 

(2) 연료이송기

    연료이송기는 새 핵연료집합체를 핵연료 저장조에서 추출하여 노심에 

장전하거나 사용후 핵연료집합체를 노심에서 추출하여 사용후 핵연료 저

장조로 이송하여 하역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형상 개념은 그림 3.19-6과 

같다.  연료이송기는 이송용기, 연료체결기, 윈치(winch) 및 하부개폐문

으로 구성되며 연료재장전 작업 과정에서 이송용기는 연료이송기 인양 

rig를 이용하여 기중기에 매달려 핵연료저장조와 원자로 사이를 이동하게 

된다.  연료이송기에는 핵연료집합체를 안전하게 추출하거나 장전하기 위

하여 윈치와 연료체결기에 작용하는 인장하중을 감지하는 하중표시장치를 

부착하여 핵연료집합체에 과부하가 작용하지 않도록 한다



(3) 연료 체결기

    연료체결기는 연료이송기의 중앙부에 위치한 빈 원통 공간에 위치하

며, 연료이송기 상부에 위치한 윈치의 rope에 매달려 있다.  연료체결기

의 구조는 그림 3.19-8과 같으며 자중에 의하여 collect chuck의 축을 눌

러주는 상단부 누름 스위치 부분과 하단의 collect chuck으로 구성된다.  

인양기의 winch rope를 풀어서 연료체결기가 핵연료집합체 상부에 놓여지

게 되면 연료체결기 상단구조물의 자중에 의해 누름 스위치가 눌러지고 

collect chuck은 벌어짐과 오므러짐 동작을 하게되며 이에 따라 핵연료집

합체와 체결기의 collect chuck은 상호 체결되거나 풀려지게 된다.  윈치

는 연료이송기 상부에 위치하며 윈치의 rope에 연료체결기가 매달려 있어

서, winch의 회전운동에 의하여 연료체결기는 상하 운동을 하게되므로 노

심 및 연료 저장조에서 핵연료집합체를 추출하거나 하역하는 작업을 수행

할 수 있다.

(4) 연료이송기 인양 rig

    연료재장전 작업을 수행시 핵연료집합체를 저장한 연료이송기를 안전

하게 이동시키기 위하여 연료이송기 인양 rig를 사용하며 그 형상개념은 

그림 3.19-2의 내부구조물 인양 rig와 유사하다.  이 구조물은 hook 체결

부, clevis 집합체, tie rod, spreader beam 등으로 구성되며 이송용기에 

형성된 이송돌기에 인양 rig의 연결부를 걸어서 기중기에 매달고 기중기

를 움직여 이동시킨다.

카. 노심지지배럴 집합체 추출

    증기발생기 카세트 교체작업 및 원자로 내부구조물에 대한 유지보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노심에서 핵연료집합체를 완전히 추출한 다음 

노심지지배럴 집합체를 원자로 압력용기에서 추출하여야 한다.  노심지지

배럴 집합체는 노심을 직접 지지하는 구조물로써 원자로 압력용기 외부로 

추출할 경우에 노심지지배럴 집합체를 구성하는 각종 구조물에 의하여 방

출되는 방사선으로부터 주변구조물 및 작업자가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

여야 한다.  따라서 노심지지배럴 집합체는 유지보수작업 지지대에 설치



된 저장 및 이송용기 내부로 끌어올려 폐시킨 상태에서 기중기를 사용

하여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켜 보관한다.  노심지지배럴 집합체의 추출개

념은 가압기 및 상부안내구조물의 추출작업 개념과 유사하다.  노심지지

배럴 집합체에는 노심지지배럴, 노심슈라우드 집합체, 하부 노심지지판, 

유동거름판 집합체 등이 부착되어 있으므로 추출작업 과정에서 환형덮개

와, 펌프덕트, 증기발생기 주변구조물 및 측면차폐통 집합체 사이의 매우 

좁은 공간을 빠져나와야 한다.  따라서 원자로 압력용기로부터 노심지지

배럴 집합체를 추출하거나 설치할 때 각 구조물들이 상호 충돌하거나 고

착됨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우 정교하게 인양 및 설치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타. 증기발생기 카세트 추출 개념

    연료재장전 작업을 통하여 노심에서 핵연료집합체를 완전히 추출하고 

노심지지배럴 집합체를 원자로 압력용기에서 추출한 다음 증기발생기 카

세트 교체작업을 수행한다.  증기발생기 카세트 교체를 위한 선행작업으

로써 원자로 압력용기 외부에서 증기발생기 노즐에 연결된 급수 및 증기

배관을 절단하고 원자로 압력용기와 증기발생기 노즐 사이에 형성되는 1

차 압력경계 용접부(그림 3.19-9)를 절단한다.  증기발생기 카세트와 노

즐헤더의 압력경계 용접부를 절단한 다음에 증기발생기 카세트를 원자로 

압력용기 내부로 당겨서 압력용기에서 분리시킨 후 이송용기 내부로 끌어

올려서 저장한 다음 안전방호용기 외부로 추출한다.  증기발생기 카세트

를 원자로집합체 외부로 추출하는 개념은 가압기 및 상부안내구조물과 같

은 원자로 내부구조물의 추출작업 개념과 유사하다.  12개의 증기발생기

가 위치하는 노심지지배럴과 압력용기 사이의 환형공간에서 증기발생기 

카세트 사이의 공간을 채워줌으로써 주냉각재의 보유량을 줄이며, 또한 

증기발생기 사이의 냉각재 우회유로를 차단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충전

체 구조물은 내․외부 충전체로 구성되며 그 중에서 외부 충전체는 증기

발생기의 카세트와 일체로 제작되어 증기발생기 카세트와 함께 설치되고 

추출된다.



그림 3.19-1  원자로 내부구조물의 일반적인 추출작업 개념

그림 3.19-2  내부구조물 인양 rig의 형상개념



그림 3.19-3  제어봉집합체의 분리 개념



그림 3.19-4  가압기 추출작업 개념



그림 3.19-5  노심 위치설정기의 형상 개념

그림 3.19-6  연료이송기의 형상 개념



그림 3.19-7  연료 재장전 작업 개념



그림 3.19-8  연료체결기의 구조

그림 3.19-9  증기발생기 카세트의 지지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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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 절  SMART 제작성 검토 

1. 개 요

   일체형원자로인 SMART는 증기발생기, 주냉각재펌프, 가압기 등의 주기

기가 원자로 압력용기 내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설계개념이 분리형과 

명확히 구분되며, 계통의 구성과 기기의 설계개념 및 형태도 분리형 원자

로에서 사용되는 것과 많이 다르다.  대표적인 예로서 분리형에서는 주로 

U-튜브 증기발생기를 사용하는 반면에 일체형에서는 관류형 증기발생기를 

사용하며, 별도의 가압기를 설치하는 분리형과는 달리 원자로용기 상단의 

빈 공간을 가압기로 사용한다.  일체형원자로의 경우 모든 주기기가 단일 

원자로 용기 내에 위치하기 때문에 분리형 원자로에서 볼 수 있는 주냉각

재 배관이나 림관 등의 대구경 배관이 없으므로 대형 냉각재 상실사고

(LOCA)의 발생 가능성이 근본적으로 배제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주기

기가 단일 원자로 용기 내에 위치하기 때문에 원자로집합체의 구조와 형

상이 복잡하고 정교하므로 기기 상호간의 연결, 지지개념, 그리고 유지⋅

보수 및 교체개념을 포함한 고도의 설계기술과 제작기술이 요구된다.  지

금까지 국내에서 설계하고 제작한 원자로집합체는 1,000 MWe급 상업용 분

리형 원자로 으며 일체형원자로는 설계 및 제작 경험이 없기 때문에 

SMART의 개념설계가 끝나는 이 시점에서 일체형원자로 집합체의 제작 및 

조립성에 대한 예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사전에 예상하지 

못한 문제점을 후속 기본설계 및 상세설계 단계에서 수정․보완 할 수 있

다.  즉, 현 단계에서 SMART가 국내에서 제작 가능한 지의 여부, 선정된 

재료의 확보가능성, 그리고 각 부품들이 조립될 때 서로 간섭여부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 절에서는 현재 개념설계가 완료된 SMART의 주요 부품에 대하여 기

능 및 설계요건 파악, 제작 가능성 및 조립순서 등을 파악하여 기술하

다.



- 326 -

2. 원자로 압력용기 

가. 주요부품

(1) 원자로 압력용기

(가) 기능 및 설계 요건

     원자로 압력용기는 방사선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는 방호용기 

역할을 하며, 정상운전과 사고시 발생하는 하중으로부터 노심과 각종 기

기를 보호하며 내부에 장치된 부품을 제자리에 위치시키고 지지하는 역할

을 수행한다.  원자로용기의 상부는 주요 기기의 설치 및 핵연료의 재장

전을 위한 통로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폐가 가능해야 한다.  운전중에 원

자로용기는 환형덮개와 중앙덮개에 의해 폐되어 압력경계를 형성하게 

된다.  원자로용기는 내진등급 I, 안전등급 및 품질등급 1의 구조물로 분

류되어 설계된다. 

(나) 제작순서 및 제작성 검토

     그림 3.20-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자로 압력용기는 크게 체결부위

인 플랜지, 내부구조물을 수용하는 상부원통, 노심대를 구성하는 하부원

통, 그리고 하부덮개의 4부분으로 이루어진다.  4개의 부분은 단조로 제

작되어 내면에 부식을 막기 위한 피복용접을 한 후, 기계적 가공을 거쳐 

완전용입 용접으로 연결되어 최종의 용기로 완성된다.  완성된 SMART 원

자로용기는 전체높이 약 10,200 mm, 외경 약 4,100 mm의 원통형 쉘 구조

물이 된다.  플랜지는 높이 1,956 mm, 외경 4,520 mm의 원통형으로서 환

형덮개를 체결하기 위한 62개의 M140 스터드 볼트 체결구멍이 뚫려 있으

며, 또 원자로집합체 지지구조물 연결부를 갖는다. 상부원통은 외경 

4,094 mm, 두께 189 mm (피복용접 8 mm 불포함), 높이 4,089 mm의 원통으

로서 원자로내부구조물 중 상부안내구조물과 증기발생기 등이 이 안에 위

치하게 된다.  하부원통은 노심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 높이 1,968 

mm, 외경 4,094 mm, 두께 189 mm의 원통이다. 내면에는 턱모양의 돌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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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지고 있어 원자로내부구조물을 위치시키고 지지하는 역할을 한다.  

하부덮개는 2:1의 타원형 쉘로 만들어져 유로를 형성하고, 원자로내부구

조물 중 하부지지 구조물(Lower Support Structure)을 지지한다.

   플랜지 부위를 제외한 용기의 공칭두께는 피복을 제외하고 189 mm 이

며, 용기의 재질은 SA 508 Class 4 이다.  원자로 용기 및 덮개의 내면은 

일차계통 냉각수와의 접촉으로 인한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오스테나이

트강 재질 (Type 321 stainless steel)의 피복을 한다.  용기벽과 피복 

사이에 생성되는 중간층은 오스테나이트강과 펄라이트강이 갖는 열팽창 

계수의 중간값을 갖게 된다.  이 피복의 두께는 약 8 mm 이다.

   압력용기의 제작은 그림 3.20-2의 제작흐름도와 같이 단조, 피복용접, 

기계가공에 의하여 낱개의 부분을 제작한 후 완전용입용접으로 이들을 접

합하고 후열처리로 마무리하는 순서로 이루어진다.  기계가공은 잔류응력

에 의한 변형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합용접과 후열처리가 끝난 후에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원자로용기의 경우 집합체의 길이가 길기 때문에 기계

가공(피복부 선삭)이 어려워 순서를 바꾸어 수행한다.  피복용접은 2가지

의 다른 용접재를 사용한다.  이는 상용로보다 두꺼운 피복을 채택한 설

계에서 원자로용기와 피복간의 서로 다른 열팽창률때문에 발생하는 열응

력을 줄이기 위해서이다. 

   원자로용기의 접합의 순서는 하부원통과 하부덮개의 접합, 상부원통과 

플랜지의 접합, 상부원통과 하부원통의 접합 순이다.

(2) 환형덮개

(가) 기능 및 설계 요건

     환형덮개는 원자로 압력용기의 상부에 위치하여 증기발생기와 주냉

각재펌프의 설치공간을 제공하며, 원자로 압력용기, 중앙덮개와 함께 압

력경계를 형성하는 환형의 구조물이다. 중앙덮개는 핵연료 교체를 위해 

탈착이 용이해야 하므로 환형덮개에 호형걸쇠홈을 마련하여 체결하며 원

자로용기와의 체결은 스터드볼트를 이용한다.  한편 방사성 물질의 누설

을 방지하기 위하여 용기와 환형덮개의 연결부위는 환형의 봉체로 용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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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한다. 환형덮개의 설계는 내진등급 I, 안전등급 및 품질등급 1의 구

조물로 분류되어 수행된다. 

(나) 제작순서 및 제작성 검토

     환형덮개의 재질은 원자로용기와 같은 SA508 Class 4의 마르텐사이

트강이며, 냉각재와 접촉하는 면에는 오스테나이트 강 재질로 8 mm 두께

의 피복용접을 한다.  환형덮개에는 4 개의 주냉각재순환펌프, 12 개의 

증기수집헤더, 12 개의 급수배분헤더, 4 개의 수위측정기 배관, 4 개의 

노심 입출구 온도감시용 저항온도계 배관, 6 개의 용기내벽 용접부 감시

용 배관, 8 개의 중성자속 감시용 이온챔버, 3 개의 보충수계통 연결배

관, 1 개의 재장전시 충수감시용 튜브, 1 개의 배출(drain) 배관이 설치

되므로 이를 위한 구멍을 가공하여야 한다.  이들 구멍의 내벽도 역시 피

복용접에 의하여 보호된다. 

    환형덮개의 제작은 그림 3.20-3과 같이 단조 - 구멍가공 - 피복용접 

- 재 가공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가공방법 및 공차, 열처리 등은 원자로

용기와 같은 방법과 절차를 적용한다.

(3) 스터드볼트

(가) 기능 및 설계 요건

     원자로압력경계를 형성하는 원자로용기와 환형덮개는 내압 및 운전

하중에 건전하며, 방사성물질의 누출을 막는 한편 필요시 덮개를 열어 작

업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스터드볼트는 환형덮개와 원자로용기를 체

결하며, 필요시 나사를 풀어 덮개를 열 수 있다.  스터드볼트의 설계는 

내진등급 I, 안전등급 및 품질등급 1의 구조물로 분류되어 수행된다. 

(나) 제작순서 및 제작성 검토

     스터드 볼트(그림 3.20-5)는 나사내경이 약 134 mm인 M140의 나사로

서 피치는 6 mm이고 그 개수는 62개이다.  나사의 재질은 SA 540 Gr B24 

Class 3이다. 스터드볼트의 제작은 그림 3.20-4와 같이 통상적인 방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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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단조-가공-열처리의 순서를 따른다. 

(4) 원자로 지지구조물

(가) 기능 및 설계 요건

     원자로지지구조물은 환형의 Y형 구조물로 상부에 삽입홈과 핀구멍을 

가지고 있다.  이 구조물은 외부하중에 대하여 원자로용기를 지지하는 역

할을 수행한다.  지지구조물의 설계는 내진등급 I, 안전등급 및 품질등급 

1의 구조물로 분류되어 수행된다. 

(나) 제작순서 및 제작성 검토

     원자로 압력용기 지지체(Reactor Pressure Vessel Skirt)의 재질은 

A313 Type 321이며,원자로 압력용기 지지핀(Reactor Pressure Vessel 

Dowel Pin)의 재질은 A564 Type 630이다.  원자로 압력용기 지지체는 그

림 3.20-5와 같은 절차로 제작된다.  먼저 몸체를 단조로 가공한 후 삽입

홈을 기계가공한다.  홈의 가공을 마친 후 원자로용기의 맞대기 면과 함

께 지지핀의 구멍을 가공한다.  

나. 원자로용기의 제작흐름도

(1) 원자로 압력용기

    압력용기의 제작은 그림 3.20-2의 제작흐름도와 같이 단조, 피복용

접, 기계가공에 의하여 낱개의 부분을 제작한 후 완전용입용접으로 이들

을 접합하고 후열처리로 마무리하는 순서로 이루어진다.  원자로용기의 

접합의 순서는 하부원통과 하부덮개의 접합, 상부원통과 플랜지의 접합, 

상부원통과 하부원통의 접합 순이다.

(2) 환형덮개

    환형덮개의 제작은 그림 3.20-3과 같이 단조 - 구멍가공 - 피복용접 

- 재 가공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가공방법 및 공차, 열처리 등은 원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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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와 같은 방법과 절차를 적용한다.

(3) 스터드 볼트, 너트

    스터드볼트의 제작은  그림 3.20-4와 같이 통상적인 방법에 따라 단

조-가공-열처리의 순서를 따른다. 

(4) 원자로 지지구조물

    원자로 압력용기 지지체는 그림 3.20-5와 같은 절차로 제작된다.  먼

저 몸체를 단조로 가공한 후 삽입홈을 기계가공한다.  홈의 가공을 마친 

후 원자로용기의 맞대기 면과 함께 지지핀의 구멍을 가공한다.  

3. 증기발생기 주변기기 

가. 주요부품

    증기발생기 주변기기는 상부 구조물과 증기발생기 주위를 차폐하고 

있는 충진판 집합체로 구분된다(그림 3.20-6, 3.20-7).  상부 구조물은 

증기발생기를 지지하는 역할과 냉각재를 증기발생기로 유도하는 유로를 

형성한다.  충진판 집합체는 증기발생기 주위를 차폐하며 냉각수가 증기

발생기를 통과하는 것을 억제한다.

(1) 상부구조물

    증기발생기의 상부 구조물은 원통형 지지구조물, 냉각재를 주냉각재

펌프의 임펠러가 있는 곳으로 유도하기 위한 흡입덕트 및 내측 흡입덕트, 

이를 감싸고 있는 적층형 충진판, 주냉각재펌프의 임펠러를 통과한 냉각

수를 증기발생기 상부 쪽으로 유도하는 외측 덕트, 내측 덕트를 구성하는 

상/하부 플랜지로 구성된다.  또한 외측 덕트의 상부에는 주 냉각재 펌프

를 내측 덕트까지 안내하는 가이드가 설치된다.  원통형 구조물의 하부는 

노심지지배럴을 통과한 냉각재가 펌프를 통해 증기발생기로 방출되는 유

로를 형성하기 위한 흡입덕트로 구성되며, 흡입덕트의 하부 플랜지에 증

기발생기 충진판 집합체의 상부 플랜지가 볼트로 체결된다.  냉각재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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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노심지지배럴을 통과한 냉각재를 4 대의 주냉각재펌프가 위치한 곳

으로 유도하는 흡입덕트와 펌프를 통과한 냉각재가 증기발생기로 유입되

도록 설계된 외부 덕트로 각각 구성되어 있다.  즉, 냉각재를 주냉각재펌

프로 유도하는 흡입덕트가 안쪽에 설치되고, 증기발생기로 냉각재를 유도

하는 덕트는 흡입덕트를 감싸며 바깥쪽에 설치된다.  또한, 냉각재의 체

적을 줄이고 완만한 유로를 형성하기 위하여 흡입덕트의 상부에는 별도의 

충진재가 설치된다.  외부 덕트의 상부에는 주냉각재 펌프의 축과 임펠러

를 흡입덕트로 안내하는 4 개의 안내관(펌프 덕트)이 원자로 압력용기의 

환형 덮개까지 연결되며, 증기발생기의 급수관과 증기관이 통과할 수 있

는 공간이 고려된다.  원자로 상부 부분에서 냉각재가 국부적으로 정체되

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동구멍(flow hole)이 외부 덕트의 윗부분과 

원통형 지지구조물의 상부에 뚫려있다.

(2) 증기발생기 충진판 집합체

    증기발생기 충진판 집합체는 증기발생기의 외곽을 채워주는 내․외측 

충진판 집합체와 내측 충진판 집합체를 상부의 원통형 지지구조물 하단과 

연결하는 원통형 플랜지 구조물로 구성된다.  외측 충진판 집합체는 잠금

쇠를 사용하여 원자로용기 내벽에 고정시키고, 충진판 집합체의 하부는 

자유로운 열팽창을 허용하기 위하여 별도로 고정하지 않는다.  증기발생

기 충진판 집합체는 내측과 외측 충진판 집합체로 구성되며, 각 충진판 

집합체는 별도로 제작된다.  외측 충진판 집합체는 잠금쇠를 이용하여 원

자로 용기 안쪽에 고정시키므로, 잠금쇠를 설치할 공간이 외측 충진판 상

단 위치에 마련된다.  그러므로 외측 충진판 집합체는 최상위에 설치되는 

2 개의 충진판의 형태가 서로 다르다.  내측 충진판 집합체는 모두 동일

한 형태의 충진판을 적층하여 만들어지며, 상부의 플랜지에 연결봉으로 

체결되어 일체로 조립된다.  충진판 집합체 상부 플랜지는 다시 증기발생

기 상부 구조물의 흡입덕트 하단 플랜지에 볼트로 체결된다.  증기발생기 

카세트를 고정하기 위하여 고정용 나비너트가 사용된다.  내/외측 충진판 

집합체는 하부에서 평판을 이용하여 각각 일체로 조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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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증기발생기 주변기기 제작

(1) 상부 구조물

(가) 지지원통

     지지원통은 원자로 압력용기의 환형 덮개에 부착되는 상부 플랜지, 

원추형 원통과 상부플랜지를 연결하는 부분, 원추형 원통 및 하부원통(2

개)을 분리하여 제작한다.  내측 덕트의 상부 플랜지와 연결되는 지지원

통을 하나의 부품으로 제작하면 충진재를 조립하기 어려우므로 외측 충진

판이 용접되는 위치를 기준으로 하여 2개의 부분으로 나누어 제작한다.  

상부플랜지는 판재를 이용하여 기계가공하고 원통형 구조물은 plate를 이

용하여 맞대기 용접(butt welding)으로 제작한다.

 

(나) 외측덕트 및 펌프 가이드의 조립

     외측덕트는 환형평판과 원통으로 제작하고, 환형평판 및 원통의 연

결부위와 원통의 하부에 강성을 보강하기 위하여 rim을 가공한다.  환형 

평판위에 증기관 및 급수관, 펌프 가이드를 설치하기 위한 구멍을 가공한

다.  용접시 변형을 억제하기 위하여 4개의 펌프 가이드를 먼저 환형평판

에 용접한다.  Rim은 삼각형 단면으로 판재를 이용하여 일체로 환형평판

과 원통에 기계가공한다.  제작후 환형평판의 외곽과 원통의 상부를 용접

하여 외측덕트를 완성한다. 

(다) 내측덕트의 조립

     내측덕트의 상/하부 플랜지는 기계가공으로 제작한다.  냉각수를 펌

프로 유도하는 덕트의 상부는 tube를 이용하여 제작하고 하부는 판재를 

이용하여 원뿔형의 원통을 제작하여 용접한다.  내측 덕트를 구성하는 상

판과 하판 및 측판 부분은 판재를 이용하여 기계가공으로 제작한다.  상

판 및 하판과 상/하부 플랜지의 용접부분중 측면판과 맞닿는 부분이 좁게 

설계되어 있으므로 용접시 어려움이 예상된다.  내측 덕트의 측면을 먼저 

용접하여 제작한다.  상판에 냉각수를 유도하는 4개의 덕트를 용접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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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에 하판과 상판을 용접한다. 

(라) 상부 구조물의 조립

     내측덕트의 상부 플랜지와 연결되는 원통형 지지구조물의 하단부를 

용접한다.  내측 덕트를 채우는 충진재는 여러개의 판재를 기계가공하여 

제작하고  각 판은 tie rod와 부싱을 이용하여 내측 덕트의 상판과 연결

한다.  내측 덕트에 용접한 지지원통의 상부에 외측 덕트를 용접한다.  

펌프가이드는 사전에 외측덕트에 용접한다.  그리고 이미 조립된 상부 구

조물의 윗쪽 부분을 외측덕트와 연결되는 부분에서 용접한다.  용접시 원

통형 구조물의 두께가 직경에 비하여 작기 때문에 진원의 유지와 용접과

정에서 발생하는 변형량을 적절히 제어하여야 한다. 

(2) 증기발생기 외측 충진판 집합체

(가) 충진판, Tie Rod, 부싱 및 너트의 조립

     외측 충진판의 최상층 부분, 두 번째 부분 및 표준 충진판등의 3개 

형태로 나누어 제작하며 판재를 이용하여 기계가공한다.  Tie rod, 너트 

및 부싱은 별도로 가공한다.  충진판에 가공할 tie rod 구멍은 개별적으

로 가공하거나 특별한 지그를 이용하여 하나의 충진판 집합체를 동시에 

가공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나) 하부지지 평판의 조립

     하부지지 평판은 판재를 이용하여 기계가공으로 제작한다.  하부지

지 평판을 측면 차폐체의 상부로 안내하기 위한 핀을 설치하기 위하여 하

부지지 평판에 암나사를 가공하고, 숫나사를 핀에 가공하여 부착한다. 

(다) 외측 충진판 집합체의 조립

     하부지지 평판에 tie rod를 먼저 설치한다.  충진판과 부싱을 차례

로 tie rod에 적층하여 외측 충진판 집합체 전체를 완성한다.  하부지지 

평판의 하단에 설치할 pin은 충진판을 조립한 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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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측 충진판 집합체

(가) 충진판, tie rod, 부싱 및 너트의 조립

     충진판은 하나의 표준 충진판으로 제작한다.  Tie rod, 너트 및 부

싱을 별도로 가공한다.  충진판에 가공할 tie rod 구멍은 개별적으로 가

공하거나 특별한 지그를 이용하여 하나의 충진판 집합체를 동시에 가공하

는 방법을 사용한다. 

(나) 상부플랜지 평판의 조립

     상부플랜지는 단조하여 기계가공으로 제작한다. 

(다) 하부지지 평판의 조립

     하부지지 평판은 판재를 이용하여 기계가공으로 제작한다. 

(라) 증기발생기 고정용 와셔 및 보울트의 조립

     고정용 와셔는 상부와 하부가 서로 다른 종류를 사용한다.  판재를 

이용하여 기계가공으로 제작한다. 

(마) 내측 충진판 집합체의 조립

     하부지지 평판에 tie rod를 모두 삽입하고, 내측 충진판과 부싱을 

적층하고, 최상부에 상부 플랜지를 설치한 다음 tie rod 너트를 이용하여 

상부 플랜지와 충진판 집합체를 일체로 제작한다.  

(4) 증기발생기 주변기기의 조립

    외측 충진판 집합체는 원자로압력용기 내벽에 부착되므로 조립된 상

태로 원자로 내부에 설치한다.  상부지지 구조물과 내측 충진판 집합체는 

증기발생기를 설치하기 전에 핀을 이용하여 내측 충진판 집합체의 상부 

플랜지와 내측 덕트의 하부 플랜지를 연결하여 제작한다(그림 3.20-8, 

3.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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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압기 

가. 주요부품

    가압기 집합체는 SMART 압력용기 안에 위치하며 중앙덮개, 가압기 용

기, 가압기 내부벽, 일차 림관, 이차 림관, 제어봉집합체 연장봉 안

내관, 계측케이블 보호관, 냉각관 및 습식단열재 등으로 구성된다.  원자

로용기의 중앙덮개는 가압기의 덮개를 겸하며 가압기의 전체적인 구조는 

그림 3.20-10에서 보는 바와 같다.  가압기는 폐된 용기로서, 내부와 

외부는 두 개의 림관을 통해서 연결된다.  즉, 원자로 내부공간(원자로 

용기 상부의 환형공간)과 가압기 주변공동(intermediate cavity)을 연결

해 주는 일차 림관, 그리고 주변공동과 가압기 중앙공동(end cavity)을 

연결하는 이차 림관으로 구성되어 있어 가압기 내의 가스가 원자로 내

부공간으로 빠져나가기가 어렵게 되어 있다.

    가압기는 안전등급 1(중앙덮개), 안전등급 3(중앙덮개를 제외한 가압

기 집합체의 기타 부품), 그리고 내진등급 I(가압기 집합체의 모든 부품)

의 기기로 분류된다.

(1) 중앙덮개 (Central Cover)

(가) 기능 및 설계 요건

     중앙덮개는 주요기기 설치 및 핵연료 재장전을 위해 개폐가 가능하

도록 설계되며 이를 위해 원자로용기 환형덮개와 플랜지 없는 이음장치로 

체결된다.  이 이음장치는 8개의 걸쇠(segment gate)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들 걸쇠는 중앙덮개에 위치한 홈 안에 장치되어 있는 랙-피니언 구동

장치에 의해서 환형덮개의 홈 내로 움직이게 된다.  환형덮개와 중앙덮개 

사이는 환형의 봉체(torus seal weld)로 용접되어 압력경계를 형성하게 

된다. 중앙덮개는 내진등급 I, 안전등급 및 품질등급 1의 구조물로 분류

되어 설계된다.

     중앙덮개(가압기 덮개)에는 제어봉구동장치의 설치를 위한 노즐(직

경:135 mm), 걸쇠의 랙-피니언 구동장치의 지관 8개(직경:70 mm), 가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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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냉각관에 공급되는 냉각수의 지관(직경:64 mm), 수위계의 지관(직

경:22 mm), 저항온도계의 지관(직경:22 mm), 가압기와 질소가스 실린더를 

연결하는 지관(직경:20 mm) 및 과압력 보호관 (직경:20 mm) 등이 설치되

며 노내계측기 설치를 위한 지관(직경:100 mm)도 중앙덮개에 장착된다. 

(나) 중앙덮개의 재료선정

     개념설계 단계에서 중앙덮개의 재질로서 탄소강인 SA 508 Class 4와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레스강인 SA 336 Class F321를 동시에 고려중이다.  

중앙덮개는 앞에서 기술한바와 같이 많은 개구(opening)가 있는 압력용기 

구조물이므로 그 형상의 불연속으로 인하여 응력집중이 발생하며 용접부

에서의 균열가능성 등 구조적 건전성에 많은 향을 끼치므로 세부적 응

력해석이 필요하다.  보통 압력용기의 재질은 스테인레스강보다 강도가 

큰 탄소강을 주로 사용하고 부식을 방지하기위해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

레스강으로 피복을 하지만 SMART 중앙덮개의 여러개구 즉, Level Gage, 

Resistance Thermometer, Gas Cylinder, Over Pressure Protaction 관이 

지나가는 구멍들은 지름(20-22 mm)이 작고 깊기 때문에 스테인레스 강으

로 피복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단조된 스테인레스강을 중앙덮개의 재질

로 사용한다면 기계가공한 자리에 스테인레스 피복을 하지 않아도 되므로 

제작상 편리하며 제작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따라서 재질이 스테인레스

강이고 많은 구멍을 가진 중앙덮개가 설계압력 17 MPa에 견딜 수 있는지 

여부를 유한요소 코드로 해석하여 응력강도값들이 ASME 코드의 설계조건

을 만족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제 4절에서, 중앙덮개 재질로써 오

스테나이트계 스테인레스강인 SA 336 Class F321을 사용하고 설계압력 17 

MPa을 적용하 을 때 구조해석에서 응력강도값(stress intensity)이 ASME 

코드의 설계조건(Design Condition)을 만족하 기 때문에 중앙덮개는 구

조적으로 건전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중앙덮개의 재질로써  SA 

336 Class F321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초벌설계 단계에서의 

결론이며 향후 상세설계에서 ASME 코드의 Level A, B, C 그리고 D 조건에

서 해석결과를 검토한 후 정확한 중앙덮개 의 칫수 및 재질이 결정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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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앙덮개의 형상

     중앙덮개의 형상은 중앙부분이 얇고 가장자리가 두꺼운 곡률반경을 

가진 상태이다.  이 형상은 재료 단조시 곡률반경으로 인해 제작의 어려

움이 수반되므로 곡률반경이 없는 평판 중앙덮개를 사용한다면 제작하기

가 쉽고 제작비용을 줄일 수 있다.  참고문헌 62에서, 중앙덮개의 형상 

및 재질로서 곡률이 없는 평판두께 520 mm, 스테인레스강 SA 336 Class 

F321을 사용하 을 때 설계압력 17 MPa에서 해석한 응력강도값(stress 

intensity)은 ASME 코드의 설계조건(Design Condition)을 만족하므로 이 

평판을 추천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초벌설계 단계에서의 결론이며 향

후 상세설계에서 ASME 코드의 Level A, B, C 그리고 D 조건에서 해석한 

후 검토를 거친 다음 중앙덮개의 칫수 및 재료의 튜닝이 이루어질 것 이

다.

(라) 제작순서 및 제작성 검토

     단조한 다음 기계가공 후 구멍가공한다. 후열처리는 하지 않는다.

(2) 걸쇠 (Segment Gate)

(가) 기능 및 설계 요건

     중앙덮개와 원자로용기 환형덮개는 플랜지 없는 이음장치로 체결된

다.  이 이음장치는 8개의 걸쇠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들 걸쇠는 중앙덮

개에 위치한 홈 안에 장치되어 있는 랙-피니언 구동장치에 의해서 환형덮

개의 홈 내로 움직이게 된다.  걸쇠는 내진등급 I, 안전등급 및 품질등급 

1의 구조물로 분류되어 설계된다. 걸쇠의 재질은 스테인레스 고강도 내부

식성 강이다.

     걸쇠는 ASME 코드가 요구하는 설계조건 즉, 원자로용기 및 가압기 

내부압력 17 MPa에 견딜 수 있어야 하며, Level A, B, C 그리고 D 조건에

서도 건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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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걸쇠의 재료선정

     개념설계 단계에서 걸쇠의 재질로서 스테인레스강 SA 276 Type 431

을 선정하 고 참고문헌 63의 예비응력해석 결과로 볼 때 원자로 내부압

력 17 Mpa에 충분히 안전하므로 걸쇠의 재료로 적합하다.  그러나 이것은 

초벌설계 단계에서의 결론이며 향후 상세설계에서 ASME 코드의 Level A, 

B, C 그리고 D 운전하중을 각각 적용하여 해석하여야하고 그 결과를 검토

하여 걸쇠의 치수 및 재료는 튜닝이 이루어질 것 이다.

(다) 걸쇠의 형상

     걸쇠는 단면이 폭 86 mm이고 높이 84 mm인 사각형이고 골률반경 

1062 mm이다.  원자로 운전중 걸쇠는 장시간 중앙덮개 및 환형덮개에 체

결됨에 따라 고착되어 걸쇠를 풀기 어렵기 때문에 걸쇠 사각형 단면의 모

서리를 둥 게 할 필요가 있다.  정확한 라운딩은 상세설계에서 결정될 

것이다.

(라) 제작순서 및 제작성 검토

     형상대로 용접 절단 후 기계가공한다.

(3) 환형덮개 환형 봉체 (Annular Cover Torus Seal)

(가) 기능 및 설계 요건

     중앙덮개와 원자로용기 환형덮개는 일차적으로 8개의 걸쇠로 체결되

어 중앙덮개가 환형덮개에 고정되고 이차적으로 내부압력 17 MPa에 견딜 

수 있으며 대기와 봉이 되는 환형 봉체(Torus Seal)로 압력경계를 형

성한다. Torus seal은 중앙덮개와 환형덮개의 자장자리에 용접되고 핵연

료교체 시 두껑을 열 때 환형덮개의 가장자리 쪽에 붙은 torus seal을 절

단하고 원래의 모양으로 용접한다.  다음에 중앙덮개를 개폐할 때에도 

torus seal을 자르고 다시용접한다.  이런식으로 5-7번 정도하면 torus 

seal의 치수가  점점 줄어들어 용접하기가 어렵다.  이 때에는 torus 

seal의 반대편 쪽도 잘라 완전히 제거해버리고 새로운 torus seal을 용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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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환형 봉체는 내진등급 I, 안전등급 및 품질등급 1의 구조물로 분류

되어 설계된다. 환형 봉체는 ASME 코드가 요구하는 설계조건 즉, 원자로

용기 및 가압기 내부압력 17 MPa에 견딜 수 있어야 하며, Level A, Level 

B, Level C 그리고 Level D 운전조건에서 발생되는 하중에서도 건전해야 

한다. 

(나) 환형 봉체의 재료선정

     개념설계 단계에서 환형 봉체의 재질로서 스테인레스강 SA 240 

Type 321을 선정하 다.

(3) 이종금속결합 (Transition Joint)

(가) 기능 및 설계 요건

     가압기 냉각관(PZR Cooler)의 재질은 티타늄합금이고 가압기 냉각관 

노즐에서의 파이프 재질은 스테인레스 파이프이므로 이종간의 금속을 용

접하기가 어렵다.  이와 같은 이종간 금속의 결합은 transition joint로 

한다.  이 결합은 티타늄파이프와 스테인레스파이프에 나사를 내어 서로 

연결하고 800-850도 온도에서 브레징(brazing)용액을 첨가하면 브레이징

용액이 나사틈 사이로 흘러들어가 서로 재질이 다른 부품을 서로 결합한

다.

(나) 이종금속결합의 재료선정

     개념설계 단계에서 가압기 냉각관(PZR Cooler)의 재질은 티타늄합금

(PT-7M)이고  가압기 냉각관 노즐에서의 파이프 재질은 스테인레스강 파

이프(SS321)를 선정하고 브레이징 용액은 현재 개발중이다.

(5) 제어봉집합체 연장봉 안내관(CEDM Guide Tube)의 용접

(가) 기능 및 설계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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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봉집합체 연장봉 안내관은 제어봉의 통로가 되며 가압기의 중앙

공동(end cavity)을 위에서 아래로 관통한다.  연장봉 안내관의 지지를 

위해 중간 지지판이 가압기 중앙공동 중간부위에 설치된다.  연장봉 안내

관은 가압기의 중앙덮개와 하부판에 용접으로 고정되는데, 열팽창을 흡수

하기 위하여 주름관(bellows)이 설치되어 있다.  현재의 설계는 49개의 

제어봉집합체 연장봉 안내관(CEDM Guide Tube)과 계측케이블 보호관

(Instrumentation Cable Tube)들이 가압기용기를 관통하여 가압기 집합체 

하부판에 용접되므로 가압기 용기의 내부는 매우 복잡하게되고 용접후 가

압기 용기의 디틀림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와같은 현상이 발생치 않도

록 향후 용접절차를 개발하여야한다.

(나) 제어봉집합체 연장봉 안내관의 재료선정

     개념설계 단계에서 가압기 용기의 재질은 스테인레스강 SA240 Type 

321이고 제어봉집합체 연장봉 안내관 및 계측케이블 보호관의 재질은 

SA312 Grade TP321이다.

(다) 제작순서 및 제작성 검토

     제어봉집합체 연장봉 안내관은 중앙덮개의 구멍(hole)에 삽입되고 

중앙덮개의 하부와 제어봉집합체 연장봉 안내관주변이 완전용입용접이 아

닌 부분용접(part penetration welding)된다.  가압기 하부판에서도 제어

봉집합체 연장봉 안내관과 계측케이블 보호관이 가압기 하부판 구멍에 삽

입되고 가압기 하부판 밑에서 부분용접(part penetration welding)이 이

루어 지기 때문에 심한 디틀림 현상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많은 개

수의 제어봉집합체 연장봉 안내관과 계측케이블 보호관이 용접될 때 각 

부품들의 용접순서 등을 검토하여 용접 절차서를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6) 습식 단열재(Wet Thermal Insulator)

(가) 기능 및 설계 요건

     가압기는 과도운전 시 가압기내의 압력변화를 줄이기 위해 낮은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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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유지해야 하나 가압기가 원자로 내에 설치되기 때문에 원자로의 높

은 온도를 단열할 필요가 있다.  즉, 원자로 냉각재로부터 가압기 중앙공

동으로의 열전달을 막기 위해 가압기내의 냉각관 이외에 가압기 용기의 

외부벽에 얇은 티타늄판을 적층하여 만든 단열재를 설치한다. 

(나) 습식 단열재의 재료선정

     개념설계 단계에서 습식 단열재의 재질은 부식에 강한 티타늄합금

(PT-3V)을 선정하 다.

(다) 습식 단열재의 형상

     0.1 mm의 얇은 티타늄판에 25 mm 간격으로 높이 1.5 mm의 반구형을 

엠보싱한 판들을 20겹 정도 적층하여 만든 단열재를 제작 후 가압기용기 

외벽에 볼트로 체결한다.  정확한 형상 및 치수는 현재 개발중 이다.

나. 가압기집합체 제작흐름도

    개념설계에서 가압기집합체 제작순서는 그림 3.20-11, 3.20-12와 같

다.

(1) 가압기 내부벽(PZR Internal Shell)에 냉각관(cooler)를 설치한다(그

림 3.20-12의 a).

(2) 가압기 내부 배관(2차 림관)을 설치한다(그림 3.20-12의 b).

(3) 중간지지판 (갑작스런 수위 변화를 방지하기 위한 주목적과 지지물로

서 강성을 증가시키는 부차적 목적, 구멍이 많이 나 있는 판)을 삽입한

다.

(4) 냉각관에 인입하는 배관을 용접한다(그림 3.20-12의 b).

(5) 배관의 nozzle부를 용접(Transition Joint)한다.

(6) 중앙덮개(central cover)와 가압기 내부벽(PZR Internal Shell)을 용

접한다.

(7)제어봉집합체 연장봉 안내관(CEDM Guide Tube)을 삽입하고 가압기하부

판(PZR Bottom Plate)을 넣는다(그림 3.20-12의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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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어봉집합체 연장봉 안내관을 가압기하부판과 중앙덮개에 용접한다.

(9) 가압기 용기(PZR External Shell)를 중앙덮개에 용접한다(그림 

3.20-12의 e). 이 때 용접부위에서 걸쇠까지의 거리가 매우 중요하다.  

용접시 열로 인하여 걸쇠가 들어가는 부위가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용접

부로부터 가압기 용기 벽두께의 2.5배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한다. 

(10) 습식단열재를 가압기 용기에 볼트로 체결한다.

5. 상부 안내구조물 집합체

가. 상부 안내구조물 집합체의 제작 및 조립 순서

    상부 안내구조물 집합체(그림 3.20-13)를 제작 및 조립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상부안내구조물 상판의 제작을 위하여 판의 외형을 절삭하고 제어봉 

연장축 (CEA extension shaft) 이 삽입되는 구멍을 절삭한다.

  

(2) 상부안내구조물 상판에 연결봉이 삽입되는 구멍을 절삭한다.

(3) 상부안내구조물 하판의 제작을 위하여 판의 외형을 절삭하고 제어봉 

연장축이 삽입되는 구멍을 절삭한다.  

(4) 상부안내구조물 하판에 연결봉이 삽입되는 구멍을 절삭하고, 냉각재

의 원활한 유동을 위하여 하판의 가장자리를 둥 게 절삭한다.

(5) 누름스프링을 단조 작업한 후에 형상에 맞게 절삭한다.

(6) 상부 안내구조물의 충진판을 한꺼번에 제작한다.

  

(7) 충진판에 제어봉 보호관 구멍과 부싱이 들어갈 자리에 치수에 맞는 

구멍을 한꺼번에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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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충진판을 체결할 연결봉과 부싱을 제작한다.

(9) 핵연료정렬판의 제작을 위하여 판의 외형을 절삭하고 제어봉 연장축

이 삽입되는 구멍을 절삭한다.

(10) 핵연료정렬판에서 핵연료집합체 스프링과 맞닿는 부분을 절삭한다.

(11) 핵련료정렬판에 냉각재 유동을 위한 구멍을 절삭한다.

(12) 핵연료정렬판 가장자리에 0도, 90도, 180도, 270도 방향으로 키홈을 

낸다.

(13) 평판을 둥 게 말아서 용접하여 지지원통쉘 하부를 제작한다.

(14) 지지원통쉘의 원추부 제작을 위하여 평판에 유동구멍을 뚫은 다음 

평판을 둥 게 말아서 축방향으로 용접한다. 

(15) 지지원통쉘의 상부제작을 위하여 평판을 둥 게 말아서 축방향으로 

용접하여 원통형 쉘을 만든다.

(16) 지지원통쉘 하부를 원추형 쉘에 용접하고 상부 지지원통쉘 상부를 

용접한다. 

(17) 상부 제어봉 보호관을 제작한다.

(18) 제어봉 안내관 상부지지판을 제작을 위하여 원형판을 절삭한 다음 

제어봉 안내관이 들어갈 자리에 구멍을 뚫는다. 

 

(19) 제어봉 안내관 하부지지판을 제작을 위하여 원형판을 절삭한 다음 

제어봉 안내관이 들어갈 자리에 구멍을 뚫고 유동구멍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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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하부 제어봉 보호관을 제작하기 위하여 치수에 맞는 seamless tube

를 준비하고 하부 제어봉 보호관에 4개의 커다란 냉각재 유동구멍을 마련

한다. 

 

(21) 제어봉 안내관 seamless tube로 제작하고 slot을 만든다.

(22) 제어봉 안내관를 하나 하나를 제어봉 안내관 상부지지판에서 용접하

고 튜브를 다시 제어봉 안내관 하부지지판에 끼우고 rolling으로 부착시

킨다.

 

(23) 제어봉 안내관의 rolling으로 인한 제어봉 안내관 하부지지판의 요

철을 제거한다.

(24) 제어봉 안내관 상부지지판 및 제어봉 안내관 하부지지판과 모든 제

어봉 안내관이 조립된 구조물을 하부 제어봉보호관에 넣고 용접한다.  그

림 3.20-14에는 하부제어봉 보호관의 제작과정이 나타나 있다.

(25) 완성된 하부 제어봉 보호관과 상부 제어봉 보호관을 용접하여 제어

봉 보호관 집합체를 완성시킨다.

(26) 조립 완성된 제어봉 보호관을 상부안내구조물 상판을 끼우고 용접한

다. 

(27) 제어봉 보호관에 용접된 상부안내구조물 상판의 충진판 연결봉 구멍

에 부싱을 끼운 다음 상부 안내구조물 충진판을 끼운다.

(28) 차례로 부싱과 충진판을 번갈아가며 끼우고 최종적으로 연결봉을 삽

입하고 너트로 체결하여 모든 충진판을 상부안내구조물 상판에 부착시킨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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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지지원통쉘을 상부안내구조물 상판에 끼우고 상단을 용접하여 지지

원통쉘과 충진판 집합체를 연결시킨다.

(30) 핵연료 정렬판을 제어봉 보호관에 끼운 다음 핵연료 정렬판을 지지

원통쉘에 용접한다.

(31) 이미 제작된 누름스프링을 상부 안내구조물 상판에 얹는다. 

   

나. 제작

    상부안내구조물 집합체의 제작에 사용되는 모든 재질은 참고문헌 6의 

NG-4000또는 참고문헌 7의 MNG-4000을 따라야 한다.  상부안내구조물 집

합체의 제작 및 조립에 대한 흐름도를 그림 3.20-14에 나타내었다.  

다. 세척

    상부안내구조물 집합체에 대한 세척요건은 참고문헌 15의 Appendix I

를 따라야 하며, 참고문헌 16의 청결도 B급 (Class B cleanliness)의 최

소요건 이상을 만족시켜야 한다.  오스테나이트 강, 저합금강, 또는 니켈

합금들을 연마하거나 광택을 낼 때 산화 알루미늄, 또는 탄화규소가 면직

에 침착된 휠 또는 수지나 고무가 부착된 모래로 만든 휠을 사용해야 하

며 네오플렌이나, 화학식에 할로겐 화합물이 들어간 고무합성제를 사용한 

연마휠을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레스 강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와이어솔 

(wire brush)를 사용할 때에는 재질과 동일한 재질로 만든 와이어솔로 부

품을 손질해야 한다.  또한 동일한 재질로 만든 솔이더라도 다른 재질에 

사용했던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와이어솔은 페인트를 제거할 경우 사

용하며, 청결도 B급의 세척이 요구되는 표면에 단단하게 부착되지 않은 

산화막을 제거할 때 사용된다.  부식저항 표면에 이 솔을 사용할 경우는 

세게 문질러서 사용해서는 안된다.  와이어솔을 사용하고 난 뒤에 남은 

오염물질은 제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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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보관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레스강은 야외에 보관할 수 없다.  다만 야

적하여 보관할 경우는 참고문헌 15의 소절 4.2.3.2의 경우에만 해당된

다.  부분적으로 제작된 부품의 보관은 참고문헌 15의 소절 4.2.3.3을 

적용한다.  제작되어 완성된 부품은 최종 선적을 위한 야외 보관을 제

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야외보관이 허용되지 않는다.

마. 용접

    제작자는 모든 용접과정, 절차, 품질보증, 용접부의 형상 및 검사

에 책임이 있다.  모든 아아크 자국, 튀긴 용접똥은 선적하기 전에 제

거해야 한다.  용접의 시작과 끝은 교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나사부, 

캡스크루, 다웰핀 등을 고정시키기 위한 잠금용접 (lock welding)은 도

면에 기술된 요건에 따라서 수행되어야 한다.  만일 도면에 그 내용이 

기술되어 있지 않으면 참고문헌 15의 Appendix II에 따라서 수행해야 

한다.플라즈마 용접 또는 충전재 (filler)를 사용하지 않는 GTA와 같은 

자동용접을 사용할 경우는 사용전에 반드시 설계자에게 용접절차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다.  제작자는 금속학적 시

험과 부식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용접 샘플을 제공해야 한다.  이 샘플

은 노심지지배럴의 용접부를 대표할 수 있도록 용접부와 동일하거나 더 

많은 탄소함유량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시험샘플의 크기는 최소한 

460mm X 460mm X 70mm이어야 한다.  이 샘플은 동일한 용접절차와 동일

한 가열조건, 그리고 탄소함량은 제품의 용접 때보다도 같거나 많아야 

한다.  용접검사는 참고문헌 15의 소절 4.2.5.10에 따라서 수행되어야 

한다. 

바. 열처리

    원자로 내부구조물의 열처리 및 그 절차는 참고문헌 15의 소절 

4.2.6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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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조립

    조립도면의 요건에 따라서 제작자는 노심지지구조물과 내부구조물

을 원자로 내에 예비조립을 수행해야 한다.  이때 모든 필요한 측정을 

수행해야 하며 정렬핀 등의 정렬상태를 확인하고 치수검증이 포함된 조

립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아. 기록 및 보고서

    준공도면 (as-built drawings)에서 필요한 모든 치수, 표면처리 및 

기하학적 특성 (동심도, 평행도, 수직도 등)을 실제값 그대로 기록해 

두어야 한다.  각각의 최종 준공도면은 설계자에게 제출되어 승인을 받

아야 한다.  제작도면 상에 있는 모든 치수, 표면처리 및 기하학적 특

성 (동심도, 평행도, 수직도 등)을 준공도면에 기록할 필요는 없지만 

허용오차 내에 있을 경우 요구되는 값은 기록해야 한다.  만일 설계도

면에서 제시하는 허용 오차범위 내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실제 측정값을 

설계자에게 2주 이내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작자는 모든 비

파괴 검사 기록을 설계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작자는 제작공장에서 

수행했던 노심지지구조물 및 내부구조물의 예비조립을 기술한 보고서를 

설계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보고서에 포함시켜야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조립순서, 조립중에 이동을 위한 준비물, 조립후 도면상에 나타난 

허용오차 내에 들기 위한 위치설정 방법, 도면의 요건을 만족시키고 있

음을 보여주는 방법.

(2) 조립체가 선적하기 전에 도면의 요건을 만족시키도록 구체화시키는 

모든 치수.

(3) 예비조립시 발생한 문제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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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포장, 선적 준비, 운반, 선적, 하역 

    노심지지구조물 및 내부구조물의 포장, 선적 준비, 운반, 선적, 하

역 등에 관한 사항은 참고문헌 15의 Appendix V에 준하여 적용한다.  

6. 노심지지배럴 집합체

가. 노심지지배럴 집합체의 구성

    SMART의 노심지지배럴 집합체는 그림 3.20-15와 같이 노심지지배럴

(core support barrel), 노심슈라우드 집합체(core shroud assembly), 하

부노심지지판 (bottom core support plate), 유동분배판(flow 

distribution plate), 유동거름판 집합체(comb assembly) 그리고 하단차

폐판 집합체(bottom screen assembly)로 구성된다. 

(1) 노심지지배럴

(가) 기능 및 설계요건

     노심지지배럴은 원통형 쉘 구조물로서 상부안내구조물, 노심슈라우

드 집합체 및 하부노심지지판을 내부에 형성된 턱에 걸어서 지지하고, 하

부에는 유동분배판, 유동거름판 집합체 및 하단차폐판 집합체들을 볼트로 

체결하여 지지하며 또한 노심을 통과하는 냉각재의 유로를 제공하는 역할

을 수행한다.  노심지지배럴은 안전등급 3, 내진등급 I의 구조물로 분류

하여 설계한다.  

(나) 제작 및 조립순서

     노심지지배럴의 제작개념 및 구조는 그림 3.20-15와 같으며, 조립순

서는 다음과 같고 제작 흐름도는 그림 3.20-16과 같다.  

① 단조평판을 원통형으로 굽혀서 접촉면을 용접하여 원통형 쉘을 제작한

다.  

② 기계가공으로 내부원통면 및 내부턱을 형성시킨다.  

③ 기계가공으로 외부원통면 및 외부턱을 형성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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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하부노심지지판 지지핀 구멍을 절삭한다.  

⑤ 하단부에 유동거름판 및 하단차폐판 집합체의 체결구멍 24개를 가공한

다.  

(2)  노심슈라우드 집합체

(가) 기능 및 설계 요건

     단면형상이 4각형인 핵연료집합체 57개로 이루어지는 노심의 단면형

상이 원형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노심지지배럴 내부에 정렬시키기 

위하여 원형으로 만들어 감싸는 구조물이 노심슈라우드 집합체이다.  노

심슈라우드 집합체는 노심지지배럴 내부에서 하부노심지지판 위에 설치된

다.  노심슈라우드 집합체는 안전등급 3, 내진등급 I의 구조물로 분류하

여 설계하며, 재질은 SA240 Type 321이다.  

(나) 제작 및 조립순서

     노심슈라우드 집합체의 제작개념 및 구조는 그림 3.20-15와 같으며, 

조립순서는 다음과 같고 제작 흐름도는 그림 3.20-16과 같다.  

① 단조평판을 구부려서 노심안내판 4개를 제작한다.  

② 단조로 가공하여 바깥쪽이 곡면인 노심안내판 4개를 제작한다.  

③ 8개의 판으로 형성된 노심안내판을 용접하여 4각 주름상자 형상의 노

심안내관을 만든다.  

④ 단조강판을 절단하여 직경 2,074mm의 상판과 직경 2,068mm의 바닥판을 

제작한다.  

⑤ 주름상자 형상의 노심안내관 상하단에 상판과 바닥판을 용접한다.  

⑥ 충진체와 간극 끼움쇠 적층하여 상판과 바닥판 사이에 삽입한 후 상판

과 바닥판을 관통하는 볼트로 고정시킨다.  

⑦ 상판, 충진체 및 하부판을 관통하는 체결볼트에 풀림방지 처리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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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부노심지지판

(가) 기능 및 설계요건

     하부노심지지판은 노심슈라우드 집합체 아래에 설치되어 핵연료집합

체를 지지하며, 노심과 노심슈라우드 집합체의 하중을 노심지지배럴로 전

달한다.  하부노심지지판은 안전등급 3, 내진등급 I의 구조물로 분류하여 

설계하며, 재질은 SA240 Type 321이다.  

(나) 제작 및 조립순서

     하부노심지지판의 구조는 그림 3.20-15와 같으며, 조립순서는 다음

과 같고 제작 흐름도는 그림 3.20-16과 같다.  

① SA240 Type 321 ingot를 단조가공 하여 평판을 만들고, 이 평판을 절

단 및 평면가공하여 직경 2,072mm 원판을 만든다.  

② 원판 측면을 따라 하단에서부터 폭 100mm, 깊이 8mm를 절삭하여 바깥

쪽으로 턱을 형성시킨다.  

③ 직경 196mm인 냉각재 유동구멍이 57개를 절삭한다.  

④ 냉각재 유동구멍 주위에 핵연료정렬핀을 고정시키는 구멍을 뚫고 너트

를 형성시킨다. 

⑤ 하부노심지지판이 노심지지배럴 내부에서 회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

한 지지핀 구멍 24개를 원판 측면에 뚫는다.  

⑥ 핵연료 정렬핀을 체결하고, 핵연료정렬핀의 풀림을 방지하기 위한 용

접작업을 수행한다.  

(4) 유동분배판

(가) 기능 및 설계요건

     유동분배판은 노심으로 진입하는 냉각수의 유동분포를 고르게 하여 

원자로 구조물 및 노심에 작용하는 수력하중을 완화시킨다.  이 구조물은 

직경 2,081mm의 원판에 직경 20mm인 구멍 3,200여개를 균일하게 뚫은 상

부유동분배판과 상부유동분배판을 지지하는 환형 고리 모양의 하부지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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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구성된다.  유동분배판은 안전등급 3, 내진등급 I의 구조물로 분류

하여 설계하며, 재질은 SA240 Type 321이다.  

(나) 제작 및 조립순서

     유동분배판의 구조는 그림 3.20-15와 같으며, 조립순서는 다음과 같

고 제작 흐름도는 그림 3.20-16과 같다.  

① 단조평판을 절단하여 원판을 만들고 직경 20mm의 유동구멍 3,200여개

를 절삭하여 상부유동분배판 제작한다.  

② 환형고리 모양의 하부지지판을 제작하고 원주 가장자리에 직경 12mm의 

체결구멍 24개를 절삭한다.  

③ 상부유동분배판과 하부지지판을 용접하여 접합한다.  

(5)  유동거름판 집합체

(가) 기능 및 설계요건 

     유동거름판 집합체는 유동거름판 상판, 유동거름판 및 간격끼움쇠로 

구성되는 구조물로서 유동거름판 사이의 간격을 이용한 기계적인 여과기 

역할을 하여 여러가지 불순물이 원자로 노심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유동거름판 집합체는 안전등급 3, 내진등급 I의 구조

물로 분류하여 설계하고 재질은 SA240 Type 321이다.  

(나) 제작 및 조립순서

     유동거름판 집합체의 제작개념 및 구조는 그림 3.20-15와 같으며, 

조립순서는 다음과 같고 제작 흐름도는 그림 3.20-16과 같다.  

① 외경 2,134mm, 폭 48mm, 두께 5mm인 환형의 유동거름판을 22개를 제작

하고, 체결구멍을 절삭한다.  

② 외경 2,134mm, 폭 48mm, 두께 25mm인 환형의 유동거름판 상판을 제작

하고, 체결구멍을 절삭한다.  

③ 외경 2,140mm, 두께 50mm인 원판모양의 하단차폐판 상판을 제작하고, 

체결구멍을 절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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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하단차폐판 상판 위에 간극 끼움쇠와 유동거름판을 번갈아 적층시키고 

최상단에 유동거름판 상판을 올려놓는다.  

⑤ 유동거름판 상판, 유동거름판, 간극끼움쇠 및 하단차폐판 상판을 관통

하는 볼트를 이용하여 유동거름판 집합체를 조립한다.  

⑥ 유동거름판 상판에서 관통볼트의 머리부분이 위치하는 구멍을 

plugging하여 볼트의 빠짐을 방지한다.  

(6) 하단차폐판 집합체

(가) 기능 및 설계요건

     하단차폐판 집합체는 상판, 중간판 그리고 바닥판으로 구성되며, 이 

구조물은  3개의 원판과 간극 끼움쇠를 번갈아 적층시켜서 조립하여 노심

의 아랫부분으로 나오는 열과 방사능을 차폐하여 원자로 압력용기를 보호

하고, 압력용기 밖으로 열과 방사능이 과도하게 노출되는 것을 막아준다.  

하단차폐판 집합체는 안전등급 3, 내진등급 I의 구조물로 분류하여 설계

하고 재질은 SA240 Type 321이다.  

(나) 제작 및 조립순서

     하단차폐판 집합체의 제작개념 및 구조는 그림 3.20-15와 같으며, 

조립순서는 다음과 같고 제작 흐름도는 그림 3.20-16과 같다.

① 직경 1,790mm, 두께 50mm인 원판형상의 중간판을 제작하고 체결구멍을 

절삭한다.  

② 직경 1,150mm, 두께 50mm인 원판형상의 바닥판을 제작하고 체결구멍 

절삭하고 볼트 체결을 위한 너트를 가공한다.  

③ 하단차폐판 상판에 유동거름판 집합체를 부착한다.  

④ 하단차폐판 상판 아래에 간격끼움쇠, 중간판 및 바닥판을 볼트를 이용

하여 조립한다.  

⑤ 하단차폐판 상판의 볼트머리가 위치하는 구멍을 plugging하여 볼트의 

빠짐을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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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노심지지배럴 집합체 조립순서 및 제작성 검토

(1) 노심지지배럴 집합체 조립순서

    노심지지배럴, 노심슈라우드 집합체, 하부노심지지판, 유동분배판, 

유동거름판 집합체 그리고 하단차폐판 집합체를 제작한 다음 그림 

3.20-16과 같이 노심지지배럴에 조립하며 조립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하부노심지지판을 노심지지배럴 내부턱에 위치시키고 노심지지배럴 

측면에서 하부노심지지판을 핀으로 고정시킨다. 

 

(나) 하부노심지지판을 고정시키는 핀의 머리가 위치하는 노심지지배럴 

구멍을 plugging하여 핀이 빠지는 것을 방지한다.

  

(다) 하단차폐판 집합체와 일체로 조립된 유동거름판 집합체 위에 유동분

배판을 위치시킨 다음 볼트를 이용하여 노심지지배럴 하부에 유동분배판, 

유동거름판집합체 및 하단차폐판집합체를 체결한다.  

(라) 하단차폐판 상판의 가장자리에 위치하는 체결볼트 구멍을 plugging

하여 볼트의 풀림방지 가공을 한다. 

 

(마) 노심슈라우드 집합체를 하부노심지지판 위에 조립하고 고정시킨다.  

(2) 제작성 검토

    노심지지배럴, 노심슈라우드 집합체, 하부노심지지판, 유동분배판, 

유동거름판 집합체 그리고 하단차폐판 집합체로 구성되는 노심지지배럴 

집합체는 구조적으로 단순하며 용접작업이 필요한 부분이 많지 않으므로 

제작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직경에 비하여 상대적으

로 두께를 얇게 가공하여야 하는 노심지지배럴을 제작할 경우에는 용접과 

기계가공시 가공변형을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치구 제작이 필요하다.  또

한 유동거름판 집합체에서 유동거름판의 두께가 지나치게 얇을 경우에는 



- 354 -

재료의 구매 및 가공의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두께를 5mm로 제작하면 기계

적인 가공 및 재료의 구매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가) 노심지지배럴

     노심지지배럴을 제작하기 위하여 단조평판을 원통형으로 굽히고 접

촉면을 용접하여 원통형 쉘을 만든다.  선삭을 통한 기계가공을 수행할 

때에는 변형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면을 먼저 가공하고, 기계가공에 기

인하는 변형을 방지하기 위하여 치구를 사용하여 내부 가공면을 고정한 

후 외부면을 가공한다.  노심지지배럴은 두께가 원통 직경에 비하여 상대

적으로 얇기 때문에 원통 외부측의 기계가공시 휘어짐과 같은 변형이 발

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러한 기계가공에 의한 변형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통쉘을 지지하는 치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이 치구의 제작은 제

작가가 수행하여야 한다.  

(나) 유동거름판 집합체

     유동거름판은 두께가 5mm인 환형평판으로 제작된다.  유동거름판은 

5mm보다 두꺼운 평판을 사용하여 환형평판으로 가공한 다음, 평면가공을 

하여 5mm 두께의 유동거름판을 제작한다.  유동거름판이 두께를 2∼3mm로 

감소시켜 제작할 경우에는 재료는 plate가 아닌 sheet로 분류되며, 유동

거름판의 기계가공이 어렵다.  또한 2∼3mm 두께의 유동거름판을 사용할 

경우에는 원자로 운전하중의 향으로 유동거름판에 변형이 발생할 우려

가 있고, 이 경우에는 유동단면적을 감소시킬 것으로 판단된다.  

7. 측면차폐통 집합체

   측면차폐통 집합체는 그림 3.20-17과 같이 외곽 측면차폐통, 외곽 플

렌지, 5개의 내부 측면차폐통, 측면차폐통 상판, 간극 끼움쇠 및 고정핀 

등으로 구성되며, 노심을 중심으로 실린더가 규칙적으로 배열된 동심원 

형상의 구조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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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능 및 설계요건

    측면차폐통 집합체는 노심으로부터 나오는 열과 방사능을 차단하여 

원자로 압력용기를 보호하고, 압력용기 밖으로 열과 방사능이 과도하게 

유출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며, 증기발생기로부터 나오는 저온의 

냉각재를 노심으로 유도하는 유로를 형성하고, 측면차폐통 상판으로 12개

의 증기발생기 카세트 하단을 지지한다.  측면차폐통 집합체는 안전등급 

3, 내진등급 I의 구조물로 분류하여 설계하고 재질은 SA240 Type 321이

다.

나. 제작순서

    측면차폐통 집합체를 구성하는 내부 1∼5차 차폐통 및 외곽 측면차폐

통은 두께가 50∼90mm 정도의 원통형 구조물이다.  이 구조물들은 SA240 

Type 321 ingot를 단조가공하여 원통형 구조물을 만든 후 기계가공을 수

행하여 내외측 원통면, 턱, 구멍 및 홈을 가공한다.  그림 3.20-18과 같

이 외곽 측면차폐통의 형상은 상부는 원통형이며, 하부는 단면형상이 반 

타원형이므로 2개의 구조물을 분리하여 가공한 후 용접으로 접합하고 기

계가공으로 내외측 원통면, 턱, 구멍 및 홈을 형성시킨다.  측면차폐통 

상판은 단순한 환형원판에 12개의 증기발생기 지지구멍이 뚫린 구조물이

므로 단조평판을 환형으로 절단한 후 증기발생기 지지구멍을 절단하여 제

작한다.  외곽 측면차폐통, 내부 1∼5차 차폐통, 외곽플렌지 및 측면차폐

통 상판의 제작순서는 그림 3.20-18과 같다.  

다. 조립순서

    측면차폐통 집합체를 조립개념은 그림 3.20-19와 같이 내부1차 차폐

통을 치구를 사용하여 고정시킨 다음, 측면의 12개의 간극끼움쇠 구멍에 

간극끼움쇠를 설치한 다음 외곽에 내부2차 차폐통을 끼우고 2차 차폐통의 

구멍을 통하여 각극끼움쇠 후미 구멍에 고정핀을 끼우고 고정핀에 풀림방

지 가공을 한다.  그림 3.20-19와 같이 내부 3∼5차 차폐통 및 외곽측면 

차폐통도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조립한 후 측면차폐통 상판을 내부1차 차

폐통과 외곽측면 차폐통 사이에 설치하고 용접하여 접합한다.  외곽 플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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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외곽측면 차폐통 외부에 끼운 다음 하부턱을 용접하여 접합한다.  

측면차폐통 상판과 외곽 플렌지의 용접작업 후, 용접부에 국부적인 기계

가공으로 용접부의 표면가공을 수행하여 측면차폐통 집합체를 완성한다.  

측면차폐통 집합체의 조립순서는 그림 3.20-19와 같다.  

라. 제작성 검토

    측면차폐통 집합체의 구조는 원통형 구조물로서 두께가 비교적 두꺼

우므로 단조 및 절삭가공이 용이한 구조물이다.  그러나 측면차폐통 상판

과 외곽 플렌지를 결합하는 용접작업에서 용접경로가 측면차폐통 전체 원

주둘레에 형성되므로 국부적인 변형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작자가 적절한 용접절차를 개발하여야 한다.  또한 외곽 플렌지

는 직경 3,610mm에 대하여 두께가 15mm로 얇은 구조물이므로 내부턱 및 

원통면을 가공하기 위하여 절삭작업을 수행할 때 휘어짐과 같은 가공변형

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작자가 적절한 치구를 사용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8. 결론

   330 MWt 일체형원자로인 SMART의 원자로 주요부품에 대하여 설계자의 

관점에서 개념설계 결과물을 바탕으로 기능 및 설계요건, 제작가능성 및 

조립순서 등을 검토하고, 제작 및 조립순서의 문제점을 검토하 다. 이 

검토결과는 원자로 내부구조물, 원자로 압력용기 및 가압기 등의 원자로 

주요부품의 기본설계에 반 될 것이며 향후 원형 제작의 기초 자료로써 

활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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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0-1  SMART 원자로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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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I )

 ( I )

(a) 원자로 압력용기 상부

그림 3.20-2  원자로 압력용기 제작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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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I )

 ( I )

(b) 원자로 압력용기 하부

  (II)

(c) 원자로 압력용기 상.하부 접합

그림 3.20-2  원자로 압력용기 제작 흐름도(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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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그림 3.20-3  환형덮개 제작 흐름도

,

그림 3.20-4  스터드볼트 제작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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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그림 3.20-5  원자로 지지구조물 제작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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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20-6  증기발생기 상부구조물 및 충진판 집합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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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0-7  충진판 집합체 조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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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0-8  증기발생기 주변기기 상부구조물 제작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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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0-9  증기발생기 내측 및 외측 충진판 집합체 제작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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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앙덮개  2. 제어봉집합체 연장봉 안내관  3. 가압기 용기  

4. 가압기 내벽 5. 가압기 중간지지판  6. 가압기 하부판 

7. 가압기 일차 림관 8. 가압기 이차 림관  9. 가압기 냉각관 

10. 가압기 습식단열재 

그림 3.20-10  가압기 집합체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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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0-11  가압기집합체 제작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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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가압기 내부벽에 냉각관 삽입                   (b) 내부배관 설치

       (c) CEDM GT 삽입     (d) 하부판 용접       (e) 가압기용기 용접

그림 3.20-12  가압기집합체 제작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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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0-13  상부안내구조물



- 370 -

            

 

그림 3.20-14  상부안내구조물의 제작 및 조립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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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0-15  노심지지배럴 집합체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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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0-16  노심지지배럴 집합체 제작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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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0-16  노심지지배럴 집합체 제작순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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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0-16  노심지지배럴 집합체 제작순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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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0-17  측면차폐통 집합체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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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0-18  측면차폐통 집합체 제작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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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0-19  측면차폐통 집합체 조립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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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 절  원자로집합체 내진해석

  

   SMART 원자로집합체 내진해석을 위하여 우선 수학적 모델을 개발하

으며 이를 바탕으로 동특성 해석모델을 작성한 후 동특성 해석을 수행하

다. 그리고 SMART 원자로에 적합한 지진 입력가진력을 개발하여 내진해

석을 수행하 으며 내진설계에 필요한 내진설계 지침서를 작성하 다. 

1. 수학적 모델 개발

   SMART 원자로집합체 내진해석에 사용되는 동특성 해석 모델을 개발하

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수학적 모델 개발을 수행하 다[64].

가. 모델 작성시 가정 및 고려사항

    SMART 원자로집합체를 구성하는 주요기기를 모델링하기 위하여 다음

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 다.

 ㆍ원자로집합체를 구성하는 모든 기기는 보 요소로 모델링하여 동특성을  

   파악할 수 있으며, 쉘이나 평판과 유사한 거동 특성을 따르는 구조물  

   이 원자로집합체의 전반적인 동특성에 미치는 향은 무시한다. 

 ㆍ하중을 전달하는 구조물 혹은 기기는 보 요소로 모델링하고 기타 구성  

   기기는 단순 부가질량(added mass)으로 고려한다. 일차계통 냉각재는 

단순 부가질량으로 고려하고, 각 기기에 부가되는 유체질량은 별도로 

고려한다.

 ㆍ핵연료집합체는 원자로집합체의 전반적인 거동과 비교하여 국부적     

인 거동 특성을 보이므로 핵연료의 일차 혹은 저차 모드만 이용하여   

   핵연료집합체의 동특성을 고려한다. 

 ㆍ원자로집합체 모델링을 위한 기준점은 원자로집합체 환형덮개의 최상  

   단으로 정의하 다. 

나. 원자로집합체 구성기기의 수학적 모델 개발

    SMART 원자로집합체 구성기기의 형상 및 제원은 참고문헌 65와 66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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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제공된 도면을 참조하 다. 각 구성기기들의 연결사항 및 주요 부위를 

반 하여 절점을 구성하 으며 수학적 모델에서 고려된 구성기기들의 주

요 특성은 다음과 같다.  

(1) 원자로용기

    원자로용기는 환형덮개를 구성하는 부분과 원통 쉘 및 바닥 쉘이 일

체로 구성된 2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상부용기와 중간 부분 용기의 

첫 번째 용접 위치사이에 여러개의 절점을 등간격으로 배치하여 동특성을 

파악한다. 자유도 수를 최적화하기 위하여 밑바닥 쉘을 등가 원통으로 모

델링 하 다. 

 

(2) 가압기 

    가압기는 중앙덮개와 일체로 제작되며 원자로용기의 환형덮개와 걸쇠

로 연결된다. 보 요소를 이용하여 대표적인 거동을 모사하 으며, 내부에 

설치된 배관 및 냉각기의 질량을 고려하 다

(3) 상부안내구조물집합체 및 노심슈라우드집합체

    상부안내구조물집합체 중 핵연료정렬판 및 상부평판은 핵연료를 제어

하기 위한 CEDM 및 CEA로 인하여 많은 Hole이 가공되어 있으므로 평균단

면을 사용하여 모델을 구성한다. 충전판 자체는 구조재로 고려하지 않으

나 Tie Rod는 상부평판에 연결시켜 고려하 다. 노심슈라우드집합체는 상

부 및 하부 평판과 노심을 지지하는 노심 안내판이 연결되며, 주위에는 

충전판이 Tie Rod로 연결되어 배치된다.

(4) 증기발생기 및 충전판집합체

    증기발생기 상부지지구조물, 내부충전판집합체, 외부충전판집합체 및 

증기발생기 본체는 각각 별도의 질량 혹은 보요소로 모델링하 다. 내부

충전판집합체는 12개의 Tie Rod만 보요소로 고려하고 충전판은 질량만 고

려한다. 증기발생기는 증기발생기를 감싸고 있는 외부 케이스를 단면으로 

적용하고 상부 플랜지와 하부 지지 평판으로 지지되는 부분은 고려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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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 외부충전판집합체의 단면 물성치는 Tie Rod의 강성을 이용하여 

보요소로 모델링하고 충전판 자체는 질량만 고려한다.   

(5) 노심지지배럴 및 측면차폐체집합체 

    노심지지배럴은 증기발생기와 핵연료와의 상호 연관성을 고려하여 2 

부분으로 나누어 상부와 하부의 질량 중심을 결정한다. 노심지지평판, 유

동정렬판, Comb 집합체 및 Bottom Screen의 질량은 하부 질량에 포함시켰

다. 측면차폐체는 노심지지배럴 및 증기발생기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1

개의 질량점만을 무게 중심 위에 고려하 다.  

(6) 제어봉구동장치

    제어봉구동장치는 49개로 구성되며 길이가 모두 동일하므로 하나만 

이용하여 모델링하고 등가 단면 물성치를 적용하여 원자로집합체에 미치

는 향만을 고려하도록 하 다. 

(7) 주냉각재펌프

    4개로 구성된 주냉각재펌프를 각각 모델링하고, 각 펌프의 질량을 각 

펌프의 질량중심에 집중시킨다. 주냉각재펌프에 대한 상세한 동특성해석

을 수행하고 고유진동수를 이용한 등가 강성을 정의하여 모델링하 다.

다. 핵연료집합체

    핵연료집합체의 제원과 고유진동수는 참고문헌 67를 적용하 다. 핵

연료의 추정 일차 모드는 2.25Hz이다. 57개 핵연료집합체를 하나의 질량

으로 고려하고 핵연료를 모델링한 보 요소의 가운데를 질량점으로 정의한

다. 핵연료의 고유진동수는 탄성계수를 임의의 값으로 조절하여 모사하

다.

이들 사항들을 고려하여 개발한 SMART 원자로집합체 보요소 모델을 그림 

3.21-1에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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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21-1  원자로집합체 보요소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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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특성 해석모델 개발

   앞에서 개발한 수학적 모델을 사용하여 지진 및 배관파단 해석에 사용

되는 동특성 해석모델을 개발하 다[68].

가. 기본가정 및 모델링 방법

    원자로집합체의 거동은 선형-탄성범위 내에 존재하는 것으로 가정하

으며,원자로용기와 가압기의 거동을 모사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69에서 

제시한 고유진동수를 참고하여 원자로용기 및 가압기에 대한 동특성 모델

을 먼저 개발한 후 주요 기기를 추가하여 원자로집합체의 전체 동특성 모

델을 완성하 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모델링 절차를 수립하 다.

 ㆍ원자로용기의 고유진동수는 횡방향에 대하여 1차 및 2차 모드만을 고  

   려하고 수직방향은 하나의 모드만을 고려한다. 

 ㆍ가압기는 횡방향에 대한 1차 모드만을 고려하고 수직방향 모드는 원자  

   로 압력용기에 연성시킨다.

 ㆍ원자로용기와 가압기의 질량중심과 질량에 대한 관성모멘트를 유지    

 하는 모델을 개발한 후 이를 수정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ㆍ동특성 모델은 전산코드 ABAQUS 를 기준으로 입력형식을 결정하며     

   ABAQUS에서 제공하는 2절점 3차원 보 요소 “B31”을 사용한다.    

 ㆍ원자로집합체의 중심 축에서 일정 거리 떨어져 동심원 상으로 배치된  

   주냉각재 펌프 및 증기발생기를 3차원적으로 고려하기 위하여 3차원   

   강체 요소를 사용하여 원자로집합체 본체와 연결한다.

나. 동특성 모델의 개발

(1) 원자로용기 및 가압기의 동특성 모델 개발

    수학적 모델로부터 원자로용기 및 가압기 부분에 대한 ABAQUS 입력을 

작성하고, 원자로용기 및 가압기에 대한 tuning을 수행하여 동특성 모델

을 개발하 다. 참고문헌 69에서 제시한 다음의 target frequency를 만족

시키는 질량 모델을 구현하여 완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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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 용기 가압기

1차 모드(x-z)  31.4Hz 59.4Hz

2차 모드(x-z) 106.9Hz

수직방향 모드(y)   108.9Hz

5차에 걸쳐 tuning을 수행하여 작성된 동특성 모델의 해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원자로 용기 가압기

1차 모드(x-z) 32.095Hz 59.331Hz

2차 모드(x-z) 109.82Hz 

수직방향 모드(y) 113.31Hz

Tuning의 결과에 의하면 횡방향의 고유진동수는 원자로용기에 대하여 2%

이내의 오차를 가지고 모사되었으며 가압기의 경우에는 고유진동수를 거

의 동일하게 모사하 다.

(2) 원자로집합체의 동특성 모델 개발

    앞의 원자로용기 및 가압기의 동특성 모델을 기준으로 하여 원자로집

합체를 구성하는 주요기기들을 모델링하 다.경계조건으로 원자로집합체 

지지구조물의 끝단을 고정단으로 고려하 으며,개별적으로 모델링된 구조

물을 상호 연관시키기 위하여 보 요소의 자유도를 이용하여 각 구조물을 

연성시켰다. 

    원자로집합체의 중심축에서 일정 거리만큼 떨어져 동심원상으로 배치

되는 주냉각재펌프 및 증기발생기를 원자로 중심축 상의 서로 연결되는 

해당 집합체 구조물과 떨어진 반경(r)을 고려, ABAQUS의 linear 

constraint equation을 이용하여 자유도를 연성하 다.개발한 원자로집합

체의 동특성 모델의 전산 plot는 그림 3.2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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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원자로집합체의 동특성 해석

    제어봉 구동장치, 주 냉각재 펌프 및 핵연료집합체에 대한 질량 모델

을 수정한 후 원자로집합체에 대한 동특성 해석을 실행하 다.표 3.21-1

은 원자로집합체의 동특성 해석 결과를 표시한 것이다. 60번째 까지의 모

드를 출력한 결과 횡방향(X, Z Comp.)의 유효질량은 전체 원자로집합체 

질량(796530 kg)의 99.92%, 수직방향(Y Comp.)의 질량은 99.3%가 고려되

었고, 횡방향 회전(X, Z Rotation)의 전체 질량관성 모멘트(28,435,268  

kg-m2)의 99.97%, 수직방향 회전(Y Rotation)의 전체 질량관성모멘트

(108,112 kg-m
2
)의 100% 까지 고려되어 60번째 모드까지를 출력하면 타당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21-2  원자로집합체의 동특성 해석모델(ABAQUS plot)

집중질량점

구속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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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1 원자로집합체 고유진동수 및 유효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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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진설계용 입력 가진력 개발

   SMART 원자로집합체에 적용할 내진설계 요건을 조사하고 내진해석을 

위한 입력 가진력을 개발하 다.

가. 내진설계의 개요

  현재 설계되고 있는 원전을 포함하여 우리 나라의 모든 원전은 미국

의 내진설계 기준을 따르고 있으며, SMART 역시 그 기준들을 준용하여 설

계될 것이다. 미국의 10 CFR Part 50 Appendix A의 일반설계기준 2는 지

진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자연현상에 대한 보호를 설계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10 CFR Part 100 Appendix A는 원전부지에 관한 다음과 같이 일

반적인 기준과 지진의 종류를 제시하고 있다[70,71].

    - 안전정지지진(Safe Shutdown Earthquake, SSE)

    - 운전기준지진(Operating Basis Earthquake, OBE)

(1) 최대설계지반가속도(Maximum Design Ground Acceleration)

    참고문헌 72에 근거하여 수평 및 수직방향의 최대지반설계가속도를 

SSE에 대하여 0.3 g로 취하 다. 또한 OBE에 대하여는 10 CFR Part 50 

Appendix S의 내용에 따라 ⅓SSE인 0.1 g로 결정하 다[73].

(2) 설계지반응답스펙트럼(Design Ground Response Spectrum, DGRS)

  국내의 제한된 지진기록으로 인하여 특정부지의 설계지반응답스펙트

럼(혹은 설계응답스펙트럼) 작성은 곤란하다. 그러나 미국 원자력규제위

원회는 표준검토계획(Standard Review Plan,SRP) 3.7.1에서 Reg. Guide 

1.60의 응답스펙트럼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SMART의 내진해석

을 위한 입력운동은 Reg. Guide 1.60의 응답스펙트럼을 이용한다.

SSE에 대한 설계지반응답스펙트럼은 Reg. Guide 1.60의 응답스펙트럼을 

SMART의 최대설계지반가속도인 0.3 g로 보정한 응답스펙트럼을 사용한다. 

(3) 인공시간이력의 지속시간 요건

  시간이력해석방법을 이용할 경우 모든 감쇠 값에 대하여 설계지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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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스펙트럼을 포괄하는 시간이력을 작성해야 한다. 인공시간이력의 지속

시간은 요건은 SRP 3.7.1에서 전체지속시간은 10∼25 초, 강진지속시간은 

6∼15 초로 규정하고 있다. 단, 부지종속적인 설계시간이력을 이용하는 

경우 해당부지의 지진기록에 의해 추정된 값이 사용된다. 결국 SMART를 

국내에 건설할 경우 빈약한 지진기록으로 인하여 위의 지속시간이력요건

을 만족하는 시간이력을 작성해야 한다.

(4) 파워스펙트럼 도(Power Spectral Density, PSD) 요건

    USNRC는 내진등급 I 에 해당하는 구조물의 해석에 지반 합성시간이력

을 사용할 경우 설계응답스펙트럼 요구조건에 부가하여 “지반 합성시간이

력의 파워스펙트럼 도함수는 기준 파워스펙트럼 도함수 값의 80%를 

넘어야 한다”는 파워스펙트럼 도함수 요구조건을 SRP 3.7.1에서 기술하

고 있다. 최대가속도를 1g로 취한 Reg. Guide 1.60의 수평방향의 응답스

펙트럼을 기준으로 한 기준 파워스펙트럼 도함수 값을 이용하여 SMART용 

파워스펙트럼 도함수 값을 구할 수 있다. 

(5) 부지조건

  SMART는 암반지반 부지뿐만 아니라 토질지반 부지에도 건설될 수 있

도록 내진해석 및 설계를 통하여 지진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토양지반 상의 구조물의 지진에 대한 동적응답은 지반-구조물 상호작용의 

효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지반-구조물 상호작용은 지반의 동적특성과 구

조물의 동적특성이 서로 연계되어 상호 응답에 향을 말한다. 

나. SMART 내진해석을 위한 응답스펙트럼 및 시간이력

    지반지진하중은 원자로가 건설될 특정 부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

하여야 하지만 SMART 원자로의 건설부지가 결정되지 않았으므로 불특정 

다수지역에 건설될 수 있는 SMART 원자로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평 및 수

직방향 최대 설계지반가속도가 0.3g인 한국형 차세대원자로 원자로냉각재

계통 지진해석에서 적용한 안전정지 지진하중을 이용하 다.

    격납용기 건물 내에서의 원자로집합체 설치 위치가 결정되지 않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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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차세대원자로 원자로냉각재계통 지진해석결과인 격납용기 건물 일

차측 차폐벽의 100ft 위치에서의 암반지반 부지와 토양지반 부지의 지진

시간이력을  SMART 원자로집합체 지지점에서의 지진운동으로 가정하 다. 

그림 3.21-3에 암반지반 부지의 3방향 시간이력을 도시하 고, 그림

3.21-4에 토양지반 부지의 시간이력을 도시하 다. 그림 3.21-5에 암반지

반 부지의 3방향 시간이력에 대한 응답스펙트럼을 도시하 고, 그림 

3.21-6에 토양지반 부지의 시간이력에 대한 응답스펙트럼을 도시하 다.

(a) 남북방향

(b) 수직 방향

(c) 동서 방향

그림 3.21-3 암반지반 부지 지진 시간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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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남북방향

(b) 수직 방향

(c) 동서 방향 

그림 3.21-4 토양지반 부지 지진 시간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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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남북방향                       (b) 수직 방향

(c) 동서방향

그림 3.21-5 암반지반 부지 입력 응답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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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남북방향                       (b) 수직 방향

(c) 동서방향

그림 3.21-6 토양지반 부지 입력 응답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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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내진해석

   SMART 원자로집합체의 내진설계를 위한 각 기기의 지진하중, 변위, 가

속도 시간이력 및 응답스펙트럼을 산출하기 위하여 앞에서 개발한 원자로

집합체의 동특성 해석모델과 지진 시간이력을 이용하여 지진해석을 수행

하 다[74]. 

 

가. 원자로집합체의 내진해석 모델

    격납용기 건물과 원자로집합체의 동적 상호작용은 무시하고 SMART 원

자로집합체의 동특성 모델만을 지진해석 모델로 사용하 다.

나. 감쇠계수

    Reg. Guide 1.61에서는 원자력발전소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동적해

석을 위해 보수성을 고려한 임계 감쇠값에 대한 백분율로 표시된 감쇠계

수의 사용을 제안하고 있으며, 이를 적용 임계 감쇠비 3%를 원자로집합체 

모든 요소에 적용하 다.

           

다. 입력 지진하중

    지반지진하중은 원자로가 건설될 특정 부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

하여야 하지만 SMART 원자로의 건설부지가 결정되지 않았으므로 불특정 

다수지역에 건설될 수 있는 SMART 원자로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평 및 수

직방향 최대 설계지반가속도가 0.3g인 3항에서 산출한 지진하중을 적용하

다. 

라. 원자로집합체의 지진해석

    구조해석용 상용코드인 ABAQUS를 사용하여 SMART 원자로집합체의 모

드 중첩 시간이력 지진해석을 수행하 다. 3방향의 지진하중을 동시에 입

력하여 해석을 수행하 다. 즉, 남북방향의 지반지진하중은 SMART 원자로

집합체의 동특성 모델의 X방향, 수직방향의 지반지진하중은 Y방향, 동서

방향의 지반지진하중은 Z방향에 작용시켜 해석을 수행하여 0.0025초의 적

분시간 구간마다 원자로집합체의 하중, 변위 및 가속도 시간이력을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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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

마. 원자로집합체의 지진해석 결과

    SMART 원자로집합체에 대한 시간이력해석을 수행하여 암반지반 부지

와 토양지반 부지 안전정지지진으로 인한 원자로집합체의 하중, 변위 및 

가속도 응답을 산출하 다. 

 

(1) 암반지반 부지 원자로집합체 최대하중  

    암반지반 부지 안전정지지진에 의하여 SMART 원자로 압력용기와 지지

점에 작용하는 최대 요소하중은 다음과 같다. 

  o 원자로 압력용기 요소하중

  o 원자로집합체 지지점하중

(2) 토양지반 부지 원자로집합체 최대하중  

    토양지반 부지 안전정지지진에 의하여 SMART 원자로집합체에 작용하

는 최대 요소하중은 다음과 같다. 

  o 원자로 압력용기 요소하중



- 394 -

  o 원자로집합체 지지점하중

(3) 변위 및 가속도 시간이력

    암반지반 부지와 토양지반 부지 안전정지지진으로 인한 SMART 원자로

집합체 주요 부분에서의 변위와 가속도 시간이력 응답을 0.0025초 시간간

격으로 20.48초까지 산출하여 저장하 다. 최대변위 산출을 위하여 모든 

절점에서의 변위 시간이력(단위: meter)을 저장하 고, 내진설계 지침서

에서 사용할 응답스펙트럼을 산출하기 위하여 주요 부품에서의 가속도 시

간이력(단위: m/sec2)을 저장하 다.

    SMART는 원자로 압력용기 상부에 설치된 skirt형 지지구조물에 의해

서만 원자로집합체에 작용되는 모든 지진하중을 지지하도록 설계되어 있

으므로, 원자로집합체의 지지구조물 및 지지구조물 주위의 원자로압력용

기 요소에는 지진하중으로 인하여 다른 부품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큰 

전단하중 및 굽힘 모멘트가 발생하 다. 

5. 내진설계 지침서 개발

   SMART 원자로집합체 내진해석 결과를 사용하여 주요기기들의 내진설계

를 위한 내진설계 지침서를 개발하 다[75]. 이 지침서는 기기의 설계와 

해석 및 시방서 작성에 이용될 수 있으며, 또한 내진검증을 위하여 이용

될 수 있다. 개발한 내진설계 지침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일반 내진요건

    SMART에 적용할 지진특성과 일반적인 내진설계요건을 제공한다.

(1) 내진분류(Seismic Classification)

    핵증기공급계통의 구조물 및 기기 등의 내진분류는 안전정지지진

(SSE)에 대한 각 구조물 및 기기의 내진요건에 따라 내진범주 I, 내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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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II 그리고 비내진범주로 분류한다

(2) 부지관련 내진설계 요건

    SMART의 내진설계를 위한 설계지반응답스펙트럼은 자유장에서의 표준

화된 응답스펙트럼을 제공하는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 Reg. Guide 1.60을 

기준으로 이를 포괄하는 변형된 설계지반응답스펙트럼을 작성하 다. 이

는 차세대원전(KNGR)의 설계지반가속도응답스펙트럼을 원용한 것이며, 안

전정지지진의 수평 및 수직방향의 최대가속도는 0.3 g로 설정하 다. 운

전기준지진(OBE)의 수평 및 수직방향의 최대가속도는 10 CFR Part 50, 

Appendix S를 따라 ⅓SSE인 0.1 g로 설정하 다.SMART의 구조물은 토양지

반 및 암반지반의 다양한 부지에 건설될 수 있다. 토양지반의 경우 지반-

구조물 상호작용의 향으로 인하여 건물구조물 기초에서의 입력운동이 

암반지반의 경우와 다르다. 

(3) 해석방법

  SMART의 핵증기공급계통의 내진해석은 건물구조물과의 연계모델을 이

용하여 수행하며, 연계지점에서의 상호작용을 적절히 모델링하여야 한다.

종합설계자는 건물구조물 및 그의 내부구조물의 수학적 모델과 입력가속

도 시간이력을 제공한다. 

(4) 감쇠

  SMART의 구조물 및 계통, 기기의 감쇠값은 Reg. Guide 1.61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또한 배관계에 대하여 응답스펙트럼법을 이용하여 

해석을 수행할 경우 ASME Code Case N-411-1에 따른 감쇠값을 사용할 수 

있다.

(5) 모드응답 및 공간상의 응답의 조합

  SMART의 구조물 및 계통, 기기는 설계지진의 상호 수직인 3 방향(2 

개의 수평방향과 1 개의 수직방향)에 대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모드응답 

및 공간상의 응답의 조합은 Reg. Guide 1.92를 따른다. SMART의 지반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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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은 통계적 독립이기 때문에 입력가진의 각 방향별 응답을 시간이력상

으로 조합이 가능하다.

나. 내진설계의 상세요건

  내진범주 I 및 II의 구조물 및 계통, 기기의 설계는 Reg. Guide 

1.100과 참고문헌 76에 따라 시험이나 해석에 의한 내진검증 혹은 양자의 

조합 또는 과거의 경험자료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1) 건물구조물 상의 기기의 내진요건

    종합설계자가 제공하는 건물구조물에 설치된 기기의 내진설계와 해석

을 위한 지진자료를 제공한다.

(2) 핵증기공급계통 기기의 내진요건

    내진설계와 해석을 위한 지진자료를 제공한다.

다. 핵증기공급계통 기기의 내진성능

(1) 전기기기의 내진성능

  지진에 대하여 기능적 및/혹은 구조적 건전성을 유지하도록 설계된 

핵증기공급계통의 계측 및 제어관련 전기기기의 내진성능은 공급될 기기

의 기 검증된 내진성능이며 이것은 설계/기기공급 단계에서 Reg. Guide 

1.100과 참고문헌 76에 따라 시험이나 해석에 의한 성능검증 혹은 양자의 

조합 또는 과거의 경험자료에 의하여 검증된다.

(2) 기계기기의 내진성능

  지진에 대하여 기능적 및/혹은 구조적 건전성을 유지하도록 설계된 

핵증기공급계통의 보조기기의 내진성능은 공급될 기기의 기 검증된 내진

성능이며 이것은 설계/기기공급 단계에서 시험이나 해석에 의한 성능검증 

혹은 양자의 조합 또는 과거의 경험자료에 의하여 검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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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핵연료취급계통의 내진성능

  지진에 대하여 기능적 및/혹은 구조적 건전성을 유지하도록 설계된 

핵연료취급계통의 내진성능은 공급될 기기의 기 검증된 내진성능이며 이

것은 설계/기기공급 단계에서 시험이나 해석에 의한 성능검증 혹은 양자

의 조합 또는 과거의 경험자료에 의하여 검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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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 절  원자로집합체 배관파단해석

  SMART 원자로집합체 배관파단해석을 위하여 가상 분지관파단해석 방법

론과 입력가진력을 개발하 으며 앞의 내진해석에서 개발한 동특성 해석

모델을 사용하여 배관파단해석을 수행하 다. 

1. 가상 분지관파단해석 방법론 및 입력 가진력 개발

   SMART의 가상 분지관파단해석을 위한 절차를 수립하고, 가상 분지관파

단 해석을 위한 입력 가진력 개발을 수행하 다[77]. 가상 분지관파단해

석이란 원자로냉각재계통에 연결된 분지관의 파단을 가상하여 원자로냉각

재계통 기기의 동적거동을 해석함으로써 원자로냉각재계통의 기기 및 지

지구조물, 분지관 등의 건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설계자료를 생성하는 것

이다. 이러한 가상 분지관파단해석을 통하여 원자력발전소 내의 모든 고

에너지 배관(최고운전온도가 200 F이상 또는 최고운전압력이 275 psig인 

배관)의 파단을 가상하고 그 파단의 향을 설계에 반 함으로써 원전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

가. SMART 가상 분지관파단해석 대상 배관

  SMART의 가상 분지관파단해석을 위한 대상 배관은 2차측 배관에 국한

된다. SMART의 2차측 배관 중 증기발생기의 급수관과 증기관의 운전온도

와 압력은 최고운전온도가 200 F이상이고 최고운전압력이 275 psig 이상

으로 고에너지배관이다[78]. 결국 SMART의 가상 분지관파단해석을 위한 

대상배관은 원자로 압력용기에 형성된 12개의 급수관노즐과 증기관노즐에 

연결된 급수관과 증기관을 대상배관으로 취한다. 대상배관의 온도 및 압

력은 표 3.22-1과 같으며, 배관의 사양은 표 3.22-2와 같다.

나. 가상 분지관파단 위치 및 유형

  SMART의 가상 분지관파단의 위치는 급수관과 증기관의 단말점인 급수

관노즐과 증기관노즐이다. 또한 추후 해당 배관의 설계 및 해석 결과를 

기준으로 배관의 응력범위와 피로누적계수를 평가하여 각각 2.4Sm과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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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경우 배관 중간부를 파단위치로 결정하여야 한다. 급수관과 증기

관 단말점의 파단유형은 원주방향파단으로 하며, 중간부의 파단은 축방향

파단 혹은 원주방향파단으로 한다.

다. 가상 분지관파단 하중

  현 단계에서 SMART 가상 분지관파단해석에 적용할 하중은 급수관과 

증기관의 노즐부위에서 추력과 제트 충돌력이다. 그러나 그 크기가 작을 

것으로 평가되어 고려되지 않은 부격실압력 및 증기발생기 내부 취출하

중, 노즐하중 등의 상세한 향평가는 상세 설계단계에서 확인되어야 한

다.

(1) 추력

  균열전파시간과 파손열림 시간의 합이 0.001 초 보다 크다는 것이 실

험이나 동적 구조응답에 의거한 이론에 의하여 실증되지 않는다면, 파단

하중의 최대크기는 0.001 초의 상승시간(rise time) 이내에 도달된다고 

가정되어야 한다. 이 파형의 최대진폭은 다음 식에 의하여 결정된다. 하

중의 작용방향은 파단면에 수직한 방향이다. 증기발생기의 급수관과 증기

관 가상파단에 의한 추력은 표 3.22-3과 같다. 이때 압력은 운전압력을 

기준으로 취하 다.

T=K×P×A

where K : 추력계수(thrust coefficient),

 K ≥ 1.26 : 증기 혹은 포화수, 물-증기 혼합

 K ≥ 2.00 : 과냉수(subcooled water)

P : 파단전 배관압력,

A : 파단면적(내부면적)

(2) 제트 충돌력

  제트의 면적은 반각이 10°를 초과하지 않는 원뿔의 반각 내에서 균

일하게 확장되며, 제트 충돌력은 모든 단면에서 균일 분포하중으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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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해당 기기에 적용할 하중은 제트의 분사방향과 직각인 표적물의 타

격면적과 유체분사압력으로 구한다. 작용방향은 제트분사방향과 동일한 

방향이다. 노즐파단의 경우, 보수적인 해석을 위하여 제트 충돌력의 크기

와 방향을 추력과 동일하게 취하여 작용한다.

표 3.22-1  가상 분지관파단 대상배관의 운전온도, 압력 및 재질

운전온도 운전압력    배관재질

급수관 180 C (356.0 F) 5.6 MPa (812.21 psia) SA312 TP304

증기관 300 C (572.0 F) 3.4 MPa (493.13 psia) SA312 TP304

표 3.22-2 가상분지관파단 대상배관의 사양

공칭 직경(d) 및  단면적(A)

급수관 4 in SCH 40

di = 4.026 in

do = 4.500 in

Ai = 12.73 in2

증기관 8 in SCH 20

di = 8.125 in

do = 8.625 in

Ai = 51.85 in
2



- 401 -

표 3.22-3  증기발생기 주증기관 및 주급수관 가상파단에 의한 추력

추력 추력결정인자

급수관 20,305 lbs

K = 2.00

P = 812.21 - 대기압

Ai = 12.73 in2

증기관 31,256 lbs

K = 1.26

P = 493.13 - 대기압

Ai = 51.85 in2

2. 배관파단해석

   가상 분지관 파단으로 인한 SMART 원자로집합체의 하중, 변위 및 가속

도 시간이력을 산출하기 위하여 앞에서 개발된 동특성 해석모델과 가상 

분지관 파단하중 시간이력을 이용하여 배관파단해석을 수행하 다[79]. 

가. 해석시 고려사항

   배관파단해석에 적용된 0.5초 동안의 해석시간은 최대하중을 반 하기

에 충분하며, 분지관은 동시에 두 개이상 파단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

다.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 Reg. Guide 1.61을 참조하여 임계감쇠비 3%를 

적용하 다. 수직, 수평방향의 하중이 동시에 작용하도록 하 으며, 상용

코드 ABAQUS를 사용하여 0.00025초의 적분시간 구간마다 하중, 변위 및 

가속도 시간이력을 산출하 다.

나. 원자로집합체의 배관파단해석 결과

    해석 결과에 의하면 원자로압력용기 하부에는 과다한 변위의 발생은 

없었지만 지지구조물이 있는 상부보다는 상대적으로 큰 변위가 발생하

고, 제어봉 구동장치 상부에서 최대 변위가 발생하 다. 원자로집합체의 

지지구조물 및 지지구조물 주위의 원자로 압력용기 요소에는 다른 부품들

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전단하중 및 굽힘모멘트가 발생하 다.  배관파단

으로 인한 최대요소하중은 원자로압력용기 지지구조물에서 발생하 으며 

이러한 경향은 앞의 안전정지지진에 의한 암반지반부지의 해석결과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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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치한다. 배관파단에 의하여 SMART 원자로집합체에 작용하는 최대 요소

하중과 변위는 표 3.22-4 및 표 3.22-5와 같다. 

표 3.22-4  원자로집합체에 작용하는 최대 배관파단 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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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2-5  원자로집합체에 작용하는 최대 배관파단 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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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3 절  원자로집합체 주요 기기 응력해석

  SMART 원자로집합체 구성기기중 원자로 압력용기, 노심지지배럴, 상부

안내구조물 집합체 및 가압기에 대한 유한요소 해석모델을 개발하고 적용 

가능한 하중들에 대한 응력해석을 수행하 다.

1. 원자로 압력용기

가. 해석모델 개발

 상용 유한요소법 해석코드인 ANSYS를 사용하여 2차원 축대칭 요소로 

구성하 으며,축대칭 하중이 작용되는 경우에 PLANE42 요소를, 비축대칭 

하중의 경우는 PLANE25 요소를, 열전달 및 열응력 해석의 경우는 PLANE55 

요소를 적용하 다. 원자로용기 쉘과 환형덮개가 접촉하는 부분은 접촉요

소 CONTAC12를 사용하 다. 개발한 원자로 압력용기 유한요소 해석모델과 

경계조건이 그림 3.23-1에 제시되어 있다. 

 원자로 압력용기 부품들의 구성 재료는 원자로용기 쉘은 저합금강인 

SA-508, Gr.3, Cl.1이고 상부 중앙덮개는 스테인레스강이다. 이들 재료의 

물성치로 ASME 코드 Section II에 규정된 값들을 적용하 으며 상부덮개

의 스터드 그리고 펌프와 연결되는 부분의 재료의 물성치로서 등가 저합

금강 물성치를 적용하 다. 

   

나. 열전달 및 열응력 해석  

 앞에서 개발한 해석모델을 사용 열전달 및 열응력 해석 수행하 으

며,과도열전달에 의한 용기벽의 등가선형열구배를 구하기 위하여 후처리

화일 “LINTEMP"를 사용하 다.

(1) 가정사항

 해석시 아래의 조건들을 가정하 다.

    - 열의 발생(Heat Generation)은 무시한다.

    - 원자로용기 외벽에서의 열손실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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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차 냉각재와 접촉하는 원자로용기 내벽의 열전달계수는 무한대이  

      다.

(2) 해석 조건

 일반적으로 원자로의 가열과 냉각에 의해 용기에 열응력이 크게 발생

하며 피로수명에도 크게 향을 미친다. 따라서 열해석에 적용할 계통과

도조건으로서 아래의 네 가지 조건을 선정하 다. 정상운전온도(270 ℃, 

518 ℉) +20 ℃(+36 ℉)/-20 ℃(-36 ℉)의 조건으로써 여러 운전조건을 

포괄할 수 있다. 

    - 정상상태 +20 ℃(+36 ℉), 

    - 정상상태 -20 ℃(-36 ℉), 

    - 가열률 40 ℃/hr(72 ℉/hr)

    - 냉각률 40 ℃/hr(72 ℉/hr)

이와 같은 열전달 해석결과를 사용하여 열응력 해석을 수행하 으며, 표 

3.23-1에 요약 정리하 다. 

 

다. 설계조건 및 운전조건 D 응력 해석

 앞에서 개발한 해석모델을 사용하여 SMART의 설계조건 및 운전조건 D 

에 대한 응력해석을 수행하 다. 고려한 하중종류로는 설계온도와 설계압

력 그리고 원자로내부구조물 및 지지구조물에 의한 외부하중을 고려한다.

온도 및 압력 

설계온도 = 350℃

설계압력 = 17 MPa

외부하중

원자로용기에 작용하는 외부하중은 구조물의 하중경로에서, 내부구조물 

가운데 가압기 중앙덮개, 증기발생기 상부, 증기발생기 외부충전판 집합

체, 측면차페체 집합체와의 구조적 연결지점 그리고 용기의 지지구조물과

의 연결지점에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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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계조건 하중 

    원자로의 설계조건으로서 정상운전조건에서의 지속하중(Sustained 

Loads)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 하중 작용점에 작용하는 하

중으로서 단위하중(Unit Load = 1000 N)을 고려하 으며 용기 지지점의 

경우에는 2개의 절점에 단위하중의 1/2(= 500 N)을 사용하 다.

(2) 운전조건 D 하중 

    운전조건 D에 해당되는 지진하중 및 배관파단하중은 앞 절의 원자로

집합체 내진해석 및 배관파단 해석 결과를 사용하 다. 

원자로 압력용기의 설계조건 및 운전조건 D에서 응력해석을 수행하 으

며, 응력평가 부위는 표 3.23-2에, 그리고 표 3.23-3 및 표 3.23-4에 각 

하중조건에 대한 응력값을 정리하 다.해석결과 원통쉘 중간부위에서 가

장 큰 응력이 발생하 다.

표 3.23-1  원자로 압력용기의 열응력 

(증기발생기 노즐 상부 실린더 부위) 

condition 위치 Sx (ksi) Sy (ksi) Sz (ksi)

정상상태 +20 
o
C

(6.222 hr)

inside -0.2826e-2 -0.1229 -2.404

outside -0.5531 0.1627 0.6647

정상상태 -20 
o
C

(6.222 hr)

inside 0.4082e-2 3.085 2.938

outside 0.2980e-1 -2.649 -1.806

heatup 40 oC/hr

(6.222hr)

inside 0.1189e-1 -25.55 -44.29

outside -3.255 22.57 22.59

cooldown 40 
o
C/hr

(6.222hr)

inside -0.4914e-2 32.71 43.53

outside 1.440 -28.47 -2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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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3-2  원자로 압력용기의 주요 응력평가 부위

선정부위 절점 응력의 종류 분류

하부용기와 원자로용기의 

천이부분 
113-111

Local Membrane

Bending

PL

Q

원자로용기 쉘 중앙의 용접부분 156-141 General Membrane Pm

증기발생기 노즐 위의 실린더 

부위
371-389

Local Membrane

Bending

Peak

PL

Q

F

상부덮개 중앙부분 464-507 General Membrane Pm

표 3.23-3  설계조건 하중시 원자로 압력용기 응력

   (비축대칭 : 원주방향 0
o
)

위치

(절점)
범주

Sx (Pa) Sy (Pa) Sz (Pa)

축대칭 비축대칭 축대칭 비축대칭 축대칭 비축대칭

113-111 PL -0.1633e7 4.371 0.6406e8 2.442 0.1506e8 6.452

156-141 Pm -0.7992e7 0.3246 0.6433e8 1.199 0.1365e9 -17.69

371-389 PL -0.7052e7 -45.90 0.3114e8 34.28 0.4428e8 -2.858

464-507 Pm 0.8223e7 -2.368 0.2279e8 90.68 0.2282e8 273.6

표 3.23-4  운전조건 D 하중시 원자로 압력용기 응력

   (비축대칭 : 원주방향 0
o
)

위치

(절점)
범주

Sx (Pa) Sy (Pa) Sz (Pa)

축대칭 비축대칭 축대칭 비축대칭 축대칭 비축대칭

113-111 PL -0.1447e7 2099 0.6602e8 -0.4438e5 0.9718e7 0.8914e5

156-141 Pm -0.7992e7 -78.11 0.6610e8 -0.1869e6 0.1365e9 0.4282e5

371-389 PL -0.7026e7 -0.4129e6 0.3129e8 0.2113e6 0.4418e8 -0.1068e6

464-507 Pm -0.8194e7 0.1599e5 0.2288e8 -0.2266e6 0.2292e8 0.3618e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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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1  원자로 압력용기 해석모델 및 경계조건

2. 노심지지배럴

 SMART 노심지지배럴에 대하여 ANSYS를 사용하여 구조해석을 수행하

다.원자로 정상운전시에 발생되는 랜덤하중, 펌프맥동하중, 열하중, 압력 

및 자중으로 인한 하중들과 지진하중및 배관파단하중을 고려하 다[80]. 

 

가. 노심지지배럴의 정상운전해석

    랜덤하중과 펌프맥동하중에 대한 동적응답해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동특성해석이 선행되어야 한다.원자로집합체의 동특성해석을 위하여 이미 

개발된 수학적 모델을 가능한 활용하여 집중질량 보요소 모델을 개발하

으며,그림 3.23-2에 도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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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랜덤진동해석

    냉각재의 유동에 의해 발생되는 랜덤하중은 Power Spectral Density 

(PSD)의 형태로 주어진다. 여기서  입력 PSD는 한국표준형 원자로의 랜덤

진동해석 입력을 참고로 하여 선정하 으며 감쇠비는 1% 를 사용하 다. 

    해석 결과는 표 3.23-5와 같으며,랜덤하중에 대한 동적응답은, 주로 

동수력 연성을 시킨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큰 응력이 발생하 으며, 최대

응력강도는 노심지지배럴의 상단부에서 2830psi가 발생하 다.

(2) 조화응답해석

    펌프맥동하중은 펌프의 가진주파수에 대한 하중으로 한국표준형 원자

로(KSNP)의 펌프 가진주파수와 SMART 펌프의 가진주파수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KSNP의 입력을 참고하여 펌프의 각 주파수별 압력은 20,40, 

120,240,360,480 Hz에 대하여 0.64,0.58,0.83,4.14,0.64,2.62 psi가 작용

한다고 가정하 으며, ANSYS의 조화응답해석 방법중 FULL 해석 방법을 사

용하여 해석을 수행하 다.

    해석 결과는 표 3.23-6와 같으며,펌프의 각 가진주파수에 대한 

in-phase와 out-of-phase의 값을 SRSS한 후 모든 가진주파수의 응답을 산

술적으로 조합한 값을 결과값으로 도출하 다. 정상운전시 펌프맥동하중

으로 인한 조화응답해석에서 최대응력강도는 노심지지배럴의 상단부에서 

2001 psi 가 발생하 다.

(3) 정적해석

    압력과 자중으로 인한 응력해석을 수행하기 위하여 4절점 축대칭 고

체요소인 PLANE25 요소를 사용하여 그림 3.23-3 과 같은 유한요소 모델을 

작성하 다. 입력하중으로 노심지지배럴의 안쪽과 바깥쪽의 압력차

(170kpa)로 발생되는 하중과, 핵연료 집합체와 노심슈라우드 집합체의 자

중에 의한 하중이며 자중으로 인한 하중은 절점 640에 수직방향으로 가해

진다[81]. 

    해석 결과는 표 3.23-7와 같으며,노심슈라우드 집합체와  핵연료 집

합체의 자중으로 인해 축방향응력이 발생된다. 최대응력강도는 1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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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i가 발생되었다. 

(4) 열응력해석

    노심지지배럴의 열응력을 구하기 위해서, 먼저 열전달 해석을 통해 

열응력해석의 입력으로 사용되는 노심지지배럴의 온도 분포를 구하고, 여

기서 구해진 온도를 사용하여 열응력 해석을 수행하 다. 열전달 해석에

서는 선형 정상상태(steady state)로 해석하 고, 열응력 해석에서는 비

선형 정상상태로  해석을 수행하 다.열응력해석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된 

모델은 앞의 정적해석에서 사용한 해석모델과 동일하다.

    노심지지배럴의 내부온도는 310 C (700 ℉), 외부온도는 270 C 

(550 ℉)로, 참조 온도(Tref)는 21 C (70 ℉)로 그리고 해석에 필요한 입

력자료는 참고문헌 82를 적용하 다.해석 결과는 표 3.23-8와 같으며,최

대 응력강도는 10,385 psi 이고, 최대변위는 Ux =0.1714 in., Uy = 

0.9888 in. 이다. 

나. 노심지지배럴의 지진해석

    노심지지배럴의 지진해석을 위해서 4절점 축대칭 고체요소인 PLANE25 

요소를 사용한 유한요소 모델을 개발하 으며,유체가 채워진 부가질량을 

반 하기 위해 가장 단순한 원통형 실린더에 유체를 채워 모델링하고, 여

기서 구해진 고유진동수를 참조 고유진동수로 하여 상당질량 도를 구하

다. 입력하중의 스펙트럼을 1000 Hz 까지로 정하여 75개의 모드를 추출

하 다.지진해석을 수행하기 위해서 먼저 모달해석을 통해 고유진동수와 

모드형상을 구한 후 스펙트럼 해석을 수행한다. 

    지진해석을 위한 입력으로 원자로집합체 내진해석 결과를 사용하 으

며,X,Y,Z 방향의 지진 응답스펙트럼이 사용되었다. 2-차원 축대칭모델에 

Z-방향 가진을 하기 위해서 X-방향에서 가진하는 것과 같이 (sed,1)을 사

용하여 해석을 수행하 다.  그리고 가정에서와 같이 가장 보수적인 2% 

damping 값을 사용하 다. 해석 결과는 표 3.23-9와 같으며,응력강도의 

최대값은 1457.6 psi 가 발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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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배관파단해석

    배관파단해석을 위한 모델은 지진해석 모델을 사용하여 해석을 수행

하 다. 입력 하중으로 원자로집합체 배관파단 해석 결과인 X,Y,Z 방향의 

응답 스펙트럼을 사용하 으며, 감쇠값은 2%를 사용하 다.해석 결과는 

표 3.23-10와 같으며,응력강도의 최대값은 1123.1 psi 가 발생하 다.

표 3.23-5  노심지지배럴 랜덤하중에 의한 응력

Elem. Shear Bending       Principal stress (psi) Stress
stress(psi) stress(psi) s1 s2 intensity(psi)

1 13.41 0.00 13.41 -13.41 26.82
2 610.89 39.69 631.06 -591.37 1222.42
3 1368.82 33.54 1385.69 -1352.15 2737.85
4 1411.41 200.43 1515.18 -1314.75 2829.93
5 973.50 86.40 1017.66 -931.26 1948.92
6 1170.12 31.98 1186.22 -1154.24 2340.46
7 1062.75 14.19 1069.87 -1055.68 2125.55
8 1038.96 31.38 1054.77 -1023.39 2078.16
9 772.74 44.19 795.15 -750.96 1546.11
10 729.93 56.25 758.60 -702.35 1460.94
11 369.96 62.40 402.47 -340.07 742.55
12 314.74 67.59 350.34 -282.75 633.10
13 16.23 67.68 71.37 -3.69 75.06
14 51.57 66.78 94.83 -28.05 122.87
15 182.64 66.78 219.06 -152.28 371.33
16 219.66 19.68 229.72 -210.04 439.76
17 205.86 19.44 215.81 -196.37 412.18
18 149.43 2.28 150.57 -148.29 298.87
19 275.79 39.54 296.27 -256.73 553.00
20 319.80 33.99 337.25 -303.26 640.50
21 448.23 27.54 462.21 -434.67 896.88
22 479.61 18.48 488.94 -470.46 959.40
23 577.74 8.82 582.17 -573.35 1155.51
24 593.13 14.79 600.57 -585.78 1186.35
25 655.23 28.02 669.39 -641.37 1310.76
26 653.31 41.59 674.44 -632.85 1307.28
27 676.20 54.84 704.18 -649.34 1353.51
28 653.94 98.82 705.21 -606.39 1311.61
29 643.35 26.25 656.61 -630.36 1286.97
30 529.14 40.08 549.56 -509.48 1059.04

     주) S1, S2 : 주응력,  SINT : 응력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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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3-6  노심지지배럴 펌프맥동하중에 의한 응력

Elem. Shear Bending        Principal stress(psi) Stress
stress(psi) stress(psi)  s1 s2 intensity(psi)

1 7.81 0.00 7.81 -7.81 15.62
2 521.17 21.93 532.25 -510.32 1042.57
3 1000.57 17.86 1009.54 -991.68 2001.22
4 986.95 105.03 1040.86 -935.83 1976.69
5 539.13 39.55 559.27 -519.72 1078.99
6 624.59 13.68 631.47 -617.79 1249.25
7 485.37 10.99 490.90 -479.91 970.80
8 458.33 18.56 467.70 -449.14 916.85
9 305.80 23.61 317.83 -294.22 612.06
10 272.58 28.09 286.99 -258.90 545.88
11 125.60 29.80 141.38 -111.58 252.96
12 128.84 30.89 145.21 -114.32 259.52
13 68.82 30.89 85.98 -55.09 141.06
14 97.35 29.93 113.46 -83.53 196.99
15 124.96 28.35 139.94 -111.59 251.52
16 153.57 8.13 157.69 -149.56 307.25
17 136.57 7.93 140.59 -132.66 273.26
18 91.70 0.92 92.16 -91.24 183.40
19 125.90 15.90 134.10 -118.20 252.30
20 151.88 13.36 158.71 -145.35 304.05
21 185.31 10.30 190.53 -180.23 370.76
22 207.01 6.57 210.32 -203.75 414.07
23 231.59 2.54 232.86 -230.32 463.19
24 247.98 7.29 251.65 -244.36 496.01
25 263.41 12.60 269.79 -257.19 526.97
26 274.17 18.13 283.38 -265.25 548.64
27 279.69 23.77 291.83 -268.06 559.88
28 283.97 42.84 306.20 -263.36 569.55
29 280.46 11.39 286.21 -274.82 561.04
30 236.05 17.42 244.92 -227.50 472.42

    주) S1, S2 : 주응력,  SINT : 응력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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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23-7  노심지지배럴 압력과 자중에 의한 응력 

                                                                 (unit :psi)

주) S1, S2 : 주응력,  SINT : 응력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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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23-8  노심지지배럴 열응력 

        (unit : psi)

 주) S1, S2 : 주응력,  SINT : 응력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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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23-9  노심지지배럴 지진하중에 의한 응력

 X 방향                                                                         (unit : psi)

 Y 방향                                                 (unit : psi)

 Z 방향                                                                         (unit : psi)

주) S1, S2 : 주응력,  SINT : 응력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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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3-10  노심지지배럴 배관파단하중에 의한 응력

 X 방향                                                                         (unit : psi)

 Y 방향                                                 (unit : psi)

 Z 방향                                                                         (unit : psi)

주) S1, S2 : 주응력,  SINT : 응력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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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2  노심지지배럴의 집중질량 보요소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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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23-3  노심지지배럴 축대칭모델 

3. 상부안내구조물 집합체 

   SMART 원자로 상부안내구조물 집합체의 유한요소 모델을 개발하 고 

정상운전해석을 수행하 다[83]. 정상운전해석을 위한 하중은 자중, 핵연

료집합체 및 가압기로부터 부가되는 하중, 수력하중으로 인한 정적응답하

중과 열하중을 고려하 다. 현재 SMART 원자로 설계단계로서는 정상운전 

하중 및 열하중 관련 자료는 생산이 되지 않아 한국표준형 원자로에 적용

한 하중을 참고하여 적절히 가정하여 해석을 수행하 다.

가. 유한요소 모델 

   상용코드인 ANSYS를 사용하여 3차원 Shell63 요소와 Beam4 요소로 구

성된 축대칭 1/4 모델로 총 19035개의 절점과 16283개의 요소로 구성하

으며 그림 3.23-4과 같다. 

   제어봉 보호관은 열팽창으로 인한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부안내구

조물 상판에만 용접이되어 있고 상부안내구조물 충전판 및 핵연료 정렬판

과는 용접이 되어 있지 않아 수직방향으로는 서로 구속을 하지 않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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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그러므로, 제어봉 보호관과 충전판 및 핵연료 정렬판과의 접촉 부

위에서는 동일한 좌표에 각 부품의 절점을 생성한후 ANSYS의 CPINTF 명령

어를 사용하여 수평방향만의 자유도를 서로 결합하 다. 핵연료 정렬판의 

최대반경에 위치한 모든 변위를 구속하 다. 1/4 축대칭 모델을 사용하

으므로 대칭 경계조건을 적용하 다. 

나. 정상운전 해석 및 결과

   지지원통쉘 원추부에서 기계적 하중인 자중, 핵연료집합체 및 가압기

로부터 부가되는 하중과 수력하중으로 인하여 최대 응력강도가 발생하

다. 지지원통쉘 원추부에서 발생한 최대 응력강도는 지지원통쉘 원추부에

는 있는 직경 60mm 구멍 주위에서의 응력집중으로 인한 결과라고 판단된

다. 

   열하중으로 인한 최대 응력강도는 기계적 하중에 의한 해석 결과에 비

해 크게 증가하 고, 최대 응력 발생 위치도 변경되어 상판과 가장 근접

한 충전판과 상판 사이의  충전판 연결봉에서 최대 응력강도가 발생하

다. 자중, 핵연료집합체 및 가압기로부터 부가되는 하중, 수력하중으로 

인한 정적응답하중과 열하중으로 인하여 상부안내구조물 집합체 각 부품

에 작용하는 최대응력, 최대 응력강도, 최대 변위는 표 3.23-11 및 표 

3.23-12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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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3-11 상부안내구조물 집합체 유동하중에 의한 응력

a. 자중 + Pre Load + 수직 유동하중                                  (unit : psi)

b. 자중 + Pre Load + 수평 유동하중                                   (unit : p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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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3-11 상부안내구조물 집합체 열응력

                                                                                       (unit : psi)

1

X
Y

Z

 UGS Assembly

그림 3.23-4 상부안내구조물 집합체  유한요소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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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압기

   SMART 원자로 가압기의 유한요소모델을 개발하 고 정상운전 해석을 

수행하 다[84]. 

가. 해석모델 개발

(1) 모델 구성

    가압기 유한요소모델은 설계 구조상 축방향으로 1/8 대칭임을 감안하

여 요소 및 절점수를 최소화하면서도 전체 구조물의 거동을 효과적으로 

모사할 수 있도록 45
o
 부분 단면으로 구성하 다. 그림 3.23-5는 개발된 

가압기의 유한요소모델로서 3차원 solid 요소로 구성된 축방향으로 1/8 

대칭 모델이며 총 11,990개의 요소와 7,994개의 절점을 갖고 있다.

(2) 구속조건 설정

    중앙덮개의 플랜지는 환형덮개의 턱과 segment gate에 의해 지지되기 

때문에 이와 접촉하는 모든 변위를 (ux/uy/uz/rotx/roty/rotz) 구속하

고, 축방향으로 1/8 대칭인 부분 모델이기 때문에 0o 및 45o에 위치한 모

든 절점들에 대하여 원주방향 변위 (uy ; θ) 및 회전 변위를 (rotx/rotz) 

구속하 다. 기계적응력 해석시에는 가압기 용기의 하단면에 수직 방향 

(uz)으로 누름링 (holddown ring) 하중을 임의로 가정하 지만, 열응력 

해석시에는 하단면을 구속하여 좀 더 보수적인 열응력이 발생토록 하

다.

나. 정상운전 해석

(1) 해석 방법

    가압기에 가해지는 정상운전 하중은 크게 일차응력을 계산하기 위한 

기계적 하중과 이차응력을 계산하기 위한 열하중으로 구분된다. 기계적 

응력해석을 위한 하중으로는 압력 하중, 제어봉 집합체 자중, 정수력 하

중 등이 고려되었으며, 일정한 재료 물성치가 사용되었다. 그러나, 열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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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해석은 이와 달리 온도에 따라 재료 물성치가 변하는 비선형 해석이

다. 따라서, 기계적응력 해석시에 사용되었던 일정한 사용된 탄성계수 및 

열팽창계수 등의 재료 물성치 대신에 온도에 따른 재료 물성치의 변화를 

재설정 해주어야 한다.

(2) 하중조건 설정

    가압기에 적용되는 하중은 다음과 같이 크게 기계적하중 (압력/수력/

자중/Preload)과 열하중으로 구분된다 ;

   ‧ 압력 하중

   - 중앙덮개 : 17 MPa (= 2465 psi)

   - 가압기 내벽 및 용기 : 0.17 MPa (= 24.65 psi)

   ‧ 정수력 하중 : 2,000 lb

   ‧ 제어봉 집합체 자중 : 10,000 lb

   ‧ 누름링 Preload = 100,000 lb

   ‧ 열하중

   - △Tmin = 50 
oF 및 150 oF △Tmax = 150 

oF

   - Tref = 625 
oF

  - ε = α△T = α(T- Tref)           (α : 열팽창계수)

다. 정상운전 해석 결과

    표 3.23-13는 가압기 유한요소모델을 이용한 기계적응력 및 열응력 

해석 결과를 나타내며, 비율은 가압기 재질의 극한강도 (ultimate 

tensile stress, 75 ksi) 대비 백분율을 나타낸다. 해석 결과를 보면 열

응력은 기계적 응력에 비해 매우 크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가압기 

내벽의 경우에는 약 42,000 psi 정도의 최대 응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계

산되었다. 이는 내벽의 구조적 특성상 최대 선형응력 (Pm+Pb+Q)으로 간주

될 수 있으며, ASME Code에서 제시하고 있는 허용치 (3Sm = 48,000 psi)

에는 다소 못 미치나 매우 큰 응력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또한, 가압기

의 최대 수직 변위 (uz)는 약 0.14″이며 하부판의 중앙 hole 근처에서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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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3-13  가압기 정상운전하중에 의한 응력 및 변위

       항목 

  구분

최대

응력강도

(psi)

비율

(%)

최대 변위 (in)

UX (R) UY (θ) UZ (Z) USUM

기계적

응력

중앙덮개 19,865 26.5

0.01933

(중앙

덮개)

0.01348

(중앙

덮개)

0.12012

(하부판)

0.12012

(하부판)

중간지지

판
724 1.0

하부판 13,668 18.2

내벽 14,931 19.9

용기 19,896 26.5

기계적

응력

+

열응력

중앙덮개 41,580 55.4

0.04178

(내벽)

0.02941

(내벽)

0.13996

(하부판)

0.13996

(하부판)

중간지지

판
16,428 21.9

하부판 54,167 72.2

내벽 42,334 56.4

용기 38,413 51.2

그림 3.23-5  가압기 유한요소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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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4 절  원자로 압력용기의 파괴역학적 건전성 평가

  SMART원자로의 파괴역학적 평가를 위한 평가방법 및 절차, 원자로용기

의 응력 해석, 원자로의 운전한계 압력․온도곡선 설정, 저온과압보호, 

가압열충격 평가 등에 관하여 개발하 다.

1. 파괴역학적 건전성 평가절차

   원자로의 설계단계에서, 원자로용기 재료의 취성파괴를 예방하기 위해

서 가상적인 결함을 가정하여 파괴역학적 해석을 수행하며, 이 결과를 토

대로 해서 원자로의 운전한계 압력․온도곡선, 저온과압 운전 제한조건, 

과냉각 조건의 가압열충격 등을 평가한다. SMART와 같은 일체형 원자로의 

구조적 건전성 보장을 위한 국내․외 규제지침 및 기술표준이 아직 수립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경수로 원자로 건전성 규제지침, 파

괴역학적 평가 접근방법 및 표준절차를 원용하 다[85,86,87]. 원자로의 

파괴역학적 건전성 평가절차에 관해서는 다음 3항과 참고문헌 88에 자세

히 기술하고 있다.    

2. P-T 곡선을 위한 원자로용기 응력 해석  

가. 압력에 의한 일차응력

    내압에 따른 용기의 막응력을 결정하기 위해서 범용코드인 ANSYS를 

사용하여 원자로용기의 축대칭 탄성응력 해석을 수행하 다. 설계조건의 

내압(17 MPa)에 따른 원자로용기의 막응력 해석결과로서, 하부경판을 포

함한 노심대 구역의 Y방향 최대응력은 205 MPa로 하부경판의 곡률 천이부

에서 그리고 최소값은 상부덮개와 원통쉘의 연결부 바깥 부위에서 -85.5 

MPa로 나타났다. 한편 X 방향 막응력의 최대값은 하부경판의 중앙 하단에

서 218 MPa로 그리고 최소값은 상부덮개의 중앙 하단에서 -156 MPa로 각

각 나타났다. 

    SMART원자로의 수명말기 중성자 조사량 분포도가 그림 3.24-1에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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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으며, 용기 내벽의 중성자조사량은 용기의 하부경판 내벽에서 약 

1x10E17 n/cm2이며 하부경판과 원통쉘의 연결용접부에서의 조사량은 약 

1x10E16 n/cm
2
이다[81]. 원자로의 운전한계 압력․온도곡선을 생성하기 

위한 응력값으로서 용접부 단면의 내측에서의 원주방향(Z) 응력을 적용하

다. 원자로의 해당위치에서의 원주방향 일차막응력(Primary Membrane 

Stress)과 이차굽힘응력(Secondary Bending Stress) 값을 표 3.24-1에 제

시하 다. 

나. 냉각률에 의한 열응력

    원자로의 냉각에 따른 용기의 열응력을 결정하기 위해서 범용유한요

소 해석 코드(ANSYS)를 사용하여 원자로용기의 축대칭 열전달 해석을 수

행하 다. 원자로의 냉각률을 각각 25℃/hr, 50℃/hr, 75℃/hr 및 100℃

/hr로 변화시키면서 과도열전달 및 응력 해석을 수행하 다. 해석 결과로

서, 운전한계 압력․온도곡선을 결정하기 위해서 후처리화일(LINTEMP)을 

사용하여 하부경판과 원통쉘 연결용접부 단면의 온도분포 데이터를 생성

하 다. 

3. SMART원자로의 운전한계 압력․온도곡선 설정

   앞에서 기술한 SMART원자로의 파괴역학적 건전성 평가절차와 원자로용

기의 응력 해석결과를 토대로 해서 아래의 주요 항목들에 대한 평가결과

를 기술한다. 

① 저합금강 재료의 중성자조사 취화 

② 원자로 운전압력․온도 한계곡선

③ 저온과압보호 

④ 가압열충격 

가. SMART원자로의 조사후 무연성 천이온도

    SMART원자로의 설계수명 기간 중 10년 및 60년간의 중성자 조사후 재

료의 무연성 천이온도 계산결과를 표 3.24-2에 요약하 다. SMART원자로 

재료의 합금원소 함량으로서 모재의 경우, Cu = 0.03 w%, Ni = 1.0 w%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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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하고 용접부는 Cu = 0.03 w%, Ni = 0.1 w%로 규제한다. 또한 원자로

용기 재료의 초기 무연성 천이온도의 값은 RTNDT = -23.3℃(-10℉)를 갖도

록 하고 있다. 조사후 무연성 천이온도를 계산하는 데 사용한 오차 값은 

60년 수명과 낮은 함량의 불순물에 의거하는 불확실도를 고려하여 10년 

및 60년 모두에 대해 모재의 경우 27.8℃(50℉) 용접재의 경우 31.1℃(5

6℉)를 적용하 다. 

나. 원자로 운전압력․온도 한계곡선 설정 방법

    원자로 운전한계 압력․온도곡선은 용기의 파손방지를 위한 충분한 

여유도를 보장하는데 필요한 최저온도를 압력의 함수로서 도시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 원자로의 운전 중에 지시되는 압력과 온도 계측기의 교정, 

원자로 응력 계산, 최대응력 부위에 가정한 가상균열의 응력확대계수 및 

최대 허용압력 계산 등을 수행한다. 

(1) 압력, 온도 계측기 교정

    SMART원자로의 운전한계 압력․온도곡선을 설정할 때 운전 중에 지시

되는 압력과 온도 계측기의 교정을 위해서 아래와 같은 교정치를 적용하

다. 

△PCORRECTION = 1.034 MPa (150 psia)

△TINSTRUMENT ERROR = 5.8℃ (10.5 ℉)

(2) 원자로 응력 계산

    원자로 운전압력․온도 한계곡선의 결정 때 고려하는 응력은 원전의 

운전조건에서 발생하는 원자로용기의 응력으로서 용기의 내압과 냉각률에 

따른 열응력으로서 1차 막응력(σm), 1차 굽힘응력(σb), 2차 막응력(σ

sm), 2차 굽힘응력(σsb)을 고려한다. 이 중에서 설계압력에 의해 생성되

는 응력은 ANSYS 코드를 이용하여 원자로 원통쉘과 하부경판의 용접부에

서 계산한 값을 사용하 다. SMART원자로의 운전시 생성되는 열응력은, 

운전한계 압력․온도곡선을 생성하기 위한 입력데이타로서 용기벽의 온도

분포를 입력하면 APPNDX_G 코드에 의해  자동적으로 수행된다. 표 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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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설계압력=17 MPa을 용기 내부에 가했을 때 생성되는 1차 막응력 및 

2차 굽힘응력 값을 나타낸다.  

(3) 균열의 응력확대계수 및 최대 허용압력 계산

    SMART원자로의 응력확대계수의 계산은 노심대 부위만을 고려하도록 

하 으므로 노심대 부위에 대한 응력확대계수를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계산

하 다. 이러한 절차는 모두 APPNDX_G 코드에 전산화되어 있다. 

다. 원자로 운전압력․온도 한계곡선의 설정

    앞에 기술한 바, 원자로용기의 응력 해석과 중성자 조사후 무연성 천

이온도 계산결과를 토대로 해서, SMART원자로의 운전압력․온도 한계곡선

을 설정하 으며, 이 곡선에는 아래의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다. 

   ㆍ볼트체결 최소온도(Minimum Boltup Temperature)

   ㆍ최저운전온도(Lowest Service Temperature)

   ㆍ최저운전온도 이하 최대 허용압력(Maximum Pressure below LST)

   ㆍ등온곡선(Isothermal)

   ㆍ누설 및 수압시험곡선(Leak and Hydrostatic Test)

   ㆍ가열 및 냉각곡선(Heatup and Cooldown)

   ㆍ노심임계곡선(Core Critical)

   ㆍ운전한계 압력․온도곡선

    SMART원자로의 운전한계 압력․온도곡선은 원자로 가열 혹은 냉각 시 

원자로의 각 부분에서 계산한 한계 곡선중 가장 보수적인 값을 취하여 작

성하게 되나, SMART의 경우는 냉각에 대한 경우에 대해서만 고려되었다. 

일반적으로 냉각에 대한 운전한계 압력․온도곡선은 냉각률이 높을수록 

운전온도 근처에서는 덜 보수적이다. 따라서 이러한 특징을 고려하여 최

저운전온도 이상에서는 모든 냉각률에 적용할 수 있는 하나의 곡선만을 

보수적으로 제시하 다. 그림 3.24-2에 설계수명(60년)까지의 한계곡선을 

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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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저온과압보호(Low Temperature Overpressure Protection, LTOP) 

    SMART원자로의 냉각운전조건에서의 압력․온도곡선만을 고려할 때, 

10년 및 60년 운전기간을 포함하는 수명말기에서의 압력․온도곡선만을 

제시하므로 이 곡선을 기준으로 한 저온과압보호(LTOP) 한계치는 70.28℃

(158.5℉)로 설정된다.  

마. 가압열충격(PTS)

    SMART원자로의 가압열충격 기준온도(RTPTS) 값이 10년 운전시점 용접

부에서 13.8℃(56.8℉), 60년 운전시점 용접부에서 15.1℃(59.1℉ < 30

0℉)으로 계산되었다. 이 값들은 해당 가압열충격 심사기준을 충분히 만

족하기 때문에 원자로의 수명기간 중 가압열충격으로 인한 무연성 파단의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RTPTS의 계산에 있어서, 원자로의 60년 

수명에 따른 제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모재의 경우는 27.7℃(50℉) 용접

재의 경우는 31.1℃(56℉) 불확실성 오차값을 적용함으로써 충분한 보수

성을 부여하 다. 

    SMART원자로에 파괴역학적 건전성 평가를 수행하여 60년 수명동안 사

용이 가능한 운전한계 압력․온도곡선을 설정하 으며, 또한 압력․온도

곡선을 보완하기 위한 저온과압보호 한계치를 계산하 다. 이를 위해 적

용한 용기벽의 응력은 하부경판과 원통쉘의 용접부 위치에서의 값이다. 

SMART원자로의 수명말기에 누적되는 중성자 조사량 (1x10
17n/cm2)이 매우 

낮기 때문에 수명기간동안 발생되는 재료의 취화량 (용접부의 수명말기에

서 약 2.04℉)이 매우 작다. 

표 3.24-1 설계압력에 의한 원자로용기 하부 용접부 단면의 응력

구분

@ 용기내측 (절점 125) @ 용기외측 (절점 121)

축방향(Y) 원주방향(Z) 축방향(Y) 원주방향(Z)

일차막응력 62.98 MPa 71.28 MPa 62.98 MPa 71.28 MPa

이차굽힘응력 -31.65 MPa -5.762 MPa 30.44 MPa 5.762 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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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4-2  원자로 압력용기 재료의 조사후 무연성 천이온도 

(As per Reg. Guide 1.99, Rev.2)

Plant : SMART 원자로

Material : SA508 Grade 3 Class 1  

Part name : 하부경판

Material thickness : 256 mm (10.08 in)

Initial RTNDT of material : -17.8 ℃ (0 ℉)

MaReg. Guidein : 모재; 27.8℃ (50 ℉) , 용접재; 31.1℃ (56 ℉) 

Copper Content : 0.03 w%

Nikel content : 모재; 1.0 w%, 용접재; 0.1 w%

Chemistry factor : 모재; -6.7℃ (20℉) , 용접재; -1.95℃ (28.5 ℉) 

ART = Initial RTNDT + ΔRTNDT + MaReg. Guidein

  ΔRTNDT  = CF f
(0.28-0.l*logf)

     f = fsurf e
-0.24x

 where, CF = Chemistry factor

        f = Neutron fluence

        x = depth into the reactor vessel wall as measured from the inside surface, in

1. At 1/6 Design Life

  for 1/4t location- base. for 1/4t location- weld

    surface fluence : 0.167 ( x 10
17
 n/cm

2
)         surface fluence : 0.167 ( x 10

17
 n/cm

2
)

    f = 0.00167 x e
 -0.24*2.52

 = 0.0009   f = 0.00167 x e
 -0.24*2.52

 = 0.0009

  ΔRTNDT  = 20 x 0.0009
(0.28-0.1log0.0009) 

= 0.33        ΔRTNDT = 28.5 x 0.0009
(0.28-0.1log0.0009) 

=0.48

  ART = 0 + 0.33 + 50 = 50.33℉≒ 50℉    ART = 0 + 0.48 + 56 = 56.48℉ ≒ 57℉ 

2. At EOL 

  for 1/4t location- base. for 1/4t location- weld

    surface fluence : 1 ( x 10
17
 n/cm

2
)   surface fluence : 1 ( x 10

17
 n/cm

2
)

    f = 1 x e
 -0.24*2.52

 = 0.00546   f = 1 x e
 -0.24*2.52

 = 0.00546

  ΔRTNDT  = 20 x 0.00546
(0.28-0.1log0.00546) 

= 1.43     ΔRTNDT = 28.5 x 0.00546
(0.28-0.1log0.00546) 

=2.04

  ART = 0 + 1.43 + 50 = 51.43℉ ≒ 52℉ ART = 0 + 2.04 + 56 = 58.04℉ ≒ 58℉ 

  EFPY              Fluence              ΔRTNDT                  ART     

  (Weld Case)      surface              1/4t                   1/4t     

  1/6 Design Life      0.167x10
17  
          0.26℃ (0.48℉)        13.9℃ (57℉)

  EOL             1x10
17   

           1.13℃ (2.04℉)        14.4℃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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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24-3  SMART 원자로 P-T 한계곡선에 사용한 응력

응력범주 원자로 내면 원자로 외면

1차 막응력

2차 막응력

그림 3.24-1 원자로 압력용기의 수명말기 중성자 조사량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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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2  SMART 원자로의 운전한계 압력-온도곡선 (0 ∼ 6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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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5 절  주요 기기 설계시방서 설계하중 생산

앞의 원자로집합체 내진해석, 배관파단해석 및 구조해석을 통하여 원자로 

압력용기, 노심지지배럴, 상부안내구조물 집합체 및 가압기의 설계시방서

에 수록할 설계하중을 정리하 다.

1. 원자로 압력용기  

가. 원자로 압력용기의 설계하중 및 응력한계

원자력 1등급 기기의 설계하중 및 응력한계는 아래와 같이 구별하며, 

이들의 정의 및 결정방법은 ASME 코드 Section III NCA-2142에 따른다. 

계통의 운전 및 시험 조건과, 이들 조건이 계통기기에 미치는 중요도는 

특정 원자로의 계통설계 과정에서 결정되는 안전성기준과 규제지침 등에 

의해 결정된다.  

 ㆍ설계한계(Design Limits)

 ㆍ운전조건 A 사용한계(Level A Service Limits) 

 ㆍ운전조건 B 사용한계(Level B Service Limits) 

 ㆍ운전조건 C 사용한계(Level C Service Limits) 

 ㆍ운전조건 D 사용한계(Level D Service Limits)

나. SMART원자로 압력용기의 설계하중

    SMART원자로 설계하중으로서 설계압력(17 MPa)과 설계온도(350℃), 

그리고 운전조건 D 사용한계에 대해서 고려하는 안전정지지진 및 분지관

파단 하중이 결정되었다. 운전조건 D에 고려하는 안전정지지진 및 분지관

파단 하중은,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원자로용기의 구조적 건전성 평가

를 위한 응력 해석에 적용되었다. 결과적으로, SMART원자로 압력용기의 

안전정지지진 하중, 분지관파단 하중을 표 3.25-1 및 표 3.25-2에 각각 

제시하 으며 운전조건 D 하중조건으로서 이들 두 하중을 SRSS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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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하여 적용하 다.

    SMART원자로의 상세개발 단계에서, 계통의 정상운전 또는 비정상운전 

조건을 고려한 기계적 설계하중과 설계기준과도조건이 모두 결정되면 원

자로의 기기설계에 적용할 수 있는 하중조건들이 최종적으로 확정될 수 

있을 것이다.   

표 3.25-1  원자로 압력용기 지진하중

위치 절점
Fx

kN(kips)

Fy

kN(kips)

Fz

kN(kips)

가압기 중앙덮개와 

연결
465 571.13(128.4) 334(75.1) 600.39(135.0)

증기발생기 상부와 

연결
462 1563(351.4) 791(177.8) 1644.84(369.8)

지지점과 연결되는 

원자로용기 내부벽
293 9157.84(2058.8) 1316(295.9) 9625.09(2163.8)

지지점

301 4848.96(1090.1) 1231(276.7) 5046.47(1134.5)

302 4776.0(1073.7) 1231(276.7) 4969.72(1117.2)

증기발생기 외부충전판 

연결위치
340 7378.04(1658.7) 1222(274.7) 7743.51(1740.8)

측면차폐체 접촉위치 168 937.89(210.8) 677(152.5) 894.08(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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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5-2  원자로 압력용기 배관파단하중

위치 절점
Fx

kN(kips)

Fy

kN(kips)

Fz

kN(kips)

가압기 중앙덮개와 연결 465 232.34(52.2) 157(35.3) 232.34(52.2)

증기발생기 상부와 연결 462 368.51(82.8) 198(44.5) 368.51(82.8)

지지점과 연결되는 

원자로용기 내부벽
293 53.96(12.1) 52(11.7) 53.96(12.1)

지지점

301 400.13(90.0) 196.5(44.2) 400.13(90.0)

302 546.46(122.8) 196.5(44.2) 546.46(122.8)

증기발생기 외부충전판 

연결위치
340 43.70(9.8) 50(11.2) 43.70(9.8)

측면차폐체 접촉위치 168 12.94(2.9) 35(7.9) 12.94(2.9)

2. 노심지지배럴

   앞에서 수행된 내진해석, 배관파단해석 및 정상운전해석을 통하여 

계산된 노심지지배럴에 작용하는 하중들을 정리하여 설계시방서내의 

노심지지배럴 설계하중으로 제공하 다.

가. 정상운전시의 설계하중

(1) 랜덤하중

    유체의 랜덤하중으로 인한 수직방향의 응답은 아주 적다고 가정하

고, 여기서는 수평방향에 대한 설계하중을 구하 으며 표 3.25-3과 같다. 

유한요소모델의 요소는 앞절의 집중질량 보요소 모델에서 보여준 노심지

지배럴의 위치를 가리킨다. 노심지지배럴과 노심슈라우드 집합체 사이의 

동수력학적 연성 효과는 적다고 가정하여 해석하 기 때문에 랜덤하중으

로 인한 노심지지배럴의 하단부의 설계하중은 나타나지 않는다.     

(2) 펌프맥동하중

    펌프의 맥동하중으로 인한 설계하중도 랜덤하중으로 인한 경우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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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집중질량 보요소 모델을 사용하 고 유체로 인한 가정도 동일하기 때

문에 노심지지배럴의 하단부의 설계하중은 나타나지 않으며 상단부의 설

계하중은 표 3.25-4와 같다.

(3) 자중과 압력하중

    핵연료집합체와 노심지지배럴의 자중으로 인해 축방향응력이 발생하

며 자중과 압력하중으로 인한 보수적인 설계하중을 구하기 위해 최대 설

계하중을 구하 으며 수직하중은 1.0835E+05 LB, 수평하중은 3.9632E+05 

LB 가 작용한다

나. 지진 및 배관파단시의 설계하중

 지진 및 배관파단 하중으로 인한 노심지지배럴 상부 및 타기기와의 연

계점 위치에서의 설계 하중은 표 3.25-5  및 표 3.25-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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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25-3  노심지지배럴 랜덤하중(3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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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25-4  노심지지배럴 펌프맥동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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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5-5  노심지지배럴 지진하중

 a. 암반지반

기기위치/연계위치
F1

(KN)

F2

(KN)

F3

(KN)

M1

(KN-m)

M2

(KN-m)

M3

(KN-m)

노심지지배럴 상부 0 20 18 35 35 0

연계점

(증기발생기)
135 116 115 163 162 0

연계점

(핵연료정렬판)
75 159 154 167 157 0

연계점

(노심지지구조물 

상단)

107 130 124 150 141 0

연계점

(측면차폐체)
172 143 130 204 185 0

 b.토양지반

기기위치/연계위치
F1

(KN)

F2

(KN)

F3

(KN)

M1

(KN-m)

M2

(KN-m)

M3

(KN-m)

노심지지배럴 상부 0 11 9 26 19 0

연계점

(증기발생기)
129 83 66 109  89 0

연계점

(핵연료정렬판)
66 150 116 91 79 0

연계점

(노심지지구조물 

상단)

73 95 74 112 90 0

연계점

(측면차폐체)
103 109 90 152 12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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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5-6  노심지지배럴 배관파단하중

기기위치/연계위치
F1

(KN)

F2

(KN)

F3

(KN)

M1

(KN-m)

M2

(KN-m)

M3

(KN-m)

노심지지배럴 상부 0 3 3 5 5 0

연계점

(핵연료정렬판)
15 21 21 27 27 0

연계점

(노심지지구조물 

상단)

5 1 1 3 3 0

3. 상부안내구조물 집합체 

   SMART 원자로집합체에 대한 시간이력해석을 수행하여 암반지반 부지와 

토양지반 부지 안전정지지진과 배관파단으로 인한 원자로집합체의 하중, 

변위 및 가속도 응답을 산출하 다. 그리고, 상부안내구조물 집합체에 대

한 정적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여 정상운전중 상부안내구조물 집합체 각 

부품에 작용하는 최대응력, 최대 응력강도, 최대 변위를 산출하 다. 정

상운전해석을 위한 하중은 자중, 핵연료집합체 및 가압기로부터 부가되는 

하중, 수력하중으로 인한 정적응답하중과 열하중을 고려하 다. 

   이들 해석에서 산출한 응답을 이용하여 상부안내구조물 집합체의 설계

시방서를 위한 초기 설계하중을 표 3.25-7과 표 3.25-8과 같이 산출하

다. 

표 3.25-7  충전판 연결봉 정상운전 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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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5-8  상부안내구조물 집합체 지진하중 

   a. 암반지반

  b. 토양지반

4. 가압기

   가압기에 대한 응력해석 결과에 따라 연계 구조물에 적용되는 설계 하

중을 표 3.25-9로 요약하 으며,그림 3.25-1은 각 하중 및 모멘트의 방향

을 나타내고 있다.제공된 하중 및 모멘트들은 압력하중 및 열하중을 조합

한 것으로 가압기 해석시의 연계 구조의 하중 적용 부위 에 상응하는 전

체 절점 하중 및 절점 모멘트 가운데 가장 큰 값을 선정한 것이다. 따라

서, 하중 적용 부위에 균일하게 분포되는 평균값이 아닌 매우 보수적인 

값이다.

표 3.25-9  가압기 정상운전 하중

연계

구조물

FORCE (lbs) MOMENT (in-lbs) 하중 적용

부위Fx Fy Fz Mx My Mz

환형덮개 46,536 32,892 121,450 24,564 47,706 13,609
Segment

Gate

상부안내

구조물
-60,703 -37,395 -22,572 -6,913 9,079 -13,866

Holddown

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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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Radial)

Y (Tangential)

Z (Vertical)

Fx

Fy

Fz

My

Mx

Mz

그림 3.25-1  가압기에 작용하는 하중 및 모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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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6 절  원자로 압력용기 및 노심지지배럴 피로해석

  원자로 압력용기 및 노심지지배럴의 구조해석을 통하여 구한 응력과 

SMART 원자로의 설계과도조건을 사용하여 응력 및 피로평가를 수행하

다. SMART 원자로의 설계진행이 완전한 설계하중을 확정한 설계상태가 아

니므로 응력 및 피로평가 절차 개발에 중점을 두었으며, 일부 제한적인 

하중 종류에 대하여 응력 및 피로평가를 수행하 다.

1. 원자로 압력용기

가. 설계조건 및 운전조건 D 응력평가

    앞의 유한요소 응력해석을 통해서 계산된 원자로 압력용기 주요부위

의 일차응력을 사용하여 ASME 코드 Section III NB의 허용기준에 따라서 

평가하 다[4]. 압력용기 응력에 관한 코드요건으로서 쉘의 전반적인 일

차막응력강도(Pm)와 국부적인 일차막응력강도(PL)를 평가하 다. 압력에 

의해 발생하는 원자로용기 쉘의 굽힘응력은 이차응력으로 분류되므로 여

기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으나, 피로평가 때 응력강도 범위에 포함하 다. 

(1) 코드요건

    설계조건 및 운전조건 D에서 원자로용기 쉘의 응력면에서 일차응력

(Pm,PL)의 판정기준의 다음과 같다.

   설계조건

   Pm < Sm (NB-3221.1)

   PL < 1.5 Sm (NB-3221.2)

   운전조건 D

   Pm < 0.7 Su (NB-3221.1)

   PL < 1.5(0.7 Su) (NB-3221.2)

(2) 응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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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ART원자로 압력용기의 설계조건 및 운전조건 D에서 용기 쉘의 일차

응력을 평가한 결과, 표 3.26-1에서 보는바와 같이 선정된 평가부위는 설

계압력에 대한 ASME 코드의 허용응력 기준을 모두 만족하고 있으며 원통

쉘 중간부위에서 가장 큰 응력이 발생하며 이의 설계여유도는 약 21%에 

이르고 있다. 운전조건 D조건에서도, 표 3.26-2에서 보는바와 같이 ASME 

코드의 허용응력 기준을 만족하고 있으며 원통쉘 중앙에서 응력이 가장 

크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피로평가

    정상운전조건과 비정상운전조건에서 발생하는 설계기준과도조건에 대

한 열해석과 피로취약부의 설계피로수명을 평가하 다.

(1) 피로해석 방법

    피로해석에서도, 앞에 기술한 바 구조해석에서와 마찬가지로 범용코

드인 ANSYS를 이용하 으며 원자로용기 쉘은 2차원 축대칭 구조해석용 유

한요소 해석 방법을 적용하 다. 피로평가 대상부위는 증기발생기 노즐위

의 실린더 부위이다. 용기의 교번응력에 따른 피로사용계수 평가에는 후

처리화일인 “POSTABL"을 이용하 다. ANSYS 코드 및 후처리프로그램을 이

용한 피로해석 및 평가 흐름도를 그림 3.26-1에 제시하 다.응력 평가 때 

압력, 외부하중, 열적 과도조건에 의한 열응력을 고려하 으며, 온도분포

는 앞에 기술한 과도조건의 열해석 결과를 이용하 다. 조합된 총응력은 

코드요건에 따라서 평가된다.    

(2) 피로평가시 고려사항

    피로 평가에 있어서 특정한 주어진 과도조건에 따라서 시간적으로 변

화하는 압력용기 쉘의 온도와 압력을 고려하며, 해당 응력면의 온도 데이

터는 열해석 결과를 사용하 다.

    지속하중으로서 가열의 마지막단계인 6.222 hr에 1 kips을  적용하고 

이 시간을 기준으로 가열시점 3.1 hr에는 0.5 kips을 사용하고 가열시점 

0 hr에는 0.01 kips을 적용하 다. 냉각률에 따른 하중값은 가열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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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반대이다. 정상운전온도 +20 ℃(+36 ℉)의 압력값은 운전압력(15E6 

Pa)값의 +10 %을 적용하 고, 정상운전온도 -20 ℃(-36 ℉)의 압력값은 

운전압력의 -10 %를 사용하 다. 한편, 가열 때의 압력값은 하중값과 유

사하게 시간을 기준으로 설정하 다.

    지진하중에 의한 피로 효과를 고려하기 위해서 앞에서 계산된 지진하

중을 고려하 으며, 지진하중에 의한 피로효과는 누적피로계수에만 기여

하고 이 하중을 다른 하중들과 조합하지 않는다.

(3) 코드요건

 원자로 압력용기 쉘의 피로평가에 있어서, 아래와 같이 일차 + 이차

응력강도와 일차 + 이차응력강도 + 첨두응력강도로 구성되는 응력강도의 

범위를 평가한다. 

   PL + PB + Q < 3Sm (NB-3222.2) 

   PL + PB + Q + F = 2Sa (NB-3222.4,Figs I-9.0)

 위의 허용기준(3Sm) 요건은, 수 싸이클의 주기응력이 작용한 후에 응

력이 탄성거동으로 정조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이다(국부적으로 불연

속이 심한 부위 또는 열응력이 높은 부위를 제외). 이를 초과하면 코드요

건에 따라 간이 탄소성해석을 수행한다. 즉, 일차 + 이차응력강도에서 열

굽힘하중을 제외한 값이 허용기준(3Sm) 미만이어야 하고 Sa 값에 탄소성벌

칙계수(Ke)를 곱하여 설계피로곡선(Figs I-9.0)에 대입한다. 

(3) 피로평가 결과

 평가 부위는 증기발생기 노즐과 원통쉘의 천이부 응력면이다. 구조물

의 국부적인 불연속 따른 응력집중계수로서, 증기발생기 노즐 위 쉘의 외

면의 응력집중계수 = 2.0을 적용하 다. 원자로의 안전정지지진 하중으로

서 전하중(Full Load)을 적용하 다. 

 평가부위의 일차+이차 응력강도의 평가에 있어서, 축대칭 하중에 의

한 응력과 원주방향 0°, 90°, 180°에서의 비축대칭 하중에 의한 응력

을 각각 조합하여 고려하 다. 증기발생기 노즐과 원통쉘 천이부에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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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응력면의 내․외부에서의 일차+이차 응력강도를 코드요건에 따라 평

가하 다. 그 결과, 평가부위 응력면의 내․외부에서의 누적피로사용계수

를 표 3.26-3에 제시하 다.

 평가 결과, 증기발생기 노즐과 원통쉘 천이부에 코드의 허용기준

(1.0)을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원자로의 가열과 냉각에 

따른 과도조건에 의해 발생하는 응력이 피로사용계수에 지배적인 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반면 안전정지지진 하중에 의한 피로 효

과는 무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후, 원자로 압력용기의 각 부위

에 작용하는 지속하중과 모든 설계기준과도조건이 결정되면 보다 상세한 

설계피로수명 평가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표 3.26-1  원자로 압력용기 설계조건에서의 일차응력 평가

                                                    (단위 : Pa)

범주 절점

S1 S2 S3 응력강도

(Stress

Intensity)

허용기준

(Sm or

1.5 Sm)축대칭
비축대

칭
축대칭

비축대

칭
축대칭

비축대

칭

PL 113-111 0.704E8 11.74 0.151E8 6.45
-0.795E

7
-4.92 0.0784E9 0.276E9

Pm 156-141 0.137E9 7.84 0.643E8 -6.32 -0.80E7 -17.7 0.145E9 0.184E9

PL 371-389 0.443E8 37.11 0.314E8 -2.90
-0.731E

7
-48.73 0.0516E9 0.276E9

Pm 464-507 0.289E8 273.6 0.228E8 91.14
-0.143E

8
-2.82 0.0432E9 0.123E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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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6-2  원자로 압력용기 운전조건 D에서의 일차응력 평가

                                                      (단위 : Pa)

범주 절점

S1 S2 S3 응력강도

(Stress

Intensity)

허용기준

축대칭
비축대

칭
축대칭 비축대칭 축대칭 비축대칭

PL 113-111 0.726E8 0.89E5 0.972E7 9486 -0.81E7 -0.52E5 0.081E9 0.579E9

Pm 156-141 0.137E9 215.2 0.661E8 -0.43E5 -0.80E7 -0.19E6 0.145E9 0.386E9

PL 371-389 0.442E8 0.254E6 0.315E8
-0.107E

6
-0.73E7 -0.46E6 0.052E9 0.579E9

Pm 464-507 0.289E8 0.362E6 0.23E8 0.218E5
-0.143E

8
-0.23E6 0.044E9 0.294E9

표 3.26-3  원자로 압력용기 피로평가 부위의 누적피로사용 계수

  a. 내부

Condition N Sn Sp Ke Sa NA U

D3-C3 500 80.56 101.99 1.02 63.14 2088 0.23942

E1-B1 20 12.39 15.89 1.00 9.49 infinite 0.00000

Usum 0.23942

   b. 외부

Condition N Sn Sp Ke Sa NA U

D3-C3 500 63.53 82.89 1.00 50.15 4350 0.11495

E1-B1 20 7.75 15.70 1.00 9.50 infinite 0.00000

Usum 0.11495

N : 사이클 수 Sn : 1차+2차응력 Sp : 첨두응력

Ke : 계수(ASME NB-3228.5) Sa : 교번응력

NA : 교번응력에 해당하는 S-N곡선 사이클 수



- 448 -

그림 3.26-1  원자로 압력용기의 피로해석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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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심지지배럴

   앞의 정상운전해석, 내진해석 및 배관파단 해석에서 계산된 노심지지

배럴의 응력과 SMART 설계과도조건을 사용하여 응력 및 피로평가를 수행

하 다[89].

가. 설계조건의 정의

    노심지지구조물의 하중조건과 응력한계는 ASME 코드 Sec. III 

Subsec. NG에 정의되어 있다[6]. ASME 코드에서는 설계시방서에서 지정한 

운전하중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운전하중은 발전소의 운전조건에 따

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SMART의 경우 한국표준형 원전의 운전하중 

조건과 유사하다고 간주하 으며, 다음의 사항이 추가적으로 고려되었다.

(1) 운전조건 B

   ㆍ한국표준형 원전에서는 유체유동에 의한 하중에 pump overspeed     

  Type 1은 1.15, Type 2는 1.42의 계수를 적용하 으나,SMART에서 운  

  전조건 B는 운전조건 A에서 계산된 모든 응력의 합에 1.5의 하중수  

  정계수를 곱하여 사용한다

   ㆍSMART에서는 0.3g SSE의 적용에 따라 설계시 OBE를 삭제하 다.

(2) 피로하중

    피로하중을 받는 원자로내부구조물 부품의 설계시 피로하중에 대한 

평가가 수반되어야 한다. 반복적 운전의 해석절차는 ASME NG 3222.4를 따

르며, SMART의 경우 미국 10CFR Part 50, Appendix S에 따라 20회의 SSE 

하중을 피로평가시 고려한다. 

나. 노심지지배럴의 응력평가

    응력평가는 각 운전조건에서 받는 모든 하중을 구조물에 작용시켜 응

력강도을 구하든가 각 방향별 응력성분을 더하여 이것으로 새로 응력강도

를 계산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각각의 하중에 의한 응력강도를 모두 합

하는 것이 더 간단하면서도 보수적이므로 앞에서 계산된 응력강도의 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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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총 응력강도를 구한다. 그리고, 앞의 유한요소모델에서 막응력을 따로 

분리하기 어려우므로 굽힘응력이 포함되어 있는 (막응력+굽힘응력) 값을 

보수적으로 막응력으로 가정하고 막응력의 한계와 비교하 다. 계산 결과

는 표 3.26-6에 정리하 다.

다. 노심지지배럴의 피로해석

    피로해석은 응력변화를 유발시키는 설계기준사건[82] 중에서 기기 그

룹 1의 노심 역을 노심지지배럴의 내부 압력과 온도로 입력하 으며, 기

기 그룹 4의 노드 26을 노심지지배럴의 외부 압력과 온도로 입력하 다. 

압력과 온도의 상세한 자료가 없는 설계기준사건에 대해서는 유사한 설계

기준사건에 보수적으로 포괄하여 계산하 다.

(1) 압력변화에 의한 반복응력강도

    각 설계기준사건에 대하여 노심지지배럴 내외벽의 압력변화 중에서 

내외벽의 압력차가 가장 큰 시점을 최대응력, 내외벽의 압력차가 가장 작

은 시점을 최소응력으로 하여 최대응력과 최소응력의 차를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떤 한 시점의 내외벽의 압력차이를 가지고 앞에서 구한 자중과 

압력차에 의한 정적해석을 이용하여 응력차를 구하 다. 

(2) 온도변화에 의한 반복응력강도

    온도변화에 의한 응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노심지지배럴 내외벽의 온

도차를 구하는 열전달 해석을 수행한 후 열응력 해석을 해야 한다. 그러

나, 노심지지배럴은 내벽이나 외벽의 온도를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열전

달 해석을 할 필요가 없고 간단하게 정적해석을 통하여 응력을 구한다.

(3) 반복응력강도의 정리

    피로평가에 사용되는 반복응력강도(표 3.26-4)는 압력변화에 의한 반

복응력강도와 온도변화에 의한 반복응력강도의 합이다. 가장 큰 반복응력

강도를 보이는 것은 PRDBE 25로 39,742 psi이며, 그 다음으로 큰 것은 

PRDBE 02로 17,623 psi이다. 정상운전중의 모든 설계기준사건에 대한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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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온도, 유량의 거동에 대한 자료가 주어진 것이 아니지만, 자료가 없

는 설계기준사건에서의 반복응력강도를 PRDBE 02와 같다고 보수적으로 생

각할 수 있다. 참고문헌 82의 각 설계기준사건에 대한 발전소 수명기간 

동안 예상횟수에서 PRDBE 01, 25 및 26를 제외한 Normal event는 PRDBE 

02에, Upset event는 SRDBE 20에 보수적으로 포함시켰다. 또한, PRDBE 26

은 PRDBE 25와 유사한 사건으로 판단되어 PRDBE 25에 포함시키고 PRDBE 

01은 횟수가 크므로 따로 분리하 다. 마지막으로, -SSE와 +SSE 사이를 

반복하는 피로하중을 포함시켰다. 그런데, ASME Code NG 3222.4에서는 여

러 유형의 사이클을 중첩시켰을 때 나오는 총 응력차의 범위가 개별 사이

클의 응력차 범위보다도 클 경우에는 이들 사이클의 중첩을 고려해야 한

다고 명시하 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표 3.26-5에 정리하 다.

① 가장 큰 PRDBE 25와 SRDBE 20: n1 = 415번(S = -3,740 ∼ 42,165 psi)

② 다음으로 큰 PRDBE 25와 SSE: n2 = 20번(S = -1,458 ∼ 42,165 psi)

③ 남은 PRDBE 25: n3 = 6,000 - 415 - 20 = 5,565번 (S = 2,423 ∼ 

   42,165 psi)

④ 나머지 중에서 큰 PRDBE 02: n4 = 25,460번(S = 2,537 ∼ 20,123 psi)

⑤ 마지막 PRDBE 01: n5 = 1,600,000번(S = 15,143 ∼ 20,123 psi)

(4) 피로평가 결과

    한국표준형 원전의 노심지지배럴에 쓰인 응력집중계수가 1.0∼2.5 이

므로, SMART 노심지지배럴의 응력집중계수를 2.5로 보고 계산하 다. 또

한 허용사이클 수 N은 ASME 코드의 그림 I-9.2의 그래프를 읽어 선형보간

하 다. 평가 결과는 표 3.26-6에 정리하 으며, 피로누적사용계수는 

0.427으로 1보다 작으므로 피로하중에 대한 ASME 코드 요건을 만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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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6-4  반복응력강도의 정리

Event
압력

(psi)
온도(℉)

반복응력강도

(psi)
횟수(번)

PRDBE 01 10 4,970 4,980 1,600,000

PRDBE 02 47 17,579 17,623 20,000

PRDBE 07 34 13,742 13,776 60

PRDBE 08 25 7,960 7,985 60

PRDBE 09 106 11,376 11,482 60

PRDBE 10 33 17,053 17,086 60

PRDBE 25 363 39,379 39,742 3,000

SRDBE 03 348 14,720 15,068 30

SRDBE 10 353 22,125 22,478 15

SRDBE 16 291 23,245 23,536 30

SRDBE 20 69 30,026 30,095 15

표 3.26-5  중첩을 고려한 사건 분류

유형 최소응력 최대응력 반복응력강도 범위 횟수

1 -3,740 42,165 45,905 415

2 -1,458 42,165 43,623 20

3 2,423 42,165 39,742 5,565

6 2,537 20,123 17,586 25,460

7 15,143 20,123 4,980 1,600,000

표 3.26-6  노심지지배럴의 응력 및 피로 평가

운전조건 응력종류 허용치 응력강도 설계여유도

운전조건 A&B

Pm 14,760 psi 9,365 psi 37%

Pm+Pb 22,140 psi 9,365 psi 58%

Pm+Pb+Q 44,280 psi 24,942 psi 44%

피로누적 1.0 0.427 -

운전조건 D
Pm 35,424 psi 11,205 psi 68%

Pm+Pb 53,136 psi 11,205 psi 79%



제 4 장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및 대외 기여도

     SMART 기계설계 분야에 적용할 기술기준 및 설계요건 확립을 위해 

GDC의 항목별 요건을 SMART 설계 특성 및 현황과 비교하여 그 적용성을 

평가하고 예상되는 문제점 및 추진방안을 도출하 다. 또한 기존 가동중

검사 기술기준을 항목별로 요약하고 SMART의 구조 특성에 따른 적용성을 

평가하 다. 노심 최적화 작업 결과를 반 하고 49개의 제어봉구동장치 

설치를 위하여 원자로 압력용기를 비롯한 내부구조물 전반에 걸친 수정, 

보완작업을 완료하고, 증기발생기 노즐의 압력용기 측면 배치, 주냉각재

펌프 임펠러를 통과하는 냉각재의 유로변경을 수용하여 압력용기, 가압

기, 증기발생기 주변 구조물 등 연계구조물의 설계 변경과 기기 배치를 

완료하 다. 이러한 설계 항목을 반 하여 SMART 원자로집합체의 요소 기

기 싸이징을 완료하고 도면 및 3차원 구조 모델링을 완성하 으며 연구개

발 결과는 설계문서, 계산서, 도면, 기술보고서 등으로 문서화하여 체계

적으로 정리하고 유관 연계분야의 설계업무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 다.

     또한, 설계 진행과정을 반 한 원자로집합체 해석모델을 완성하 으

며 정상상태 해석, 내진해석, 배관파단 해석을 수행하여 기본설계 단계에

서의 구조적 건전성을 확인하 다. 아울러, 설계자 관점에서 제작성을 평

가하고, 핵연료 재장전을 포함한 주요 기기 교체방안을 수립하여 설계 개

발되는 SMART가 제작, 조립, 운전을 통해 구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

다.  

     이상과 같이 계획된 일련의 기본설계 개발업무를 전체 수행일정 및 

추진계획에 비추어 차질 없이 수행함으로써 SMART 원자로집합체 구조설계 

개발의 목표가 성공적으로 달성되었으며, 연구결과 및 방향이 SMART 개발

을 위한 전체적인 개념과 잘 일치하고 있다. SMART 기계설계 업무의 성공

적 수행을 통해 새로운 노형의 원자로 개발을 위한 구조설계 및 해석기술 

축적, 연계업무 처리, 설계관리 능력 확보, 그리고 유기적인 산․연 협동

체계 구축 등의 효과를 달성하 다.





제 5 장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계획

     기본설계개발의 결과로서 SMART 원자로집합체의 구조 모델 및 주요 

기기 요소설계 개발이 완료된 바, 이를 바탕으로 SMART 기술실증용 파일

럿 플랜트(SMART-P) 설계 및 건설을 위한 기반기술로 직접 사용될 것이며 

일체형원자로 및 관련 연계기술과 종합(integration)되어 다양한 목적으

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SMART 개발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해수담수화를 위한 에너지 공급

원, 중소규모 전력생산 및 열병합 발전, 바지 선적의 해상 플랜트 기술과

의 접목 등을 통해 원자력 에너지 활용의 다변화를 이루고 무공해 청정 

에너지원으로서 환경․생태계 보호 및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원자로 설계기술을 한 단계 도약시키고 향후 

새로운 노형의 원자로 개발 및 기술 수출을 위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 연구개발 결과의 주요 활용계획은 다음과 같다.

o SMART 기술실증용 파일럿 플랜트(SMART-P) 설계․건설을 위한 기반

기술 및 데이터베이스로 직접 활용

o 유체로 연성된 구조물의 동특성 해석, 파괴역학적 건전성 평가, 내

진설계 및 배관파단 해석 절차 등은 새로운 노형의 원자로 개발시

에도 동일하게 활용 가능

o 유체-구조물의 부가질량 계산 방법론 및 결과는 원자력 분야 이외

에도 탱크 설계, 해양 구조물 등의 분야에서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

o 핵연료체결기기 아이디어는 인양기, 기중기 등 일반 산업 기기분야

에서도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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