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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I. 제목

  격납건물 안전성 향상기술 개발

II. 연구개발의 목적 및 중요성

  격납건물은 내부의 사고 시 최후의 방벽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구조물이

다. 현재 세계적인 이슈는 시설의 노화문제로서 노화 (또는 손상) 진단 및 

감시, 성능 평가 및 예측, 정비 및 보수 등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

다. 국내 원전이 1978년에 최초로 가동을 시작한 이후 노후도 및 노후 원전

의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또한 월성원전 인근의 일부 단층이 활성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가동원전의 내진성 재평가 및 보강 문제가 주

요 이슈로 대두될 전망이다.

  주기적 안전성 평가가 법제화되었고 고리 1호기를 시작으로 가동원전에 

대한 안전성 평가가 수행되고 있지만 상기 이슈를 고려한 안전성 평가 및 

확보를 위해서는 관련 자료 및 기술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

구는 격납건물의 안전성 평가를 위한 요소기술을 개발하고 평가에 필요한 

기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가동원전의 수명연장과 직결되며 중대사고 시 건전성 평가에 

필요하다. 원전의 수명기간을 통하여 건전성 유지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검

사와 결함진단 및 평가가 필요하고 이는 원전의 안전성 확보 및 신뢰성 향

상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국내 원자력발전소 격납건물의 설계, 건설, 운

전조건, 위치 등이 다양하기 때문에 동일 부지 내에서도 각각의 특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한 성능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III.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4개 분야로 나누어 연구를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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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진안전성 평가기술 분야

  - 격납건물 열화 평가기술 분야

  - 격납건물 장기거동 예측 및 해석기술 분야  

  - 격납건물 성능검증 기술 분야 

  내진안전성 평가기술 분야에서는 격납건물 지진응답 계측 및 해석기법 검

증, 지진특성 평가, 지진취약도 분석기법 개선 등을 수행하 다. 격납건물 

지진응답 계측은 대만의 화련에 건설된 격납건물 1/4 축소모델을 이용하여 

지반 및 구조물의 응답을 계측하 다. 계측 결과를 이용하여 지반-구조물 

상호작용 해석기법을 검증하 다. 지진특성 평가는 1995년 이후 우리나라의 

원전 부지 및 주변에서 계측된 계기지진 기록을 이용하여 코너주파수, 스펙

트럼 감쇄인자, 응력강하, 지반응답 스펙트럼 등 지진특성을 평가하 다. 

지진취약도 분석기법 개선에서는 지진 내력 및 응답 평가에 사용되는 주요 

인자의 평가절차, 기법 등을 개선하 다.     

  격납건물 열화 평가기술 분야에서는 열화 관리 시스템 SLMS의 개발 및 DB 

구축, 격납건물 구조재료의 열화 실험 및 모델개발, 열화 조사/탐지/평가 

기술개발 등을 수행하 다. SLMS 코드는 운용 프로그램 및 DB (설계, 자재, 

시공, 열화.보수, 점검정보 등) 로 구성되었다. 개발된 시스템을 이용하여 

광 3호기 격납건물에 대한 DB를 구축하 다. 원전 격납건물에 사용되는 

콘크리트에 대한 염해, 황산염, 중성화, 동결융해 등 4개 환경인자에 대한 

개별 및 복합 열화 실험을 수행하 다. 실험 결과로부터 열화 모델을 도출

하 다. 라이너 플레이트, 텐돈, 철근 등 강재의 부식 실험을 수행하고 열

화 모델을 연구하 다. 콘크리트의 강도, 균열, 내부결함 등을 탐지하는데 

사용되는 비파괴 장비의 한계성을 분석하고 측정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기법

을 개발하 다. 또한, 에폭시라이너의 열화 실험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이

용하여 결함을 탐지.평가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 다.     

  격납건물 장기거동 예측 및 해석기술 분야에서는 격납건물 비선형 구조해

석 코드 NUCAS 및 재료 모델을 개발하 다. NUCAS 코드개발에는 철근콘크리

트 재료모델, 파괴기준, 인장강성 모델, 전단 전달모델, 가변형도 기법,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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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점 쉘요소, 호장법 등을 도입하고 검증하 다. 격납건물에 사용되는 재료

의 해석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다수의 시편을 제작하 다. 시편에 대한 실

험을 통하여 철근 콘크리트의 재료모델을 개발하 다.       

  격납건물 성능검증 기술 분야에서는 격납건물 벽체의 균열 거동 해석, 격

납건물의 내압 작용시 거동해석, 격납건물 가동중검사 개선방안 연구 등을 

수행하 다. 격납건물 벽체의 균열거동 해석을 위해 가력장치 및 축소모델 

을 제작한 다음 파괴실험을 수행하 다. 실험결과와 해석결과를 비교분석 

하 다. 미국에서 수행한 격납건물 1/4 축소모델에 대한 내압 작용 시 파괴

실험 결과와 구조해석 코드를 이용한 해석결과를 비교분석 하 다. 격납건

물의 구조건전성시험과 텐돈 가동중검사 수행 시의 공통 오류요인 및 계측

결과 평가 개선방안을 연구하 다.     

 

IV. 연구결과 및 활용에 대한 건의

  지반-구조물 상호작용 해석 지침서는 연약지반 상의 구조물의 내진성 평

가에 사용될 수 있다. 또한, 격납건물의 지진응답 DB는 향후 이 분야의 기

술개발에 활용될 예정이다. 국내 미소지진의 지진원 특성 및 지반 응답스펙

트럼 특성은 주기적 안전성평가 (PSR) 및 확률론적 안전성평가 (PSA) 시 적

용가능하며 우리나라의 지진특성을 고려함으로써 현실적인 안전성평가가 가

능하다. 또한 이들 결과는 추후 우리나라의 지진특성이 반 된 표준 지반응

답 스펙트럼 또는 부지고유 스펙트럼의 개발에 이용 가능하다. 지진취약도

분석 및 내진여유도평가 지침은 가동중인 원전의 PSR, PSA 수행 시 적용할 

수 있다.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일부 기술을 개선하 기 때문에 합

리적인 평가가 가능하다. 또한 미해결안전성문제 (USI A-46) 해결을 위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 

  격납건물 재료 열화 모델, 열화 관리코드 SLMS 및 열화 조사/탐지/평가 

지침 등은 가동원전의 PSR에 사용 가능하다. SLMS코드는 각 발전소에 설치

하여 운 할 계획이며, 열화 조사/탐지/평가 지침은 현장에 제공하여 지침

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콘크리트 결함탐사에 있어 Signal 

Processing 기법을 이용함으로써 데이터의 신뢰도뿐만 아니라 비파괴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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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의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열화 관련 본 연구결과는 중대사고 

시 극한내압능력 평가, 비상조치 계획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장기적으

로는 격납건물의 수명연장, 유지보수, 설계 및 가동중검사 개선 등에 활용

할 계획이다.   

  비선형 구조해석 코드 NUCAS 및 재료모델은 중대사고 시 격납건물의 내압

능력과 파괴모드를 예측하는데 활용 가능하다. 즉, 개선된 재료모델 및 쉘

요소 등 해석 기술은 격납건물의 정확한 비선형 거동해석, 인장강성 평가, 

균열 후 거동 평가 등에 활용할 수 있다. 향후 텐돈 모델, 재료의 열화 모

델, 확률론적 해석 및 동적해석 등의 기능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격납건물 

해석코드 개발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 코드는 최종적으로 안전성평가 및 수

명연장에 활용할 수 있다. 

  벽체 축소모델에 대한 실험결과, 미국 NRC 및 일본 NUPEC의 격납건물 축

소모델에 대한 실험결과 등은 향후 NUCAS 코드 개발, 격납건물의 파괴거동 

평가, 극한내압능력 평가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들 모델에 대한 실험 및 

해석 결과는 향후 격납건물의 파괴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의 기초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다. 격납건물 가동중검사 기술개선방안은 현행 절차서를 개선

하는데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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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 Project Title

  Development of Safety Enhancement Technology of Containment Building

II.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The containment building is an important structure and acts as a  

final barrier when internal accident occurs. Currently, Aging is a 

worldwide issue and the related subjects such as diagnosis and 

monitoring of aging (or degradation), performance assessment and 

prediction, maintenance and repair etc. are becoming important. The 

degree of aging and number of aged NPPs are gradually increasing 

since the first Korean NPP began its operation in 1978. As it is 

highly probable that some faults near the Wolsong NPP site could be 

active, seismic re-assessment and reinforcement of the operating NPPs 

would become major issues in the near future.   

  Despite the facts that periodic safety review (PSR) was endorsed by 

the law and that the probabilistic safety assessment (PSA) for the 

operating plants, starting from Kori Unit 1 was begun, more informa- 

tion and advanced technology are required, when we consider the above 

issues, for the assessment and preservation of the safety. Therefore,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develop elementary technology and 

to generate basic data required for the safety assessment of a 

containment building.

  This study is directly related to life extension and integrity 

assessment under severe accident of operating plants. Continuous 

inspection on the integrity and monitoring and assessment of degra- 

dation are necessary throughout the service life of the plant,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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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is an important element in maintaining the reliability and 

safety of the plant. As design, construction, operating condition, 

location etc. of the containment building are different, an integrat- 

ed performance evaluation is required taking into account each 

characteristics even in the same site.     

III. Scope and Contents of Project

  This study consists of following four research areas.

  - Seismic safety assessment  

  - Aging assessment of a containment building

  - Prediction of long-term behavior and analysis of a containment

    building

  - Performance verification of a containment building

  In the seismic safety assessment area, responses of a containment 

building were monitored and the analysis method was verified. Also 

performed are the identification of earthquake characteristics and 

improvement of the seismic fragility analysis method. We monitored 

building and ground responses using the 1/4 model of a containment 

constructed in Hualien, Taiwan. Soil-structure interaction analysis 

method was verified. Engineering characteristics of small earthquakes 

recorded since 1995 near the NPP site were analysed to estimate the 

corner frequency, attenuation, stress drop, ground response spectra. 

Evaluation procedure and techniques for major capacity and response 

parameters used in the fragility analysis were improved.

  In the area of aging assessment of a containment building, we 

developed aging management code SLMS and data base. Aging tests were 

performed for containment building materials and aging models w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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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ed. Techniques for investigation, detection, and evaluation of 

aging were developed. The SLMS code is consisted of operation code 

and five data bases such as design, material, construction, aging, 

inspection. DB for the Yonggwang Unit 3 was constructed using SLMS 

code. Concrete specimens were tested for environmental stressors such 

as chloride, sulfate, carbonation and freeze-thaw. Using test data 

for each and combined condition, aging models were developed. 

Corrosion tests for steel liner plate, tendon, re-bar were performed 

and aging models were developed using test data. Limitations of the 

commercially available non-destructive equipment used for detecting 

concrete strength, crack, and internal defects were identified and a 

method to increase the reliability of the measurement was developed. 

Aging tests on epoxy liner material were performed and a method to 

detect and assess the degradation was developed using test data. 

  In the area of prediction of long-term behavior and analysis of a 

containment building, we developed a non-linear structural analysis 

code NUCAS and material models. In NUCAS code, models such as 

material model, failure criteria, tension stiffness model, and shear 

model of reinforced concrete were introduced. Also included in NUCAS 

code are the virtual deformation method, 8-node shell element, and a 

arc method. In order to develop the material models used in NUCAS 

code, we tested many specimens. 

  In the area of performance verification of a containment building, 

we analyzed the crack behavior of a containment wall and the behavior 

of the containment under internal pressure. We also improved the ISI 

methods for prestressed containment. In order to study the crack 

behavior of a containment wall, we constructed test facilities and 

specimens. Both test and analysis results were compared. Also, the 

test results on the 1/4 scale containment model performed by NRC and 

NUPEC were compared with analysis results. Improvement plans w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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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ied for common cause of error and assessment of measured results 

which occurred during the SIT and ISI of prestressed containment. 

IV. Results and Proposal for Application

  Guides for soil-structure interaction analysis can be used for the 

assessment of seismic safety of structures constructed on soil site. 

The seismic response DBs of containment building will be used for R&D 

in this field. Earthquake source characteristics and ground response 

spectra obtained from small earthquake records in Korea can be used in 

PSR and PSA. Thereby, realistic assessment is possible. These can be 

used for the development of the standard or site specific ground 

response spectra which account for Korean geologic and earthquake 

characteristics. Guidelines for seismic fragility analysis and margin 

assessment can be applied to the PSA or PSR of operating NPPs. As some 

technical items were improved in the guidelines, realistic assessment 

is possible. Also, these can be used as a tool for resolving USI A-46.

  Results such as material aging models, aging management code SLMS, 

guidelines for aging investigation/detection/evaluation can be used in 

PSR for operating NPPs. The SLMS code will be installed and used at 

each plant. Guidelines for aging investigation/detection/evaluation 

will be supplied to each plant. The signal processing technique used 

to detect concrete defects can increase the reliability of the data 

and the capability of the NDE equipment.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for ultimate pressure capacity and emergency plan under 

severe accident. In long-term bases, results can be used for life  

extension, maintenance, design, improvement of ISI of a containment.

  The NUCAS code and material models can be used for predicting the 

ultimate pressure capacity and failure mode of a containment building 

under severe accident. Analysis techniques such as improved mat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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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and shell element can be applied in analyzing accurately the 

non-linear behavior, tension stiffness, post crack behavior of a 

containment. Results will be incorporated in the integrated analysis 

code which will includes tendon model, material aging model, dynamic 

and probabilistic analysis capability. The containment specific NUCAS 

code will be used for safety evaluation and life extension.

  The results of both scaled wall tests and 1/4 scale containment 

building tests of NRC and NUPEC will be used for the development of 

NUCAS code and assessment of failure mode and ultimate capacity of a 

containment. Results of test and analysis could be used as basis for 

setting the failure criteria of a containment. Results of impro- 

vement of the ISI methods for prestressed containment will be used to 

revise the current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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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1. 기술적 측면

  원자력 발전소의 격납건물은 사고 시 내부의 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누

출되지 않도록 하는 최후의 방벽으로서 장기적인 구조적 건전성 및 성능 

확보는 필수적이다. 격납건물은 다양한 자연 및 운전 환경에 노출되어 있

어 구조재료의 열화현상이 발생하고 발전소의 가동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열화가 누적되어 구조물의 성능이 감소하게 된다.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 

시 격납건물의 건전성이 우선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최근의 연구결과 

(NUREG/CR-6425, 1996)에 의하면 열화에 의한 구조물의 손상이 있을 때 

지진에 의한 노심 용융 확률은 약 10배 증가함을 보 다.

  우리나라 최초의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1호기의 사용수명이 가까워짐에 

따라 구조물의 수명 연장에 대한 연구와 안전성 평가 관련 기술개발이 주

요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으므로 관련기술 개발과 데이터의 확보가 필요하

다. 미국의 경우 80년대 후반부터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격납건물의 내진 안전성은 우리나라의 지진특성, 지진재해도 등을 고려

하여 평가하여야 하나 우리나라의 지진특성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

다. 1996년 5월부터 약 3년간 전력연구원 및 원자력연구소에서 수행한 지

진재해도 저감에 관한 연구결과 기존 원전부지의 지진재해도의 보수성 및 

불확실성이 현저히 감소됨을 밝혔으나 지진특성의 규명이 문제점으로 대

두되었다. 우리나라와 같이 강진이 없는 곳에서는 중․소규모의 지진으로

부터 지진특성을 규명한 다음 이를 외삽함으로써 강진 특성을 도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양산단층에 인접한 고리 및 월성 원전의 경우 고베지진과 

같은 직하지진에 대한 내진안전성이 평가되어야 한다.  

  격납건물은 대규모 지진 시 비선형거동을 하게된다. 특히 연약지반 상

의 격납건물의 거동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해석할 수 있는 

해석기법이 개발․검증되어야 한다. EPRI가 수행한 내진설계분야의 설계

적용코드와 표준 해석방법 및 설계방법에 대한 검토와 평가보고서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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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구조물 상호작용 효과는 구조물과 지반의 상대적 질량, 강성 및 감

쇠특성의 불확실성에 종속하는 복잡한 문제임을 밝히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실제 계측자료를 이용한 격납건물의 내진안전성 평가가 필요하다. 

  중대사고 시 격납건물의 극한 내압능력은 수소혼합, 수소연소, FP거동 

등에 관한 성능검증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증되어야 한다. 극한 내압능력

의 검증 목적은 격납건물의 실제 거동을 평가하기 위한 해석방법의 개발, 

파괴모드의 평가, 극한 내압능력 평가 등이다. 극한내압 능력 검증을 위

해서는 축소모델에 대한 실험을 통한 검증이 병행되어야 한다.  

  강재 격납건물 (고리 1,2호기) 및 프리스트레스 격납건물 (기타 호기)

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격납건물에 대한 SIT, ISI, ILRT 결과로부터 가동

원전의 성능을 판단하고 예측하는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울진 1,2호기의 

경우 내압시험을, 월성 원전의 경우 Test Beam에 대한 시험, 기타 원전의 

경우 PS텐돈의 긴장손실 및 부식여부 검사 등으로 가동원전의 성능을 판

정하고 있다. 울진 1,2호기의 경우 매설된 센서의 다수가 미작동하여 검

사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적다. 

  원전의 체계적인 수명관리, 안전성 평가, 가상 사고시 대책수립 등을 

위해서는 설계, 시공, 가동중 각종 검사, 유지보수 등 각종 기록을 DB화 

하고 전산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향후 격납건물의 건성성 평가 및 수명

연장, 성능평가 등에 관한 규제가 신뢰도기반 평가로 바뀔 전망이며 이에 

따른 DB구축 및 평가기술의 개발이 필수적이다. 

2. 경제․산업적 측면

  우리나라 최초의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1호기의 사용수명이 가까워짐에 

따라서 머지않아 격납건물을 비롯한 구조물의 수명연장 및 안전성 확보문

제가 대두될 전망이다. 원자력 발전소의 수명을 예측할 수 있으면 적절한 

보수를 통해 수명을 연장함으로써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투자되는 초기투

자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수명연장을 통하여 부지확보 문제를 

일부 해결할 수 있다. 

  격납건물의 장기거동 및 성능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으면 가동중검사

(ISI), 종합누설율 시험 (ILRT) 등의 시험주기를 현행보다 연장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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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관련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원전의 내진성 평가 시 보수성 

및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내진설계 기준을 작성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원전 및 일반 산업시설의 과도한 내진설계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다. 

3. 사회적․문화적 측면

  국내에는 현재 14기의 원전이 가동 중이고 6기가 건설 중에 있으며, 장

기전원 개발 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약 20여기의 원전이 추가로 건설될 

예정이다. 그러나, 고리 1호기 등 노후 원전이 증가함에 따라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원전의 안전성 관리 및 가상사고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범 국가적으로 추진중인 원자력진흥종합계획상에서 원자력 안전성 

확보를 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격납건물의 구조적 안전성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개선된 안전성 평가방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국제적인 검증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초기 운전단계에서 구조건

전성이 입증되더라도 원전의 수명기간을 통하여 건전성 유지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검사와 결함진단 및 평가활동이 필요하고 이는 원전의 안전성 

확보 및 신뢰성 향상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국내 원자력발전소 격납건

물의 설계, 건설, 운전조건, 위치 등이 다양하기 때문에 각각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성능평가, 보수, 수명연장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4개 분야로 나누어 연구를 수행하 다.  

  - 내진안전성 평가기술 분야

  - 격납건물 열화 평가기술 분야

  - 격납건물 장기거동 예측 및 해석기술 분야  

  - 격납건물 성능검증 기술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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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분야별 연구 내용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내진안전성 평가기술 분야

  격납건물 지진응답 계측 및 해석기법 검증, 원전 부지별 지진특성 평

가, 지진취약도 분석기법 개선 등을 수행하 다. 

  격납건물 지진응답 계측은 국제 공동연구를 통해 대만의 화련에 기 건

설된 격납건물 1/4 축소모델을 이용하여 지반 및 구조물의 응답을 계측하

다. 계측 결과를 이용하여 지반의 비선형성, 지진동의 공간적 변동 평

가 등 지반-구조물 상호작용 해석기법을 검증하 다. 

  원전 부지별 지진특성 평가는 1995년 이후 우리나라의 원전 부지 및 주

변에서 계측된 계기지진 기록을 이용하여 코너주파수, 스펙트럼 감쇄인

자, 응력강하, 지반응답 스펙트럼 등 지진특성을 공학적으로 모델링 하기 

위한 특성치를 평가하 다. 

  지진취약도 분석기법 개선에서는 지진 내력 및 응답 평가에 사용되는 

인자 중에서 주요 인자의 평가절차를 개선하 으며, 실험에 의해 검증된 

기기의 지진취약도 평가기법 개선, 분석기준 도출 절차 등을 제시하 다.  

   

2. 격납건물 열화 평가기술 분야

  격납건물 열화 관리 시스템 SLMS (Structure Life Management System)

개발 및 DB 구축, 격납건물 구조재료의 열화 실험 및 모델개발, 열화 조

사/탐지/평가 기술개발 등을 수행하 다. 

  격납건물 열화 관리를 위한 운용 프로그램 및 5개 DB (설계, 자재, 시

공, 열화․보수, 점검정보 등) 프로그램을 개발하 다. 개발된 시스템을 

이용하여 광 3호기 격납건물에 대한 DB를 구축하 다.

  원전 격납건물에 사용되는 콘크리트에 대한 다양한 시편을 제작하고 염

해, 황산염, 중성화, 동결융해 등 4개 환경인자에 대한 개별 및 복합 열

화 실험을 수행하 다. 실험 결과로부터 열화 모델을 도출하 다. 라이너 

플레이트, 텐돈, 철근 등 강재의 부식 실험을 수행하고 손살과정 및 열화 

모델을 연구하 다. 

  콘크리트의 강도, 균열, 내부결함 등을 탐지하는데 사용되는 비파괴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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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 한계성을 분석하고 측정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기법을 개발하 다. 

또한, 에폭시라이너의 열화 실험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이용하여 결함을 

탐지․평가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 다.     

3. 격납건물 장기거동 예측 및 해석기술 분야  

  격납건물 비선형 구조해석 코드 NUCAS (Nuclear Containment Analysis 

System) 및 재료 모델을 개발하 다.  

  NUCAS 코드개발에서는 철근콘크리트 재료모델, 파괴기준, 인장강성 모

델, 전단 전달모델, 가변형도 기법, 9절점 쉘요소, 호장법 등을 도입하고 

코드화하 으며 Benchmark Test Suite를 이용하여 개발된 프로그램을 검

증하 다. 

  격납건물에 사용되는 재료의 해석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다수의 다양한 

시편을 제작하 다. 시편에 대한 실험을 통하여 무근콘크리트의 2축 거동 

모델, 철근 콘크리트의 2축 인장거동 모델, 무근 콘크리트의 2축 인장연

화 모델, 철근 콘크리트의 1축 인장 모델 등을 개발하 다.       

4. 격납건물 성능검증 기술 분야 

  격납건물 벽체의 균열 거동 해석, 격납건물의 내압 작용 시 거동해석, 

격납건물 가동중검사 (ISI, In-service Inspection) 개선방안 연구 등을 

수행하 다. 

  격납건물 벽체의 균열거동 해석을 위해 축소모델 실험용 가력장치 및 

다수의 축소모델 시편을 제작한 다음 시편에 대한 파괴실험을 수행하

다. 실험결과와 해석결과를 비교분석 하 다. 미국에서 수행한 격납건물 

1/4 축소모델에 대한 내압 작용 시 파괴실험 결과와 구조해석 코드를 이

용한 해석결과를 비교분석 하 다. 

 격납건물의 가동중검사의 일환으로 주기적으로 수행되는 구조건전성시험

(SIT, Structural Integrity Test)과 텐돈 ISI 수행 시의 공통 오류요인 

및 계측결과 평가 개선방안을 연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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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본 연구의 주요 연구내용인 내진안전성 평가기술 개발, 격납건물 열화 

평가기술, 격납건물 장기 거동 예측 및 해석 기술, 격납건물 성능 검증 

기술 등 4개 분야에 대한 국내외 기술현황은 다음과 같다.

제1절 외국의 현황

1. 내진안전성 평가기술

   내진해석 기술 개발분야에 있어서는 ‘80년대 후반 미국의 SSMRP  

(Seismic Safety Margins Research Program)을 통하여 내진분야 전반에 

걸친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규제지침에 반 한 바 있다.

  미국의 EPRI (Electric Power Research Institute) 와 대만의 대만전력

은 1984년부터 1989년까지 격납건물의 1/4 축소모델을 대만의 Lotung에 

건설하여 미국, 일본, 스위스 등이 참여한 지진시험 및 해석을 수행하

다. 이 연구는 부지응답해석 및 지반-구조물 상호작용 해석방법의 유용성 

및 평가기술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수행되었다. EPRI와 대만전력은 지

반의 강성이 큰 대만의 Hualien에 1/4축소모델을 추가로 만들고 1992년부

터 1998년까지 국제 공동연구로서 격납건물 축소모델의 지반-구조물 상호

작용 평가를 수행하 다. 그러나, 연구기간 동안 강진이 발생하지 않았

다. 격납건물의 비선형거동 등을 해석하기 위해 EPRI는 ’99년부터 3년간 

2단계 국제 공동연구를 계속하 다. 여기에는 한국, 미국 등이 추가로 참

여하 다. 

  미국. 일본 등은 원전의 내진설계 및 안전성 평가를 위해 자국 내에서 

발생한 역사지진 및 계기지진을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표준지반응답스펙트

럼 및 부지고유의 설계지진 수준을 만들어서 사용하여 왔다. 1997년 3월 

미국의 원자력규제위원회 (NRC)는 규제지침 (RG) 1.165에서 안전가동정지

지진 (SSE) 의 결정절차를 대폭 수정하 으며, 미국 중동부 지역의 지진

특성을 새로이 규명하 다. 현재 RG 1.60의 표준지반응답스펙트럼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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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1985년에 발표된 NRC의 중대사고정책 (SAP)에 따라 NRC와 EPRI는 각각 

자체적인 내진여유도 평가 기법 (Seismic Margin Assessment, SMA)을 개

발하 다. NRC는 LLNL과 공동으로 1985년 원전 내진여유도 정량화 방법을 

개발하 고, 1986년에는 원전 내진여유도 평가 지침을 제시하 으며, 

1987년에는 현장적용 연구로서 Main Yankee 원전에 대한 내진여유도를 평

가하 다. EPRI는 1988년 NRC 방법과는 다른 내진여유도 평가 기법을 개

발하여 1989년에는 Catawba 원전, 1991년에는 Hatch 원전에 대해 현장적

용 연구를 수행하 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기술적 진보와 미해결 안

전성 문제 (USI A-46)에 대한 전력업계의 입장을 반 한 SMA 절차를 1991

년에 제시하 다. 이후에도, NRC와 EPRI는 각각 규제기관과 전력회사의 

입장에서 새로운 지진경험자료 및 시험자료, 연구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상세한 SMA 절차 및 기준을 개발하여 미국 내 모든 원전에 대하여 확대 

적용하고 있다. 규제기관인 NRC는 이들 두 방법에 의한 원전 내진여유도 

평가를 함께 인정하고 있다.

 

2. 격납건물 열화 평가기술

  미국의 원자력 산업계는 1980년대 후반부터 가동원전의 수명연장에 많

은 관심을 가져왔다. EPRI는 에너지성 (DOE) 및 2개의 전력회사와 함께 

수명연장에 관한 연구를 1988년에 착수하 다. 여기에는 Surry-1 및 

Monticello 원전에 대한 시험연구가 포함되었다. 기술적 측면에서 DOE 프

로그램은 열화의 향에 대한 초기 평가 및 수명연장에 필요한 내용을 확

립하는 것이었다. 현재는 여러 그룹에서 허가갱신에 관한 활동을 진행중

이며 EPRI 등으로 구성된 LRWG (License Renewal Working Group)가 기술

적 이슈 및 이행지침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NRC는 원전의 지속적인 안전운전에 미치는 열화의 잠재적인 향을 인

식하고 1982년 워크숍을 개최하 다. 워크숍에서는 열화와 관련된 여러 

기술적 이슈를 어떻게 규명하고 해결할 것인가에 초점이 모아졌다. 1987

년 열화 및 수명연장을 위한 기술검토그룹은 열화와 관련된 기술적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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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및 규제정책 이슈를 발표하 다. 중요한 결론은 주요 SSC (Structure, 

System and Component)를 정비, 교체하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열화를 적절

히 관리한다면 많은 열화현상은 쉽게 제어되며 중요한 기술적 이슈를 제

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1988년 NRC는 허가갱신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의도를 밝힌 후 1990년 

의견수렴을 위해 법률안 (10 CFR 54)을 발표하 다. 허가 갱신에 관한 이 

법률안의 두 가지 중요한 원칙은 가동원전의 허가기준이 허용수준의 안전

성을 제공하고 유지함을 보증하는데 적절한 절차일 것과, 발전소 고유의 

허가기준은 최초의 허가기간과 동일한 방법 및 정도로 연장운전기간 동안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이었다. 이러한 원칙을 만족시키기 위해 허가갱신 

신청시 (1) 현행 허가기준을 종합하고 (2) 허가 갱신에 중요한 모든 SSC

의 열화가 IPA (Integrated Plant Assessment)를 통해 평가되어야 하며 

(3) 열화관리를 위해 기존 또는 새로운 유효한 열화관리 프로그램을 사용

할 것을 요구하 다. 1991년 NRC는 법률안을 개정하여 원전 유지보수 유

효성의 감시 (Monitoring the Effectiveness of Maintenance at NPP) 요

건을 추가하고 1996년 7월부터 적용하도록 하 다. 

  1993년 NRC는 산업계의 의견을 반 하여 허가갱신에 관한 두가지 정책

-10 CFR 50의 이행 및 원전의 운전허가 갱신 요건-을 발표하 다. 이후 

워크숍 등을 통해 추가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1994년 9월 개정 법률안

(10 CFR 54)을 채택하 다.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1) 열화의 메카니

즘보다는 열화의 나쁜 향을 중점 검토하고 (2) IPA의 정의 및 절차 (3) 

허가 갱신에 포함되는 SSC 및 중요한 기능의 정의 (4) 수명이 긴 Passive 

구조 및 부품만이 허가 갱신을 위해 열화관리 검토를 받는다는 점이다.

  1985년 NRC는 원전의 열화에 관한 종합 연구계획을 발표하 다. 

Nuclear Plant Aging Research (NPAR)의 목적은 중요한 SSC가 열화되어도 

적절한 신뢰성을 제공한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기술적인 배경을 개발하

는 것이다. NPAR 계획은 (1) 부품의 경계를 정의하고 재료를 규명 (2) 부

품의 수명동안 스트레스 요인 및 환경 (설계기준 사고 중 및 후 포함)을 

규명 (3) 열화 메카니즘 및 위치 규명 (4) 열화의 향 및 열화가 운전 

또는 성능에 미치는 중요성을 결정하는 것이다. NPAR의 열화 관리 계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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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열화 향을 평가하기 위한 검사 및 상태 탐지 방법의 규명 (2) 열화 

향을 탐지하고 관리하는 진행중인 프로그램의 유효성의 규명 및 검토 

(3) 결점을 극복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개발하는 것이다. 1993년까지 

약 160건의 보고서 및 논문이 발표되었다.

  NRC의 구조열화 (SAG; Structural Aging)프로그램은 안전관련 콘크리트 

구조물의 열화문제를 다루고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기술적 기반을 개발하

기 위해 1988년 착수되었으며 약 7년간 계속되었다. 연구의 일환으로 

ORNL은 자국내 원전의 격납건물의 열화현황을 조사하 으며, 그 결과 일

부 원전의 격납건물에서 라이너 강판의 부식, 프리스트레스 텐돈 구리스

의 누설 등을 발견하 다. SAG프로그램은 재료특성의 DB 구축, 구조 요소

의 평가 및 보수기술, 장기거동의 정량적 평가 기법의 3가지 기술분야로 

대별된다. NRC는 ORNL과 SNL 공동으로 격납건물의 부식 메카니즘, NDE검

사의 유효성, 위험도 연구를 위한 열화모델 규명, 부식의 향을 고려할 

수 있는 유한요소법의 한계성 평가, 위험도 모델과 해석을 종합하여 열화

를 고려할 수 있는 취약도 곡선의 개발 등을 위한 연구를 1994년 착수하

다. 현재 NRC는 구조물의 열화에 관한 국제 공동연구를 계획중이다.

  OECD/NEA에서도 콘크리트 및 프리스트레스 텐돈의 열화에 관심을 가지

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97년에는 텐돈의 열화관련 국제공동 워크숍 

및 결함탐지를 위한 비파괴 기술현황 및 추가연구과제 도출을 위한 국제

공동 워크숍을 개최하 다. 일본전력중앙연구소는 각종 손상 상태를 파악

할 수 있는 복합 구조물을 해안에 설치해 놓고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열

화손상 상태 분석 및 대책 수립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3. 격납건물 장기거동 예측 및 해석 기술

  이 분야는 격납건물의 열화와 연계된 기술로서 원전의 수명연장 등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현재까지 선진국에서는 매우 

제한적인 연구가 수행되었으나 향후 미국 및 OECD, IAEA 등에서 많은 연

구가 수행될 전망이다.      

  미국의 Clifton은 원전 콘크리트 구조물의 수명예측 방법으로 ①경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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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추정, ②성능비교에 의한 예측, ③촉진시험방법, ④추계학적 방법, 

⑤수학적 모델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중 신뢰성 있는 방법은 ③, ④, 

⑤ 방법으로 그 중 수학적 모델은 경험 모델에 의존하는 것 보다 적은 데

이터로 신뢰성 있는 예측이 가능하고 환경상태와 같은 변화가 심한 조건

에서도 적용이 용이한 이론적 모델을 개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Mori 등은 원전 구조물에 적용을 위하여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한 

시간의존성 신뢰성 해석(Time-dependent reliability)을 기초로 한 3개의 

손상 모델을 구성하여 구조적 신뢰성에 대한 민감도를 평가하 으며, 철

근의 부식 및 황산염 침해 메카니즘을 linear, square-root, parabolic 

형태로 표현하 다. 

  일본의 경우 원전의 사용 중 유지관리로부터 사용수명 연장 및 사용 후 

폐지계획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PWR에 대한 해

체 실증 실험을 실시하고 있다.

  격납건물의 현재상태 및 미래의 성능을 평가하는 데에는 많은 불확실성

이 따른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초기 재료특성, 운전 및 환경하중, 열화 

등에 의한 재료특성 변화, 시간 종속적 구조거동의 예측모델 등의 랜덤성

에 기인한다. 구조 신뢰성 방법은 이러한 불확실성을 확률분포로 모델링

하여 여러 불확실성 요인을 일관되고 명확하게 취급함. ‘90년대 초반에 

개발된 구조 신뢰성 방법은 잔존수명의 정량적 평가가 가능한 정도로 발

전되었다. 시간 종속적인 신뢰성 해석기법은 구조물의 현재상태의 평가 

및 규제값 수준의 성능유지를 위해 ISI 또는 보수가  필요한지를 결정하

는 수단을 제공한다. 이를 이용하면 충분한 안전성 및 최소의 비용으로 

최적의 ISI 및 보수 전략의 수립이 가능하다. 

  신뢰도기반 상태 평가방법에서 구조물의 상태는 한계상태 확률로 계산

된다. 한계상태는 극한 (Ultimate) 및 사용 (Serviceability) 한계상태로 

구분되며 전자는 극한상태에서의 안전성과, 후자는 정상상태에서의 기능

상실과 관련된다. 열화 및 내구성 문제는 한계상태 설계에 시간변수로 도

입된다. 상태 평가 및 시간종속 신뢰성 해석에서 하중 및 구조강도에 대

한 확률분포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까지 일부 데이터 및 모델만이 제시

되어 있다. 



- 12 -

  격납건물의 구조적 거동 및 파괴 해석을 수행하기 위해서 ADINA, 

ANSYS, ABAQUS, MARC 등의 상용구조해석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격

납건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개발한 코드를 사용하기도 한다.  

 

4. 격납건물 성능검증 기술 

  PWR 격납건물과 같은 콘크리트구조물에 대해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80

년대 말의 격납건물의 축소모델에 대한 극한 내압시험을 포함하여 대형 

내진 안전성 실증시험을 수행한 바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NRC가 주축이 되어 SNL과 공동으로 축소모델을 통한 

실험연구를 수행하 으며 일본의 NUPEC에서는 12년의 장기계획 하에 지금

까지 실험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철근 콘크리트 격납건물 외에도 프리스

트레스 콘크리트 격납건물, 강재 격납건물에 대한 모델 실증실험도 수행

한 바가 있다. 미국의 NRC 및 SNL과 일본의 NUPEC 등은 현재 격납건물의 

축소모델에 대한 내압능력 시험과 내진성시험을 공동으로 진행중이다. 외

국의 성능검증사례를 요약하면 다음 표와 같다.

국가명 수행기간 격납건물의 종류 모델축척 주관기관

캐나다 1975∼1980 포스트텐션 1/14 AECB

미국
198?∼1984 강재 1/32, 1/8

NRC, SNL
1985∼1987 철근콘크리트 1/6

국
1988∼1989

(실험기간)
프리스트레스 1/10 NII, CEGB

일본 1987∼1998

철근콘크리트 1/6 NUPEC

강재

프리스트레스

1/10

1/4

NUPEC, USNRC,

SNL 공동

  현행 미국의 격납건물에 대한 주기적 검사기준은 주로 프리스트레스 텐

돈 시스템 가동중검사 및 종합누설률시험과 연관하여 접근 가능한 콘크리

트 부위에 대해 수행되는 일반적인 육안검사뿐이다. 격납건물의 장기 거

동 및 건전성은 시간 종속적인 열화와 운전, 자연환경, 사고조건 등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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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중 검사결과와 함께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일본의 경우 정기적으로 수행되는 텐돈 시스템의 유효 텐돈력 평가 시 

가장 큰 향을 미치는 콘크리트 크리이프 계수가 습도에 매우 민감한 것

을 실험을 통해 밝혔으며, 적합한 크리이프 예측식을 제시하 다.

  미국의 EPRI는 격납건물의 인장파괴를 고려하여 벽체 패널에 대한 모델 

실험을 수행한 바 있다.    

       

제2절 국내의 현황

  국내에서의 원자력 구조물의 구조건전성 관련 연구는 산발적으로 이루

어지고 있어 체계적이지 못하며 특히 시험 및 평가기술은 거의 전무한 실

정이다.

1. 내진안전성 평가기술

  내진해석 기술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원자력 안전기술원에서 미국의 

SSMRP와 유사한 연구를 ‘90년대 초반에 수행한 바 있다. ’90년대 중반 이

후에는 지반-구조물 상호작용 해석에 관한 기술을 중점적으로 수행하여 

왔다. 특히 EPRI 주관의 축소격납건물 모델에 대한 지진응답계측 및 평가

와 관련된 국제 공동연구에는 KINS, KEPRI, KOPEC, 대학 등이 참여하여 

1998년에 1단계 연구를 종료하 다. 1999년부터 착수되는 2단계 연구에는 

KINS 및 본 연구를 수행한 전력연구원이 참여하 다. 

  1990년대 중반까지 격납건물의 내진안전성 평가 시 적용된 지진재해도 

평가자료 및 방법에 대한 개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1997년부터 

1999년 초까지 전력연구원 및 원자력연구소는 공동으로 이에 관한 종합적

인 연구를 수행하여 이를 현저히 개선하 으나 지진특성의 평가가 근본적

인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다. 즉, 원전부지의 지진특성을 정의하기 위해서

는 중․소지진을 외삽하여 강진 특성을 도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중․소지진의 지진파라메타를 우선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중․소지진의 

지진파라메타는 지진기록으로부터 주로 구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지진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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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의 미비 등으로 인해 이에 관한 연구가 1990년 중반까지는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다. 

  전력연구원 및 안전기술원은 1998년 말부터 각 원전부지에 지진감시망

을 건설․운 중이며, 기상청은 1997년 하반기부터 전국적인 지진감시망

을 구축중이다. 원자력연구소는 ‘90년대 후반에 양산단층 주변에서 계측

한 자원연구소의 미소지진 자료를 이용하여 국내 지진의 공학적 특성을 

분석하 다. 

  지진취약도 및 내진여유도에 관한 연구는 국내에서 이루어진 바가 없으

며 내진안전성 평가 시에 외국의 연구결과를 대부분 그대로 활용하 다.

 광 3,4호기 이후 내진설계 기술은 축적되어 있는 편이나 보다 체계적

인 내진성 평가의 확립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지진자료의 

부족으로 관련연구가 전무한 실정이다.

2. 격납건물 열화 평가기술

  기존 구조물의 열화손상, 보수․보강 대책 및 효율적인 수명관리 분야

의 연구를 소홀히 취급해 왔으며, 최근 이로 인한 각종 문제점이 야기되

어 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초보적 단계에 이르고 있다.

  구조물의 열화 손상에 대한 조사․실험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문제 발생 시 근원적 해결보다는 단편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실정

이다. PWR 격납건물에 대해서는 ‘90년대 초반 원전 콘크리트 구조의 열화 

안전성 평가관련 연구를 KINS에서 국내 대학과 공동으로 일부 수행한 바 

있다. 전력연구원에서는 열화 DB구축 등을 수행하 다. 원자력연구소에서

는 격납건물의 구조해석을 위한 코드의 개발, 열화민감도 분석 등을 1997

년부터 수행하여 왔다. 열화 손상부위 및 열화 정도에 따라 격납건물의 

내압능력 및 파괴모드가 큰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제 격납건

물의 열화 DB구축 및 분석이 매우 중요함이 밝혀졌다. 

  콘크리트 구조물의 현 상태를 객관적, 정량적으로 평가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구조물을 세분화하여 각 부위의 강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 초보적인 단계이며, 철근 부식 예측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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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과 관련된 부분적인 연구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을 뿐 기존 구조물의 

상태평가와 손상요인의 모델 구성을 바탕으로 한 구조물의 미래상태 예

측, 시간의존성 수명저하모델을 이용한 잔존수명 예측분야의 연구는 전무

한 실정이다.

  전력연구원에서는 “원전 안전성 관련 콘크리트 구조물의 열화에 관한 

연구 (‘93.10∼’96.10)”를 통하여 구조물 상태 평가에 요소기술인 콘크리

트 구조물의 열화관리 시스템 (Structural Aging Management System : 

SAMS)을 개발하여 현장 적용중이며 고리 1호기를 포함한 9개 원전에 대한 

열화상태를 조사하여 D/B를 구축하 다. 

3. 격납건물 장기거동 예측 및 해석 기술

  국내 원전 구조물의 경우 건전성에 향을 미치는 여러 손상요인들에 

대한 개략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을 뿐 시간이력에 따른 구조물의 건

전성과 손상요인 및 상태진전에 대한 수학적 모형이 구성되어 있지 않아 

구조물의 미래상태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예측 및 잔존수명 평가가 

어려운 실정이다.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고온 시 동적 거동에 관한 

연구(1996)를 수행한 바 있으나 기본적인 데이터는 외국의 실험 결과를 

사용하 다.

4. 격납건물 성능검증 기술 

  부분적인 외국기술의 참여 하에 국내 기술 주도로 격납건물에 대한 

SIT, ISI, ILRT 등을 수행하고 있다. 축소모델에 대한 성능검증은 수행한 

바 없다. 최근에 NRC 및 NUPEC이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는 격납건물 축소

모델의 내압능력 평가에 관한 연구에 KINS, 원자력연구소, KOPEC 등이 격

납건물의 거동해석에 참여하고 있다. 

  전력연구원에서는 광 3,4호기 격납건물 포스트텐션 계통의 가동중검

사 기술시방서 및 절차서 개발(1994-1995), 울진 3,4호기 격납건물 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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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텐션 계통의 가동중검사 기술시방서 및 절차서 개발(1994-1995), 월성 

1호기 15년차 및 2호기 2년차 격납건물 건전성 평가를 위한 Test Beam 시

험 평가(1998) 등을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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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개발 수행내용 및 결과

제1절 내진안전성 평가기술 개발

1. 격납건물 지진응답 계측 및 해석기법 검증

  원자력발전소의 경우 원자로건물을 비롯한 안전등급 구조물 및 기기계

통 설비의 설계 시 원자력법과 동법 시행령, 과기처 고시 등에 의하여 내

진설계가 의무화되어 있으며, 원자력발전소의 내진안전성을 확보하기 위

해 내진설계를 적용하는 경우 부지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약 3 

∼ 11 % 정도의 건설비용이 추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이유로 

선진외국에서도 원전 구조물 및 기기계통 설비의 내진설계에 필요한 기초

자료의 확보와 내진해석기술의 향상을 위해 그동안 관련 분야에 대한 이

론연구 뿐만 아니라 축소모델을 이용한 실증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유연한 지반 상에 위치한 구조물은 견고한 지반이나 암반 상에 

위치한 구조물과는 달리 구조물을 지지하고 있는 지반과 상부구조물의 특

성에 따라 지반을 통해 전달되는 지진운동에 의해 지반-구조물 상호작용 

( Soil - Structure Interaction, SSI ) 이 유발된다.

  현재까지 국내에 건설된 원전 구조물의 대부분은 암반 상에 위치하기 

때문에 내진해석 시 거의 모두가 지반-구조물 상호작용의 향을 무시한 

고정기초 구조물로 가정하여 해석을 수행하 다. 그러나, 월성 원전 2, 

3, 4 호기 부지의 경우와 같이 전단파 속도가 1,50 m/sec 이하인 견고하

지 않은 부지의 경우 지반-구조물 상호작용을 고려하고 있다. 또한, 이미 

확보된 부지만으로는 계획된 원자력발전소를 모두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부지가 확보되어야 하는데 새로 확보될 부지는 지반-구조물 상호

작용의 향이 나타날 수 있는 풍화암이나 부분적으로 비암반 지반일 가

능성이 있다. 이러한 비암반 지반 상에 건설된 원전의 경우는 관련 규제

기준에 따라 반드시 지반-구조물 상호작용 해석을 수행해야 한다. 

  지반-구조물 상호작용해석은 기존의 고정기초 내진해석보다 그 해석과

정이 복잡하고 고려해야 할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정확한 지반-구조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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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작용해석을 위해서는 충분히 해석요소들을 파악하고 각 해석요소들이 

내진해석 결과의 동적응답에 미치는 향과 특성들을 분석하여야 한다. 

그래서, 미국 및 일본 등 원전 선진국들은 일찍부터 지반-구조물 상호작

용해석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많은 국제공동연구와 대형 실증시험

을 수행하고 있고, 그 결과로서 지반-구조물 상호작용 해석절차 및 이론

이 상당한 발전을 하 으며, 현재 다양한 해석기법 및 관련 전산프로그램

이 사용가능 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들 각각의 해석기법들은 서로 다른 

가정사항 및 제한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문제에 대하여도 현저

히 다른 결과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으며, 현재 세계 각국에서 활용중인 

SASSI, FLUSH/ALUSH, HASSI 등과 같은 전산프로그램도 복잡한 지반조건의 

모델링, 입력조건의 산정 등의 문제로 인하여 사용자에 따라 일관되지 않

은 결과를 주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반-구조물 상호작용해석의 불확실성을 개선하

기 위해 관련 국제공동연구인 대만 화련 대형 내진모델시험 등을 통하여 

확보된 지진응답 계측자료를 기초로 전▪후처리 프로그램을 포함한 신뢰

성이 검증된 지반-구조물 상호작용해석 프로그램을 개발하 으며[3.1-1∼

3.1-5], 그밖에 지반-구조물 상호작용 해석결과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Downhole 지진응답 계측자료를 이용하여 지반의 비선형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법[3.1-6∼3.1-7]과 지반운동의 공간적 변동을 정량적으로 평

가할 수 있는 관계식을 제안하 다[3.1-7]. 그리고, 사용자가 본 연구에

서 개발된 지반-구조물 상호작용해석 프로그램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이 

가능하도록 해석지침 및 메뉴얼을 작성하 다[3.1-8].

가. 지반-구조물 상호작용해석 프로그램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지반-구조물 상호작용 해석프로그램 중 현재까지 

가장 적용범위가 넓고 정확한 결과를 주는 것으로 평가된 3 차원 해석 프

로그램인 SASSI (A System for Analysis of Soil-Structure Interaction 

)를 기본 해석프로그램으로 선정하고 추가적으로 Hypertext 기능 및 전․

후처리 모듈을 포함한 체계적이고 검증된 종합프로그램을 개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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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ASSI

  SASSI는 이산화된 반무한체의 지반모델을 이용하여 몇 단계의 해석과정

을 거치는 지반-구조물 상호작용 해석프로그램 중 유일하게 유연체적 부

분구조법 (Flexible volume sub - structuring technique) 을 사용하는 3 

차원 해석프로그램이다. 해석단계는 ① 부지응답 해석, ② 지반 임피던스

함수 해석, ③ 상호작용 응답해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SASSI는 방대하

고 복잡한 프로그램으로 여러 사용자에 의해 수정되었기 때문에 사용 및 

적용에 어려움이 많아 프로그램 사용 전에 기준이 되는 해를 설정하는 검

증작업이 수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반-구조물 상호작용 해석방법을 개선하고 전

산프로그램을 검증하기 위해 한국을 비롯하여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세

계 각국의 원자력 선진국 등이 참가한 국제공동연구인 대만 화련 대형 내

진모델시험을 통하여 확보된 다양한 지진응답 계측자료를 통하여 본 연구

에서 개발한 지반-구조물 상호작용 해석프로그램의 신뢰성을 검증하 다.

(2) 전▪후처리 프로그램

본 연구에서 개발한 지반-구조물 상호작용 해석지침 프로그램의 주요 

구성 모듈은 Hypertext 기능을 가진 모듈, SASSI 프로그램의 전․후처리 

모듈이며 각 모듈별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가) Hypertext 기능모듈

지반-구조물 상호작용 해석의 기술 현황, 원전의 내진해석 절차, 지반-

구조물 상호작용 해석프로그램의 장단점, 확률론적 지반-구조물 상호작용 

해석 및 Incoherence 해석 등에 대한 Hypertext 기능을 가진 PC용 지반-

구조물 상호작용 해석지침을 제공한다.

(나) 전․후처리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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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처리모듈

◦ SASSI의 입력파일을 그래픽 환경에서 작성하는 기능

◦ 부재요소의 입력 및 자동 복제

◦ 모델 경계조건 입력기능

◦ 동적 지진하중의 입력기능

◦ 기존 입력파일의 수정기능

◦ 모델의 제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기능

② 후처리모듈

◦ SASSI 프로그램 수행 후 그래픽 환경에서 변형도 및 수치제공 기능

◦ 각 요소의 모든 정보를 화면상에서 확인하는 기능

◦ 동적응답의 시간이력해석결과를 그래픽으로 나타내는 기능

◦ 동적응답 스펙트럼 결과를 그래픽으로 나타내는 기능

◦ 구조물의 모델링 형상을 프린터로 출력하는 기능

◦ 동적응답의 시간이력 및 응답스펙트럼을 프린터로 출력하는 기능

(3) 지반-구조물 상호작용 해석프로그램의 검증

(가) 해석조건

  본 연구에서 개발된 지반-구조물 상호작용 해석프로그램의 신뢰성을 검

증하기 위하여 지진응답 계측결과와 수치해석결과를 비교, 검증하 다. 

구조물 주위 및 하부의 지반재료특성은 일본 전력중앙연구소 (CRIEPI) 가 

보링, 대구경 관입시험, PS-logging 과 같은 현장시험과 동결 비교란 

(frozen, undisturbed) 샘플의 삼축압축 시험과 같은 실내실험을 수행하

여 결정한 수정지반모델을 이용하 다. 또한, 지진응답해석의 통제운동은 

대만 화련 국제공동연구에서 계측된 최대 지반가속도 135.8 gal 을 기록

한 LSST 7 (1995.5.1), A15 지진파 남북방향의 성분을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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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진응답해석

  지반-구조물의 전체 구조시스템은 축대칭성을 이용하여 1/4 만 모델링

하 고, 지반 역과 뒷채움 부분 및 구조물은 8절점-육면체요소를 이용하

여 모델링 하 으며, 지반은 반무한체의 9개의 수평지층으로 가정하 다.  

  그림 3.1-1은 해석 및 계측결과 (5 % 감쇠) 를 비교하여 나타낸 것으

로, 기본진동수와 구조물의 가속도응답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해석결과가 

계측결과에 거의 일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구조물의 가속도

응답에 있어서 해석결과가 계측결과에 비하여 작게 나타난 것은 해석 입

력자료 작성 시 설계 당시의 구조강성을 해석모델에 반 함으로써 시간에 

따른 콘크리트의 강성 증대 등 구조물의 강성변화를 충분히 반 치 못하

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로써 본 연구에서 개발한 지반-구조물 상호작용 해석프로그램의 신뢰

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검증된 지반-구조물 상호작용 해석프로그램에 

대해 사용자가 쉽게 이해하고 활용이 가능하도록 해석메뉴얼을 작성하

다. 또한, 해석메뉴얼에는 SSI 해석 시 입력되는 변수들 중 공학적인 판

단이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해석결과에 많은 향을 미치는 불확실성이 

높은 입력변수들에 대해 민감도해석을 수행, 그 향을 파악하여 SSI 해

석을 위한 입력변수 결정 시 유의토록 함으로써 해석결과의 정확도를 높

일 수 있도록 하 다[3.1-8].  

나. Downhole 지진계측자료에 의한 지반의 비선형성 평가

(1) 개요

  지반-구조물 상호작용해석이 수행되어지는 지반에서는 입력 지진동의 

규모에 따라 지반의 비선형성이 구조물의 거동에 큰 향을 미친다. 이러

한 지반의 비선형 특성은 크게 “ 1 차 비선형 거동 ” 과 “ 2 차 비선형 

거동 ” 으로 구분하여 정의할 수 있다. 1 차 비선형 거동이란 지반 자체

만의 운동에 의한 재료의 비선형 거동을 말하며, 2 차 비선형 거동은 지

반-구조물의 상호작용효과로 인하여 구조물의 거동이 지반에 전달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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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발생하는 재료의 비선형 거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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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지반운동에 대한 구조물 응답의  

   해석결과와 계측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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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반의 비선형성을 고려하는 방법으로서 지진 

관련 연구에 있어서 활용도와 중요도가 증가하고 있는 Downhole 지진계측

자료를 이용하여 평가절차가 단순하고 신뢰성이 향상된 새로운 역해석기

법을 제안하고, 대만 화련부지를 대상으로 기존의 SHAKE 프로그램에 의한 

평가결과 및 지진응답 계측결과와 비교함으로써 그 적용성 및 신뢰성을 

검토하 다.

(2) 역해석기법

(가) 해석조건

  본 연구는 대만 화련 국제공동연구가 수행된 화련부지의 지반특성 및 

지진계측자료를 기초로 수행되었다. 대만 화련부지에 대한 구조물 주위 

및 하부의 지반재료특성은 전 항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 전력중앙연

구소(CRIEPI) 가 제공한 수정지반모델을 이용하 다.

  대만 화련부지는 강진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으로 1993 년 지진계측

이 시작된 이후 약 140 건의 지진이 발생되었으며, 이중 본 연구에서는 

대만 화련부지에 대한 지반의 비선형성을 평가하기 위한 지진계측자료로

서 최근 대만에 큰 피해를 일으켰던 Chi-Chi 지진계측자료 (HLSST 38, 

1999. 9. 20)를 활용하 다. 또한, Chi-Chi 지진에 의한 A15, A21 및 A25 

의 Downhole 지진계측자료 중 계측결과가 양호하고 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 A15 및 A25 지점의 동서방향 Downhole 지진계측자료를 본 연구에 

적용하 다.    

(나) 지반의 비선형 특성 평가

  전단파의 전달특성 분석기법은 주파수 역과 시간 역에 따라 Fourier 

Spectral Ratio 기법과 Cross Correlation 해석기법이 있으며, 본 연구에

서는 Cross Correlation 해석기법을 적용하 다.

  A15 및 A25 Downhole 지진계측자료에 대한 Cross Correlation 해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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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림 3.1-2와 같다. 그림의 해석결과 중 지진파 전달특성에 대해 합리

적인 경향을 보여주는 A15-D14 및 A25-D28의 Cross Correlation 해석결과

로부터 식 (3.1-1)과 같이 평균 전단파속도를 구하여 지반의 비선형성을 

평가하 다. 

    v a15 =  
52.6 m
0.2 sec

 =  263 m/s               

(3.1-1a)

    v a25 =  
52.6 m
0.225 sec

 =  233.8 m/s               

(3.1-1b)

  식 (3.1-1)에서 평가된 A15-D14 및 A25-D28 의 평균 전단파속도를 수정

지반모델의 평균 전단파속도와 비교하여 각 지층에서 동일한 비로 전단파 

속도가 지반의 비선형성으로 인해 저하되었다고 가정하여 새로운 전단탄

성계수와 감쇠비를 구하 다. 수정지반모델의 평균 전단파속도는 CRIEPI 

가 각종 실내 및 현장시험으로부터 구한 4 개 지층의 전단파 속도와 층 

두께로부터 식 (3.1-2) 및 식 (3.1-3)과 같이 구하 다.

t total =  ∑
4

i= 1

th i
v s i
 =  0.135 sec                           (3.1-2) 

v s =  
th total
t total

 =  
52.6 m
0.135 sec

 =  389.63 m/s                     

(3.1-3)

  위 식에 의해 입력지진동에 따른 지반의 비선형성에 의한 수정지반모델

의 지반특성 보정계수는 식 (3.1-4)와 같이 구할 수 있으며, 식 (3.1-4)

의 보정계수를 이용하여 Chi-Chi 지진에 따른 지반의 비선형성이 반 된 

화련부지의 새로운 지반특성, 즉 전단탄성계수와 감쇠비를 구하 다.

    RA15 =  
v a15
v s
 =  

263
389.63

 =  0.674                       (3.1-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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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25 =  
v a25
v s
 =  

233.8
389.63

 =  0.6                         (3.1-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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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Cross Correlation 해석결과

(다) 지반-구조물 상호작용해석

  본 연구에서 제안한 Downhole 지진계측자료에 의한 지반의 비선형성 평

가방법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기존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수치해석

적인 방법인 SHAKE 프로그램에 의한 지반의 비선형성 평가결과 및 지진응

답 계측결과와 비교검증을 수행하 다. 즉, Downhole 지진계측자료에 의

한 지반의 비선형 평가모델과 SHAKE 프로그램에 의하여 지반의 비선형성

이 반 된 등가선형모델을 사용하여 각각의 경우에 대해 지반-구조물 상

호작용해석을 수행함으로써 최종 결과인 구조물에서의 지진응답을 실제 

지진응답 계측결과와 상호 비교하 다.    

  그림 3.1-3은 대만 화련부지에 건설된 원자로건물의 축소모델에서 계측

된 지진응답자료와 Downhole 지진계측자료 및 SHAKE 프로그램에 의하여 

각각 지반의 비선형성을 평가한 후 수행한 지반-구조물 상호작용해석결과

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3.1-3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지반-구조물 상

호작용 해석결과, 구조물의 기본진동수는 A15 및 A25 각각의 경우에 대하

여 실제 지진응답 계측결과와 Downhole 지진계측자료 및 SHAKE 프로그램

의 두 평가방법에 의한 해석결과가 거의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구조물의 최대 가속도응답도, 본 연구에서 제안한 Downhole 

지진계측자료에 의한 평가결과가 A15 및 A25 에 대해 실제 지진응답 계측

결과와 11.6 % 및 10.1 %, SHAKE 프로그램에 의한 평가결과와 0.5 % 및 

0.8 % 의 미소한 차이를 보이는 등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에 의한 평가

결과가 기존에 널리 활용되고 있는 SHAKE 프로그램에 의한 해석결과 및 

지진응답 계측결과에 잘 일치하는 높은 수준의 정확성을 보임으로써 그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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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지반-구조물 상호작용해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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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반운동의 공간적 변동 향 평가

  강진운동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구조물 기초에서의 지진응답운동은 자

유장 운동보다 낮은 진도를 나타낸다. 지반-구조물 상호작용효과에 의해 

이러한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자유장에서 지진동의 공간적 변동을 정

량적으로 평가, 반 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만 화련부지

에 대한 지반운동의 공간적 변동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화련부지

에서 계측된 그림 3.1-4와 같은 10개의 지진을 사용하여 Coherency 해석

을 수행하 다. 이때 구조물에 인접한 지점의 지진응답계측결과는 SSI 효

과로 인한 향을 받기 때문에 Coherency 해석에서 제외하 다. 또한, 수

직방향의 Coherency 는 지반의 수평층상에 의해 향을 받고, 수평방향의 

Coherency 에 비하여 매우 작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고려하지 않았다.  

  수평성분의 Coherency 함수를 구하기 위하여 그림 3.1-5와 같이 각 지

진별 거리에 따라 Coherency 를 평가하 으며, 이때 사용된 입력지진동의 

지속시간은 그림 3.1-4에 나타낸 바와 같다.  

  본 연구에서는 대만 화련부지에 대한 지반운동의 Coherency 를 Lagged 

coherency 와 Unlagged coherency 함수로 평가하 다.

(1)  회귀분석

(가) Lagged coherency 함수 

  Lagged coherency |γ ij(f,ξ)| 는 지진파의 Coherency 를 나타내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다. 기존의 연구결과는 Lagged coherency 를 주파수와 거

리에 대한 지수함수의 형태로 나타내고 있으며, 통계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γ ij(f,ξ)| 보다는 tanh
-1( |γ( f,ξ)|)가 유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Lagged coherency 함수를 유도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식을 지수함수의 형태로 가정하 으며, 계측지점간 거리에 대해 

주파수를 변수로 선형함수의 형태로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는 식 

(3.1-5)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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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  지반운동의 공간적 변동을 평가하기 위한 입력지진동

    tanh -1( |γ( f,ξ)|) = (2.244-0.015⋅ξ) ×

exp [ (-0.094-5.514⋅10-6⋅ξ)⋅f]+(0.61-5.065⋅10-3⋅ξ)   

(3.1-5)

  여기서, f 는 주파수이고, ξ 는 계측지점간 거리이다. 

  식 (3.1-5)가 대만 화련부지에서 지반운동의 공간적 변동을 나타낼 수 

있는 Lagged coherency 함수이다.

(나) Unlagged coherency

  Unlagged coherency 함수는 식 (3.1-6)을 이용하여 Lagged coherency 

함수로부터 유도될 수 있다.

    
Re γ jk( f,ξ r)

|γ jk( f,ξ)|
 = 

cos (2π⋅f⋅ξ r⋅s)

1+(
f
w
) 4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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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 Coherency 평가결과 

여기서, ξ r 은 방사방향으로의 계측지점간 거리이며, s 는 Wave 

slowness 이다.   

  Unlagged coherency 함수를 구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식 (3.1-6)과 

동일한 형태의 분수함수를 식 (3.1-7) 과 같이 회귀분석식으로 가정하

으며, Lagged coherency 와 동일하게 회귀분석을 통하여 방사방향의 계측

지점간 거리에 대해 각 계수 A 와 B 를 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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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γ jk( f,ξ r)

|γ jk( f,ξ)|
 =  

cos (A⋅f )

1+(B⋅f ) 4
                           

(3.1-7)

  회귀분석을 통하여 구한 최종적인 대만 화련부지에 대한 Unlagged 

coherency 함수는 식 (3.1-8) 과 같다.

    
Re γ ij( f,ξ r)

|γ ij( f,ξ)|
 = 

cos (2.092⋅10-6⋅ξ r⋅f)

1+(
f
13.7

) 4
                

(3.1-8)

(다) 구조물 근접 역에서의 Coherecy 함수

  위에서 구해진 Lagged coherency 와 Unlagged coherency 함수는 1 Hz 

이상의 주파수와 계측지점간 거리 6 ∼ 85 m 구간에 대하여 적용 가능하

다. 따라서, 6 m 미만의 계측지점간 거리에 대한 외삽이 필요하다면 계측

지점간 거리가 0 에서는 Coherency 가 1 이어야 한다는 물리적인 제약조

건이 주어져야 한다. 상기의 조건에 따라 구조물 근접 역에서의 Lagged 

coherency 와 Unlagged / Lagged coherency 의 비에 대한 일련의 외삽함

수를 구하면 식 (3.1-9) 및 식 (3.1-10)과 같다.

    | γ( f,ξ)| = (
0.66

1+2.004⋅10-5⋅f 2⋅ξ2
)+0.33              (3.1-9)

    φ(f,ξ,ξ r) =  
cos (2.092⋅10-6⋅ξ r⋅f)

1+2.19⋅10-8⋅f 4⋅ξ4
                    

(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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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전 부지별 지진특성 평가

  원자력발전소 구조물 및 기기의 내진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먼저 내진

설계 시 사용되는 가속도 시간이력이나 응답스펙트럼 등의 입력지진 선정

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원자력발전소의 설계 시 우리나라 고

유의 표준 지반응답 스펙트럼이나 부지고유 스펙트럼이 없음으로 인하여 

미국 NRC의 표준 지반응답 스펙트럼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NRC에서 제

시하고 있는 표준 지반응답 스펙트럼은 주로 미국 서부지역에서 발생한 

강진기록을 토대로 작성된 스펙트럼이다. 최근 지진학의 발달로 미국 서

부와 동부의 지진원 및 지진파 전파 특성이 매우 상이함이 밝혀졌으며, 

이에 따라 서부지역의 강진기록에 근거한 NRC의 표준응답 스펙트럼에 대

한 개정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요 구조물 및 기기의 내진설계 및 내진안전성 평가

를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지진, 지질환경 특성을 고려한 지반응답 스펙트

럼의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강진기록이 전무하고, 지진공

학적으로 분석이 가능한 미소지진의 관측도 ‘90년대 후반에 들어 본격적

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표준 지반응답 스펙트럼 개발에 많은 어려움이 상

존하고 있다.

  분석 가능한 강진기록이 없을 경우 내진설계를 위한 강진 특성은 이미 

많은 지진학자에 의해 그 타당성이 입증된 추계학적인 인공지진파 작성기

법을 이용하여 도출될 수 있으며, 이때 필요한 변수값들은 미소지진 기록

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얻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상분지 내에서 관측한 우리나라 지진의 지진원 변수값

들을 추정하 으며 [3.1-9∼3.1-13], 공학적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나

라 지질 및 지진학적 특성에 부합하는 표준 지반응답스펙트럼 및 부지고

유 응답스펙트럼의 작성 시 기본자료를 제공하고자 하 다 [3.1-14∼

3.1-19]. 또한 계측지진 자료의 효과적인 관리 및 이용을 위한 데이터베

이스 프로그램을 개발하 다 [3.1-20∼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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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우리나라 미소지진의 공학적 특성 

  본 연구에서는 국내 경상분지에서 계측한 한국자원연구소의 미소지진 

기록에 대한 공학적 특성을 분석하 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지진기록은 

1995년부터 1997년까지의 기록 중 그 규모가 약 3.0 이상인 지진을 선정

하고 비교적 신뢰성이 큰 데이터만을 이용하 다. 관측된 지진의 기록별 

주기특성 및 통계적 특성을 분석하 으며, 각 지진기록의 Fourier 스펙트

럼 및 응답스펙트럼을 분석하 다. 

  한국자원연구소는 경상분지의 지진활동관측을 위해 총 11개소의 디지털 

관측망을 구성하고 1998년 6월 말 현재 9개의 관측소가 암반 지반에 설치

되어 운  중에 있다 [3.1-9]. 현재 운 중인 관측소의 위치는 그림 

3.1-6에 나타내었다. 

그림 3.1-6. 지진관측소 분포도

  지진파 분석에는 총 16개의 지진을 선택했고 (표 3.1-1 참조), 관측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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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는 87개이며, 방향 성분별로는 총 261개의 지진파를 분석하 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지진은 규모 2.7 ∼ 4.8의 범위에 있다. 

표 3.1-1.  분석 대상 지진 목록 

EVENT
Origin Time Epicenter

Mag. STA갯수
Y/M/D H/M/S Lat. Long.

1 95/06/19 18/09/25.54 36-14.49 128-15.07 3.8 4

2 95/10/06 21/07/28.70 37-44.65 129-38.11 4.3 3

3 96/01/24 05/09/51.07 38-05.00 129-33.65 4.8 7

4 96/02/27 04/39/33.98 35-57.00 129-29.55 3.0 6

5 96/04/14 05/22/11.05 35-51.90 127-53.58 3.9 7

6 96/05/13 00/49/27.12 35-50.00 130-21.90 3.9 4

7 96/05/16 11/05/43.27 35-18.50 129-06.91 3.0 4

8 96/08/14 18/10/03.06 36-41.00 128-01.75 3.5 8 

9 96/10/16 04/45/30.40 36-12.43 128-18.83 3.8 2

10 96/11/10 21/33/19.17 36-47.16 125-24.00 4.2 3  

11 97/01/15 05/34/04.61 38-50.16 128-25.93 3.6 10  

12 97/05/09 21/40/07.11 35-17.64 126-19.45 3.8 4

13 97/05/22 07/52/37.52 36-04.12 127-06.30 3.9 8

14 97/06/26 03/50/23.19 35-48.09 129-14.20 4.3 3  

15 97/10/11 19/50/28.76 35-55.05 128-50.69 2.7 8  

16 97/10/18 19/35/31.31 37-13.11 128-41.35 3.0 6  

Total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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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탁월주기

  각각의 지진 데이터에 대하여 주기 분석을 수행하 다. 각 지진별 주기

는 0.05∼0.25 sec(4∼25 Hz)의 범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응답스펙트럼

  본 연구에서는 87개의 지진파의 가속도 응답스펙트럼(5% Damping)을 작

성하고 이를 방향별, 규모별로 분류하여 분석하 다.

  그림 3.1-7은 가속도 지반응답스펙트럼을 각 방향별(UD방향, NS방향, 

EW방향)로 분류하고 다시 규모별로 나누어 각 그룹별 평균 (mean) 응답스

펙트럼을 구한 것이다.   

  표 3.1-2는 평균가속도응답스펙트럼과 평균+1σ가속도 응답스펙트럼상

에서 50 Hz에서의 ZPA (Zero Period Acceleration) 값을 나타내었다. 

  평균 및 평균+1σ 응답스펙트럼을 비교해 보면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연직성분에 비해 수평 2성분의 값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규모 4 이하의 경우 5 Hz 이상에서 큰 응답을 나타내고 있으나 규모 4 ∼ 

5의 경우 2 Hz 이상에서 큰 응답이 나타났다. 즉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큰 응답을 나타내는 진동수 범위가 넓어지며 저진동수 역에서도 큰 응

답을 보여주고 있다. 규모별 평균가속도 응답스펙트럼을 그림 3.1-7에 나

타내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응답이 증가하

며 큰 응답을 나타내는 범위가 저진동수 역으로 확장되고 있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Boore (Boore, 1983)가 제시한 규모별 가속도 응답

스펙트럼의 형태와 동일한 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이를 이용한 강진에 

대한 가속도 응답스펙트럼의 작성이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

  규모 3 이하의 경우, 평균가속도 응답스펙트럼에서 최대 응답량은 0.3

4∼0.73 gal이고, 11∼20.3 Hz의 진동수 범위에서 나타났다. 규모 4 이하

의 경우, 평균가속도 응답스펙트럼에서는 0.36∼0.51 gal, 10.2∼27.3 Hz

이고, 규모 5 이하의 경우, 평균가속도 응답스펙트럼에서는 0.96∼1.90 

gal, 10.9∼26.8 Hz이다. 규모 5에서 스펙트럼의 진폭의 변화가 큰 것은 



- 36 -

데이터의 수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발생하 다.  

 

표 3.1-2. 가속도 지반응답스펙트럼의 ZPA(단위:gal)

      방향

 규모
UD NS EW

∼3
Mean 0.141 0.252 0.284

Mean+1σ 0.271 0.624 0.721

3∼4
Mean 0.182 0.147 0.195

Mean+1σ 0.597 0.382 0.626

4∼5
Mean 0.338 0.485 0.485

Mean+1σ 1.093 1.987 1.733

 

(a) EW 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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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 가속도응답 스펙트럼의 규모별 비교(M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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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NS 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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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UD 성분

0.1 1.0 10.0
Frequency(Hz)

1E-4

1E-3

1E-2

1E-1

1E+0

1E+1

Sp
ec

tra
l A

cc
el

er
at

io
n(

ga
l)

Magnitude

3

4

5

그림 3.1-7. 가속도응답 스펙트럼의 규모별 비교(Mean)(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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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진원 변수값

 

  분석된 지진파의 푸리에 스펙트럼으로부터 코너 주파수 ( f c)를 결정하

다. 외견 응력강하 (Δσ) 값은 코너 주파수와 지진모멘트 ( Mo) 사이의 

관계식 f c=4.9×10
6
β(Δσ/M0)으로부터 50 bar로 추정되었다. 스펙트럼 감

쇄인자 ( κ) 값을 구한 결과 진앙거리 (R)에 대한 회귀분석 식은 다음 식

과 같이 구해 졌으며 결정계수값은 0.73으로 비교적 회귀관계가 높음을 

보 다. 

 κ=6.7166×10-3(±3.4371×10-3)+1.5087×10-4(±1.4286×10-5)R         

(3.1-11)

나. 지진자료 목록관리 코드 개발

 

  한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의 계측 신호와 지진 관측소의 정보를 데이터베

이스화하고 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는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하 다. 현

재까지 720여 개의 지진 기록과 12개의 관측소 자료가 데이터베이스에 입

력되어 있다. 응용 프로그램은 데이터베이스에 신규자료를 입력하는 기

능, 기존 자료를 수정하는 기능, 그리고 자료 삭제 기능과 또 데이터베이

스에 입력된 자료를 파라메터 별로 검색하여 화면과 프린터 그리고 디스

크에 출력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의 사용환경은 다음과 같다.

- 하드웨어 : IBM PC 호환기종

- 운 체제 : MS Windows98/95

- 사용 컴퓨터 언어 : Visual Basic 6.0

- 사용 데이터베이스 : MS Access

- 응용프로그램 사용환경 : MS Windows 98/95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의 출력 예를 그림 3.1-8∼3.1-9에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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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 시작 화면

그림 3.1-9. 검색 결과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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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진취약도 분석 기법 개선

  원전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정량화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확률론적 안

전성 평가(PSA, Probabilistic Safety Assessment) 방법을 개발하여 신규

로 건설되는 원전 및 가동중인 원전에 대하여 PSA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

를 통하여 체계적이고 신뢰성 있는 안전성의 확보 및 유지, 보수, 보강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과거의 PSA가 주로 내부사건에 기인한 원전의 안전성 평가에 주력해 왔

으나 지진, 홍수 및 화재 등의 외부사건에 의한 안전성 확립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1991년 6월 미국 NRC는 Generic Letter No. 88-20 

Supplement 4에서 가동중인 모든 원전의 내진검증 수행을 요구하 다. 동

시에 NRC는 NUREG-1407을 발표하면서 원전 구조물 및 기기의 내진검증 방

법을 제시하 는데, 여기서 Seismic IPE(Individual Plant Examination)

의 방법으로 SPRA (Seismic Probabilistic Risk Assessment) 또는 SMA 

(Seismic Margin Analysis)를 모두 인정하 다. 한편 미국의 EPRI 

(Electric Power Research Institute)는 원전 사업자의 내진검증 수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결정론적인 방법에 근거한 내진여유도 평가방법을 개

발하 다.

  일본 원자력연구소에서는 1985년부터 SPRA 방법론 개발을 착수하여 절

차서, 전산코드 및 DB 등을 개발하 다. 이 연구에서는 일본의 내진설계 

기준에 부합되는 SPRA 방법 개발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연구는 총 3단계

로 수행되었으며, 1단계에서는 코드개발, 2단계에서는 코드 및 DB의 개

선, 3단계에서는 모델로 선정된 BWR 원전에 대한 SPRA를 수행하 다.

  국내의 경우에는 중대사고에 대한 원전의 내진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 대부분의 발전소에 확률론적 지진위험도평가 (Seismic PRA)방법을 

적용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고리 1호기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방법에서

는 NRC 방법인 확률론적 방법을 기반으로 사건/고장 수목을 작성하고 사

건/고장 수목 상의 기기에 대한 HCLPF (High Confidence Low Probability 

of Failure)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CDFM (Conservative Deterministic 

Failure Margin)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을 채택한 이유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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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에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를 통해 사건/고장 수목에 대한 자료확보가 용

이하기 때문이며, CDF (Core Damage Frequency)가 정량화 될 수 있어 과

거에 1단계 PRA를 통해 계산된 CDF와 비교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내진여유도 평가 기술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신규 원

전 및 가동중 원전의 내진여유도 평가모델을 선정하고 내진여유도 평가 

절차서를 개발하 으며, SPRA 및 SMA에 공히 사용되는 지진취약도 평가를 

위한 기술지침을 작성하 다. 

가. 내진여유도 평가절차서 개발

  내진여유도 평가에서는 Seismic Margin Earthquake(SME)라고 하는 하나

의 기준지진(reference earthquake)을 선정한다. 예를 들면 최대 지반가

속도 0.3g의 지진을 기준으로 선정할 수 있다. 따라서 내진여유도 평가의 

목적은 원전이 기준지진 (예: 0.3 g)의 지진에 견딜 수 있는지를 결정하

는 것이다. 내진여유도 평가에서는 구조물 및 기기의 취약도를 나타내기 

위해 HCLPF 값을 사용한다. HCLPF는 구조물 및 기기의 내진성능을 보수적

으로 나타내는 값이다. 또한 내진여유도 평가에서는 계통분석(system 

analysis)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원전 구조물 및 기기의 내진여유도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미국 

NRC에서 개발한 방법과 미국 EPRI에서 개발한 방법이 있다. NRC 및 EPRI

에서 제시한 내진여유도 평가방법을 비교해 보면 다음의 표 3.1-3과 같다

[3.1-1, 3.1-22]. 

  1984년 중반 NRC는 내진여유도 정량화를 위한 전문가 패널을 구성하여 

내진여유도 평가를 위한 절차를 확립하 다. 이 방법은 일련의 선별제거 

절차를 사용한다. HCLPF 성능이 기준지진보다 큰 것과 추가적인 평가가 

필요한 것으로 분리하여 HCLPF 성능이 기준지진 보다 큰 것은 선별제거하 

고 나머지에 대해서만 답사를 통하여 부품에 대한 크기나 기타 물리적인 

특성치 등의 상세한 특성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성능을 상세히 평

가한다. 선별제거 되지 않은 부품의 취약도곡선은 Zion 방법에 의해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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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 내진여유도 방법비교

대상기기 

선정

HCLPF 

계산방법
장 점 단 점

NRC 

방법

확률론적
사건/

수목

기기취약도 

곡선 활용

-CDF 계산 및 불확

실성 정량화 가능

-기존 PRA 자료 

참조 가능

-검토 대상기기 

다수

-PRA가 선행되지  

않는 경우 HCLPF  

계산 비경제적

-지진재해도 평균값 

사용

결정론적
사건/

수목

CDFM 

방법

-CDF 추정 가능

-기존 PRA 자료 

참조 가능

-HLCPF 계산 경제적

-검토 대상기기 다

수

-지진재해도 평균값 

사용

EPRI 방법 성공경로
CDFM 

방법

-HLCPF 계산 경제적

-지진재해도 중앙값  

사용

-CDF 계산 불가능

-추가적으로 성공경

로 계통분석 필요

한다. HCLPF 성능은 95% 신뢰도를 갖는 취약도 곡선에서 5% 파괴확률을 

갖는 지진의 첨두지반가속도 값으로 산정한다. 이상의 절차를 그림 3.1- 

10에 나타내었다.

  미국의 EPRI(Electric Power Research Institute)에서는 발전사업자들

이 손쉽게 원전 구조물 및 기기의 내진성능 평가 및 재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 CDFM (Conservative Deterministic Failure Margin) 방법

을 개발하 다. 계통 측면에서 EPRI 방법은 성공경로(success path) 개념

을 사용한다. 여기서 성공경로라 함은 발전소가 안정된 상태 (either hot 

or cold shutdown)에서 72시간 동안 유지될 수 있는 경로를 말하는 것이

다. 선정된 성공경로 내에 포함된 부품에 대해서만 평가를 수행한다. 이

러한 성공경로를 이용하는 방법의 주요 이점은 계통모델링의 양을 줄이고 

평가해야 할 부품의 수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 방법은 순수하

게 결정론적이라는 사실이다. 성공경로 상에 포함된 부품에 대해서는 성

능에 대한 하한치 성능을 첨두 지반가속도 값으로 평가한다. SME 수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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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 낮게 잡을 경우 부품의 성능이 SME 수준을 상회한다는 검토 팀의 

확신을 기초로 많은 부품을 검토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그림 3.1-10.  NRC 내진여유도 평가 절차

RLE 결결

 초초 초초초초

(  )대대초초 대결

 HCLPF 초초 초기

(broad)

1   차 차차차차

-  초초 대계계계
-   발발발 발발 발발
-   취취취 초초 취취

/   차사 차발 사사 계사

2   차 차차차차

(HCLPF )취취사자

Boolean  식 계사

 HCLPF 초초 초기

HCLPF > RLE Screening-Out

 취취취발 취취   향향 향향 향취

YES

NO

Screening-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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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CLPF로 나타내는 성공경로에 대한 내진여유 성능은 성공경로 내의 가장 

취약한 부품의 HCLPF 성능과 같다.EPRI의 내진여유도 평가방법의 절차는 

그림 3.1-11과 같다.

그림 3.1-11.  EPRI 내진여유도 평가 절차

   (RLE)초초초분 분분

결결

SMA  평평평 평사

차차차차

   초초 기 평차기 기분사기

(HCLPF) 초기

HCLPF > RLE Screening-Out

 취취취발 취취

 - PSHA  결결 결계

 -  규규초규결 규규

  -  초초초초 발계평

  -  기분사기평평 발계평

  -  발발발 발발발

 - 'Success Path' 대결

 -  취취취 초초

 - CDFM

  향향 향향 향취

YES

NO

나. 내진여유도 평가모델 선정

  구조물 및 기기의 지진 시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앞서 기술

한 바와 같이 내진여유도나 지진취약도 평가가 사용되고 있다. 이들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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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에 대한 비교 분석한 결과는 아래 표 3.1-4와 같다[3.1-23].

  원전의 지진 시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확률론적 지진안전성 

평가가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확률론적 지진안전성 평가는 

원전의 지진 시 안전성을 체계적으로 평가할 뿐 아니라 취약요소를 확인

하고, 취약요소의 보수 및 보강 등을 통하여 내진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

는 자료를 제공해 준다. 그러나 확률론적 지진안전성 평가에서 반드시 수

행하여야 할 지진재해도 해석 및 취약도 분석에 내재된 불확실성으로 인

해 그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저하되는 경향이 있다.

표 3.1-4. 내진여유도 평가모델 비교 결과

CDFM
FA

SSMRP
Kennedy JAERI

응답

대상부위 지표면(PGA) 설치장소

입력지진동 SME 설계기준지진동
수십개의 
모의지진동

진동모델 선형해석모델(보수적)
비선형모델
(현실적)

해석 선형해석 비선형해석

응답의 보수성 
고려

응답 및 내력 
계산 시 고려 응답계수로 고려

입력지진동, 
진동모델, 
해석방법을 

복합적으로 이용

응답의 
비선형성 고려

내력에서 비탄성 
에너지흡수계수

응답의 
비선형성을 
고려한 계수

비선형해석을 
전제(불필요)

내력
비탄성 에너지 
흡수계수의 
유무

유 무

손상확률

정도 저 중 고

평가 난이도 매우 간편 간편 매우복잡

결과물 HCLPF 지진취약도 곡선

기타
Fault Tree와의 

관계
Success Path 
사용 직접입력 불가 직접입력 가

  최근 들어 과거에 건설된 오래된 원전의 내진성능을 보다 간편하고 효

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내진여유도평가 기법이 개발되었

다. 확률론적 지진안전성 평가에서 고장수목 및 사고수목을 이용하는 반

면 내진여유도 평가에서는 성공경로를 선정하고 이 경로에 포함된 구조물 

및 기기들에 대해 내진성능 평가를 수행한다. 우리나라에서도 USI A-46와 

관련된 초기 원전에 대해 내진여유도 평가를 수행 중에 있으며, 추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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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예정인 가동중 원전에 대한 PSR에서도 내진여유도 평가 방법이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USI A-46와 관련된 오래된 원전의 내진여유도 평가에는 

이들 원전의 설계자료 확보가 매우 미흡하므로 CDFM 방법을 이용하는 것

이 유리한 것으로 사료되며, 추후 가동중 원전의 PSR 수행을 위해서는 기

존에 수행한 SPRA의 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FA 방법을 적용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지진취약도 분석 기법 개선

  원전 시설의 지진안전성 평가에서는 구조물 및 기기의 내진성능을 정량

화 하는 방법으로 취약도분석이 사용되고 있다. 지진취약도 분석은 구조

물 및 기기의 설계 시 반 된 보수성을 배제한 실질적인 내진성능을 평가

하는 것이다. 지진취약도 분석에서는 이러한 보수성을 성능 및 응답에 관

련된 안전계수로서 고려하여 평가하게 된다.

  구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각 설계단계에 추가적인 여유나 

보수성을 부여하게 된다. SSE (Safe Shutdown Earthquake)나 OBE 

(Operating Basis Earthquake)와 같은 설계기준지진의 설정, 지반, 구조

물 및 파이프의 모델링, 응답해석 방법 뿐 아니라 각종 정적 및 동적 하

중의 조합에 보수성이 포함된다. 이들 보수성은 지진하중, 구조물의 저항

능력 및 기타 원전의 운전에서 발생되는 랜덤성이나 불확실성을 포괄하기 

위한 것이다. 구조물의 저항능력은 많은 기본 변수의 함수로 이루어져 있

다. 재료강도, 구조물의 기하학적 형상 등과 같은 이들 변수들은 통계적

인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원전 구조물 및 기기의 지진취약도 분석에 필요한 응답 

및 성능관련 인자의 평가방법 개선 및 최신평가 기술을 반 한 취약도평

가의 기술적인 지침을 작성하 다.

(1) 비탄성에너지 흡수계수 평가법 개선

  구조물의 내진성능 평가 시 적용하는 성능 및 응답관련 인자의 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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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산정에 많은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으며, 또한 많은 불확실성이 내포되

어 있다. 구조물의 성능과 관련된 강도 및 비탄성 에너지 흡수계수는 내

진여유도 평가의 최종적인 결과인 HCLPF에 큰 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

서는 격납건물 비선형 거동에 따른 응답감소 평가를 위한 비탄성에너지 

흡수계수 평가기법을 개선하고 이를 적용한 울진 5,6호기 격납건물의 비

탄성에너지 흡수계수 산정결과를 비교하 다.

  일부 원전구조물의 부재는 안전기능 수행을 위해 탄성범위 내 또는 탄

성에 가까운 응답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그러나 많은 경우 순수한 탄성

해석은 비현실적으로 보수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며 요구되는 설계수준

을 줄일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비선형성을 보유하고 있다. 더구나 구조물

의 항복은 구조물이 탄성구간에서 거동할 때에 비해 강성이 감소하고 감

쇠가 증가함에 따라 구조물에 부착된 기기의 응답을 줄여준다. 비탄성

역에서의 에너지 흡수는 대부분 소위 연성도계수 (Ductility Factor)를 

사용하여 편리하게 취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비탄성 역으로 약간 진입

하는 경우, 특히 비탄성을 탄소성으로 이상화한 경우 설계응답스펙트럼을 

간단히 연성도 계수와 관련된 계수를 이용하여 감소시킨다. 

  과거의 SPRA 및 SMA에서 비탄성에너지 흡수계수 산정을 위해 주로 사용

되어 온 Newmark 방법 및 Riddell-Newmark 방법과, 최근 제시된 유효진동

수/유효감쇠 (Effective Frequency/Effective Damping) 방법 및  

Effective Riddell-Newmark 방법에 따라 우리나라 원전 격납건물의 비탄

성에너지 흡수계수를 산정하 으며, 이들 방법을 사용하기 위한 격납구조

물의 시스템 연성도 산정을 동시에 수행하 다.

  Newmark 방법 및 Riddell-Newmark 방법에서는 격납건물의 유효 연성도

(Effective Ductility)의 변화에 따른 비탄성 에너지 흡수계수를 비교하

으며 (그림 3.1-12), Effective Frequency/Damping 방법 및 Effective 

Riddell-Newmark 방법에서는 격납건물의 시스템 연성도 (System 

Ductility) 변화에 따른 비탄성에너지 흡수계수의 변화를 비교하 다(그

림 3.1-13)[3.1-24].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격납건물의 유효 연성도에 

따른 비탄성 에너지 흡수계수는 Newmark 방법에 의한 방법이 Riddell- 

Newmark 방법에 비해 약간 크게 나타났다. 유효진동수/유효감쇠 방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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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2. 유효 연성도에 따른 비탄성      

 에너지 흡수계수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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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3. 시스템연성도에 따른 비탄성

   에너지 흡수계수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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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ive Newmark-Riddell 방법에 의한 비탄성에너지 흡수계수에서는 전

반적으로 Effective Newmark-Riddell 방법에 의한 값이 크게 나타났다. 

또한 이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격납건물의 비탄성 에너지 흡수계수

는 격납건물의  유효 연성도 및 시스템 연성도 변화에 따라 그 차가 매우 

크게 발생하 다. 따라서 격납건물의 내진성능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

서는 무엇보다 각 방법에 따라 유효연성도, 시스템 연성도 및 층연성도를 

정확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원전의 지진 취약도 평가에서는 원전 격납건물의 연성도를 평

가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문헌상에 제시된 시스템 연성도 또는 유효 연성

도를 이용하여 개략적으로 수행하 다. 이와 같이 일반적으로 제시된 값

을 사용할 경우 불확실성이 매우 커지며, 경우에 따라서는 비보수적인 결

과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격납건물의 내진여유도 평가에서도 비탄성에

너지 흡수계수의 향이 매우 크며 이를 정확히 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는 사실이 지적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설계자료를 이용

하여 우리나라 원전 격납건물의 연성도를 산정하고 그에 따른 비탄성 에

너지 흡수계수의 변화 및 HCLPF 성능의 변화를 비교하 다.

  우리나라 표준 원자력발전소 격납건물의 지진취약도 평가를 위한 비탄

성 에너지 흡수계수를 유효진동수/유효감쇠 방법과 Effective Riddell- 

Newmark 방법으로 산정하 다. 설계 시의 해석결과를 이용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스템 연성도 및 비탄성에너지 흡수계수를 구하고 이를 비교하

다(표 3.1-5 참조)[3.1-25].

  비탄성 에너지 흡수계수 산정방법에 따른 HCLPF 값의 변화를 고찰하기 

위해 각각의 방법에 따른 HCLPF 값을 산정하 다. 비탄성 에너지 흡수계

수를 제외한 나머지 응답 및 성능 관련 계수와 이들의 랜덤성 및 불확실

성에 대한 대수표준편차는 광 5&6호기의 격납건물 취약도분석에 사용한 

데이터를 사용하 다(표 3.1-6 참조). 

  분석결과 과거에 주로 사용되어온 Newmark 방법이나 Riddell-Newmark 

방법은 비교적 비보수적인 결과를 주었으며, 보다 정확한 비탄성에너지 

흡수계수의 산정을 위해서는 원전 구조물의 비선형 거동 특성 규명 및 이

를 이용하여 연성도를 정확히 평가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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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RI에서 추천하고 있는 두 방법은 구조물의 국부적인 비선형 거동특성 

및 감쇠특성을 반 한 방법으로 이를 이용하면 비교적 합리적인 비탄성에

너지 흡수계수의 산정이 가능하며 특히 비탄성에너지 흡수계수와 관련된 

불확실성 및 랜덤성에 대한 대수표준편차를 크게 줄일 수 있다. 또한 이 

두 방법에 의해 산정된 값의 평균을 사용함으로써 과도한 보수성이나 과

대평가를 방지할 수 있다.

표 3.1-5. 산정방법에 따른 시스템 연성도 및 비탄성에너지 

          흡수계수 비교

μ F μ β r βu 비고

Yonggwang Unit 5&6 5 2.14 0.230 0.172

Riddell-Newmark 2.5 2.04 0.214 0.160

Effective 

Frequency/

Effective 

Damping

Story Ductility
4.8∼

6.8

1.55∼
1.66

0.031∼

0.032

0.055∼

0.066
Elasto-plastic

Elasto-plastic 6.6 1.65 0.032 0.065 Elasto-plastic

Bi-linear 8.3 1.50 0.030 0.050 s=0.15

YG 5&6* 5 1.56 0.031 0.056 Elasto-plastic

Effective

Riddell-

Newmark

Story Ductility
4.8∼

6.8

2.02∼
2.30

0.036∼

0.040

0.102∼

0.130
Elasto-plastic

Elasto-plastic 6.6 2.27 0.039 0.127 Elasto-plastic

Bi-linear 8.3 1.72 0.033 0.072 s=0.15

YG 5&6
* 5 2.05 0.037 0.105 Elasto-plastic

Average

Story Ductility
4.8∼

6.8

1.79∼
1.98

0.033∼

0.036

0.079∼

0.098
Elasto-plastic

Elasto-plastic 6.6 1.96 0.036 0.096 Elasto-plastic

Bi-linear 8.3 1.61 0.031 0.061 s=0.15

YG 5&6* 5 1.81 0.034 0.081 Elasto-plas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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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6. 비탄성에너지 흡수계수 산정방법에 따른 HCLPF 성능 

F μ β u β r HCLPF(g)

Yonggwang Unit 5&6 2.14 0.230 0.172 1.260

Riddell-Newmark 2.04 0.214 0.160 1.233

Effective

Frequency/

Effective

Damping

Story Ductility 1.55∼1.66
0.031∼

0.032

0.055∼

0.066

1.120∼

1.195

Elasto-plastic 1.65 0.032 0.065 1.188

Bi-linear 1.50 0.030 0.050 1.085

Yonggwang 5&6 1.56 0.031 0.056 1.127

Effective

Riddell-Newmark

Story Ductility 2.02∼2.30
0.036∼

0.040

0.102∼

0.130

1.432∼

1.605

Elasto-plastic 2.27 0.039 0.127 1.587

Bi-linear 1.72 0.033 0.072 1.236

Yonggwang 5&6 2.05 0.037 0.105 1.451

Average

Story Ductility 1.79∼1.98
0.033∼

0.036

0.079∼

0.098

1.283∼

1.407

Elasto-plastic 1.96 0.036 0.096 1.394

Bi-linear 1.61 0.031 0.061 1.161

Yonggwang 5&6 1.81 0.034 0.081 1.296

(2) GMI(Ground Motion Incoherence) 계수의 평가

  우리나라에서 과거에 수행된 SPRA에서는 GMI 계수를 기기의 취약도 평

가 시에만 고려하 으나 본 연구에서는 구조물의 취약도 평가 시에 고려

하는 것으로 개선하 으며, 이에 따라 과거 기기의 진동수에 따른 감소계

수를 구조물의 진동수에 따른 입력 스펙트럼 감소계수로 적용하 다. 

  구조물 기초 하단에서 임의의 시간에 모든 점에서의 운동은 같지 않다. 

원전구조물의 기초에서와 같이 크기가 매우 크고 강성이 큰 기초의 경우 

기초-지반 경계면에서 고주파수 특성을 갖는 파가 상쇄됨에 따라 전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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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운동이 감소된다. 이러한 감소는 수직 전파가 없는 전단파 및 지진파

가 이질지반을 통과함에 따라 incoherence를 발생시키는 반사 및 굴절현

상으로 인해 발생된다.

  과거에는 감소량을 기초의 크기와 응답의 진동수 함수로 나타내었으나 

최근에는 입력응답스펙트럼을 보수적으로 감소시키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

다. 45 m의 평면을 갖는 기초에 대한 입력파의 incoherence를 고려한 지

반응답스펙트럼이나 층응답스펙트럼의 감소를 위해 보수적으로 SPRA에서 

사용되는 감소계수는 다음의 표 3.1-7과 같다.

          

표 3.1-7. Incoherence를 고려한 입력지진의 감소계수

Frequency (Hz) Reduction Factor

5 1.0

10 0.9

25 0.8

  기타 다른 크기의 기초에 대해서는 기초크기에 비례하여 선형 보간 또

는 외삽(linear interpolation or extrapolation)을 하여 구한다. 즉, 

22.5 m인 경우 10 Hz에서는 0.95가 되며, 90 m의 경우 10Hz 에서 0.8이 

된다. 주어진 값 이외의 진동수에 대해서는 양대수 평면(log-log plane)

에서 감소계수를 선형 보간으로 구한다. 또한 25 Hz 이상의 진동수에 대

해서는 25 Hz에서의 감소계수를 적용한다. 

  위에 기술한 감소계수는 보수적으로 산정된 것이며 추후 연구결과에 따

라 더 감소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고진동수에서의 

응답은 기초 매질의 강성 증가에 따른 incoherence로 인해 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실험에 의해 검증된 기기의 지진취약도 평가기법 분석 및 개선

  실험에 의해 검증된 기기의 광대역 및 협대역 요구응답스펙트럼의 평가

기법을 분석하고 지진취약도 평가절차를 확립하 다. 특히 안전관련 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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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전기계통 기기의 경우 대부분 실험에 의해 내진성능을 검증하게 된다. 

따라서 이들 기기에 대한 취약도분석은 지진 경험자료, 내진검증 보고서 

또는 취약도 평가실험 자료 등을 이용하여 수행하게 된다. 실험자료나 경

험자료로부터 기기의 정확한 취약도수준을 평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나 

이들 자료는 실험 방법, 내용 및 입력지진의 수준 등에 따라 그 결과가 

매우 다양한 형태로 주어져 있다. 각각의 자료 특성에 따른 기기의 성능

증가계수는 다음의 표 3.1-8과 같다.

표 3.1-8. 광대역 입력 스펙트럼에 대한 기기성능 증가계수

Data Source F̌ D β r β u

HCLPF 

FD

HCLPF Capacities
(BNL & LLNL) 1.75 0.11 0.23 1.00

GERS - Non Relay 1.45 0.11 0.23 0.83

GERS - Relay 1.07 0.09 0.18 0.69

IEEE C37-98 - Relay Fragility 1.5 0.09 0.18 0.96

Qualification Test
    Function During 1.4 0.09 0.22 0.84

    Function After
    (no anomalies) 1.95 0.09 0.28 1.06

    Function After
    (anomalies) 1.1∼1.65 0.09 0.28

0.6∼0.

9

  전기기기의 파괴모드는 일반적으로 기기의 구조적인 파괴보다는 계전기

의 오작동과 같은 기능적 파괴로 나타난다. 계전기의 내진성능을 평가하

기 위해서는 TRS (Test Response Spectra)로부터 메디안 성능을 산정하여

야 한다. 우리나라 원전에 설치된 계전기는 대부분 IEEE 344 또는 IEEE 

C37.98의 Proof Testing 요건에 따라 SSE에 대한 RRS (Required Response 

Spectra)를 만족시키는 수준의 실험을 수행하 다. 따라서 이들 계전기에 

대한 실질적인 최대성능 또는 취약도 수준의 성능을 평가하기에 매우 곤

란하다. 이들 시험자료로부터 메디안 지반가속도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는 위의 표에서 제시된 계수 중 하나를 사용할 경우 계전기의 성능이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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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평가 될 우려가 있다[3.1-26].

(4) 계전기의 선별기준 분석 및 오작동에 대한 취약도 평가기법

  SPRA와 SMA에서의 계전기 선별기준 비교 분석을 통하여 SPRA에서 SMA 

선별제거 기준을 사용할 경우 대체요소의 적용방법 및 절차를 확립하

다. SPRA에서 계전기의 선별제거를 위한 기준으로는 SPRA 수행 시 일반적

으로 사용하고 있는 노심손상 빈도에 향을 미치지 않는 지반가속도 내

력을 갖는 경우와 EPRI NP-6041에서 제시된 선별기준을 복합적으로 사용

할 수 있으나 최종적인 노심손상빈도 결정 시 이들 선별제거 기준에 부합

되는 취약도 값을 갖는 대체요소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체요소

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선별제거 된 모든 계전기의 지진하중에 대한 파괴

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기 때문에 모든 부품이 선별제거 되고 추

가적인 요소가 SPRA에 추가되지 않을 경우 파괴확률은 없다고 말할 수 있

다. 이는 실제적인 지진위험도를 나타내지 못하는 요인이 된다. 대체요소

의 목적은 선별제거 된 모든 구조물 및 기기의 파괴모드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계전기의 선별제거를 위해서는 기존의 활용 가능한 시험자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내진성능을 보수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이용하여 선별제거 기준

에 부합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기기 내진검증 보고서에 기초한 TRS를 

기준으로 계전기의 취약도를 평가할 경우 과도하게 보수적인 결과를 가져

오게 되며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노심손상빈도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으

므로 정확한 파괴수준의 평가가 필요하다.

  선별제거 된 계전기에 대해서는 대체요소를 사용하여 선별제거 기준에 

부합되는 취약도값을 부여하여 지진에 의한 계전기의 파괴 향이 무시되

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계전기의 취약도 분석 및 선별제거를 위해서는 

각종 시험자료의 수집 및 데이터베이스화가 필요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적

인 취약도 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5) 분석기준지진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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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진여유도 평가나 지진취약도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입력지진동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원전 구조물 및 기기의 내진성능 평가를 위한 

지진취약도 분석이나 내진여유도 분석에서는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형태

의 응답스펙트럼이 사용되고 있으나 부지 고유의 응답스펙트럼이나 진동

수 전체 구간에서 동일한 초과확률을 갖는 등재해도 스펙트럼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3.1-27].

  구조물 및 기기의 설계, 해석 및 SPRA에서는 설계스펙트럼, 부지 고유 

응답스펙트럼 또는 표준응답스펙트럼 등의 스펙트럼을 PGA 값을 이용하여 

스케일링하여 사용하여 왔다. 그러나 이들 스펙트럼은 모든 진동수 범위

에서 동일한 초과확률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어 전체 진동수 구간에서 동

일한 초과확률을 가진 등재해도 스펙트럼의 개발 및 이를 이용한 설계, 

해석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울진 원전 부지의 지진재해도 해석 결과 중 일부를 활용하여 진동수별 

지진재해도 곡선을 작성하고(그림 3.1-14) 이로부터 등재해도 스펙트럼을 

작성하 다(그림 3.1-15).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초과확률에 따른 

그림 3.1-14. 진동수별 지진재해도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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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등재해도 스펙트럼 및 메디안 등재해도 스펙트럼이 설계스펙트럼인 

NRC R.G. 1.60 표준응답 스펙트럼에 비해 고진동수 역에서 매우 큰 값

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미국 동부지역에 대해 새로이 제시된 스펙트럼

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15. 등재해도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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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1-16에는 지금까지 우리나라 원전 SPRA에서 기준지진으로 사용

되어 온 고리원전 부지의 메디안 스펙트럼과 등재해도 스펙트럼을 비교하

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메디안 스펙트럼에 비해 고진동수 역에

서 큰 값을 나타내며 구조물에 향을 주는 저진동수 역에서는 낮은 값

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원전 부지에 대한 지진재해도 평가는 외부사건에 대한 확률

론적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수행되었기 때문에 추후 

SPRA, SMA 및 PSR 수행 시 원전 부지에 적합한 등재해도 스펙트럼을 작성

하여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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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6.  고리 메디안 스펙트럼과 등재해도 스펙트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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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지진취약도 분석 기술지침 작성

  원전의 지진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SPRA나 SMA 방법이 일

반적으로 많이 사용되어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원전에 대해 

SPRA 방법을 적용하여 왔으며, 최근 들어 USI A-46 대상 발전소인 고리 1

호기 등의 내진안전성 평가에 SMA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SPRA와 SMA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원전 구조물 및 기

기의 지진취약도 분석에 필요한 기술적인 지침을 제공하기 위하여 SPRA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과거 수행된 국내ㆍ외의 SPRA 결과들에 대한 분석

과 더불어 구조물 및 기기의 지진취약도 분석방법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

다. 또한 기술지침[3.1-28]에는 기본적인 기술사항 뿐 아니라 현재 개

발되어 있는 최신의 검증된 기술들을 최대한 반 하 다. 

  지진취약도 분석 기술은 이미 상당히 성숙단계에 들어선 기술이라고 할 

수 있으나 현재까지도 많은 부분에 큰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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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격납건물 열화 평가기술 개발

1. 격납건물 열화 관리 시스템 개발 및 D/B 구축

원전 구조물 건전성 평가시 직면하게 되는 가장 큰 문제점은 평가대상

에 대한 열화의 발생시기, 진행상황 및 기타 관련자료 등의 미비로 인하

여 정확한 원인규명과 향후 재발 방지대책 수립이 곤란하다는 점이다. 

즉, 구조물 수명관리의 기본은 설계․시공 단계에서 생산되는 중요 자료 

및 사용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열화현상 등에 대한 이력(History)관리

로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원자력발전소의 경우는 그 중요성이 더욱 

크다 할 수 있다. 특히, 국내 가동 중 원전 격납건물은 대부분이 콘크리

트 구조물로서 재료의 특성상 발생하는 열화현상이 매우 복잡하고 여러 

요인의 복합적인 작용에 의해 나타난다. 따라서 정확한 건전성 평가를 위

하여는 체계적인 D/B 시스템의 개발/운용을 통한 신뢰성 있는 데이터의 

제공이 필수적인 요소이다[3.2-1].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격납건물 건전성 평가 시 기본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설계․시공․유지

관리분야를 포괄한 종합적 D/B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여 광 3

호기 격납건물의 D/B 구축 및 타 원전 격납건물의 D/B 구축 기반을 마련

하고자 하 다.

가. 격납건물 열화 관리 시스템 개발

(1) 프로그램 개요

(가) D/B 시스템

격납건물의 설계․시공 및 점검․보수자료 등에 관련된 각종 정보가 화면을 

통하여 일정형식의 데이터로 입력되면 컴퓨터 내부에서 데이터들이 체계적으

로 정리․보관되며 사용자가 필요시 다양한 양식으로 단말기, 프린터 등을 통

하여 조회 또는 출력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이때 운용프로그램은 6개의 D/B 

시스템 즉, 일반사항 D/B, 구조도 및 설계 D/B, 자재 D/B, 시공 D/B, ISI․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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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LRT D/B 및 열화 및 보수 D/B와 연결하여 다양한 검색 및 활용이 가능하도

록 구성하 다. 격납건물 열화 D/B 시스템[3.2-2∼3.2-3]과 D/B 운용에 관한 

체계는 그림 3.2-1과 같으며, 그림 3.2-2 및 그림 3.2-3에 시스템의 초기화면

과 메인화면을 나타내었다. 

Main D/B
(열화 D/B)

검색 프로그램

자료의 그래픽화

자료관리 프로그램

자료의 수치화

구조 및
설계 D/B

자재 D/B시공 D/B
ISI, SIT, 
ILRT D/B

시멘트

혼화재

철근

골재

배합설계

텐돈

절차서

Schedule

FCR

현  황

NCR

기타

ISI

SIT

ILRT

설계기준

설계특성

설계도면

설계변경

철근배치

텐돈배치

Acrobat  PDF
Technology 적용

목차검색

안정성 향상

저용량

호환성

일반사항
D/B

기초이력

기본제 원

메뉴 편집
프로그램

그림 3.2-1. 격납건물 열화 D/B 시스템 개요도

     

그림 3.2-2. 시스템 초기화면           그림 3.2-3. 시스템 메인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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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화면 구성 프로그래밍

  구축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효율적인 자료 입출력을 위하여 윈도우

즈 환경하의 GUI(Graphic User Interface) 방식에 따라 시스템의 화면구

성 프로그램을 작성한다. 화면구성을 위한 프로그래밍 시에는 가능한 한 

사용자의 편리를 위하여 시스템의 운용에 필요한 키(Key)를 최소화하고, 

대부분의 기능은 화면에서 마우스 클릭을 통하여 실행시킬 수 있도록 하

다.

(다) 운용프로그램

  열화 D/B 시스템을 지원하여 화면조회, 출력, 검색, 도형 및 그래픽 처

리 등으로 사용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각종 운용프로그램을 작성하

다. 운용프로그램은 자료검색 프로그램, 열화 및 보수자료 관리프로그

램, Sub D/B 메뉴 편집 프로그램 등이 있다. 프로그램의 운용은 각 하부 

D/B에 대한 Layer를 구성하여 정보를 얻고자 하는 부위에서 윈도우즈 방

식에 따라 마우스로 클릭(Click) 하면 원하는 Layer에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한다.

(2) 자료의 전산화 

  자료전산화를 위해 필요한 자료의 형태는 다양하게 나타난다. 일반문

서, 도면, 절차서, 점검보고서 등 대부분의 자료가 서지형태로 되어 있으

며, 이러한 형태의 자료를 전산화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들 자료를 화

상 자료나 PDF(Portable Document Format)화 하여 입력하는 것이다. 그러

나, 본 열화 D/B 시스템에서 가장 주요한 역할을 하는 열화 및 보수 D/B

는 이러한 화상자료나 PDF 형식의 입력자료만으로는 운용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구조물의 열화상태나 보수상태를 수치화, 그래픽화하여 사용자에

게 보다 편리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본 프로그램에서는 PDF, 화상자료와 같은 일반 혹은 Sub D/B를 위한 입력

방식 외에 직선형, 역형, 각도형 등의 입력 방식을 개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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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직선형 입력 자료

  직선형 입력 자료로서는 주로 균열, 백태, 균열보수 부위, 철근노출 부

위 등이 되며, 이들은 각각 열화의 시점과 종점을 (X,Y)좌표로서 입력하

게 된다. 이때 좌표의 원점은 화면(대상 부재) 왼쪽 하단부가 된다.

그림 3.2-4는 직선형 자료를 입력하는 예를 나타낸 것이다.

(0, 0)

균열

X₁ Y₁

X₂ Y₂

열화폭

종  점

입
력

X좌표 Y좌표

mm

시  점

(X, 0)

(0, Y)

,Y₁(X₁ )

,Y₂(X₂ )

시점

종점

   

(0, 0)

망상균열 
영역

열화폭
,Y₂(X₂ ),Y₁(X₁ )

X₁ Y₁

X₂ Y₂

열화폭

종  점

입
력

X좌표 Y좌표

mm

시  점

(X, 0)

(0, Y)

시점 종점

     

 그림 3.2-4. 직선형 자료 입력 예    그림 3.2-5. 역형 자료 입력 예

(나) 역형 입력 자료

  역형 입력 자료는 망상균열과 같은 역형의 열화현상이나, 덧씌우

기, 패치 등과 같은 보수부위 좌표를 입력할 때 사용되며, 열화폭과 시

점, 종점을 그림 3.2-5와 같이 입력한다. 

(다) 각도형 입력 자료

  각도형 입력은 주로 격납건물의 돔(Dome)과 같은 구형 구조물에서 조사

된 열화현상을 본 시스템에 입력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직선형이나 

역형과 달리 열화 좌표에서 거리의 기준은 원의 원점으로 되며, 각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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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은 화면을 기준으로 우측이 0°가 된다. 즉, 열화의 시점과 종점을 입

력하는 것은 앞서 언급한 방식과 동일하지만, 시점 및 종점의 입력 항목

은 (X, Y)좌표가 아니라, 원점으로부터의 (각도, 거리)를 그림 3.2-6과 

같이 입력한다. 

(라) 화상자료

  화상자료는 직선, 면적, 각도 등의 열화입력 방식으로 현장 상황을 나

타내기 어렵거나, 추가로 상세한 열화상태를 얻기 위하여 입력되는 자료

이다. 화상자료의 입력은 일반 카메라에 의해 촬 ‧인화된 천연사진을 스

캔하는 방법, 디지털카메라에 의해 촬 된 그림 파일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원점

시점

종점

Dome

0˚180˚

90˚

270˚

45˚ 5m

36˚ 10m

시 점

종 점

입
력

각도 거리

열화폭 mm

원 점

(a3,b3)

(a4,b4)
기준점 A

기준점 B

(a3,b3)

(a4,b4)

기준점 A

기준점 B

a3

b3

a4

b4

b1

b2

a

b

입
력

X Y

열화폭 mm

시 점

종 점
입

력

b3

b4

a3

a4

기준점과의 거리 및 위치

기준점좌표
a1

a2

위 치

위 치

1 or 2

1 or 2(a2,b2)

(a1,b1)

  그림 3.2-6. 각도형 자료 입력 예    그림 3.2-7. 상대좌표형 입력 예

(마) 상대좌표형 입력 자료

  슬래브와 같은 부재의 열화를 검사하고 이들 자료를 입력할 경우, 부재

의 원점을 정하기가 어렵게 된다. 이런 경우 슬래브 부재의 특성상 원의 

중점이 원점이 되는 것이 옳지만 원점과 열화와의 거리를 현장에서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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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런 경우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아니라 

점검자가 쉽게 접근하여 열화와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고 도면상에서 원

점과의 거리를 구할 수 있는 기준점을 2개 선정하여 (열화-기준점), (기

준점-원점)과의 상호관계를 계산하여 최종적으로 열화와 원점과의 좌표를 

구할 수 있다 (그림 3.2-7). 

(바) PDF 방식의 자료

  PDF란 Portable Document Format의 약자로 윈도우나 매킨토시, 유닉스, 

OS/2 등 어떤 타입의 컴퓨터 시스템 환경 하에서도 전송과 읽기가 가능하

도록 지원되는 포맷이다. 이러한 포맷은 자체 압축기능을 포함하고 있어 

자료의 저용량화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기타 편의기능도 이용할 수 있어 

본 시스템의 Sub D/B의 주요 관리 형식으로 사용하 다.

(사) D/B 시스템의 멀티미디어화

  본 프로그램에서는 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입력된 자료를 그래픽화하

여 화면에 출력시킬 수 있게 하 다. 따라서 프로그램 사용자는 관리 대

상 구조물 및 부재 등을 화면의 그림으로부터 선택할 수 있으며, 직접 입

력한 열화자료를 화면에서 정확한 좌표축을 가진 그림으로서 확인할 수 

있다. 이로서 사용자는 균열 등 각종 열화의 원인이나 경향 등의 파악이 

용이해지며, 전반적인 유지관리 업무의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열화 및 보수 D/B

  열화 및 보수 D/B는 대상 구조물에 발생된 열화를 육안 및 정 점검에 

의해 조사하여 얻은 자료를 D/B화한 것으로 대상 부재형식은 돔(dome), 

외벽, 슬래브, 내벽, 텐돈갤러리이다. 본 D/B는 콘크리트 부재와 철골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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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를 동시에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자료검색 프로그램, 열화자

료 관리 프로그램, 메뉴 편집 프로그램 등 각종 운용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는다. 또한, 시간 경과에 따라 자료가 계속적으로 누적이 되어 향후의 

수명 평가 및 수명 연장 등에 직접적으로 이용이 될 수 있다. 

(가) 관리구역 분류

  본 프로그램에서는 열화 및 보수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상 구조물을 각 부재그룹의 구조적인 역할을 기준으로 몇 개의 구역으

로 세분하 다. 즉, 격납건물을 돔, 외벽, 내벽, 슬래브, 텐돈갤러리로 

나누며, 다시 외벽 A면, B면, C면, 슬래브 100ft, 125ft... 등으로 세분

하여 데이터를 저장하도록 하 다.

(나) 자료 관리

① 자료 관리창의 그래픽화 

  본 시스템은 운용 프로그램인 열화 및 보수자료 관리 프로그램에 의해 

각종 자료가 입력되면 실시간으로 화면에 열화도를 그래픽화하여 출력한

다. 이것은 입력되는 모든 열화 및 보수자료가 수치좌표를 가지도록 디지

털화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여기서, 좌표의 원점은 작업 역(대상 

부재)의 왼쪽 하단부로 하며, 돔의 경우는 돔의 중심부와 우측 수평선을 

기준선으로 한다.

  각 열화자료가 수치좌표를 가지고 그래픽화되어 화면에 출력됨으로 인

해 사용자는 열화의 길이, 방향성, 발생위치 등을 정확하고 편리하게 확

인할 수 있을 것이다.

② 자료 관리창의 Layer화

  레이어란 투명한 도면 여러 장을 기능상이나 표현상 구분이 필요한 내

용에 대해 따로 분리해 그려놓고 관리하는 기능이다. 

  본 프로그램에서는 기본 바탕화면에 구조물의 형태를 나타내는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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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어, 슬래브 위의 부재 및 장비 배치 형태를 나타낼 수 있는 레이어, 

열화 및 보수 상태를 보여주는 열화 레이어, 제어 옵션으로 선택하여 화

면에 출력하는 제어 레이어(관리번호 화면출력, 열화 포인터 출력 등) 등

을 응용하여 사용한다.

③ 열화자료

  현장에서의 열화자료 조사는 “원전 구조물 점검 절차서”에 의해서 실시

되며, 본 시스템에서는 절차서에 의해 수행된 점검결과를 “열화자료 관리

창”에서 D/B화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육안점검에 의해서 조사된 열화

자료는 9개 항목의 열화이름으로 선택하여 입력할 수 있다. 입력된 자료

는 관리번호를 가지게 되며 관리번호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A1, A2, B1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즉, 하나의 열화 현상은 “ 광 3호기-격납건물-

돔-A면-A2” 혹은 “ 광 3호기-격납건물-내벽-100ft-①번 부재-A1”과 같은 

고유의 관리번호를 가지는 것이다.

열화자료 관리창에는 기본적으로 폭과 높이를 나타내는 눈금자가 있어, 

부재나 열화의 좌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열화자료 관리보조창을 통해 조

사된 열화의 입력‧수정을 하며, 관리의 편의를 위해 기타 특수기능들을 

설치하 다. 그림 3.2-8은 슬래브의 열화 관리 화면의 예를 보인다. 

     

          그림 3.2-8. 슬래브 열화 관리 화면

                      (좌:일반화면, 우:구조레이어 포함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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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보수자료

  보수자료 관리는 구조물에 발생된 열화가 보수된 경우 이에 대한 세부

정보를 시스템에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수정보 기본 창과 보수정보 

세부사항 창으로 나뉜다. 

  보수정보 기본창은 보수작업의 시공사, 시공방법, 보수재료, 보수일자, 

보수전 현황 등이며, 세부사항창은 보수재의 재료적 특성에 대한 사항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하 다. 보수정보에 관한 예를 그림 3.2-9에 보 다.

 

    

그림 3.2-9. 보수정보 창 (좌:기본사항, 우:세부사항)

(다) 열화 D/B 운용 프로그램

① 콘크리트 열화자료 관리 프로그램

  열화 및 보수자료 관리 프로그램은 열화자료 관리화면으로 이동하 을 

경우 자동으로 실행되는 것으로 기본정보, 자료 입력창, 자료 수정창, 제

어창이 있으며, 마우스로 클릭하여 열거나 닫을 수 있다. 

a. 기본 정보창 

  기본정보창은 현재 사용중인 열화도 그리기 창의 크기를 지정하는 폭, 

높이항이 있고, 화면에 출력되는 그림유형 중, 구조도만 화면에 보여주는 

“구조도”, 구조도와 열화도를 동시에 화면에 보여주는 “열화도”를 선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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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며, 내벽의 경우는 관측방향도 선정할 수 있게 하 다.

b. 자료입력창

  자료입력창은 열화 및 보수자료를 입력하는 창으로서 열화폭, 열화시점 

및 종점, 관리번호 부여 등을 할 수 있다.

c. 자료 수정창

   자료 수정창은 기존에 입력된 자료를 수정할 수 있는 창으로 수정가능 

항목은 관리번호, 열화유형, 열화폭, 열화좌표, 점검일자, 관리대상 여

부, 진행성평가 여부이며, 열화의 길이는 시스템에서 시점과 종점으로 자

동적으로 계산되므로 수정할 필요가 없다. 

d. 제어창 

  입력된 열화자료를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특수기

능을 설계한 것으로 열화 및 보수자료의 삭제, 대상 부재 및 열화 설명

창, 조건별 열화보기, 돋보기, 그 외 기타 옵션들을 설치하 다. 

② 철골 구조물 열화자료 관리 프로그램

  철골 구조물 열화자료 관리 항목은 육안조사에 의한 부재의 열화 상태

와 정 점검에 의한 부재의 건전도로 나눌 수 있다. 

  철골 구조물 열화자료 관리에서 콘크리트 구조물 열화자료 관리와의 가

장 큰 차이점은 열화를 좌표로서 나타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철골

의 열화자료는 그림 3.2-10과 같이 기본적으로 화상자료로서 나타내어지

게 된다. 그러나, 화상자료 자체만으로는 D/B 시스템 자료로써 활용하기

에는 충분하지 못하므로 각 열화자료별로 열화유형, 점검일자, 열화등급, 

부재종류, 보수여부, 정 점검 등의 내용을 옵션선택 및 직접 입력 등의 

방법을 통하여 D/B를 구축하게 된다. 정 점검은 점검여부, 도막두께, 볼

트축력, 자분탐상, 침투탐상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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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0. 철골 열화자료 관리화면  그림 3.2-11. 열화자료 검색화면

③ 열화자료 검색 프로그램

  본 시스템은 콘크리트와 철골구조물에 대한 모든 열화자료를 수치 및 

문자 데이터로 기록‧관리하므로 각종 항목에 대해서 열화자료를 검색할 

수 있다. 검색할 수 있는 항목은 하나의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

로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 3.2-11 참조). 

a. 콘크리트 구조물 검색항목

  콘크리트 구조물의 검색은 총 11개 항목이며, 항목별 선택사항은 2개 

이상으로 검색항목과 선택사항의 조합에 의해 광범위한 검색을 실시할 수 

있다. 세부 검색항목은 발전소, 호기, 구조물 및 부재, 열화유형, 관리대

상, 균열진행성 평가, 열화 길이, 열화 폭, 열화의 시점 및 종점의 위치, 

열화 각도, 점검일자이다. 

b. 철골 구조물 검색항목

  철골 구조물의 검색 항목은 총 9개이며, 항목별 선택사항은 2개 이상으

로 검색항목과 선택사항의 조합에 의해 광범위한 검색을 실시할 수 있다. 

세부 검색항목은 발전소, 호기, 열화유형, 보수여부, 관리대상여부, 열화

등급, 부재종류, 세부사항 유무, 정 점검 여부, 점검일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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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Sub D/B 메뉴 편집 프로그램

  열화 D/B 프로그램의 Sub D/B 메뉴는 3단계로 기본 메뉴가 구성되어 있

다. 그러나, Sub D/B의 경우 격납건물 Type별로 관리하는 항목이 다르고, 

이미 정해진 관리항목이라 하더라도 필요에 따라 추가하거나 삭제할 필요

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Sub D/B 메뉴항목을 프로그램에서 고정하여 사

용할 경우 매번 프로그램을 수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이에 본 열

화 D/B 시스템의 Sub D/B 메뉴를 제작하고 수정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

인 Menu Maker를 그림 3.2-12와 같이 개발하 다.

          

그림 3.2-12. Menu Maker 운용화면  그림 3.2-13. 확장된 D/B 포맷 예    

(4) Sub-D/B

  Sub-D/B는 격납건물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발전소 건설을 

위한 착수시점에서부터 설계, 시공, 준공 및 상업운전 단계까지의 기록들

과 각종 시험 및 검사 등의 자료를 확보하여 D/B화함으로써 관련자료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며, 이들 자료를 바탕으로 열화 및 보

수 D/B를 지원한다. 

  본 D/B 프로그램은 일반사항, 구조․설계, 자재, 시공 및 ISI․SIT․

ILRT D/B의 5개 분야로 구성되며 격납건물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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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구조물의 설계, 시공과 관련한 기준, 도면, 부적합사항,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과 준공후 일정주기마다 시행하는 시험 및 검사 자료를 입력 

관리한다.

  Sub D/B의 대부분은 재현성이 없는 1회성 정보, 그림정보, 각종 규정집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열화 D/B에서 사용하는 수치화된 자료의 입력이 필

요하지 않다. 따라서, 본 시스템에서는 Sub D/B의 모든 문서를 PDF화하여 

관리하 다. 

(5) D/B 체계의 확장

  본 연구에서는 광 3호기 격납건물에 대해 본 시스템을 적용하여 D/B

를 구축하 다. 광 3호기 격납건물의 D/B를 구축함에 있어, 이후의 다

른 호기의 D/B 구축을 대비하여 구축되는 D/B의 포맷을 가능한 한 공용으

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 으나, 국내 원전 격납건물은 여러 가지 형

식이 혼재해 있어 구축되어야 할 D/B의 포맷 또한 상이한 경우 이를 위해 

그림 3.2-13과 같이 추가로 각 격납건물 형식에 적절한 D/B 포맷을 설계

하여, 향후 추가 D/B 구축에 대비하 다.

현재 설계되어 운전되고 있는 격납건물은 고리, 광, 월성 및 울진 4

개 발전소에서 총 16개 호기가 있으며, 본 열화 D/B시스템에서는 이들 16

개 호기를 동일 호기별로 5개 Type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하 다.

나. 광 3호기 격납건물 열화 D/B 구축

(1) D/B 결합체계

  광 3호기 격납건물 D/B는 격납건물의 현황, 제원 등의 일반사항으로 

구성되는 일반 사항 D/B, 설계코드, 도면, 텐돈배치 등으로 구성되는 구

조도 및 설계도 D/B, 시멘트, 골재, 철근 등 구조물에 사용된 재료에 대

한 자료로 구성되는 자재 D/B, 각종 시방서, 절차서, 부적합사항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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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구성되는 시공 D/B, ISI(In-Service Inspection), SIT(Structural 

Integrity Test), ILRT (Integrated Leakage Rate Test)와 같은 자료로 

구성되는 검사 및 시험관련 D/B, 구조물의 각종 특별점검 및 정기점검 등

의 결과로 조사된 구조물의 열화 및 보수자료 등으로 구성된 열화 및 보

수 D/B로서 모두 6개의 D/B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D/B 중에서 열화 및 

보수 D/B가 가장 주요한 D/B가 되며, 나머지 5개 D/B는 열화 및 보수 D/B

를 지원하는 Sub D/B로서의 체계를 갖추고 있다 [3.2-4∼3.2-7]. 

(2) 일반사항 D/B 구축

  일반사항 D/B에 입력된 자료는 격납건물이 속해있는 발전소의 일반적인 

내용에 관한 정보와 격납건물 제원 등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이다.

(3) 열화 및 보수 D/B 구축

  광 3호기의 열화 및 보수 D/B 구축은 1997년 실시되었던 “고리 1,2 

및 광 3,4호기 안전성 관련 구조물 특별점검”[4]과 추가 보완점검에서 

조사된 자료를 근거로 실시하 다.

(가) 외벽 및 내벽

  그림 3.2-14는 광 3호기 격납건물 외벽에 대한 열화상황을 입력한 결

과를 본 시스템의 화면에 출력한 결과이다. 화면에서 X자형 박스는 대상 

부재 중 부속물 등에 의해서 관측이 불가한 곳을 나타내는 것이며, 외곽 

테두리 박스는 대상 부재의 크기를 나타낸다. 화면의 좌측과 상단의 축은 

(m)단위에 의해서 실제 높이 및 너비가 기록되어 있다. 화면에서 선으로 

표시된 균열부는 직선형 입력방식에 의해 시점과 종점의 좌표가 좌측하단

의 점을 기준으로 입력되어 있는 것이다. 

  내부 벽체의 경우 각 레벨별로 대상 벽체 선택과정을 거쳐 그림 3.2-15

와 같이 개별 벽체에서 열화 및 보수를 관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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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 벽체의 경우는 외벽의 경우와 입력 방식 및 결과 관리가 거의 동

일하지만 벽체의 관측방향이 상→하, 하→상, 좌→우, 우→좌와 같이 4개 

방향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그림 3.2-14. 외벽 열화 입력 화면   그림 3.2-15. 내벽 열화 입력 화면

(나) 돔

  돔의 열화관리 화면은 그림 3.2-16과 같다. 돔의 열화 입력 방식은 각

도형 입력방식을 사용한다. 따라서 열화의 시점과 종점이 각각 원점을 기

준으로 X°, Ym 로서 입력이 된다. 다만, 광 3호기에 대해서는 아직 돔

의 열화에 대한 자료가 없으므로 실제 입력은 실시하지 못하 다.

(다) 텐돈 갤러리

  텐돈 갤러리는 구조적 특성상 천정부의 텐돈 정착단 주변으로 거북등과 

같은 망상형상의 균열이 산재해 있다. 이러한 열화현상은 양적으로 매우 

많으며, 복잡하게 얽혀있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이러한 균열 하나하나

를 수치화하여 D/B로 관리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판단된다. 따라

서 텐돈갤러리의 경우는 점검결과로 보고된 화상자료를 그림 3.2-17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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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스캔하여 전반적인 열화의 형상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 다. 따라서, 

텐돈갤러리의 열화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열화관리번호 등은 주어지지 않

게 된다. 

     

그림 3.2-16. 돔 열화관리 화면  그림 3.2-17. 텐돈갤러리 열화관리 화면

(4) 구조도 및 설계정보 D/B 구축

  D/B의 구성은 Design Basis, Drawings, Reinforcing Layout, Tendon 

Layout, Liner Plate 5개 항목으로 구분되며, 하위 세부항목으로 24개 항

목을 구성하 으며, 자료는 항목별로 해당 내용을 입력하 다 (그림 

3.2-18 참조).

(5) 자재정보 D/B 구축

  D/B의 구성은 Cement, Water & Ice, Aggregates, Admixtures, Design 

of Mixture, Concrete, Reinforcing Steel, Post Tensioning System 8개 

항목으로 구분되며, 하위 세부항목으로 32개 항목을 구성하 으며, 자료

는 항목별로 해당 내용을 입력하 다 (그림 3.2-1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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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8. 구조 및 설계정보         그림 3.2-19. 자재정보 D/B 예

              D/B 예     

(6) 시공정보 D/B 구축

  D/B의 구성은 Technical Specifications, Field Records, NCR 3개 항목

으로 구분되며, 하위 세부항목으로 9개 항목을 구성하 으며, 자료는 항

목별로 해당 내용을 입력하 다 (그림 3.2-20 참조). 

       

그림 3.2-20. 시공정보 D/B 예     그림 3.2-21. 점검정보 D/B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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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ISI․SIT․ILRT정보 D/B 구축

  D/B의 구성은 ISI, SIT 및 ILRT 3개 항목으로 구분되며, 하위 세부항목

으로 18개 항목을 구성하 으며, 자료는 항목별로 해당 내용을 입력하

다 (그림 3.2-21 참조). 

  본 시스템은 전산화를 통하여 유지관리 업무의 고도화를 이루고자 개발

된 것이다. 원전 구조물 현장 점검 등을 통하여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현

장 실무자의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시스템 설계에 반 하 으며, 시스템의 

가상운용 등을 통하여 시스템의 실용성을 높 다. 또한, 현장 실무자들이 

편리하게 본 시스템을 운용할 수 있도록 열화 자료 관리 프로그램을 철

골, 외벽, 내벽, 돔, 슬래브, 텐돈 갤러리 등으로 세분화하 으며, 입력

된 모든 자료는 그래픽 처리를 하여 시각적인 효과를 높 다. 또한, 입력

된 각종 D/B 자료들은 자료 검색 프로그램의 다양한 옵션을 통하여 방대

한 양의 자료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 다.

  또한, 광 3호기 격납건물의 D/B를 구축함에 있어, 이후의 다른 호기

의 D/B 구축을 대비하여 구축되는 D/B의 포맷을 가능한 한 공용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구성하 다. 그러나, 국내 원전 격납건물은 여러 가지 형식

이 혼재해 있어 구축되어야 할 D/B의 포맷 또한 상이한 경우가 있어 이를 

위해 추가로 각 격납건물 형식에 적절한 D/B 포맷을 설계하여, 향후 추가 

D/B 구축에 대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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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격납건물 구조재료의 열화 실험 및 모델개발

  원전 격납건물은 다른 구조재료들로 이루어진 구조물에 비해 내구성 측

면에서 우수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구조물은 외부의 열악한 환경조건에 의해 계속적으로 성능저하를 일으키

므로 설계 수명기간 동안 시설물 본래의 안전성과 기능성을 확보하기 위

해서는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의 각 단계에서 구조물의 내구성을 고려한 

적절한 대응조치가 취해져야만 한다. 이를 위해 격납건물의 사용재료 및 

외부환경에 의한 성능저하 원인을 명확히 분석하고 그 발생과정을 파악하

며, 여러 가지 성능저하요인에 대하여 충분한 저항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에 대한 실험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또한, 단순히 배합설계에 따른 저항

성의 검증 이외에 성능저하 과정을 묘사할 수 있는 적절한 열화모델의 개

발은 이를 통한 적절한 내구수명의 확보차원에서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원전 격납건물에서 사용되고 있는 콘크리트 배합 

및 플라이애쉬를 혼입한 배합에 대해 염해, 황산염, 중성화, 동결융해 등 

다양한 환경조건 하에서 내구성능을 평가하고 열화모델의 개발을 위한 포

괄적인 열화 촉진실험을 약 1.5년간 수행하고 이로부터 최종적으로 열화

모델을 개발하 다. 또한, 텐돈 및 라이너플레이트 등 강재에 대한 부식 

실험을 수행하여 손상과정을 분석하고 열화모델을 개발하 다.

가. 연구내용 및 방법

(1) 콘크리트의 열화 촉진실험

  먼저, 콘크리트 배합은 표 3.2-1과 같이 원자력발전소 격납건물 바닥 

및 벽체 부분과 동일하게 하 고, 실험 사항 및 변수는 표 3.2-2와 같다 

[3.2-8∼3.2-16].

  침지실험에서 시편은 Φ10×10cm의 원주형 시편을 사용하고, 염분이 일

방향으로 침투할 수 있도록 시편의 주변은 에폭시를 사용하여 코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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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2-1. 콘크리트의 배합 [3.2-21∼3.2-22]

 

Series ID
Cement 

type

Fly 

ash

(%)

W/B

Unit Weight (kg/m
3
)

Cement
Fly 

ash
Water

Fine 

agg.

Coarse 

agg.

Ⅰ

H1FA00
Type I

0

0.38

449 - 171 616 1050

H1FA20 20 359 90 171 573 1056

H5FA00

Type V

0 449 - 171 616 1050

H5FA10 10 404 45 171 596 1051

H5FA20 20 359 90 171 573 1056

N5FA00 0
0.42

449 - 176 690 959

N5FA20 20 359 90 176 648 965

Ⅱ

H100
Type I

0

0.38

450 - 171 621 1034

H120 20 360 90 171 609 1014

H500

Type V

0 450 - 171 621 1034

H520 20 360 90 171 609 1014

N500 0 0.42 405 - 170 636 1058

H 5 FA20
▷ Concrete strength ; 
 N : W/C : 0.42
 H : W/C : 0.38

▷ Type of cement ; 
 1 : Ordinary portland cement
 5 : Sulfate-resisting cement

▷ Replacement ratio of admixtures ; 
 FA00  : Fly ash  00%
 FA10  : Fly ash  10%
 FA20  : Fly ash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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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2. 실험사항 및 변수

                  
Measurement 
or treatment

Series Ⅰ Series Ⅱ

H1
FA00

H1
FA20

H5
FA00

H5
FA10

H5
FA20

N5
FA00

N5
FA20 H100 H120 H500 H520 N500

Compressive
strength

○ ○ ○ ○ ○ ○ ○ ○ ○ ○ ○ ○

Permeability test ○ ○ ○ ○ ○ ○ ○

Chloride diffusion 
coefficient

○ ○ ○ ○ ○ ○ ○ ○ ○ ○ ○ ○

Immersion in NaCl 
solution

○ ○ ○ ○ ○ ○ ○

Immersion in NaCl 
solution (Drying 
and wetting)

○ ○ ○ ○ ○

Accelerative 
carbonation

○ ○ ○ ○ ○ ○ ○

Immersion in 
Na2SO4 solution

○ ○ ○ ○ ○ ○ ○

Immersion in NaCl 
sol. + Accelerative 
carbonation

○ ○ ○ ○ ○ ○ ○

Immersion in 
NaCl&Na2SO4 sol.

○ ○ ○ ○ ○ ○ ○

Immersion in 
NaCl&Na2SO4

sol. (Drying and 
wetting)

○ ○ ○ ○ ○

Immersion in NaCl 
sol. + Freezing 
and thawing

○ ○ ○ ○ ○

Immersion in 
NaCl&Na2SO4 sol. 
+Accelerative
carbonation

○ ○ ○ ○ ○

 건습반복처리의 경우는 1주간 용액에 침지하고, 1주간 기중에 방치하는 

것으로 한다. 그림 3.2-22는 시료채취장치를 나타낸 것이다 [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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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Grinding Bench Plate

Clamping Plier

Grinding Plate

Grinder

Diamond Drill Bit

Specimen

Anchoring

Grib

D = 73mm  (Grinding Face)

Clamper

그림 3.2-22.  Rotary Impact Drill 장치구성

  촉진중성화는 촉진중성화 시험기를 사용하여 수행하며 CO2 농도 10%, 온

도 40℃, 상대습도 60%로 시험 조건을 설정하 다. 시편은 염수침지시편

과 같은 것을 사용하며, 역시 이사화탄소의 침투가 일방향이 되도록 옆면

은 에폭시로 코팅한다. 또한, 염해와 중성화 반복실험의 측정시기와 맞추

기 위해 1주간 촉진중성화하고, 1주간 기중방치하는 방법을 택하 다.

  중성화깊이 측정을 위한 페놀프탈레인 용액은 페놀프탈레인 1g을 무수

(無水)알코올 65ml에 녹인 후 물을 부어 100ml로 만든 것을 사용하며, 이 

용액은 pH 8.3∼10을 나타낸다. 

  염해와 황산염해 2중복합 열화실험로서 침지시편은 전과 같이 주변을 

에폭시에 의해 코팅된 Φ10×10cm 원주형 공시체를 사용한다. 침지용액은 

5% 염화나트륨과 10% 황산나트륨을 혼합한 복합용액을 사용하는데, 황산

나트륨의 농도를 10%로 정한 것은 황산염에 의한 열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또한, 복합용액의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 달마다 새로운 

용액을 제조하여 교체하는 것으로 한다.

시편의 침지방법은 복합용액속에 계속적으로 침지한 경우와 1주간 복합

용액속에 침지하고, 1주간 기중에 방치하는 건습반복한 경우가 있는데, 전

자의 경우는 시리즈 Ⅰ에서 수행하고, 후자는 시리즈 Ⅱ에서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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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결융해작용과 염해의 상호 향 평가실험은 표 3.2-3 및 3.2-4와 같다.

  염해, 황산염해 및 중성화 3중복합 실험 내용은 표 3.2-5와 같다.

표 3.2-3. 시험변수와 시편의 개수

                 Variables

 Treatment

Type I

(W/B : 0.38)

Type V

(W/B : 0.38)

FA : 0% FA : 20% FA : 0%
FA : 

20%

①

 NaCl solution immersion

 using sound specimen
2 2 2 2

 Immersion after 200 cycles 

 of freezing-thawing
2 2 2 2

②

 200 cycles of freezing-

 thawing using sound

 specimen

2 2 2 2

 200 cycles of freezing-

 thawing after 16 weeks

 immersed

2 2 2 2

표 3.2-4. 시험변수에 따른 시험항목

Kinds Test time Measurement

Chloride ion penetrating 

characteristics after frost

Before immersion
Dynamic elastic 

modulus

After immersion

at 16weeks

Penetration depth of 

chloride ion

Frost resistance after 

immersion

Before frost and

after 200 cycles

Dynamic elastic 

modu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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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5. 건습반복 실험을 위한 실험변수, 시편개수 및 측정사항

              Variables

 Measurement

Type I

(W/B:0.38)

Type V

(W/B:0.42)

Type V

(W/B:0.38) Specimen

size
F0 F20 F0 F0 F20

Sound Strength 6 6 6 6 6 Φ10×20

Carbonation +

NaCl&Na2SO4
sol. (1 week)

Strength 6 6 6 6 6 Φ10×20

Immersion 7 7 7 7 7 Φ10×10

Testing time Initial, 4, 12, 28, 52 weeks

Testing item

- Compressive strength(28, 112 days)

- Dynamic elastic modulus(28, 112 days)

- Chloride ion content with depth

- Sulfate ion content with depth

균열이 중성화 및 염수침투에 미치는 향 평가실험은 4 cm x 4 cm x 16 

cm 시편에 인공적인 균열을 표 3.2-6과 같이 제작한 후 시간에 따른 침투 

profile을 측정하 다. 

표 3.2-6. 균열폭 및 균열깊이에 따른 조합

Mixtures Depth
Width

0mn 0.1mm 0.3mm 0.5mm

Mortar

0mm ●

10mm ● ● ●

20mm ●

Concrete

0mm ●

20mm ● ● ●

40m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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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철근의 부식실험 [3.2-23]

  철근 부식 실험으로서 시험체는 20㎝×20㎝×20㎝의 정육면체이며 피복

의 크기가 2cm, 3cm, 4cm, 5cm가 되도록 시험체에 직경 19mm의 원형철근

을 삽입하 다. 그에 따른 피복/철근직경의 비(C/d)는 각각 1.0, 1.5, 

2.0, 2.5 이다. 또 내부 철근이 부식되는 역을 일정하게 확보하기 위하

여 철근의 상부와 하부에 PVC관을 삽입하고 수분의 침투를 막아 철근의 

상부와 하부에서는 부식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 다. 시험체에서 철근 중 

부식이 일어나는 역은 그림 3.2-23에서 빗금으로 칠해져 있다 [3.2- 

15].

Reinforcing Steel

Strain Gauge
d
c

20
cm

20cm

Reinforcing Steel

Strain Gauge

PVC

PVC

Corroding Region

6c
m

6c
m

8c
m

그림 3.2-23. 시험체의 모양 

  전위차를 이용한 촉진부식실험방법로서 시험체를 NaCl 3% 수용액에 침

지하고 직류전원 공급장치를 이용하여 부식회로를 형성하 다. 각 시편마

다 저항을 연결하여 저항에 걸리는 전압을 30분 단위로 측정하고 동시에 

피복의 인장변형률을 측정하 다. 실험의 종료는 콘크리트 표면의 변형률

이 충분히 커져 최초의 피복균열이 발생한 후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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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텐돈의 부식실험 [3.2-23]

  순텐던 부식 실험 시편의 경우, 부식량과 인장강도, 신장률 및 단면의 

손실량을 측정하 고, 응력텐던 부식 실험 시편의 경우는 부식량에 따른 

긴장력의 손실을 측정하 다. 순텐던 부식 실험의 경우, 텐던을 1m 길이

로 절단하여 부식시켜 부식 전후의 무게를 측정한다. 부식은 전위촉진법

을 사용하는데 부식전위 및 측정시기는 예비실험에 통해 결정하 다. 계

획된 측정 시기에서는 전류량을 계산하고, 텐던의 무게, 부식면적, 인장

강도, 신장율, 단면손실(부식깊이)량을 측정하 다. 

  응력텐던 부식 실험의 경우는 부식량 증가에 따른 긴장력 손실을 측정

하 다. 긴장력을 가한 응력텐던 실험 시편의 경우 긴장력 손실은 끝단에 

설치되어 있는 Load cell에 의해 측정하 다. 부착텐던의 실험내용은 표 

3.2-7과 같다. 그림 3.2-24는 순텐던의 인장 실험 전경을 나타낸다. 

표 3.2-7. 실험변수 및 측정사항

텐던 종류 

(7-wire) 

W/C 

(%) 
측정사항 시편수 

Φ12.7mm 
38 

42 
   - 부식량 

   - 슬립 

   - 부착응력 

24 

Φ15.2mm 38 12 

    그림 3.2-24. 순텐돈의 인장시험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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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라이너 플레이트의 부식실험 [3.2-23]

  라이너 플레이트 실험 시 시편의 크기는 25cm×30cm×6mm의 얇은 판이

며 결함이 없는 시편 및 길이 5, 10, 15, 20cm이고 깊이 0.5mm 인 홈을 

가진 시편을 공작기계에 의해 제작하 다. 홈이 없는 시편은 기호 N으로 

표시하고, 홈이 있는 시편은 각각 홈의 길이에 따라 F5, F10, F15, F20으

로 표시하 다. 홈을 가진 플레이트를 염수에 담가 항온항습기 (RH:100%, 

온도:70℃)에 3일간 방치하고 대기중에 4일간 방치하는 작업을 반복수행

하 다. 각 사이클마다의 질량변화를 기록하여 부식량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부식면적의 확대속도 등을 측정하 다. 1주일을 1 사이클로 하여 초

기와 1주, 3주, 7주, 11주에 대하여 각각 부식 상태를 관찰하 다. 그림 

3.2-25는 라이너 플레이트 시편의 모양을 나타낸 것이며 일정한 면적을 

염수에 노출시키기 위하여 부식면 이외의 역에는 에폭시 코팅으로 처리

하 다. 

flaw

for hanging

25cm

30cm 20cm

epoxy coating  

그림 3.2-25. 라이너플레이트 부식 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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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분석결과

(1) 콘크리트의 열화 촉진실험

  염소이온 침지 초기에서는 열화조건에 따라 염소이온 침투량은 3중 복

합조건 즉 염화나트륨․황산나트륨 용액침지 + 촉진 중성화 조건에서 약

간 낮은 침투량을 나타냈지만 전반적으로 열화조건에 따라 큰 차이를 보

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침지 28주 및 52주의 경우에서는 단일 염화나트

륨 용액에 침지한 것(단일열화)보다 염화나트륨․황산나트륨 복합용액 침

지(2중복합), 그리고 CO2 촉진중성화(3중복합)한 경우 다소 많은 침투량

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2중복합과 3중복합조건에 의한 차이는 H100 배

합에서 발견하기 어려웠다.[3.2-14,-19) 전형적인 실험결과를 그림 

3.2-26에 보 다[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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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6.  H500 배합의 측정시간별 열화조건에 따른 염소이온 

프로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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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면 염소이온 농도는 초기에는 단일 염수침지의 경우가 제일 컸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복합용액 침지의 경우가 더 크게 나타났다. 또한 배

합에 따라서는 단일 염수침지 시와 2중복합의 경우에는 거의 변화가 없었

으나 3중복합의 경우 H500의 경우에는 H100 및 N500과 비교하여 작게, 

H520의 경우에는 크게 나타났다. 이것으로 보아 3중복합의 경우 5종시멘

트의 사용은 효과적인데 반해 플라이애쉬의 사용은 표면에서의 염소이온 

침투량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3중복합의 

경우 H100와 N500가 별 차이가 없는 것은 5종 시멘트 사용으로 인한 감소

효과와 보통강도 콘크리트 사용으로 인한 증가효과가 복합된 것으로 판단

된다 [3.2-19]. 전형적인 실험결과를 그림 3.2-27에 보 다 [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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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H520 [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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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N500 [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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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7.  배합별 열화조건에 따른 표면염소이온농도

  열화조건에 따른 염소이온 확산계수는 모든 배합에서 염수 단일 침지, 

2중복합, 3중복합의 순으로 크게 나타났다. H100과 H520의 경우 세가지 

열화조건에 대하여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으며, H520의 확산계수가 가

장 작은 반면, N500의 확산계수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전형적인 실험결

과를 그림 3.2-28에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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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100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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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H520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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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N500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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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8. 배합에 따른 세가지 열화조건별 염소이온 확산계수

  그림 3.2-29는 열화조건에 따른 아황산염 이온의 침투량을 나타낸 것이

다. H500 배합에서는 염화나트륨․황산나트륨 복합용액 침지에 의한 2중

복합열화의 경우 염화나트륨․황산나트륨 + CO2 중성화에 의한 3중복합의 

경우보다 많은 침투량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H520의 배합에서는 양 열화

조건에 의한 침투량은 현저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고 있다. 이는 앞 절에

서 서술한 바와 같이 플라이애쉬의 치환이 황산염 침투에 향을 미치므

로 이러한 결과가 드러낸 것으로 분석된다 [3.2-9, -11]. 

  전반적으로 단일 촉진 중성화를 수행한 경우 중성화와 용액침지 건습반

복한 경우에 비해 약 2.5∼4배 정도 큰 중성화 속도계수를 나타나고 있

다. 이는 건조한 조건에서 이산화탄소의 콘크리트중로의 확산이 유리하기 

때문에 얻은 결과로 판단된다. 한편, 염화나트륨과 황산나트륨 복합용액

에 침지한 경우 단일 염화나트륨 용액에 침지한 경우보다 약간 작은 중성

화 속도 계수를 보여주고 있다 [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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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9. 열화조건에 따른 아황산염 침투특성

(2) 철근의 부식실험

  철근 실험결과로서 부식량이 증가할수록 측정된 콘크리트 표면변형률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부식초기에는 서서히 증가하다가 부식량

이 어느 한계를 넘어서면 콘크리트 표면변형률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콘크리트 표면변형률이 급격히 커지는 부식량은 피복의 

두께가 작을수록 더 낮은 부식량 값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3.2-15, 

-18].

피복의 크기가 2cm인 경우에는 물시멘트비가 변화함에 따른 표면변형률

의 변화양상에 큰 차이가 없으나 피복의 크기가 4cm인 경우에는 물시멘트비

가 작아짐에 따라, 즉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높아짐에 따라 동일한 크기의 

변형률을 일으키는데 많은 부식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고강도 콘

크리트의 경우 콘크리트 강도와 강성이 커서 동일한 크기의 표면변형률을 

일으키기 위해 더 많은 팽창압력이 필요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3.218]. 

전형적인 실험결과를 그림 3.2-30에 보 다 [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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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0. 물시멘트비에 따른 표면변형률

(3) 텐돈의 부식실험

 

   그림 3.2-31은 평균 스트레인에 대하여 부식량에 따른 잔존 긴장력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부식이 진행됨에 따라 긴장력의 손실이 단계적으

로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2-23]. 

0

20

40

60

80

100

0 5 10 15 20

부식량   [%]

잔
존

 긴
장

력
 비

율
 [

%
]

 

그림 3.2-31. 부식량에 따른 잔존 긴장력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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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착응력과 슬립의 관계를 규명한 결과 전체적으로 약간의 슬립이 발

생하면서부터 부착응력은 감소하기 시작하여 텐던이 콘크리트로부터 빠져 

나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부식이 발생하지 않은 부착 시험 시편 

에 비하여 부식이 어느 정도 증가할 때까지는 슬립 발생 순간까지의 부착

응력 점점 증가한다. 그 후 부식이 더욱 증가함에 따라 부착응력은 감소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림 3.2-32에 실험결과의 일부를 보 다. 

0

30

60

90

120

150

180

0 2 4 6 8 10

슬립 (mm)

부
착

응
력

 (
k
g
/c

m
2
)

S0

S4

S5

S1

S2

S3

그림 3.2-32. 부착응력-슬립의 비교 (지름 12.7mm)

   각 변수별로 부식량과 극한 부착응력 사이의 관계는 그림 3.2-33에 나

타내었다. 그림에서와 같이 초기 부식 증가에 따라 부착응력은 증가하다

가 이후에는 다시 감소하여 부착 능력을 상실한다. 

0

40

80

120

160

0 1 2 3 4 5

부식량 (%)

극
한

 부
착

 응
력

 (
kg

/c
m

2 )

S Series (12.7mm)

L Series (15.2mm)

그림 3.2-33. 부식량과 극한 부착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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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라이너 플레이트의 부식실험

   그림 3.2-34는 라이너 플레이트의 부식 형상을 나타낸 것이다. 각 변

수별로 부식 사이클에 따른 부식량의 변화를 도시하면 그림 3.2-35와 같

다 [3.2-23].

      

(f) N (11사이클)        (g) F5 (11사이클) (h) F10 (11사이클)

그림 3.2-34. 부식 상태의 라이너 플레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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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5. 사이클 수에 따른 라이너 플레이트의 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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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열화 모델 개발

(1) 콘크리트의 열화모델

   먼저 염해의 열화모델의 지배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3.2-24,-25].

∂c
∂t
=

D

1+
∂cb
∂c

․
∂2c

∂x
2 =Dnss

∂2c

∂x
2

       (3.2-1)

   확산계수에 대한 모델은 다음 식과 같이 제안했다. 열화조건에 따른 

계수값은 표 3.2-8에서 나타내고 있다.

D(t) =D 1(
t 1
t )

α

․exp[β․(t- t 2)],  t≥t 1, t≥t 2        (3.2-2)

여기서, t1과 D1는 측정시기 및 측정시기에서의 확산계수이고, t2는 복합

열화의 작용시기 β는 복합열화의 향계수이다.

표 3.2-8. 열화조건 및 배합에 따른 α값

Mixtures
NaCl↔Air NaCl&Na2SO4↔Air NaCl&Na2SO4↔CO2

α R2 α R2 α R2

H100 0.5048 0.8749 0.3788 0.6194 0.1551 0.2734 

N500 0.4290 0.9052 0.3705 0.9087 -0.0239 -

H500 0.5451 0.8139 0.3457 0.8052 0.1001 0.5402 

H520 0.4545 0.8203 0.4904 0.9461 0.3409 0.9694 
 ※ R2 : 결정계수

   표면염소이온농도는 다음 식과 같이 제안했고, 환경조건별 계수값은 

표 3.2-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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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t)=C max (1-e
-γt )        (3.2-3)

  여기서, Cmax는 최대표면염소이온농도이고, γ는 시간계수이다.

표 3.2-9. 시간에 따른 표면염소이온농도를 예측하기 위한 계수 γ 

위치 γ

간만대 0.1403
비포말대 0.0819
대기부 0.0409

   따라서, 확산계수와 표면염소이온농도를 같이 고려한 열화모델은 다음 

식과 같다.

C(x,t n) =  ∑
n

k= 1
Ck[x, ( t n- t k- 1)]- ∑

n- 1

k= 1
Ck[x, ( t n- t k)]

(3.2-4)

여기서, t 0=0 이고 또한,

Ck (x, t)=Ck․erfc
ꀌ

ꀘ

︳︳︳︳︳

x

4Dm․(
tm
t n )

α

․t 

ꀍ

ꀙ

︳︳︳︳︳

(3.2-5)

위 식에서 tm 및 Dm은 측정시기 및 그 시기에서의 확산계수이고, tn는 예

측목표시간이며 tk는 tn를 n개의 구간을 나눈 시간구간중 k번째 구간이다.

   모델을 검증하기 위해 실제 구조물의 측정결과와 비교했는데 그 결과

는 그림 3.2-36과 같이 비교적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성화의 열화모델은 설계단계와 실측단계를 구분하여 제시했다. 식 

3.2-6은 전자에 해당하고, 식 3.2-7은 후자에 해당된다. 본 연구의 결과

에 의해 열화조건별 중성화 모델의 계수는 표 3.2-10과 같다 [3.2-10, 

-12].

xc =
2Dnom△c

a
․t × k 1k 2k 3 (

t 0
t )

n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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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c=αt
β (3.2-7)

R2 = 0.9576

0

0.4

0.8

1.2

1.6

0 0.4 0.8 1.2 1.6

Test data of chloride content

Pr
ed

ic
te

d 
ch

lo
rid

e 
co

nt
en

t

그림 3.2-36. 산점도에 의한 실측결과와 예측결과의 비교

  여기서,  xc   : 중성화깊이

Dnom : 20℃, 상대습도 65%에서의 이산화탄소에 대한 건조 

콘크리트의 확산계수

a   : 완전히 탄화된 경우의 CO2량

△ c : 탄화전면과 공기중에 있는 이산화탄소의 농도차이

(일반적으로 주위 대기의 이산화탄소량은 c0로 나타

낸다.)

k1 : 콘크리트의 평균습윤량을 나타내는 미소환경조건변수

k2 : 양생조건을 나타내는 변수

k3 : 콘크리트의 재료분리를 나타내는 변수

n  : 습윤 및 건조과정을 나타내는 미소 기후조건 변수

                    실내 → n=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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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외 → n≤0.3

t0  : 기준기간, t법칙에 적용(일반적으로 1년로함)

t   : 시간

    α,β : 시간계수

표 3.2-10. 두 모델식에 의한 회귀분석결과비교

Mixtures
Carbonation ↔ Air Carbonation ↔ NaCl Carbonation ↔ 

NaCl&Na2SO4

A α β A α β A α β

H1(FA)20 2.0136
(0.7924)

2.3571
(0.9135) 0.4562 0.7495

(0.6788)
1.1259

(0.8912) 0.3770 0.6304
(0.8780)

0.3943
(0.8715) 0.6845

H5(FA)20 1.9277
(0.8283)

2.6588
(0.9568) 0.4012 0.8415

(0.9686)
1.0932

(0.9975) 0.4184 0.5659
(0.9600)

0.3537
(0.9568) 0.6754

※ (   )내는 결정계수 R2 임

   동결융해에 의한 열화모델은 내구정 지수에 의해 표현했고, 외적 요인

과 내적 요인을 고려한 모델식은 다음과 같으며 각 계수의값은 표 3.2- 

11, -12와 같다.

DF = F(외적요인)․G(내적요인)
= F(동결최저온도,함수율,염분환경) ×
             G(단위수량,단위시멘트량,공기량)
= v 1 v 2v 3․(a 0+a 1W+a 2C+a 3Air+a 4Air

2)

   (3.2-8)

   알칼리골재반응에 의한 열화모델은 분석․검토한 결과를 종합하여 온

도, 반응속도, 습도, 외부응력, 구조적 조건, 복합열화작용 등을 고려하

여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ε aar=Hm․
ε o
Ao
( 1-Ao-e

- k oexp(-
Ea
RT

․t )

)․f(σ)․e α․t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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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H : 습도

ε o : 습도가 100%때의 팽창량

Ao : 팽창이 발생시점에서의 알칼리 반응량

k o : kinetic constant

        Ea : activation energy

R : 기체상수

T : 온도

표 3.1-11. 내구성지수에 향을 미치는 내적요인의 향계수

            (보통골재콘크리트)

Factor a 0 a 1 a 2 a 3 a 4

Value 77.8 0.57 0.1 21.79 -1.42

표 3.2-12. 내구성지수에 향을 미치는 외적요인의 보정계수(보통 골재

           콘크리트)

보정계수 구  분 값

동결최저온도별

보정계수( v 1)

 보통골재 콘크리트

   v 1= 1.846+0.047Temp.

    Temp.: 동결최저온도(℃)

 보통골재 콘크리트 :

  -7℃일 때는 : 1.5

  -10℃일 때는 : 1.2

함수상태별

보정계수( v 2)

 - 일반적으로 습윤상태인 부위

 - 통상 건조한 부위

0.5

1.0

염분환경별

보정계수( v 3)

 - 염분이 공급된 환경이 안인 경우

 - 침투염분량이 비교적 적지만, 해수중 

동결융해작용을 받는 환경

 - 비말대 등 침투염분량이 많고, 해수중 

혹은 담수중에서 동결융해작용을 받는 

환경

1.0

0.8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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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σ) : 외부 혹은 구조적 응력

α : 복합열화작용 향계수, α>0 촉진, α<0 억제 

t : 복합열화작용한 시간

  황산염해에 의한 열화모델은 기존 연구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

다.

Xspall =
EB 2c 0CEDi
αγ(1-ν)

․t spall․f(t) (3.2-10)

여기서,   Xspall : 부서진 층두께

          tspall : 층이 부서지는 데 걸리는 시간

          E : Young의 계수

          B : 1 m3의 콘크리트에서 반응한 1 mole 황산염에 의해 유발되

는 선형 변형도

          C0 : 전체수용액에서 황산염농도

          CE : ettringite로 반응한 황산염농도

          Di : 황산염이온의 콘크리트내 고유확산계수

          α : fracture path의 roughness factor

          τ : 콘크리트의 표면 파괴에너지

          ν : Poisson 비

  또한,식 중에서 복합열화를 고려한 항로서,

f(t) = e
[ β․( t spall-t g)]       or 

f( t)= 1+β․( t spall-t g)
γ

     (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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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β > 0 → 촉진, β < 0 →억제, t g는 다른 열화요인이 작용하  

       는 시간을 의미한다.

 

(2) 철근 부식모델

  콘크리트 내부의 철근에 부식이 발생하면 철근의 부피 팽창으로 인하여 

철근 주위의 콘크리트는 인장응력을 받게 되며, 이 인장응력이 어느 한계

를 넘어서면 콘크리트에는 균열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균열의 발생은 

콘크리트와 철근 사이의 부착력을 감소시키는 등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하

력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내구성에도 큰 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서는 

철근 부식에 의한 피복 콘크리트의 균열 발생 과정을 확인하 다. 

  철근반경이 r b인 콘크리트 내부의 철근이 Wcorr 만큼 부식되어 철근에 

균일하게 반경손실이 x p 만큼 발생한다고 하면 식이 성립한다. 여기서 

Wcorr는 부식 전 원래 철근의 중량에 대한 부식으로 소모된 철의 중량비

이며 Wst는 부식에 의해 소모된 철의 질량, ρ st는 철의 도이다. 

x p= r b (1- 1-Wcorr )         (3.2-12)

  철의 부식으로 생성된 부식생성물의 부피는 소모된 철의 부피 보다 크

므로 철근의 반경은 부식되기 전의 철근위치 보다 Δr b 만큼 더 커지므로 

다음의 식이 성립한다. 

Δr b= rb ( 1+(v r-1)Wcorr-1)        (3.2-13)

여기서 Wrust는 부식생성물의 질량이며 ρ rust는 부식생성물의 도이다. 

v r은 철의 도와 부식생성물의 도 사이의 상대적인 비로서 

vr=ρ st/αρ rust이다. α는 부식생성물 중 철 성분의 질량은 부식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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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철의 질량과 같다는 사실, 즉 Wst=αWrust의 관계로부터 얻어지는 값

이다. 그러나, 철근 부식에 의하여 콘크리트에 균열이 발생하기 시작한 후 추가

적으로 발생하는 부식량의 일부는 기 발생된 균열 속으로 흡수되며, 또한 콘크리

트 내의 공극 속으로 스며들게 된다. 기 발생된 균열의 크기와 공극의 양을 각

각 V crack 및 V pore라 하고 이 양을 고려한 철근의 반경 증가량을  Δr
∗
b
라 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Δr∗b = r b (-1+ 1+(v r-1)Wcorr-(Vcrack+Vpore )/πr
2
b )        

(3.2-14)

  부식생성물 층이 주변 콘크리트에 의해 다져지는 효과를 고려하여 철근

이 ur 만큼만 변형한다고 생각하면, 부피가 증가된 부식생성물이 주위의 

콘크리트에 압력 P를 가할 때 이론적으로는 부식생성물의 두께가 

(x p+Δr
∗
b )가 되나 실제로는 (ur-Δr

∗
b )  만큼 압축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여기서 두 값의 비를 부식생성물 층의 변형률 ε rust라 정의하고 다

음과 같이 나타내었다. 

ε rust=
ur-Δr

∗
b

x p+Δr
∗
b

      (3.2-15)

  따라서 철근 부식에 의한 팽창압 P와 부식생성물 층의 변형률 ε rust 사

이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나타내었다. 

P= Krustε rust       (3.2-16)

   위 식에 필요한 수치인 u r 및 P 등은 유한요소 해석을 통하여 얻을 수 있다. 

철근과 피복 콘크리트를 모델링하고 철근의 형상에 압력 P를 가한다. 팽창압 P

의 증가에 따른 철근 형상의 변형량 u r을 구하면 된다.

   철근부식에 의한 열화모델로서 철근부식의 해석모델을 구축하 는데 

해석변수는 표 3.2-1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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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3. 해석변수별 ur 및 공극률 

Variable w/c φ con  (%) u r  ( μm) 
Average 

Porosity, φ  

N2 0.45 0.0568  5.689 0.62 

N3 0.45 0.0568  8.272 0.52 

N4 0.45 0.0568  11.239 0.43 

L2 0.55 0.0697  5.387 0.64 

L4 0.55 0.0697  10.975 0.45 

H2 0.35 0.0510  5.626 0.63 

(3) 텐던 부식모델

  텐던의 부식에 따른 열화모델은 다음 식과 같이 제시되었다.

P= Po e
-α x         (3.2-17)

  

여기서 P o는 건전텐던의 인장하중이고, α는 부식에 의한 저감계수이다.텐던 지

름 12.7mm의 PC 강연선의 경우는 표 3.2-14와 같이 P o 및 α를 얻을 수 있다. 

표 3.2-14. P o 및 α

텐던지름 (mm) P o(kgf) α

12.7 17,750 0.1424

   이렇게 구해진 부식량과 인장하중의 관계를 실험데이터와 함께 나타내면 그림 

3.2-3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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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7. 부식량과 인장하중

(4) 라이너 플레이트 부식모델

라이너 플레이트 열화모델로서 각 변수별로 사이클 수가 증가함에 따라 

라이너 플레이트의 부식량은 전반적으로 선형으로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이클 수 n에 따라 무게 손실량의 비를 WL이라 할 때 다음과 같이 

선형으로 회귀할 수 있다. 각 변수별 계수 β의 값은 다음의 표 3.2-15와 같

다. 

WL =  βn (3.2-18)

표 3.2-15. 실험 변수별 β

실험 변수 β R2

N 0.0000806 0.898

F5 0.0002533 0.970

F10 0.0008444 0.975

F15 0.0019278 0.980

F20 0.0029500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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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 수행결과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염수침지 건습반복은 염분의 침투를 촉진시킨다고 판단할 수 있었다. 

또한, 프로파일에 의한 표면염소이온농도와 확산계수를 구해 분석한 결

과 전자는 시간에 따라 증가하고, 후자는 시간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확인하 다. 

- 황산나트륨 용액에 침지한 경우 복합용액에 침지한 경우가 단일용액에 

침지한 경우보다 침투 이온량이 다소 작게 나타났다.

- 염해와 동해의 상호 향평가실험결과 염소이온 침투후 동결융해 작용에 

의한 콘크리트 내구성 저하는 시멘트 종류 및 플라이애쉬 치환에 따라 

주목할만한 경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평균 상대 동탄성계수비를 비교할 

때 염수침지한 경우 동결융해작용에 따른 동탄성계수 감소율이 수중양

생한 경우 보다 약간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결융해작용을 받은 

후의 염소이온 침투깊이는 건전 시편보다 40∼70%정도 큰 것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이러한 복합작용을 고려하여 열화의 진행을 예측하는 것

이 합리적이다.

- 철근부식실험결과, 부식량이 증가할수록 측정된 콘크리트리 표면변형률

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텐던의 경우 덴던의 인장하중은 부식량

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 긴장한 텐던의 부식에 따른 

긴장력 부식이 진행됨에 따라 단계적으로 긴장력의 손실이 일어나는 양

상을 보 고, 부착텐던 부식실험결과 텐던과 콘크리트의 부착응력 최대

치는 일정한 부식량까지는 증가하다가 그 후에는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

났다. 라이너플레이트의 부식실험은 부식용액에 반복침지에 의해 수행

하 는데, 침지 회수증가에 따라 약간의 무게손실이 발생하 다.

- 염해에 의한 열화모델을 이용한 예측결과를 실구조물의 측정결과와 비교

한 결과 염소이온의 침투특성이 전반적으로 유사한 경향을 나타나 모델

의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었다.

- 중성화에 의한 열화모델 연구결과로서는 콘크리트 함수상태, 양생조건, 

재료분리, 기후조건 등을 고려한 내구성 설계에 적용할 수 있는 중성화 

모델을 유도하고, 또한 실측결과를 사용하여 예측할 때, 본 연구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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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결과를 바탕으로 현재의 방법보다 합리적인 예측모델을 제안하 다.

- 철근부식 모델연구에서는 실험 및 해석을 통해 부식으로 인한 팽창압과 

콘크리트 변형률과의 관계모델을 유도하 고, 이를 바탕으로 부식에 따

른 콘크리트 거동의 평가를 예측할 수 있는 해석모델을 제시하 다.

- 텐던부식에 관한 열화모델 연구결과로서는 부식량에 따른 텐던 인장하중 

저하모델을 제시하 고, 또한 부식량에 따른 응력텐던의 긴장력 감소모

델도 제시하 다. 부착텐던 연구에서는 텐던과 콘크리트의 부착특성을 

규명하고, 부식량에 따른 부착강도 모델을 제시하 다.

- 라이너 플레이트 부식실험을 통해서는 결함특성 및 부식용액 침지회수에 

따른 무게손실 모델을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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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콘크리트 열화 조사/탐지/평가기술 개발

  원전 격납건물은 냉각재 누출사고(LOCA)시 내부의 방사능 물질이 외부

로 누출되지 않도록 해 주는 최후의 방벽으로서 장기적인 구조 건전성 확

보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격납건물은 다양한 종류의 주변 환경에 노출되

어 있기 때문에 구조재료의 열화(Aging)현상이 발생하고, 발전소의 가동

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구조물의 열화가 누적되어 그 성능이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격납건물의 열화현상을 지속적으로 조사, 탐지 및 평가하여 

사전 예방적 측면의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함은 구조물 수명기간 

동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격납건물은 구조 특성상 단면이 크고 일체의 차폐형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기존의 비파괴 측정방법 또한 적용의 한계성으로 인하여 격납건

물의 구조 및 재료특성을 반 하여 구조 건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법의 

개발과 검증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비파괴 평가방

법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결함탐사 및 강도평가에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

고, 검사장비, 탐사방법, 장비의 사용환경 및 제한사항에 대한 이해가 부

족하여 계측결과의 신뢰도가 미흡하며, 전문 기술인력 또한 부족한 설정

이다. 따라서 원전 격납건물의 장기적인 구조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격

납건물의 구조 및 재료특성과 열화현상을 반 할 수 있는 비파괴 평가 방

법의 개발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첫째, 비파괴 평가방법 별 탐사 이론 및 신뢰성을 분석

하고, 둘째, 원전 격납건물에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최적의 비파괴 

평가기법을 선정한 후 현장 적용 절차서를 작성하 으며, 셋째, 격납건물

의 상태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최적의 비파괴 측정기법을 제시하 다

[3.2-26∼3.2-38]. 또한, 이를 기초로 국내 가동중인 광3호기 격납건물

에 대한 열화양상분석과 함께 구조 향평가를 수행하 다 [3.2-39∼3.2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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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콘크리트 열화 조사, 탐지 및 평가

(1) 내부공동 및 두께

  콘크리트의 내부공동 및 두께탐사는 전자파법에 비하여 충격반향-표면

파 기법을 적용할 경우 보다 효율적이고 신뢰성 있는 연구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따라서 본 단계 보고서에서는 충격반향-표면파 기법을 적용하여 

실험한 결과를 기술하 으며, 전자파법에 의한 실험결과 및 탐사절차는 2

차년도 및 3차년도 기술 보고서를 참조하기로 한다.

(가) 기본원리

  표면파 속도 (VR )와 전단파 속도 (VS ), 그리고 P파 속도(Vp) 사이의 관

계식은 푸아송비 (ν)의 함수로서, 표면파 속도와 P파 속도 사이의 관계식

은 식 (3.2-19)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VP=
1+ν

0.87+1.12ν
2(1-ν)
(1-2ν)

VR                        

(3.2-19)

  P파 속도는 콘크리트의 푸아송비 범위 내에서는 변화가 크지 않으므로 

콘크리트의 푸아송비를 0.2로 가정하면 위 식을 이용하여 간단히 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실험이 수행되는 위치에서 표면파기법을 통해 P파 속도

를 구한 후 충격반향기법에 적용하면 완전 비파괴적으로 콘크리트 내에 

위치한 결함의 위치와 두께를 찾을 수 있다. 그림 3.2-38은 충격반향 기

법의 장비구성 및 개요를 나타낸 것이다.

(나) 실험

  실험은 기초실험과 응용실험으로 나누어 수행하 다. 기초실험은 일반 

콘크리트 구조물 시공시에 발생할 수 있는 내부결함을 충격반향-표면파 

기법을 적용하여 탐사할 수 있는지의 가능성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것이

며, 응용실험은 기초실험 결과를 토대로 원전 격납건물과 같은 대형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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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8. 충격반향 기법의 장비구성 및 실험 개요도

물의 내부결함 탐사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기초

실험 시편에는 콘크리트 내부에 Styrofoam, 나무, 쉬스(sheath), PVC 파

이프, 그리고 철근 등을 매설하 으며, 응용실험 시편에는 원전 격납건물 

벽체의 단면을 실물 크기로 제작하고 그 내부에 PVC 파이프, Styrofoam, 

물통 그리고 철근 등을 매설하 다 (그림 3.2-39 참조).

(다) 실험결과 분석

  실험결과 기초시편의 두께는 18.6cm, Styrofoam 및 나무의 경우 각각 

6.8cm 및 6.4cm로서 실제 깊이인 18.0cm 와 6.0cm 에 근사한 값을 나타내

고 있다. 한편, PVC 파이프의 위치를 계산해 보면 9.2cm 로서 실제 매설 

깊이인 8cm 와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PVC 파이프의  단면형상

이 원형으로서 파의 일부가 PVC 파이프를 타고 돌아오기 때문에 발생하는 

오차라고 분석된다.

  한편 응용시편의 경우 건전부에서의 실험결과 격납건물 두께는 114cm 

로서 실제의 두께 120cm 와 비교적 근사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쉬스는 

43∼47cm 로서 실제 쉬스의 매설 깊이인 45cm 와 잘 맞는 것으로  나타났

다. 결함부의 경우 PVC 파이프는 각각 29.7cm, 30.9cm, 27.6cm 로서 실제  

매설 심도와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tyrofoam 은 32.7cm로서 

실제 매설심도인 30cm 와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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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응용실험 시편

그림 3.2-39. 기초실험 및 응용실험 시편 개요도

물통의 경우도 34.5cm 로서 실제 매설심도인 30cm 와 약간의 차이를  보

다. 이와 같이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Styrofoam 과 물통을 고정시킨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과정에서 위치가 약간 어긋났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

인 것으로 판단되며, 얻어진 결과는 심각한 오차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충격반향기법은 콘크리트 내부의 공동 및 

철근 배면부의 공동, 그리고 부재의 두께를 탐지하는 데에 매우 유리하

며, 철근탐지는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비파괴 시험기법은 각

기 고유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탐사 대상 구조물의 특성 및 예상

되는 결함의 종류에 따라 적합한 기법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이 보다 정

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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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도측정

  콘크리트 강도측정은 반발경도법과 초음파법 그리고 복합법(반발경도법 

+ 초음파법)을 이용하여 실험을 수행하 다. 실험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되는 고강도 콘크리트 ( f 'c = 5,500 psi = 380 kgf/cm2)를 기준강

도로 하여 국내 현장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210 kgf/㎠, 300 kgf/㎠ 

의 강도를 추가하여 연구의 변수로 정하 다. 재령은 1주, 2주, 4주, 8주

로 나누었으며, 동일시편에 대하여 반발경도법과 초음파속도법을 사용하

여 실험하 다. 실험에 사용된 시편은 그림 3.2-40과 같다. 또한, 공시체

의 압축강도 실험을 기준치로 정해 배합 강도별 비파괴 강도 추정식을 제

안하 다.

   

그림 3.2-40. 강도측정용 시편

(가) 기본원리

  반발경도법은 일반적으로 현장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는 초음파를 이용한 강도탐사 원리에 대하여 기술하기로 한다. 초음파를 

이용한 강도탐사는 콘크리트의 한쪽 끝에 접촉시킨 발진자로부터 발진한 

초음파 펄스(pulse)가 콘크리트 내부를 투과하여 반대 방향의 다른 끝 쪽

에 접촉시킨 수진자에 도달할 때까지의 소요시간(전파시간) 및 양진자간

의 거리(전파거리)를 측정하여 초음파 속도를 구하고, 이 값에 의해 콘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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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트의 압축강도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초음파 속도는 콘크리트의 탄성계

수, 푸아송비 및 도 등의 함수로 표현되며, 식 (3.2-20)으로부터 구할 

수 있다. 

                 V  =  E( 1-ν)
ρ(1+ν)(1-2ν)

                     (3.2-20)  

여기서, V : 초음파 종파펄스 속도(m/s)

        E : 콘크리트의 탄성계수(kgf/㎠)

       ρ : 콘크리트의 도(kgf/㎥)

       ν : 콘크리트의 푸아송비 

(나) 실험

  압축강도 공시체는 ASTM(America Standard Test Method) C 39 6.3, C 

39 8.4-(Standard Test Method for Compressive Strength of Cylindrical 

Concrete Specimens)의 규준에 따라서 강도별(210, 300, 382 kgf/㎠)로 

φ10×20 cm 크기 공시체를 3개씩 제작하 으며, 반발경도 및 초음파속도 

측정용 시편은 ASTM C 805-97 6.2 - (Standard Test Method for Rebound 

Number of Hardened Concrete), C 597-97 4.4, C 597-97 4.7 - (Standard 

Test Method for Pulse Velocity Through Concrete) 등의 규준을 만족하

고 코아채취를 고려하여 30×30×30 cm 크기로 강도별로 3개씩 제작하

다.

(다) 실험결과 분석

  압축강도 실험 및 비파괴(반발경도, 초음파속도)실험 데이터를 토대로 

반발경도, 초음파속도에 의한 단순 회귀식과 반발경도와 초음파속도를 독

립변수로 한 중회귀식을 구하 으며, 상관계수 및 수정결정계수 등을 비

교․분석하여 제안식의 우수성을 입증하 다. 회귀분석 결과  초음파속도

에 의한 상관계수가 반발경도에 의한 상관계수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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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회귀분석에 의한 제안식이 단순회귀분석에 의한 식보다 결정계수가 더 

높게 나타나 중회귀식을 활용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회귀

분석 결과는 그림 3.2-41 및 표 3.2-16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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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반발경도와 초음파속도의 조합법

그림 3.2-41. 예측강도와 실측강도와의 관계

표 3.2-16. 반발경도와 초음파속도에 따른 강도추정 제안식

제안식 상관계수(R) 수정된결정계수(R²) 유의한 F

   F = 25.96R-564.7 0.886 0.764 0.000123

   F = 494.5V-1655.63 0.947 0.929 2.85E-07

   F = -11.3R+682.47V-2022 0.967 0.938 1.53E-06

R: 반발경도, V : 초음파속도(km/s)

  실험결과, 기존의 강도 추정식들은 고강도 역에서 오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현재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일본식들은 국내에서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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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는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회귀분석 결과 초음파속도에 의한 제

안식이 반발경도에 의한 제안식보다 신뢰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비파괴 

실험식을 이용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추정에 있어서 코아강도와 비교할 

때, 반발경도법 또는 초음파속도법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 보다 복합

법을 사용한 경우 고강도 역에서 오차율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 균열탐사

  콘크리트의 균열탐사는 초음파속도법을 이용하여 실험을 수행하 으며, 

원자력 발전소 격납건물에 사용되고 있는 5,500psi(380 kgf/cm2)의 콘크

리트 강도를 기준으로 균열시편(무근), 수직균열 시편(철근 배근), 경사

균열 시편(철근 배근) 및 실제균열 시편(철근 배근) 등 총 4종류의 시편

을 각각 제작하 다. 실험결과를 토대로 균열탐사시 초음파속도법의 측정

한계, 철근과의 간섭 가능성 및 진자간 최적측정거리 등을 도출하 다.   

(가) 기본원리

  초음파를 이용하여 콘크리트의 균열을 탐사하는 원리는 20 KHz 이상의 

초음파 Pulse를 콘트리트 중에 방사하여 그 전파시간 t 로부터 얻어지는 

전파속도(Vc = L/t, L = 전파거리)로써 콘크리트의 내부상태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그림 3.2-42 참조). 방사된 초음파는 통과 가능한 매질을 타고 

최단거리로 전달되며, 매질 내부를 진행하다가 경계를 만나게 될 경우 그 

경계에서 초음파의 모드변화 반사 및 회절을 일으키게 된다. 

RT

L

 To

T

L/2 L/2

R

D

그림 3.2-42. 콘크리트 균열탐사 개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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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직균열의 경우 초음파의 도달시간은 균열 깊이 D 와 탐촉자 사이의 

거리 L 에 의하여 결정되게 된다. 따라서 건전부에서의 초음파 도달시간 

To 와 균열부에서의 초음파 도달시간 Tc를 알면 균열깊이 D는 식 (3.2-21)

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D = 
L

2 (Tc/Ts)
2 - 1

                (3.2-21)

(나) 실험

  콘크리트의 균열탐사는 최근 상용화되어 사용되고 있는 초음파 탐사장

비 (그림 3.2-43 참조)인 TR-300 (Techno Research Co., Japan)과 50 KHz 

종파용 탐촉자 및 A/D coverter를 사용하 으며, 제작된 시편은 그림 

3.2-44와 같다. 실험은 진자거리에 따른 균열깊이와의 상관관계를 알아보

기 위해 균열깊이를 50, 100, 150, 200, 250, 300 mm 로  구분하 으며, 

진자간 탐사거리는 100 ∼ 600 mm로 변화시켜 가며 측정하 다.

  

   그림 3.2-43. 초음파 측정 장비   그림 3.2-44. 균열탐사용 시편

(다) 실험결과 분석

① 탐사거리와 균열깊이와의 상관관계

  탐촉자 사이의 측정거리에 따라 측정 균열깊이에 차이가 나타남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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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으며, 탐사거리가 300 mm 이내에서 정확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또

한, 균열깊이가 200 mm 이내에서는 탐촉자간 측정거리가 균열깊이와 같거

나 작은 경우에 실제균열 깊이에 근접하게 측정됨을 알 수 있었으나, 균

열깊이가 250 mm 이상에서는 오차가 크게 나타나므로 탐촉자간 탐사거리

는 200 mm 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측정하는 것이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② 균열깊이 탐사시 미치는 철근 향

  피복두께 이하의 균열깊이는 철근과의 거리에 상관없이 수직 및 경사 

균열 모두에서 정확한 측정값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피복두께 이상의 

균열깊이 탐사 시에는 철근의 향으로 인해 균열깊이 측정시 오차가 크

게 발생하 다. 초음파 측정시 철근으로부터 향을 덜 받기 위해서는 최

소 8 cm 이상의 이격거리를 두어 측정하여야 하며, 수직균열에 비해 경사

균열이 다소 과소평가 되어 측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③ 탐사각도에 따른 균열깊이 측정

  수직 및 경사균열 모두 탐사각에 따라 균열깊이 측정값이 다르게 나타

났으며, 데이터 분석결과 철근과의 탐사각도는 30°로 유지하여 측정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4) 철근탐사

  콘크리트 내부의 철근탐사는 전자파법과 전자기법을 이용하여 실험을 

수행하 다. 실험결과 전자기법에 비하여 전자파법을 적용할 경우보다 효

율적이고 신뢰성 있는 연구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따라서 본 단계 보고

서에서는 전자파법을 적용하여 실험한 결과를 기술하 으며, 전자기법에 

의한 실험결과 및 탐사절차는 1차년도 및 3차년도 기술 보고서를 참조하

기로 한다.

(가) 기본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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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파법의 측정원리는 마이크로파 대역의 전자파가 목표물 혹은 매질

을 통과할 때, 그 전자파의 투과와 반사가 목표물 혹은 매질의 전자기적 

특성과 모양에 향을 받는다는 것에 기초를 두고 있다. 전자파 장비를 

이용한 철근탐사 개요 및 본 연구에 사용된 장비(Iron Seeker)는 그림 

3.2-45 및 그림 3.2-46에 각각 나타내었다.

Transmitter Receiver

Antenna

Display

Movement

   

그림 3.2-45. 전자파법에 의한 철근    그림 3.2-46. 철근탐사 장비

             탐사 개요도                          (Iron Seeker)

  이때, 콘크리트중의 전자파 속도 ( ν)는 콘크리트의 전자기적 재료특성

인 유전상수 ε r에 따라 변화하며, 매립된 목표물까지의 거리(D)는 입사파

와 반사파의 왕복 전달시간 (T) 로부터 구할 수 있다.

            D =   C
ε r
× ( T2 ) (m)                          (3.2-22)

여기서, C : 진공상태에서 전자파의 속도 (3×108m/s),

       ε r : 콘크리트의 유전상수

(나) 실험

  시편은 원자력 발전소 격납건물에 사용되는 5,500psi(380 kgf/cm2)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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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강도를 기준으로 피복깊이, 철근직경, 배근간격, 겹이음, 복철

근, 경사철근 및 이물질 탐사 등을 실험변수로 설정하여, 기초시편 10종

과 응용시편 1종을 각각 제작하 다. 기초시편의 경우 피복 두께는 30 mm 

∼ 210 mm, 매립된 철근의 직경은 13 mm ∼ 25 mm, 배근간격은 50 mm ∼ 

150 mm 로 변화시켜 제작하 으며, 응용시편은 실제 원전 격납건물의 대

표 단면을 선정하여 실물모형(실험변수 및 제작 도면 (그림 3.2-39 참조)

을 제작하여 실험을 수행하 다.

(다) 실험결과 분석

  기초시편의 경우, 피복깊이는 20 cm 이내의 경우는 탐사가 가능하지만 

그 이상인 경우 데이터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근간격

은 5 cm 이하일 경우 탐사가 불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경우 거의 정확하

게 철근을 탐사할 수 있었다. 겹이음의 경우 철근간격과 철근 개수를 파

악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복철근은 탐사가 불가능하 으며, 

경사철근 또한 탐사방향과 직각되지 않을 경우 탐사가 어려운 것으로 나

타났다. 이물질의 경우 쉬스(Sheath)관은 철근의 형상과 유사하게 나타났

으며, 나무 및 Styrofoam 은 탐사가 불가능하 다.

  한편, 응용시편의 피복깊이는 기초시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20 cm 이

내의 경우는 탐사가 가능하지만 그 이상인 경우 데이터의 신뢰도가 떨어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피복깊이가 20 cm 이상인 경우는 GPR 장비

와 같은 저주파수 안테나를 이용하여 탐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

다. 한편 쉬스(Sheath)관은 거의 정확하게 탐사할 수 있었으나, 복철근, 

Styrofoam 및 물통은 탐사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5) 부식탐사

  콘크리트 내부에 있는 철근의 부식탐사는 전위차법을 이용하여 실험을 

수행하 으며, 부식탐사용 시편은 철근탐사 실험을 위해 제작된 기초시편

과 응용시편을 활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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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본원리

  금속이 부식되는 경우에는, 금속의 이온화반응(산화반응,anode반응)과 

전자를 방전하는 반응(환원반응, cathode반응)이 전자의 교환을 통하여 

같은 속도로 일어난다. 이때 전자의 움직임이 부식전류이고, 부식속도는 

그 전류량에 비례한다. 그림 3.2-47은 부식반응에 대한 anode․cathode 

양 반응의 모습을 모델적으로 표시한 분극선도이다. 양 반응의 점 P에서 

부식전류(icorr)에 상당하는 부식이 진행되면, Ecorr는 전위를 나타낸다. 

이 전위를 자연전위 또는 부식전위라고 부른다.

  콘크리트 속에서 철근이 정상적인 경우에는 부동태화 상태에 있으며, 

양극반응이 크게 억제되어서 모델적으로는 그림 3.2-47의 P′에 상당한

다. 이 경우의 부식전류는 극히 미소하며, 부식반응은 사실상 정지되어 

있다. 또한 그때의 전위는 Ep가 되며 Ecorr에 비하여 크고(cathode적인) 높

은 값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EP와 Ecorr의 차이에 착안하여 전위의 측정치

로부터 부식의 발생유무를 판정하는 방법이 전위차법이다.

   

그림 3.2-47. 철근의 자연전위측정 예  그림 3.2-48. 철근 부식탐사 장비

(나) 실험

  철근의 부식탐사는 기 제작된 철근탐사용 시편을 대상으로 하 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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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장비의 적용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전위차법을 이용하는 상용 장

비인 Colebrand Half Cell (그림 3.2-49 참조)을 사용하 다.

(다) 실험결과 분석

  시편 제작 후 90일이 경과된 시점에서 정성적인 방법인 전위차 방식을 

이용하여 부식도를 측정하 는데, 측정 데이터 모두 -200mv 이상의 결과

를 나타내어 ASTM 및 OTH 기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부식이 발생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측정당시 콘크리트 시편내의 철근의 부식 상

태와 비교하여 비교적 정확한 측정값을 나타낸 것으로써, 전위차 방식을 

이용하여 철근 콘크리트의 부식정도를 확률적으로 비교적 정확하게 측정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장기 재령(2년 후)에서 전위차 방식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일부 부식이 진행된 시편을 대상으로 부식도 측정실험을 

수행한 결과, 측정 데이터가 -370 mv∼-400 mv 사이의 값을 나타내어 

ASTM 및 OTH 기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부식 발생을 정확히 탐지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측정을 하는 동안 내부의 건조도에 따른 측정치의 안

정시간에는 차이가 있었으나 비교적 개인의 숙련도 및 주변여건에 의한 

차이 없이 안정된 재현성을 나타내므로 자연전위의 측정에 의한 부식탐사

는 매우 유효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격납건물의 열화양상분석 및 구조 향평가

  격납구조물은 가동 중 발생 가능한 몇가지 가상 사고 시나리오 중에서 

냉각재 상실사고(LOCA)나 주증기관 파단사고(MSLB)와 같은 중대사고 발생

시에도 방사능 누설 방지능력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사용년수 증가에 

따른 격납건물의 경년열화가 격납구조 기능상실에 직접적인 향을 주어

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그림 3.2-49와 같은 절차를 거쳐 

가동 중에 있는 국내 광 3호기 원자력 발전소의 경수로형 PSC격납건물

을 대상으로 사용년수가 증가함에 따라 발생 가능한 경년열화 현상을 조

사하고, 구조재료의 시간 종속적 특성을 고려하여 극한내압해석을 수행함



- 118 -

으로서 광 3호기 격납건물이 보유한 경년상태(가동후 5년 경과시점)의 

극한내압능력을 설계기준조건과 비교 평가하 다 [3.2-25∼3.2-38].

Lift-Off Tests of Tendons

Survey of Concrete Craks
NDT using Rebound Hammer

Carbonation Tests
Chloride Tests
X-ray Diffraction Analysis
Thermo-Gravimetric & Differential
Thermal Analysis

Assessment of
 Concrete Aging

Assessment of
Prestress Loss

Assessment of
Reinforcing-Bars

Aging using Indirect
Examination Method

Coring

Ultimate Pressure
Capacity of PCCV on
Any Severe Accident

Structural Integrity of
PCCV in Service

Assessment of the Follows :

Damaged ?
Determine Significance of
Degradation on Structural

Capacity
Significant ?

Determine Necessity
for Remedial Action

Yes

Acceptable for Service

No

No

Yes

그림 3.2-49. 가동중 PSC 격납건물의 구조건전성 평가 절차

(1) 격납건물 구조재의 경년상태 평가

 

(가) 외관 및 정 검사

  경년열화현상 조사는 현장조사와 정 검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현장조

사 결과, 격납건물 외부벽체 및 돔의 콘크리트 표면부에는 극한내압능력 

평가에 향을 미칠만한 정도의 표면균열, 박리, 누수 등의 이상현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정 검사 수행시 콘크리트 비파괴강도, 텐돈의 프리스

트레스력 손실 이외의 측정항목, 즉 코아 채취 등의 미소한 국부적 손상

을 가해야 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격납건물의 특성상 그리고 안전성 유지 

측면에서 가능한한 손상을 가하지 않기 위해 격납건물과 동일 환경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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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여있는 주변 안전성 관련 구조물을 대상으로 실시하 으며 이들의 결과

를 바탕으로 광 3호기 원전 PSC격납건물을 구성하고 있는 구조재료의 

현 경년상태를 정량적으로 평가하 다. 그 결과를 표 3.2-17에 설계기준

조건과 함께 제시하 다.

표 3.2-17. 광3호기 설계조건 및 경년상태(5년 경과)의 재료특성값들 

Conditions

설계기준 5년 경과

Concrete (wall & dome)

Compressive strength f c' (psi)

Young's modulus Ec (ksi)

Poisson's ratio ν c

 5,500

4,700E3

 0.17

 7,600

 4,970E3

 0.17

Reinforcement bar (rebar)

Yield stress fy (ksi)

Young's modulus Es (ksi)

Poisson's ratio ν c

60

29,000

 0.3

Tendon 

Ultimate strength fpu (ksi)

Young's modulus Es (ksi)

Poisson's ratio ν c

270

28,000

 0.3

Liner plate 

Yield stress fy (ksi)

Young's modulus Es (ksi)

Poisson's ratio ν c

32

29,000

 0.3

(나) 재료의 경년상태를 고려한 구조성능평가 

① 격납건물 구조해석 모델링

  가동중인 광 3호기 PSC격납건물의 설계기준조건과 경년상태의 극한내

압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범용구조해석 프로그램인 ABAQUS를 이용하 다. 

PSC격납건물에 대한 유한요소모델은 그림 3.2-50과 같이 2000개의 절점과 

1987개의 축대칭 요소로 이상화하 다. 벽체 및 돔 그리고 바닥슬래브 내

면에 설치된 라이너는 2절점 축대칭 쉘요소(SAX1)를 사용하 고, 벽체, 

돔과 바닥슬래브 콘크리트는 4절점 축대칭 고체요소(CAX4R)를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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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격납건물의 모든 철근과 텐돈은 등방성 rebar요소로 모델링하 다.

그림 3.2-50. 격납건물 축대칭 유한요소 해석모델 

② 극한내압해석

  통상 PSC 원자로 격납건물의 극한내압능력은 내부 압력에 의해 텐돈 1% 

변형률이 발생하는 내압의 크기로 표현한다. 본 연구는 가동중인 광 3

호기 PSC 격납건물을 대상으로 중대사고시 발생할 수 있는 내부 온도와 

압력상승 중 상대적으로 그 향이 미소한 온도 향은 배제하고 순수 내

압만을 고려하여 비선형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함으로써 대상 격납건물의 

설계조건시와 경년상태시의 극한내압능력을 평가하 다. 

  해석에 적용된 하중은 식(3.2-23)과 같다. 여기서 프리스트레스력은 외

부하중으로 환산하여 부과하 다.

                1.0D + 1.0F + 1.0Pa                         

(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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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D는 격납건물 자중인 고정하중이고, F는 텐돈에 의한 프리스트

레스력이며, Pa는 내부압력이다.

③ 해석결과 분석

  광 3호기 PSC 격납건물을 대상으로 설계조건과 현재 가동중이며 5년

이 경과된 시점 즉 재료 성질의 경년변화를 고려한 경년상태의 구조성능

평가를 비선형 극한내압해석을 통해 수행하 다. 표 3.2-18에 해석결과를 

제시하 으며, 그림 3.2-51은 벽체 중간높이에서의 내압 증가에 따른 반

경방향 변위 관계를 보여준다. 표 3.2-18에서 알 수 있듯이 광 3호기 

격납건물에 대한 경년상태의 극한내압능력은 텐돈의 1% 변형률 발생시점

을 기준으로 할 때 설계조건에 비해 불과 1psi (0.6%) 정도 작게 나타났

다. 이는 텐돈의 응력손실로 인한 프리스트레스력 저하가 주된 원인이라

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콘크리트의 관통균열 발생 내압은 벽체 중앙 부위

에서 8psi (7.6%)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원인은 광 3호기 

격납건물의 5년 경과시점에서 콘크리트 강도가 설계기준강도에 비해 상당

히 큰 값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가동중인 광 3호기 격납건

물의 5년이 경과된 경년상태의 구조성능은 설계조건과 비교할 때 사용성 

측면에선 보다 우위에 있고 소성 역의 거동측면에선 미소한 차이만을 보

이고 있어 전체적으로 매우 양호한 상태임을 확인하 다. 

  



- 122 -

표 3.2-18. 극한내압해석 결과 

(D : Design condition, A : Aging condition, E : Elastic) 

Materials 

Wall-Basemat 
Junction

Mid-Height Wall Dome

D A D A D A

Concrete 

Cracks
110.2 130.4 104.2 112.2 119.2 138.4

Liner 

Yielding
162.1 163.4 120.2 126.4 E E

Outer-Rebar
Yielding

E E 147.2 146.2 E E

Inner-Rebar 
Yielding

E E 146.2 145.2 E E

Tendon 

Yielding
E E 159.2 158.2 E E

 (unit : psi)

-1 0 1 2 3 4 5 6 7 8 9
0

20

40

60

80

100

120

140

160

180

In
te

rn
al

 P
re

ss
ur

e 
(p

si
)

Radial Displacement (in)

   Condition
 Design
 Aging

그림 3.2-51. 격납건물 벽체 중간높이에서의 내압-반경방향변위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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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에폭시라이너 열화 조사/탐지/평가 기술 개발

      

  원자력발전소 격납건물은 경수로형의 경우 강재라이너에 에폭시로 도장

되어 있으며 중수로형은 비금속라이너로 설계 시공되어 있다. 경수로형의 

강재라이너 도장시스템은 관련규정 US NRC Reg. Guide 1.54에 의거 ANSI 

N5.12, N 101.2에 따라 설계되었고, 중수로형의 비금속라이너는 CSA N 

287 시리즈의 요건에 따라 설계되었다. 실험실 환경조건에서 에폭시 도료

의 품질인증이 되었다 하더라도 현장시공 또는 유지관리 과정 중에서 발

생할 수 있는 열화요인에 의해 기대수명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냉각재 상실사고 (Loss of Coolant Accident) 및 

주증기관파열 (Main Steam Line Break)과 같은 중대사고시에도 격납건물 

내벽 에폭시라이너 및 보호도장이 방사선의 1차 차폐역할과 제염성능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현상태의 열화도를 평가할 수 있는 기법을 개발하

다.

  3차 년도에 걸쳐 수행된 본 연구의 세부연구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기존 원자력발전소 격납건물 내부의 비금속라이너 및 내부 보호도장

에 관한 열화실험계획 수립, 열화현상예측 조사를 위한 촉진실험 수행 및 

결과 분석, 에폭시 도료의 열화현상을 조사 탐지하는 정량적 기법의 데이

터 확보를 주요 연구내용으로 하 다. 이를 위해 1차 년도에는 예비실험

을 수행하고 2․3차 년도에는 본 실험 및 그 결과 분석을 통해 정량적 열

화도 평가기준을 수립하 다 [3.2-43∼3.2-52].

  열화촉진실험에서는 콘크리트, 강재 및 도막시편을 60, 80 및 100℃ 조

건에서 청수침적, 고온고습, 저온․고온 반복조건 등의 열화촉진 인자별

로 64일간 열화촉진 실험을 수행하 다. 설계 시방서에 명시된 도장시스

템에 관한 에폭시도료의 사용기간에 따른 특성변화 파악을 위해 열중량 

분석에 의한 화학적 분석법, 임피던스에 의한 비파괴분석법, 부착력 성능

평가에 의한 결과와 외관검사 결과를 상호 비교분석함으로써 에폭시도료

의 열화에 따른 재료특성 변이의 정량적 평가 가능성을 확인하 다.

  발전소의 특성상 격납건물 내부 방사능물질 누설방지, 제염성능, 균열

저항성능 등의 특수목적으로 설계 시공된 에폭시도료의 열화현상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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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는 아직까지 수행된 사례가 없다. 다만, 1990년도 중반에 한국전력공

사에서 월성 원전 2,3,4 호기의 비금속 라이너의 균열저항성능시험 및 그 

평가에 대한 규제기관의 지적을 수용하고자 균열특성에 관한 연구가 수행

되었을 뿐이다. 일반 고분자재료의 열화특성평가를 위한 화학적 분석, 비

파괴적 분석 방법에 관한 연구가 수행된 적이 있으나, 발전소 및 전력구

조물에 특수목적으로 사용되는 중방식 도료인 에폭시 도료에 관한 열화평

가 사례는 전무한 실정이다.

가. 실험 계획

   원자력발전소 격납건물 내부의 강재 라이너 도장시스템(경수로형)의 

설계 및 품질인증 관련규정 US NRC Reg. Guide 1.54에 의거 ANSI N5.12, 

N 101.2에 따라 설계되었다. 비금속라이너(중수로형)의 에폭시 라이너의 

재료 및 설계 기준은 CSA N 287 시리즈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그러

나, 실제 현장시공 상태는 설계당시의 환경여건을 이론적으로 반 하지 

못하고 30∼40년의 설계수명 기간동안 에폭시 도료의 열화현상(변․퇴색 

및 들뜸)이 발생되고 있어 부분적인 보수가 필요하다. 위와 같은 현장의 

열화현상을 모사하고 기 시공된 에폭시 도료의 열화특성에 관한 정량적인 

자료취득을 위해 실험실에서의 열화실험을 수행하 다.

  

(1) 시편제작

  에폭시 도료계의 열화촉진 실험기법에 관한 Code 및 Standard가 별도로 

정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예비실험 과정을 통해 도출된 열화촉진결과를 토

대로 열화촉진방법과 시험기준을 수립하 다.

  시편은 그림 3.2-52에서와 같이 콘크리트 표면 에폭시도장, 강재 표면 

에폭시도장, 도막시편 총 3종으로 제작하 다. 콘크리트 시편제작에 사용

된 골재 및 시멘트는 실제 원자력발전소 건설현장에서 사용된 재료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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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콘크리트 도막시편

       (b) 강재 도막시편        (c) 도막시편

그림 3.2-52. 열화실험용 에폭시 라이너 시편

일한 19㎜ 굵은 골재와 5종 시멘트를 사용하여 50mm × 50mm × 50㎜의 정

육면체로 제작한 후 겨울철 현장타설 조건인 대기온도 10℃와 여름철 조

건인 30℃로 각각 구분 양생하 다. 양생된 콘크리트 시편은 돌출부나 레

이턴스와 같은 작은 표면 결함을 연마하여 도장 전 표면처리 작업을 하

다. 

  강재 시편은  50mm × 50mm × 3㎜의 A 36 재질로 격납건물 내부 강재라

이너와 동일재료이며 에폭시 도료가 도포될 표면은 설계 시방 조건대로 

SSPC SP-10(준나금속 블라스트 세정)으로 표면조도가 1.5∼3 mils가 되도

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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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크리트 시편 표면에 도포된 에폭시 도료 시스템은 원자력발전소 설계

조건을 만족한 국내 K사 제품을 적용하 다. 도장시의 대기 온도조건은 

18℃의 실험실에서 수행되었고, 콘크리트 표면의 수분 함유율도 6% 이내

의 기준을 만족한 상태에서 도포되었다. 1차 도장은 EP 1120으로 콘크리

트 양생도중 표면에 발생된 작은 공기구멍 등의 표면결함을 도포함과 동

시에 부착력을 양호하게 할 목적으로 모래가 함유된 에폭시도료를 적용하

다. 2차 도장부터 5차 도장까지는 ET 5140의 에폭시도료를 적용하 다. 

매회 도장 두께는 3∼5 mils로 시방서 기준을 준용하 고 매회 분무도포 

후 충분한 양생을 위해 상온에서 최소한 3일간의 건조기간을 거쳐 도막두

께 20∼24 mils인 표준도막두께와 1.5배인 과도막두께의 두 종류로 구분 

제작하 다. 

  표면 처리된 강재시편 위에 도포된 도장 시스템은 2회의 도막으로 구성

되었는데 1차 도장은 IZ 197 무기질 아연말 도료로 도막두께는 3∼6 mils 

를 유지하 고, 2차 도장은 ET 562 에폭시 도료로 3∼5 mils 로 도포하여 

총 도막 두께는 6∼11 mils 범위를 넘지 않도록 하 다. 

  시편의 개수는 도막두께, 양생온도, 열화촉진인자, 측정회수 등을 고려

하여 표 3.2-19와 같이 산정하 다. 

       

표 3.2-19. 시편 종류별 수량  

 시편 산출

  요인별

 콘크리

트 시편

  강재

  시편

  도막

  시편
비  고

 도막두께별 2 2 1
표준두께, 

과도막두께(표준두께의 1.5배)

 양생온도별 2 - - 양생온도 10℃(겨울),30℃(여름)

 시편갯수/1회 2 2 2

 열화촉진

 인자별
5 5 4

열화촉진 인자는 표 3.2-21 참조

(방청성,내수성,내한내열성,고온

고습성)

 측정횟수별 7 7 7 초기,2,4,8,16,32,64일차

 총 시편수량   280     168     56



- 127 -

(2)  열화 촉진인자 선택

  에폭시 도료를 비롯한 고분자 수지계는 설계 당시의 모든 품질인증요건

을 만족한 재료에 의해 시공되었다 하더라도 아래 표 3.2-20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시공조건과 유지관리 조건에 따라 그 기대 수명이 아래와 

같이 현격하게 단축되어 보수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표 3.2-20. 열화촉진 요인  

      설 계 조 건    시 공 조 건
 공

통
 유지관리조건

관

련

  
요

인

 1) 방사선 저항능력
   (Radiation Resistance)
 2) 공기 누설율
   (Air leakage rate)
 3) 탄성 (Elasticity),
   균열 성능  저항시험
   (Crack Bridging Test)
 4) 제염 (Decontamination)
 5 ) 충 격 저 항 ( I m p a c t 
Resistance)
 6) 부착력 (Adhesion)
 7) 내화성 (Fire Resistance)
 8) 내마모성(Abrasion
    Resistance)
 9) 화학적 저항 성능
   (Chemical Resistance)
10) 열화( Heat Aging)
11) 경도시험(Hardness Tests)

1) 재료적 요인(α)
  - 표면처리 상태
  - 함습율
 
2) 환경적 요인(β)
  - 온도조건
  (계절적차이,10-30)
  - 습도조건
   (80% 이하)
 
3) 시공적 요인(γ)
  - 표준두께 미만
    또는 이상
  - 도장공의 숙련도
  _ 노즐 분무속도의
    적정성(사용기기)
   

 수분

 온도

 열

 상온/상압 상태  
 의 예기치 못한
 열화촉진요인   
  (δ)

  -비정상적 충격 
  -과도한 수분의 
   함습 
  

 기준    설계 기준 : 캐나다 CSA  없 음   없음

품질           100%  α,β,γ에 향  δ에 향

현장에서 발생되는 열화촉진인자를 모사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시공상태의 

열화요인과 유지관리 상태의 열화요인 중 적용가능한 열화인자를 추출해 

보면 수분, 열, 온도, 압력 등이다. 일반적인 고분자수지 도료의 품질저

하의 주된원인은 표면처리(70%), 적용상의 실수(12%), 주변환경문제(6%), 

도료선택오류(9%), 신너첨가(1%)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적

용한 열화촉진 실험항목 및 시험조건은 표 3.2-2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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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21. 열화촉진 주요 항목

열화촉진 

실험항목

        시험 조건

 (기준조건 × 1.5∼4배 가혹조건)

         시 편 종 류
 비고

 도막

 필름
 강재 콘크리트

 부착력  Elcometer  (ASTM D 4541)       ◎    ◎  

 방청성
 salt fog 분무 조건

 (NaCl 5 %, 온도 35℃) 
      ◎ 

 

 내수성

 

 청수침적 60℃    ◎    ◎    ◎

 청수침적 80℃    ◎    ◎    ◎

 청수침적 100℃    ◎    ◎    ◎

 내한

 내열성

 -20℃* 12시간+ 60℃*12시간   

계속 반복  
   ◎    ◎    ◎

 고온

 고습성
  100℃ * 95 상대습도    ◎    ◎

     

나. 열화 촉진 실험

설계조건 외에 시공재료 및 유지관리에서 발생될 수 있는 열화촉진인자

는 수분, 온도이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적용된 열화촉진 항목은 염화

칼슘 5%, 온도 35℃ 조건에서 64일 염수분무조건과 물에 의한 열화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100, 80 및 60℃ 청수침적조건에서 64일간 촉진실험을 수

행하 다. 또한 내한내열성에 대한 열화촉진 정도를 분석하기 위해 -20℃

에서 12시간, 60℃에서 12시간을 64일 반복시키며 실험을 수행하 다. 

  각각의 시편 측정시점은 강재시편의 경우에는 2, 4, 8, 16, 32 및 64일 

경과 후 각각 분석하 다. 콘크리트의 경우는 단기간에 열화의 발생이 어

렵기 때문에 1, 8, 16, 32, 48 및 64일 경과 후 열화촉진 환경 요인별로 각

각 채취하여 검사하 다. 부착력 시험은 Elcometer  adhesion tester로 

ASTM D4541에 따라 수행하 다.

  돌리(Dolly)의 접착제는 에폭시를 사용하여 돌리(Dolly) 표면 및 시험

편을 가볍게 표면처리하여 접착을 시킨 후 최소 7일 이상 상온에서 건조 

및 경화시킨 뒤 측정하 다. 기기 보정은 검교정된 Elcometer adhesion 

tester (500lb/in2 또는 1000lb/in2)를 사용하 다. 강재의 경우 합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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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각 system당 5개 시편을 측정하여 그중 4개 이상이 200 lb/in2 이상의 

부착력을 유지하여야 하며, 콘크리트의 경우 최소 방사선 조사량이 2 × 

108 rad 에 노출되거나 충격저항 시험에 통과된 시편의 경우엔 최소 550 

Kpa의 최소 인발 부착력을 지녀야 하고, 위와 같은 환경조건이 아닌 경우

에는 최소 700 Kpa의 최소 인발 부착력을 지녀야 하는 설계조건으로 되어

있다. 부착력의 시험은 각 시편 당 최소 1개소 이상에서 수행되었으며 접

착제에서 일부 탈락하는 현상의 경우 또는 측정치가 너무 높거나 낮은 경

우에는 재시험을 수행하 다. 단, 부착성능 측정시 정육면체 시편의 6면 

가운데 열화 상태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

는 외견상 평균적인 상태의 표면을 선택하여 부착력 시험을 수행하 다.

다. 실험결과 분석

(1) 강재 시편의 부착력 

  강재시편의 부착력은 2회차 측정점에서 가장 큰 12%의 하락을 나타냈

고, 최종적으로 약 30% 정도의 하락율을 기록하 는데 60, 80 및 100℃ 

침적조건에서 각각의 부착력 감소율은 그림 3.2-53과 같다. 실험결과에서

와 같이 시편의 제작상 강재 표면처리 조건, 도막생성조건 등의 오차 때

문에 부착력 그 자체만으로 정량적 열화평가를 수행한다는 것은 기술적으

로 매우 어렵다. 다만 일반적으로 청수침적조건에서 부착력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콘크리트 시편의 부착력

   콘크리트 시편에서 열화촉진 직후의 부착력은 양생온도 10℃의 표준도

막 시편의 경우 그림 3.2-53에서와 같이 80℃ 청수침적조건에서 가장 큰 

49%의 부착력 감소율을 나타내었으며 모든 조건에서 일관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같은 조건의 과도막 시편에서도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어 열화에 따른 부착력 감소에 콘크리트 양생온도, 침수온도조

건이 큰 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었고, 전체적으론 100℃ 침적조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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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착력이 대체적으로 낮은 측정치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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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2-53. 강재 및 콘크리트 10℃ 양생시편의 부착력  

  

  한편 열화촉진 후 실험실내 자연기건상태 하에서 6개월 경과후 부착력

을 측정한 결과 그림 3.2-54에서와 같이 일반적으로 증가의 추세를 보이

고 있다. 표준도막 두께의 1.5배의 과도막 두께 시편의 측정된 부착력 분

석 결과도 표준도막 시편의 양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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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표준도막시편

Adhesion at 1.5 times coating thickness on 10℃ cured concrete

after experiment finished in 6 mon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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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과도막시편

Adhesion at standard coating thickness on 10℃ cured concrete

after experiment finished in 6 mon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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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4. 콘크리트 10℃ 양생시편의 6개월 경과후 부착력

  에폭시 도장과 같은 고분자 소재의 특성상 수분함유량에 따라 부착력 

값의 편차가 심하며, 열, 온도, 수분이 관계된 열화 촉진 실험직후의 결

과는 나름대로의 일정한 경향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 

6개월 경과한 이후 부착력은 전체적으로 상승하 다. 콘크리트 양생 온

도 조건에 따른 변화나 특색은 찾기 어려웠으며, 도막 두께 차이에 의한 

비교도 쉽지 않았다. 다만 초기 열화촉진 시편 대비 부착력의 편차가 과

도막 계열에서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열화촉진 직후 수분이 함유한 

시편의 경우에 비해 열화촉진 온도별로 뚜렷한 경향을 찾기는 힘들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초기 열화 촉진 시편의 경우보다 부착력이 점증적으

로 20% 정도 증가된 점은 주목할만하다.

  이는 열화촉진실험에 사용되었던 침적환경에서 기건상태로 되돌아 오는 

과정에서 수분이 증발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역현상으로 해석된다. 이 

결과와 임피던스 값이 일치하는 경향을 보인다면, 부착력과 임피던스와의 

상관관계를 도시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3) 임피던스 변화 분석

  청수침적 및 온도변화에 의해 열화촉진 직후의 콘크리트 시편에서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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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임피던스 데이터의 경향과 침적에 의한 수분이 완전 증발된 6개월 경

과후의 기건환경 조건에서 시편의 임피던스 데이터 변화와는 완전히 상반

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6개월 경과후 임피던스 변화추이는 표준시편에 

비해 점증적으로 상승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고분자 재료에 관한 

기존 연구에서 열에 의한 열화 즉 온도변화에 따른 열화 촉진실험의 경우 

온도가 높을수록 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와 무관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임피던스는 에폭시 도료에 대한 초음파 속도와 

도의 곱으로 나타나고 수분이 증발되면서 열적열화에 따른 변화된 물성만 

남게 된 상태에 해당된다. 즉, 온도에 의한 열화현상, 즉 핀홀, 부풀음이 

이미 발생된 상태에서, 수분이 증발되면서 도는 증가되고 부분적으로 

탄성한계를 넘어서 소성열화의 구조에 이르 고, 이때의 시편에서 임피던

스를 측정한 이유 때문에 열화촉진 직후의 임피던스 경향과 전혀 상반된 

결과를 얻었다고 판단된다. 부착력과 외관검사 결과와 가장 근사한 열화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 경우는 콘크리트 양생 30℃ 조건의 과도막 두께 시

편, 그림 3.2-55에서와 같이 콘크리트 양생 10℃ 정상두께 도막에서 나타

(a) 표준도막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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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과도막시편

Impedance at 1.5 times coating thickness on 10℃ cured concrete af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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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2-55. 콘크리트 10℃ 양생시편의 임피던스 변화

났다. 표준시편에 비해 열화가 진행되면서 점증적으로 임피던스가 증가되

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고 청수침적의 경우 60, 80, 100℃ 순으로 임피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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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값이 커짐을 보 다. 그리고, 콘크리트 양생 30℃ 조건의 정상도막두

께 시편에서는 청수침적 80, 60, 100℃ 순으로, 콘크리트 양생 10℃ 조건

의 과도막두께 시편에서는 청수침적 60, 100, 80℃ 순으로 임피던스가 크

게 나타났다.

라. 임피던스-부착력 상관 열화도

  임피던스 변화에 따른 열화도 평가의 경우 열화 전 표준시편에 비해 그 

값이 5∼8%의 오차를 보 는데 이는 동일시편의 경우라도 측정점에 따라 

그 값이 달랐고 도막두께가 얇을수록 모체의 표면처리에 기인한 불균일성 

때문에 오차의 폭이 컸다고 판단된다. 부착력시험 분석결과에 따르면 청

수침적 조건에서 초기시편 대비 열화 후 시편에 대한 부착력의 감소율이 

증가하 고, 염수분무조건 또는 저․고온 반복 침적조건에서 상대적으로 

부착력의 감소 폭이 작았다. 부착력의 감소 폭이 작을 경우엔 측정된 값

이 오차범위 구간 내에 있을 개연성을 감안하여 상대적으로 부착력의 감

소폭이 큰 청수침적 조건에서 측정된 데이터만으로 분석하 다. 임피던스 

측정값의 경우엔 과도막 두께 시편의 데이터만으로 에폭시 도장재의 열화

특성에 관한 상관관계를 일대일 대응하는 방법으로 정량적 열화도 대상범

위를 축소하 다.  

  열화촉진 직후의 상관열화도 분석결과는 그림 3.2-56과 같다. 강재시편

의 경우에는 콘크리트 시편보다 비교적 쉽게 열화도의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청수침적 100℃ 양생 10℃ 과도막인 콘크리트시편의 

경우 부착강도의 감소율이 초기시편 대비 약 50%이상 감소한 시점에서 비

록 부착력의 설계 기준값인 101psi를 상회하는 결과를 보 지만 외관검사 

결과에 따르면 열화가 이미 발생되는 시점으로 간주하 다.

  청수침적에 의한 열화촉진실험 직후와 6개월 경과후 수분증발된 기건상

태에서 측정한 임피던스 결과 및 그 경향이 상반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

재시편의 경우, 도막 두께가 콘크리트도막에 비해 상대적으로 얇기 때문

에 수분에 의한 열화 향이 적은 것으로 판별되었으나, 콘크리트 시편의 

경우에는 그림 3.2-56,-5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분 함유량에 따라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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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2-56. 실험직후 임피던스-부착력 상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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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2-57. 6개월 경과후 임피던스-부착력 상관도

력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이는 임피던스 측정값이 청수침적 및 열적열

화에 의해 에폭시 도료가 부풀음 현상으로 고분자의 망상구조가 느슨한 

상태에서 얻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임피던스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초

음파의 속도와 도이며, 에폭시 도료의 도가 저하될 때 표준 시편에 

비해 임피던스 값이 떨어지는 경향을 나타냈다. 그러나, 수분증발된 기건

상태의 열화시편은 수분증발에 따라 도가 증가되어 임피던스 값이 커짐

을 확인하 다. 원자력 발전소 격납건물 내부 환경조건을 고려하고 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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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 인자로 선정된 수분에 의한 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임피던스의 

정량적 값에 의존하여 열화도를 평가하는 것보다는 기건상태에서 시간에 

따른 임피던스 변화율을 고려하는 편이 더 신뢰도가 높다.

  에폭시도막의 두께에 따른 열화정도를 분석해 볼 때 도막두께가 두꺼울

수록 모체의 표면상태가 균질할수록 유효한 임피던스 값을 얻을 수 있었

다. 실제 원자력발전소의 환경은 설계조건이나 시공당시 보다 유지관리의 

과정에서 보수도장 작업을 수행하면서 도막이 두꺼워질 개연성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보다 양호한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열중량 분석 결과에 따르면 초기 열분해 개시온도에 의한 열화정도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 최대중량감소 온도기준으로는 열화도를 판별하기 어

려웠다. 초기 열분해 온도의 경우 시간경과별로 일정하게 품질저하의 경

향을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표준시편의 초기 열분해 온도에 비해 

전체적으로 열화된 시편의 열분해 온도가 점증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을 보

다. 

  콘크리트 시편 10℃ 양생한 경우에 부착력의 감소가 더욱 심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과도막 상태에서는 청수 60, 80 및 100℃ 침적조건에서 부

착력의 감소율이 50%를 상회하 고, 표준도막 상태에서는 청수 80 및 100

℃ 침적조건에서 50%에 못 미치는 감소율을 보 다. 다만, 10∼20% 증가

된 표준도막 두께보다는 20∼40% 증가된 과도막두께에서 부착력의 변화 

추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고 반대로 임피던스 변화폭에서는 표준도막 두께

에서 0.7 정도의 변화폭을 과도막 두께에서는 0.4∼0.3 정도의 변화폭을 

나타내는 특징을 보 다. 설계기준 부착강도에 상관없이 열화시편의 부착

력 감소율이 초기상태의 50%를 넘는 시점을 열화판정의 기준으로 설정하

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 고 이 때의 임피던스 값으로 에폭시의 열

화정도를 비교하는 기술기준을 수립하 다. 그러나 6개월 이후 시편에 대

하여 임피던스-부착력 상관열화도를 분석해 보면 6개월 이전 시편에 대한 

임피던스-부착력 상관도와 상이한 결과를 나타냈다. 이는 도료시편에 함

유된 함습율에 따라 그 결과에 많은 차이가 있음을 감안할 때 수분이 열

화평가에 중요한 요인으로 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착력성능평가, 임피던스 측정, 외관검사와 비교하여 에폭시도장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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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특성평가를 부가한다면 그리고 기존 수행했던 분석 방법중 최소한 

두가지 분석결과간의 상관관계를 정립한다면 에폭시 도장재의 정량적 열

화평가가 가능함을 본 실험적 연구를 통해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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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격납건물 장기거동 예측 및 해석 기술개발

1. 비선형 구조해석 코드 개발

  구조물의 안전성 평가를 위한 범용 컴퓨터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개발

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인력 그리고 오랜기간 동안 축척되어온 해석

기술과 개발능력이 고루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그러나 격납건물과 같은 

특정 구조물에 대한 전용 해석코드의 개발은 비교적 소규모의 연구인력으

로 성취할 수 있으며 향후 노화를 고려한 성능평가, 수명예측 등의 기능

을 추가, 확장함으로써 연구개발에 대한 기대효과는 매우 크다.

  현재 국내에는 철근콘크리트 격납건물의 비선형거동을 예측하기 위한 

전용 유한요소해석 프로그램이 없으며 이 분야의 연구활동이 미미하다. 

이것은 장기적인 기술개발을 필요로 하는 예산과 고급연구인력의 확보가 

어려웠고 상대적으로 선진국의 기술을 이용하는데 익숙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독자적인 격납건물 전용 해석코드를 장기적으로 개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격납건물

의 전체 및 국부파괴모드를 예측하기 위한 격납건물 비선형해석 프로그램 

NUCAS(NUclear Containment Analysis System)를 개발하 다. NUCAS개발의 

핵심은 철근 콘크리트 비탄성해석을 위한 유한요소를 개발하는 것이다.   

  격납건물은 돔과 실린더로 이루어진 전형적인 쉘 구조물이므로 본 연구

에서는 격납건물의 구조적 거동을 컴퓨터로 모사하기 위해 쉘 유한요소를 

개발하 다. 개발된 쉘 유한요소는 철근콘크리트의 재료적 특성을 표현하

기 위하여 미시적인 재료모델을 도입하 다. 그리고, 격납건물해석을 위

한 입력자료의 작성은 긴 시간을 요하고 인적오류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격납건물의 쉘 유한요소망을 형성하기 위하여 가용개구부를 제외한 격납

건물의 유한요소모델을 자동생성하는 모듈을 개발하 다. 그리고 균열의 

발생이후 나타나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후-정점거동을 원활히 추적하

기 위하여 호장법을 도입하 다. 또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해석도구를 

검증하기 위한 Benchmark Test Suite를 제시하 다 [3.3-1∼3.3-13].

가. 해석기술개발 

  격납건물 비선형해석 프로그램 NUCAS를 개발을 통하여 획득한 주요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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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기술은 다음과 같다: (1) 유한요소 자동생성기, (2) 미시적인 재료모

델, (3) 쉘 유한요소, (4) 정점해석을 위한 호장법 도입, (5) Benchmark 

Test Suite. 

(1) 격납건물 쉘 유한요소 자동생성기

  본 연구에서는 유한요소해석을 위한 입력자료작성을 효율적으로 성취하

고 이때 발생하기 쉬운 인적오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쉘 유한요소망 자동

생성기를 개발하 다. 원전 격납건물에 존재하는 장비운반구, 비상출입

구, 개인출입구를 생략하여 격납건물을 3차원 축대칭 쉘 구조물로 가정하

다. 또한 쉘 요소를 사용하여 이산화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격납건물

의 정점부분에 가상의 개구부를 도입하 다. 가상개구부의 크기는 돔둘레

의 1/10이하일 것을 권장되고 있다. 

  개발된 자동유한요소망 생성기는 그림 3.3-1에 보인 바와 같이 실린더 

벽체와 돔에서 수평 및 수직방향에 대한 층 형태 수 그리고 분할하고 싶

은 요소의 수를 입력파일로 작성하면 격납건물의 3차원 쉘 유한요소 해석

그림 3.3-1. 격납건물 자동 유한요소생성기

x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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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을 자동생성한다. 또한 격납건물의 재료특성치를 해석프로그램에 내

장하여 유한요소해석시 이를 자동으로 해석에 이용할 수 있게 하 다. 개

발된 자동 유한요소 생성기의 개발로 인해 입력파일을 생성하기 위한 시

간과 인적오류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되었다. 

(2) 미시적인 재료모델

  철근콘크리트 격납건물의 재료적 특성을 표현하기 위하여 미시적인 재

료모델을 도입하 다 (그림 3.3-2 참조). 미시적인 재료모델은 세부적으

로 콘크리트의 균열전 모델, 균열기준, 인장강성모델, 콘크리트 전단전달

모델을 조합하여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재료특성을 표현한다. 

  

그림 3.3-2. 철근콘크리트 비선형 해석을 위한 미시적재료 모델

  사고시 발생하는 내압으로 인한 격납건물의 파괴거동은 면내력에 의한 

인장파괴의 향이 지배적이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매우 중요하다. 본 연

구에서는 콘크리트의 균열기준을 인장-인장, 인장-압축의 응력상태로 나

누어 적용하 다. 특히 콘크리트의 이축응력실험을 통하여 격납건물에 사

용된 재료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균열기준에 고려하 다. 균열이후에 

발생하는 콘크리트의 거동은 콘크리트내에 존재하는 철근에 많은 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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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으며 철근의 종류와 배근타입에 따라 콘크리트 인장력의 강화현상을 경

험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그림 3.3-2(d)에 도시된 바와 같이 지수함수

형태의 인장강성함수를 이용하 으며 주요 지수값에 대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인장강성효과를 분석하 다. 

  철근의 경우 균열면에서 철근이 항복하면 철근의 다른부분이 항복하지 

않았더라도 철근의 평균응력과 평균변형도는 더 이상 탄성을 유지할 수 

없다. 이때 철근의 평균응력은 자연히 항복강도보다 낮아진다. 따라서 철

근 콘크리트의 항복은 부재의 인장강성이 전체적으로 감소될 때나 균열면

에서 철근의 응력이 항복강도에 도달했을 때로 정의하 다. 철근의 응력

은 해석 중에 계속 검사하고 균열면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3) 쉘 유한요소

  미시적인 재료모델과 횡전단효과를 고려하는 Reissner-Mindlin (RM)가

정을 바탕으로 쉘유한요소를 정식화하 다. 개발된 쉘요소는 특정한 쉘이

론에 의존하지 않는 퇴화 고체기법을 바탕으로 개발되었다. RM 쉘유한요

소의 단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면내변형도, 면외변형도에 대한 가변형도를 

유도하고 쉘요소에 적용하 다. 쉘요소에 적용한 가변형도는 그림 3.3-3

에  도시된 표본점에서 추출한 변형도값을 사용하여 형성하 다. 

그림 3.3-3. 가변형도 형성을 위한 표본점: 

            (좌) ε 11,ε 23 (중앙) ε 22,ε 13 (우) ε 12



- 141 -

   그림 3.3-3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면내면형도 ε 11,ε 22의 표본점은 횡

전단변형도 ε 13,ε 23의 표본점과 동일하고 면내 전단변형도의 경우 ε 12의 

경우 2×2 Gauss 적분점을 이용하 다. 도시된 표본점에서 구해진 변형도

의 값 ε δij을 이용하여 보간한 가변형도 ε
( a )
ij
는 다음과 같다.

 ε ( a)11 = ∑
3

j=1
∑
2

i=1
P i(ξ 1)Q j(ξ 2)ε

δ
11
   ε ( a)22 = ∑

3

i=1
∑
2

j=1
Q i(ξ 1)P j(ξ 2)ε

δ
22
 

 ε ( a)13 = ∑
3

j=1
∑
2

i=1
P i(ξ 1)Q j(ξ 2)ε

δ
13
   ε ( a)23 = ∑

3

i=1
∑
2

j=1
Q i(ξ 1)P j(ξ 2)ε

δ
23
  

ε
( a)
12 = ∑

2

i=1
∑
2

j=1
Q i(ξ 1)P j(ξ 2)ε

δ
12
                          (3.3-1)

여기서, δ= 2( j-1)+ i는 그림 3.3-3에 도시된 표본점의 위치를 나타내고 

보간함수 P i(ξ),Q i(ξ)는 다음과 같다. 

P 1(ξ)=
1
2
(1+ 3ξ),  P 2(ξ)=

1
2
(1- 3ξ)

Q 1(ξ)=
1
2
ξ(ξ+1),   Q 2 (ξ)= 1-ξ

2,   Q 3(ξ)=
1
2
ξ(ξ-1) (3.3-2)

  본 연구에 도입된 미시적인 재료모델은 전술한 바와 같이 균열이 발생

하지 않는 콘크리트의 구성방정식과 균열이 발생한 콘크리트의 구성방정

식으로 나누어 정리될 수 있다. 균열이 발생하지 않은 콘크리트의 구성방

정식은 다음과 같다. 

D *p=
ꀎ

ꀚ

︳︳︳︳

ꀏ

ꀛ

︳︳︳︳

λ(E
*,ν)+μ(E *,ν) λ(E *,ν) 0
λ(E *,ν) λ(E *,ν)+μ(E *,ν) 0
0 0 μ(E *,ν)

      

(3.3-3)

여기서, λ= νE
*

1-ν 2
는 일반 평면응력상태인 물질의 축소된 Lame상수이고 

μ=G=
k sE

*

2(1+ν)
는 전단강성계수이며 ν는 프와송비 그리고 k s는 전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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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수이다. 탄성계수 E *는 등가응력-변형도관계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

이 계산한다.

E *= { E cf c ( ε e Ko ̇+ ε ̇ eK o):loading condition

E c                 :unloading condition           (3.3-4)

여기서, f 'c는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이고, ε e(= ε- ε p)는 탄성변형도 그

리고 파괴에너지변수 K o
는 실험데이터를 이용하여 형성된다. 그러나 균

열이 발생하면 콘크리트의 균열로 인한 재료축이 생기게 되며 균열을 포

함하고 있는 콘크리트를 표현하는 구성방정식이 필요하게 된다. 균열을 

포함하는 콘크리트는 균열에 수직인 방향으로 강성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가정된다. 따라서 콘크리트의 특성은 다음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D *p̂=

ꀎ

ꀚ

︳︳︳︳︳︳

ꀏ

ꀛ

︳︳︳︳︳︳

D̂ *
1 0 0

0 D̂ *
2 0

0 0 D̂ *
12

; D *ŝ= [ ]Ĝ cr 0

0 Ĝ cr

                   (3.3-5)

여기서 면내강성행렬성분은 

  D̂ *
it={

2f t/ε cr        ε< 0.5 ε cr
0             ε> 0.5ε cr                         (3.3-6)

   D *ic=( ε eK o
̇+ ε eK̇ o)   

  D̂ *=
12

1

1/G ( 1)st +1/G

이고 f t는 콘크리트의 인장강성, ε cr는 균열인장변형도, 변수 

G ( 1)
st = f st δ/(δ

2+w 2)의 f st 는 18.0f
1/3
c
 이고 δ는 전단 미끄럼 변위이다. 

그리고 w 는 균열폭을 나타낸다. 횡전단 강성행력의 성분은 다음과 같

다.

 

G *cr=
1

1/G ( 2)
st +1/G

                                       (3.3-7)



- 143 -

여기서 G ( 2 )
st
 는 36/ε t 이고 ε t 는 균열면에 수직인 인장변형도를 나타낸

다. 위 식의 D *i( i = 1, 2 )는 그림 3.3-2(d)에 도시된 인장강성모델과 함께 

사용한다. 

  그림 3.3-4에 보인 바와 같이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단면은 콘크리트

와 철근의 층으로 이루어진 다층 재료이다. 본 연구에서는 삽입모델을 사

용함으로써 철근이 배근된 위치에 철근비와 등가의 철근면을 도입하 다. 

그림 3.3-4. 철근의 모델링을 위한 삽입모델

   본 연구에서는 층을 가지고 있는 두께방향으로 수치적분을 취함으로써 

재료의 이방성에 따른 두께방향의 응력수준을 계산하 다. 이러한 다층개

념을 도입함으로써 각 층의 중앙에서 응력을 계산하 으나 계산된 응력은 

각 층의 두께 별로 일정하다고 가정하 다. 계산된 층두께에 따른 응력은 

그림 3.3-5와 같다. 

그림 3.3-5. 층모델과 상응하는 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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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구하여진 응력을 두께 방향으로 적분하게 되면 쉘에 작용하는 

힘의 항이 되며 다음의 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N i=
⌠
⌡

h/2

-h/2
σ idz=

h
2
∑
n

ℓ=1
σ (ℓ)i Δξ

(ℓ)
3

M i=
⌠
⌡

h/2

-h/2
σ izdz=

h 2

4
∑
n

ℓ=1
σ (ℓ)i Δξ

(ℓ)
3
            (3.3-8)

Q i=
⌠
⌡

h/2

-h/2
τ idz=

h
2
∑
n

ℓ=1
τ (ℓ)i Δξ

(ℓ)
3

여기서 n은 쉘 단면에 존재하는 전체층의 수를 나타낸다. 

  관성력을 제외한 물체에 가해지는 물체력과 경계에 가해지는 표면력의 

합이 이 된다는 평형방정식에 의해서 이산화된 역에서 등가절점내력

과 등가절점외력은 평행을 이루어야한다. 그러나 수치적으로는 잔여력이 

발생하며 이때 비선형 평형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R a=K a-P a=0                       (3.3-9)

여기서 K a
는 절점내력, P a

는 절점외력 그리고 R a
는 잔여력을 나타낸

다.    접선강성행렬은 내력함수를 미분하여 구하는데 각 요소에 대한 강

성행렬은 다음과 같다. 

∂

∂u a
(K b )=∂K ab                     (3.3-10)

여기서 ∂K ab는 절점 a,b와 연관한 쉘 유한요소의 접선강성행렬을 나타낸

다.

(4) 호장법을 이용한 정점해석

  비선형방정식을 수치적으로 풀기 위해서는 비선형방정식을 다음과 같이 

선형화 하여야한다. 

∂K(u i,m)Δu i,m=R m-K(u i,m)              (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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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K(u i,m)은 변위 u i,m값에 대한 접선강성행렬을 나타낸다. 아래첨

자 m은 m번째 하중스텝을 나타내고 윗첨자 i는 현재반복계산수를 나타

낸다. 선형화된 비선형방정식을 풀기 위해서는 주로 Newton-Rhapson법을 

사용한다.

  균열의 발생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점하중 이후에 나타나는 해를 추적하

기 위하여 하중증분법 이외의 해석알고리즘을 도입해야 한다. 본 연구에

서는 초기에는 부가의 강성을 도입하는 수정된 하중증분법 또는 변위증분

법을 이용하 으나 최근에는 구속조건을 도입하는 호장법(arc-length 

method)이 일반화되기 시작했다. 호장법은 각 증분단계마다 하중증분의 

크기를 수정하는 것이 그 기본 개념이며 따라서 하중증분의 크기를 미지

수로 간주한다. n개의 성분을 가지는 변위벡터를 미지수로 가지는 비선형

방정식은 하중레벨을 미지수로 간주함으로써 다음과 같이 정의 된다.

{ G(u,λ)f(u,λ) }= 0                       (3.3-12)

도입되는 구속조건은 m번째 해석단계, i번째 반복계산에서 다음과 같다.

(Δ u i,m) TΔ u i,m+(Δλ i,m) 2=(c m) 2               (3.3-13)

여기서 Δ u i,m은 전체 증분변위벡터이고, Δλ i,m은 전체 증분하중벡터이

며 c m은 호의 길이를 나타낸다. 

  위 식의 구속조건을 도입하면 평형방정식의 대칭성을 유지할 수 없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는 표준변위조절법에 사용되는 기법과 유사한 방법을 

도입함으로써 해결하 다. 이때 반복계산에 의한 변위 Δ u i,m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었다. 

Δ u i,m=Δ u i,mr +Δλ
i,m(Δ u i,mℓ )                 (3.3-14)

여기서 Δ u i,m
r
은 불평형 하중벡터 R i,m에 상응하는 변위값이며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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Δu i,mr =[∂K
i,m] -1⋅ R i,m                 (3.3-15)

여기서 Δ u i,mℓ 은 기준하중벡터 f 를 적용함으로써 구해지는 선형변위값이

며 다음과 같이 계산하 다.

Δ u i,mℓ =[∂K
i,m] -1⋅ f                     (3.3-16)

식 (3.3-14)는 궁극적으로 하중수준 δλ i,m을 이에 상응하는 Δ u i,m의 함

수로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식(3.3-14)는 여러가지 종류의 구속조건(또

는 구속면)을 이용하는 해석알고리듬에 동일하게 사용된다.

나. Benchmark Test Suite

  

  개발된 쉘 유한요소를 컴퓨터코드화하고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7가지의 

Benchmark Test를 실시하 고 통합하여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을 이용한 

Benchmark Test Suite로 제시하 다. Benchmark Test Suite에 이용된 

Test의 종류는 표 3.3-1과 같다. 

표 3.3-1. Benchmark test

Benchmark test Benchmark test 특징 결과

단일노치보
콘크리트 구조물의 후정점하중거동에 대한 성

능검증
pass

Vecchio &

Collins panel

철근콘크리트패널의 철근비, 강도 그리고 하중

조합에 따른 성능검증
pass

전단벽체 철근콘크리트 벽체의 균열패턴 예측 성능 검증 pass

평판 모서리 지지에 대한 판의 성능검증 pass

실린더쉘 복잡한 철근콘크리트 층패턴에 대한 성능검증 pass

EPRI패널 격납건물 유사 구조물에 대한 성능검증 pass

격납건물 격납건물의 전체거동에 대한 검증 p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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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일노치 보

  단일 노치를 가진보의 실험데이터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후-정점하중 거

동을 모사하고 균열의 진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데 유용하다. 본 연구

에서는 도입된 호장법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하여 이 테스트를 이용하

다. 단일노치를 가지는 보의 실험은 실험데이터의 분포가 광범위하게 나

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나 본 연구에서는 하나의 실험값을 사용하 다. 

NUCAS를 이용한 해석결과는 그림 3.3-6에 도시한 바와 같이 콘크리트의 

후정점하중거동을 성공적으로 추적하 다.

그림 3.3-6. 단일노치보의 후-정점해석결과

 

(2) Vecchio & Collins panel

  이 검증은 철근비, 하중조건, 콘크리트 강도등의 다양한 변수를 이용하

여 패널의 구조적 거동을 조사하 다. 모두 11개의 패널을 테스트하 으

며 정리하면 표 3.3-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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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2. 패널테스트 개요

패널No.
하중비 x-방향 철근비 y-방향 철근비 콘크리트

τ:σ x:σ y ρ x f x ρ y f y f
'
c

PV27 1:0:0 0.01785 442 0.01785 442 20.5

PV10 1:0:0 0.01785 276 0.00999 276 14.5

PV11 1:0:0 0.01785 235 0.01306 235 15.6

PV12 1:0:0 0.01785 469 0.00446 269 16.0

PV19 1:0:0 0.01785 458 0.00713 299 19.0

PV20 1:0:0 0.01785 460 0.00885 297 19.6

PV21 1:0:0 0.01785 458 0.01296 302 19.5

PV22 1:0:0 0.01785 458 0.01524 420 19.6

PV23 1:-0.39:-0.39 0.01785 518 0.01785 518 20.5

PV25 1:-0.69:-0.69 0.01785 466 0.01785 466 19.2

PV28 1:0.32:0.32 0.01785 483 0.01785 483 19.0

패널테스트 결과 면내력에 대한 해석결과는 실험결과와 매우 유사하게 나

타났으며 패널 PV25와 PV28에 대한 결과를 그림 3.3-7에 도시하 다.

그림 3.3-7.  패널해석결과: (좌) PV25, (우) PV28

(3) 전단벽체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비선형해석시 균열패턴 예측에 대한 성능을 분

석하기 위하여 전단벽체를 이용하 다. 유한요소해석에는 벽체의 1/2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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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 다. 그림 3.3-8에 도시된 바와 같이 NUCAS의 해석결과는 실험에 

의한 균열의 패턴을 매우 유사하게 예측하 고 벽체상부에서 일어나는 압

쇄현상을 실험결과와 같은 위치에서 예측하 다. 

그림 3.3-8. 벽체의 실험결과와 NUCAS를 이용한 균열패턴 비교

또한 실험에 의한 벽체의 파괴하중값 P u=115kN 과 매우 유사한 파괴하

중값을 P u=118kN 예측하 다.

(4) 평판

  개발된 요소의 면외하중에 대한 성능을 분석하기 위하여 중앙에 집중하

중을 받는 정사각형 판을 고려하 다. 실험으로부터 변위는 1.0cm까지만 

추출되어 비교연구를 위하여 두개의 유한요소 참고해를 이용하 다. 모서

리에만 지지된 경계조건을 가지는 평판에 대해서도 개발된 요소는 매우 

좋은성능을 보 다.

(5) 실린더 쉘

    등분포하중이 작용하는 가변두께를 가진 포물선형태로 된 실린더 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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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고려하 다. 곡률을 가지며 복잡한 층 패턴을 가질 경우에 나타나는 

쉘요소의 성능을 분석하기 위하여 이용하 다. 모두 17가지의 층패턴을 

가지며 그림 3.3-9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쉘의 곡면변은 다이어프램으로 

지지되어 있고 직선변은 자유단이다. 해석결과로부터 인장강성지수 

c= 0.2를 사용하여 구한 해가 실험결과와 가장 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림 3.3-9. 실린더 쉘에 대한 해석결과

(6) EPRI패널

  격납건물이 내압을 받을때 원환방향과 자오선 방향으로 응력분포가 2:1

인 지점의 패널을 성능검증에 이용하 다. 시편제작에 사용된 재료는 격

납건물 건설에 사용한 재료와 동일한 재료특성치를 가지며 시편의 두께는 

실제 격납건물 벽체 두께의 절반으로 하 다. NUCAS를 이용한 해석결과는 

실험결과와 ABAQUS를 이용한 해석결과와 비교하여 그림 3.3-10에 도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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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실험에서 첫번째 균열은 원환철근 평균응력이 9.9ksi-11.8ksi에서 

발생하 으며 원환방향의 철근은 응력이 64.3ksi에 도달하여 항복하 다. 

그림 3.3-10. EPRI 패널해석결과

(7) 격납건물

  LOCA시 발생하는 내압에 의한 한국표준형 원전 격납건물의 비선형 거동

을 NUCAS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전술한 유한요소자동생성기를 이용하여 

그림 3.3-11에 도신된 유한요소모델을 생성하 다. 수치해석결과는 

ABAQUS의 결과와 비교하 다. 내압에 따른 벽체의 최대변위는 그림 

3.3-11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상용프로그램 ABAQUS의 결과와 유사하 다. 

또한 내압이 120 psig일때 균열의 패턴은 그림 3.3-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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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1. 유한요소모델 및 내압해석 결과

그림 3.3-12. 균열패턴: (좌) 내벽, (우) 외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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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프리스트레싱에 의한 변형 (d) 내압에 의한 변형

  

다. NUCAS 코드

  본 연구를 통하여 개발된 철근콘크리트 쉘 유한요소와 연구용 해석코드 

FEAP을 이용하여 격납건물 비선형 해석프로그램 NUCAS를 개발하 다. 입

력된 자료를 통하여 격납건물의 전체 및 국부 파괴모드를 계산하고 이를 

통하여 안전성 평가를 가능하게 하 다. NUCAS 프로그램의 사용환경은 다

음과 같다:

- 하드웨어 : IBM PC 호환기종

- 운 체제 : MS Windows XP/2000/NT/98/95

- 사용 컴퓨터 언어 : Fortran 77

NUCAS 프로그램의 실행화면의 예를 그림 3.3-13에 도시하 다. 

(a) NUCAS 시작화면 (b) 메쉬 자동생성

그림 3.3-13. NUCAS 코드의 실행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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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료 해석모델 개발

 본 연구는 철근콘크리트 인장부재의 일축인장에 대한 거동을 실험적으로 

평가하고 콘크리트의 인장강화 모델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재

료 모델은 NUCAS 코드에서 사용된다.

가. 철근콘크리트 인장부재 일축 인장거동

(1) 실험변수

  실험에서 채택한 철근콘크리트 인장부재의 일축 인장실험용 시험체의 

제원은 표 3.3-3과 같다. 피복두께와 철근직경의 비 c/db는 2.6∼2.8로서 

쪼갬균열의 발생을 방지하도록 하 으며, 콘크리트 압축강도는 일반강도 

280 kgf/㎠, 원자력 격납건물의 설계강도 400 kgf/㎠ 그리고 원자력발전

소 격납건물의 측정압축강도 600 kgf/㎠의 세 가지이며, 각 변수별 시험

체는 2개로 1차 실험의 시험체 수는 30개, 2차 실험의 시험체 수는 8개이

다.

표 3.3-3. 1축 인장실험 변수 

시험체
콘크리트 
강도
(kgf/㎠)

철근
종류

철근
강도

단면
(㎠)

철근비
부재길이(cm)

c/db
1차 2차

L22-N35-1

280

D35
SD30 22×22

0.0198
90 - 2.7

L22-H35-1 SD40 22×22 90 - 2.7
L17-N25-1

D25
SD30 17×17

0.0175
90 - 2.8

L17-H35-1 SD40 17×17 90 - 2.8
L10-H16-1 D16 SD40 10×10 0.0199 90 - 2.6
M22-N35-1

400

D35
SD30 22×22

0.0198
90 - 2.7

M22-H35-1 SD40 22×22 90 220 2.7
M17-N25-1

D25
SD30 17×17

0.0175
90 - 2.8

M17-H35-1 SD40 17×17 90 220 2.8
M10-H16-1 D16 SD40 10×10 0.0199 90 - 2.6
H22-N35-1

600

D35
SD30 22×22

0.0198
90 - 2.7

H22-H35-1 SD40 22×22 90 220 2.7
H17-N25-1

D25
SD30 17×17

0.0175
90 - 2.8

H17-H35-1 SD40 17×17 90 220 2.8
H10-H16-1 D16 SD40 10×10 0.0199 90 -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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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방법

  그림 3.3-14와 3.3-15는 각각 만능시험기에 시험체를 거치한 장면과 실

험장치 구성도를 보여준다. 최대 25mm 변위 측정용과 최대 10mm 변위 측

정용 LVDT를 각각 2대씩 대각으로 설치하고, LVDT, 콘크리트 변형률 게이

지와 철근 변형률 게이지 연결선을 데이터 로거에 연결하여 시험체의 평

균변형률을 측정하 다.

         

그림 3.3-14. 일축 인장 시험체 거치장면    
          
             

그림 3.3-15. 일축 인장 실험장치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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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축 인장실험은 철근의 항복이후 변화를 관찰하기 위하여 하중제어 방

식이 아닌 변위제어 방식을 사용하 는데, 변위증가 속도는 분당 1mm로 

제한하 다. 또한 콘크리트의 건조수축을 측정하기 위하여 1/1000mm의 정

도를 가진 현미경식 길이변화 측정기를 사용하 으며, 실험에 사용한 철

근의 인장시험을 KS 규정에 따라 수행하 다.

(3) 실험결과 및 분석

(가) 콘크리트 및 철근의 물성 

  실험 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와 쪼갬 인장강도는 표 3.3-4와 같다.

표 3.3-4. 콘크리트의 압축 및 쪼갬 인장강도         

단위 : kgf/㎠

설계강도 압축강도
쪼갬

인장강도
재령(일) 비고

240 244 22 14 2차 실험

280 357 24 44 1차 실험

400
497 39 44 1차 실험

441 32 32 2차 실험

600
554 38 44 1차 실험

608 43 32 2차 실험

또한 각 설계강도별 콘크리트의 건조수축은 그림 3.3-16과 같이 압축강

도 357, 497, 554 kgf/㎠에 대하여 각각 359×10-6, 343×10-6, 319×10-6이

며, 실제 발현강도의 차이가 크지 않아 강도별 건조 수축량에 큰 차이가 

없다. 강성 도출 시 이에 대한 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철근의 인장특성 또한 철근콘크리트 인장부재의 인장강성효과에 적용하

기 위하여 SD40의 D16과 SD30, SD40의 D25, D35에 대해 인장실험을 통하

여 그림 3.3-17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철근의 인장특성값과 철근콘크리

트 인장부재 실험값을 중첩하면 인장부재의 인장강성 효과를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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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6. 콘크리트 강도별 건조수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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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7. 철근 종류별 응력-변형률 곡선

(나) 철근콘크리트의 인장강화 효과

  그림 3.3-18은 콘크리트의 건조수축 향을 고려하고 D16 철근을 사용

한 시험 부재의 응력-변형률 곡선을 실험결과로부터 도출한 것이다. 콘크

리트의 건조수축 향은 측정치의 50%를 고려하여 콘크리트 인장강성 곡

선을 각 콘크리트 압축강도별로 나타내었다 (그림3.3-19). 콘크리트의 압

축강도 발현이 357∼554 kgf/㎠으로 큰 차이가 없어서 강도별 뚜렷한 차

이는 볼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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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3-18. 응력-변형률 곡선 비교(D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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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9. 콘크리트의 인장강성 비교(D16)

  D16 철근을 사용한 철근콘크리트의 인장부재의 일축인장 실험값을 그림 

3.3-20과 같이 나타냈으며 이를 회기 분석하면 식(3.3-17)과 같다 [3.3- 

14∼3.3-15].

f c
f cr
= 0.9e

-950( εc- εcr)
+0.1          (3.3-17)

  식 (3.3-17)은 α=0.094인 Stevens의 인장강화 모델식과 매우 유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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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u의 모델식과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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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0. 인장강화 모델

나. 철근콘크리트 패널의 이축 인장거동

  본 연구에서는 철근콘크리트 패널 실험체의 2축 인장 실험을 통하여 평균응

력-변형률 개념을 도입한 철근과 콘크리트의 구성방정식을 도출하고 인장-인

장 역에서 콘크리트의 균열하중에 대한 포락선을 얻고자 하 다.

(1) 실험체 설계 및 제작

  

  기존의 원전 격납건물의 철근비 분포(0.0035∼0.0139)를 고려하여 실험체

의 철근비를 0.0090, 0.0135, 0.0188의 세 경우에 대해서 설계하 다. 그리

고 실험의 편의성을 기하고 실험 외적인 요인(철근 직경, 철근 덮개 등)의 

향을 배제하기 위하여 동일한 직경의 철근을 사용하여 콘크리트의 단면을 

조정함으로써 각 실험체의 철근비를 나타내었다. 실험 변수와 설계 조건은 표 

3.3-5와 같으며 대표적인 실험체의 형상 및 제원은 그림 3.3-21과 같다.

(2) 재료 특성

  본 실험에서 사용한 콘크리트는 설계기준강도 40MPa의 배합(표 3.3-6)

을 사용하 으며 공기량은 2%, 혼화제는 작업성을 고려하여 1.0%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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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 그림 3.3-22는 콘크리트의 압축시험 결과로부터 얻은 응력-변형

률 관계곡선으로서 평균압축강도가 41.9MPa로 설계기준강도인 40MPa과 상

당히 근접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표 3.3-5. 실험 변수 및 실험체 설계 조건

콘크리트 

압축강도

(MPa)

철근비 배 근
실험체 크기

(mm)

피 복

(mm)
c/db

철근

간격

(mm)

40

R1=0.0090 8-D29(SD40) 1500×1500×380 80 2.8 300

R2=0.0135 8-D29(SD40) 1000×1000×380 80 2.8 200

R3=0.0188 10-D29(SD40) 900×900×380 80 2.8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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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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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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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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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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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1. 구성방정식 도출 실험체(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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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3-6. 콘크리트의 배합비

설계기준강도

[MPa]

W/C

[％]

W

[kg/m3]

C

[kg/m3]

s 

[kg/m3]

G

[kg/m3]

40 32 172 531 681 1,016

비고) 굵은골재 최대치수: 25mm, 목표슬럼프: 12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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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2. 콘크리트의 응력-변형률 관계 곡선

  철근은 KS D 3504에 규정하고 있는 항복강도 40MPa 이상의 규격 SD40 그리

고 직경 D29인 이형철근을 사용하 다. 표 3.3-7은 철근의 주요 물성인 항복

표 3.3-7. 철근의 물성 [ASTM A370-01]

구 분
항복강도

[MPa]

인장강도

[MPa]

탄성계수

[MPa]

 D29-1 401 690 190,959

 D29-2 407 683 197,866

평 균 404 687 194,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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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 인장강도, 그리고 탄성계수를 정리한 것이며, 그림 3.3-23은 변형률계

로부터 얻은 변형률과 로드셀로부터 얻은 하중을 표준시편의 단면적으로 나누

어 응력-변형률 관계곡선을 얻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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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3. 철근의 응력-변형률 관계 곡선

(3) 구성방정식

(가) 콘크리트의 인장 응력-변형률 곡선

  균열발생 전 콘크리트의 정규화 된 응력-변형률 관계식은 다음과 같다

[3.3-16].(그림 3.3-24 참조)

f t
f cr
=

ε t
113

                                (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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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4. 균열발생 전 콘크리트의 인장 응력-변형률 관계곡선

그리고 균열발생 후 콘크리트의 실험적 응력-변형률 곡선은 다음과 같은 

수학적 모델로 회귀분석이 가능하 다 (그림 3.3-25).

(3.3-19) f t = fcr(
εcr
ε t )

c

 = fcr( 113ε t )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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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5. 균열발생 후 콘크리트의 인장 응력-변형률 관계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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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철근의 응력-변형률 곡선

  일반적인 2선형 모델은 그림 3.3-26과 같이 응력 f*n에서 만나는 항복 

전 탄성구간의 기울기 E s와 항복 후 소성구간의 기울기 E
*
p
를 가지는 두 

개의 직선으로 구성된다. 

fn
*

O
Tensile Strain of Rebar,   εs 

Te
ns

ile
 S

tre
ss

 o
f R

eb
ar

,  
 f s

fo
*

Ep
*

Es

1

그림 3.3-26. 철근의 2선형 응력-변형률 곡선

이들 두 개의 직선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f s≤f
*
n
인 경우 

(3.3-20)f s = Es εs

f s > f
*
n
인 경우 

(3.3-21)f s = f
s
o  + E

*
pεs

   탄성 소성구간이 만나는 응력 f*n 그리고 소성계수 E
*
p
는 주로 항복응력 

f
*
y
에 좌우된다. 그리고 항복응력에 대하여 정규화 된 f*n/f y와 재료실험으로

부터 얻은 소성계수에 대하여 정규화 된 E*p/E p는 다음과 같은 선형관계식으

로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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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2) f
*
n

f y
 = a1 + b1

f
*
y

f y

(3.3-23) E
*
p

Ep
 = a2 - b2

f
*
y

f y

여기서, 재료실험으로부터 얻은 f y는 404MPa이고, 소성계수 Ep는 E s의 약 

3.6%에 해당하는 7,100 MPa 이다. 그러나, 여기서 식(3.3-22)와 식(3.3-23)

의 계수 a 1,  a 2,  b 1, b 2 를 구하기 위해서는 f
*
n
과 E*p을 알아야 하는데, 이들

을 구하기 위한 식은 철근의 재료실험으로부터 얻은 철근의 변형률 경화 시점

의 변형률을 알아야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항복고원이 없어 변형률 경

화시점을 알 수 없으므로 계수 a 1,  a 2,  b 1, b 2 를 구할 수 없었다.

  한편, 두 직선이 만나는 점 f*o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3.3-24) f
*
o = 

Es-E
*
p

Es
f
*
n

여기서, E s는 탄성계수로써 본 실험에서는 194,000MPa을 취하 으며, f*n과 

E
*
p
는 각각 식(3.3-22)와 식(3.3-23)로부터 구할 수 있다.

다. 콘크리트 이축 응력 거동

  본 연구는 한국형 표준원전의 격납건물에 사용되고 있는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와 동등한 수준의 콘크리트를 대상으로 이축 응력시험을 수

행하 고 이를 통해 콘크리트 격납건물의 비선형 구조해석에 필요한 이

축 파괴거동과 이축 극한강도 포락선과 같은 실증적 재료모델을 제공하

다[3.3-17∼3.3-23]. 

(1) 시편제작 및 이축 재하시스템 구성

  배합설계는 국내 경수로형 격납건물에 사용되는 콘크리트 설계기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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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벽체 및 돔의 경우 37.9 MPa (385 kgf/cm2, TypeⅠ), 기초슬래브의 경

우 27.5 MPa (280 kgf/cm2, TypeⅡ)인 점을 감안하여 이를 목표강도로 수행

하 다. 1종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하 고, 물-시멘트비는 각각 51.0%, 

62.5%이며, 시멘트 단위중량은 각각 349 kgf/m3 , 280 kgf/m3으로 하 다. 

골재의 경우, 국내 원전 건설현장으로부터 굵은골재 최대치수 19mm인 쇄

석과 강모래를 수급 받아 사용하 다.

  시편의 형상 및 치수는 시편 형상별 비선형 유한요소해석과 시편 치수

별 예비시험을 통해 200×200×60mm의 정사각 판형 시편을 선정하 고, 2

축 재하시험의 장애물 중에 하나인 시편과 가압판 사이의 마찰에 의한 

구속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Teflon병용 가압판을 사용하 다 (그림 3.3- 

27). 시편에 이축 하중을 부과하기 위한 재하시스템은 압축-압축, 인장-

압축, 인장-인장 응력 역에서 응력비 조절이 가능하고 정해진 응력비

가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그림 3.3-28과 같이 구성하 다.

concrete
specimen

loading platens

Teflon
(thickness=0.1mm)

3
m

m
1
9
4
m

m
3
m

m

194mm 3mm3mm

100mm

    

그림 3.3-27. Teflon 병용 가압판과     그림 3.3-28. 이축 재하시스템

             시편 형상   

  

(2) 시험방법

  본 연구에서는 그림 3.3-29와 같이 각 하중조합 역별로 4 단계의 응

력비(α= f 2/f 1)를 고려하 다. 여기서, f 1과 f 2는 각각 1축과 2축에 대한 

주응력을 나타낸다. 일축 및 이축 인장 시험의 경우 시편과 가압판을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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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시(epoxy)로 접착한 후 에폭시의 부착력을 이용하여 시편에 직접적인 

등분포 인장력을 부과하 다. 하중 조합 역별 응력비에 따른 전체 이축 

재하에서 하중 재하속도는 응력이 큰 쪽이 1.96 MPa/min (285 psi/min)

의 속도로 증가하도록 일정하게 유지시켰고 시편이 완전히 파괴될 때까

지 재하하 다. 

  그리고, 시편의 두 주축방향에 대한 변형률을 측정하기 위해 그림 

3.3-29와 같이 전면과 후면에 4개의 변형률 게이지를 운용하 으며, 이축 

재하에 따른 시편의 주 변형률 값을 동적 데이터획득장비(DRA-101C)를 이

용하여 측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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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8. 시험에 고려된 이축   그림 3.3-29. 변형률 게이지 위치

             응력비    

(3) 시험 결과 및 분석

(가) 콘크리트 기본 물성 평가

  먼저 TypeⅠ및 TypeⅡ콘크리트의 기본 물성을 평가하기 위해 원주형과 

판형 시편을 이용하여 일축 재하 시험을 수행하 다. 그 결과를 표 

3.3-8에 제시하 으며, 여기서 강도비는 28일 기준으로 원주형 시편 압축

강도( f cu) 와 판형 시편 압축강도( f c)간의 상대비를 나타낸다. 



- 168 -

   

 표 3.3-8. 콘크리트 시편의 기본 물성

     물성

Type

압축강도

MPa(kgf/cm2)

인장강도

MPa(kgf/cm2)    
탄성계수

MPa
푸아송비

7일 28일 강도비 7일 28일

Ⅰ

판 형 - 39.0
(398) 0.982 - 4.29

(43) 29,500 0.1745

원주형 28.3
(289)

39.7
(405) 1 3.24

(33)
3.82
(39) 30,300 -

Ⅱ

판 형 - 30.3
(309) 0.984 - 2.91

(29) 26,200 0.1764

원주형 22.8
(233)

30.8
(314) 1 1.96

(20)
3.14
(32) 26,600 -

(나) 이축 극한강도 포락선(biaxial ultimate strength envelopes)

  이축 응력시험으로부터 얻은 주축방향 극한강도 값을 판형시편의 일축 

압축강도( f c) 값에 대한 상대 강도비로 정규화함으로써 이축 극한강도 

포락선을 제시하 다 (그림 3.3-30). 일반적으로 이축 압축강도( f 2/ f 1=

-1/-1)는 구속효과로 인해 일축 압축강도보다 크게 나타나는데 본 시험

의 결과, 콘크리트 TypeⅠ의 경우가 1.17로 17% 크게 나타났고, 콘크리트 

Type Ⅱ의 경우는 1.164로 16.4% 크게 나타났다. 

 (다) 이축 응력하의 파괴거동

  콘크리트 판형 시편이 완전 파괴에 도달할 때까지 이축 하중을 부과하

면서 두 주축방향에서 발생하는 변형률 응답을 측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대상 콘크리트 TypeⅠ과 TypeⅡ의 각 응력 조합 역에 대해 응력비에 따

른 전형적인 주축방향 응력-변형률 관계를 제시하 다(그림 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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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0. 2축 응력 하의 2축 파괴포락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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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1. 이축 압축-압축하의 응력-변형률 응답(콘크리트 Type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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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콘크리트 인장연화모델

  본 연구는 원전 격납건물 무근콘크리트를 대상으로 일축 인장에 대한 

완전한 하중-변위 (또는 응력-변형률) 비선형 재료모델을 실험적으로 제

시하 다. 본 연구의 주안점은 일축 인장거동특성 중 정점후의 하강곡선

인 인장연화응답곡선을 실험적으로 도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최적의 인장

연화모델을 제시하는데 있다 [3.3-24∼3.3-27].

(1) 시험변수 및 시편제작

  국내 표준형 원자로 격납건물에 사용된 콘크리트의 일축 인장파괴거동 

특성을 제공하는 것을 최종목표로 하여 표 3.3-9와 같이 시험변수를 정

하 다. 시편은 상부와 하부에 두 개의 폭 5mm, 깊이 150mm의 노치

(notch)를 두었고 노치 선단부분은 쐐기모양으로 처리하여 단 하나의 주

균열이 노치 선단으로부터 발생하도록 유도하 다. 부가적으로 시편의 좌

우 측면에 마주보는 노치의 선단에서 선단까지 폭 20mm, 깊이가 20mm와 

50mm의 두가지 경우를 고려한 측면 홈(side groove)을 두었다. 

표 3.3-9. 콘크리트 직접인장연화시험에 고려된 시험변수

Notation 시편치수
(가로*세로*두께)

목표강도
MPa(psi)

Gmax
(mm)

노치부 
순단면적
An(cm

2)

시편
개수

NS-G5 -A1

1,400×1,100×250

27.5
(4,000)

5 1,200 4

NS-G13-A1 13 1,200 4

NS-G20-A1
20

1,200 2

NS-G20-A2 1,680 2

NS-G40-A1 40 1,200 4

HS-G20-A1 37.9
(5,500) 20 1,200 4

 where, NS, HS : Normal, High Strength,
        G○    : Gmax = ○ mm,
        A1, A2  : An = 1,200cm

2, 1,680c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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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크리트의 배합설계는 1종 시멘트와 13.6%의 Fly-ash를 사용하 고 목

표강도 27.5 MPa(4,000psi)에 대해서는 물-결합재비(W/B) 44%로 목표강도 

37.9 MPa(5,500psi)에 대해서는 물-결합재비 35.2%로 하 다. 시편에 인장

력을 전달하기 위한 매체로 양 단부에 300mm(매입길이) LA형 앵커(D24) 4

개, 200mm L형 앵커(D12) 16개를 콘크리트 타설전 거푸집에 장착하여 매

립하 다. 그림 3.3-32는 콘크리트 타설 후 노천양생을 통해 최종 제작된 

노치를 갖는 콘크리트 판형시편을 보인다. 

  

SERVO
VALVE

LOAD CELL

HYDRAULIC
POWER
SUPPLY

SERVO
AMPLIFIER

COMPARATOR
UNIT

PROGRAM
GENERATOR

FEEDBACK
SELECTOR

TRANSDUCER
CONDITIONER
MODULE

CLOSED LOOP
EXPERIMENTAL
VARIABLE SIGNAL

PROGRAM
SIGNAL

ERROR
SIGNAL

SPECIMEN

LOAD CELL OUTPUT

STROKE LVDT OUTPUT

SPECIMEN LVDT OUTPUT

PRESSURE

RETURN

그림 3.3-32. 직접 인장연화시험    그림 3.3-33. 폐쇄회로 제어시스템

             시편  

(2) 시험방법

  본 연구는 독립적으로 제어가 가능한 두 개의 유압가력시스템(actuator)을 

운용함으로써 하나의 일정한 균열 개구가 파괴(fracture)시험 전반에 걸쳐 

유지되도록 하 으며, 무근콘크리트의 완전하고 안정적인 하중-CMOD곡선을 

획득하기 위해 그림 3.3-33과 같은 폐쇄회로(closed-loop) 제어시스템을 

적용하여 그림 3.3-34와 같이 대형 직접인장연화시험 장치를 구성하

다. 시편 상․하부 및 좌․우 측면 중앙부의 노치 선단에서 탄성변위를 

포함한 CMOD를 측정하기 위해 민감도 10
-3/mm의 10mm CDP(Tokyo Sokki) 변

위계 4개를 부착하 다. 이 때 시편 상․하부에 부착된 두 개의 변위계

에서 얻어지는 신호는 유압가력기를 실시간 조절하기 위한 피드백(f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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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 신호로 활용하 다. 

  하중재하는 변위제어방식을 사용하 고 시험 전반에 걸쳐 0.1μm/sec의 

속도를 유지하 다. 이는 모든 시험체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하 다.

그림 3.3-34. 무근콘크리트 대형직접인장연화시험 장면

(3) 시험결과 및 분석

(가) 인장연화거동 및 파괴에너지

  무근콘크리트의 대형직접인장연화시험을 수행한 결과 인장연화효과가 

거의 없는 골재치수 5mm의 시편 NS-G5-A1을 제외한 나머지 시편들에 대해 

완전한 하중-CMOD 곡선을 획득하 다 (그림 3.3-35). 획득된 하중-CMOD 

곡선들은 골재치수가 작을수록 정점 후(post-peak) 연화곡선의 초기 경사

가 급하고 골재치수가 클수록 경사가 완만해짐을 보 는데 이는 파괴에너

지를 대표하는 연화곡선 아래의 적분 역이 넓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파괴에너지가 커짐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편, 콘크리트 강도가 상대적으

로 큰 경우 연화곡선의 초기경사가 매우 급한 양상을 보이면서 파괴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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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 예상외로 작게 평가되었다. 이러한 원인은 콘크리트 강도의 상대적 

증가가 콘크리트 취성 성질의 증가를 유발함과 동시에 연화효과의 상대적 

감소 현상으로 나타나 연화곡선의 꼬리부분이 얇아지기 때문이라 판단된

다. 표 3.3-10은 시험결과로서 기본 물성 및 하중-CMOD곡선으로부터 평가

된 파괴에너지(GF)를 보여준다.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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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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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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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5. 일축 인장하의 하중-CMOD곡선(NS-G20-A2)

(나) 최적 인장연화모델

  본 연구는 기존의 상용 인장연화모델 중 연화거동 형상이 시험 결과에 

가장 근사한 모델을 선정하고 실측된 파괴에너지를 기초로 수정한 최적 

인장연화모델을 제안하 다. 여기서 직접인장연화시험을 통해 얻은 완전

한 하중-CMOD곡선으로부터 정점 후 연화거동부분을 가장 근사하게 묘사할 

수 있는 모델은 선형과 다직선형에 비해 비선형이 적절할 것이기 때문에 

기존 상용 비선형 모델들 중 그림 3.3-36의 Hordijk 모델을 선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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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10. 직접인장연화시험에 따른 파괴에너지 비교

Notation

기본물성(원주형시편) 직접인장연화시험(판형시편)

압축강도
MPa

(kg/cm2)

쪼갬인장강도
MPa

(kg/cm2)

직접인장강도
MPa

(kg/cm2)

GF
(N/m)

GF̃
*

(N/m)
GF/ GF̃

NS-G5 -A1 40.2(410) 3.9(40) 1.85(19) Failure  41.3 -

NS-G13-A1 35.4(361) 3.4(35) 1.83(18) 168 113.0 1.5

NS-G20-A1
35.2(359) 3.4(35)

1.71(17) 240 119.7 2.0

NS-G20-A2 1.70(17) 247 119.7 2.0

NS-G40-A1 34.8(355) 3.3(34) 1.61(16) 219 224.1 0.98

HS-G20-A1 41.5(424) 4.1(42) 2.40(24) 180 179.6 1.0

* 파괴에너지 예측식에 의한 값

식(3.3-25)는 Hordijk 모델의 구성방정식으로서 매개변수 α는 그림 3.3- 

37의 정규화된 인장연화도의 적분값으로 직접인장연화시험을 통해 얻은 

하중-CMOD곡선의 정규화를 통해 구해질 수 있다. 따라서, Hordijk이 사용

한 α=0.195 대신 이를 본 연구의 시험결과에 기초하여 얻은 매개변수 α

값으로 수정함으로써 격납건물 콘크리트에 적합한 보다 근사적인 연화모

델을 구성할 수 있게 된다. 결국, 이 수정매개변수 α와 함께 식(3.3-25)

의 Hordijk 모델은 본 연구의 시험결과가 반 된 최적모델로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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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6. Hordijk의 비선형모델   그림 3.3-37. 인장연화도의 정규화

표 3.3-11. 대형직접인장연화시험에서 구한 인장연화모델의 매개변수 값

Notation 직접인장강도
MPa (kg/cm2)

GF
(N/m) α

NS-G13-A1 1.83 (18) 168 0.1107

NS-G20-A1 1.71 (17) 240 0.1663

NS-G20-A2 1.70 (17) 247 0.1763

NS-G40-A1 1.61 (16) 219 0.1323

HS-G20-A1 2.40 (24) 180 0.0797

                 평 균 211 0.1331

여기서, εcrn.ult =
1
α
×
GF
wc f t

이고 대형직접인장연화시험에 의해 얻어진 

수정매개변수 α는 표 3.3-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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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격납건물 성능검증 기술 개발

1. 벽체 균열거동 실험 및 해석

   실제 격납건물의 극한 내압 작용 시 거동 평가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서는 격납건물의 축소모델을 이용한 해석방법, 파괴모드의 평가 방법, 극

한 내압 능력 평가 방법 개발 등이 필요하다. 콘크리트 격납건물에 대한 

축소모형 실험은 1970년대부터 폴란드, 캐나다, 국, 미국, 일본 등 전 

세계적으로 연구가 수행되어오고 있으며 [3.4-1∼3.4-2], 구조 부재에 대

한 연구는 1979년 캐나다 Alberta 대학을 시초로 미국 EPRI (1984) 등에

서 수행한 바 있다[3.4-3].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원전 격납건물의 벽체 일부를 1/2 두께로 모

사한 철근콘크리트 패널을 제작하고 1축 및 2축 인장 시험을 통하여 균열

발생 거동을 분석하 다[3.4-4∼3.4-7].

가.실험장치

  실험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력시스템을 적절히 제작하 다. 또

한, 실험 목적과 범위에 합당한 유압 장치와 계측 시스템을 구비하 다. 

(1) 가력시스템

  가력시스템은 크게 하중을 생성하는 유압잭과 이 하중을 철근콘크리트

패널에 전달하는 가력봉, 그리고 가력봉의 반력을 받는 강재 프레임으로 

구성된다. 강재 프레임에는 각각의 측면에 가력봉이 관통할 수 있도록 3

개의 구멍이 천공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가력봉이 장착되도록 하 다. 가

력봉과 프레임사이에는 유압잭을 설치하여 가력봉에 직접 하중이 도입되

도록 하 다. 실험체와 가력봉사이에는 두꺼운 두께의 가력판이 있어 이

들을 연결시켜 유압잭으로부터의 하중을 실험체의 노출 철근으로 균형있

게 전달하도록 설계하 다. 그리고 실험체의 수직반력에 의한 마찰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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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시키고 정확한 하중의 도입을 보장하기 위하여 실험체의 밑면에는 미

끄러짐이 자유로운 테프론판을 지점으로 사용하 다. 그림 3.4-1은 실험

장치의 개략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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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 실험장치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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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압장비는 크게 유압을 생성하는 유압펌프와 생성된 유압을 분배하는 

분배기 그리고 전달된 유압으로 하중을 도입하는 유압잭으로 구성된다. 

본 실험에 사용한 펌프는 저압조절기능을 갖고 있어서 통상 저압상태에서 

갑작스런 유압을 발생하게 하는 현상을 방지하도록 하여 실험 전반에 걸

쳐 동일한 하중 증분으로 실험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 다.

  실험에 소요되는 하중의 규모는 원환방향으로 6000 kN, 자오선방향으로 

3000 kN까지 재하 가능하여야 하므로 2000 kN 용량의 유압잭 6개와 1000 

kN 용량의 유압잭 6개를 사용하 다.

  또한 균열이 발생한 후, 철근이 소성 역까지 진행할 때는 실험체에 큰 

변위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모든 유압잭은 최대 100 mm까지 전진할 

수 있는 충분한 변위 용량을 갖도록 하 다.

(2) 계측시스템

(가) 계측장비 및 계측항목

  실험을 통해 얻어야할 가장 중요한 데이터는 철근과 콘크리트의 변형률

과 일축 및 이축 하중에 대한 균열의 패턴이다. 철근의 변형률은 콘크리

트 타설 전에 미리 변형률계를 부착하여 측정하도록 하 으며, 콘크리트 

표면에서의 평균변형률은 실험 시 고정 의 LVDT를 사용하여 변형률을 측

정하도록 하 다.

  균열을 측정을 위해서 LVDT의 측정구간(Gauge Length)을 넓게 함으로써 

그 안에서 발생하는 균열을 포괄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하 다.

  균열의 양상이나 전파는 육안 조사를 통해 초기 균열의 발생 시기와 1

차, 2차 균열의 발생을 대략적으로 파악하는 정도로 하 고, 실험 중에 

실험 상황의 이상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하 으며 실험을 종료

한 후에 콘크리트에 발생한 균열을 도식화하도록 하 다.

  그리고 유압잭에 의한 하중의 도입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 가력방향당 

1개의 로드셀(Load Cell)을 설치하 다. 표 3.4-1은 본 실험에 사용한 계

측장비와 사양을 정리한 것이다. 그림 3.4-2와 3.4-3은 변형률계와 LV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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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1. 측정항목 및 주요 계측장비

측정

항목

측정

장비
용 도

사 양 실험체 당

사용개수용량 해상도

도입

하중
Load Cell

유압잭에 의해 도입되

는 하중을 측정

2000kN

1000kN

1kN

0.5kN

1EA

1EA

철근

변형률

철근

변형률계*

매립 및 노출 철근의 

변형률을 측정, 도입

하중의 불균형을 보정

10∼15% 1μ

16∼20EA
(1축)

32∼40EA
(2축)

콘크리트

변형률
LVDT

콘크리트의 변형측정 

및 평균변형률 계산
10mm

1/500

mm

4(1축)

9(2축)

측정기기
하중, 변형률 및 변위 

측정 기기
10ch. 1대

스위칭박스
하중, 변형률 및 변위 

측정 기기
50ch.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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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 균열 거동 실험체에 대한 변형률계 부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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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부착한 위치를 나타내어 주며 그림 3.4-4는 전체적인 실험장치의 구성

을 보여준다.

그림 3.4-3. 균열 거동 실험체에 대한 LVDT 설치도

그림 3.4-4. 실험장치 구성

반력프레임

안전장치

계측시스템

유압시스템

실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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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균열거동 실험

(1) 실험체 설계 및 제작

  그림 3.4-5는 국내 주요 원전의 철근비 현황을 분석한 것이다. 그림에

서 알 수 있듯이 국내 원전의 격납건물은 대략 0.0035∼0.0139의 철근비

를 갖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다.(그룹 A 참조) 따라서 실험체는 이 범위를 

만족하는 철근비(0.0085)로 설계하 고 실험체의 두께는 실제 격납건물의 

벽체 두께에 해당하는 1.2m의 절반인 0.6m로 하 다. 철근간격은 기존 원

자력 발전소의 격납건물에 사용된 철근비와 부합되는 간격(300mm)으로 선

택하 다. 또한 텐던 덕트가 균열 거동에 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를 실험체에 고려하여 쉬스관을 매립하 다.

  실험변수는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로 하여 표 3.4-2와 그림 3.4-6과 같은 

제원을 갖도록 설계, 제작하 다. 제작 시에는 배부름을 방지하고 정확한 치

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틀이 견고한 강재 거푸집을 사용하 고, 거푸집의 측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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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5. 격납건물의 철근비 분포

는 철근과 쉬스관이 정확히 위치하도록 구멍을 내어 조립하 다. 철근 게이지는 

철근 배근 전에 소요의 위치에 부착하 으며 배근 시 주의를 요했다. 철근 조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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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완료된 후 레미콘으로 타설을 하 고 각각의 실험체마다 3개씩의 공시체를 제

작하여 콘크리트 강도 테스트를 수행하도록 하 다. 실험체는 증기 양생을 통해 

충분히 양생되었으며 탈형 후 일정 기간 동안 자연 양생 과정을 거쳤다.

표 3.4-2. 실험 변수 및 실험체 설계 조건

콘크리트 

압축강도
철근비 철근직경

실험체 크기

(mm)

피복

두께
c/db

40MPa
0.0085 8-D35(SD40) 1500×1500×600 8cm 2.3

60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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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6. 균열 거동 실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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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료 특성

(가) 콘크리트

  콘크리트는 균열 거동 실험의 주요 변수로써 설계기준강도 40 MPa 과 

60 MPa에 두 종류의 배합이 사용되었다. 표 3.4-3은 각 배합에 사용된 배

합표이다. 공기량은 2%를 목표로 하 으며, 작업성을 고려하여 혼화제를 

1∼1.5% 사용하 다.  

 표 3.4-3. 콘크리트의 배합비

설계기준강도

[MPa]

W/C

[%]

W

[kg/m3]

C

[kg/m3]

s 

[kg/m3]

G

[kg/m3]

40 32 172 531 681 1,016

60 26 160 723 579 938

비고) 굵은골재 최대치수: 25mm, 목표슬럼프: 120mm 

  실험체별로 3∼6개의 원형 공시체(ψ100×200mm)를 제작하여 실험체의 

시험일자에 맞추어 재료실험을 수행하 다. 이 때 재령은 약 50일 전후

으며, 실험 항목은 압축강도, 탄성계수, 그리고 할렬인장강도이다. 공시

체는 실험체와 같은 조건, 즉 타설 후 증기양생 및 기건의 과정을 거쳐

서, 재령 28일 후 표면 연마를 실시하여 ASTM C39/C39M-01, C469-94에 따

라서 압축강도 및 탄성계수 측정 실험을 수행하 다. 또한 ASTM C496-96

에 따라 실험체별로 1개의 공시체를 대상으로 할렬인장강도 시험을 수행

하 다. 그림 3.4-7과 3.4-8은 각각 콘크리트 설계기준강도 40 MPa과 60 

MPa의 콘크리트의 압축시험 결과로부터 얻은 응력-변형률 관계곡선이며, 

표 3.4-4는 실험결과를 표로써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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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7. 설계기준강도 40MPa 콘크리트의 응력-변형률 관계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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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8. 설계기준강도 60MPa 콘크리트의 응력-변형률 관계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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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4-4. 콘크리트의 물성 [ASTM C39/C39M-01, C469-94, C496-96]

시험체명
압축강도

[MPa]

탄성계수

[MPa]

할렬인장강도

[MPa]

CP-U-S40-1 41.2 30,020 4.09

CP-B-S40-1 
CP-B-S40-2

41.9 28,328 2.87

평 균 41.6 29,174 3.48

CP-U-S60-1 61.4 29,035 5.00

CP-B-S60-1 
CP-B-S60-2

54.5 29,435 5.00

평 균 58.0 29,235 5.00

(나) 철근

  실험에서 사용한 철근은 KS D 3504에 규정하고 있는 항복강도 40 MPa 

이상의 규격 SD40 그리고 직경 D35인 이형철근이다. 표 3.4-5는 철근의 

주요 물성인 항복강도, 인장강도, 그리고 탄성계수를 정리한 것이며, 그

림 3.4-9는 변형률계로부터 얻은 변형률과 로드셀로부터 얻은 하중을 표

준시편의 단면적으로 나누어 응력-변형률 관계곡선을 얻은 것이다.

 표 3.4-5. 철근의 물성 [ASTM A370-01]

구 분
항복강도

[MPa]

인장강도

[MPa]

탄성계수

[MPa]

 D35-1 407 652 210,526

 D35-2 412 653 200,961

평 균 410 653 205,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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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4-9. 철근의 응력-변형률 관계 곡선

(3) 실험결과   

  그림 3.4-10∼3.4-14는 실험결과 얻은 각 시험체의 균열패턴을 도시한 

것이며 표 3.4-6은 실험결과로부터 얻은 콘크리트의 균열하중을 비교한 

것이다.

표 3.4-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가 40 MPa인 경우와 

60 MPa인 경우 균열발생하중을 비교하면,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그러나, 재료 실험으로부터 얻은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CP-B-S60-1과 CP-B- 

S60-2에서 60 MPa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점을 고려할 때, 콘크리

트의 압축강도가 60 MPa인 경우 40 MPa에 비하여 다소 높은 균열하중을 보

이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전체적인 양상을 볼 때 이와 같은 고강도 

콘크리트의 경우 압축강도가 균열하중에 미치는 향은 상당히 미미한 것으

로 나타났다. 한편, 할렬인장강도와 비교할 때 1축 및 2축 인장시 균열발생 

시점에서  콘크리트의 응력은 약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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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0. 시험체 CP-U-S40-1의 균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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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1. 시험체 CP-B-S40-1의 균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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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2. 시험체 CP-U-S60-1의 균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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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3. 시험체 CP-B-S60-1의 균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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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4. 시험체 CP-B-S60-2의 균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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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4-6. 실험체별 균열하중 및 응력

실험체

콘크리트 물성 균열발생시 하중
균열발생시 

응력

압축
강도

할렬
인장
강도

P Pc Ps fc fs

[MPa] [MPa] [kN] [MPa] [MPa]

CP-U-S40-1 41.2 4.09 1480 1399 81 1.88 193

CP-B-S40-1 41.9 2.87 1541 1451 90 1.96 201

CP-B-S40-2 41.9 2.87 1598 1505 93 2.03 208

CP-U-S60-1 61.4 5.00 1612 1520 92 2.05 211

CP-B-S60-1 54.5 5.00 1532 1446 86 1.95 200

CP-B-S60-2 54.0 5.00 1634 1542 92 2.08 214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패널의 균열거동 실험으로부터 도출한 균열패턴

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처음으로 발생한 균열은 쉬스 덕트가 위치한 실험체의 중앙에서 자오

선 방향으로 발생했으며, 관통 균열로 발전하여 콘크리트 패널의 거동을 지

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패널의 단면 중 단면 손실이 가장 큰 부위

에서 균열이 발생한다는 예상에 부합되는 결과 다.

  2) 첫 균열 발생 후 2차 균열은 자오선 방향으로 배근된 철근을 따라 발

생하 는데, 대부분 중앙으로부터 750mm 떨어진 최외측 철근쪽부터 균열이 

발생하 고 다음으로 250mm 떨어진 철근을 따라 균열이 발생하 다.

  3) 1축인장의 경우 발생한 균열의 대부분은 가력방향에 수직인 일직선으

로 발전한 반면 2:1의 하중비로 2축 인장이 작용한 경우, 주응력의 방향이 

변화함에 따라 균열의 형상이 포물선의 형태를 나타내었다.

  4) 2축 인장의 경우에도 원환방향으로 단부에 균열이 발생하 으나, 관통

균열 혹은 전길이에 걸친 균열로 발전하지 못하 다.

  5)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 고강도 콘크리트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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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균열 발생하중에는 큰 향을 미치지 못하 으나, 균열의 개수가 증가하

는 반면 균열폭은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6) 각종 측정 결과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시험체에서 하중 도입은 목표

치(원환방향:자오선방향 = 2:1)와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밖

의 다른 결과로부터 실험이 양호한 수준에서 수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다. 콘크리트 격납건물 벽체 해석

  콘크리트 재료모델 및 인장강화모델의 향을 고려하여 철근 콘크리트 

및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격납건물 벽체의 비선형 거동을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3.4-8].

- 콘크리트 재료모델은 철근콘크리트 패널해석에 크게 향을 미치지 

않는다.

- 콘크리트의 인장강화효과는 해석결과에 큰 향을 미치므로 패널 및 

격납건물 해석시에는 인장강화효과를 고려해야한다.

- 콘크리트의 인장강화모델로서는 지수곡선형이 적합하다.

- 철근비가 작은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패널에서는 콘크리트의 재료모

델 및 인장강화모델의 향이 크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프리스트레

스 콘크리트 격납건물에서는 콘크리트의 재료모델 및 인장강화모델

의 선정이 중요하다.

- 콘크리트 격납건물 해석을 위한 인장강화모델로서 Hsu-Zhang 모델이 

가장 적합하다.

이상의 결과를 이용하여 그림 3.4-6의 패널에 대하여 해석을 실시하여 그

림 3.4-15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이 때 콘크리트는 25개의 평면변형률요

소, 철근은 40개의 트러스 요소를 사용하여 모델링하 으며, 콘크리트 재

료모델은 Modified Chen-Chen 모델, 콘크리트 인장강화모델은 Hsu-Zhang 

모델을 사용하 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험결과와 해석결과가 잘 

일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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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5. 격납건물 벽체 인장실험 및 해석결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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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격납건물 축소모델 실험 및 해석

가. 격납건물 극한내압 실험사례

(1) 강재 격납건물

  강재 격납건물에 대한 축소모델 실험은 주로 미국의 SNL에서 5차례, 일

본의 NUPEC에서 1차례 수행된 바 있으며 이들 실험에서 사용된 모델의 특

징은 표 3.4-7과 같다.

표 3.4-7. 강재 격납구조물 모델 실험

Test Scale Shape R/t Pressure 
Ratio

Global
Strain 

at
Failure

Material Rema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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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
Cylinder w/ 
hemispherical 
dome

450
(R=549,t=1.22) 0.93 20% AISI 1008

Catastrophic 
rupture and 
fragmentation 
initiating at 
vertical weld 
seam

SNL SC1
(4/20-21/83) 1:32

Cylinder w/ 
hemispherical 
dome

500
(R=546,t=1.09) 0.76 6% AISI 1008

Tearing and 
leakage next 
to vertical 
weld seam

SNL SC2
(7/21/83)

(8/11/83) 1:32

Cylinder w/hoop
stiffeners and 
hemispherical 
dome

478
(R=546,t=1.17)

0.93

0.97

2.7%

2.5% AISI 1008

Leakage and 
tears at 
cylinder-dome 
interface ;
repared.
Retest;
Catastrophic 
ruprure and 
fragmentation

SNL SC3
(11/30/83) 1:32

Cylinder w/ 
penetrations and 
hemispherical 
dome

478
(R=546,t=1.17) 0.83 14.5% AISI 1008

Catastrophic 
rupture 
initiating at 
E/H

SNL 1:8
(11/15-17

/84)
1:8

Cy;inder w/ 
stiffening 
rings, 
penetrations and 
hemispherical 
dome

448
(R=2134,t=4.76) 4.9 3% SA516, Gr. 

70

Catastrophic 
rupture and 
fragmentation 
initiation at 
stiffener 
near E/H

NUPEC SCV
(12/11/96)

1:10 geom. 
/

1:4 thick.

Improver BWR 
Mark II w/ 
contact 
structure

135-161
(R=2027-2900,t=

7.5-9.0)
6.0 2.0% SPV490, 

SGV480

Tearing and 
leakage at 
vertical seam 
weld and at 
E/H insert 
plate w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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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철근콘크리트/프리스트레스 격납건물

  철근 콘크리트 격납건물에 대한 극한 내압 실험은 1980년대 중반 미국

의 SNL과 1990년대 후반 일본의 NUPEC에서 수행한 바 있다. 과거의 격납

건물은 주로 철근콘크리트로 건설하 으며 현재에도 미국 등 일부 원자력 

선진국에는 많은 수의 철근콘크리트 격납건물이 존재하고 있다. 기본적으

로 철근콘크리트 격납건물의 극한내압 시의 거동을 이해하면 프리스트레

스 격납건물의 거동을 예측하고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실험에 사용한 철근콘크리트 격납건물 축소모델의 제원은 다음과 같다.

  - 내경 : 22 ft (6.7 m)

  - 높이 : 37 ft (11.3 m)

  - 벽두께 : 9-3/4 in (25 cm)

  - 돔두께 : 7 in (18 cm)

  프리스트레스 격납건물에 대한 극한내압 실험은 미국, 일본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각각 자국의 격납건물 형태 및 특성에 대한 극한 내압실험

을 수행한 바 있다(표 3.4-8). 가장 최근에 수행한 실험은 일본 NUPEC과 

미국 NRC의 주관 하에 미국 SNL에서 수행한 프리스트레스 격납건물 1/4 

축소모델 실험이다.

(3) 격납건물 부재실험

  격납건물 축소모델에 대한 내압실험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됨에 따

라 격납건물의 전형적인 벽체 단면에 대한 실험을 통하여 격납건물의 내

압 작용 시 거동을 이해하고 해석에 필요한 기법과 프로그램을 검증할 수 

있다.

  캐나다에서는 Gentilly-2 type 원전의 내압성능 평가를 위하여 축소모

델을 이용한 내압실험과는 별도로 격납건물의 각 부분을 대표할 수 있는 

형태의 축소부재를 이용한 인장실험을 수행하 다. 그림 3.4-16에 시험체

의 측면도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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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8.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격납건물 축소모델 실험

Test Scale Shape R/t Pressure 
Ratio

Linear 
Material

Rema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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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er tear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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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4-16. Gentilly-2 type 원전 축소부재 실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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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실험의 목적은 벽체 부재의 하중-변위 거동 및 균열거동 규명과 별

도로 수행중인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에 대한 비선형 해석기법 개발의 검

증도구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특히 내압의 증가에 따른 격납건물 

벽체에서의 콘크리트 균열의 수와 균열폭 등을 예측할 수 있는 해석기법

의 개발을 위하여 콘크리트의 균열 발생 및 전파에 대한 사항을 실험을 

통하여 중점적으로 검토하 다.

  미국에서는 극한내압이 작용할 때의 격납건물의 거동을 평가하기 위하

여 EPRI (Electric Power Research Institute)의 주관으로 3단계의 부재

실험을 수행하 다. 각 단계별 실험내용은 다음과 같다.

  - 1단계 : 1/2두께 콘크리트 벽체 실험 및 라이너 실험

  - 2단계 : 관통부를 갖는 벽체 실험

  - 3단계 : 구조적 불연속면을 갖는 부재 실험

  이 실험의 목적은 콘크리트 격납건물의 극한내압 능력 평가를 위한 해

석방법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이는 추후 각 발전소의 확률론적 안

전성 평가에 활용되었다. 그림 3.4-17에 그 대표적인 실험모델을 보여주

고 있다.

그림 3.4-17. EPRI 부재 실험체(UA1)의 상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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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콘크리트 구조물의 축소모델 실험 방법

(1) 축소모델의 분류

  구조모델의 정의 및 분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실험의 목적 및 기능

에 따라 주로 분류된다. 실험으로부터 단지 탄성응답만을 구하려고 할 경

우에는 탄성모델(elastic model)이 사용되며 파괴에까지 이르는 완전한 

응답을 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극한강도모델 (ultimate strength or real- 

istic model)이 사용된다.

  탄성모델은 기하학적으로 prototype과 상사하여야 하나 prototype과 반

드시 동일한 재료를 사용할 필요는 없다. 이 경우에는 주로 균질한 탄성

재료가 사용된다. 탄성모델은 탄성범위 내에서의 거동으로 한정되며, 콘

크리트의 후 좌굴거동 또는 기타 비선형거동을 예측할 수 없다.

  강도모델에서는 prototype과 유사한 재료를 사용하며 이를 이용하여 파

괴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모사가 가능하다. 철근콘크리트 모델은 proto- 

type과의 상사조건을 만족하는 모델콘크리트 및 모델철근을 사용한다.

(2) 축소율의 결정

  축소모델의 시험에 있어 모델의 축소율을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

다. 매우 작은 모델을 사용할 경우 하중이 작아져 시험이 용이하나 모델

의 제작 및 계측기기의 설치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반면에 큰 모델을 

사용할 경우 모델제작은 용이하나 큰 하중이 요구된다. 각종 구조물에 대

한 일반적인 축소율은 다음의 표 3.4-9와 같다.

(3)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비탄성 모델

  철근 및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구조물의 직접모델(direct model)은 철

근, 텐돈, 콘크리트 및 철근-콘크리트 사이의 부착 및 장부거동을 모사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직접모델은 prototype의 축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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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prototype의 건설에 사용된 기술과 가능한 근접한 건설기술이 요구

된다. 따라서 구조용 콘크리트의 직접모델의 성패는 적절한 prototype의 

재료특성, 하중 및 환경조건의 모사에 성패가 좌우된다.

표 3.4-9. 구조물의 일반적인 축소율

Type of 

structures
Elastic model Strength model

Shell roof 1/200 to 1/30 1/30 to 1/10

Highway bridge 1/25 1/20 to 1/4

Reactor vessel 1/100 to 1/30 1/20 to 1/4

Slab structures 1/25 1/10 to 1/4

Dams 1/400 1/75

Wind effects 1/300 to 1/30 not applicable

다. 축소모델 실험 시 고려사항

  격납건물의 내압성능 평가를 위한 축소모델의 설계 절차는 일반적인 격

납건물의 설계와는 차이가 있다. 설계자는 반드시 이러한 사항에 대한 완

전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축소모델 실험의 일반적인 절차는 그림 

3.4-18과 같다.

  축소모델 실험을 위한 모델의 제반 특성은 모델실험의 목적 및 범위에 

따라 결정된다. 격납건물 내압성능 평가를 위한 모델실험의 경우 탄성한

계 내에서의 실험 뿐 아니라 파괴 시까지 가압하여 파괴거동을 평가하여

야 하므로 직접모델(direct model)이 요구된다. 즉, 모델에 사용되는 재

료는 prototype 구조물의 재료와 동일한 거동을 하는 재료를 사용하는 것

이 가장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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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rototype 구조물의 선정

그림 3.4-18. 축소모델 실험 절차

  일반적인 격납구조물의 축소모델 실험을 위한 prototype 구조물을 선정

하기 위해서는 기존 격납건물들에 대한 형태, 특성 등의 전반적인 조사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prototype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prototype 격납

건물의 상세 및 제 특성에 대한 분석을 하여야 한다. 또한 모델링에 따른 

prototype 구조물의 변화와 모델의 건설 가능성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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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totype 구조물의 선정을 통하여 축소모델에 필요한 크기, 재료 및 

기타 제반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3.4-1].

(2) 상사조건

  상사요건을 만족시키는 것은 축소 모델링 절차 중 가장 기본적인 사항

이므로 철근 콘크리트의 상사성을 만족시키는데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

다. 일반적인 모델링 방법으로는 직접모델이 가장 효과적이나 실험의 용

도나 목적 등에 따라 일부 특성치에 대한 상사율의 변형도 가능하다. 상

사율을 확정하기 전에 먼저 축소율이 결정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철근의 크기 및 간격, 콘크리트 배합설계, 라이너의 두께 및 용접 등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3) 재료의 선정

  격납건물 모델의 제작에 사용되는 재료로는 라이너, 라이너 앵커, 콘크

리트, 철근 및 이음재 등이 있다. 이들 각각의 재료는 최종 설계에서 선

택하기 전에 각각의 재료에 대한 특성실험을 통하여 상사요건을 만족시키

는지 검증하여야 한다.

(4) 상세설계

  축소모델 재료의 선정에서와 마찬가지로 모델의 상세설계에서도 실험에 

의한 검증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라이너의 부착에 필요한 stud의 배치에 

대하여서도 검증실험을 통하여 모델 상세설계의 적절성을 반드시 평가하

여야 한다.

(5) 예비실험

  축소모델이 파괴에 도달할 때까지 가압하는 최종적인 실험 전에 S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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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uctural Acceptance Test)를 수행한다. SAT를 수행하여 얻은 실험결

과는 모델의 전반적인 거동을 검증하는데 사용되며, 특히 모델의 균열에 

대한 상사성을 만족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는데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또한 SAT에서는 실제의 하중이력에 대한 검증 뿐 아니라 모델이 가

지고 있는 문제점이나 계측기기들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게 한다.

(6) 계측

  적절한 실험결과의 획득을 위해서는 계측의 종류 및 위치선정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적절한 위치의 선정은 계측기의 수를 줄여 계측결과의 정

리 및 분석을 용이하게 하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격납건물 축

소모델에서 계측하여야 할 항목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

다.

  - 모델의 전체적인 수평 및 수직 변위

  - 관통부 등에서의 국부적인 변위

  - 관통부 주변, 벽체, 불연속면 등에서의 라이너의 변형율

  - 관통부 주변, 벽체, 불연속면 등에서의 철근의 변형율

  - 텐돈의 변형율

  - 콘크리트에서의 균열 패턴 및 균열 폭

  - 내부 압력 및 누설율

  - 기타 시험 목적상 필요한 사항

 라. 격납건물 축소모델 실험 및 부재실험에 대한 평가

 

  격납건물의 극한내압 작용 시 파괴모드 및 성능 평가를 위해서는 실제 

격납건물에 가장 근접된 모델을 사용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으

나, 모델이 커짐에 따라 건설기간 및 비용이 크게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신뢰성 있는 실험결과의 획득을 위한 최적의 축소율을 결정하는 것은 매

우 중요하다. 프리스트레스 격납건물은 콘크리트, 철근, 라이너 및 프리



- 204 -

스트레싱 텐돈으로 이루어진 구조물로 격납건물 축소모델의 설계를 위해

서는 전체적인 기하학적 상사성 및 재료 상사성을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

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격납건물은 콘크리트, 철근, 라이너 및 텐돈으

로 이루어진 복합재료로 된 구조물로서 이들의 복합적인 거동특성을 고려

하여 신뢰성 있는 실험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최소한 1/4∼1/6 정도의 모

델이 요구된다. 이러한 모델을 이용한 실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축소모델에 대한 실험보다는 격납건물 

벽체 모델에 대한 실험을 수행하여 철근 콘크리트 부재의 거동에 대한 실

험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이용하여 콘크리트 비선형 거동을 해석할 수 있

는 콘크리트 구성모델 및 해석기법을 개발하여 격납건물의 성능검증체계

를 확립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마. 격납건물 축소모델 해석

(1) 축소모델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격납건물의 1/4 축소모델 실험은 일본의 NUPEC

과 미국의 NRC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미국의 SNL이 수행한 국제공동연구 

과제로서 1997년 1월에 격납건물 축소모델을 건설하기 시작하 고 2000년 

9월에 한계상태 실험(Limit State Test, LST)을 완료하 다. 1/4 축소모

델 격납건물은 그림 3.4-19와 같이 반구형 상부돔, 실린더형 벽체 및 기

초슬래브로 구성되었으며, 돔 및 벽체는 포스트텐션이 도입되었다.  주요 

제원은 표 3.4-10과 같다.

(2) 해석모델

(가) 2차원 축대칭 모델

  격납건물의 형상은 완벽한 축대칭을 이루지는 않지만 모델링의 편의상 

축대칭요소를 사용하여 2차원해석을 수행하 다. 기하학적 비선형성과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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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9. 격납건물의 단면

표 3.4-10. 격납건물의 주요 제원

구   분 제   원

기초슬래브 두께 11'- 5 13/16" (3.5 m)

기초슬래브 직경  47'- 2 7/8" (14.4 m)

격납건물의 내부 직경 35'- 3 1/4" (10.75 m)

격납건물의 내부 높이 52'- 10 13/16" (16.12 m)

격납건물의 벽체 두께 1'- 0 13/16" ( 0.325 m)

돔의 두께 10 13/16" ( 0.275 m)

료적인 비선형성을 고려하 으며 기초슬래브는 들림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여 기초의 하단이 고정된 것으로 하여 해석하 다. 해석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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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으로는 135。의 단면을 모델링하 으며, 해석에 사용된 유한요소모델을 

그림 3.4-20에 나타내었다.

  격납건물의 돔, 벽체, 기초슬래브의 콘크리트 부분을 모델링하는데 축

대칭 평면요소를 사용하 으며 벽체의 두께 방향으로 6개의 요소를 균일

하게 사용하 다. 그림 3.4-20에 도시된 바와 같이 4,474개의 축 대칭 고

체요소로 격납건물의 단면을 이산화하 다. 사용한 요소는 4개의 절점을 

가진 요소(CAX4R)이며 강성행렬을 생성할 때 감차적분과 모래시계모드

(Hour Glassing mode)조절기법을 함께 사용하 다.

  격납건물의 라이너 플레이트를 모델링하는데 막요소를 사용하 다. 전

체 448개의 축대칭 막요소(MAX1)를 사용하 으며 탄성-완전소성거동을 한

다고 가정하 다. 각 절점은 축대칭 평면요소의 절점과 일부 공유하고 있

다. 격납건물에 배근된 철근과 텐돈을 모델링 하는데 REBAR SUBELEMENT를 

사용하 다. rebar의 기하학적 형상이나 재료물성치는 모요소와 독립적이

며 모요소와 완전 부착된 것으로 가정하 다.

(나) 3차원 해석모델

  3차원 해석모델은 개구부가 없는 경우와 개구부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 

고려하 다. 개구부가 없는 경우의 3차원 모델은 모델링의 편의를 위해 

돔정점부에 요소가 집중되는 형태인 X, Z축에 완전히 대칭인 형상으로 모

델링하 다. 따라서 요소의 방향이 텐돈의 방향과 일치하지 않아 돔정점

부에 텐돈이 집중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돔의 정점부분과 기초슬래

브의 중심부분에 가상 개구부(반경 48.2cm)를 만들었다. 그림 3.4-21은 

개구부 없는 3차원 유한요소모델로 1,280개의 절점과 740개의 3차원 고체

요소, 360개의 3차원 막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3.4-22는 개구부가 

있는 3차원 모델로 장비 출입구( EL:4.68m, Az.:324°)와 공기 밸브관( 

EL:4.52m , Az.:62°)을 포함하고 있으며 개구부 주위의 응력집중에 의한 

국부적인 파괴를 방지하기 위해 단면 두께를 증가시켜 보강하 다. 개구

부 없는 3차원 모델과 동일하게 설정하 으며, 1,346개의 절점과 766개의 

3차원 고체요소, 386개의 3차원 막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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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0. 격납건물의 2차원 축대칭 유한요소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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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1. 개구부 없는 3차원 유한요소모델

  

그림 3.4-22. 개구부 있는 3차원 유한요소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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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료모델

(가) 콘크리트

  콘크리트의 파괴기준은 Modified Chen-Chen모델을 사용하 으며, 압축

측과 인장측의 응력-변형률 곡선은 각각 그림 3.4-23과 3.4-24와 같다. 

그림에서 k는 철근비( ρ s)의 함수이고, f' c 는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이다.

kεo

0.2kfc

k εcu

kfc

그림 3.4-23. 압축측 응력-변형률 곡선

                                        

                     σ t = f t(
ε cr
ε t
) c

그림 3.4-24. 인장측 응력-변형률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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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텐돈 

  텐돈의 응력-변형률 관계는 일반 철근과는 달리 압축을 고려하지 않으

며 뚜렷한 항복응력을 나타내지 않는다. 항복이후 인장 응력-변형률 관계

는 Mattock과 Ramberg-Osgood 등이 제안한 것으로 다음과 같다.(그림 

3.4-25 참조)

․ 0.8f pu 이하 : 선형거동하는 것으로 가정한 Mattock의 식.

․ 0.8f pu 이후 : Mattock이 제안한 식  fP=ε pEp[Q+ 1-Q

(1+ε*R) 1/R ]≤f pu 

여기에서,      ε*=
ε pEp
Kfpu

,  Q=
f pu-Kfpy

ε pu-Ep-Kε py

            f py = 강선의 항복응력

             K = 항복응력을 정의하기 위한 극한응력에 대한 상수.

εpy εpu

fpu
Kfpy

fpy

Q  Ep.

Ep

   

그림 3.4-25. 강선의 응력-변형률 곡선      

(다) 라이너 및 철근

  철근과 라이너의 비선형 거동을 나타내기 위해 Von-Mises 파괴기준을 

적용하 다. 인장측과 압축측에서 동일한 응력-변형률 관계를 가지며 본 

연구에서 적용한 모델은 그림 3.4-2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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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εy

fy
fu

그림 3.4-26. 철근의 응력-변형률 관계

(3) 해석결과

(가) 변형형상 

 

  2차원 축대칭 모델과 3차원 모델의 내압의 증가에 따른 변형형상을 300배

로 확대하여 그림 3.4-27∼3.4.2-29에 나타내었다[3.4-2].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해석이 종료되었을 때 2차원과 3차원 모두 벽체 중간부분에서 최대 

변위를 나타내었고 극한내압에 대해 가장 취약한 부분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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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초기긴장력만 작용하는 경우             (b) 1Pd(57psig)

              

       (c) 2.5Pd(142.5psig)                 (d) 극한내압(183psig)

그림 3.4-27. 2차원 축대칭 모델의 변형형상(×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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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초기긴장력만 작용하는 경우                (b) 1Pd(57psig)

       

          (c) 2.5Pd(142.5psig)                 (d) 극한내압(176psig)

그림 3.4-28. 개구부 없는 3차원 모델의 변형형상(×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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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초기긴장력만 작용하는 경우              (b) 1Pd(57psig)

       

          (c) 2.5Pd(142.5psig)                  (d) 극한내압(160psig)

그림 3.4-29. 개구부 있는 3차원 모델의 변형형상(×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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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변위  

  그림 3.4-30은 개구부 없는 3차원 모델의 높이 증가에 따른 반경방향 

변위를 내압 단계별로 나타낸 것이다. 높이가 증가함에 따라 변위가 증가

하 고 벽체의 중간높이에서 가장 큰 변위를 나타냈다.

  그림 3.4-31은 격납건물 벽체의 중간높이(EL.:6.20m)에서 내압의 변화

에 따른 반경방향 변위를 나타낸 것이다. 실험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설

계내압(1Pd=0.39MPa)의 약 1.5배(0.59MPa)와 2.8배(1.09MPa)에서 기울기

가 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기울기의 변화는 프리스트레스가 

상쇄되는 시점이고 두 번째 기울기의 변화는 철근 및 텐돈이 항복하는 시

점으로 판단된다. 해석결과는 2차원과 3차원의 결과가 유사한 경향을 보

이나 실험결과에 비해 강성이 매우 큰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해석시 텐

돈의 프리스트레스를 적용할 때 콘크리트의 수축 및 콘크리트와 텐돈 사

이의 마찰 등에 의한 프리스트레스의 손실을 고려하지 않고 정착손실만을 

고려한 정착후의 프리스트레스를 그대로 적용하 으므로 벽체의 강성이 

크게 나타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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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30. 내압에 따른 반경방향 변위(개구부 없는 3차원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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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격납건물 가동중검사 개선방안

  국내에서 운  중인 원전 격납건물은 고리 1,2 호기를 제외하면 프리스

트레스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있다. 프리스트레스 시스템은 텐돈의 부식방

지를 위해 사용하는 재료에 따라 부착식 및 비부착식으로 구분된다. 한국

형 표준원전 ( 광 3-6호기, 울진 3-6호기) 콘크리트 격납건물은 구리스

와 같은 부식 방지재를 쉬스 내에 주입하는 비부착식 텐돈을 사용하고 있

으나, 월성의 CANDU형 원전 (월성 1-4호기) 및 울진 1,2호기 격납건물은 

부식 방지재로서 시멘트가 사용된 부착식 텐돈을 사용하고 있다. 고리 

3,4호기 및 광 1,2호기는 표준원전과 매우 유사하며 비부착식 텐돈을 

사용하고 있다. 

  프리스트레스 시스템이 도입된 격납건물은 설계 시에 고려된 안전성이 

발전소 수명기간 동안 유지되고 있음을 입증하기 위한 정기적인 가동중검

사 (ISI: Inservice Inspection)가 요구된다. 프리스트레스 격납건물 

(PCCV, Prestressed Concrete Containment Vessel)의 가동중검사는 프리

스트레스 시스템의 유효 텐돈력을 확인하는 텐돈 가동중검사 및 구조건전

성시험 (SIT: Structural Integrity Test)과 압력시험을 통한 격납건물의 

기 성을 입증하는 종합누설률시험 (ILRT: Integrated Leakage Rate 

Test)으로 구분할 수 있다.

  격납건물 텐돈 ISI는 부착식과 비부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비부착식 

텐돈의 가동중검사는 유효 텐돈력(Lift-off Force)을 직접 측정하며 초기

에는 가동 후 1,3,5년에 실시하나 그 이후에는 매 5년마다 실시한다. 이

에 반해 부착식 텐돈의 가동중검사는 격납건물 콘크리트 내에 구 설치

된 센서로부터 유효 텐돈력을 직접 확인하거나 또는 압력시험 (SIT)을 실

시하여 구조물의 변위 등을 측정하여 텐돈력을 평가한다. 월성 원전의 경

우에는 격납건물과 동일한 재료로 제작되고 동일한 환경조건에 노출된 

test beam을 이용하여 매 5년마다 텐돈의 건전성을 평가한다. 

  격납건물 SIT는 비부착식 텐돈이 사용된 경우에는 건설 종료 후 1회만 

실시된다. 부착식 텐돈이 사용된 울진 1,2호기의 경우에는 매 10년마다 

수행된다. SIT는 설계기준 사고를 가상하여 설계압력의 1.15배까지 가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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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격납건물 ILRT는 매 5년마다 수행되며 SIT와 병행해서 수행된다.  

  국내 원전 격납건물에 대한 가동중검사는 관련 요건 및 절차서에 따라 

수행되어 왔다. 그러나,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오랜 경험, 새로운 기술 

및 규제개념의 발전, 수명연장 추세 및 20여 년 이상의 국내 경험은 이제

까지 사용하여 왔던 ISI절차서의 개선을 필요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는 텐돈 ISI 및 SIT 에 관한 개선방안을 연구하 다 [3.4-9∼3.4-12]. 

가. 비부착식 텐돈 가동중검사 개선방안 

  우리나라의 표준원전, 고리 3.4호기 및 광 1.2호기 격납건물에서 채

택하고 있는 비부착식 (Ungrouted) 텐돈 시스템의 가동중검사 경험을 바

탕으로 하여 이에 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 다. 이는 

노후도 증가 및 향후 예상되는 수명연장 및 주기적 안전성검토 등과 관련

하여 격납건물의 이력 및 성능을 좀더 정 하게 평가하고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텐돈 ISI 과정별 주요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3.4- 

12]. 

 

(1) 최초기록

항목 문제점 개선방안

재료시험 성과의 

확인

시공계약에 포함된 재료

시험 성과에 대한 관리

시공 시방서에 명시된 재료

시험의 성과를 공인검사 기관

에서 관리

초기기록의 확인
시공자에 의한 초기기록

의 품질관리

시공자가 생산하는 초기기록

을 공인검사 기관에서 확인

검사장비에 관한 

유지보수/사용 

지침서

검사장비의 유지보수/사

용 지침서 및 소모자재

의 확보

포스트텐션닝 시스템 구매시

방서에 검사장비의 유지보수/

사용 지침서 및 소모자재를 

명시하여 발주자가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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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동중검사 준비

항목 문제점 개선방안

텐돈의 검사시기

제1격납건물의 응력검사 

시기가 Reg. Guide 1.35 

의 그림.1과 ASME IWL- 

2421이 상이

ASME의 요구사항을 따름

텐돈 손실량 

계산 절차

 -초기손실량

초기손실 계산에 사용되

는 초기정착력 산출시 

앵커 slip, 마찰손실계

수 고려 불명확

초기정착력 산출시 앵커 slip 

및 실제 마찰손실계수 고려. 

탄성수축손실 계산시 개별 텐

돈값 사용
텐돈 손실량 

계산 절차

 -건조수축 손실

프리스트레스 도입시기 

및 가동중검사 시기의 

습도차이 불고려

습도차이 고려

텐돈 손실량 

계산 절차

 -크리이프 손실

온도 및 습도를 불고려 

하 으며, Hansen 모델 

사용

온도 및 습도 고려하고 CEB-

FIP모델 또는 KCI 모델을 적용

텐돈 손실량 계

산 절차

 -온도 향

계절적 온도 및 국부적 

온도차이 불고려

계절적 온도 및 국부적 옫도

차이 고려

손실량 계산에 

사용되는 계수의 

확정

손실량 계산에 사용되는 

각종 계수들에 대한 검

증이 필요

전문 시험기관에 의한 실험결

과 사용

허용범위 산정
각 계수들에 대한 불확

실성 범위 고려 필요

각 변수들의 오차 또는 불확실

성 범위 고려

(3) 검사 장비 유지보수

항목 문제점 개선방안

노후장비의 수리
노후장비로 인한 계측 

결과 불확실

노후장비 수리에 관한 지침서

를 구매시방에 명시하여 확보

인장장비의 부품 

교체

인장재크의 소모부품의 

마모 (Pulling Wedge등)

인장장비 구매에 포함하여 

확보 및 적기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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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동중검사

항목 문제점 개선방안

검교정의 오차 

누적

간접적인 검교정 방법 

채택 시 오차 누적 우려

인장재크 검교정 시 가능한 한

직접적 방법 사용

측정의 부적절한 

환경

측정장비의 사용환경이 

제작자의 시방을 벗어난 

때에는 부정확성 우려

장비제작자로부터 사용환경에 

대한 시방을 확보

계속검사
시간 경과에 따른 텐돈

손실량의 경향평가 필요

검사 및 평가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전문기관에 장기 계약 

  위의 개선방안 중 2)항의 텐돈 손실량 계산절차에서 탄성손실을 제외하

면 크리이프 및 건조수축에 의한 손실이 전체 손실의 약 80%에 달한다. 

표준 원전의 경우 크리이프 손실 계산 시에 콘크리트 배합, 콘크리트 타

설 및 텐돈 긴장 기간을 고려하 지만 온도 및 습도는 고려하지 못하

다. 또한 RG에서 추천한 Hansen 모델을 사용하 으나 이 모델은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림 3.4-34는 일본에서 실측한 격납건물의 재령에 따른 변형도 측정결

과와 몇 가지 크리이프 예측 모델의 비교 결과를 보인다. 그림에서 

CEB-FIP 모델이 실측결과와 가장 잘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ACI 식은 

유효 재령 약 1500일 이후부터는 크리이프 량이 일정하며 크리이프 손실

량을 과소 평가함을 알 수 있다. 크리이프에 향을 주는 인자는 강도, 

재령, 물시멘트 비, 시멘트 종류, 골재, 온도, 습도 등 매우 다양하다. 

CEB-FIP 모델은 이들 인자를 대부분 고려한다.

나. 격납건물 구조건전성시험 (SIT) 개선방안

  부착식 텐돈이 사용된 격납건물의 구조적 상태를 점검하는 방법은 1) 

콘크리트 내의 단면에서 텐돈력의 크기를 확인하는 방법과 2) 압력시험을 

실시하여 압력 하에서의 거동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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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4-34. 크리이프 예측모델의 비교

  텐돈력 측정에 의한 가동중검사에서 격납건물의 텐돈력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적절히 조합하여 평가할 수 있다. 

  - 텐돈 인장변형률 측정

  - 격납건물 단면에 설치한 변형율 및 응력 측정기의 계측값으로부터 단

면의 유효 프리스트레스력 평가

  SIT로 대표되는 압력시험 하의 변형측정에 의한 가동중검사에서는 설계

개념에 따른 탄성응답을 평가한다. 텐돈력과 구조물의 탄성응답간의 관계

는 민감하지 않고 직접적이지 않기 때문에 각 단면에 작용하는 프리스트

레스 크기를 측정하는데 사용될 수는 없다. 그러나, 최초 SIT 시에 측정

된 변형과 가동중 수행된 SIT의 조건 및 변형을 비교함으로써 구조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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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유지상태를 평가할 수 있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제까지의 SIT 수행경험을 토대로 오류 발생 빈도 및 

가능성이 큰 다음의 7개 항목에 대해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하 다 [3.4-12].

  - 조직/인적 요소 및 건설공정   

  - 계측기 선정 및 자료 수집 체계

  - 계측기의 설치

  - 장비 및 계측기의 노후화

  - 미소 변형 및 변위 발생부 측정 방법

  - 계측기 교정 및 scale factor 산정

  - 전산 운 체계

  각 항목별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목 문제점 개선방안

조직/인적 요소 

및 건설공정

전문 인력/조직의 및 충

분한 시험공기 미확보

전문 조직 또는 기관에 의

한 시험 관리

계측기 선정 및 

자료 수집체계

구 매설 및 임시 계측

기의 오작동, 부정확성, 

수동작업

적합한 계측기 종류, 수량 

확보 및 자동화/전산화

계측기의 설치 설치 오류 및 점검 절차서화

장비 및 계측기의

노후화

노후화로 인한 자료의 

신뢰성

주기적 점검 및 교체, 보조 

계측

미소 변위 발생부 

측정
측정 방법 및 판정

측정방법 개선 및 정  

해석

계측기 교정 및 

Scale fator 산정

교정 범위 및 자료 처리

의 신뢰성
정  교정 및 통계처리

전산 운 체제 운 체계 노후 및 수동화
운 체계 자동화 및 실시간 

처리



- 224 -

  위의 계측기의 설치와 관련하여 구 매설된 계측기의 일부가 작동이 

불량하거나, 임시로 설치되는 계측기가 부실하게 설치되거나 또는 계측기 

설치 후 충분한 안정화 시간을 확보하지 못한 사례가 있다. 일부 원전의 

경우 작업자의 실수에 의한 오류가 발생한 사례가 있다. 그림 3.4-35는 

격납건물 변위 측정을 위한 계측기 (LVDT)의 설치 상황 예를 보인다.

 

그림 3.4-35. 장비 출입구 주변 계측용 LVDT 설치상태

  구 매설된 오작동 계측기의 교체는 불가능하며 이로 인한 계측자료의 

부족은 다른 방법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계측기의 설치 부실로 인한 1) 

계측기 S/N비와 자료수집계통 (DAS)의 S/N비의 불일치, 2) 시험 중 계측

기 탈락, 3) invar wire의 꼬임, 풀림 및 인접물과의 간섭 및 계측기의 

안정화 미비로 인한 계측 오류는 건전성 판단에 중요한 향을 미치며 해

석치와 측정치가 불일치할 경우 원인규명이 매우 어렵다. 또한 응력이 급

격히 변하는 부위에서의 설치 위치의 오류는 구조거동을 평가하는데 오류

를 가져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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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및 대외기여도

제1절 목표 달성도

  격납건물 안전성 향상을 위한 당초의 단계 연구목표인 안전성평가 요소

기술 개발 및 성능평가 기본자료 확보를 충분히 달성하 다고 평가된다. 

개발된 요소기술은 내진성 평가, 열화 조사/탐지/평가, 장기거동 예측 및 

해석, 성능 검증 등 4가지 분야와 관련된 기술로서, 열화 관리코드인 

SLMS (Structure Life Management System), 격납건물 비선형 구조해석 코

드인 NUCAS (Nuclear Containment Analysis System) 등과 열화 조사/탐지

/평가 지침 등 다수의 지침이 개발되었다. 성능평가 기본 자료로서는 격

납건물 콘크리트 등 각종 실험자료, 광 3호기 격납건물 열화 DB, 격납

건물 지진응답 DB, 구조거동 실험자료 등 다양한 자료들이 확보되었다. 

세부 항목별 목표 달성도를 3절에서 기술하 다.

  본 연구의 성과를 24편 (국내 18, 국외 6)의 전문학술지에 발표하 고, 

83편 (국내 66, 국외 17)의 학술회의에 발표하 다. 또한 특허 출원 및 

등록 4건, 프로그램 등록 6건의 성과를 보 다.

제2절 대외 기여도

  연구결과의 활용성 면에서 본 연구는 안전 규제 및 운 과 관련된 중요

한 자료를 제공하 다. 즉, 격납건물 구성 재료에 대한 다양한 열화 실험

결과, 격납건물 모델 실험 및 해석 결과, 국내 지진 특성 규명, 구조해석 

코드 등은 규제지침 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 열화 조사/탐지/평가 지침, 

열화 DB 코드, 지진취약도 분석 지침 등은 현장 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이 밖에 콘크리트의 열화모델, 지진취약도 분석 지침, 

내진해석 지침 등 본 연구의 결과는 타 일반산업에 대부분 활용할 수 있

다. 

  기술력 확보 및 학문적인 면에서 콘크리트의 환경열화 실험 등은 세계

적으로 앞선 연구로서 향후 이 분야의 기술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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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 다. 또한, 국내 계기지진의 공학적 특성 분석은 국내 최초로 이루

어 졌으며 지진공학계의 관련 연구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하 고 향후 국내 

고유의 지반응답 스펙트럼 개발에 필요한 자료를 제시하 다. 철근콘크리

트 부재 및 시편에 대한 인장거동 실험을 통하여 취약한 국내 실험기술 

및 해석 및 설계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 다. 

  국민이해 측면에서 본 연구는 향후 예상되거나 현안으로 대두된 문제점

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을 사전에 연구개발을 통하여 개발하고 대비함으로

써 원자력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

한 국제사회에서 원자력 안전에 관한 우리나라의 위상을 제고하는데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3절 세부 항목별 목표 달성도

  각 연구 항목별 세부 목표 달성도를 구분하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세부

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적

가중치

(%)

목표 

달성도

(%)

주요

결과물

지반-구

조물상

호작용 

해석기

술

(선진국 

 대비 

 90%

 이상)

-지진계측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국제

 공동연구인 대만 화련 대형내진시험에 

 참가하여 약 7000 개의 지진계측자료

 가 수록된 D/B 구축

-대만 화련 대형 내진시험모델을 대상

 으로 3 차원 유한요소모델 및 집중질

 량모델을 작성하여 Chi-Chi 지진 등 

 최근에 대만에서 발생한 대규모 지진 

 을 입력하여 자유장 해석, 입력운동의 

 공간적 변동 향, 지반의 1 차 비선  

 형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SSI 해석  

 결과의 신뢰성을 개선

-신뢰성이 검증된 SASSI 프로그램을 대

 상으로 관련 분야의 기술자가 쉽게 접

 근 및 활용이 가능하도록 예제를 포함 

 한 해석지침서를 작성

7 100 

-지진

 응답 

 계측

 자료

 D/B 

-SSI 

 해석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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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적

가중치

(%)

목표 

달성도

(%)

주요

결과물

내진여

유 도 

평 가 

기술

(선진

 국 

 대비 

 80%

 이상)

- 내진여유도 평가의 일반적인 방법론 

과 실제 적용사례를 NRC, EPRI 및 

국내 보고서의  분석을 통하여 내진 

여유도 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지침서 

를 작성

-신규원전 및 가동중 원전의 최적 내진

여유도 평가모델을 선정하 음. 

-격납건물을 비롯한 원전 주요 구조물 

및 기기의 지진취약도 분석에 최신 기

술을 반 한 지진취약도 분석 기술 확

립 및 지침서 작성

- 지진취약도 분석기준 지진 평가

7 100

- 지진  

 취약

 도   

 분석

 지침

-내진  

 여유

 도   

 평가 

 지침

한반도

의

지진원

변수값 

도출

( 응 력

강 하 ,  

κ ,전단

파 속 

등 포

함)

-한국자원연구소,기상청,전력연구원, 

원자력안전기술원 등의 지진관측망 

 운 기관으로부터 디지털 지진자료 

 217개를 입수.분석하고 진원요소들을 

결정함. 지진자료를 이용하여 경상분

지의 코너 주파수(fc),스펙트럼 감쇄

인자(κ), 응력강하(Δσ) 값 등을 예비 

선정함. 인공 지진동 작성코드를 이

용하여 선정된 지진원 변수값에 의한 

지진동 결과와 실제 계기지진과 비

교.분석함으로써 선정한 지진원 변수

값을 검증

* ‘99년 (1차년) 수행 후 연구 중지됨

 (KINS의 원전부지 지진안전성 평가기

술 개발과제 및 자원연의 지진재해 

대응 기술개발 과제의 재기획과 연

계. 중복성 배제)

6 100 

-보고  

 서 및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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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적

가중치

(%)

목표 

달성도

(%)

주요

결과물

격납건

물 DB 

구축 

( 광 3 

호기의

설계, 

시공, 

보수, 

검사 

자료 

포함)

 

-원전 격납건물에 대한 각종 자료수집 

및 분석을 통하여 시스템의 기본화

면, 일반사항 D/B, 설계‧자재‧시공‧

열화‧점검정보의 5개 Sub-D/B 프로그

램, 열화 관리구역 선정, 열화자료 

관리 기술 개발, 자료획득 절차수립 

등을 완료

- 광 3호기 격납건물에 대한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단계의 각종 안전

성 및 수명관리 관련 자료로서 설계‧

자재‧시공‧열화‧점검정보의 5개 DB를 

구축하 으며, 향후 다른 Type의 국

내 모든 원전에 확장 적용이 가능하

도록 개발

15 100

 

-격납

 건물

 열화  

 관리

 코드

 SLMS

-열화

 관리

 절차

 서

- 광

3호기

 열화 

 DB 

 

격납건

물열화

모델 

개발 

(콘크

리 트 ,

철 근 , 

라이너

, 텐 돈 

등 4개 

재료)

-염해,황산염,중성화에 의한 단일열화 

메커니즘 분석

-염해,황산염,중성화 단일열화 메커니

즘을 위한 기초 실험자료

-염해+황산염 및 염해+중성화에 의한 

복합열화 메커니즘 분석 및 응용을 

위한 기초 실험자료

-2중 및 3중 복합열화 메커니즘 분석

-동결융해와 염해의 상호 향 분석

-염해에 의한 알칼리-골재 반응 향 

분석

-단일,2중 및 3중 복합열화 조건 하에

서 콘크리트 구조물의 열화모델

-강재 손상과정 분석

-강재부식 실험 및 열화모델: 철근, 

라이너플레이트, 프리스트레스 텐돈

-원전격납구조물의 건전성 평가방법

15 100

-보고

 서

 및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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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적

가중치

(%)

목표 

달성도

(%)

주요

결과물

열화조

사 / 탐

지 / 평

가기술

( 선 진

국대비

80%

이상)

 

-다양한 시편에 대해 비파괴 철근탐지 

및 부식도 평가 기법(전자유도법, 방

사선법, 자기법, 전자파법)의 현장 

적용성을 평가. 콘크리트 강도, 균열 

및 내부결함 평가의 한계성 분석과 

이를 기초로 조합법에 의한 측정 신

뢰도 향상 및 비파괴 계측 데이터 분

석 기술을 개발하고 충격 반향-표면

파 기법을 이용한 콘크리트 내부결함 

탐사 기법을 개발. 현장 적용을 위해 

대상 비파괴 기법별 기술 지침서(강

도, 균열 내부결함, 철근탐지 및 부

식)를 작성

-격납건물 에폭시라이너의 열화가능인

자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강재 및 

에폭시도료의 정량적 열화 평가방법

을 수립. 평가실험 항목으로 임피던

스에 의한 분석, 화학적 분석, 열 중

량 분석, 부착성능을 고려. 실험 데

이터간 상관성 분석을 통해 정량적 

열화 기술 기준을 수립함으로써 현장 

적용 점검절차를 개발

- 광 3,4호기 격납건물을 대상으로 

비파괴검사 및 정 검사를 통한 격납

건물의 경년열화 상태를 파악 및 열

화도 작성. 현 경년상태를 적용한 

 구조성능 평가를 수행

17
100

 

- 콘크

리트

 열화 

 조사

/탐지

/평가 

 지침

-에폭

 시라

 이너 

 열화

조사 /

탐지 / 

평가

지침

-현장

 적용

 기술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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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적

가중치

(%)

목표 

달성도

(%)

주요

결과물

격납건

물

비선형

해석기

술 (선

진국대

비 90% 

이상)

 

 

-철근콘크리트 재료에 대한 특성을 분

석함. 이를 바탕으로 격납건물해석에 

적합한 균열전의 콘크리트 재료모델, 

콘크리트의 파괴기준, 철근콘크리트

의 인장강성모델, 철근콘크리트의 전

단전달모델을 도입하고 컴퓨터 코드

화함 

-횡전단의 효과를 고려하기 위한 기법 

도입 및 가변형도법을 도입하여 쉘요

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의 발산을 

방지함

-9절점 쉘요소를 개발하고 컴퓨터 코

드화함. 

-기하학적 및 재료적 비선형성에 의해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발생하는 

정점거동을 추적하기 위하여 호장법

을 적용함

-개발된 쉘요소와 연구용 코드 FEAP의 

라이브래리를 이용하여 NUCAS개발.

-Benchmark Test Suite를 제시하고 이

를 통하여 프로그램을 검증

-NUCAS 코드에 적용할 1축, 2축 강도 

모델 및 인장연화모델을 실제 국내 

격납건물에 사용되는 재료를 사용하

여 실험을 통하여 개발. 응력-변형률 

응답특성을 통해 콘크리트 파괴거동

분석수행 및 파괴모드 제시

-국내 최초의 대형직접인장연화시험을 

수행하여 완전한 하중-CMOD 곡선을 

규명. 하중-CMOD 곡선으로부터 강도 

및 골재치수에 따른 파괴에너지(GF)를 

산정 하 고, 최적 인장연화모델을 

제시

22

 

100

 

 

 

-NUCAS

 코드

-사용

 자/

 검증

 매뉴

 얼

-보고

 서

 및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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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적

가중치

(%)

목표 

달성도

(%)

주요

결과물

격납건

물성능

검증

기술

-격납건물 벽체 축소모델 예비해석 및 

축소모델 결정: 시험체의 변수(크기, 

철근량, 피복두께, 인장하중 등) 결

정. 2차원 및 3차원 해석

-벽체 축소모델, 실험장치 설계 및 제

작. 시편 23개 제작. 강재 프레임 

(4.3 x 4.3 x 0.6m) 및 가력장치 제

작

-벽체 파괴거동 실험 및 해석: 균열거

동 및 구성방정 식 도출

-격납건물 1/4축소모델 해석 및 실험: 

SNL의 실험결과 확보. ABAQUS 코드를 

이용한 2차원, 3차원 비선형 해석 수

행. 해석결과 및 실험 결과 비교. 해

석방법의 신뢰성 검증

-격납건물 ISI관련 개선방안 연구: 텐

돈 ISI 및 SIT 절차서 분석. 최근의 

기술동향을 반 한 개선방안 도출

11 100

-실험

 보고

 서

-보고

 서

 및 

 논문

총계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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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계획

  본 연구개발을 통해 확보한 기술, 평가 도구 및 자료의 1차적인 활용

계획은 다음과 같다. 

제1절 내진안전성 평가기술

  지반-구조물 상호작용 (SSI, Soil Structure Interaction) 해석 지침

서는 연약지반에 건설 예정인 원전 후속기의 내진성 평가에 사용될 수 

있다. 또한, 격납건물의 지진응답 DB는 향후 이 분야의 기술개발에 활용

될 예정이다. 

  국내 미소지진의 지진원 특성 및 지반 응답스펙트럼 특성은 주기적 안

전성평가 (PSR) 및 확률론적 안전성평가 (PSA) 시 적용가능하며 우리나라

의 지진특성을 고려함으로써 현실적인 안전성평가가 가능하다. 즉, 이제

까지는 미국 서부의 지진특성을 평가에 사용함으로써 불확실성이 컸다. 

또한 이들 결과는 추후 우리나라의 지진특성이 반 된 표준 지반응답 스

펙트럼 또는 부지고유 스펙트럼의 개발에 이용 가능하다. 본 연구결과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진안전성평가 기반기술개발과제에 활용할 수 있다. 

  지진취약도분석 및 내진여유도평가 지침은 가동중인 원전의 PSR, PSA 

수행 시 적용할 수 있다.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일부 기술을 개

선하 기 때문에 합리적인 평가가 가능하다. 또한 미해결안전성문제 (USI 

A-46) 해결을 위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 

제2절 격납건물 열화 평가기술

  격납건물 열화 모델, 열화 관리코드 SLMS 및 열화 조사/탐지/평가 지침 

등은 고리 3,4호기 및 광 1,2호기의 PSR에 사용 가능하다. SLMS코드는 

각 발전소에 설치하여 운 할 계획이며, 열화 조사/탐지/평가 지침은 현

장에 제공하여 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콘크리트 결함탐

사에 있어 Signal Processing 기법을 이용함으로써 데이터의 신뢰도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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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비파괴검사 장비의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열화 관련 본 

연구결과는 중대사고 시 극한내압능력 평가, 비상조치 계획 수립 등에 활

용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수명연장 및 유지보수 등 격납건물의 수명관

리 시스템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격납건물의 설계 및 가동중검사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제3절 격납건물 장기거동 예측 및 해석 기술 

  비선형 구조해석 코드 NUCAS 및 재료모델은 중대사고 시 격납건물의 내

압능력과 파괴모드를 예측하는데 활용 가능하다. 즉, 개선된 재료모델 및

쉘요소 등 해석 기술은 격납건물의 정확한 비선형 거동해석, 인장강성 평

가, 균열 후 거동 평가 등에 활용할 수 있다. 향후 텐돈 모델, 재료의 열

화 모델, 확률론적 해석 및 동적해석 등의 기능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격

납건물 해석코드 개발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 코드는 최종적으로 안전성

평가 및 수명연장에 활용할 수 있다. 

제4절 격납건물 성능 검증기술

  벽체 축소모델에 대한 실험결과, 미국 NRC 및 일본 NUPEC의 격납건물 

축소모델에 대한 실험결과 등은 향후 NUCAS 코드 개발, 격납건물의 파괴

거동 평가, 극한내압능력 평가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들 모델에 대한 

실험 및 해석 결과는 향후 파괴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 중대사고 시 격납

건물의 건전성 평가 등의 기초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다. 격납건물 가동중

검사 기술개선방안은 현행 절차서를 개선하는데 활용할 계획이다.  

  본 연구결과는 화력발전소, 교량, LNG 탱크, 정유시설 등 사회 기반시

설의 내진성 및 열화 평가, 안전진단, 수명연장 및 관리 등에 활용 가능

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내진성 평가, 수명

관리 도구 및 자료를 이용하면 구조물의 적절한 관리 및 유지보수가 가능

하며, 안전성 및 가동율 향상으로 전력생산 원가 저감, 수명연장 가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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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투자비를 절감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는 현재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월성 원전의 내진 

안전성 문제, 구조물의 노화 문제 등의 해결에 활용할 수 있다. 즉, 국내 

실정을 고려한 각종 자료를 확보하고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관리시스템을 

개발.확보함으로써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평가가 가능하게 되었다. 따라

서,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

다. 또한, 본 연구에서 개발된 기술은 선진기술로서 그 결과는 일반 산업

시설에 적용될 수 있어 그 파급효과가 크며 기술개발 효과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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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ed. Techniques for investigation, detection, and evaluation of aging were 

developed. In the area of prediction of long-term behavior and analysis of a 

containment building, we developed a non-linear structural analysis code 

NUCAS and material models. In the area of performance verification of a 

containment building, we analyzed the crack behavior of a containment wall 

and the behavior of the containment under internal pressure. We also improved 

the ISI methods for prestressed contai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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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ainment building, earthquake characteristics, seis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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