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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구조물 건 성 평가기술 개발

Ⅱ. 연구개발의 목   필요성

  본 연구는 원  구조물의 내진성능  건 성 평가기술을 개발하는 것

을 목 으로 한다. 세부 으로는 내진성능 평가기술과 지진력 감기술의 

개발을 통하여 지진에 비한 원  기기  구조물의 건 성을 확보하는 

것과 격납건물에 한 수치해석기법의 개발과 격납건물 벽체의 괴거동

에 한 실증시험을 통하여 격납건물을 포함한 원  구조물의 건 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 최근 원  부지 부근에서 발견된 단층에 한 활성여부가 논란이 되어 

재 조사가 진행 에 있다. 따라서 이들 단층이 활성으로 명될 경

우 이들 단층에 의해 발생이 상되는 지진  부근에 치한 원 의 

내진안 성에 한 재평가가 필요하다.

○ 국내 지진환경의 변화와 지진학의 발달로 설계지진에 한 재평가가 

필요하며 특히 원 의 수출을 해서는 설계기 의 상향화  세계화

가 필요한 시 에 있다.

○ 원  사고 시 최후의 방벽인 격납건물의 극한내압 성능 평가에 한 

연구가 지속 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비선형 거동을 해석 으로 측하

는 것이 매우 어렵고 해석 방법이나 코드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여주

고 있다. 따라서 리스트 스 콘크리트 구조물의 비선형 응답을 정확

히 측할 수 있는 해석기술  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한 실정에 있

다.

○ 해석에 의한 격납건물의 비선형 거동 측결과를 검증하고 실제 격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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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괴모드를 정확히 측하기 해서는 격납건물에 한 내압실

험이 필요하다. 그러나 실규모의 실험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격납건물 

주요 부 에 한 부분 실험을 통하여 효과 으로 격납건물의 괴거

동을 측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할 수 있다.

Ⅲ. 연구개발의 내용  범

    

  본 연구에서는 효과 인 연구의 진행과 결과의 도출을 하여 4가지 세

부분야로 구분하여 연구를 수행하 다. 각 분야별 연구개발 내용  범

는 다음과 같다. 

○ 내진성능 평가기술 개발

  내진성능 평가기술을 개발하기 하여 1차년도에는 월성 원  부지에 

한 지진 시나리오  인공지진 를 작성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2차년도에는 작성된 시나리오 지진에 한 격납건물  주요 기기의 지진

응답을 실험 으로 평가하 다. 그리고 3차년도에는 실험  연구결과를 

뒷받침하기 하여 격납건물과 주요 기기의 지진해석 모델을 개발하고 시

나리오 지진에 한 지진응답을 해석 으로 평가하 다. 

○ 지진력 감기술 개발

  원  구조물과 기기에 한 지진력 감기술을 개발하기 하여 1차년

도에는 지진력 감 상 기기  구조물을  선정하 으며 기존의 면진시

스템에 한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하여 지진력 감장치의 용기  

설정하 다. 한 지진력 감장치의 동 특성을 평가하여 최  감진장치

의 선정을 한 기 자료를 확보하 다. 2차년도에는 다양한 특성의 입력

운동에 한 진동  실험을 수행함으로써 지진력 감장치의 효율성을 객

으로 평가하 으며 감진 상 기기에 한 용성능을 평가하 다. 3

차년도에는 감진 상기기에 해 가장 합한 지진력 감시스템을 선정

하고 선정된 감진장치의 최 설계를 통하여 실질 인 지진력 감효과를 

평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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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납건물 3차원 해석 모듈 개발

  격납건물의 3차원 해석기법을 개발하기 하여 1차년도에는 3차원 해

석을 한 괴기   차 고체 유한요소를 개발하 으며, 격납건물 

용해석 코드로 개발된 NUCAS와 상용 후처리 도구와의 Interface를 개

발하 다. 2차년도에는 인장강성모델 재평가  라메터를 결정하기 

해 실험결과들을 분석·평가하 으며, 콘크리트 변형연화모델  철근삽입

모델을 개발하 다. 3차년도에는 explicit tendon모델을 개발하 으며, 3

차원 철근콘크리트 유한요소에 한 benchmark test suite를 개발하 다. 

○ 격납건물 벽체의 괴거동 검증

  격납건물 벽체의 괴거동을 실험 으로 검증하기 해 1차년도에는 

통부 시험체의 시험항목  모델을 결정하 으며, 2차년도에는 가력시스

템을 설계·제작하고 라이   벽체 시험체에 한 거동을 평가하 다. 그

리고 3차년도에는 벽체 시험체의 균열거동 실험  출실험을 통하여 인

장력에 한 벽체의 출율을 산정하고 격납건물의 건 성을 평가하 다. 

Ⅳ. 연구개발결과

본 연구를 통하여 얻은 결과를 각 분야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내진성능 평가기술 개발

  - 국내 지진발생 자료와 월성원  부지 부근에서 발견된 단층의 조사자

료를 분석하여 월성원  부지에서의 시나리오지진을 작성한 결과 규

모 6.2∼6.8, 진앙거리 5∼13km 정도로 나타났다.

  - 시나리오 지진에 한 구조물  기기의 실험  응답을 얻기 하여 

진동  실험을 수행한 결과 원 구조물이 큰 진동수 특성을 가짐에 

따라 근거리지진이 구조물에 미치는 향은 설계지진에 비해 작은 것

으로 나타났으나 고진동수 특성을 갖는 확률론  시나리오에 해서

는 큰 층응답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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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동  실험결과를 참고로 하여 월성원  격납건물  주요 기기의 

지진해석 모델을 개발하 으며 이를 이용하여 시나리오 지진에 한 

해석  응답을 평가하 다. 그 결과 실험에서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

주었다. 격납건물의 경우 0.8g 이상에서 설계지진에 해 비선형 거

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확률론  시나리오 지진에 의한 층응답

의 증폭으로 인하여 주요 안 련 기기의 기능  괴에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진력 감기술 개발

  - 국내원 의 지진 PSA 보고서를 토 로 CDF에 민감한 안 련 기기

를 선정한 결과 비상디젤발 기, 소외 원  복수 장탱크 등이 CDF

에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기  비상디젤발 기

와 소외변압기를 면진 상기기로 선정하 다. 이들 기기의 내진성능이 

CDF에 미치는 향을 평가한 결과 디젤발 기의 경우 25%와 50%의 

지진력을 감시켰을 경우 각각 16.2%와 22.3%의 CDF 감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소외변압기의 경우는 25%와 50%의 지진력을 감시

켰을 경우 8.6%와 14.8%의 CDF 감소효과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시나리오 지진, 국내원  설계지진  근거리 지진에 한 진동  실

험결과를 분석하여 3가지 지진력 감장치의 효율성을 평가하고 각각

의 장치를 기기에 용하 을 때의 내진효과를 분석하 다. 분석결과 

천연고무베어링과 고감쇠고무베어링의 경우 약 50%의 지진력 감효

과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FPS와 같은 마찰형 면진장치의 

경우 20%정도의 지진력 감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최종 으로 지진력 감 상기기로는 비상디젤발 기를 선정하 으

며 지진력 감장치로는 강재스 링과 성 퍼를 병용하는 시스템을 

선정하고 설계변수에 한 민감도 분석을 통하여 최 의 변수를 결정

하고 개념설계를 완료하 다. 실제 울진 3,4호기의 비상디젤발 기를 

상으로 하여 개념설계를 수행한 면진시스템을 용하여 지진응답해

석을 수행한 결과 약 45%의 지진력 감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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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납건물 3차원 해석 모듈 개발

  - 콘크리트 괴기 , 실험결과  외국의 실험사례 등을 분석하여 새

로운 콘크리트 괴포락선을 제시하 고 이를 바탕으로 차고체유한

요소를 개발하 다. 이때 포락선의 형태를 결정짓는 매개변수 값으로 

와   을 도출하 다.

  - 격납건물 벽체의 인장 괴실험 결과를 이용하여 인장강성모델을 재평

가하고 라메터를 c=0.2로 결정하 으며 실험결과를 분석하여 콘크

리트 지수함수형태의 변형연화모델을 개발하 다. 이때 콘크리트의 

괴에 지값은 50N/m～200N/m로 선정하 다.

  - 격납건물의 철근과 텐돈을 실제 배근과 유사하게 모델링할 수 있도록 

철근삽입모델과 explicit tendon모델을 개발하 다.

  - 다양한 형태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에 한 3차원 유한요소 

Benchmark Test Suite를 개발완료 하 다.

○ 격납건물 벽체의 괴거동 검증

  - 미국 SNL에서 수행한 격납건물 축소모델 실험결과를 분석하여 벽체

실험의 시험변수를 선정하고 시험체를 설계하 으며 벽체 시험체에 

한 구조해석 결과를 고려하여 가력시스템을 설계·제작하 다.

  - 격납건물 라이  용 부의 괴거동 시험을 수행하 으며 괴 향 

인자  괴거동을 평가하 다.

  - 벽체 통부의 괴거동  출시험 결과를 이용하여 격납건물의 벽

체 괴로 인한 출양상을 분석하고 출률 산정식을 제시하 다.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 원  부지 시나리오 지진 설정  이에 한 지진응답 평가기술은 최

근 논란이 되고 있는 원  부지 주변 단층의 활성여부  국내 지진환

경 변화에 극 이고 신속하게 응할 수 있는 기술로 부지 지진환경 

변화에 따라 원 의 내진안 성을 효과 으로 평가하는데 활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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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기존의 확률론  지진안 성 평가나 주기  안 성 평가에 활

용이 가능하다.

○ 지진력 감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원 의 노심손상 빈도를 획기 으

로 감할 수 있어 내진안 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며 노후 원

을 포함한 가동  원 의 지진취약기기의 보강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다.

○ 리스트 스 콘크리트 구조물의 비선형해석기법  로그램을 활용

하면 원  사고 시 최후의 방벽인 격납건물의 극한 내압능력을 정

확히 평가할 수 있어 격납건물의 안 성을 평가하고 확보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한 추후 구조재의 열화에 한 장기거동 평가 기능을 개

발하여 추가할 경우 노후 원 의 수명연장에 활용할 수 있다.

○ 격납건물 벽체의 괴 메카니즘과 벽체 균열로 인한 출율 산정식 등

은 사고시 격납건물의 괴양상과 방사성 물질의 출 경로  

출량 등을 추정할 수 있으므로 격납건물의 구조  건 성 확보 뿐 아

니라 방사선 환경 향의 평가 등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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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U M M A R Y

Ⅰ. Project Title 

Development of Technology for Structural Integrity Evaluation 

Ⅱ.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a development of seismic safety and 

structural integrity evaluation method of the structures in the Nuclear 

Power Plant (NPP). The purpose of 1st sub-Topic is the development 

and improvement of the seismic safety evaluation methodology for 

the NPP structures and safety related equipments. The purpose of 

second sub-topic is the increasing of structure and equipment seismic 

capacity through the reducing of seismic force. The purpose of third 

sub-topic is the development of 3-D nonlinear finite element analysis 

program for prestressed concrete containment building. The purpose 

of fourth sub-topic is the evaluation of the failure mechanism of 

containment structure, structural capacity and the assessment of 

integrity of containment through the of leakage test. 

○ Recently, quaternary fault segments were found near the nuclear 

power plants site. It is likely that these faults would be identified 

as active ones. So the concern for the seismic safety of nuclear 

power plants is increased. It is necessary to define the probable 

earthquake ground motions for the evaluation of seismic safety of 

nuclear power plant structures and components. 

○ These day, a transition of the domestic seismic environment requi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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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evaluation of the design earthquake and upgrade and 

globalization of the seismic design guideline needed for exports 

of nuclear power plants. 

○ Although the research about the ultimate pressure capacity 

evaluation of a containment performed, it is very difficult 

analysis of the nonlinear behavior. The results of nonlinear 

analysis are fairly dependent on the analysis program. 

Therefore it requires the numerical analysis method for 

nonlinear response of prestresses concrete structures. 

○ An internal pressure test required for the verification of nonlinear 

analysis results and an expectation of the failure mode of 

containment building. However a structural member test is the 

most suitable way because the real scale experiment is impossible. 

Ⅲ. Scope and Contents of Projects 

 

1. Seismic Evaluation Technique 

  Development of Scenario earthquake for Wolsung NPP site is the 

main content of the first year research. The second year, the 

experimental research performed about seismic response of containment 

and major equipments using scenario earthquake. In the third year, the 

seismic responses were evaluated using the numerical method. 

2. Seismic Isolation Technique 

  In the first year, equipments and structures as for an object of 

isolation were selected. The effective evaluation of isolation 

systems using the shaking table test were performed in the second 

year. The third year, a conceptual design of isolation system for 

the equipments was perfor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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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ntainment Analysis Program 

  In the first year, cracking criteria for the concrete in 

tension-tension and tension-compression were developed and the 

tension stiffening model for concrete was determined. Assumed 

natural strain degenerated shell finite elements and embedded 

tendon model were developed in the second year. The last year, 

an explicit tendon was developed and the benchmark test suite for 

the 3D reinforced concrete finite element was determined. 

4. Containment Performance 

  In the first year, the test item and the scale of test model for 

the penetration part of containment test model were decided. The 

second year, design and manufacture of the actuator system and a 

pre-test were performed. The third year, a leakage experiment of 

containment wall model and evaluation of leakage integrity of 

containment were performed. 

Ⅳ. Result of Project 

  The research results are summarized as the research sub-Topic 

as below. 

○ Seismic Evaluation Technique 

  - Scenario earthquakes for Korean nuclear power plant site were 

developed as magnitudes were 6.2~6.8 and the epicenter distances 

were 5~13km. These results come from the domestic earthquake 

data and fault investigation materials near Wolsung NPP site. 

  - Natural frequencies of structures in the NPP site are high level 

vibration characteristic from the shaking table test results of the 

structures and equipments of NPP site. Near fault earthquake 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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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fect to the NPP structures compare to the design earthquake. 

But the scenario earthquake which have high frequency 

contents impose the floor response spectrum. 

  - Seismic response analysis models for Wolsung NPP containment 

and major equipment were developed using the results of the 

shaking table test. Using these numerical models, the evaluation of 

the seismic response for the scenario earthquake was performed. 

The numerical results are similar to the experimental results. The 

containment behaves nonlinear response over 0.8g design 

earthquake. The probabilistic scenario earthquake induced an 

amplification of the floor response spectra (FRS). The amplified 

FRS can make functional failure of the safety related equipments. 

○ Seismic Isolation Technique 

  - An Emergency Diesel Generator (EDG) and Offsite Power (OP) 

were selected for isolation. The isolation of these equipments 

was closely related to the CDF. In case of EDG, 25% and 50% 

decrease of seismic forces make the decreasing of 16.2% and 

22.3%, relatively. In case of OP, a 8.6% and 14.8% of CDF 

decrease using the isolation system. 

  - An effectiveness evaluation of three kinds isolation system 

about the scenario earthquake, design earthquake and typical 

near fault earthquake was performed. As a result, a Natural 

Rubber Bearing (NRB) and High Damping Rubber Bearing 

(HDRB) can reduce 50% of seismic forces and Friction 

Pendulum System (FPS) can reduce 20%. 

  - Finally the EDG was selected for seismic isolation. For the 

isolation system, coil spring and viscous damper system was 

selected. Optimized design parameters were defined using the 

parameter study and a conceptual design was finished. Seismic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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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for the isolated EDG of Ulchin 3&4 unit which was adopted 

for isolation system designed of this study was performed. 

Through the analysis about 45% of seismic forces can reduce 

using the coil spring and viscous damper system. 

○ Containment Analysis Program 

  - The new failure criteria for concrete throughout a literature 

review such as typical failure criteria and experimental results 

were developed. A low-order solid finite element with the new 

failure criteria was also developed. The material parameters 

which are concerned to the shape of the failure surface were 

produced  and    from the experimental results. 

  - The tension stiffening model was reevaluated by the biaxial 

tensile fracture test of containment wall and the tension 

stiffening parameter turned out c=0.2. From the biaxal stress 

tests, the strain softening model for concrete was developed and 

the fracture energy for concrete was in the range 50 to 200N/m. 

  - An embedded reinforcement model and explicit tendon model 

were developed to generate automatically the finite element 

mesh of the steel like prototype containment. 

  - A 3-dimensional benchmark test suite is developed to 

investigate the performance of the finite element for nonlinear 

analysis of various reinforced concrete structures. 

○ Containment Performance 

  - Test parameters of panel test were selected through the 

analysis of small scale containment experiment results of 

performed by SNL. The test panel and actuator system were 

designed by considering the structural analysis results. 

  - A failure test about the welding part of containment liner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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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ed and failure influenced parameters and failure 

behaviors were evaluated. 

  - A failure behavior of penetration hole and leakage test was 

performed. Using these results, analyze a leakage phase and 

present an estimated equation of leakage. 

Ⅴ. Proposal for Application 

○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ccessfully used to define the 

scenario earthquakes and following ground response spectra for 

the reevaluation of seismic safety of the nuclear power plant 

structures and component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to develop the design ground spectra for the new plant site. 

Moreover,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for probabilistic 

seismic hazard analysis and periodic safety evaluation. 

○ The CDF can be greatly decreased using the seismic isolation 

system. It can contribute an increasing of the seismic safety of 

the NPP. Moreover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for 

the retrofit of the deteriorated NPP and nuclear equipment. 

○ The ultimate internal pressure capacity of the containment 

building can precisely evaluated using the nonlinear numerical 

analysis program of prestressed concrete structures. It is very 

useful for the evaluation of the safety of containment building. 

Moreover it can be used for safety assessment of containment 

building with aging material or structural damage. 

○ The ultimate pressure assessment of KSNP containment, basic 

data for containment failure criteria evaluation, basic data for 

design and authorization for containment and the tension failure 

behavior analysis of RC structure were possible for using the 

containment performance 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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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제 1  연구개발의 목

  본 연구는 원  구조물의 내진성능  건 성 평가기술을 개발하는 것

을 목 으로 한다. 세부 으로는 내진성능 평가기술과 지진력 감기술의 

개발을 통하여 지진에 비한 원 의 기기  구조물의 건 성을 확보하

는 것과 격납건물에 한 수치해석기법의 개발과 격납건물 벽체의 괴거

동에 한 실증시험을 통하여 격납건물을 포함한 원  구조물의 건 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제 2  연구개발의 필요성

1. 기술  측면

  원자력발 소의 건 성은 발 소를 구성하는 시스템, 기기  부품, 그리

고 각종 구조물들의 건 성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

다. 한 원 의 건 성은 주요 시스템이나 기기 등에 의해서 좌우될 수도 

있으나 작은 부품 하나의 건 성 여부에 의해서 좌우될 수도 있다. 따라서 

원 의 가동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건/사고  해환경에 하

여 기기  구조물에 한 건 성을 면 히 평가할 필요가 있다.

가동  원 의 내진성능 평가는 IAEA에서 제시한 주기  안 성 평가의 

14개 안 인자  하나로서 미국에서는 원 의 계속운 과 련된 인허가 

갱신에서 필수 분석항목으로 분류되어 있을 정도로 가동  원 의 안 성

을 평가하는 주요 기 의 하나이다. 특히 최근에 실시한 고리 1호기 원

의 PSR 수행결과 기기의 내진성능 검증 항목이 미진한 것으로 나타남

으로써 향후 기기  구조물의 내진성능 평가  향상에 하여 특별한 

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기기  구조물의 지진에 한 손상정도는 지진원의 특성, 지진의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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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앙지로부터의 거리, 부지의 지반특성 등에 따라서 크게 달라진다. 그러

나 재의 내진설계 방법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어 다양한 특성

의 지반운동에 한 안 성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으며 그에 따른 기술의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향후 설계지진 과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진발생 유형에 한 월성  고리 원 의 구조물  기기의 내진 안

성, 내진성능 재평가  보강 는 지진력 감 문제가 안 안으로서 

두될 가능성이 많다. 특히 원 부지 부근에서의 활성단층 유무에 따른 

처방안  기술개발이 시 히 수행되어야 한다. 이와 련하여 IAEA 

공동연구 과제로서근거리 지진에 한 요성(Safety Significance of 

Near Field Earthquakes)에 한 연구가 2002년에 착수되는 등 근거

리 지진에 한 국제 인 심이 높아지고 있다. 

  철근 콘크리트  리스트 스 콘크리트 격납건물의 극한내압 해석  

평가 시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상용 유한요소해석 코드 ABAQUS는 다양

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콘크리트 격납건물의 극한내압 해석에 사용할 

수 있는 콘크리트 인장모델은 제한 이며 콘크리트 균열시 해가 수렴하지 

않는 등의 문제 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외국의 경우에도 별도의 user 

subroutine을 개발하여 ABAQUS 코드의 한계를 해결하거나 독자 인 해

석코드를 개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용코드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구조해석 기술을 지속 으로 개발하기 해서는 독자

인 해석코드의 개발이 필요하다. 격납건물 해석코드를 독자 으로 개발함

으로써 추후에 구조물의 열화  수명 측, 확률론  해석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도구로서의 확장이 용이하며 최종 으로 열화 DB 시스템과 연계

한 원  격납건물의 건 성 평가  수명 리시스템의 구축이 가능하게 

된다.

  리스트 스 콘크리트 격납건물의 거동과 련하여 OECD/NEA에서는 

최근에International Standard Problem on Containment Capacity 

(ISP-48)의 연구를 착수하여 수행 에 있다. 본 로그램의 목 은 최

근까지 NUPEC과 NRC에서 수행한 1:4 격납건물 모형실험 결과에 근거

하여 실제 격납건물의 극한능력을 악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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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산업  측면

  지진은 막 한 인 , 경제  피해뿐만 아니라 부차 인 사회 , 정신  

피해를 가져다 다. 특히 원자력발 소와 같은 국가 기간시설의 피해는 

비록 그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국가의 경제 , 사회 인 혼란을 야기 시

킬 수 있다. 따라서 원 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되지 않고 가동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운 되어야 한다. 

  특히 가동 인 원  구조물  기기의 내진성능을 효과 으로 평가․검
증하여 충분한 성능을 유지함으로써 형사고 는 원 단 사고를 사

에 방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경제  손실을 최소화하거나 방지할 수 

있다. 한 원  설비는 가동 이후 많은 내부  외부 환경요인에 의해 

지속 으로 열화 상이 발생하여 그 목표성능이 지속 으로 하되고 있

으므로 상용 발 인 원 의 가동성과 안 성을 확보하기 하여 열화된 

원  구조물  기기계통의 내진성능을 정량 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술

이 시 히 개발되어야 하겠다.

  원  구조물  기기에 한 내진검증과 주기  안 성 평가를 통해 그 

신뢰성과 운 성을 지속 으로 유지함으로써 원  가동율을 높일 수 있으

며, 내진검증에 필요한 주요 배경기술들을 확보할 수 있다. 이를 토 로 

국내 실정에 합한 개선된 내진기술을 개발하여 해외 기술의존도를 크게 

낮출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한 내진 련 주요 핵심기술의 국내 

자립화로 그동안 가동  원 의 내진성능 평가를 하여 해외자문  기

술도입 등으로 지출되던 호기 당 약 200억원 이상의 경비를 감할 수 

있는 경제  효과가 상된다.

  격납건물의 건 성 평가기술을 확보함으로써 격납건물의 건 성을 정확

하게 평가하고 측함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구조물의 수명 리를 효과

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추후 시 한 문제로 두되고 있는 수명연장에도 

효과 으로 처할 수 있다. 따라서 격납건물의 안 성 유지는 원 의 수

명과 직결되므로 경제 , 산업 으로 단히 요한 치를 차지하고 있

다. 구조물의 건 성 평가기술은 원  이외의 기타 요 산업구조물에의 

안 진단, 수명연장 등에 활용함으로써 그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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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문화  측면

  최근에 규모 7.0 이상의 규모 지진이 미국, 일본, 터어키, 만 등지

에서 연속 으로 발생하고 서남아시아 지역에 발생한 규모 지진해일로 

인해 막 한 인 ·경제  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지진 발생에 

한 사회 인 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재 국내 원 부지 주변에 

치한 단층에 한 조사가 진행 에 있으며 이들 단층에 한 활성여부

가 일부 문가들에 주장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원 부지 부근의 활성

단층 존재 유무는 국가와 온 국민의 요 심사이며 그에 따라 가동 

인 원 의 내진 안 성은 사회 으로 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

에 있다.

  국내의 지진활동을 보면 1978년부터 2000년까지 총 469건의 규모 3이

상의 지진이 발생하 으며 2001년에도 43건의 지진이 발생하 다. 특히 

이 기간 동안 국내원 의 운 기 지진(OBE) 0.1g에 근 한 규모 5의 지

진이 3회 발생하 다. 이러한 지진 발생 기록들을 통계 으로 분석해 보

면 한반도에서의 지진발생빈도가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한반도 

역에 걸쳐서 지진이 발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월성원  부근에 

존재하고 있는 단층의 활성여부는 원 의 지진안 성에 단히 요한 

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에 비한 원  기기  구조물의 내진 안 성 

확보 방안이 시 히 강구되어야 하겠다.

미국 TMI 사고와 구 소련의 체르노빌 원 사고에서 입증된 바와 같이 격

납건물은 규모의 재앙을 사 에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구조체로서 그 

구조  건 성은 원 의 안 성에서 단히 요한 치를 차지하고 있

다. 재 16기의 원 이 가동 에 있고 2020년까지 약 20여기의 원 이 

추가로 건설 정인 상황에서 원 의 안 성에 한 사회  심  요

도는 매우 커지고 있으며, 특히 고리 1호기 등 가동  원 의 사용 년수 

증가에 따른 종합 이며 체계 인 수명 리 책이 필요하다.

특히 가동  원 의 경우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내·외부 환경 인 요인 

 사용기간의 증가에 따라 격납건물의 콘크리트에 균열과 열화 상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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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하여 격납 건 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가 사회의 심사항이 되고 있으

며 국정감사에서도 격납건물의 균열에 한 우려를 표명한 바가 있다. 따

라서 격납건물의 구조  건 성뿐만 아니라 폐기능을 정량 으로 평가

하여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시스템이 시 히 요구되고 

있다.

제 3  연구개발의 범

  효과 인 연구의 진행을 하여 각 분야별로 다음과 같은 연구개발의 

범 를 설정하여 연구를 수행하 다.

1. 내진성능 평가기술 개발

  내진성능 평가기술을 개발하기 하여 1차년도에는 월성 원  부지에 

한 지진 시나리오  인공지진 를 작성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2차년도에는 작성된 시나리오 지진에 한 격납건물  주요 기기의 지진

응답을 실험 으로 평가하 다. 그리고 3차년도에는 실험  연구결과를 

뒷받침하기 하여 격납건물과 주요 기기의 지진해석 모델을 개발하고 시

나리오 지진에 한 지진응답을 해석 으로 평가하 다. 

2. 지진력 감기술 개발

  원  구조물과 기기에 한 지진력 감기술을 개발하기 하여 1차년

도에는 지진력 감 상 기기  구조물을  선정하 으며 기존의 면진시

스템에 한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하여 지진력 감장치의 용기  

설정하 다. 한 지진력 감장치의 동 특성을 평가하여 최  감진장치

의 선정을 한 기 자료를 확보하 다. 2차년도에는 다양한 특성의 입력

운동에 한 진동  실험을 수행함으로써 지진력 감장치의 효율성을 객

으로 평가하 으며 감진 상 기기에 한 용성능을 평가하 다. 3

차년도에는 감진 상기기에 해 가장 합한 지진력 감시스템을 선정

하고 선정된 감진장치의 최 설계를 통하여 실질 인 지진력 감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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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하 다.

3. 격납건물 3차원 해석 모듈 개발

  격납건물의 3차원 해석기법을 개발하기 하여 1차년도에는 3차원 해

석을 한 괴기   차 고체 유한요소를 개발하 으며, 격납건물 

용해석 코드로 개발된 NUCAS와 상용 후처리 도구와의 interface를 개

발하 다. 2차년도에는 인장강성모델 재평가  라메터를 결정하기 

해 실험결과들을 분석·평가하 으며, 콘크리트 변형연화모델  철근삽입

모델을 개발하 다. 3차년도에는 explicit tendon모델을 개발하 으며, 3

차원 철근콘크리트 유한요소에 한 benchmark test suite를 개발하 다. 

4. 격납건물 벽체의 괴거동 검증

  격납건물 벽체의 괴거동을 실험 으로 검증하기 해 1차년도에는 

통부 시험체의 시험항목  모델을 결정하 으며, 2차년도에는 가력시스

템을 설계·제작하고 라이   벽체 시험체에 한 거동을 평가하 다. 그

리고 3차년도에는 벽체 시험체의 균열거동 실험  출실험을 통하여 인

장력에 한 벽체의 출율을 산정하고 격납건물의 건 성을 평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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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황

제 1  국내 기술개발 황

국내에서 원  구조물의 건 성 평가 련 기술 개발은 재까지 부분

인 연구는 수행되어 왔으나 체계 인 연구 로그램의 부족으로 그 성

과가 극히 미미한 상태에 있다. 1999년부터 원자력 장기 연구과제로서 

격납건물 안 성 향상기술 개발과제를 수행함으로써 시 한 안사항 

해결과 기반기술의 축 에 큰 기여를 해 왔다.

원  구조물의 내진성능을 평가하고 확보하기 한 연구는 안 기술원 

 력연구원에서 그동안 포 으로 수행하여 왔다. 미국 EPRI가 주

하는 Hualien 격납건물 축소모델의 지진응답 계측  해석에 한 국제공

동연구에 안 기술원, 력연구원, 학 등이 5년간 참여하여 1998년 1단

계 연구를 종료한 바 있으며 1996년부터 약 3년간 력연구원  원자력

연구소는 국내 원 부지의 확률론  지진재해도평가의 불확실성 감을 

한 연구를 공동으로 수행하 다.

국내에서의 원 기기의 내진안 성을 확보하고 취약기기에 한 내진안

성을 향상시키기 한 하나의 방안인 지진력 감장치에 한 연구는 

보 인 수 으로 이미 지진력 감시스템 설계지침(안)을 확보하고 있

는 일본, 미국과는 큰 차이가 있다. 해석 인 분야는 국내에서 원자력연구

소와 학에서 일부 수행하고 있으나 실험분야는 지진력 감 시스템의 

재료특성실험 연구가 감장치를 생산하고 있는 일부 산업체를 심으로 

수행되고 있고, 진동 를 이용한 실증규모의 실험  연구는 수행되지 않

아 지진력 감 시스템의 구조거동에 련한 실험 데이터의 축 이 무

한 실정이다.

지진에 의한 원 기기의 진동을 최소화하기 한 지진력 감시스템 기

술은 유니슨(주) 등에서 교량에 설치할 목 으로 개발하고 있고, 원자력

(연)에서 원자력시설에 용하기 해 축소모형 지진동 감시스템을 이

용한 실험  연구가 수행된 바 있다. 재는 지진동 감시스템의 재료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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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연구와 재료 모델링에 한 해석  연구가 부분 으로 수행되었다.

구조물의 장기 건 성을 확보하기 한 연구 분야에서는 원자력안 기

술원에서 원  콘크리트의 구조열화 안 성 평가기술 개발을 수행한 바 

있으나 기술 황 분석이 주된 내용이었다. 최근에는 격납건물의 내압성능 

평가  수명 련연구를 착수하 으며 안 규제를 한 격납건물 성능시

험의 국제공동연구에 참여한 바가 있다. 원자력연구소에서는 1997년부터 

원자력연구개발의 일환으로 격납건물의 종합  구조해석을 한 

NONSAP-C 코드  .후처리 코드를 개발하 으며, 제1단계 장기 연

구에서는 격납건물 유한요소 해석 로그램 NUCAS를 개발하 다.

한국 력공사 력연구원에서는 1980년  이후부터 원  콘크리트 구조

물의 열화  건 성 평가와 련한 연구를 수행해 오고 있으며, 원  구

조물에 발생하는 각종 열화 상에 한 메커니즘을 규명하고, 진시험을 

통한 성화, 염해 등의 주요 수명 하요인에 한 수학  모델을 개발함

으로써 수명 리 요소기술 분야에 한 연구를 수행하 으나, 기 단계

로서 련 데이터의 확보가 아직은 미흡한 상태이다. 한, 원자력연구개

발 장기계획사업의 일환으로 수행한 “격납건물 안 성 향상 기술개발

(’99.4～’02.3)” 과제를 통하여 격납건물 열화 D/B 개발, 콘크리트의 일상 

유지 리를 한 열화조사/탐지/평가(비 괴검사기술)에 한 연구가 이루

어졌다.

기타 국내기 의 경우에는 콘크리트 열화 상에 한 부분 인 수학  

모델 개발이나 내구성 평가 분야에 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험

실 수 의 보단계를 벗어나지 못해 원  수명 리와 같은 실무분야에 

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체 으로 원  구조물의 건 성 평가를 한 기반기술의 국내 기술수

은 선진 외국기술의 50～60％ 수 으로서 국내기술의 취약성을 나타내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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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국외 기술개발 황

  미국, 일본 등의 원자력 선진국에서는 원  구조물  기기의 구조  

건 성에 한 연구를 지속 으로 수행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신규 원  

뿐 아니라 기존 원 의 안 성 평가  수명 연장 등과 련하여 구조  

건 성  안 성 평가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노후 된 원

의 수명연장과 련하여 구조물의 열화가 구조  건 성에 미치는 향에 

하여 다각도로 연구가 진행 에 있으며, 일부 기술을 장에 용하여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고리 1호기 등 노후 원

에 한 수명연장을 한 장기 인 건 성 평가가 불가피한 실정에 있

으나 이에 한 연구가 매우 미미한 실정에 있다.

  한 최근 월지진, 경주지진  울진지진 등 비교  큰 규모의 지진

이 한반도에 빈발하고 있으며 월성 단층의 활성여부에 한 논란이 이어

지고 있다. 월성단층이 활성으로 명될 경우 활성단층에 의한 상 발생 

지진의 규모  인근 원 에 미치는 향에 한 우려가 크게 증폭될 것

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 일본 등지에서도 최근 발생한 규모 지진이 도심지에 근 한 지

역에서 발생함에 따라 그 피해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근거리 지

진의 빈발로 인해 과거의 설계기 에 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근

거리 지진에 의한 구조물의 건 성 평가기술 개발 등에 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TMI 사고 이후 격납건물의 사고시 건 성을 확보하기 하여 여러 

나라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미국, 캐나다, 국, 일본 등지에

서는 사고 시 격납건물의 건 성을 평가하기 한 축소모델 실험  

련 해석코드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미국 NRC와 일본 

NUPEC의 주  하에 SNL에서 수행한 바 있는 축소모델 실험과 동시에 

이루어진 Pre & Post Test Analysis Meeting에서 발표한 각국의 측 

결과는 많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리스트 스 콘크리트 구조물

의 비선형 해석기술이 확립되어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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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진성능 평가 기술개발 분야

  Northridge지진(1994), Kobe지진(1995)  Kocaeli지진(1999) 등의 

강진이 발생한 이후 진앙지가 근 한 곳에 있을 경우에 발생되는 근거리 

지진에 한 연구가 미국, 일본을 심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근거리

지진은 지진을 발생시키는 단층활동의 메카니즘과 단층 의 치  방향 

등에 따라 그 특성이 달라지게 되나 고진동수의 펄스타입 성분을 함유하

게 된다. 이러한 지진성분의 특성을 고려한 구조물  기기의 동 거동 

평가에 한 연구가 지속 으로 수행되고 있다.

  미국. 일본 등은 원 의 내진설계  안 성 평가를 해 자국 내에서 

발생하는 역사지진  계기지진을 지속 으로 연구하여 표 응답스펙트럼 

 부지고유의 설계지진 수 을 만들어서 사용하여 왔다. 1997년 3월 미

국의 NRC는 RG 1.165에서 SSE 지진의 결정 차를 폭 수정하 으며, 

미국 동부 지역의 지진특성을 새로이 규명하고 지진재해도를 분석한 후 

RG 1.60의 표  응답스펙트럼의 개정을 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실정

에 있다. 이와 련하여 최근 미국 NRC에서는 원  설계를 한 설계지

반운동을 개발하 다. 새로 제시된 방법에 따라 미국 서부지역과 동부 

지역에 해 스펙트럼을 작성한 결과 동부 지역에서의 스펙트럼 형상이 

고진동수 부분에서 크게 증폭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간정도의 

진동수  진동수 역에서는 상당량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나라의 지반 특성이 미국 동부 지역과 유사한 을 감안하면 스펙트럼 

값이 크게 증폭되는 고진동수 역에 한 구조물  기기의 안 성 평가

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겠다.

  ATC40, FEMA273, UBC(Uniform Building Code) 등의 미국 설계기

과 JRA(Japan Road Association) 등의 일본 설계기 에서는 지진발생 

가능성이 있는 활성단층 주변에 구조물이 치할 경우 구조물의 내진설계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 코드에서는 주로 기존의 표 응답스펙트럼을 

근거리 지진의 향을 고려하여 수정된 스펙트럼을 사용하여 설계하도록 규

정하고 있다. 그러나 근거리 지진으로 인한 비탄성 요구성능을 명확히 반

하지 못하고 있다. 원  구조물  기기는 설계지진을 과하는 지진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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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경우에도 안 성이 확보되어야 하므로 근거리 지진으로 인한 탄성 역에

서의 거동 뿐 아니라 비탄성 역에서의 거동을 명확히 규명하여 내진안

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일본  미국에서는 면진장치가 설치된 구조물에서의 근거리 지진으로 

인한 향을 평가하기 한 연구가 수행된 바 있다. 재의 면진구조 설

계기 에도 근거리 지진으로 인한 향을 명확히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실정에 있어 이에 한 연구가 몇몇 연구자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2. 지진력 감기술 개발 분야

  규모 지진 발생 시 원  구조물  기기의 안 성을 확보하기 한 

방안으로 기본 으로 내진설계개념이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1990년  들

어 지진력에 항할 수 있도록 구조물의 부재를 크고 강하게 하는 내진설

계 개념을 탈피하여 지진으로 인한 지진력이 구조물  기기에 달되는 

정도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면진개념이 개발되어 이에 한 

연구가 지진 다발국가를 심으로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지진 다발국가에서는 10여년 부터 면진장치를 

실제 구조물에 용하여 건설하여 왔다. 특히 일본 고베 지진 시 면진장

치가 설치된 구조물의 효과가 입증된 후 면진장치의 용이 더욱 증가하

다.

  면진장치가 원자력시설에 용된 로는 남아 리카 공화국의 원  격

납건물에 면지장치를 용하여 건설한 경험이 있다. 재까지 보고된 바

로는 20년 이상의 기간이 지 까지 최  건설시의 상태에 가깝게 안정

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어 면진장치에 한 장기 인 사용성을 입증해주고 

있다. 그 외에 랑스의 라하그 재처리시설내 형 사용후핵연료 장조

에 면진장치를 용하여 건설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기에 사용된 면진장치는 주로 천연고무베어링이나 LRB(Laminated 

Rubber Bearing)가 많이 사용되었으며 LRB의 경우에는 재까지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 후 다양한 면진장치가 개발되었거나 개발되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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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다.

  재까지 면진장치는 부분 구조물 기 에 용하는 방식으로 사용되

어 왔으며 구조물 내부나 외부에 설치된 기기의 면진에 한 연구는 매우 

제한 으로 수행되어 왔다. 미국 NCEER(National Center for 

Earthquake Engineering Research)에서는 1994년 컴퓨터가 설치된 층

의 바닥에 면진장치를 용하기 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이 연구에

서는 FPS(Friction Pendulum System)을 사용하 으며 실험  해석 결

과 면진장치의 용으로 인해 컴퓨터 캐비넷이 설치된 바닥에서의 지진동

이 크게 어들었으며 면진된 바닥에 설치된 기기의 안 성을 크게 증가

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기 면진에 한 연구는 미국 EPRI에서 

일부 수행된 바 있다. 이 연구에서는 2층 이상의 건물 내부에 설치된 기

기에 면진장치를 용함으로써 기기의 내진 안 성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기기 면진에 한 체계 인 연구는 일본 원자력연구소에서 약 10여년에 

걸쳐 수행된 바 있다. 이 연구는 SPRA(Seismic Probabilistic Risk 

Assessment) 결과 CDF에 큰 향을 미치는 주요 원  기기들에 한 면

진장치 용을 통하여 원 의 내진안 성 향상과 CDF 감을 목표로 수

행하 다. 1991-1995년까지의 1단계에서는 면진기기의 지진해석을 한 

로그램인 EBISA를 개발하 으며, 1996-2000년까지의 2단계에서는 면

진 기기에 한 실험  로그램 검증을 수행하 다. 이 과정에서 SPRA

에서 외부 원 상실사고를 래하는 변압기에 면진장치를 용하기 한 

용연구가 수행되었다. 변압기에 면진장치를 용할 경우 변압기의 내진

안 성이 크게 증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디젤발 기, DC-MCC, 

AC-MCC 등에 한 용연구도 수행한 바 있으며, 이들 기기에 모두 면

진장치를 용할 경우 면진장치를 용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CDF가 약 

1/100로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나 원  주요 안 계통 기기에 면진장치를 

용할 경우 원 의 내진안 성 향상  CDF 감에 크게 기여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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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격납건물 3차원 해석모듈 개발 분야

  격납건물의 구조  거동  괴 해석을 수행하기 해서 ADINA, 

ANSYS, ABAQUS, MARC 등의 상용구조해석 로그램을 사용하거나 

NONSAP-C등과 같이 상용코드를 수정한 로그램을 사용하기도 한다. 

미국의 경우 벽체모델 실험을 통한 콘크리트 재료모델을 개발하여 

ABAQUS의 UMAT로 활용한 바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ANATEC-C라는 

로그램을 개발하여 철근콘크리트/ 리스트 스 콘크리트 격납건물의 극

한내압 해석에 활용하고 있다.

  랑스의 경우에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비선형 해석 로그램 개발을 

해 10여년의 연구기간과 많은 연구비를 투자하여 독자 인 로그램을 개

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SNL에서 수행한 1/4 격납건물 축소모델 시험의 

Pre-test Analysis Meeting에서 발표된 각국의 자료를 분석해 보면 다양

한 로그램들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부분의 국가에서

는 자체 으로 개발한 독자 인 비선형 해석코드를 확보하고 있으나 우리

나라를 비롯한 일부 몇몇 국가에서는 상용코드인 ABAQUS나 DIANA 등

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동일한 구조물에 하여 동일한 조건에서 각국이 보유하고 있는 로그

램을 이용하여 격납건물의 극한내압해석을 수행한 후 그 결과를 비교한 

SNL의 보고서에 따르면 결과치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부분의 

경우 탄성구간에서는 안정 인 거동을 보여주고 있으나 콘크리트에 균열

이 발생한 후 비선형 구간에서는 각각의 해석결과에 큰 차이가 발생함을 

알 수 있다. 이로 미루어 콘크리트 구조물의 비선형 해석기술은 재까지 

세계 으로도 미확보상태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해 OECD/NEA를 비

롯한 여러 기 에서 콘크리트 구조물의 비선형 유한요소 해석기술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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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격납건물 벽체의 괴거동 검증 분야

  강재 격납건물에 한 실험은 주로 미국의 SNL에서 여러 차례 수행되

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리 원  1&2호기의 경우 강재 격납건물로 되어

있다. 강재 격납건물에 한 극한 내압실험은 5차례, 일본의 NUPEC에서 

1차례 수행된 바 있으며 이들 실험에서 사용된 모델의 축척  특징 등에 

한 사항은 다음의 표 2.1과 같다.

Test Scale Shape
Pressur

e Ratio

Global

Strain at

Failure

Material

SNL SC0
(12/2/82,
12/12/82)

1:32
Cylinder w/ 

hemispherical 
dome

0.93 20% AISI 
1008

SNL SC1

(4/20-21/83)
1:32

Cylinder w/ 
hemispherical 

dome
0.76 6% AISI 

1008

SNL SC2

(7/21/83)

(8/11/83)

1:32

Cylinder w/ 
hoop

stiffeners and 
hemispherical 

dome

0.93

0.97

2.7%

2.5%

AISI 
1008

SNL SC3

(11/30/83)
1:32

Cylinder w/ 
penetrations and 

hemispherical 
dome

0.83 14.5% AISI 
1008

SNL 1:8

(11/15-17

/84)

1:8

Cylinder w/ 
stiffening rings, 
penetrations and 

hemispherical 
dome

4.9 3%
SA516, 

Gr. 70

NUPEC 

SCV

(12/11/96)

1:10 

geom./

1:4 thick.

Improver BWR 
Mark II w/ 

contact 
structure

6.0 2.0%
SPV490, 

SGV480

표 2.1 강재 격납구조물 모델 실험

  철근 콘크리트 격납건물에 한 극한 내압 실험은 1980년  반 미국

의 SNL과 1990년  후반 일본의 NUPEC에서 수행한 바 있다. 과거 격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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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은 주로 철근 콘크리트 격납건물이 많이 사용되었으며 재에도 미국 

등 일부 원자력 선진국에는 많은 수의 철근 콘크리트 격납건물이 존재하

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철근 콘크리트 격납건물은 없다. 그러나 

기본 으로 격납건물의 극한내압 시의 거동을 이해하면 리스트 스 격

납건물의 거동을 측하고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리스트 스 격납건물에 한 극한내압 실험은 앞장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미국, 일본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각각 자국의 격납건물 형태  

특성에 한 극한 내압실험을 수행한 바 있다. 아래의 표 2.2는 외국에서 

실시된 바 있는 리스트 스 콘크리트 격납건물과 련된 실험을 보여주

고 있다.

Test Scale Shape R/t Pressur
e Ratio

Linear 
Material Remarks

Polish 
Model 1:10 (CANDU) 20 1.9 1mm steel

Liner tearing 
and leakage 
esp. around 
penetration

Canadian 
Model 1:14

Gentilly-2: 
4-buttress w/ 
ring buttress

12.6 8.6 None
(hydrostatic)

Vertical and 
hoop tendon 

rupture

Sizewell-B 1:10 Sizewell-B 8.6 2.4
Rubber 
bladder

(Hydrostatic)

Basemat 
bending 
failure

NUPEC 
PCCV 1:4

Large, dry PWR: 
2-buttress cylinder 
w/ hemispherical 

dome

16.5 0.39 SGV410

EPR 
Model

(Civaux 
Test)

- Cylinder, inner 
containment 6.7 0.65

Unlined and 
partial 

composite 
liner

표 2.2  리스트 스 콘크리트 격납건물 축소모델 실험

  격납건물의 축소모델 실험 외에 캐나다에서는 Gentilly-2 type 원 의 

내압성능 평가를 하여 축소모델을 이용한 내압실험과는 별도로 격납건

물의 각 부분을 표할 수 있는 형태의 축소부재를 이용한 인장실험을 수

행한 바 있다. 한 미국 EPRI에서는 극한내압이 작용할 때의 격납건물의 

거동을 평가하기 하여 3단계의 부재실험을 수행하 다. 먼  1단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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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2 두께의 콘크리트 벽체실험  라이  실험을 수행하 으며, 2단계

에서는 통부를 갖는 벽체에 한 인장시험을 수행하 다. 마지막으로 3

단계에서는 구조 인 불연속면을 갖는 부재에 한 거동시험을 수행한 바 

있다. 이상의 수년에 걸친 시험결과를 이용하여 철근콘크리트 재료의 구

성방정식을 도출하고 이를 코드화하여 리스트 스 철근콘크리트 격납건

물의 극한내압 해석에 활용하고 있으며, 최근 완료된 1/4 격납건물 축소

모델에 한 극한내압시험과 같이 개최된 Pre-test Analysis Meeting에

서 이 코드를 이용한 결과를 기 으로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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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결과

제 1  내진성능 평가기술 개발

1. 주요연구내용

  원  구조물의 내진성능 평가기술 개발 분야에서는 국내 원  부지에서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 지진을 확률론  지진재해도 분석  재분해를 통

하여 설정하고 이러한 지진에 한 원  구조물의 지진응답 특성을 실험 

 해석을 통하여 평가하 다. 한 구조물 내부에 설치된 기기의 내진안

성 평가에 필요한 층응답을 평가함으로써 이러한 시나리오 지진이 안

련 주요 기기에 미치는 향을 평가하 다. 

  한 원 의 안 에 향을 미치는 지진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 으로 

처하기 한 지진 응지침을 작성하 다. 지 까지 개발된 지진 응지

침은 체 발 소에 공통 으로 용할 수 있는 것으로 개별 발 소의 시

스템 특성 등이 반 된 개별 발 소에 특화된 지진 응지침의 개발이 필

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진 응지침의 주된 목표가 되고 있는 

PWR 지침을 근간으로 비교  내진성능이 취약한 CANDU 형 원 의 지

진 응지침을 개발하 다.

  내진성능 평가분야에서 수행한 주요 내용을 항목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월성원  부지의 가상 지진 시나리오 도출

- 지진 시나리오별 스펙트럼  인공지진  작성

- 구조물  기기의 시나리오 지진 응답평가 실험

- 구조물  기기의 지진해석 모델 개발

- 구조물  기기의 시나리오 지진 응답 평가

- 월성원  지진 응지침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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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 략

국내 원 부지에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 지진의 도출을 하여 우리나라

에서 발생했던 지진기록과 월성원  부근에서 최근에 발견한 여러 단층들

의 조사결과를 분석하여 월성부지에서 발생 가능한 가상의 시나리오 지진

을 도출하고, 지진 문가들에 의해 제시된 지반운동 감쇄식을 이용하여 

시나리오 지진에 한 지반가속도 스펙트럼을 작성하고 이들 스펙트럼에 

부합되는 인공지진 를 작성하 다.

시나리오 지진에 한 인공지진 를 입력지진으로 사용하여 진동  시

험을 수행하여 격납건물, 보조건물 등의 모델의 시나리오 지진에 한 선

형  비선형 거동을 측정, 분석, 평가하 다.

시나리오 지진에 한 응답 평가 실험결과를 활용하여 격납건물의 지진

해석 모델을 개발하고 시나리오 지진에 한 구조물  기기의 지진응답

을 해석 으로 평가하 다.

확률론  지진재해도에 근거한 확률론  시나리오 지진 작성 방법론은 

일본의 력 앙연구소(CRIEPI)와의 공동연구를 통해서 개발하 다.

지진 응지침 작성에서는 월성원 에 한 확률론  지진안 성 평가 

 주기  안 성 평가 등에 많은 경험을 가진 문가의 자문과 토의를 

통하여 월성원 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지진 응지침을 작성하 다.

3. 연구결과

  가. 월성원  부지의 가상 지진 시나리오 도출

  확률론  시나리오 지진을 작성하기 해 과거 연구소에서 수행한 월성

원  부지에 한 확률론  지진재해도 입력자료를 활용하여 월성원  부

지에 하여 확률론  지진재해도 분석을 수행하고[1] US NRC 

Regulatory Guide 1.165[2]에서 제시하고 있는 통제지진의 산정방법을 

이용하여 지진재해도를 재분해하여 확률론  시나리오 지진을 도출하 다.

확률론  지진재해도의 재분해를 통한 확률론  시나리오 지진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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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는 다음의 그림 3.1과 같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종 인 결과

물인 확률론  시나리오 지진은 기 설정된 년 과 확률에 따라 해당 부지

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진의 규모와 진앙거리로 나타나게 된다.

그림 3.1 확률론  시나리오 지진 결정 차

확률론  시나리오 지진을 설정하기 해서는 먼  해당 부지에 한 

확률론  지진재해도 분석을 수행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과거 원자

력연구소에서 수행한 월성원  부지에 한 확률론  지진재해도 분석을 

한 입력자료를 사용하 다. 지진재해도 분석에는 문가 에 의한 평

가방식을 이용하여 수행하 는데 지진 문가  지진학자로 구성된 4개의 

으로부터 제시된 4종의 우리나라의 지진구역도와 지진학자에 의해 제시

된 지반운동 감쇄식을 이용하여 지진재해도 분석을 수행하 다.

그림 3.2에서는 문가 에 의해 제시된 우리나라 지진구역도의 한 

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역사지진  계

기지진 기록을 평가하고 원 부지 주변을 다수의 면지진구역으로 나 고 

각 지진구역에 한 지진입력자료를 제시하 다. 이와 같이 4개의 문가 

에 의해 제시된 4개의 지진구역도를 지진재해도 분석에 사용하 다.

한 표 3.1에서는 문가에 의해 제시된 지반운동 변수 별로 제시된 

지반운동 감쇄식을 보여주고 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 지반가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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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펙트럼 가속도에 해 각 3개씩의 지반운동 감쇄식을 제시하 으며 

이들 감쇄식 각각에 해 가 치를 부여하여 제시하 다.

그림 3.2 지진 문가 에 의해 제시된 지진구역도 

 

Ground 

Motion 

Measure

Model

#
Description Var.

Minimum 

distance
Weighting etc

PGA

1 South Korea 0.6 0 km 0.5

Sum 

=1

Baag, 1998

2

Central & 

Eastern North 

America

0 km 0.3

Toro, Abrahamson 

and

Schneider, 1997

3 North China 0 km 0.2
Zhixin, Xiaobai

and Jingru 

SA

(Spectral 

Acceleration)

4

Central & 

Eastern North 

America

0 km 0.5

Sum 

=1

Toro, Abrahamson 

and 

Schneider, 1997

5 South Korea 0 km 0.3 Baag, 1998

6
Eastern North 

America
0 km 0.2

Atkinson and

Boore (1995)

표 3.1 지진재해도 해석에 사용된 지반운동 감쇄식[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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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그림 3.3은 이상의 입력자료를 사용하여 수행한 확률론  지진재해

도 분석 결과 산출된 월성원  부지에 한 스펙트럴 재해도 곡선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스펙트럴 재해도 곡선을 진동수별로 재분해하여 확률

론  시나리오 지진을 구하게 되며 이 스펙트럴 재해도 곡선은 등재해도 

스펙트럼  등신뢰도 스펙트럼의 작성에도 활용할 수 있다.

그림 3.3 원 부지에 한 스펙트럴 재해도 곡선

  확률론  지진재해도 분석 결과의 재분해를 통하여 진동수  고진동

수 역에서 지진재해도에 미치는 지진의 규모  거리별 기여도를 평가

하여 확률론  시나리오 지진을 산정할 수 있다. 그림 3.4는 진동수  

고진동수 역에서의 기여도를 지진의 규모  거리에 따라 막 그래 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진동수역에서는 규모 6 - 

6.5, 거리 0 - 10km의 지진 기여도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진동

수역에서는 규모 6-6.5, 거리 10 - 25km 지진의 기여도가 가장 큰 것으

로 나타났다. 두 결과를 종합해 보면 월성원  부지에 향을 미치는 지

진은 부분 25km 이하의 근거리에서 발생한 규모 6 - 6.5의 지진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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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진동수  고진동수 스펙트럴 가속도에 미치는 지지진의 규모 

 거리별 기여도

  

이상의 지진 규모  거리별 기여도를 이용하여 US NRC R.G. 1.165의 

방법에 따라 확률론  지진재해도 분석 결과의 재분해를 통하여 도출한 

월성원  부지의 시나리오 지진은 다음 표 3.2와 같다.

     

1Hz 5-10Hz

M6.4, 9.0km M6.2, 13.0km

표 3.2 월성원  부지의 확률론  시나리오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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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재 인 활성 단층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최 잠재지진을 우리나라

의 단층에 한 재까지의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평가하 다. 활성단층에

서 발생할 수 있는 지진의 규모  최단거리는 외국의 경우 많은 지진자

료를 이용하여 경험 으로 제시된 식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그 편차

가 매우 커 정확한 지진의 규모를 산정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본 연

구에서는 재 일본의 원자력발 소 설계지진 결정에 사용되고 있는 다음

식 (3.1)의 Matsuda의 경험식을 사용하여 산정하 다. 

log 10D=0.6M-4.0                      (3.1)

이 식을 이용하여 월성원  주변에 치한 임의의 단층에서의 수직변

를 토 로 시나리오지진을 작성한 결과는 아래의 표 3.3과 같다. 이 때 

단층의 변 는 1회의 단층 활동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가정하여 산정하

다.

규모 최단거리

M6.8 5.0km

표 3.3 단층변 에 의한 시나리오 지진

  나. 지진 시나리오별 스펙트럼  인공지진  작성

  확률론  지진재해도 분해로부터 산출된 2개의 시나리오 지진(시나리오

지진 1  2)과 단층변 를 기 으로 산정된 시나리오 지진(시나리오지진 

3)에 해 지진재해도 평가 시 사용된 미국 동부지역  서부지역에 해 

제시된 경험식과 국내 부지에 해 제시된 감쇄식을 이용하여 지반응답 

스펙트럼을 작성하 으며 그 결과를 그림 3.5에서 보여주고 있다. 세 시

나리오 지진의 규모  거리가 비슷하여 스펙트럼 형상이 매우 유사한 것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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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시나리오 지진에 한 가속도응답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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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진재해도의 재분해 결과 작성된 시나리오 지진의 진앙거리가 각각 

9km, 13km로 매우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월성원  부근의 단

층에서 지진이 발생할 경우 근거리지진이 가지는 특성을 나타내는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큼으로 인해 최근 발생한 근거리지진 데이터를 이

용하여 근거리 지진의 특성을 평가하 다. 근거리 지진은 주로 지진 발생 

기에 장주기의 큰 속도성분을 갖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큰 에

지를 가지고 있어 구조물에 큰 피해를 야기하게 된다. 근거리 지진의 지

진 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 방향성 : 단층활동 방향에 치한 부지에서의 큰 지진동 발생

  · 지진운동 성분 : 단층과 수직한 방향으로의 지진동이 크게 발생

  · 상반(Hanging Wall)의 향 : Dip-Slip 단층에서 상반에서 큰 지진동

발생

  본 연구에서는 만의 Chi-Chi 지진 시 계측된 지진기록 20여개를 

치별로 선정하여 각종 근거리 지진의 특성을 탄성응답스펙트럼  비탄성 

응답스펙트럼 분석을 통하여 평가하 으며 원거리 지진과의 특성 비교를 

수행하 다. 그림 3.6은 근거리지진의 가속도응답 스펙트럼  속도응답

스펙트럼의 평균 스펙트럼과 우리나라 원 의 설계에 주로 사용되고 있는 

표 응답 스펙트럼(US NRC Reg. Guide 1.60 스펙트럼)을 비교하여 보

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근거리지진에 의한 가속도  속

도 응답이 진동수 역에서 표 응답스펙트럼에 비해 매우 크게 나타났

으며 고진동수 역에서는 표 응답스펙트럼이 매우 크게 나타났다. 이는 

표 응답 스펙트럼으로 설계된 구조물이라 하더라도 진동수 구조물의 

경우 큰 손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일반

인 근거리 지진의 특성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나라 원 의 구

조물  기기 설계 시에도 이러한 향을 반 하여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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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근거리지진의 평균 탄성응답 

스펙트럼과 설계응답스펙트럼과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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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작성된 시나리오지진에의 응답스펙트럼에 근거리지진의 특성을 반

하기 하여 가속도 응답스펙트럼 수정계수를 이용하 다. 가속도 응답

스펙트럼 수정계수는 지 까지 발생한 각국의 근거리지진 기록을 분석하

여 경험 으로 제시된 것으로 각 진동수별 수정계수는 아래의 그림 3.7과 

같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3Hz 이하의 진동수 성분에서 스펙트럼

값의 증폭이 이루어지며 3Hz 이상에서는 유사한 값을 갖는다.

그림 3.7 진동수에 따른 응답스펙트럼 수정계수

  다음 그림 3.8은 이상의 가속도 응답스펙트럼 수정계수를 용하여 시

나리오 지진에 한 가속도응답 스펙트럼을 수정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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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근거리 지진을 고려한 시나리오지진의 응답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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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물의 내진설계  해석을 해서는 응답스펙트럼 뿐 아니라 가속도 

시간이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작성된 시나리오 지진 가속도 응답스펙트럼

에 부합되는 인공지진 가속도 시간이력을 SIMQKE을 이용하여 근거리지

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와 고려한 경우에 해 작성하 다. 아래 

그림 3.9는 두 가지 경우의 스펙트럼에 해 작성된 가속도 시간이력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근거리 지진의 특성을 반 한 

경우의 시간이력에서 장주기 성분이 뚜렷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그림 3.9 시나리오지진에 한 인공지진 가속도 시간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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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시나리오 지진에 한 구조물  기기의 실험  응답

  지진동 특성에 따른 원 구조물의 지진응답 특성을 평가하기 해 원  

격납건물의 고유진동수와 유사한 철골 임 구조물을 설계 제작하여 실

험을 수행하 다.

  설계한 실험모델에 한 동특성을 평가하기 해 3차원 해석모델을 이

용하여 고유진동수 해석을 수행한 결과 1차 고유진동수가 4.7Hz로 나타

나 실제 원  격납건물의 고유진동수와 잘 일치하고 있음을 확인하 다. 

아래 그림 3.10에서는 진동수 특성을 평가하기 한 3차원 유한요소 모델

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3.10 실험모델의 고유치해석을 한 해석모델

  그림 3.11은 진동  실험을 한 실험 모델의 제원  진동 에 설치된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험에 사용한 모델은 

철제 이 와 철 으로 제작된 4층 임 구조물로 각 층의 높이는 

0.5m 이다. 각 층의 바닥  철 은 실험모델과 실제 격납건물의 고유진동

수가 일치하도록 그 두께를 조 하여 설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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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실험모델의 제원  진동 에 설치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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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동  실험을 한 입력지진으로 시나리오 지진의 응답스펙트럼에 부

합되는 인공지진 가속도 시간이력과 실제 근거리 지진기록인 만 

Chi-Chi 지진시 계측된 지진기록 (계측  : TCU051)을 선정하 으며 설

계응답과의 비교를 하여 US NRC R.G. 1.60[4]의 표  설계응답 스펙

트럼에 부합하는 설계 가속도 시간이력을 입력지진으로 선정하 다.

  아래 그림 3.12는 진동  실험에 사용한 입력지진동의 가속도 시간이력

을 보여주고 있다.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근거리지진(Chi-Chi 지

진기록)에는 기에 큰 펄스형태의 지반운동을 보여주고 있으며 시나리오 

지진의 경우 고진동수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12 입력지진의 가속도 시간이력

  이들 가속도 시간이력에 한 진동수 특성을 평가하기 해 그림 3.13

에 세 입력지진동에 한 방향성분별 가속도 지반응답 스펙트럼을 비교하

여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 지진동이 서로 다른 우세한 

진동수 역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설계지진의 경우 원  

구조물이 분포하는 2 - 10Hz 구간에서 크게 증폭되고 있으나 시나리오지

진의 경우 10Hz 이상에서 설계지진에 비해 크게 증폭되는 것으로 나타났

다. 한 근거리 지진의 경우 진동수 역에서 매우 크게 증폭되고 있

으며 1Hz 부근에서 최 값을 나타내고 있다.



- 33 -

그림 3.13 입력지진의 응답스펙트럼 비교

  모델 구조물에 해 앞서 선정된 3종의 입력지진에 해 가속도 수 별

로 1D, 2D  3D의 입력지진에 한 응답실험을 수행하 다. 진동  실

험 시 모델 구조물의 고유진동수 추정  실험 단계 후의 손상여부를 

단하기 하여 실험   각 단계 사이에 백색잡음 를 이용한 랜덤진동 

실험을 수행하 다. 

  모델 구조물의 각종 지진입력에 한 응답  진동수 추정을 하여 지

진 크기를 증가시켜 가면서 총 18회의 가진실험을 수행하 다.

  지진응답 측정은 가속도계, 변 계  변형율계를 이용하여 모델 구조

물의 층별 3방향(수평 2방향  수직) 가속도, 1층의 수평변   변형율

을 각 실험 단계별로 측정하 다(가속도계 : 15, 변 계 : 1, 변형율계 : 

2).

  모델 구조물의 고유진동수 추정  실험 단계 후의 손상여부를 단하

기 한 백색잡음 를 이용한 랜덤진동 실험결과를 그림 3.14에 나타내었

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조물의 단계별 실험에서 고유진동수의 변

화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해석  실험에 의한 진동수는 아

래의 표와 같다. 표 3.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험에 의해 추정된 모델의 

진동수가 비해석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체 으로 약간 낮게 산

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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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
Frequency (Hz)

Analysis Test

1st Mode 4.7 4.1

2nd Mode 13.7 12.7

3rd Mode 21.5 19.9

4th Mode 27.0 25.0

그림 3.14 랜던진동 실험에 의한 달함수  Phase Angle[5]

표 3.4 비해석  랜덤진동 실험에 의한 진동수 비교

  모델구조물에 한 가속도응답 계측결과 시나리오 지진이나 근거리 지

진(Chi-Chi 지진)에 의한 응답에 비해 국내원  설계지진(NRC)에 의한 

응답이 가장 크게 나타나 원  구조물의 경우 비교  보수 으로 설계되

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3.15는 최 가속도 응답을 입력지진

의 크기를 1g로 정규화 하 을 경우의 각 층에서의 응답을 비교하여 보여

주고 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설계지진의 응답이 체 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근거리지진에 의한 가속도 응답이 가장 작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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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 1g로 정규화된 평균가속도응답의 비교

  변 응답의 경우 NRC 스펙트럼에 의한 값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변

형률의 경우 항복변형률을 0.003으로 가정했을 때 NRC스펙트럼이나 시

나리오 지진의 경우 0.5g 이상에서 비선형 거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  내부에 설치된 주요 기기의 내진설계  해석 등에 사용되는 층응

답을 평가하기 해 입력지진동에 따른 층응답스펙트럼을 평가한 결과 그

림 3.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분의 원  구조물이 치하고 있는 

1-10Hz 구간에서는 NRC 스펙트럼에 의한 층응답이 가장 큰 것으로 나

타났으나 원  기기가 치하고 있는 10Hz 이상의 구간에서는 시나리오 

지진의 고차진동 모드에 의한 층응답 증폭이 매우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구조물의 내진안 성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원  구조물의 경우 비교  보

수 으로 설계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 원 부지의 특성  

지진동 특성을 고려한 시나리오 지진에 해 고진동수 역에서의 층응답

이 매우 크므로 구조물 내부에 설치된 기기의 내진안 성에 한 재검토

가 필요할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구조물 내부에 설치된 기기기

의 경우 기능  괴모드가 고진동수 지진동에 매우 민감하므로 이에 

한 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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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 스펙트럴 가속도비에 의해 수정된 층응답스펙트럼 비교



- 37 -

  모델구조물에 한 가속도응답 계측결과 시나리오지진이나 Chi-Chi 지

진에 의한 응답에 비해 NRC 지진에 의한 응답이 가장 크게 나타나 원  

구조물의 경우 비교  보수 으로 설계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변

응답의 경우 역시 NRC 지진에 의한 값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변형율

의 경우 NRC 지진이나 시나리오 지진의 경우 0.5g 이상에서 비선형 거동

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력지진동에 따른 층응답스펙트럼을 평가한 결과 부분의 원  구조

물이 치하고 있는 1 - 10Hz 구간에서는 NRC 지진에 의한 층응답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원  기기가 치하고 있는 10Hz 이상의 구

간에서는 시나리오 지진의 고차진동 모드에 의한 층응답 증폭이 매우 크

게 나타났다. 따라서 구조물의 내진안 성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원  구

조물의 경우 비교  보수 으로 설계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 

원  부지의 특성  우리나라 지진동 특성을 고려한 시나리오 지진에 의

한 고진동수 역에서의 층응답이 매우 커 원  내부에 설치된 기기의 내

진안 성에 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원  내부에 설치된 기기기의 경우 기능  괴모드가 고진동수 

지진동에 매우 민감하므로 이에 한 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라. 구조물  기기의 지진해석 모델 개발

  진동  실험은 설계모델  진동 의 제약으로 인해 충분한 비선형거동

을 악하기에는 곤란하다. 따라서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 갖는 강지진

동 하에서의 비선형 거동 특성을 평가하기 하여 비선형 지진응답 해석

을 수행하 다. 

  비선형 지진해석은 선형해석에 비해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철근 콘크리

트 구조의 이력특성을 정확히 모델링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여 월성원

 격납건물의 비선형 지진응답 해석 수행을 한 집 질량 모델  비선

형 재료모델을 개발하 다.

  월성원  격납건물은 표 형 원  등과는 달리 격납건물 상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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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using water를 보유하기 한 내부 돔과 dousing frame이 설치되어 

있어 집 질량 모델에서는 이들 질량의 치  크기를 고려하여 집 질

량 모델에 분포시켰다. 아래 그림 3.17과 그림 3.18에서 월성원 의 격납

건물 해석을 한 집 질량 모델을 보여주고 있으며 집 질량 모델의 타

당성을 평가하기 한 3차원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3.17 격납건물 집 질량 모델    

 

그림 3.18 동특성 평가를 한 3차원 해석모델



- 39 -

  집 질량 모델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해 의 그림과 같이 MIDAS로 

3차원 격납건물 모델을 작성하여 고유진동수 해석을 수행하고 집 질량 

모델에 의한 고유진동수를 비교한 결과 3차원모델에서는 3.86Hz로 나타

났으며 집 질량 모델에서는 3.84Hz로 나타나 서로 잘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집 질량 모델을 이용하여 지진응답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 

타당함을 확인하 다. 아래 그림 3.19는 3차원 모델  집 질량 모델의 

1차 모드  고유진동수를 각각 보여주고 있다.

그림 3.19 모델에 따른 1차 고유모드  진동수

  본 연구에서는 원  내부에 설치된 안 련 기기의 내진안 성을 평가

하기 하여 표 인 원  안 련 기기의 내진해석 모델을 작성하

다. 일반 으로 원 기기의 경우 기기의 설치장소나 구조물과의 연성여부

에 따라 1질 의 단자유도계 모델이나 다질  모델 는 유한요소모델을 

사용하여 해석한다. 표 3.5에서는 각종 기기의 내진해석, 설계  검증에 

사용되는 일반 인 내진해석모델을 특성별로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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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장소

진동모델

상 

구조물과 연성 설계응답해석에서의 모델

구조물 내부
비연성

1질  모델 펌

다질  모델 배 계

연성

다질  모델 압력용기

구조물 외부

1질  모델 복수 장탱크

다질  모델 기동변압기

지하 FEM 모델 취수 pit

표 3.5 설치장소나 구조물 연계 여부에 따른 기기의 해석모델

  원  안 련 기기의 지진응답 해석을 해 원  기기  표 인 안

련 기기로 유체 장 탱크, 기캐비넷  펌 를 선정하고 이들에 

한 내진해석 모델을 작성하여 지진응답을 평가하 다.

유체 장 탱크의 쉘 구조는 집 질량 모델로 작성하 으며 내부 유체는 

Housner[6]에 의해 제시된 방법에 따라 impulsive mass와 convective 

mass를 산정한 후 각각을 Rigid Link와 스 링으로 벽체에 연결하는 방

법으로 작성하 다. 이러한 방법은 기존 탱크 벽체를 강체로 가정하여 설

계한 경우에 비해 벽체의 유연성을 고려하여 해석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지진응답을 구할 수 있다. 그림 3.20은 유체 장 탱크의 모델링 방법을 

보여주고 있다. 기캐비넷은 3차원 요소로 모델링하 으며 펌 의 경

우 구조물의 강성이 매우 커 일반 으로 사용하는 단자유도 구조물로 모

델링하여 격납건물에 Rigid Link로 연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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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0 유체 장탱크 지진해석 모델

  마. 구조물  기기의 시나리오 지진응답  평가

  격납건물의 비선형 시간이력 해석을 해서는 비선형 재료모델이 필요

하다. 본 연구에서는 월성원  격납건물의 비선형 지진응답 해석 수행을 

해 리스트 스 콘크리트 구조물의 tri-linear skeleton curve를 산정

하고 비선형 이력거동 특성을 모사할 수 있는 최  지향 이력모델을 이

용하여 해석을 수행하 다. 그림 3.21은 해석에 사용된 tri-linear 

skeleton curve와 이력모델을 보여주고 있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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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골격곡선

(b) 이력모델

그림 3.21 비선형 지진해석을 한 골격곡선  이력모델[7]



- 43 -

  격납건물의 비선형 지진응답 해석 수행을 한 입력지진으로는 진동

실험에서와 마찬가지로 확률론  시나리오 지진과 US NRC 표 응답 스

펙트럼에 부합하는 인공 가속도 시간이력과 30개의 근거리 지진기록을 선

정하 다. 하나의 지진기록으로 근거리 지진의 특성을 표하기에는 무리

가 있어 다양한 근거리 지진을 선정하여 해석에 사용하 다. 해석에 사용

한 근거리 지진의 종류와 특성을 표 3.6에서 보여주고 있으며 이들 지진

기록의 응답스펙트럼을 아래 그림 3.22에 나타내었다.

그림 3.22 해석에 사용한 근거리 지진의 응답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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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rthquake Date Station
Closest to 

Fault 
Rupture(km)

Closest to Surface 
Projection of 
Rupture(km)

M PGA
(g)

PGV
(kine)

Coyote Lake 1979-08-06 57383 Gilroy Array#6 3.10 1.20 5.7 0.434 49.2

Duzce, Turkey 1999-11-12 Duzce 8.20 8.20 7.1 0.535 83.5

Erzincan, Turkey 1992-03-13 95 Erzincan 2.00 6.9 0.515 83.9

Gazli, USSR 1976-05-17 9201 Karakyr 6.8 0.608 65.4

Imperial Valley 1979-10-15 955 El Centro Array #4 4.20 6.80 6.5 0.360 76.6

Imperial Valley 1979-10-15 952 El Centro Array #5 1.00 4.00 6.5 0.379 90.5

Imperial Valley 1979-10-15 942 El Centro Array #6 1.00 1.30 6.5 0.439 109.8

Kobe 1995-01-16 0 Takarazuka 1.20 6.9 0.694 85.3

Kocaeli, Turkey 1999-08-17 Arcelik 17.00 17.00 7.4 0.149 39.5

Kocaeli, Turkey 1999-08-17 Sakarya 3.10 3.10 7.4 0.376 79.5

Kocaeli, Turkey 1999-08-17 Yarimca 2.60 2.60 7.4 0.268 65.7

Landers 1992-06-28 24 Lucerne 1.10 7.3 0.721 97.6

Loma Prieta 1989-10-18 16 LGPC 6.10 6.9 0.605 51.0

Loma Prieta 1989-10-18 58065 Saratoga - Aloha Ave 13.00 11.70 6.9 0.324 42.6

Morgan Hill 1984-04-24 57191 Halls Valley 3.40 6.2 0.312 39.4

N.Palm Springs 1986-07-08 12149 Desert Hot Springs 8.00 6.0 0.331 29.5

N.Palm Springs 1986-07-08 5070 North Palm Springs 8.20 6.0 0.594 73.3

Northridge 1994-01-17 0655 Jensen Filter Plant 6.20 6.7 0.424 106.2

Northridge 1994-01-17 77 Rinaldi Receiving Sta 7.10 6.7 0.838 166.1

Northridge 1994-01-17 74 Sylmar - Converter Sta 6.20 0.20 6.7 0.612 117.4

Parkfield 1966-06-28 1013 Cholame #2 0.10 6.60 6.1 0.476 75.1

San Fernando 1971-02-09 279 Pacoima Dam 2.80 6.6 1.226 112.5

SuperStition Hills 1987-11-24 01335 El Centro Imp. Co. Cent 13.90 6.7 0.358 46.4

SuperStition Hills 1987-11-24 5051 Parachute Test Site 0.70 6.7 0.455 112.0

Tabas, Iran 1978-09-16 9101 Tabas 7.4 0.852 121.4

Whittier Narrows 1987-10-01 14368 Downey - Co Maint Bldg 18.30 6.0 0.221 28.8

Whittier Narrows 1987-10-01 634 Norwalk - Imp Hwy, S Grnd 17.10 6.0 0.248 20.7

Chi-Chi, Taiwan 1999-09-20 TCU052 0.24 0.06 7.6 0.419 118.4

Chi-Chi, Taiwan 1999-09-20 TCU068 1.09 0.50 7.6 0.462 263.1

Chi-Chi, Taiwan 1999-09-20 TCU075 1.49 1.49 7.6 0.333 88.3

표 3.6 해석에 사용한 근거리지진의 종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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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납건물의 입력지진 특성  지진동 강도의 크기에 따른 응답을 평가

하기 해 각각의 입력지진에 해 0.1g부터 1.8g 까지 단계별로 해석을 

수행하여 가속도, 변   단력을 평가하 다.

  그림 3.23  그림 3.24에 입력지진동의 종류  지진동 크기에 따른 

격납건물 상부에서의 가속도 응답  변 응답의 최 값을 비교하여 보여

주고 있다. 이때 근거리 지진에 의한 응답은 체응답의 평균값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속도응답은 NRC 지진에 의한 값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시나리오지진과 근거리지진에 의한 응답은 매우 유

사하게 나타났다. 한 체 으로 최 가속도는 지진의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선형 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변 응답의 경우 지

진의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격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특

히 NRC 지진에 의한 변 증가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는 격납건물의 

비선형 거동에 의해 나타나는 것으로 선형 으로 증가하는 가속도에 의해 

격납건물의 안 성을 평가하는 기존의 방법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

이다.

그림 3.23 입력지진의 종류  크기에 따른 가속도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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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 입력지진의 종류  크기에 따른 가속도  변 응답

  근거리지진에 의한 변 응답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다. 그림 3.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지진의 지진동 수 별 응답의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

났으며 이는 각각의 지진동이 가지는 진동수 특성에 따라 그 응답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 그림 3.26에서는 NRC 입력지진에 

의한 격납건물 하부에서의 단력-변  이력곡선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진입력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 큰 비선형 거동특성

을 보여주고 있다.



- 47 -

   그림 3.25 근거리지진에 의한 변 응답

    

그림 3.26 단력-변  이력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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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기 설계  평가를 한 구조물의 층응답을 평가하 다. 입력지진의 

종류에 따른 격납건물 상부에서의 층응답 스펙트럼을 그림 3.27에서 보여

주고 있다. 0.2g PGA 입력지진에 한 층응답에서는 NRC지진에 의한 층

응답이 10Hz 이하 구간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으나 10Hz 이상의 고진동

수 구간에서는 시나리오 지진에 의한 응답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특히 

20Hz 부근에서는 시나리오 지진에 의한 층응답이 크게 증폭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g PGA의 입력지진에서는 6Hz 이하 구간에서는 NRC 지진에 의한 

층응답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나 6Hz 이상의 고진동수 역에서는 시나리

오 지진에 의한 응답이 가장 크게 증폭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진

동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 NRC 지진의 경우 격납건물이 비선형 거동을 하

게 됨에 따라 가속도 응답의 증폭이 상 으로 작아지기 때문에 나타나

는 상이다. 따라서 건물 내부에 설치되는 안 련 기기의 경우 지진동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시나리오 지진에 의한 향이 크게 증가함을 알 수 

있다. 

  근거리 지진에 의한 층응답은 지진동의 크기에 계없이 진동수 역

에서 크게 나타났으나 고진동수 역에서는 비교  작게 나타났다. 이는 

근거리 지진이 가지는 진동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격납구조물이 비교  

고진동수 특성을 가짐으로 인해 근거리 지진의 향이 크지 않음을 보여

주고 있다.

  최 응답이 나타나는 진동수가 지진입력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진동

수 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구조물의 비선형 거동에 따

라 구조물의 유효강성이 감소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상으로 동일한 기기

의 내진안 성 평가에서 지진크기에 따른 내진여유도 평가 시에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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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0.2g PGA

     (b) 1.8g PGA

    그림 3.27 격납건물 상부에서의 층응답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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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련 기기의 지진동 입력에 따른 응답을 평가하기 해 앞서 기술

한 바와 같이 표 인 3종의 기기를 선정하여 지진응답을 수행하 다. 

기기응답 평가를 수행한 기기의 종류  특성을 아래의 표 3.7에 나열하

다. 입력지진으로는 NRC, 시나리오 지진  근거리지진  격납건물의 

응답 평균값과 유사한 응답을 주는 지진기록을 택하여 해석을 수행하

다.

기기명 괴모드 고유진동수 Check point 해석방법 해석코드

Cabinet Functional 8.66Hz
Acceleration 

amplification
시간이력해석 MIDAS

Tank Anchorage 6Hz
단력/모멘트 

등
시간이력해석 MIDAS

Pump

Anchorage

or

Functional

20Hz

Acceleration 

amplification

단력/모멘트

시간이력해석 MIDAS

표 3.7 해석 상 기기의 종류  특성

  기캐비넷의 주요 괴모드는 캐비넷 자체의 구조 인 괴나 기  연

결부 용 괴나 앵커의 괴 보다는 기캐비넷의 후면 이나 내부  

는 내부 임에 부착된 계 기 등의 기능  괴가 지배 인 괴모

드가 된다. 따라서 일반 으로 기캐비넷의 주요 진동수는 체 인 거

동에 따른 진동모드 보다는 계 기 등이 설치된 부분의 국부 인 진동모

드에 의해 지배되는 것이 일반 이다. 그림 3.28에 기캐비넷의 치별 

진동모드 형상  진동수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

요 진동모드는 국부 인 진동모드에 의해 나타나며 기캐비넷의 내진안

성은 동일한 캐비넷이라 하더라도 계 기 등이 부착된 치에 따라 달

라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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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차 모드(8.66Hz)

    (b) 2차모드(10.12Hz)                (c) 3차모드

그림 3.28 기 캐비넷의 주요 진동 모드                     

  그림 3.29는 임의 치에 설치된 캐비넷의 부분 별 가속도응답 스펙트

럼을 보여주고 있다. 이 때 입력지진은 캐비넷이 설치된 치에서의 구조

물의 층응답 가속도 시간이력을 사용하 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캐

비넷의 치에 따라 응답의 형상  크기가 크게 달라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캐비넷의 내진안 성은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특히 계 기 등의 기능  괴성능 평가 시 이러한 스펙트럼을 사용하여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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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앞문

     (b) 후면

     (c) 내부 임

     그림 3.29 기캐비넷의 부분별 가속도응답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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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체 장 탱크에 한 지진해석은 지반 상에 설치된 탱크를 집 질량 

모델로 작성하고 내부 유체를 Housner 방식에 따라 impulsive mass와 

convective mass로 나 어 벽체에 부가하는 방식으로 모델링하여 수행하

다. 아래 그림 3.30은 탱크의 집 질량 모델을 평가하기 해 작성된 3

차원 탱크 모델과 집 질량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3.30 동특성 추정을 한 유체 장조의 3차원 모델 

 집 질량 모델

  아래 표 3.8에 입력지진의 PGA를 0.2g로 하 을 경우의 탱크 하단에서

의 단력과 모멘트를 보여주고 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NRC 지진

에 의한 응답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근거리 지진에 의한 응답이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입력지진 최 단력(tonf) 최 모멘트(tonf-m)

NRC 606.8 3,604.2

PBSE 394.6 2,349.3

근거리지진 448.4 2,665.2

표 3.8 유체 장탱크의 지진해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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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의 탱크 설계에서 탱크 벽면을 강체로 가정하여 산정하는 경우 탱

크 벽면의 유연성으로 인한 향이 고려되지 않아 단력  모멘트가 과

소평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근거리지진의 진동수 성분이 유체 유동

에 미치는 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격납건물 내부에 설치된 임의의 펌 에 한 지진해석을 수행하 다. 

입력지진으로는 펌 가 설치된 지 에서의 구조물의 응답 가속도 시간이

력을 사용하 으며 탱크는 단자유도로 모델링 하 다.

  아래 표 3.9에 펌 에 발생하는 최 단력, 최  모멘트  최 가속

도를 보여주고 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 으로 펌 의 경우 강

성이 매우 커 고진동수 성분을 많이 내포하고 있는 시나리오 지진에 의한 

응답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NRC 지진  근거리 지진에 의한 응답은 

비슷하게 나타났다.

입력지진 최 단력(tonf) 최 모멘트(tonf-m) 최 가속도(g)

NRC 1.98 1.98 0.511

PBSE 4.13 4.13 1.048

근거리지진 1.55 1.55 0.391

표 3.9 펌 에 한 지진해석결과

  펌 의 괴모드는 펌 의 량이나 정착부의 특성 등에 따라 기능  

괴 는 정착부 단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시나리오 지진에 의한 

단력  모멘트가 가장 크게 나타나므로 정착부 단에 미치는 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속도 응답 역시 가장 크게 나타나 펌 의 

기능  괴모드에도 시나리오 지진에 의한 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

났다.

  그림 3.31에서는 펌 에서의 가속도 응답 스펙트럼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나리오 지진에 의해 20Hz 부근에서 다른 입

력지진에 비해 최  10배 이상의 가속도 응답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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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31 펌 의 가속도응답 스펙트럼

  바. 월성원  지진 응 지침 작성

  월성원 의 지진 발생 후 응지침을 작성하기 해 기존 원 의 지진

응조치에 한 조사  평가를 통하여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월성원 의 

특성이 고려된 지진 응 지침을 작성하 다. 그림 3.32는 일반 인 지진

응 차를 보여주고 있다.

  월성원 의 특성을 고려한 지진 응 지침의 작성을 하여 지진  조

치, 지진 후 단기조치, 정지 후 조치  장기조치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은 

항목을 보완하여 지침을 작성하 다.

  ․지진  조치

     → 내진평가  손상복구를 한 내진해석 모델의 구축

     → 검 상 기기  구조물의 목록 비

     → 지진 험도 분석에 의한 고 험도 MCS(Minimum Cut Set) 목록 

비

     → 검 상 기기의 설계자료 유지 리

  ․지진 후 단기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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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 소 안정화를 한 응 조치

     → 정기기 에 의거한 운 정지 결정

     → 원자로의 안 정지 실시

  ․정지 후 조치

     → 집 검사  손상도 결정

     → 내진평가  손상복구

  ․장기조치

     → 계측지진에 의한 층응답 스펙트럼 계산

     → 해석검증 기기  구조물의 평가

     → 시험검증 기기 평가

그림 3.32 지진 응 조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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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성원 의 경우 OBE 과지진 발생 시 SCR(Secondary Control 

Room)로 이동하여 발 소를 운  는 정지하게 된다. 따라서 월성원

의 경우 지진 시 MCR(Main Control Room)에서 SCR로의 이동로가 확보

되어야 하며, MCB(Main Control Board)를 포함한 많은 기기들이 내진검

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들 기기에 한 내진성능 

평가  검증이 선행되어야 하겠다.

  한 본 지침에서는 확률론  지진안 성 평가 결과를 응조치에 활용

함으로써 원 의 안 성을 최우선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 다. 

  지진발생 후 발 소의 정지여부  장기조치의 신속한 수행을 해 지

진  단계에서의 주요 조치사항을 추가함으로써 발 소의 가동 지 일수

를 최소화 하고 장기조치를 효율 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 다.

  사. 국제공동연구

    (1) 단층모델에 의한 잠재지진 평가

  잠재 인 활성단층으로부터 발생 가능한 최  잠재지진을 평가하기 

해 경험  그린함수법에 의한 단층에서의 최 잠재지진 평가기법을 확립 

하고 이를 이용한 임의 단층에 한 평가 를 수행하 다.

  경험  그린함수법은 경험  방법과 이론  방법을 복합 으로 사용하

는 반경험  방법으로 진원의 괴과정은 이론 으로 정식화하고 진원으

로부터 평가 상 부지까지의 지진 의 과정은 근사 으로 동일 

경로상의 소규모 계측기록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주 수 뿐 아니라 고주

수 지진동 까지 평가가 가능한 방법이다.

  평가 로  울산단층을 2개의 세그먼트로 가정하여 일본자료를 참고하

여 특성화진원모델을 작성하 으며 요소지진으로는 2004년 5월 29일 발

생한 규모 5.1의 울진진의 진원 근방에서의 강진기록을 이용하 다. 그림 

3.33은 울산단층의 2개로 분 화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으며 각각의 단층

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진동을 산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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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북쪽 세그먼트

  (b) 남쪽 세그먼트

그림 3.33 울산단층의 분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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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진지진으로부터 측된 지진데이터와 일본에서 제시된 지반운동 감쇄

식을 용하여 산정한 최 지진가속도를 아래 그림 3.34에서 비교하 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에서 제시된 감쇄식을 사용하여도 비교  

최 지진가속도를 잘 추정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34 각 측 에서의 최 가속도와 감쇄식 결과와의 비교

  경험  그린함수법과 가정된 단층 자료를 이용하여 산정한 단층 주변 

각 지 에서의 가속도 시간이력을 그림 3.35에서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

은 기법을 확립함으로써 재 진행 인 원  부근의 단층조사가 완료될 

경우 이들 단층에서의 최 지진력 뿐 아니라 발생가능한 지진의 가속도 

시간이력을 추정할 수 있으며 이들 자료는 주변에 치한 원 의 내진안

성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아래 그림은 경험  그린함수법을 이용하여 

산정한 울상단층에서 발생가능한 지진동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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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5 경험  그린함수법에 의해 산정된 잠재지진의 가속도 시간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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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진재해도 분석 기술

  기존 지진재해도 분석 입력자료를 이용하여 월성 원  부지에 한 지

진재해도 분석 수행하 다. 확률론  시나리오지진의 산정을 해서는 지

진재해도의 재분해(De-aggregation or Disaggregation)를 수행하여야 한

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에서 개발된 방법  차에 따라 지진재해도를 

재분해하여 시나리오 지진에 해당하는 년 과확률에 따른 지진재해도 

합 규모  거리와 각각의 지진원별 공헌도를 산정하 다.

  그림 3.36  그림 3.37은 지진재해도 분석결과로부터 구한 재해도 곡

선과 일본에서 개발된 방법에 따라 산정한 재해도 합 규모  거리의 

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3.36 지진재해도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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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7 지진재해도 재분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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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그림 3.38에 박창업 등에 의해 제시된 감쇄식을 사용한 경우의 각 

지진발생원별 공헌도를 로 보여주고 있다.

    

그림 3.38 각 지진발생원별 공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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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진구역도 모델  국내 지진자료를 이용하여 박창업 등에 의해 제시

된 지반운동 감쇄식을 이용한 결과로부터 년 과확률 10-3
의 시나리오 지

진을 산정한 결과를 아래의 표 3.10에서 보여주고 있다.

Model y(p 0) (cm/sce
2
) M(p 0) Δ (p 0) (km)

Model A 140 6.5 35

Model B 60 5.6 33

Model C* - - -

Model D 50 5.9 52

표 3.10 지진구역도별 시나리오지진(년 과확률 : 10-3)

* Model C에서는 10-3
에 응하는 시나리오 지진이 없음

  본 연구에서는 시나리오 지진 작성 뿐 아니라 등재해도 스펙트럼 작성 

등을 한 스펙트럴 재해도곡선 작성기법을 확립하고 이를 이용하여 로

그램을 작성하 다. 그림 3.39에 스펙트럴 가속도에 한 Atkinson & 

Boore의 지반운동 감쇄식과 지진구역도를 사용하여 산정한 스펙트럴 재

해도 곡선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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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0.05 sec               (b) 0.1 sec

    (c) 0.2 sec

         (d) 1.0sec                (e) 2.0 sec

그림 3.39 주기별 스펙트럴 재해도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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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지진력 감기술 개발

1. 주요연구내용

  국내 지진의 특성은 앞 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고진동수 성분이 매우 

크게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층응답이 매우 크게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원  구조물 내부에 설치된 기기의 내진안 성에 큰 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기캐비넷과 같이 구조 인 괴보다는 캐비넷 내부의 계 기 오작

동 등에 의해 발생되는 기능  괴모드에 큰 향을 미치게 된다.

  원  내부에 설치된 안 련 기기에 지진력 감장치를 이용하여 내진

성능을 향상시키기 한 기술은 새로 건설되는 원  뿐 아니라 가동  원

 주요 기기의 내진성능 향상에도 매우 효과 인 방법이라 할 수 있으며 

고진동수 지진동 성분을 제거해 주는 탁월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원  주요기기의 내진성능을 향상시키기 한 지진력 

감기술 개발과 련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를 수행하 다.

  - 지진력 감 상 기기  구조물 선정

  - 지진력 감장치 용기  설정

  - 지진력 감장치의 효율성 평가

  - 지진력 감장치의 원 기기 용성능 평가

  - 지진력 감시스템 평가  선정

  - 지진력 감시스템의 최  개념설계

2. 추진 략

  지지력 감 상 기기  구조물을 선정하기 하여 지 까지 수행된 

국내 원 의 지진 PSA 보고서를 수집, 분석하여 CDF에 큰 향을 미치

는 안 련 기기  구조물을 선정하 다.

  면진장치의 효율성을 평가하기 해 면진기기 모델을 제작하고 진동  

실험을 통해 시나리오 지진과 설계 지진  근거리 지진에 한 응답을 



- 67 -

계측, 분석하여 면진장치의 효율성과 합성을 평가하 다.

  한 본 연구에서 선정한 안 련 기기에 한 용성능을 해석 으로 

평가하고 설계변수의 민감도 분석을 통해 기기에 합한 최 의 지진력 

감시스템을 설계하 다.

  면진구조물의 확률론  안 성 평가 방법론은 일본의 력 앙연구소

(CRIEPI)와의 공동연구를 통해서 개발하 다.

3. 연구결과

  가. 지진력 감 상 기기  구조물 선정

  지진력 감 상 기기  구조물을 선정하기 해 국내 원 에 한 

확률론  지진안 성 분석 보고서를 분석하 다.  5, 6호기를 기 으

로 지진유발 기사건을 다음의 표 3.11과 같이 6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필수 원상실사건(LEP)으로 인한 노심손상빈도(CDF)는 3.68E-06(지진

유발 노심손상빈도의 약 53%)으로서 다른 사건에 비하여 노심손상에 더 

큰 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과도사건은 발생빈도는 높으나 

노심의 손상에는 큰 향을 주지 못한다.

기사건 기사건빈도 노심손상빈도 비고

필수 원상실 (LEP) 3.68E-06 3.68E-06
직  노심손상 
유발

2차측 열제거상실 (LHR) 1.16E-06 1.16E-06
직  노심손상 
유발

1차 기기 냉각수/필수 
냉수 상실 (LOCCW)

2.48E-06 4.25E-08 2차 사건수목 연계

소형 냉각재 상실
(SLOCA)

3.82E-08 3.82E-08 직  노심손상 
유발

소외 원 상실 (LOOP) 1.12E-04 1.20E-06 2차 사건수목 연계

일반과도사건 (GTRN) 2.79E-03 8.73E-07 2차 사건수목 연계

계 6.96E-06

표 3.11 지진사건에 따른 노심손상빈도[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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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6호기 원 의 경우 면진 상으로서 노심손상 기여도가 높은 기

기  구조물 5가지 즉, 디젤발 기(29.8％), 소외 원(18.3％), 복수 장

탱크(17.7％), 배터리 랙(9.3％)  배터리 충 기(7.2％)를 선정하 다. 

아래 그림 3.40에 노심손상빈도에 미치는 구조물  기기의 종류와 각각

의 기여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3.40 지진사건 노심손상빈도에 미치는 기기별 기여도[8]

  표 3.12는 선정된 상기기들의 지진에 의한 고장모드와 향을 보여주

고 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심손상에 많은 향을 미치는 기기는 

주로 필수 원 상실사건과 련이 있으며 HCLPF 값도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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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구조물 손모드
HCLP

F
고장시 유발 가능성 련 기사건

Diesel 

Generator

Concrete 

Coning
0.38

소외 원상실 하에서 모든 

AC 원 상실
필수 원상실

DG내로 유입되는 

기기냉각수 배  손

기기

냉각수상실
Off-site 

Power

Functiona

l
0.15

회복시간 내에 회복 

불가능한 소외 원 상실
소외 원상실

Condensate 

Storage 

Tank

Structura

l
0.41

보조 수펌 의 유량상실로 

2차측 열제거 불가능

2차측 열제거 

상실

Battery 

Rack

Structura

l
0.72

소외 원 상실 후 DG의 

고장과 함께 손되면 

125V DC 원계통 상실

필수 원상실

Battery 

Charger

Functiona

l
0.41

과 류계 기의 오작동으로 

125V DC 원 상실
필수 원상실

Structura

l
0.52

충 기 손으로 125V DC 

원 상실

표 3.12 지진유발 고장모드  향

  이상의 기기  구조물의 내진성능이 노심손상빈도에 미치는 향을 필

수 원상실사건의 경우에 해 분석하 다.

  앞에서 선정한 5개의 상기기에 하여 면진장치를 통하여 지진력을 

50％ 감소시켰을 경우와 면진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의 지진취약도 곡

선을 그림 3.41에서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다. 그림으로 부터 면진장치를 

사용함으로써 기기  구조계통의 지진취약도를 높일 수 있으며 하나의 

기기에 면진장치를 용하는 것보다는 모든 기기에 용하는 것이 보다 

효과 임을 쉽게 알 수 있다.

  하나의 기기에 면진장치를 용할 경우에는 디젤발 기를 면진 상으

로 하는 것이 효과 이며, 상기기 체에 면진장치를 사용할 경우에는 

지진력을 75％ 이상 감소시키더라도 50％ 감소시켰을 경우와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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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 기기면진에 따른 지진취약도 곡선     

  기기의 면진에 따른 노심손상빈도의 변화를 그림 3.42에서 보여주고 있

다. 필수 원 상실사건으로 인한 노심의 손상에는 디젤발 기, 배터리 랙 

 배터리 충 기가 지배 인 향을 미치며 특히 디젤발 기는 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가장 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디젤발 기에 면진장치를 용하여 내진성능을 향상시키면 노심손상빈도

를 상당히 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를 들면, 최 지반가속도 

0.5g에 하여 노심손상빈도 1.61E-07가 9.98E-09로 최 지반가속도 

1.0g에 하여 2.04E-06가 6.16E-07로 각각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71 -

그림 3.42 기기면진에 의한 노심손상빈도의 변화

  그림 3.43은 기기  구조물에 면진장치를 사용하 을 때의 노심손상빈

도를 면진장치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의 노심손상빈도와의 비로써 나타내

어 보여주고 있다. 아래 그림으로부터 디젤발 기에 면진장치를 용한 

경우는 비면진의 경우에 비하여 최 지반가속도 0.3g와 0.6g에 해서 노

심손상빈도를 각각 99％, 90％정도 일 수 있으며 최소한 50％정도 감

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모든 상기기에 면진장치를 사용

하 을 경우에는 80％ 이상의 노심손상빈도 감소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러나 지진력 감율이 2배와 4배의 경우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

고 있어서 지진력의 감율은 노심손상빈도에 큰 향을 미치지 않는 것

으로 단된다. 이러한 결과를 활용하면 노심손상 빈도를 최 화하기 

해 주요 기기의 최  내진성능을 평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최  면진

장치의 설계가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이 결과는 효율 인 면진시스템을 

용하여 효과 으로 노심손상빈도를 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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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3 기기면진에 의한 노심손상빈도의 감소율   

  모든 지진유발 기사건에 하여 주요 기기  구조물 5가지(디젤발

기, 소외 원, 복수 장탱크, 배터리 랙, 배터리 충 기)에 면진장치를 사

용하 을 경우 노심손상빈도의 비를 그림 3.44에서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

다. 5가지의 주요 기기  구조물에 모두 면진장치를 사용하고 지진력 

감비를 25%로 가정했을 때의 CDF는 면진장치를 도입하지 않았을 때에 

비해 최  약 45%로 감소되며, 지진력 감비를 50%, 75%로 가정했을 

때에는 약 29%, 26%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일 기기  구조물에 면진장치를 사용할 경우에는 소외 원(PGA 

1.0g 이하에서), 두 가지 기기에 용할 경우에는 디젤발 기와 소외 원

에 도입하는 것이 효과 이라 단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효율 인 노심손상 빈도 감을 한 지진력 

감 상기기로서 디젤발 기와 소외 원의 2가지를 최종 으로 선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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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4 지진력 감과 노심손상빈도

  나. 지진력 감장치 용기  설정

  선정된 기기에 한 지진력 감장치 용기 을 설정하기 해 면진구

조 설계기술 지침을 비롯하여 이와 유사 문헌 등을 참고로 하여 기기의 

지진력 감장치 용기 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 다.

  ․주변의 기기  구조물과 하지 않도록 최 변 를 구속하여야 함.

  ․지진력 감장치를 통과하는 지진 와 공진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 도의 방과 과 량이 다른 방향으로 달되는 것을 방지해야 함.

  상세한 용기 은 상기기와 지진력 감장치의 종류, 설치환경 등에 

따라서 달라지므로 차기 단계에서 개발할 정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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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지진력 감장치의 손상평가 기술

  본 연구에서는 지진력 감장치의 손상평가 방법을 제안하 으며 제안

한 방법의 검증을 하여 수치모사시험을 수행하 다. 상 구조물은 아

래그림 3.45와 같이 면진구조물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단건물로 설정하

고 지진력 감장치는 LRB(Lead Rubber Bearing)로 고려하 다. 

  TDSI에 사용되는 계측치를 수치 으로 모사하기 해서 Newmark-β 

시간 분에서 평균가속도법을 사용하고, 해석을 한 시간간격은 0.02

로 설정하 다. LRB는 Bilinear model을 사용하 고 각 시간단계에서 발

생하는 변 에 한 비선형문제는 Newton Raphson방법을 이용하여 반복

으로 계산하 다. 면진구조물에서 계측 은 상부구조물의 질량 심이고 

샘 링비 50Hz로 지진발생이후 40 간 측정하 다. 

  

그림 3.45 간략화된 면진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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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그림 3.46  그림 3.47은 각각 지진 격리 과 격리후의 상부구

조물의 가속도와 변 를 비교한 것이다. 그림에서 지진격리 장치에 의해

서 최  가속도가 격리 보다 75% 감소한 신 최 변 는 59% 증가함

을 확인하 다. 지진격리후의 상부구조물의 가속도를 Bilinear모델을 채용

한 시간불변 TDSI와 Duhem모델을 채용한 시간가변 TDSI(Time 

Dependent System Identification)를 한 모의수치 계측데이타로 사용

하 다.

  

그림 3.46 상부구조물의 가속도   

 

그림 3.47 상부구조물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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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그림 3.48  그림 3.49는 지진 격리장치에서 발생하는 변 -복

원력 곡선과 시간에 따른 에 지 소산량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3.48 변 -복원력 곡선

  

그림 3.49 시간에 따른 소산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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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불변 TDSI에서 사용되는 Bilinear모델의 기 가정 물성치는 항복

 구조물의 고유주기가 1.0 (kbe=4.343MN/m), 항복 후 구조물의 고유주

기는 2.4 (kby=0.754MN/m), 항복변 (uy=0.497cm)는 면진구조물 총 무

게의 7%에 해당하는 힘이 가해질 때 항복이 발생하도록 설정하 다. 그림 

3.50, 그림 3.51  그림 3.52는 각각 기 가정 물성치와 실제 물성치에

서의 상부구조물의 가속도, 변 -복원력 곡선, 소산에 지를 비교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3.50 기물성치와 실제물성치에서의 상부구조물 가속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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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1 기물성치와 실제물성치에서의 변 -복원력 곡선 비교 

그림 3.52 기물성치와 실제물성치에서의 소산에 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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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계측에서 발생하는 계측오차를 모사하기 해서 주어진 계측치에 

각각 10%, 20%, 30% 무작  비례오차를 용하 다. 다음의 표 3.13은 

오차를 포함한 계측치를 이용하여 시간불변 TDSI 수행 후 추정된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우 큰 계측오차가 포함되었음에

도 불구하고 추정 물성치가 실제 물성치와 매우 정확하게 일치함을 알 수 

있다. 

비례오차(%)
TDSI에 의해 추정된 물성치

Ke (MN/m) Ky (MN/m) uy (cm)

10% 6.793 1.081 0.798

20% 6.791 1.075 0.801

30% 6.794 1.075 0.796

실제물성치
( 기물성치)

6.785
(4.343)

1.086
(0.754)

0.795
(0.497)

표 3.13 시간불변 TDSI에 의해 추정된 물성치

  그림 3.53, 그림 3.54  그림 3.55에서는 각각 시간불변 TDSI에 의해

서 추정된 상부구조물의 가속도  변 -복원력 곡선, 그리고 소산에 지

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추정된 가속도가 오차의 크

기와 무 하게 실제 오차가 포함되지 않은 계측치와 잘 일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추정된 변 -복원력 곡선과 소산에 지 그래 에서 

알 수 있듯이 지진 감장치의 손상도 평가에 직 으로 련된 최 변

와 소산에 지의 크기가 정확히 추정되기 때문에 실제 재료시험에 의한 

지진 감장치의 연성, 괴에 지와 같이 사용하게 되면 신뢰성 있는 손

상도 평가가 가능하다. 



- 80 -

그림 3.53 시간불변 TDSI에 의해 추정된 가속도    

그림 3.54 시간불변 TDSI에 의해 추정된 변 -복원력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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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5 시간불변 TDSI에 의해 추정된 소산에 지

  아래 그림 3.56은 시간가변 TDSI에서 각 시간단계에서 추정된 선강

성을 탄성강성(kbe=6.785MN/m)에 해서 기 화한 값을 보여주고 있다. 

추정된 선강성이 1 근처인 경우 탄성강성상태를 나타내고, 0.16 근처의 

경우 항복강성상태를 나타낸다.  

그림 3.56 시간가변 TDSI에서 추정된 각시간단계에서의 선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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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57, 그림 3.58  그림 3.59은 시간가변 TDSI에서 추정된 상부

구조물의 가속도와 추정된 변 -복원력 곡선을 나타내는데 일반화된 

Duhem모델로 감장치의 이력곡선을 매우 정확하게 추정하고 있다. 한 

시간가변 TDSI로부터 추정된 소산에 지는 실제 소산에 지의 값과 일치

함을 알 수 있다.

그림 3.57 시간가변 TDSI에 의해 추정된 가속도

그림 3.58 시간가변 TDSI에서 추정된 변 -복원력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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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9 시간가변 TDSI에 의해 추정된 소산에 지

  재 시간가변 TDSI에서는 각 시간단계에서의 선강성을 추정하는 방

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향후, Duhem모델의 정규조건을 만족시키는 직교 

다항함수 는 웨이 렛 스 일링 함수 등을 이용하여 추정하고자 하는 

선강성을 은 수의 시스템 변수로 매개화 하는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계산의 효율성과 수치 인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라. 지진력 감장치의 효율성 평가

  지진력 감장치의 효율성을 평가하기 한 진동  실험에서는 입력지

진 로 구조물 실험에서와 마찬가지로 국내의 원 설계시 사용하는 US 

NRC Reg. Guide 1.60에서 제시한 표 설계응답스펙트럼에 부합되도록 

생성한 인공지진 (NRC), 국내의 부지특성평가를 통해 제안한 시나리오지

진(SCE), 그리고 1999년 만 Chi-Chi 지진  TCU052 지 에서 계측된 

지진 (TCU)를 선정하 다.

  시나리오지진은 20Hz, NRC 지진은 5～9Hz, 그리고 TCU 지진은 1Hz 

부근에서 탁월주 수가 형성되고 있으므로 각각의 지진력 감효과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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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화할 수 있다.

  지진력 감장치로서 천연고무 베어링(Natural Rubber Bearing, NRB), 

고감쇠고무 베어링(High Damping Rubber Bearing, HDRB)  마찰진자

형 베어링(Friction Pendulum System, FPS)의 3종류를 선정하고 실험모

델에 합하도록 설계․제작하 다. 아래 그림 3.60에 두 가지 면진장치와 

진동 실험을 해 설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3.60 실험에 사용된 지진력 감장치  실험모델 [9][10]

           

  구조물의 동 특성에 따른 지진력 감장치의 효율성을 분석하기 하

여 구조물 모델을 2층(원  보조건물 상, 고유진동수 7.6Hz), 4층(원  

격납건물 상, 고유진동수 4.1Hz), 6층(고층구조물 상, 고유진동수 1.8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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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세 가지 모델을 실험에 사용하 으며 아래 그림 3.61에서 세 가지 모델

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3.61 실험 상 구조물  기기       

    

  지진력 감장치 모형의 동 특성을 악하기 정  이력시험을 수행하

다. 수평  연직방향 가진에 의한 특성시험 결과로부터 변 -하 계 

곡선을 도출하고 기계  특성을 평가하 다. 특성시험으로부터 구한 NR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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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ural Rubber Bearing)  HDRB (High Damping Rubber Bearing) 

면진장치의 이력거동을 아래 그림 3.62에서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보

는 바와 같이 NRB에 비해 HDRB의 감쇠가 큼을 알 수 있다.

그림 3.62 NRB와 HDRB의 하 -변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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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표 3.14에서는 NRB와 HDRB의 변 에 따른 감쇠비의 변화를 이

력곡선으로부터 산정하여 나타내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0mm의 작

은 변형상태에서는 HDRB의 감쇠비가 NRB에 비해 약 7배 가량 크게 나

타났으며 변 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율은 다소 감소되고 있다. 그러나 

체 으로 HDRB의 감쇠비가 NRB에 비해 매우 큼을 알 수 있다.

  

변 (mm) 10 20 40 55

감쇠비(%)
NRB 2.2 9.2 10.5 10.9

HDRB 14.8 19.0 22.3 20.6

표 3.14 NRB와 HDRB의 감쇠비 변화

그림 3.63에서는 FPS의 최 변 에 따른 하 -변  이력곡선과 하 속

도가 80mm/sec일 경우의 하 -변  이력곡선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

서 보는 바와 같이 최 변 의 증가에 따른 이력곡선의 형상에는 큰 차이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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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3 FPS의 하 -변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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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된 3가지 입력지진동을 사용하여 실험모델의 진동  실험을 수행하

다. 지진입력의 크기  방향성분에 따라 2층 모델 23회, 4층 모델 37

회, 6층 모델 25회 등 총 85회의 가진실험을 수행하 다.

  면진기기의 효율성을 평가하기 한 면진기기의 지진응답 계측은 실험

모델에서 면진기기가 치한 층에서는 3방향(수평 2방향  연직), 기기가 

치하지 않은 층에서는 2방향(수평 2방향), 그리고 각 기기의 앙에서는 

3방향(수평 2방향  연직)의 가속도를 27개의 가속도계를 사용하여 실험 

단계별로 측정하 다.

  그림 3.64는 입력지진의 최 지반가속도와 면진된 1층 기기에서의 최

응답 가속도의 비를 지진의 크기  입력성분 별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반과 같은 치의 1층에 치하고 있는 기기의 지

진응답비율을 비교한 결과 고주  성분이 가장 탁월한 시나리오 지진의 

경우 3가지 면진장치 모두 면진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FPS의 경우는 PGA(Peak Ground Acceleration)가 증가할수록 면진효

과가 더 우수하 으며 NRB와 HDRB의 경우는 지진 에 따라서 상반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으나 반 으로 HDRB의 응답이 큰 감쇠비로 인하여 

더 작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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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4 1층 기기의 면진장치별 지진응답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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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그림 3.65는 지진 에 따른 각 면진장치별 거동특성을 1층 기기에서

의 가속도 응답스펙트럼을 통하여 분석하 다. 

 

그림 3.65 지진 에 따른 1층 기기의 응답스펙트럼(0.2g, 1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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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66  그림 3.67은 4층에 치한 면진기기들의 가속도 응답비

와 응답스펙트럼을 보여주고 있다. 4층에 치하고 있는 면진기기의 경우

는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수한 지진력 감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 으로 TCU지진의 경우 지진력 감효과가 게 나타났으

며 SCE지진의 경우는 고주 수 성분이 탁월한 지진동으로서 지진력 감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그림 3.66 4층 기기의 면진장치별 지진응답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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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7 지진 에 따른 4층 기기의 응답스펙트럼(0.2g, 1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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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으로 면진장치를 이용한 기기면진의 경우 NRB와 HDRB의 경우

는 50%정도, FPS의 경우는 20% 정도의 지진력 감효과를 기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 지진력 감장치의 원 기기 용성능 평가

  지진력 감장치의 원 기기 용성능을 평가하기 해 비상디젤발 기

에 면진장치를 설치했을 경우의 내진성능을 분석하 다. 아래 표 3.15에

서는 면진된 EDG의 지진응답 크기와 입력지진에 한 감비를 보여주고 

있다. 한 그림 3.68, 그림 3.69에서는 면진  비면진 EDG의 가속도 

응답을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다. 표와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상디젤

발 기(Emergency Diesel Generator; EDG)에 면진장치를 설치했을 때 

지진  특성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NRC지진과 SCE지진의 경우는 50%이

상의 지진력 감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TCU지진의 경우는 15%정도

의 지진력 감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 목 NRC SCE TCU

면진기기의 응답 

(PGA)
0.054 0.020 0.086

지진력 감비 46% 80% 14%

표 3.15 면진된 EDG의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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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8 면진  비면진시 비상디젤발 기의 가속도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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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9 면진  비면진시 비상디젤발 기의 응답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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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디젤발 기에 면진장치를 설치했을 경우 원 의 지진안 성 향상에 

미치는 향을 평가하기 해 비상디젤발 기의 지진력 감이 노심손상

빈도(CDF)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아래 그림 3.70에서 보는 바와 

같이 EDG의 지진력이 50% 감되었을 경우의 CDF는 고정기 일 때의 값 

6.99×10-6/RY를 최  5.57×10-6/RY로 약 20%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20%의 지진력 감으로 14% 정도의 CDF 감소효과를 기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70 EDG의 지진력 감에 따른 CDF 변화     

  지진 발생 시 비상디젤발 기의 정지에 따른 경제  손실을 분석하

다. 그림 3.71에서 보는바와 같이 원 의 공 이 1원 지장을 받을 때 타 

산업부문에서 발생하는 생산차질비용을 나타내는 공 지장비용은 1998년

도에 1.42원으로 산정되었다. 이후에도 동일한 공 지장비용으로 가정하

을 경우 2002년도에는 년간 10조 4,332억원의 비용이 원 에 의해서 

타 산업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비상디젤발 기 등의 가

동정지로 인해 원 이 하루 동안 가동하지 못했을 경우의 경제  손실액

은 력 매액을 제외하고 약 488억원(시간당 약 20억원)으로 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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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1 원 의 정지에 따른 국내산업의 피해액

  바. 지진력 감시스템 평가  선정

    (1) 비상디젤발 기

  지진력 감시스템의 평가  선정을 하여 울진 3,4호기의 비상디젤 

발 기를 상으로 하여 면진효과를 분석하 다. 비상디젤발 기의 동특

성은 33Hz 이상의 고진동수를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따라서 비상

디젤발 기는 거의 강체거동을 한다고 할 수 있다. 한 비상디젤 발 기

의 HCLPF 값은 0.38g이며, 손모드는 앵커정착부의 손인 것으로 보

고되고 있다[11]. 따라서 앵커 정착부의 내진성능을 향상시키면 EDG의 

내진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일반 인 EDG는 그림 3.72와 같이 앵커를 이용하여 고정시키지만 몇몇 

EDG의 경우 가동  시험가동 등에 의한 기계  진동을 제어하기 하여 

그림 3.73과 같이 스 링과 퍼를 이용하여 기 로부터 격리한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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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2  5호기 EDG의 앵커기    

  

그림 3.73 울진 3호기 EDG의 스 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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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DG에 각종 면진장치를 설치하 을 경우 면진시스템에 따른 지진력 

감효과를 분석하 다. EDG에 용하기 한 면진장치로는 리 사용하는 

LRB(Lead Rubber Bearing)와 Coil Spring을 이용하여 두 가지 장치의 지

진력 감효과를 비교해 으로서 EDG에 합한 면진장치를 선정하 다.

  먼  Coil Spring을 사용한 EDG의 면진효과를 검토하기 하여 Coil 

Spring의 횡방향 강성을 변화시키면서 해석을 수행하 다. 입력지진의 최

가속도는 국내 내진설계기 인 0.2g로 변환하여 지진응답해석을 수행하

다. 횡방향 강성에 따른 면진효과를 살펴보기 하여 목표진동수를 

0.3Hz～3Hz까지 변화시키면서 해석을 수행하 다. 설치된 스 링요소의 

목표진동수에 따른 EDG에서 계측된 최  가속도는 아래 표 3.16과 그림 

3.74에서 보여주고 있다.

목표진동수 (Hz) 0.3 0.5 1 2 3

최 응답가속도 (g) 0.120 0.150 0.279 0.499 0.576

 표 3.16 스 링요소에 따른 최 응답가속도

그림 3.74 스 링요소의 강성변화에 따른 EDG에서의 최 응답가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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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그림 3.75는  그림 3.76은 각각 스 링의 목표진동수가 0.3Hz

인 경우에 하여 EDG에서의 가속도 응답 시간이력과 해석을 수행한 모

든 진동수에서의 응답스펙트럼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

이 응답가속도가 60%로 감소한 것뿐만 아니라 고주 성분이 완 히 사라

지는 효과가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75 스 링을 사용한 경우 EDG에서의 가속도 응답  

      

그림 3.76 스 링에 따른 응답스펙트럼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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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RB를 이용한 EDG의 면진효과를 분석하기 하여 아래 그림 3.77과 

같이 정의되는 LRB의 물성치에서 유효강성은 다음의 표 3.17과 같이 결

정하 다.

그림 3.77 LRB의 하 -변  계  

  

     

구분
유효강성

(tonf/m)

2차강성 

(tonf/m)
등가감쇠 

(%)
항복하  

(tonf)

기호 Keff Kd ξeq Fy

제원 44.896 27.751 22.658 1.428

표 3.17 EDG 면진을 한 LRB의 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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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서 결정된 물성에 따라 EDG의 1자유도 모델에 4개의 LRB를 설치

하여 지진응답해석을 수행하 다. 해석결과로서 가속도 시간이력과 응답

스펙트럼 그리고 LRB의 하 -변  이력곡선을 그림 3.78, 그림 3.79  

그림 3.80에 각각 도시하 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 가속도를 

0.3g로 가진한 경우 LRB의 비선형성이 크게 발생하여서 면진효과가 증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78 LRB로 면진된 DG의 응답가속도 시간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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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9 LRB로 면진된 DG의 가속도응답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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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0 LRB의 변 -하  이력곡선(ED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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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진시스템에 따른 CDF 감효과를 평가하기 해 아래 그림 3.81에서

는 비상디젤발 기의 지진력 감에 따른 CDF변화를 각 PGA별로 도시하

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Coil Spring과 LRB를 이용한 면진을 

통하여 CDF의 감률을 정리하면 표 3.18과 같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

이 선형 탄성거동을 하는 Coil Spring의 경우는 지진력의 증가에 계없

이 동일한 지진력 감률을 가지며 LRB의 경우는 지진력이 증가할수록 

면진효과가 우수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LRB의 경우 상당히 우수

한 지진력 감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CDF 감률

을 보면 Coil Spring의 경우와 LRB의 경우 1% 정도의 차이밖에 나타나

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81 비상디젤발 기의 지진력 감에 따른 CDF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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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A
응답최  

가속도

지진력 

감률
CDF 감률

Coil Spring
0.2g 0.12g 40% 18.8%

0.3g 0.18g 40% 18.8%

LRB
0.2g 0.066 67% 21.5%

0.3g 0.079 74% 22.0%

표 3.18 면진장치와 PGA에 따른 CDF 감률  

   이상의 결과로부터 비상디젤발 기에 가장 합한 면진방식을 결정하

다. CDF 감률의 분석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LRB를 사용하는 것이 

비상디젤 발 기의 면진시 우수한 효과를 나타내지만 CDF는 큰 폭으로 

감소하지 않으므로 EDG의 연직성분 진동 감효과를 제어하기 해서는 

Coil Spring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단된다.

  

    (2) 소외변압기

  Saadeghvaziri등[12]의 연구에서는 FPS를 이용하여 변압기에 한 면

진효과를 분석한 바 있다. 실험은 PGA를 달리하여 3방향 가진으로 이루

어졌으며 FPS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와 FPS가 설치된 경우에 하

여 각각 수행되었다. 실험결과를 입력지진력의 크기를 1로 하 을 경우 

변압기 각 치에서의 지진력을 그림 3.82에 도시하 다. 결과 으로 

FPS로 면진한 경우 bushing 상단에서의 지진력이 1/5정도로 감소하는 것

을 알 수 있다. 

  Hybrid System을 이용한 면진에서는 그림 3.83  그림 3.84에서 보

는 바와 같이 4개의 마찰베어링과 2개의 고무베어링을 혼합하여 사용하

다. 실험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1방향 가진의 경우 어느 정도의 지진력 

감효과가 나타나지만 3방향 가진을 한 경우 지진력 감효과가 나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Hybrid System은 수평성분의 지진력이 작용할 경우

에는 면진효과를 우수하게 발휘할 수 있지만 연직성분이 작용할 때는 효

과가 감소 는 오히려 악 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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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2  FPS 면진에 의한 변압기의 지진력 감효과[12]

  

그림 3.83 변압기에 용한 Hybrid System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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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방향 가진

(b) 3방향 가진

그림 3.84 Hybrid System에 의한 변압기의 지진력 감효과[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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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압기와 같은 량 기기는 고무베어링보다는 FPS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 임을 알 수 있다. 변압기를 한 면진장치는 FPS로 결정하고 FPS

의 주요 물성변화에 따른 면진특성을 살펴보았다. 울진 5,6호기의 345kV 

변압기를 상으로 하 으며, 면진을 한 FPS는 목표진동수와 마찰계수

를 각각 아래의 표 3.19  표 3.20과 같이 달리하여 구분하 다.

                  

FPS 목표진동수 FPS 곡률반경

0.5Hz 0.99m

0.33Hz 2.33m

표 3.19 FPS의 곡률반경

            

구분 Fmin Fmax

Low 0.03 0.06

Medium 0.06 0.10

High 0.08 0.15

표 3.20 FPS의 마찰계수

  그림 3.85는 각각 해석결과를 PGA와 FPS의 곡률반경 그리고 마찰계수

에 따라 변화하는 기기에서의 최 응답가속도를 도시한 것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마찰계수가 증가할수록 면진효과가 감소하며 FPS의 곡률

반경에 따른 차이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최 의 면진효과

를 얻기 해서는 마찰계수가 작고 고유진동수가 작은 FPS를 제작하여 

설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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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2g

(b) 0.3g

 그림 3.85 PGA, FPS 곡률반경, 마찰계수에 따른 변압기의 최 응답가속도

 

  소외 변압기의 지진력 감에 따른 CDF변화를 각 PGA별로 도시하면 

그림 3.86과 같고 이를 이용하여 FPS를 이용한 경우 CDF의 감률을 표 

3.21에 정리하 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FPS를 이용한 면진의 경우 

지진력 감률이 30%를 넘어선 경우 그에 의한 CDF 감률은 크게 향

을 받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지진력 감률의 변화에 비하여 CDF 

감률은 3% 이내에서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50% 이상이 

지진력 감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CDF의 감에 기여하는 것

은 미미하므로 경제성을 고려하여 면진장치를 용하는 것이 할 것으

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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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6 소외변압기의 지진력 감에 따른 CDF변화

PGA 목표주기 마찰계수 응답 가속도 지진력 감률 CDF 감률

0.2g

2

Low 0.088 56% 12.6%

Medium 0.106 47% 11.7%

High 0.116 42% 11.7%

3

Low 0.064 68% 13.9%

Medium 0.078 61% 13.1%

High 0.100 50% 12.0%

0.3g

2

Low 0.088 56% 12.6%

Medium 0.094 53% 12.3%

High 0.100 50% 12.0%

3

Low 0.060 70% 13.9%

Medium 0.064 68% 13.9%

High 0.074 63% 13.4%

표 3.21 면진장치와 입력최 가속도에 따른 CDF 감률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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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압기는 FPS를 사용하여 충분하게 지진력을 감시킴과 동시에 CDF

도 감소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소외 변압기의 면진방식으

로는 FPS를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하 다.

    (3) 비상디젤발 기의 가동  진동계측

  동일한 모델을 사용하고 있으면서 다른 형태의 기 형식을 사용하고 있

는  5,6호기와 울진 3,4호기에 한 가동  진동을 계측함으로서 스

링기 의 진동 감효과를 분석하 다. 비상디젤발 기 모델은 SEMT 

Pielstick사의 16PC2-5V400로서 정격출력은 7000kW이고 정격속도 

514RPM이다. 계측은 운  암진동, 운 시작후 정상운 까지, 정상운  

그리고 Shut Down시로 구분하여 계측하 으며 측정 치는 아래 그림 

3.87에서 보는바와 같이 발 기 기  6지 , 발 기 본체 그리고 발 기

와 격리된 바닥구조로 하 다. 측정방향은 연직방향  수평 x,  y 성분

의 가속도와 스 링기 인 울진 3호기의 경우 변 를 측정하 다. 

그림 3.87 비상디젤발 기 계측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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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측결과 의 일부분을 다음 그림 3.88에 도시하 으며 표 3.22에 암진

동시와 정상운 시의 진동값을 비교하 다. 비교결과 암진동시 울진 3호

기의 비상디젤발 기의 진동이  5호기의 진동에 비하여 10배 이상임

에도 불구하고 가동 에는 격리된 바닥면으로 달되는 진동이 30% 이상 

감된 것을 알 수 있으며 암진동시의 진동을 고려하면 실제로 60% 이상

의 진동 감효과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a)  5호기            (b) 울진 3호기

그림 3.88 비상디젤발 기 가동  진동계측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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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치
 5호기 울진 3호기

Peak[m/s2] Peak[dB] Peak[m/s2] Peak[dB]

암진동

발 기 
기

0.004 52.5 0.023 67.3 

발 기 
본체

0.183 85.2 0.036 71.1 

격리된 
바닥

0.003 48.0 0.038 71.6 

가동

발 기 
기

0.187 85.4 3.202 110.1 

발 기 
본체

1.056 100.5 1.997 106.0 

격리된 
바닥

0.071 77.1 0.048 73.7 

표 3.22 비상디젤발 기 진동계측 결과

  사. 지진력 감시스템의 최  개념설계

    (1) 비상디젤발 기의 면진장치 최 개념설계

  비상디젤발 기의 면진장치 용성 검토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비상디

젤발 기에 설치하는 스 링 시스템의 목표 고유진동수는 0.5Hz 미만으

로 설계하는 것이 최 한의 면진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

링은 상부기기의 진동을 제어하기 한 목 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므

로 수직방향 고유진동수와 정 변 와의 계가 정의되어 있다. 따라서 

스 링의 수평방향 강성과 수직방향 강성의 비를 조 하여 원하는 수평강

성의 스 링을 얻을 수 있다. 울진 3,4호기의 비상디젤발 기를 상으로 

하여 스 링의 수평/수직 강성비와 정 변 의 변화에 따른 수평방향 고

유진동수를 그림 3.89에 도시하 다. 그림에서와 같이 172tonf의 체

량에 한 정 변 가 15cm 이상이거나 강성비가 0.1인 경우 정 변 가 

10cm 이상인 경우에는 수평방향 진동수가 0.5Hz에 이르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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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9 스 링의 수평/수직 강성비와 변 에 따른 수평방향 고유진동수

  실제로 수평강성이 0.5Hz에 해당하는 제작 가능한 스 링 기 의 설계

를 하여 수직강성과 수직고유진동수를 산출하 으며 코일스 링의 와이

어 직경과 코일의 직경 그리고 감긴 수에 따른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

다. 스 링에서 체길이와 정 변 와의 비를 나타내는 normalized 

spring compression (ξ)에 따른 코일의 직경, 체길이 그리고 정  수직

변 를 변수로 하여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 다. 그림 3.90의 (a)에서는 

체구간에서의 값의 변화를 나타내었으며, (b)에서는 최 변수를 찾기 하

여 구간을 확 하여 도시하 다. 표 3.23에서 보는바와 같이 ξ의 값이 클

수록 정 변 가 감소하고 코일의 직경과 연직변 도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스 링의 안정성(stability)을 만족시키기 해서는 안 율의 최

소값이 1.1이므로 ξ의 최 값이 0.56임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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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체구간

(b) 구간확

그림 3.90 Normalized spring compression(ξ)에 따른 

설계변수들의 변화

   

Normalized Spring 

Compression
0.51 0.52 0.53 0.54 0.55 0.56 0.57

Safety Factor against 

Buckling
1.14 1.13 1.12 1.11 1.10 1.10 1.09

표 3.23 Normalized spring compression(ξ)에 따른 좌굴안 율의 변화

  결정된 설계변수들에 따라서 표 3.24에 정리한 바와 같은 두 가지 형태

의 스 링을 설계할 수 있었다. 이때의 스 링은 비상디젤 발 기 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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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개의 개별 스 링을 이용하여 지지한 것으로 가정하 다. 200개의 개

별 스 링은 10개씩을 하나의 모듈로 구성하여 20개의 set가 비상디젤발

기를 지지하는 것으로 가정하 으며 하나의 모듈은 2개씩 5 로 스 링

을 배치하 으며 각 스 링장치에 한 정면도는 아래 그림 3.91에 제시

하 다.

 

항목 단 spring 1 spring 2
와이어 직경 (d) mm 7 8
코일 직경 (D) mm 90 90
감긴수 (n) - 5 8
체높이 (L) mm 235 235

정 변  (z) mm 131 131

표 3.24 결정된 단  코일스 링의 설계변수

470mm

235mm

470mm

235mm

(a) Spring 1                    (b) Spring 2

그림 3.91 비상디젤발 기의 면진을 한 스 링 도면

  결정된 스 링 기 에 의한 해당 부지의 설계지진을 이용한 지진응답해

석을 수행하여 스 링의 배치에 따른 최 의 모델을 비교하 다. 그림 

3.9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스 링의 배치는 비상디젤발 기의 무게 심의 

향을 고려하여 배치한 경우(Model 1)와 등간격으로 배치한 경우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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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 해석결과 스 링의 배치에 따른 지진응답의 차이가 미미하지만 무

게 심의 향을 고려한 것이 안정성이 높을 것으로 단되므로 Model 1

로 결정하 다.

(a) Model 1

(b) Model 2

그림 3.92 비상디젤발 기의 효율 인 스 링배치 검토를 한 해석 모델

  

  

  실제 비상디젤발 기에 변 의 제어를 하여 퍼를 추가로 설치하

을 경우에 한 응답을 산출하여 지진력 감효과를 비교하 다. 입력지

진은 울진원 의 설계지진에 한 그림 3.93  그림 3.94와 같은 FRS를 

구하여 사용하 다. 퍼는 6개가 균등하게 배치되도록 하 으며 감쇠값

의 변화에 따른 응답의 변화를 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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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3 비상디젤발 기 지진해석을 한 입력지진

 

그림 3.94 비상디젤발 기 지진해석을 한 입력지진의 F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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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된 모델에 하여 퍼의 감쇠계수의 변화에 따른 최 변 를 산출

한 결과를 아래 그림 3.95에서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상디젤발 기에 6개의 퍼를 설치하 을 경우 각 퍼의 감쇠계수가 

20tf/m/s를 과하는 경우는 최 변 가 수렴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 

때의 최 변 인 4.9cm는 한 것으로 단된다. 따라서 비상디젤발

기의 면진을 한 퍼의 감쇠계수는 20tf/m/s로 결정하 다. 비상디젤발

기의 면진을 한 스 링과 퍼의 특성을 표 3.25에 정리하 다.

그림 3.95 감쇠계수 변화에 따른 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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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물성 비고

스 링

수평강성 0.85 tf/m 200EA 

(10EA 1set, 총 

20set)수직강성 6.5 tf/m

퍼 감쇠계수 20 tf/m/s 6EA

표 3.25 비상디젤발 기의 면진을 한 스 링, 퍼의 물성

  결정된 스 링과 퍼의 물성에 따른 비상디젤발 기의 지진응답해석결

과 지진력 감효과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3.26과 같다.

 

최 응답 가속도 정  수직변
수평최  

상 변
지진력 감

0.12g 13.1cm 4.9cm 45%

표 3.26 면진된 비상디젤발 기의 지진력 감효과

    (2) 소외변압기의 면진장치 최  개념설계

  소외변압기에 한 면진장치로서 FPS를 설계하기 하여 지진응답해석

을 통하여 FPS에서의 상 변 를 측하 다. 해석결과 FPS의 마찰계수

와 PGA에 따른 FPS에서의 상 변  시간이력과 최 변 를 정리하면 각

각 그림 3.96,  그림 3.97과 같다. 따라서 결정된 소외변압기의 최종 

물성은 표 3.27과 같이 정리하 고 정해진 물성을 이용하여 그림 3.98과 

같은 도면을 작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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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5Hz, 0.2g

(b) 0.5Hz, 0.2g

(c) 0.33Hz, 0.2g

(d) 0.33Hz, 0.2g

그림 3.96  FPS의 물성과 PGA에 따른 소외변압기에서의 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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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2g

(b) 0.3g

그림 3.97 PGA와 마찰계수에 따른 최 변 의 변화

곡률반경 마찰계수 변 한계 지진력 감

2.33m 0.03, 0.06 15cm 68%

표 3.27 소외변압기의 면진을 한 FPS의 물성결정  지진력 감효과

그림 3.98 소외변압기 면진을 한 FPS의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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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국제공동연구

    (1) 면진구조물의 지진취약도 평가방법론 정립

  면진구조물에 한 지진취약도 평가 방법론 정립을 하여 TDAP 

(Time-domain 3-dimensional Dynamic Analysis Program)을 근간으로 

한 신뢰성평가 시스템을 구성하고 그 타당성을 평가하 다.

  면진구조물의 동특성을 고려한 손상도곡선 작성 시에는 아래 그림 3.99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존의 PGA를 기 으로 한 방법보다 속도나 변 를 

기 으로 한 다른 지진동지표를 사용하는 방법이 합한 것으로 나타났

다.

그림 3.99 지진동지표와 면진층 응답변 의 계[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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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특성을 반 하기 해 손상도곡선의 지진동지표 변환법을 제시 하

고 그 타당성을 검토 하 다. PGA와 다른 지진동지표간의 변환이 가능하

며 많은 Case Study를 통해 그 타당성을 아래 그림 3.100에서 입증하

다.

10
-10

10
0

Mu=6.5;b=0.8

 Mu=6.5;b=1.0

 Mu=6.5;b=1.2

Mu=7.5;b=0.8

 Mu=7.5;b=1.0

 Mu=7.5;b=1.2

Mu=8.5;b=0.8

 Mu=8.5;b=1.0

 Mu=8.5;b=1.2

PGA
Sv(T=2.0s;h=0.05)

그림 3.100 면진구조물의 괴확률[13]

    (2) 면진구조물의 지진취약도 평가

  면진장치의 모델링을 해 2차년도에 수행한 면진장치 실험결과를 수치

해석으로 뒷받침하기 한 수학  모델을 개발하 다. FPS의 경우 

Mokha등이 개발한 모델을 수정하여 실험의 결과를 측할 수 있는 모델

을 개발하 으며 개발된 모델에 의해서 FPS의 특성시험결과를 그림 

3.101과 같이 측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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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최 변  10mm

(b) 최 변  20mm

그림 3.101 개선된 해석모델에 의한 FPS 특성시험결과의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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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의 면진장치 비선형 이력모델을 이용하여 EDG에 한 지진취약도 

평가를 수행하 다. 비상디젤발 기에 하여 면진된 경우와 그 지 않은 

경우의 지진 PSA를 수행하고 한국 국내의 8개 도시에 한 HCLPF값을 

비교 검토하 다. 지진응답 해석을 하여 비상디젤발 기는 체의 무게

심에 질량이 집 되어 있는 1자유도 집 질량모델을 선택하 으며 면진

장치로는 coil spring을 선택하 다. 입력지진동으로는 실지진  26개와 

모의지진동 12개를 사용하여 총 38종의 지진 를 이용하여 해석을 수행

하 다.

  지진응답과 지진강도간의 계가 회귀방법에 따라 변화할 수 있으므로 

일반 인 최소자승법을 사용하는 회귀법Ⅰ과 회귀법Ⅰ이 작은 값의 역

에서 요도가 작아지는 단 을 보완한 회귀법 II를 사용하여 그 결과를 

비교하 다.

  비상디젤발 기를 면진한 경우와 그 지 않은 경우에 하여 지진강도

와 응답의 계를 비교하 다. 지진강도로서는 PGA, PGV, 감쇠비가 5%

와 20%인 경우의 속도 응답스펙트럼  가속도, 속도 그리고 변 에 

한 스펙트럼강도를 사용하 다. 면진장치를 설치한 경우는 변 에 한 

스펙트럼에 한 상 계가 가장 높았으며, 면진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는 PGA에 한 상 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결과 으로 한국의 표도시에 있는 지진취약도 해석 결과를 가지고, 

면진된 비상디젤발 기와 면진하지 않은 경우의 손상도곡선  HCLPF 

강도를 비교한 그림 3.102를 보면, 면진된 비상디젤발 기는 가속도에 의

한 손상할 가능성이 감되고, 면진요소의 손상이 비상용 원의 손상에 

지배 으로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 면진된 비상디젤발 기의 

HCLPF 강도는 면진되지 않은 경우의 HCLPF 강도에 비해 단히 크므

로 비상디젤발 기를 면진화 하는 것이 의한 안 성의 향상에 크게 기여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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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회귀법 I

(b) 회귀법 II

그림 3.102 회귀법에 따른 비상디젤발 기의 취약도 곡선(서울,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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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격납건물 3차원 해석모듈 개발

1. 주요연구내용

  원  격납건물은 방사능 물질의 외부유출을 막는 최후의 방벽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매우 요한 구조물이다. 따라서 사용기간  격납건물의 구

조 건 성을 평가하고 성능을 검증하는 것은 매우 요하다. 

  따라서 격납건물의 극한내압능력과 비선형해석을 한 3차원 해석모듈 

개발 분야에서는 기존의 실험결과를 충분히 반 할 수 있는 구조해석의 

원천 기술을 확보하기 해 철근콘크리트 탄소성 고체 유한요소모델을 분

석하고 이를 컴퓨터 모듈로 개발하 다. 

격납건물의 3차원 해석모듈 개발 분야에서 수행한 연구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괴기   차 고체 유한요소 개발

  - 인장강성모델 재평가  라메터 결정

  - 콘크리트 변형연화모델  철근삽입모델 개발

  - Explicit Tendon 모델 개발

  - 3차원 철근콘크리트 유한요소 Benchmark Test Suite 개발

2. 추진 략

  기존의 콘크리트 괴기 들을 수집․분석하고,  단계에서 수행했던 실

험결과  외국의 실험 사례 등을 분석하여 새로운 괴기 을 제시하고 

인장강성모델에 한 재평가와 인장강성 라메터를 결정하 다.

  의 결과를 기반으로 콘크리트 변형연화모델, 철근삽입모델  explicit 

tendon모델을 개발하여  단계에서 개발한 NUCAS에 장착하 다.

한 고체요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묶임 상을 방지하여 수치해석결과의 

정확도를 높이기 해 B-bar법과 EAS법[14]에 의한 개선된 요소를 개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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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발한 비선형 유한요소 모델을 검증하기 해 다양한 Benchmark 

Tests를 수행하여 요소와 재료모델의 우수성을 입증하 다. 그리고 실제 

격납건물의 해석에 한 성능검증을 해 미국 SNL의 1/4 축소모델 격납

건물 실험결과와 비교하 고 OECD/NEA의 ISP-48 국제공동연구에 참여

하 다.

3. 연구결과

  가. 괴기   차 고체 유한요소개발

  콘크리트 구조물의 3차원 해석에 사용될 Enhanced Assumed Strain 

(EAS) Method를 바탕으로 한 차 고체유한요소를 개발하고 Benchmark 

Test를 통하여 우수성을 입증하 다.

  아래 그림 3.103과 같이 휨이 지배 인 캔틸 버 패 을 이용하여 개발

된 EAS 고체요소의 성능을 검증하 다. 그림과 같이 패 의 자유단 끝에 

면내 단력을 작용시켰을 때 요소개수에 따른 수렴성 여부를 자유단 상

부의 수직변 를 통하여 분석하 다.

그림 3.103 Cook이 제안한 외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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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104에서 보는바와 같이 포아송비가 작은 경우에 요소 수가 증가

함에 따라 변 에 한 수렴성이 뚜렷하 으며, 표 요소, B-bar요소, 

EAS 요소 모두 우수한 성능을 나타내었다. 포아송비가 0.4999인 비압축

성의 재료인 경우에 표 요소는 강성과 상을 나타낸 반면 B-bar 고체

요소와 EAS 고체요소는 요소수가 증가함에 따라 빠른 수렴을 보 다.  

그림 3.104 외팔보의 수렴성 결과

  개구부를 가지는 격납건물을 모델링하기 해서는 비정형의 고체요소가 

필요하므로 요소의 비틀림(distortion)에 따른 해석결과의 민감도를 악

하기 해 아래 그림 3.105에 도시된 바와 같이 자유단에 휨모멘트가 작

용하는 외팔보를 이용하 다. 

그림 3.105 비정형의 요소를 갖는 외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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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외팔보에서 비틀림에 한 자유단 상단부의 수직변 를 비교하기 

하여 s=0일 때의 정해를 이용하여 계산된 수치해를 무차원화 하여 아래 

그림 3.106에 도시하 다. 아래 그림에서와 같이 요소의 비틀림이 증가함

에 따라 변 가 크게 감소하 으며 표 고체요소와 B-bar 요소는 비틀림 

정도가 증가함에 따라 정해의 5%수 에 수렴한 반면 EAS 요소는 정해의 

50%까지 수렴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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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6 자유단에서 변

  다이어 램이 있는 원통쉘을 이용하여 3차원 실린더 구조물에 한 

EAS법을 이용한 고체요소의 거동성능을 분석하 다. 그림 3.107과 같이 

구조물이 칭인 것을 이용하여 쉘의 1/8만을 유한요소로 모델링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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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7 원통형 쉘의 형상

  원통형 쉘에 한 수치해석결과를 하 이 작용하는 지 에서의 수직변

를 정해로 무차원화 하여 아래 그림 3.108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보듯이 

표 고체요소와 B-bar요소는 해석시 유한요소수를 증가시켜도 강성과

상이 발생하 고 정해의 40%이하의 결과를 나타내었다. 정상 분을 사용

한 ABAQUS의 8  고체요소의 결과는 B-bar요소와 유사한 결과를 보

으나 EAS요소는 요소수가 증가함에 따라 정해에 근 하여 유한요소수를 

32×32로 세분화한 경우의 정해에 매우 근사한 값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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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8 하 작용 에서 수직방향에 한 처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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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mispherical 쉘을 이용하여 면내력이 지배 인 돔 구조물에 한 요

소의 성능을 검증하기 해 다음 그림 3.109와 같이 요소의 체 을 세분

화하면서 쉘의 1/4만을 유한요소 모델링 하 다.

그림 3.109 반구형 쉘의 형상

  반구형 쉘에 한 해석결과는 하 이 작용하는 에서의 변 를 정해에 

해 무차원화 하여 그림 3.110에 나타내었다. 표 고체요소와 B-bar요

소는 요소수가 증가하여도 강성과 상이 발생하여 정해의 5%이하의 매

우 낮은 결과를 나타내었고 B-bar요소도 이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으

나 EAS요소는 요소수가 증가함에 따라 정해에 근 하여 32×32로 세분화

한 경우에 정해에 근 한 값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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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0 하  작용 에서 변 의 수렴성 결과

  개발된 EAS 요소의 성능분석을 하여 한국 표 형 원자로의 동 특성

을 조사하 다. 요소 세분화에 따른 향을 분석하기 해 B-bar 요소와 

EAS 요소에 해 5번째 모드까지의 결과를 그림 3.111  그림 3.112, 

그림 3.113  그림 3.114에 나타내었다. B-bar 요소의 경우 고진동수로 

갈수록 요소 세분화에 매우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첫 번째 고유진동

수는 큰 향을 받지 않았으며 EAS 요소는 요소수가 증가함에 따라 고진

동수에서도 안정 인 값을 나타냈으며 모델링의 편의를 해 도입한 가상

개구부의 타당성을 조사하기 해 원주방향 이 32개인 경우에 해 

가상개구부의 크기를 다양한 크기로 증가시켰다. EAS법이 B-bar법보다 

요소의 결 을 제거하는데 있어 더 효과 이었으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B-bar 요소는 case 5까지 EAS 요소는 case 6까지 고차모드에서도 고유

진동수가 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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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sh number in circumference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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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1 벽체원주방향 수의 증가에 따른 고유진동수 (B bar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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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2 벽체원주방향 수의 증가에 따른 고유진동수 (EAS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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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3 가상개구부 크기에 따른 고유진동수 (B bar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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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4 가상개구부 크기에 따른 고유진동수 (EAS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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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과 같이 다양한 Benchmark test 결과를 통하여 개발된 EAS 고체

요소의 성능이 표  고체요소, B-bar 고체요소 그리고 ABAQUS[15] 상

용 로그램에 비해 우수함을 알 수 있었다. 

  콘크리트 항복조건, 소성흐름, 경화율, 압쇄조건, 균열발생기   균열 

후 거동을 하게 묘사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고 그 타당성을 검증하

기 해 이축 응력하 을 받는 무근콘크리트 패 에 한 수치해석을 하

다. 

무근콘크리트 시편에 한 수치해석을 수행하여 개발된 콘크리트 소성재

료모델에 한 괴포락선과 소성 경화율에 한 성능검증을 검증하 다

[16]. 무근콘크리트에 한 시편은 압축강도가 ′ 과 

′ 의 두 종류이고 압축-압축 역, 압축-인장 역 그리고 인

장-인장 역에 한 응력비를 4수 으로 고려하여 실시되었다. 그림 

3.115  그림 3.116에 압축-압축 역과 압축-인장 역에 한 응력-변

형률선도를 도시하 다. 그림에 도시한 바와 같이 각 역에 한 응력-

변형률선도는 해석과 실험결과가 매우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15 정규화된 

응력-변형률곡선( f c'= 398kg/cm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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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6 정규화된 응력-변형률곡선( f c'= 309kg/cm
2)

  한 이 응력-변형률선도를 이용하여 무근콘크리트에 한 괴포락선

을 그림 3.117  그림 3.118에 도시하 다. 압축-압축 역에서는 해석

에 의한 결과가 실험결과보다 다소 낮은 응력상태로 나타났고, 인장-인장

역에서는 해석결과가 실험결과보다 다소 높은 응력수 으로 나타났다. 

해석에 의한 결과는 반 으로 무근콘크리트에 한 괴거동을 하

게 추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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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7 이축 응력 괴포락선(′ )

         

그림 3.118 이축 응력 괴포락선(′ )

  수치해석 결과를 독하기 하여 개발된 3차원 해석 로그램과 상용 

후처리 로그램 GID와의 interface를 개발하 다
[17]. 즉, 변형형상, 변

형등고선, 응력등고선을 처리할 수 있는 interface를 개발 완료하 다. 그

림 3.119는 개발된 interface를 이용하여 반구형 쉘의 변 분포를 보여주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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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9 Interface를 이용한 해석결과 visualization

  나. 인장강성모델 재평가  라메터 결정

  유한요소해석 결과를 개선하기 한 인장강성 모델 재평가 하 다. 유

한요소해석 결과의 개선은 인장강성모델 자체만으로는 많은 어려움이 있

으며 콘크리트의 균열발생 시 과 균열이후에 콘크리트와 철근의 상호작

용을 히 고려할 때만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격납건물과 같이 

두꺼운 벽체구조에는 두께방향으로 균일한 인장강성모델을 사용하는 방법보다

는 인장강성이 실제로 존재하는 역에만 인장강성효과를 고려하는 층별 인장

강성모델을 제시하 다. 그림 3.120에서 보듯이 층별 인장강성모델을 사용한 

해석결과는 균일한 인장강성모델을 사용한 경우보다 실험결과와 더욱 유사한 

결과를 도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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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0 일반(좌)  층상(우) 인장강성모델의 해석결과비교

  인장강성효과에 한 분석  모델 라메터의 결정을 해서 격납건물 

벽체패  실험결과를 이용하여 철근콘크리트 패 에 한 Round Robin 

Analysis(RRA)를 실시하 다[18]. 그림 3.121  그림 3.1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RRA를 통해 소성모델과 함께 국내외에서 개발되었거나 개발 

인 4가지의 유한요소해석 로그램으로 격납건물 벽체패 에 한 정량

인 해석결과를 확보하 으며 소성모델을 이용한 참고해를 수치해와 비

교․분석하 다.

 

그림 3.121 벽체패  실험결과와 RRA 결과(CL-B-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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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2 벽체패  실험결과(CL-B-R1)에 한 RRA 세부결과

  탄성구간에서 각 유한요소 로그램의 정확도를 측정한 결과 한 하

단계를 사용할 경우 실험결과와 유사한 수치해석 결과를 도출하 다

(window-1). 균열기 에 따라서 균열시 이 다소 차이를 보 지만 체

로 실험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이축방향의 상 계를 고려

한 균열기 을 이용할 경우 실험결과에 근 한 결과를 도출하 다( 

window-2). 한 인장강성모델이 균열이후의 응력-변형률 계에 많은 

향을 미치고 격납건물의 벽체요소의 해석에는 지수형태의 인장강성모델

이 효과 으로 나타났고(window-3,4) 인장강성모델과 함께 한 철근

모델이 도입되지 않을 경우 철근의 항복시 을 측하는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window-5).  RRA를 통하여 지수형태의 인장강성모델을 도입할 

경우 인장강성 라메터 c=0.2를 채택하는 것이 효과 인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러나 지수형태의 인장강성모델이 아닌 경우 라메터의 조정이 필

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격납건물과 같이 두꺼운 벽체구조에는 인장강

성이 실제로 존재하는 역에만 인장강성효과를 고려하는 층별 인장강성모델

을 제시하여 해석결과의 정확도를 향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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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콘크리트 변형연화모델  철근삽입모델 개발

  균열이후의 콘크리트 재료특성을 고려하기 한 변형도연화모델 선정하

다. 즉, 콘크리트 괴이후에 나타나는 에 지의 소산을 효율 으로 모

사하기 하여 아래 그림 3.123과 같은 변형도연화모델을 도입하 고 

괴에 지는 격납건물 배합설계로 제작한 형시편 실험결과(1단계)를 참

고하여 50N/m～200N/m으로 산정하 다[19]. 

그림 3.123 (좌)변형도연화모델 (우) 괴에 지산정 실험

          

  콘크리트 내부의 철근형상을 쉽게 모델링하기 한 철근삽입모델 개발

하 다. 모요소로 형성된 유한요소망에 독립 이고 모요소와 임의 방향으

로 교차할 수 있으며 한 모요소 안에서 그 방향이 자유롭게 변할 수 있

는 특징을 가진 철근삽입모델을 그림 3.124와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개발

하 다.

  독립 으로 존재하는 철근삽입모델을 모요소에 사상하기 하여 모요소

와 삽입철근모델에 해 동일한 변형률-변 계를 도입하고 모요소 내 

철근의 치와 모요소의 각 면과 교차하는 을 계산하기 하여 모요소

의 고유좌표를 이용하 다. 한 불규칙 인 모요소의 유한요소망에서 철

근을 이산화하기 해서 Newton Root Finding Method에 기 한 

Iterative Method를 도입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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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4 (좌)철근삽입모델 (우) 체좌표계에서 고유좌표계로 사상

  격납건물 벽체요소 시험체를 이용하여 철근삽입모델의 성능을 검증하

다. 그림 3.125에서 보는바와 같이 이때 철근삽입모델의 수치해석 결과값

을 정확히 비교하기 하여 탄성범  내에서 상용 로그램 ABAQUS를 이

용한 해석값과 비교하 다. 

  표 3.28에 정리한 바와 같이 수치해석결과를 통하여 모델링을 용이하게 

하기 해 개발된 embedded모델이 단순 rebar요소와 smeared rebar요

소를 사용한 결과와 매우 유사한 결과를 도출하 다.

그림 3.125 벽체실험 시험체 해석모델  변 등고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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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bedded 

element

single-rebar element

(ABAQUS)

smeared-rebar element

(ABAQUS)

disp.

x: 5.9116E-02

y: 1.8878E-02

z:-9.7317E-03

x: 5.9116E-02

y: 1.8878E-02

z:-9.7317E-03

x: 5.9089E-02

y: 1.8875E-02

z:-9.7375E-03

strain 6.05265E-04 6.0527E-04 6.0798E-04

stress 1.24530E+02 1.2450E+02 1.2510E+02

표 3.28 철근 요소의 수치해석결과 비교 

 한 격납건물의 철근 모델링을 한 철근삽입모델 컴퓨터 모듈을 개발

하 다. 이 모듈은 철근의 간격, 개수, 높이, 반경을 입력하면 그림 3.126

과 같이 격납건물의 철근을 이산화할 수 있다. 개발된 모듈은 모요소의 

배치에 향을 받지 않으므로 실제 격납건물의 철근과 유사하게 배열할 

수 있다.

그림 3.126 격납건물 철근의 이산화

  라. Explicit Tendon모델 개발

  격납건물의 비선형 해석시 텐돈에 한 유한요소 모델링을 쉽게 하고 

실제 배치 상태를 그 로 반 하여 해석의 정확도를 높이기 해 텐돈 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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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모델을 개발하 다. 텐돈 삽입모델의 기본 인 유한요소 정식화는 철근 

삽입모델에서 개발된 방법과 거의 유사하지만 리스트 스력을 용하기 

해 residual 계산시 기조건으로 긴장력을 도입하 다.

  텐돈 삽입모델에 한 성능을 검증하기 해 SNL에서 실험한 1/4 축소

모델 리트스 스 콘크리트 격납건물에 한 수치해석을 수행하 다

[20]. 주요 평가단면인 벽체 간과 스 링라인 그리고 돔의 정 에 한 

하 -변 선도를 그림 3.127, 그림 3.128  그림 3.129에 도시하 고 

각 그림에는 상 격납건물에 한 Round Robin Analysis에 참석한 기

들의 해석결과를 비교하 다. 기균열은 실험에 비해 다소 높은 응력상

태에서 발생하 고 비선형 구간에서 실험에 비해 변  발생이 다소 작게 

나타났으나 반 인 비선형거동은 실험과 매우 유사한 결과를 도출하

다. 한 리스트 스력이 작용한 기변형형상과 극한내압작용시 변형

형상을 그림 3.130  그림 3.131에 도시하 다.

그림 3.127 벽체 간에서 수평방향의 하 -변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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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8 스 링라인에서 수평방향의 하 -변 선도

그림 3.129 돔의 정 에서 수직방향 하 -변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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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0 기변형형상

그림 3.131 극한내압작용시 변형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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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3차원 철근콘크리트 유한요소 Benchmark Test Suite 개발

  면내력을 받는 패 을 이용하여 철근비, 콘크리트의 강도 그리고 다양

한 하 을 조합한 경우에 한 소성재료모델의 성능을 검증하 다[21]. 

도출된 해석결과는 실험결과와 이미 제시된 수치해석결과와 비교하여 그

림 3.132에서부터 그림 3.137에 도시하 다. 그림에서 순수 단력하에서 

압축강도와 철근비에 따른 해석결과는 그림 (a)-(f)에 도시하 고 순수

단과 함께 인장력, 그리고 압축력을 받는 경우의 해석결과는 그림 (g)-(j)

에 도시 다. 그림에서와 같이 개발된 콘크리트 소성재료모델은 실험결과

와 매우 근 한 결과를 도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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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2 Vecchio & Collins 패 에 한 해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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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3 Vecchio & Collins 패 에 한 해석결과(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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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4 Vecchio & Collins 패 에 한 해석결과(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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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5 Vecchio & Collins 패 에 한 해석결과(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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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6 Vecchio & Collins 패 에 한 해석결과(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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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7 Vecchio & Collins 패 에 한 해석결과(계속)

  개발된 소성모델의 성능평가를 해 EPRI에서 수행한 격납건물 벽체시

편을 수치해석에 이용하고 도출된 결과를 실험결과와 비교하 다. 그림 

3.138  그림 3.139에는 각각 일축하 과 이축하 에 한 패 내 철근

의 응력-변형률 계를 통하여 도시하 으며 개발된 소성모델을 이용하여 

격납건물 벽체의 거동을 실험과 매우 유사하게 측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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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8  일축 인장하 을 받는 패 의 해석결과

 

그림 3.139 이축 인장하 을 받는 패 의 해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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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외하 에 한 소성모델의 성능검증을 해 그림 3.140과 같은 

McNeice의 정사각슬래 를 이용하 다[22]. 그림 3.141에 도시된 바와 

같이 해석결과는 패 실험결과와 매우 근 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140 슬래 형상

그림 3.141 슬래  앙 에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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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142와 같은 Cervenka와 Gerstle의 단벽을 이용하여 단이 

지배 인 벽체에 한 소성모델의 성능을 검증하 다[24]. 그림 3.143  

그림 3.144에서와 같이 하 작용 에서 단벽 하부 앙 에서 발생하는 

체 인 변 이력은 실험결과와 잘 일치하 으며 극한하 값에서 나타나

는 균열패턴도 실험결과와 매우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림 3.142 단벽의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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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3 슬래 의 하 -변
  

그림 3.144 해석결과와 실험에 의한 균열패턴비교

  그림 4.145와 같은 SNL에서 실험한 1/6 축소모델 철근콘크리트 격납

건물에 한 수치해석을 수행하여 개발된 로그램의 성능검증을 하 다

[24]. 요 평가단면인 벽체 간부 와 스 링라인 그리고 돔의 정 에서 

수평과 수직방향에 한 하 -변 계를 그림 3.146에서 그림 3.148에 도

시하 다. 기균열발생시 과 철근의 항복시 을 비교  정확하게 측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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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극한내압은 1.062MPa로 실험에 의한 극한내압과 매우 유사하게 나타

났다. 이는 설계내압(0.317MPa)보다 략 3.35배 정도의 여유를 갖는 것

이다.

그림 3.145 1/6 축소모델 격납건물의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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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6 벽체 간에서 수평방향에 한 하 -변 선도

그림 3.147 스 링라인에서 수평방향에 한 하 -변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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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8 돔의 정 에서 수직방향에 한 하 -변 선도

  바. 상용 로그램(ABAQUS)를 이용한 격납건물 극한내압해석

  개발된 NUCAS 코드 3차원 해석 모듈의 성능을 검증하고 상용 로그램

과의 비교를 해서 ABAQUS 로그램을 이용하여 가압 경수로형(PWR) 

격납건물에 한 극한내압해석을 수행하 다. ABAQUS에서 사용 가능한 

Smeared Cracking Model과 Damaged Index Model을 이용하여 2차원

과 3차원에 한 해석결과를 비교/분석하 다. 벽체 간부 와 스 링라

인에서의 수평방향에 한 하 -변 선도를 그림 3.149  그림 3.150에 

도시하 다. 3차원 모델은 2차원 모델에 비해서 기균열발생시 이 높게 

나타났고 내압증분에 따른 변 는 작게 나타났다. 유한요소모델과 콘크리

트 모델에 따라서 약간씩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므로 ABAQUS 상용

코드를 이용한 격납건물의 극한내압시 합한 모델을 선정하는 것이 요

하다고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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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9 벽체 간에서의 하 -변 선도

 

 

그림 3.150 돔의 정 에서 하 -변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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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Benchmark Test Suite 개발

  개발된 NUCAS 코드 3차원 해석 모듈의 성능을 검증하기 하여 표 

3.29와 같이 benchmark test suite를 개발하고 검증결과 모두 test를 통

과하 다.

Benchmark Test Benchmark Test 특징 Test결과

Split test, Distorted mesh

Cook's membrane

Pinched cylindrical shell

Hemispherical shell

차 고체 요소의 성능  수렴성 검증 Pass

무근콘크리트
콘크리트 소성재료모델의 괴포락선에 

한 성능검증
Pass

Vecchio &

Collins Panel

철근콘크리트패 의 철근비, 강도 

그리고 하 조합에 따른 성능검증
Pass

단벽체
철근콘크리트 벽체의 균열패턴 측 

성능 검증
Pass

평 모서리지지에 한 의 성능검증 Pass

실린더쉘
복잡한 철근콘크리트 층패턴에 한 

성능검증
Pass

EPRI패 격납건물 유사 구조물에 한 성능검증 Pass

철근콘크리트와 

리스트 스 콘크리트 

격납건물

격납건물의 체거동에 한 검증 Pass

표 3.29 Benchmark test suite

제 4  격납건물 벽체의 괴거동 검증

1. 주요연구내용

  사고 시 최후의 방벽 역할을 수행하는 격납건물이 내압을 받을 경

우의 거동을 실험 으로 규명하기 한 연구를 수행하 다. 격납건물을 

모델로 하여 실험을 수행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결과를 얻을 수 있으나 

경제 인 문제 등에 따라 주요 단면에 한 벽체 실험으로 체하여 수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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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을 항목별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 통부 시험체의 시험항목  모델 결정

  - 가력시스템 설계/제작  비시험

  - 벽체 통부(라이  포함) 거동시험

  - 격납건물 벽체 통부의 건 성 평가

2. 추진 략

  본 연구에서는 먼  실험을 한 제반 사항을 결정하기 하여 미국 

SNL의 격납건물 축소모델의 한계상태 실험결과를 이용하여 괴모드  

괴 치 등을 분석하고 시험모델과 시험항목 등을 설정하 다. 한 실

험 에 격납건물 벽체의 구조해석을 수행하고 이 결과를 토 로 가력시

스템과 계측시스템을 설계․제작하고 비실험을 수행하 다.

  비실험 결과로부터 실험방법, 가력  계측시스템, 시험체의 크기  

변수 등의 합성을 평가하 으며 벽체모델의 괴거동 실험을 통해 균열

특성을 조사하고 기존의 출실험식의 변수를 설정함으로써 격납건물의 

출 건 성 평가식을 제시하 다.

  본 실험은 실험실과 실험장치가 구비되어 있는 기술연구소에 탁

하여 수행하 다.

3. 연구결과

  가. 통부 시험체의 시험항목  모델 결정

  SNL의 PCCV 모델 실험결과를 토 로 격납건물 라이 의 상  취약

부를 조사한 결과, 주로 통부 주변의 용 상세가 괴의 상부 로 

측되었으며, E/H, A/L 등 구경의 통부가 우선 인 취약부로 평가되었

다. 라이   통부는 그림 3.15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홈용  는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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렛용 에 의해 연결되며 응력방향에 해 수직  평행하는 연결 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본 실험에서는 하 방향  용 방법에 의해 통부 용

상세를 3가지로 분류하여 괴까지의 연성도  기능  역할을 평가하

다.

THICKENED PLATE

THICKNESS 
TRANSITION

(a)
(c)

(b)

VERTICAL STIFFENER

(a) 응력에 평행한 홈용 , (b) 응력에 수직한 홈용 , (c) 필렛용

그림 3.151 통부 용 상세 분류

  통부가 갖는 형 인 용 상세를 단순화한 쿠폰 실험체를 그림 

3.152와 같이 제작하 다. 이때 사용된 강 은 격납건물 내벽에 부착되는 

라이 와 동등한 재질과 두께를 갖는 재료를 사용하 으며, 원  인정 용

법  하나인 FCAW(Flux Cored Arc Welding)로 제작하 다.

  한 응력에 수직한 방향으로 용 된 쿠폰실험체에 해 평행부의 거리

(L)를 400mm와 600mm로 변화를 주어 실험체의 크기가 실험결과에 미

치는 향을 고찰하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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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2 용 부 괴 실험체

      

    

  아래 그림 3.153은 실험 수행을 한 재하 방법  센서의 치를 나타

낸다. 라이 의 상 항복 시 의 95%까지는 유압가력기(Actuator)를 통

해 하  제어 방식으로 가력 하 고 이후부터는 변  제어 방식으로 환

하여 진행하 다. 용  인 부 모재와 공칭부 모재  용착 속의 변형률

을 측정하기 해 일축 스트 인게이지 14개와 삼축 게이지 3개, 총 23

개의 스트 인게이지를 사용하 다.

       

L = 400~600

uni-axial point gage
for nominal strain

uni-axial point gage
for strain near weld

P or δ

tri-axial 
point gage

그림 3.153 가력 방법  측정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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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부 부근 용 부에서의 취약성을 고려하여 이를 실험체에 포함하

으며 통부의 유무에 따른 용 상세를 실험변수로 선정하 다. 한 이

러한 용 부를 포함함으로써 용 부에서 발생되는 잔류응력이 용 강도 

 연성에 향을 미치기 때문에 통부를 갖는 실험체는 열처리(풀림)를 

하여 잔류응력 성분이 제거되도록 하 다. 

  그림 3.154  그림 3.155는 각각 통부를 포함하고 있는 실험체와 

라이  통부의 인장 괴 실험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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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4 통부를 포함하는 실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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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5 라이  통부의 인장 괴 실험

  나. 가력시스템 설계/제작  비시험

    (1) 가력시스템 설계, 제작  구축

  격납건물은 원통형 구조물로서 내압 작용 시 험단면에서 원환방향  

자오선방향으로의 하 비가 약 2:1로 나타나며 방사방향으로 동일한 변

/변형률을 갖게 된다. 한 2001년도의 이축실험에서 결국 지배 인 모드

는 1방향으로의 하 에 의해 결정되었으므로 일방향 가력시스템을 구축하

기로 하 다.

  가력장치로는 유압식 가력장치(Actuator)를 사용하여 변 제어 실험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 고, 두 의 유압식 가력장치를 병렬로 연결할 수 

있는 가력 철물과 실험체를 고정하는 고정철물을 그림 3.156과 같이 제작

하 다. 가력시스템의 용량은 인장에 해 240ton (200ton Actuator 

2sets), 가력변 는 500mm로 항복이후 소성  괴까지 가력할 수 있도

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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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측장치

Actuator
(200ton)

가력철물

실험체

지점장치

계측장치

Actuator
(200ton)

가력철물

실험체

지점장치

그림 3.156 비실험용 가력시스템

  

    

  실험결과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로는 실험체에 도입되는 하 과 그에 따

른 응력, 그리고 콘크리트, 철근  라이 의 변 와 변형률이다. 하   

응력은 유압식 가력기에 내장되어 있는 고정  로드셀로 충분한 신뢰성을 

유지하며 얻을 수 있고, 변 와 변형률은 고정  LVDT와 변형률계를 사

용하여 측정할 수 있다.

    (2) 벽체 시험체 비시험  결과분석

  본 실험에서 사용한 콘크리트의 경우 49.2MPa의 압축강도와 

24,576MPa의 탄성계수를 얻었으며, 철근은 423MPa의 항복강도와 

21,2041MPa의 탄성계수, 강 은 339MPa의 항복강도와 193,019MPa의 

탄성계수를 실험을 통해 얻었다. 그림 3.157에 실험으로부터 얻은 실험 

벽체 콘크리트의 응력-변형율 계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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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납건물 라이 의 괴 치를 확인하고 용 부와 지 사이의 길이 변

화가 괴에 향을 주는지 그 여부를 단하기 하여 실험을 실시하

다.

  아래 그림 3.158(a)는 응력에 수직방향으로 홈용 된 L400 실험체의 

괴 모습을 인 해서 촬 한 사진이고 그림 3.158(b)는 괴된 L600 실

험체의 경을 보여주고 있다. 괴의 치는 평행부의 거리에 계없이 

모두 완화구간의 시작 과 용 선사이의 정 앙부 모재에서 발생하 다. 

이는 통상 잔류변형률이 존재하리라고 상되는 용  인 부 모재보다는 

공칭부 모재에서 더 많은 변형률 증가를 경험하 다고 측할 수 있다. 

한 강성측면에서 상 으로 모재보다 강도가 높은 용 부가 가력 횡방

향으로 존재하여 종방향으로의 변형을 구속하므로 공칭부 모재보다 용  

인 부 모재에서 변형률이 작게 발생하 다고도 생각할 수 있다.

   

(a) L400의 괴 모습

(b) L600의 괴 모습

그림 3.158 용 된 라이 의 괴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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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159  그림 3.160은 각각 L400과 L600에서 측정한 변형률 데

이터를 공칭부(Normal)와 용  인 부(Weld)로 나 어 평균 변형률을 구

하고, 하 을 단면에 한 응력으로 환산하여 그린 종방향 응력-변형률 

곡선이다. 측정을 통한 략 인 괴 시 은 각 실험체에서 0.2를 넘었

지만, 그림은 측정데이터에서 신뢰성이 있다고 단되는 변형률 수 까지 

만을 나타내었는데, 이때까지의 용  인 부의 변형률에 한 공칭부의 

종방향 변형률 비를 계산하면, L400은 2.9, L600은 3.1로써 공칭부의 변

형률이 용  인 부에 비해 3배 정도의 변형률을 나타내고 있다. 한, 횡

방향 변형률에 한 종방향의 변형률비가 L400과 L600의 공칭부에서 각

각 7.5, 3.8인데 비해 용  인 부는 3.2, 2.1을 나타내고 있어 용  인

부의 종방향 구속도가 2배 이상임을 확인하 다.

  공칭부는 항복이후 변형률경화과정에서 응력이 다소 낮기는 하지만 

체로 재료의 응력-변형률 곡선(Material)을 따라간다. 그러나, 용  인

부는 기에 재료의 탄성계수와 같은 기울기로 증가하지만 재료의 항복

에 도달할수록 비선형의 거동을 나타내고 소성흐름없이 바로 변형률경화

과정을 겪는다. 변형률경화시의 형상을 보면 재료나 용  인 부의 응력-

변형률 곡선이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용  인 부의 응력-변형

률 곡선을 일정한 변형률(Δεw=0.01)만큼 평행이동하면 재료의 변형률경화

시의 응력-변형률 곡선 구간과 거의 일치한다. 평행이동한 변형률 모두를 

용 에 의한 잔류변형률이라 가정하여 변형률의 비를 다시 계산하면 각각 

2.5와 2.6이다. 따라서, 용  인 부는 괴까지의 인 변형률 여유

가 공칭부보다 작을 수 있으나, 상 으로 변형률 증가율이 공칭부에 비

해 작기 때문에 공칭부가 먼  소요의 변형률 한계에 도달하여 괴되었

다고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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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필렛 용 된 쿠폰실험체의 경우 횡방향 용 실험체보다 더 큰 변

형률 구속 효과를 나타내었으므로 역시 괴는 모재에서 먼  발생하는 

결과를 주었다. 한편, 종방향으로 용 된 쿠폰 실험체에서는 용 에 의한 

강도 증가가 미미하여 마치 동일한 재료(용 이 없는)로 이루어진 실험체

와 매우 흡사하 다. 따라서 정  하 하에서 모재보다 앞선 용 부의 

괴는 발견할 수 없었다.

  라이  용 부 괴 거동과 련하여, 용  열 향부는 괴까지의 

 변형률이 작더라도 용 선에 의한 종방향으로의 변형률 구속으로 변형

률 증분이 공칭부의 0.4배에 해당하기 때문에 괴가 먼  발생하지 않았

다.

  필렛 용 , 그리고 종방향 용  실험체에서도 모재보다 앞선 용 부의 

괴를 발견할 수 없었으므로, 격납건물 통부 주변의 용 상세는 모재

보다 작지 않은 연성을 갖는다고 평가되며, 따라서 라이 는 본래의 기능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고 단된다. 

  라이 가 합성되지 않은 실험체 3개와 라이  합성 실험체 3개에 한 

괴실험을 수행하 다. 라이 가 합성되지 않은 실험체의 경우 균열하

은 567kN으로서 콘크리트의 균열하 은 533kN, 철근은 34kN을 부담하

으며 콘크리트의 균열응력은 2.24MPa, 철근은 294MPa을 받았다. 원형

공시체를 상으로 한 콘크리트 압축강도를 f ck라고 할 때, 균열응력은 

0.31 f ck에 해당하는 값으로 나타났다(그림 3.161～그림 3.164). 균열응

력은 294MPa에서 뚜렷이 확인할 수 있으며, 콘크리트에 균열이 발생함에 

따라 철근에 갑작스런 변형률의 증가를 유발하고 있고, 이 후 재료시험에 

의한 철근의 거동을 쫓아가고 있다. 그러나 철근의 항복강도를 훨씬 넘어

서도 계속 증가하는 모습은 면 한 검토를 요구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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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1 비합성 실험체의 균열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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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2 응력-변형률 계 (R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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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3 합성 실험체의 균열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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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 가 합성된 실험체의 경우 균열하 은 671kN으로서 콘크리트의 

균열하 은 605kN, 철근은 42kN, 라이 는 24kN을 부담하 으며, 콘크

리트의 균열응력은 2.71MPa, 철근은 223MPa, 라이 는 201MPa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형공시체를 상으로 한 콘크리트 압축강도를 f ck라고 

할 때, 균열응력은 0.39 f ck에 해당하는 값으로 나타났다. 열응력은 

223MPa에서 뚜렷이 확인할 수 있으며, 콘크리트에 균열이 발생함에 따라 

철근에 갑작스런 변형률의 증가를 유발하고 있고, 이후 재료시험에 의한 

철근의 거동을 쫓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 실험결과, 균열과 균열 사이에서 발생하는 콘크리트의 인장강성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고 그 거동은 1차년도 실험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러나, 데이터를 통한 정확한 균열시 의 발견은 어려운 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콘크리트의 인장강성효과와 더불어 규명하고자 하는 것은 균열발

생 이후 콘크리트의 연화거동으로서 재 균열발생 이후에는 콘크리트의 

강성이 없다고 가정하여 결과를 나타내었으나, 번 비실험에서는 철근

의 종방향을 따라 비교  촘촘히 변형률계를 부착하 기 때문에 균열과 

균열 사이의 철근의 응력변화를 통해 균열 이후의 콘크리트의 인장거동을 

악할 수 있었다.

  다. 벽체 통부(라이  포함) 거동시험

  원  격납건물과 같이 내압을 받는 원통형 구조물은 2축의 인장 응력을 

받게 되므로, 인장에 취약한 콘크리트 벽체는 과도한 내압 증가로 균열을 

발생할 수 있고, 한 사고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원  격납건물의 

괴 거동을 측해보고자 리스트 스 콘크리트 격납건물의 벽체 일부

를 실물로 제작하여 균열 거동  응력-변형률 계를 통해 인장 괴 거

동을 분석하 다.

  일반 인 격납건물 벽체의 두께는 1.2m이고 6mm의 라이 이 수직보

강재를 통해 콘크리트에 정착되어 있다. 그림 3.165(a)는 격납건물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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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으로 자른 도우넛 모양에서 일부분을 그 로 떼어낸 Full-scale 부분

모형 실험체의 도면이다. 라이 가 부착된 실험체(LRC) 2개와 라이 가 

없는 철근콘크리트 실험체(RC) 3개를 제작하 다. 아래 그림 3.65(b)는 

증기양생 후의 실험체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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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5 벽체 통부 실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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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그림 3.166은 실험에서 사용한 센서의 치를 나타낸다. 총 50개

의 스트 인 게이지를 철근과 라이 에 설치하 고 6개의 LVDT를 콘크

리트와 라이  표면에 설치하여 국부 변형률  평균 변형률을 측정하

다. 유압가력기에 의한 변  제어 방식으로 라이 와 철근에 동일한 변형

을 유발하도록 인장 가력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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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6 계측 계획

  그림 3.167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기 균열(①)은 단면손실부인 실험

체의 앙 수직보강재에서 비롯되었고, 곧이어 첫 균열의 근방에서 두 번

째, 세 번째 균열(②, ③)이 순차 으로 수직보강재와 동일한 간격을 유지

하면서 발생하 다. 균열의 진  방향은 일반 인 상과 같이 가력방향

에 해 수직하 으며, 체 으로 곧은 것으로 보이므로 실험체에 도입

된 하 이 편심없이 재하된 것을 알 수 있다. 지속된 재하에 의해 콘크리

트는 철근과 라이 로부터 탈락되어 실험은 종료되었다. 



그림 3.167 실험 종료 후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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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①       ③

  그림 3.168은 콘크리트의 인장 항력은 무시하고, 철근과 라이 의 강

성 비율에 따라 하 을 배분하여 나타낸 응력-변형률 계이다. 콘크리트

에 발생하는 균열은 응력-변형률 곡선에서 격한 변형률의 증가를 수반

하고, 추가의 균열로 인해 계단형태의 강성 하를 보이며 철근의 항복 시

까지 진 하 다. 

  한 표 3.30은 균열 시 에서 실험체별 균열하 과 응력을 정리한 것

으로, 라이  합성 철근콘크리트 실험체(LRC)는 철근콘크리트 실험체(RC)

에 비해 균열하 이 9.7%, 콘크리트의 응력이 8.0% 높았고, 철근의 응력

은 29.8% 작았으며, 라이 를 철근으로 치환할 때, 철근비가 높은 경우와 

유사한 거동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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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8 응력-변형률 곡선

 

실험체
fck

[MPa]

균열 하  [kN] 균열 응력[MPa]
균열변형률

εcr

P Pc Ps Pl fc fs fl

RC1 53.6 575 540 34 - 2.24 298 - 0.000100

RC2 50.2 498 464 33 - 1.96 258 - 0.000074

RC3 47.9 561 522 39 - 2.20 291 - 0.000088

LRC1 47.2 604 541 40 23 2.29 200 183
0.000145(composite)

0.000067(not comp.)

LRC2 47.8 591 528 40 23 2.31 195 179
0.000117(composite)

0.000097(not comp.)

표 3.30 균열하   균열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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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와 련해서, 콘크리트가 탈락할 정도까지 재하 하 으나 라이 는 

괴되지 않았으며 기능  부재로써의 역할을 확인할 수 있었다.

  라이 를 고려했을 때, 콘크리트의 균열 하  증가에 약 10%정도의 기

여가 있었으며, 철근비를 높여주는 효과를 가져다주어 균열 시 콘크리트

의 응력은 높게, 철근의 응력은 낮게 발생시키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상은 라이 와 콘크리트의 완 합성을 가정한 결과로써, 콘크리트의 

인장 강성을 철근과 라이 가 강성비로 분담한 것이다. 균열 이 에는 수

직보강재에 의해서 라이 가 상당 부분 콘크리트와의 합성 거동을 고려할 

수 있으나, 균열 이후에는 균열 이 과 같은 등한 부착은 나타내지 않

는다. 

  그림 3.169는 각각 측정 장치를 통해 얻은 철근(R), 콘크리트(C)  라

이 (L)의 평균 변형률에 한 상 비교이다. 그림 (a)는 체 인 변형률

의 양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각각의 측정 변형률이 동일하게 증가하는 것

을 나타내지만, 이를 확 한 그림 (b)에서는 상당한 거동의 차이가 있음을 

보여 다. 

  콘크리트에 한 철근의 변형률(C-R) 차이는 가시 인 균열 발생  철

근 치의 콘크리트와 표면부 콘크리트사이에서 철근덮개 깊이에 따라 발

생하는 변형률의 비선형성으로 이해되지만, C-L이나 R-L은 라이 의 상

인 변형률이 항상 크다는 것을 나타내므로 재하 기부터 철근에서와 

같은 합성 정도를 기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재하 기부터 라이 는 철근콘크리트의 변형률과는 상이한 거동을 나타

내어 철근에서와 같은 합성 정도를 기 할 수 없었다. 따라서 변형률 거

동에 있어서 콘크리트와는 부착되지 않은 상태로 라이 를 고려하는 것이 

보다 합리 이라고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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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9 각 측정 변형률의 비교[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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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식 (3.2)는 라이 의 완 합성거동을 가정하여 철근, 콘크리트  

라이 의 평균변형률(εt)에 한 콘크리트의 응력을 계산한 식이고, 식 

(3.3)은 비부착을 가정한 라이 의 평균변형률(εl)을 독립 으로 간주하여 

얻게 되는 콘크리트의 응력에 한 식이다.

  


                   (3.2)

  


                   (3.3)

  그림 3.170은 각각 라이 를 완  합성을 가정한 경우와 라이 를 비부

착으로 가정한 경우의 콘크리트의 응력-변형률 계를 나타낸 것이다. 라

이 의 합성을 가정한 경우 라이 가 상 인 변형률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균열변형률이 라이 가 부착되지 않은 경우보다 크게 되고, 균열 

이후 철근은 항복에 먼  도달하여 이를 반 한 인장 강성 효과는 Tamai

의 식으로 제시된 연화곡선에서 콘크리트의 강도 손실을 좀 더 격하게 

평가하 다. 

  철근콘크리트 실험체(RC)와 비교할 때, 라이 의 완 합성을 가정한 경

우보다 부착되지 않은 것으로 가정하는 것이 콘크리트의 응력-변형률 거

동과 좀 더 유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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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완 합성을 가정한 경우

(b) 라이 를 비부착으로 가정한 경우

그림 3.170 콘크리트의 응력-변형율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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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 는 콘크리트의 균열 에는 균열하 을 높여주기 때문에 강성의 

비율에 따른 콘크리트의 응력도 비례 으로 증가하지만, 균열 이후 응력

에 한 강재의 역할이 지배 으로 되어 콘크리트의 분담 응력은 오히려 

어들었다.

  라이 는 철근과 같이 견고하게 합성되지는 않기 때문에 콘크리트와의 

응력 달이 제 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완 합성을 

가정한 경우라 하더라도 철근이 콘크리트의 인장 강성을 부분 받는다고 

단된다. 

  이 게 하여 얻게 되는 철근의 응력-변형률 계는 라이 의 완 합성

을 가정한 경우나 비부착을 가정한 경우나 서로 흡사하게 구해지므로, 라

이 가 콘크리트의 응력-변형률 계에 미치는 향보다는 상 으로 

게 된다.

  라. 격납건물 벽체 통부의 건 성 평가

  내압에 의해 격납건물 벽체는 2축 방향의 인장상태에 놓이게 되고, 계

속된 내압의 증가에 따라 콘크리트 벽체는 균열을 발생하게 된다. 비록 

콘크리트에 균열이 발생하 더라도 라이 가 온 한 상태라면 출은 발

생하지 않겠지만, 측치 못한 이유로 라이 가 괴되었을 경우 방사성 

물질은 외기로 출될 것이다.

  격납건물 벽체는 내압에 의한 면내 축방향력을 받게 되는데, 이를 벽체 

모형 출실험에 구 하기 해 가력  가압장치를 개발하 다. 실제의 

정확한 재하 기구는 면외 방향의 내압과 이에 의한 면내의 축방향력의 발

생이지만, 실험장치가 복잡해지고 규모가 커지는 등 실  제약 때문에 

재하와 가압이 하나의 시스템에서 동시에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따라서 

재하  가압 시스템을 별도로 구성하 지만, 실험의 비연속성을 최 한 

회피하고자 실험 차를 체계 으로 단순화하 다.  

  축방향력의 도입은 기존의 가력장치를 이용하 으며, 면외 방향의 내압

은 가압 장치를 신규로 제작하여 도입하 다. SNL의 실험을 살펴보면,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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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압력(pd=0.39MPa)의 3.3배에서 괴되었다. 따라서 가압장치는 이보다 

큰 압력을 견디도록 설계되었다. 가압장치는 2.0MPa의 용량으로 제작하

고, 질소가스를 가압매체로 사용하 다. 

  그림 3.171  그림 3.172는 각각 벽체 모형에 가압장치를 설치한 개

략도, 가력  가압장치를 설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가압장치 내측면

에는 우 탄 소재의 합재를 사용하여 실험외 인 외기로의 출을 방지

하 고, 유도된 균열을 통해서만 공기압이 달되도록 하 다. 

그림 3.171 실험체 제원  가압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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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2 가력  가압장치 설치 모습

  SNL 실험은 기존 원  격납건물을 1/4 축소모형으로 제작하여 내압실

험을 수행한 바 있고, 캐나다의 마니토바 학에서는 250x300 단면의 철

근콘크리트 부재에 해 출실험을 진행한 바 있다. 이 실험 모두 격납

건물의 벽체 두께 사이즈를 구 한 실험은 아니어서 두께 방향으로의 

출 인자를 고려하지는 못했다.

  그림 3.173은 출 실험을 해 설계/제작한 실험 모형을 보여주고 있

다. 원  격납건물의 실제 두께 1,200mm를 갖는 부분 실물 벽체 모형

(1,200x200x2,000)을 제작하 다. 콘크리트 강도는 통상 으로 사용하는 

40MPa를 갖도록 하 으며, 375mm 간격으로 설치되는 수직보강재를 벽

체 모형에 삽입하여 균열을 유도하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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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3 벽체 실험 모형

  가력  가압이 하나의 시스템에서 동시에 구 될 수 없기 때문에 실험 

진행 방법과 차를 체계 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 구축한 가력  가

압시스템은 2-stage로 1step의 실험 단계를 수행하도록 설정하 다. 내압

에 의한 축방향력을 먼  실험 모형에 재하하여 균열을 유도 는 진 시

키고(1st-stage), 이 균열 상태를 유지한 채 가압 장치를 설치하여 그 때

의 압력을 도입하는 것으로(2nd-stage), 하나의 실험 단계가 완료된 것이

다. 이후 내압의 증가에 따라 순차 인 실험 단계를 수행하도록 하 다.

  축방향력을 하  재하 모드로 할 경우 가압 장치의 설치가 략 30분 

정도 소요되어 추가의 변 (균열 폭의 진 )가 발생될 소지가 있으므로, 

변  제어 모드로 진행하 다. 이 경우라도 응력의 이완 효과가 발생하나 

본 실험의 목 인 균열 폭에 따른 출 특성을 평가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단된다. 

  가력시스템에 의해 벽체에 유도된 균열을 통해서 질소가스를 통과시키

는 기체 출실험을 수행하 다.  이때 특정 하  단계에 해서 변 제

어를 통해 변 를 동일하게 유지하고, 여러 단계로 나 어 압력을 진

으로 가하 고 각 단계마다 기체의 출율을 측정하 다. 이에 따른 기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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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과 출율의 계 그래 를 아래 그림 3.174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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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4 Pressure-flow rate 곡선 

  운동방정식과 기체방정식  유체역학  개념을 통해 유도된 식 (3.3)과 

실험 데이터를 이용하여 그림 3.175의 그래 로 나타내었다. 식 (3.3)에 

의하면 이 그래 는 선형을 이루어야한다. 그러나 그림의 그래 에서는 

두 개 내지 세 개의 구간으로 나 어진 불연속 인 선형 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출율 측정을 한 유량계의 병렬연결에 기인한 것으로 유량

계의 사용 개수가 늘어나는 각 시 에서 그래 의 불연속 이 존재하게 

되었다. 

  두 그림으로부터 균열폭의 크기와 presure gradient가 출양의 크기를 

지배하는 가장 요한 인자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식 (3.3)에서도 수학

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균열의 개수가 출양에 미치는 향이 큰지를 고찰

해 보았으나 그 향은 미미하 다. 뿐만 아니라 특정한 균열 형상에 따른 

고유 특성인 flow coefficient와 wall roughness도 출양의 변동에 지

한 향을 끼친다. 하지만 이 인자들은 실험 으로만 추정할 수 있다는 어

려움이 따른다. 여기서 다양한 하  단계에 따른 그래 로부터 각 단계의 

flow coefficient와 wall roughness를 구한다. 이는 그래 의 선형 추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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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울기와 편으로부터 구할 수 있다. 이 게 얻은 데이터로부터 균열

폭에 한 곡선을 얻은 후에 회귀분석을 통해 고유특성인 flow 

coefficient와 wall roughness를 균열폭의 함수로 나타내고자 하 다. 

  따라서 균열폭과 격납건물의 내압만 알면 기체의 출양을 추정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격납건물의 건 성을 평가하는 하나의 참고 기 이 

될 것이라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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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5 Modified pressure gradient-flow rate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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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개발 목표의 달성도

제 1  연구목표의 달성도

  1. 최종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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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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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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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력 감장치의 최 설계

25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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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계획서 
상의 목표 
달성

격납건물의 
3차원 해석모듈 
개발

- 차 고체 유한요소개발
-인장강성모델 재평가  라메터 
결정
-콘크리트 변형연화모델  철근삽입
모델 개발

-Explicit Tendon모델 개발
-Benchmark Test Suite개발

25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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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계획서 
상의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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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납건물 벽체의 
괴거동 검증

-시험변수 선정  시험체 설계
-가력시스템 설계  제작
-라이  용 부 괴거동 시험  평
가
-벽체 통부의 괴거동  출시
험
-벽체 통부의 건 성 평가

25 100

RFP  
연차계획서 
상의 목표 
달성

총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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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자체평가의견서 

세부연구

분야
연구내용  결과

달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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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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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지진력 

감기술 

개발

▪국내원 의 지진 PSA 보고서를 분석하여 CDF에 민감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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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 김민규, 최인길, "소형기기 면진장치의 기계  특성 분석," 원자

력학회 학술발표회, 2003. 10, 원자력학회

- 이상진, "항공기 충돌에 한 격납건물의 동 거동에 한 연구," 원자

력학회 학술발표회, 2003. 10, 원자력학회

- 이홍표, 이상진, 선, 서정문, "8  가변형도 쉘요소를 이용한 격

납건물 벽체요소의 탄소성 응력해석," 원자력학회 학술발표회, 2003. 

10, 원자력학회

- 이상진, 이홍표, 선, "이축인장하 을 받는 철근콘크리트 패  유한

요소해석에 한 논 ," 산구조공학회 발표회, 2003. 10, 산구조공

학회

- 이상진, "쉘의 진동수를 최 화하기 한 최 화기법에 한 연구," 건

축학회 학술발표회, 2003. 10, 건축학회

- 선, 김민규, 최인길, "소형기기의 면진효과 분석을 한 진동  실

험," 토목학회 학술발표회, 2003. 11, 토목학회

- 이홍표, 이상진, 선, 서정문, "이축 인장하 을 받는 격납건물 벽체요

소의 비선형 유한요소 해석," 토목학회 학술발표회, 2003. 11, 토목학회

- 김형규, 선, 최인길, 김민규, 신재철, "지진기록 보정방법에 따른 스

펙트럼 향 평가," 토목학회 학술발표회, 2003. 11, 토목학회

- 김민규, 선, 최인길, "구조물에 따른 기기면진효과 거동분석," 지진

공학회 학술발표회, 2004. 3, 지진공학회

- 이홍표, 선, 최인길, " 리트스트 스 콘크리트 격납건물 1/4 축소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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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의 비탄성응력해석," 산구조공학회 발표회, 2004. 4, 산구조공학회,

- 선, 최인길, "국내 지진특성을 고려한 가동원 의 내진안 성 평가 

 향상방안, 원자력안 기술정보회의, 2004. 4, KINS

- 최인길, 김민규, 선, 서정문, "시나리오 지진에 한 철골구조물의 

지진응답 평가 실험," 원자력학회 학술발표회, 2004. 5, 원자력학회

- 최인길, 선, "확률론  시나리오지진  개별지진원의 공헌도 평

가," 원자력학회 학술발표회, 2004. 5, 원자력학회

- 조남소, 김남식, 선, "라이 를 고려한 원  격납건물 벽체의 인장

괴거동, 원자력학회 학술발표회, 2004. 5, 원자력학회

- 조남소, 김남식, 선, "횡방향으로 용 된 라이 의 괴거동 분석," 

원자력학회 학술발표회, 2004. 5, 원자력학회

- 이홍표, 선, 신재철, "인장강성효과를 고려한 원  격납건물의 비선

형 유한요소해석," 원자력학회 학술발표회, 2004. 5, 원자력학회

- 김민규, 선, 최인길, "지진 의 주 수 특성에 따른 면진기기 거동

분석," 원자력학회 학술발표회, 2004. 5, 원자력학회

- 김민규, 선, 최인길, "지진 의 수직성분이 기기면진에 미치는 향

분석," 원자력학회 학술발표회, 2004. 5, 원자력학회

- 조남소, 김남식, 선, "원  격납건물 벽체의 인장 괴거동 분석," 구

조물진단학회 발표회, 2004. 5, 구조물 진단학회

- 선, 서정문, "원  격납건물의 구조해석  성능평가 연구," KEPIC 

Week, 2004. 8, KEPIC

- 선, 조남소, "Experimental Study of the Leakage Rate Through 

Cracked Reinforced Concrete Wall Elements for defining 

Functional Failure Criteria of Containment Building," 원자력학회 학

술발표회, 2004. 10, 원자력학회

- 이홍표, 선, 서정문, 신재철, "Nonlinear Finite Element Analysis 

of Prestressed Concrete Shell Element under-In Plane Shear 

Force," 원자력학회 학술발표회, 2004. 10, 원자력학회

- 황규호, 송종국, 최인길, 서정문, "Quantification of Seismic Capacity 

Absorbing Inelastic Energy of Steel Structure," 원자력학회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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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10, 원자력학회

- 최인길, 안성문, 선, "Nonlinear Seismic Behavior of a CANDU 

Containment Building Subjected to Near-Field Ground Motions," 

원자력학회 학술발표회, 2004. 10, 원자력학회

- 김민규, 선, 최인길, "근거리 지진에 의한 장주기 구조물의 거동 분

석," 토목학회 학술발표회, 2004. 10, 토목학회

- 이홍표, 선, 서정문, 신재철, "철근콘크리트 실린더 쉘의 비선형해

석, 토목학회 학술발표회," 2004. 10, 토목학회

- 조남소, 김형태, 선, 김남식, "원  격납건물의 건정성 평가를 한 

괴거동  출실험," 토목학회 학술발표회, 2004. 10, 토목학회

- 이홍표, 선, 서정문, 신재철, "이축 응력상태의 콘크리트 괴거동 

측을 한 유한요소해석," 토목학회 학술발표회, 2004. 10, 토목학회

- 이홍표, 선, 서정문, 신재철, "원  격납건물 비선형 해석을 한 콘

크리트 재료모델 개발," 산구조공학회 발표회, 2004. 10, 산구조공

학회

다. 국외 게재 논문

- 이상진, Free vibration analysis of plates by using a four-node 

finite element formulated with assumed natural transverse shear 

strain, J. of Sound and Vibration, 2004/278/3

- 조재열, 김남식, 조남소, 선, "Stress-Strain Relationship of 

Reinforced Concrete Subjected to Biaxial Tension, ACI Structural 

Jouranl, 2004/101/1, ACI

- 조재열, 김남식, 조남소, 최인길, "Cracking Behavior of Reinforced 

Concrete Panel Subjected to Biaxial Tension," ACI Structural 

Jouranl, 2004/101/1, ACI

- 이홍표, 선, "Finite Element Analysis of a 1:4 Scale PCCV 

Model, OECD/NEA Report," NEA/CSNI/R, (2004)11,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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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국외 발표 논문

- 최인길, 선, 서정문, "Scenario earthquakes for Korean nuclear 

plant site considering active fault," SMiRT-17, 2003. 8, IASMiRT

- 조재열, 김남식, 조남소, 선, "Stress-strain relationship of 

reinforced concrete subjected to biaxial tension," SMiRT-17, 

2003. 8, IASMiRT

- 서정문, 최인길, 선, "Seismic fragility of NPP components 

considering ground motions rich in high frequency contents, 

IAEA Int'l Symposium, 2003. 8, IAEA

- 선, 김민규, 서정문, "Analytical and Experimental Studies on 

the Seismic Response of Base Isolation Systems for Electric 

Power Equipment," WCEE-13, 2004. 8, IAEE

- 선, 최인길, 서정문, "Improvement of the Seismic Safety of 

Nuclear Power Plants by an Increase of the Equipment Seismic 

Capacity," WCEE-13, 2004. 8, IAEE

- 최인길, 선, 김민규, 서정문, "Shaking table test of steel frame 

structures subjected to near-fault ground motions," WCEE-13, 

2004. 8, IAEE

- 선, Application of Seismic Isolation Systems for Improving 

Seismic Safety of NPP Components, 8th JKPSA workshop, 2004. 

11, JKPSA

- 서정문, Broadband Nonparametric Ground-Motion Evaluation of 

Horizontal Shear-Wave Fourier Spectra, CSNI workshop, 2004. 

11,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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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고서

가. 기술보고서

- 최인길, 선, 서정문, 원 부지 시나리오 지진 설정방법에 한 고

찰, KAERI/TR-2443/2003

- 최인길, 김형규, 선, 서정문, 근거리 지진의 특성 분석, KAERI/ 

TR-2453/2003

- 이홍표, 이상진, 서정문, 선,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비탄성해석을 

한 탄소성 쉘 유한요소모델에 한 연구, KAERI/TR-2483/2003

- 이 정, 이상진, 선, 서정문, 과 쉘 구조물의 탄성해석에 용된 

차고체요소의 성능 비교연구, KAERI/TR-2489/2003

- 이홍표, 선, 최인길, 서정문, 리스트 스 콘크리트 격납건물 1/4 

축소모델의 비선형 해석에 한 연구, KAERI/TR-2740/2004

- 최인길, 김형규, 선, 서정문, 근거리 지진에 한 철골 구조물의 비

탄성 응답특성 분석, KAERI/TR-2745/2004

- 최인길, 김민규, 선, 서정문, 입력 지진동에 따른 철골구조물의 거

동특성 평가, KAERI/TR-2753/2004

- 김민규, 선, 최인길, 서정문, 면진장치를 이용한 원  기기의 내진

성능 분석, KAERI/TR-2765/2004

- 최인길, 선, 서정문, 황규호, 수로형 원 의 지진 발생 후 응지

침 개발 방안, KAERI/TR-2954/2005

- 이홍표, 선, 서정문, 철근콘크리트 격납건물의 비선형해석을 한 

표  8  고체 유한요소해석에 한 연구, KAERI/TR-2963/2005

- 김민규, 선, 서정문, 원  주요 기기의 면진효과 분석- 비상디젤발

기와 변압기를 심으로, KAERI/TR-2964/2005

- 최인길, 안성문, 선, 서정문, 시나리오지진에 한 월성원  구조물 

 기기의 지진응답 해석, KAERI/TR-2976/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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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탁보고서

- 김남식, 조남소, 김성일, 정 성, 리스트 스 콘크리트 격납건물 부재

실험 (용 부 괴거동 실험), KAERI/CM-602/2002

- 김남식, 조남소, 정 성, 리스트 스 콘크리트 격납건물 부재실험 (라

이  합성 철근콘크리트 벽체의 괴거동 실험), KAERI/CM-716/2003

- 조남소, 김남식, 김형태, 리스트 스 콘크리트 격납건물 부재실험 

KAERI/CM-777/2004

다. 연구보고서

- Young-Sun Choun, Yasuki Ohtori, In-Kil Choi, Yoshiaki Shiba, 

Masato Nakajima,Korea-Japan Joint Research on Development of 

Seismic Capacity Evaluation and Enhancement Technology 

Considering Near Fault Effect, KAERI/RR-2392/2003

- Young-Sun Choun, Yasuki Ohtori, In-Kil Choi, Min Kyu Kim, 

Yoshiaki Shiba, Masato Nakajima, Korea-Japan Joint Research on 

Development of Seismic Capacity Evaluation and Enhancement 

Technology Considering Near Fault Effect, KAERI/RR-2467/2004

라. 귀국보고서

- 선, 최인길, 국제공동연구 업무 의  기기/구조물 내진성능 평가, 

KAERI/OT-993/2002

- 선, 최인길, 국제공동연구 진도회의  공동연구 수행에 한 출장

보고서, KAERI/OT-1192/2003

- 최인길, 김민규, 국제공동연구 진도회의  공동연구 수행에 한 출장

보고서, KAERI/OT-1391/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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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기타간행물

- 원 의 내진안 성 평가 워크샵 - 로그램  발표자료, 

KAERI/GP-219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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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본 연구에서 도출한 연구결과와 그 활용방안을 각 기술분야별로 정리하

면 다음과 같다.

1. 내진성능 평가기술 개발

연구결과 활용방안

월성원  부지에 한 

시나리오지진  인공지진

- 월성원  내진 안 성 평가에 용 가능

- 작성기법은 타 원 부지에 활용 가능
시나리오 지진에 한 구조물 

 기기의 실험  응답

- 원 의 내진안 성 평가를 한 기 자

료로 활용

구조물/기기의 지진해석 모델

- 격납건물  주요 안 련 기기의 내진

안 성 해석  평가

- 격납건물  주요 안 련 기기의 내진

설계시에 사용가능
지진 응지침서 - 월성원 의 지진 응 방안 확립

확률론  시나리오지진 작성 

로그램(국제공동연구)

- 원 부지 확률론  지진재해도 분석

- 원 부지 설계  평가용 시나리오지진 

작성

단층모델에 의한 최 지진력 

산정

- 활성단층에 의한 원 부지 지진력 산정

- 신규원   가동  원 의 설계지진 평

가

2. 지진력 감 기술개발

연구결과 활용방안

CDF에 민감한 안 련 기기
- 원 의 지진 PSA에 활용

- 원 의 안 성 향상에 기여

지진력 감장치의 효율성  

용성능

- 안 련 기기의 면진화에 활용

- 기기면진의 실용화 가능

지진력 감장치의 최 설계
- 원  안 성 향상을 한 기기의 면진화

- 특허출원  기술수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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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격납건물 3차원 해석 모듈 개발

연구결과 활용방안

차 고체 유한요소개발

- 격납건물  콘크리트 구조물의 구조해

석  괴거동 평가

- 지 재산권 출원가능

인장강성모델 재평가  

라메터

- 철근콘크리트의 새로운 재료모델로 사용

-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코드개발

콘크리트 변형연화모델  

철근삽입모델

- 격납건물  콘크리트 구조물의 상세구

조해석  괴거동 평가

- 지 재산권 출원가능

Explicit Tendon모델

- 격납건물  콘크리트 구조물의 구조해

석  괴거동 평가

- 지 재산권 출원가능

Benchmark Test Suite
- 격납건물  콘크리트 구조물 구조해석 

코드의 성능검증에 활용

4. 격납건물 벽체의 괴거동 검증

연구결과 활용방안

시험변수 선정  시험체 설계
- 격납건물  기타 형 콘크리트 시험

체의 괴거동 시험에 활용

가력시스템 설계  제작

- 격납건물  기타 형 콘크리트 시험

체의 괴거동 시험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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