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AERI/TR-3475/2007

하나로 신규 침니내부지지대의 

구조건전성 평가

Structural Integrity Evaluation of a New In-Chimney Bracket 
for HANARO



제 출 문

한국원자력연구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2007년도 하나로운영 “연구로계통관리” 과제의 “하나로 신규 

침니내부지지대의 구조건전성 평가”에 대한 기술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제목 : 하나로 신규 침니내부지지대의 구조건전성 평가 

      (Structural Integrity Evaluation of a New In-chimney Bracket  

       for HANARO)

    2007년 12월

     주 저 자  :  류 정 수 (하나로운영센터)

            공 저 자  :  조 영 갑 (하나로운영센터)
 
                  :  이 중 희 (하나로운영센터)

                  :  신 진 원 (하나로이용기술개발센터)

                  :  정 환 성 (하나로운영센터)

                  :  서 춘 교 (하나로운영센터)



- i -

요  약  문

하나로에는 노심 중앙부에 육각형 유동관이 설치된 3개의 조사시험용 조사공(CT, IR1 및 

IR2)이 있으며, 외부 노심에는 원통형 유동관이 설치된 4개의 조사공 (OR3 ~ OR6)이 확보

되어 있다. 이들 조사시험공은 핵연료나 재료의 노내 조사시험과 방사선 동위원소 생산에 

활용되고 있다. 시험용 시료의 노내 조사시험에는 계장설비가 부착되지 않은 무계장 조사 

시험설비와 계장 설비가 설치된 조사 시험설비가 이용된다. 무계장 조사시험설비는 유체 유

동에 의한 영향이 크지 않으나 계장 조사시험설비는 계장용 전선을 보호하기 위한 안내관의 

영향으로 유체유동과 지진하중에 의한 진동이 크게 발생될 소지가 있다. 이를 억제하기 위

한 방편으로서 침니내부지지대가 설계되었다. 이와 같이 침니내부지지대는 조사시험을 위한 

조사 설비의 보조 지지구조물로서 조사공 CT/IR을 이용하는 계장 조사시험설비의 경우는 

원자로 조사공 스파이더(spider)와 원자로수조 벽에 설치된 로보트팔 사이의 안내관 중간부

분을 수평방향으로 추가 고정하는 역할을 하며, 조사공 OR을 이용하는 시험설비의 경우는 

안내관의 상부를 고정할 수 있는 지지대를 제공함으로써 유체유발진동과 지진하중에 대한 

동적거동을 감소시켜 조사시험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원자로 침니상단 아래 60 cm 
지점(thermosiphoning opening)에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신규 침니내부지지대는 노내조사시험

설비에서 IR1을 사용하게 되므로 CT/IR2만을 이용하는 계장캡슐 안내관의 동적거동을 감소

시킬 수 있도록 CT/IR Clamp를 설계 변경하였다. 이를 위하여 변경된 침니내부지지대에 대

한 수중상태의 ANSYS 구조해석 모델을 작성하고 이의 동특성을 분석한 뒤에 OBE와 SSE 
설계기준 지진하중에 대한 구조물 지진응답해석을 수행하였다. 침니내부지지대가 설치되는 

경우, 지진응답해석 결과로부터 구한 동적거동이 크게 억제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신규 침

니내부지지대를 설치하여 원자로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고, 지진응답해석에서 구

한 발생 응력들은 ASME 코드에 규정된 허용응력 이내에 있었으며 피로 제한값을 만족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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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ANARO has three hexagonal irradiation holes (CT, IR1 and IR2) in the central region of the 
core while four circular irradiation holes (OR3 ~ OR6) in the outer core. The holes are being 
utilized to irradiate test target for the purpose of investigating the material properties in the core 
and producing the radioisotope. There exist two types of irradiation facilities: uninstrumented or 
instrumented. The uninstrumented irradiation facility is little influenced by the coolant flow. But 
the dynamic behavior by the flow-induced vibration (FIV) and seismic loads is expected to 
largely occur in case of the instrumented test facility due to the long guide tube to protect the 
instrumentation cables. To suppress this dynamic behavior of the facility, the in-chimney bracket 
was designed. As a supplementary supporting structure for irradiation facility, this bracket will 
hold guide tubes whose holding position of the instrumented facility in CT or IR is the middle 
part of the guide tube between the hole spider and the robot arm already provided in the reactor 
pool liner. On the while, the bracket will grip the upper part of the guide tube when it is 
applied to hold the instrumented facility loaded in OR sites. Therefore it is believed that the 
irradiation test can be successfully conducted since this bracket can reduce the FIV and dynamic 
response to seismic load as well. The installation position of the bracket is 60 cm below from 
the top of the chimney, i.e., thermosiphoning opening position. In new in-chimney bracket, IR1 
is reserved for IPS(In-Pile Section) so only CT/IR2 guide tubes are supported by CT/IR clamp 
units and the shape of in-chimney bracket is redesigned. For evaluating the structural integrity on 
the new in-chimney bracket and related reactor structures, ANSYS finite element analysis model 
is developed and the dynamic characteristics are analyzed. The seismic response analyses of new 
in-chimney bracket and related reactor structures of HANARO under the design earthquake 
response spectrum loads of OBE and SSE are performed. The analysis results show that the 
stress values for main points on the reactor structures and the new in-chimney bracket for 
seismic loads are within the ASME Code limits. It is also confirmed that the fatigue usage 
factor is much less than 1.0. Therefore any damage on structural integrity is not expected when 
a new in-chimney bracket is installed in the upper part of the reactor chim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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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하나로의 노심에는 재료조사시험 및 핵연료 시험용으로 CT, IR1 및 IR2에 육각형 조사공 3
군데와 OR3～OR6 등 원통형 조사공 4곳이 확보되어 있다. 이 조사시험공들은 핵연료나 재료

의 노내 조사시험과 방사선 동위원소 생산에 활용되고 있다. 시험용 시료의 노내 조사시험에

는 계측기가 부착되어 있지 않는 무계장 조사시험과 중성자계측기, 열전대(thermocouple) 등 

각종 계측기가 부착되고, 이를 노심상부의 계측계통과 연결시켜주는 복잡한 계측선 뭉치와 이

것을 보호해주기 위한 안내관(guide tube)이 조사시험물의 상부에 연결되어 있는 계장 조사시

험이 있다. 이들 조사시험물의 설계에는 하나로 핵연료를 기준으로 압력강하와 진동에 대한 

기준이 만족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특히, 계장 조사시험시에는 조사시험물의 상부에 설치된 

안내관의 영향으로 진동특성이 크게 변하게 되며, 이를 보호하고 지지하기 위한 구조물인 로

보트팔(robot arm)과 고정장치가 이미 원자로 수조벽에 설치되어 있다. 계장형 시험은 계장캡

슐을 이용한 재료조사시험, 높은 선출력에서 계장형 시험다발, 핵연료(DUPIC, 신형, 미래형), 
fission moly 표적연료 조사시험 등이 있다.

조사공 CT/IR에 장전하는 재료조사시험용 계장캡슐은 원자로 유동관 스파이더와 원자로 

건물에 설치된 로보트팔에 의해 구조적으로 지지되어 있다. 과거 계장 캡슐관련 구조물과 

안내관 (외경 34mm, 두께 1.65mm), 로보트팔 및 고정장치 등에 대하여 내진해석 및 진동시

험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들은 인허가 기관의 승인을 받은 바 있다[1, 2]. 그러나 조사공 OR
에 설치될 핵연료 조사시험설비와 fission moly 표적연료 설비의 경우는 계장캡슐 로보트팔

의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원자로 침니 상부에 지지할 수 있는 지지대가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조사공 OR을 사용하는 계장시험설비 안내관의 구조적 지지대 역할을 하면서, 조사

공 CT/IR을 이용하는 조사시험설비 안내관의 동적거동을 더욱더 감소시킬 수 있도록 그림 

1과 같은 침니내부지지대 (in-chimney bracket)를 고안하였다.

침니내부지지대는 조사시험을 위한 보조 지지구조물로서 조사공 CT/IR을 이용하는 계장

시험의 경우에는 원자로 조사공 스파이더(spider)와 원자로수조 벽에 설치된 계장캡슐 로보

트팔 사이 안내관 중간부분을 수평방향으로 추가 고정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 지지대

는 조사공 OR을 이용하는 계장시험의 경우에 안내관의 상부를 고정할 수 있는 지지대 역할

을 한다. 이들 계장형 조사시험을 수행할 시에 유체유발진동과 지진하중에 대한 동적거동을 

감소시켜 조사시험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침니내부지지대를 원자로 침니상단 아래 

60cm 지점에 thermosiphoning opening을 이용하여 설치하고자 한다.

침니내부지지대는 원자로 냉각계통이나 원자로 정지에 주는 영향이 전혀 없으므로, 통상 

설계 등급상 안전등급 NNS, 내진범주 II급 및 품질등급 T급으로 분류한다. 보수적으로 내진

범주 I급에 적용하는 SSE와 OBE 지진하중에 대하여 침니내부지지대를 포함한 원자로구조

물에 대한 내진해석을 수행하고 구조건전성을 평가한 바 있다[3]. 그러나 노내조사시험설비

(IPS) 설치로 IR1을 사용하게 되므로 침니내부지지대의 구조 중에서 CT/IR2만을 이용하는 

CT/IR clamp의 설계를 변경하여 계장캡슐 안내관의 동적거동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내진해석 과정에서 조사공 CT/IR을 이용하는 계장시험설비 중 계장캡슐과 관련구조물에 대

해서는 이미 인허가기관의 승인을 받았으므로[2], 신규 침니내부지지대 및 이를 포함한 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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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구조물에 대해서만 구조건전성을 평가한다.

그림 1과 그림 2에 나타난 바, 조사공 CT/IR과 조사공 OR에 장전되는 안내관을 잡아주는 

침니내부지지대가 원자로 침니 상단에 설치되어 있으므로 원자로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평가하고자 한다. 이 평가를 위해 수중상태의 침니내부지지대 관련 구조물에 대한 유

한요소 모델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동특성을 분석한 뒤 SSE와 OBE 설계기준 지진하중에 

대한 원자로 구조물의 지진응답해석을 수행하였다.

본 해석조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지진응답해석 모델에 대한 입력자료를 파악하고, 신규 침

니내부지지대에 대한 2차원 설계도를 기준으로 3차원 모델(solid elements)을 작성하였다. 이 

3차원 모델은 각 부품의 질량을 계산하고 경계조건 및 재료특성 등 구조 동특성 및 지진응

답해석을 위한 유한요소해석 입력자료 생성을 위해 이용되었다. 작성된 입력자료를 이용하

여 ANSYS 10.0 프로그램[4]으로 구조물에 대한 동특성을 분석하고, 최종 내진해석모델을 작

성하였다. 지진하중으로는 보수적으로 로보트팔과 원자로구조물 하단(수조 바닥)에서의 층응

답 가속도스펙트럼을 서로 포함하도록 하여 작성된 모델에 대한 지진응답해석을 수행하였

다. 해석결과로부터 얻은 최종 응력값에 대하여 ASME 코드를 적용하여 구조건전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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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격 요구조건

2.1 설계등급 분류

침니내부지지대는 조사시험을 위한 시험용 보조구조물로서 원자로 냉각계통이나 원자로 

정지에 주는 영향이 전혀 없으므로 설계상 안전등급은 NNS(non-nuclear safety)이며, 안전

관련 구조물에 인접하므로 내진범주 II급 및 품질등급 T급으로 분류한다. 침니내부지지대 

관련 주요기기의 설계 등급상 분류는 표 1과 같다. 참고로 인허가를 완료한 계장캡슐관련 

구조물은 침니내부지지대와 같은 등급으로 분류된 바 있다. 

주요기기 안전등급 내진등급 품질등급

 조사시험용 구조물

   - 침니내부지지대 NNS II T
   - OR에 장전되는 조사 시험물 NNS II T
 
 원자로구조물

   - 반사체용기(Reflector vessel) Class 3 I Q
   - 침니(Chimney) Class 3 I Q

표 1. 침니내부지지대 관련 주요기기의 설계등급 분류

2.2 규격 및 허용응력

침니내부지지대에 대하여 ASME Sec. III, NF[5]의 규정을 적용하였다. 보수적인 평가를 수

행하기 위해서 내진범주 I급에 적용하는 SSE와 OBE 지진하중에 대하여 내진해석을 수행하

였다. 아울러 침니내부지지대가 설치되는 원자로구조물에 대해서도 참고문헌[6]에 따라 분류

하고 구조건전성 평가를 함께 수행하였다.
원자로구조물의 평가는 ASME Sec. III, NC, ND의 압력용기설계에 기반을 두고 AECL이 

수행한 응력해석 보고서[6]의 허용기준을 적용하였다. 이와 관련한 응력한계는 표 2와 같다.

Service limit Primary stress Primary and bending stress

 Design and Level A 1.0 S 1.5 S

 Level B 1.0 S 1.5 S

 Level C 1.2 S 1.8 S

표 2. 원자로구조물의 응력한계 기준

침니내부지지대를 비롯한 조사시험용 구조물 중에 쉘 구조물에 대한 응력평가는 ASME 
Sec.III, NF-3200, "Design rules for plate and shell type support"[5]와 ASME Sec.III, Appendix 
F, "Rules for evaluation of service loadings with level D service limits"[7]에 따라 주요단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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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응력과 휨응력 응력강도(stress intensity)를 계산하고, 이를 각 재료에 따른 허용값과 비교

하였다. 
침니내부지지대와 관련된 보 및 봉 구조물에 대해서는 ASME Sec.III, NF-3322, "Design 

requirements for structural steel members"[5] 기준에 따랐으며 구조물의 응력강도를 계산하고 

허용응력과 비교하였다. 운전조건 A에 대한 허용응력은 구조물의 응력성분과 단면형태에 따

라 다르지만 현재 구조물에 적용가능성이 있는 허용응력에 관련된 식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

다.

    (a) 인장응력 (핀 및 나사조건 제외)
Ft = 0.60 Sy

    (b) 전단응력 (핀조건 제외)
Fv = 0.4 Sy

    (c) 압축응력 (authentic stainless steel)
Fa = Sy (0.47 - kl/r/444),  kl/r <120

    (d) 굽힘응력 (compact sections)
Fb,major = Fb,minor = 0.66 Sy

    (e) 응력조합
fa/Fa < 0.15 일 때 다음 식을 사용한다.
(fa/Fa) +(fbx/Fbx) + (fby/Fby) < 1.0

운전조건 B, C와 D에 대한 허용응력들은 운전조건 A의 허용응력에 해당되는 응력지수(표 

3)를 곱한 값을 사용한다. 각 운전조건에 따른 응력지수들은 표 3과 같다.
 

Level A Level B Level C Level D

Ks 1.0 1.33 1.5 Appendix F

Km 1.0 1.33 1.5 Appendix F

표 3. 운전조건에 따른 응력지수

2.3 재료 및 물성

신규 침니내부지지대의 재료는 S.S. 304 재료를 사용하고 있다. 조사공 OR의 핵연료 조사

시험 안내관은 S.S. 304 재료를, fission moly 표적연료 안내관은 Al 6061 재료를 사용하며, 
CT/IR 조사공 안내관은 Zircaloy-4 재료를 사용한다. 원자로구조물은 inlet plenum과 grid plate
에 S.S. 304, 원자로 반사체용기에 Zircaloy-4 R60804, 그리고 원자로 침니에 Al 6061-T6 재료

를 사용한다. 이들의 구조건전성 평가 시 기계적 물성과 기준 설계온도는 ASME Sec. III, 
Appendix I, "Design stress intensity values, allowable stresses, material properties, and design 
fatigue curves"[8]를 따랐으며 표 4와 같다. 원자로 노심에 장착되는 핵연료집합체의 물성은 

참고문헌 [9]에 따라 분류하고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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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 304
Zircaloy-4

R60804
Al6061-T6,

SB-208

 Modulus of elasticity (GPa) 193 88.1 66.2

 Mass density (Kg/m3) 7913 6550 2680

 Poisson's ratio 0.27 0.35 0.33

 Ultimate strength, Su (MPa) 473.0 415 165.4

 Yield strength, Sy (MPa) 163.4 240 -

 Allowable stress (MPa),
 Ft=0.6Sy for beam and pipe

98.0 - -

 Allowable stress (MPa),
 Sm for ASME class 2

118.8 108.5 -

 Allowable stress (MPa), 
 Sa for ASME class 3

118.8 87.9 41.3

 Reference temperature(℃) 120 117 93.3

표 4. 재료의 기계적 물성치와 기준 설계값

2.4 하중조건

하나로 침니내부지지대와 원자로 구조물의 구조건전성 평가를 위한 적용하중은 다음과 같

이 나눈다.

   1) 자중, Dead weight (D)
   2) 운전기준 지진하중, OBE (Operating Basis Earthquake, E)
   3) 안전정지 지진하중, SSE (Safe Shutdown Earthquake, E1)

침니내부지지대는 침니 상부에 고정되어 있으나 안내관들의 하단부가 반사체용기 하단에 

고정되며 원자로구조물 전체가 해석대상이므로 수조바닥(EL. 72.30)에서의 층응답 스펙트럼

을 사용한다. 그러나 안내관들의 상부 고정점이 OR안내관의 경우에는 침니내부지지대이지

만 CT/IR 안내관의 경우에는 로보트팔이므로 보수적인 평가를 위하여 원자로 구조물의 시

간이력 해석으로부터 구한 층응답스펙트럼 중에서 로보트팔 위치(EL. 78.73)의 층응답스펙트

럼을 발취하였다. 
첫째로 SSE 지진하중의 경우, 수평방향(0.2g) 지진하중은 해석모델에서 로보트팔 지지점인 

원자로 수조벽 78.73m 높이를 기준으로 상하 위치인 81.35m와 77.15m 위치의 4% 감쇠값에 

해당하는 층응답스펙트럼[10]으로부터 그림 4에 나타낸 바와 같이 선형 보간법으로 계산한 

참고문헌 [3]을 따랐다. 원자로구조물의 고정 위치인 수조바닥에서의 층응답스펙트럼[11]으
로는 그림 3에 보여준 4% 감쇠값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하였다. 보수적 평가를 위하여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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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지지점의 층응답스펙트럼을 모두 포함하도록 두 지지점의 응답스펙트럼 중 최대값을 지

진해석시 응답스펙트럼 하중으로 사용하였다. OBE 수평방향의 경우(0.10g)에 대하여도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그림 5와 그림 6에 나타나 있는 2% 감쇠값 층응답스펙트럼을 사용하였다. 
둘째로 수직방향에 대하여는 SSE(0.13g)는 3% 감쇠값과 OBE(0.067g)는 2% 감쇠값에 대하

여 각각 그림 7과 그림 8에서 보여준 층응답스펙트럼과 수조바닥의 층응답스펙트럼 크기를 

서로 포함하는 층응답스펙트럼을 사용하였다. 
하중조합은 자중(D)과 지진하중(OBE, SSE)의 조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 Service level A      :  D
    - Service level B      :  D + OBE (E)
    - Service level C or D :  D + SSE (E1)

그러나 원자로구조물에 대해서는 참고문헌[6]에 따라 SSE 지진하중을 운전조건 C로 분류

하여 구조건전성을 일관성 있게 평가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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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진해석 모델링 및 지진응답해석

3.1 침니내부지지대 모델

3.1.1 침니내부지지대 질량계산

침니내부지지대를 이루는 부품은 그림 9, 그림 10 및 그림 11과 같이 CT/IR 고정 장치, 
OR 고정 장치, base frame 고정 장치 등으로 크게 세 종류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들에 속한 

주요 부품을 표 5, 표 6 및 표 7에 각각 수록하였다.

Item Quantities Material Mass(kg) Total mass(kg)

1. Main body 1 S.S. 304 16.2592 16.259

2. Clamp 2 S.S. 304 1.5104 3.021

3. Adjust shaft 1 S.S. 304 0.2243 0.224

4. Clamp supt bl'k 4 S.S. 304 0.4036 1.615

5. Adjust screw 2 S.S. 304 0.2688 0.538

6. Sub block 2 S.S. 304 0.1609 0.322

7. Main block 2 S.S. 304 0.3521 0.704

8. B/R cover 1 S.S. 304 0.5237 0.524

9. Clamp screw 2 S.S. 304 0.498 0.996

10. Bearing collar 4 S.S. 304 0.0303 0.121

11. Spring pin 4 S.S. 304 negligible -

12. Bevel gear 7 S.S. 304 0.06 0.42

13. B/R end cap 2 S.S. 304 0.017 0.034

14. Spacer 2 S.S. 304 negligible -

15. Setting flange 2 S.S. 304 0.10 0.20

16. Grapple head 4 S.S. 304 0.1288 0.515

17. Spring-A 4 S.S. 304 -

18. Bushing 4 S.S. 304 0.0267 0.107

19. Locker 4 S.S. 304 0.1212 0.485

20. Clutch 1 S.S. 304 0.1453 0.145

Total mass 26.23

표 5. 침니내부지지대 CT/IR 고정 장치 부품의 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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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CT/IR 고정 장치

CT/IR 고정 장치는 그림 9의 도면과 그림 12의 3차원 모델에 나타낸 바와 같으며, 이 장

치는 침니 상단에 설치되어 노심 내의 CT/IR 조사공에 들어가는 안내관 중간부위를 잡아주

는 장치로 기존에는 3개의 안내관을 잡아주는 구조로 되어 있었으나, 신규 침니내부지지대

는 노내조사 시험설비에서 IR1을 사용하게 되므로 CT/IR2 두 개의 계장캡슐 안내관을 지지

하도록 설계 변경되었다. 부품으로는 CT/IR 안내관을 단단하게 잡을 수 있는 조임 장치와 

이 장치가 설치된 평판, 그리고 이 평판을 base frame에 고정시키는 1개의 수평구속 key가 

위치하여 평판과 기초판을 연결(그림 14)시키며, 그림 15와 같이 4개의 수직방향 체결장치가 

있어 수직방향 상대운동을 잡아주고 있다. 수직방향 체결장치는 핵연료집합체 체결장치와 

같은 것으로 강성이 0.589kg/mm (5772 N/m)이며 체결 시 약 8kg(14mm 압축)의 선인장력이 

작용하여 두 부품의 분리를 제어하고 있다. 표 5는 각 부품에 대해서 계산한 질량을 수록했

다. 계산된 전체 무게는 26.23kg으로 여기에는 9개 베어링의 무게가 제외되어 있다.
 

나. OR 고정 장치

OR 고정 장치는 그림 10의 도면과 그림 13의 3차원 모델에 나타낸 바와 같으며, 이 장치

는 base frame에 용접되어 노심 외의 OR 조사공에 들어가는 시험 캡슐 안내관 상단을 잡아

주는 장치로 전체는 2개이며, 각각 하나의 OR 안내관을 잡아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표 6
은 각 부품에 대해서 계산한 질량을 수록했다. 한 개의 무게는 4.22kg으로 두 개의 무게는 

8.44kg이 된다. 

Item Quantities Material Mass (kg) Total mass (kg)

 1. Main body 1 S.S 304 3.88 3.88

 2. Clamp bolting 1 S.S 304 0.20 0.20

 3. Insert-helicoil 1 S.S 304 negligible -

 4. Bellcrank 1 S.S 304 0.137 0.137

 5. Pin hinge 1 S.S 304 included in 1. -

 6. Spring pin-A 1 S.S 304 negligible -

 7. Spring-extension 1 S.S 304 negligible -

 8. Spring pin-B 1 S.S 304 negligible -

 9. Collar 1 S.S 304 negligible -

Total mass 4.217

표 6. 침니내부지지대 OR 고정장치 부품의 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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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Base Frame 고정장치

Base frame 고정장치는 그림 11의 도면과 그림 13의 3차원 모델에 나타낸 바와 같으며, 
이 장치는 CT/IR 고정장치와 OR 고정장치를 침니에 고정하는 역할을 한다. 부품으로는 

CT/IR 고정장치를 받쳐주는 base frame과 이를 침니 벽에 고정시키는 장치가 있다. Base 
frame은 침니 상단 내부 대각 방향으로 1개씩 위치하고 전체는 2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고

정장치는 하나의 base frame에 2곳으로 총 4개의 고정장치에 의해 침니에 고정된다. 또한 

Base frame 한쪽 하단에는 OR 고정장치가 연결되어 있어 이를 지지하는 역할을 한다. 표 7
은 각 부품에 대해서 3차원 모델링을 수행한 후 계산한 질량을 나타내었다. 한 개의 무게가 

25.62kg으로 두 개의 무게는 51.2kg이 된다.

Item Quantities Material Mass(kg) Total mass(kg)

 1. Base frame 1 S.S 304 3.4638 3.434

 2. Clamp-A 2 S.S 304 0.728 1.456

 3. Clamp-B 2 S.S 304 0.800 1.600

 4. Clamp-screw 2 S.S 304 0.316 0.632

 5. Hinge pin-A 2 S.S 304 0.1222 0.244

 6. Stopper nut 2 S.S 304 negligible 0

 7. Nut-A 2 S.S 304 negligible 0

 8. Hinge pin-B 2 S.S 304 0.136 0.272

 9. Position pin 1 S.S 304 negligible 0

10. Hinge pin-C 1 S.S 304 0.110 0.110

11. Hinge pin-D 1 S.S 304 0.1243 0.124

12. Frame will-A 1 S.S 304 17.75 17.75

13. Frame will-B 1 S.S 304

Total mass 25.622

표 7. 침니내부지지대 Base Frame 고정 장치 부품의 질량

이러한 계산결과로부터 전체 침니내부지지대의 무게는 85.87kg ( = 26.23 + 8.44 + 51.2)이 

되며 여기서 CT/IR 고정장치에 포함된 9개 베어링은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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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침니내부지지대 모델링

하나로 침니내부지지대의 고유진동수 해석 및 지진응답해석을 위해서 작성한 3차원 고체

모델을 기본으로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의 승인을 득한 범용유한요소 해석프로그램인 

ANSYS를 사용하여 해석 결과를 분석 평가 하였다. 또한 유한요소 모델링의 정도를 높이기 

위하여 전용 프리프로세서 Gridgen[12]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연계는 새로운 모

델에 대한 생성이 빠르고, 복잡한 모델의 생성 및 파라메트릭 변화에 유리한 이점을 가지고 

있으며, Gridgen에서 생성한 유한요소 모델은 ANSYS에서 평판요소(SHELL63)와 고체요소

(SOLID45)로 변환된다. 

가. CT/IR 고정장치 모델링

CT/IR 고정장치 중 고정장치본체(main body)는 그림 12와 같으며 CT/IR2 두개의 계장캡슐 

안내관을 지지하도록 설계 변경되었다. 3차원 모델로부터 ANSYS에서 제공하는 평판요소

(SHELL63)를 사용하여 고정장치본체의 중심면을 취해 유한요소 모델링을 하였으며, 3364개

의 절점과 3085개의 요소로 되어있다. Clamp units은 요소상수를 변경하여 평판요소로 모델

링을 수행하고, shaft는 등가 보요소(BEAM4)를 사용하고 무게를 보정하였다.
- Clamp shaft (직경 20mm) :   20개 빔요소

- Shaft(adjust) (직경 25mm) :   12개 빔요소

그 외에 구조물 강성과 관계가 없는 bearing cover 등의 부품은 주위 절점에 집중질량으로 

처리하고, 지지대는 직경이 20mm인 보요소로 모델링하고 부족질량은 부재의 밀도를 조절하

여 전체 질량을 맞추었다.
유체에 의한 부가질량은 그림 18에 나타낸 바와 같이 고정장치 본체의 평판부위를 4부분

으로 구분하여 계산하고[13] 수직방향으로 적용하였다.

나. OR 및 Base frame 고정장치 모델링

Base frame 고정장치는 스테인리스강(S.S.304) 재질이며 해석에서 사용한 물성치는 127˚C
에서 밀도 8083kg/m3, 탄성계수 187.8GPa, 포아송비 0.28이다. 평판의 바깥쪽 양쪽 면이 침니 

내부 면에 넓게 면접촉하고 있고, 상부에서는 CT/IR 고정장치를 수평 및 수직방향으로 지지

하고 있으며, OR 고정장치와 연결되어 있다. 이 부품은 하중 전달 경로가 매우 짧아 두 개

의 고정장치가 단단할 경우 구조물 거동이 침니와 같다고 판단되어 유체에 의한 부가질량은 

침니에 적용하는 것으로 대신하였다. 이 자체는 CT/IR 및 OR 고정장치로부터 전달되어 오

는 하중을 침니에 전달하게 된다.
OR 고정장치는 그림 16에 나타낸 바와 같이 조사공 OR 안내관을 수평방향으로 잡아주는 

장치로 환형 모양의 구조물로 한쪽이 base frame에 연결되는 비교적 강성이 큰 구조물이다. 
지진하중을 가할 시 OR 안내관과의 수평방향 상호작용해석에 의해 구조 건전성을 평가할 

수 있다. 이 구조물은 그림 13의 솔리드모델로부터 ANSYS의 고체요소(SOLID45)를 사용하

여 모델링하였다. 해석모델은 핵연료(DUPIC) 안내관을 잡는 쪽(OR5)의 경우 절점수가 2076
개, 요소수가 8852이고, fission moly 안내관을 잡는 쪽의 경우 절점수는 2599개, 요소수는 

7556개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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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OR 안내관 모델링

침니내부지지대가 상부로 지지하는 OR 조사공은 OR4와 OR5가 있으며, 이 조사공들에는 

핵연료(DUPIC, 신형, 미래형) 조사시험 안내관과 fission moly 표적연료 안내관이 장전되며 

구조적으로 서로 바꾸어도 구조상 차이는 없다. 편의상 OR4에는 fission moly 표적연료 안내

관과 OR5에는 핵연료 조사시험 안내관의 상부를 침니내부지지대가 고정한 것으로 하여 지

진응답해석을 수행한다. 
OR4의 fission moly 표적연료 안내관은 Al 6061 재질로 전체 길이는 3940.75mm이다. OR4 

조사공에 장전되는 안내관의 하단부의 시험관은 외경과 내경이 58mm와 48mm로 두께가 

5mm, 길이 1041mm이며, 장전되는 시험 중량은 15kg으로 가정한다. 상단부 안내관은 길이가 

2900mm로 상용 규격품인 두께 5mm, 외경 60mm의 경우에 대하여 구조건전성을 평가한다. 
안내관 하단부는 노심 구역 외부에 위치하게 되므로 3장 2절에서 언급할 반사체 용기에 함

께 모델링을 하였고, 상단부 안내관은 3차원 배관요소(PIPE16)를 사용하여 균일한 간격으로 

유한요소모델을 생성하였다.
OR5의 핵연료(DUPIC, 신형, 미래형) 조사시험 안내관은 S.S.304 재질이며 전체 길이는 

5040.75mm로 이중에 1040.75mm는 노심 구역 외부에 위치한 시험관이 있다. 그림 1에서 보

는 바와 같이 OR 조사공에 장전되는 안내관의 하단부 시험관은 외경과 내경이 58mm와 

54mm로 두께가 2mm이며, 최대 시험중량은 20kg으로 가정한다. 상단부 안내관은 길이가 

4000mm로 상용 규격품인 두께 1.65mm, 외경이 34mm인 경우에 대하여 구조건전성을 평가

한다. OR4 안내관과 마찬가지로 노심 구역 외부에 위치하는 하단부는 반사체 용기와 함께 

모델링을 수행하였다.

조사공

OR

OR4 (fission moly) OR5 (핵연료 조사시험)

안내관

외경/두께

시험관

외경/두께
시험중량

안내관

외경/두께

시험관

외경/두께
시험중량

치  수 60/5 mm 58/5 mm 15 kg 34.0/1.65mm 58/2 mm 20 kg

표 8. 조사공 OR 안내관 및 시험관 모델링 자료

OR 안내관의 경계조건으로는 하부로부터 1040.75mm 위치에서는 반사체용기의 상단과 결

합되므로 수평방향과 수직방향의 변위를 반사체용기 상단에 구속하여 서로 동일한 운동을 

하도록 하였으며, 하부 끝단으로부터 3478mm 위치인 침니내부지지대에서는 OR 고정장치가 

수평 변위를 구속하도록 하였다.
유한요소모델링에는 ANSYS 프로그램의 3차원 배관요소(PIPE16)를 이용하여 균일하게 모

델링함으로써 부가질량이 고르게 분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부가질량은 고유진동수에 크게 

영향을 주며, 안내관의 외경이 바뀌면 이에 따라 부가질량도 바뀌므로 참고문헌 [13]에 따라 

부가질량을 계산한 후, 각 절점에 분배하였다.
안내관을 포함하는 하나로 침니내부지지대의 전체 유한요소모델은 그림 1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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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원자로구조물 모델링

신규 침니내부지지대는 원자로 침니 상단 아래 60cm 위치의 thermosiphoning opening의 4
군데 지지점에 설치된다. 따라서 원자로구조물을 해석 모델에 도입하고 지진 입력 위치를 

원자로구조물이 고정되는 위치인 수조바닥으로 잡았다. 원자로구조물에는 inlet plenum, grid 
plate, 반사체용기와 침니 및 반사체용기에 위치한 조사공들을 모두 포함하여 침니내부지지

대 뿐만 아니라, 원자로구조물 자체의 건전성도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각 부분에 

대하여 3차원 고체모델을 작성하고 질량 계산 및 유한요소모델링을 수행하였다. 

3.2.1 원자로구조물 질량계산

가. Inlet plenum
원자로구조물 inlet plenum의 형상은 그림 19의 고체모델과 같으며, 원자로가 운전되는 동

안 유입된 1차 냉각수를 노심으로 안내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Stainless steel 304 ASME 
SA479 재질로서 127 ˚C에서 밀도 8030kg/m3, 탄성계수 187.8GPa, 포아송비 0.2823이다. 

나. Grid plate
원자로구조물 grid plate는 그림 21의 유한요소 모델과 같으며, inlet plenum 상단에 위치하

여 1차 냉각수의 유로를 유도하고 핵연료집합체가 장전되는 노심구조가 설치된다. 또한 수

직 실험공에 설치될 시험시설들을 지지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재질은 stainless steel 304 
ASME SA479로서 127˚C에서 밀도 8030kg/m3, 탄성계수 187.8GPa, 포아송비 0.28이다.

다. 반사체용기(Reflector vessel) 
원자로구조물 침니 하단에 위치하는 원자로구조물 반사체 용기는 그림 23의 유한요소 모

델의 형상으로, 중앙부에 노심을 형성하고 있고 크고 작은 수직 실험공과 수평 중성자 유도

관이 마련되어 있어 각종 동위원소생산을 비롯하여 재료조사시험, 실리콘도핑, 방사화 분석, 
비파괴검사 및 중성자를 이용한 다양한 실험공간을 제공한다.

재질은 Zircaloy-4, R-60804로 해석에서 사용한 물성값은 117˚C에서 밀도 6550kg/m3, 탄성

계수 88.1GPa, 포아송비 0.35이다. 노심을 보호하고 상단 침니구조물을 받쳐주는 구조로 자

체 무게는 약 1800kg이다.

라. 침니(chimney) 및 보강재

원자로구조물 침니 및 보강재는 그림 31의 고체모델과 같으며, 재질은 aluminium alloy 
6061-T6 welded, ASME SB-209로 해석에서 사용한 물성값은 93.3˚C 온도에서 밀도 

2680kg/m3, 탄성계수 66.2GPa, 포아송비 0.33이다[6]. 이 구조물은 원자로 상단에서부터 시작

되어 냉각재의 출구 유로를 형성하고 있으며, 상단에는 침니내부지지대가 설치되어 있다. 전

체 무게는 약 1400kg이며, 침니 내부의 냉각재 무게는 1640kg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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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원자로구조물 모델링

가. Inlet plenum
유입된 1차 냉각수를 노심으로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inlet plenum은 그림 19와 같은 형상

이며, 55mm의 상판(upper plate)과 50mm의 하판(base plate)을 30mm 두께의 outer plate가 연

결해주고 있다. 
하판은 23개의 anchor bolt에 의하여 수조바닥과 고정되며, 상판은 40개의 볼트에 의해 

grid plate와 결합하게 된다. 따라서 하판의 경우 15° 간격으로 분할하여, 경계조건을 효과적

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상판은 9° 간격으로 요소를 분할하여 grid plate의 lower 
plate 볼트 위치와 정확히 일치하도록 하였다. 그림 20은 고체모델을 기반으로 생성된 inlet 
plenum의 유한요소모델을 보이고 있다. 상판과 하판은 ANSYS의 고체요소(SOLID45)를 사용

하고, outer shell과 stiffener 및 inlet pipe는 평판요소(SHELL63)를 사용하여 모델링하여 전체

적으로 2897개의 절점과 1071개의 고체요소, 664개의 평판요소를 갖는다. 유체에 의한 부가

질량은 참고문헌 [9]과 참고문헌 [14]에 따라 표 10에 정리하였다.

나. Grid plate
Grid plate는 inlet plenum 상단에 위치하여 1차 냉각수의 유로를 형성하며 핵연료집합체가 

장전되는 노심구조가 설치된다. 또한 수직실험공에 설치될 시험시설들을 지지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재질은 Stainless steel 304 ASME SA479로서 127˚C에서 밀도 8030kg/m3, 탄성계수 

187.8GPa, 포아송비 0.28이다. 유체에 의한 부가질량은 참고문헌 [14]를 참고하여 표 10에 정

리하였다.
그림 21과 그림 22는 각각 grid plate의 유한요소모델과 노심의 상세모델을 나타낸다. Grid 

plate의 하단과 inlet plenum의 상단이 연결되므로 볼트의 위치가 정확히 일치하는 형상을 생

성하기 위하여 상판을 복사하여 사용하였다. Beam tube나 IP1~IP17등의 위치를 미리 고려하

여 모델링을 함으로써 이후 반사체용기와 결합조건의 적용을 용이하게 하였다.
유한요소모델은 inlet plenum과 동일하게 상판과 하판에는 고체요소(SOLID45)를 사용하고, 

inner wall과 stiffener는 평판요소(SHELL63)를 사용하여 모델링하였다. Inlet plenum과의 결합

은 볼트에 의한 곳은 절점을 병합하고 그 외의 부분은 수직방향으로 변위를 상호연계

(displacement coupling) 하였다.

다. 반사체용기 

원자로구조물의 반사체 외부용기와 상판의 두께는 20mm이고, 내부 쉘은 7mm의 판재로 

이루어져 있으며, 구조해석에서 반영하는 반사체용기 주위 유체의 부가질량은 수평 X-방향

으로 8427kg, Z-방향으로 8211kg, 수직 Y-방향으로 1887kg이며 참고문헌[14]의 자료를 따랐

다. 
반사체용기는 beam tube와 조사공을 모델에 도입하였는데 그림 24에 나타낸 바와 같이 

IP15, NTD1, NTD2, LG, CNS, HTS 그리고 침니내부지지대에 의해 지지되는 안내관이 연결

된 OR4, OR5를 포함한 OR1,..., OR8 등은 평판요소(SHELL63)를 사용하고, beam tube 및 

IP1, IP2, ..., IP17 등은 보요소(BEAM44)를 사용하여 각각을 모델링하였다. CT/IR 조사공에

는 36봉 핵연료집합체를 등가 보요소로 모델링[9]하였으며, 재료상수 및 요소상수는 표 11와 

표 12에 정리하였다. 그림 23부터 그림30은 반사체용기의 유한요소모델과 내부의 조사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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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m tube의 상세형상을 나타내고 있다.
각 조사공들의 부가질량은 표 9에 정리하였고, 고유진동수 해석을 위한 유체의 부가질량

은 MASS21 질량 요소를 사용하고 각 절점에 부가질량의 방향 성분을 고려하여 균등하게 

분포하는 것으로 하였다. 경계조건으로는 inlet plenum과 grid plate의 연결과 동일하게 볼트

에 의한 곳은 절점을 병합하고 그 외의 부분은 수직방향으로 변위를 상호연계(displacement 
coupling) 하였다.

라. 침니 및 보강재

침니구조물은 두께가 25.4mm의 aluminum 판재로 이루어져 있으며, 구조해석에서 반영하

는 유체의 부가질량은 수평 X-방향 4463kg, 수평 Z-방향 5917kg, 그리고 수직 Y-방향 

1684kg으로 참고문헌[14]을 따랐으며, 표 10에 정리하였다. 여기서 부가질량은 육각 침니 내

부 유체 전체와 외부 유체의 무게 그리고 보강재 주위의 유체를 방향에 따라 고려하는 것으

로 하고 있다.
원자로구조물 침니 부품은 그림 31의 3차원 고체모델로부터 그림 32에 나타난 바와 같이 

고체요소와 평판요소를 사용하여 모델링하였으며, 모두 7571개의 절점과 4541개의 평판요소 

및 1441개의 고체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침니에 설치되는 정지봉/제어봉 장치 등의 부가질

량은 그림 33에 나타낸 바와 같이 설치되는 부분의 절점에 고르게 분포하도록 하였으며, 부

가된 질량은 표 9에 정리하였다. 또한 고유진동수 해석을 위한 모델에서 유체에 의한 부가

질량은 MASS21 질량 요소를 사용하고 각 절점에 질량의 방향 성분을 고려하여 균등하게 

분포하는 것으로 하였다. 침니 상단에 설치되는 침니내부지지대와의 연결은 OR5와 OR4가 

있는 곳에  X, Y, Z 방향으로 변위 연계조건을 주었다.
경계조건으로는 볼트에 의한 곳은 절점을 병합하고 그 외의 부분은 수직방향으로 변위를 

상호연계(displacement coupling) 하였다. 원자로구조물 전체 모델에 대한 유한요소모델은 이

미 언급한 각 부품간의 연결조건을 포함하여 그림 34에 나타내었다.



- 15 -

Real No. Components No. of Item Direction Attached mass(kg)

58 Reflector vessel IP1-IP14, IP16, IP17 16 x, y, z 10(each)

59 Reflector vessel IP15 1 x, y, z 10

60 Reflector vessel HTS 1 x, y, z 28

61 Reflector vessel NAA1, NAA2, NAA3 3 x, y, z 10(each)

62 Reflector vessel NTD1 1 x, y, z 134

63 Reflector vessel NTD2 1 x, y, z 134

64 Reflector vessel LH 1 x, y, z 62.5

65 Reflector vessel CNS 1 x, y, z 71.1

66 Reflector vessel IR 2 x, y, z 8+3+3.43(each)

67 Reflector vessel OR 8 x, y, z 4(each)

68 Reflector vessel CT 1 x, y, z 85+3+3.43

69 18-element bundles 8 x, y, z 4+3+2.25(each)

70 36-element bundles 20 x, y, z 8.3.3.43(each)

71 Shut off units 2 x, y, z 120(each)

72 Control absorber units 2 x, y, z 160(each)

73 Neutron detector assemblies 1 x, y, z 61

74 Neutron detector assemblies 1 x, y, z 61

75 Neutron detector assemblies 1 x, y, z 61

표 9. Attached structural mass 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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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 No. Components No. of Item Direction
Hydrodynamic

mass (Kg)

76 Chimney column 1
x 2472.7
z 4009.9

77 Chimney base plate 1 y 1290.47

78 Chimney four stiffeners 4
x 963.21
z 963.21

79 Chimney two stiffeners 2 z 386.95
80 Chimney cross stiffeners 2 x 633.4

81 Chimney outlet nozzle 2
x 393.93
y 393.93
z 557

82 Reflector vessel outer shell 1
x 8426.64

z 8210.62

83 Reflector vessel lower plate 1 y 1929.92
84 Reflector vessel upper plate 1 y 1886.27

85 Reflector vessel inner shell 1
x 505.98

z 485.36

86 Grid plate lower plate 1 y 834.67
87 Plenum lower plate 1 y 1013.76
88 Plenum upper plate 1 y 1155.8

89 Plenum outer shell 1
x 4030.99
z 3851.67

90 Grid plate circular wall 1
x 310.36
z 302.57

91 Water in IP1-IP14, IP16, IP17 16 x,y,z 3.72
92 Water in IP15 1 x,y,z 3.72
93 Water in OR1-OR8 8 x,y,z 3.72
94 Water in HTS 1 x,y,z 10.35
95 Water in NTD1 1 x,y,z 50.1
96 Water in NTD2 1 x,y,z 33.5
97 Water in CNS 1 x,y,z 26.5
98 Water in LH 1 x,y,z 23.3

표 10. 원자로구조물의 동적유체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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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고유진동수 해석

원자로구조물을 포함하는 침니내부지지대의 진동특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ANSYS 구조해

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고유진동수해석을 수행하였다. Inlet plenum의 base plate가 수조바닥

과 고정되는 앵커볼트의 위치와 robot arm의 support위치에서 모든 자유도를 구속하였다.   
고유진동수의 추출은 Block-Lanczos법을 사용하였으며, 지진응답해석을 고려하여 고차모드의 

영향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200개의 모드를 추출하였다. 고유진동수 해석에 사용한 침니

내부지지대를 포함하는 원자로구조물의 각 부품별 요소수와 절점수는 표 11과 같다.

Elements
No. of nodes

Type No. of elements

Inlet plenum
SOLID45 1071

2897
SHELL63 664

Grid plate

SOLID45 4822

11931SHELL63 1460

BEAM4 40

Reflector vessel

SOLID45 4400

14378
SHELL63 4966

BEAM4 148

BEAM44 304

Chimney
SOLID45 1441

7571
SHELL63 4541

In-Chimney bracket
SHELL63 3306

3687
BEAM4 86

Main frame & OR5 SOLID45 8852 2076

Main fame & OR4 SOLID45 7556 2559

Guide tube PIPE16 81 85

표 11. 원자로구조물을 포함하는 침니내부지지대 관련 전체모델의 요소 및 절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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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니내부지지대 설치로 인한 원자로구조물의 건전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원자로구조물을 

포함하여 고유진동수해석을 하였다. 고유진동수 해석 결과는 표 12와 표 13에 나타나 있고, 
모드형상을 12차 모드까지 그림 35부터 그림 46에서 보여주고 있다. 그림 35에서 그림 44까

지의 1차 모드에서 10차 모드까지는 강성이 상대적으로 약한  조사시험 안내관의 모드 형상

을 나타내고 있다. 11차 모드는 17.45Hz로 Z 방향 원자로 침니구조물의 1차 굽힘 모드를 나

타내고, 12차 모드는 20.88Hz로 X 방향 원자로 침니구조물의 1차 굽힘 모드를 나타내고 있

다. 이들 고유진동수는 침니내부지지대의 설계변경과 무관한 기존 구조물의 동특성[9]을 보

여주고 있다.
하나로 원자로구조물의 주요 고유진동수는 표 12에 정리하고, 그림 47부터 그림 50에 추

가적인 그림으로 나타내었다. 원자로구조물의 1차 고유진동수 17.45Hz는 참고문헌[9]와 참고

문헌 [14]에서 수행한 원자로구조물의 고유진동수(17.46 Hz) 해석 결과와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다. 표 15에는 참고문헌에서의 고유진동수와 본 해석에서 구한 고유진동수를 서로 비

교하였다.

모드 1차 2차 3차 4차

주파수(Hz) 17.45 (Z-방향) 20.89 (X-방향) 50.05(침니보강재) 62.42(반사체용기)

표 12. 하나로 원자로구조물의 주요 고유진동수

고유진동수 해석결과에서 핵연료(DUPIC) 조사시험 안내관의 1차 고유진동수는 5.64Hz에
서 발생하였고, fission moly 안내관은 24.43Hz에서 발생하였다. 그림 51과 그림 52는 각각에 

대한 모드형상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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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원자로구조물을 포함하는 침니내부지지대 관련 전체구조물의 중요 모드계수

            ***** X-DIR RESPONSE SPECTRUM CALCULATION SUMMARY ******

                                                                                                            CUMULATIVE

 MODE      FREQUENCY        SV        PARTIC.FACTOR      MODE COEF.     M.C. RATIO    EFFECTIVE MASS      MASS FRACTION

    1       5.639      13.720         -0.8022         -0.8767E-02      0.343716       0.643580              0.305094E-04

    2       5.640      13.720           1.133          0.1238E-01      0.485239        1.28341              0.913502E-04

    3       12.18      10.486          -5.104         -0.9136E-02      0.358190        26.0544              0.132648E-02

    4       12.21      10.486         -0.6945E-01     -0.1237E-03      0.004851       0.482296E-02          0.132671E-02

    5       12.24      10.486          -5.423         -0.9609E-02      0.376725        29.4075              0.272079E-02

    6       12.26      10.486         -0.4990         -0.8820E-03      0.034580       0.248964              0.273260E-02

    7       14.63      8.2457           2.067          0.2018E-02      0.079117        4.27210              0.293512E-02

    8       14.63      8.2370          0.1333          0.1299E-03      0.005092       0.177709E-01          0.293596E-02

    9       14.74      8.1280         -0.6177E-01     -0.5856E-04      0.002296       0.381602E-02          0.293614E-02

   10       14.75      8.1159         -0.5679E-02     -0.5367E-05      0.000210       0.322465E-04          0.293614E-02

   11       17.45      5.8797          -8.037         -0.3930E-02      0.154061        64.5966              0.599839E-02

   12       20.89      4.5663           96.22          0.2551E-01      1.000000        9258.35              0.444898    

   13       21.78      4.3886          -1.366         -0.3202E-03      0.012556        1.86674              0.444986    

   14       21.83      4.3782          -24.33         -0.5661E-02      0.221958        591.994              0.473050    

   15       24.43      3.9332          0.3151          0.5259E-04      0.002062       0.992648E-01          0.473055    

   16       24.44      3.9310          -4.937         -0.8227E-03      0.032254        24.3733              0.474210    

   17       25.65      3.7548          0.3479          0.5030E-04      0.001972       0.121061              0.474216    

   18       26.64      3.6219          -2.337         -0.3021E-03      0.011845        5.46113              0.474475    

   19       26.64      3.6214         -0.7445         -0.9622E-04      0.003772       0.554276              0.474501    

   20       26.77      3.6049         -0.2564         -0.3267E-04      0.001281       0.657439E-01          0.474504    

   21       26.79      3.6029         -0.3404E-01     -0.4331E-05      0.000170       0.115906E-02          0.474504    

   22       31.70      3.1893          0.3955          0.3180E-04      0.001247       0.156394              0.474512    

   23       33.93      3.1348          -2.025         -0.1397E-03      0.005477        4.10238              0.474706    

   24       34.15      3.1297           4.354          0.2959E-03      0.011602        18.9534              0.475605    

   25       34.17      3.1293          0.7885          0.5354E-04      0.002099       0.621749              0.475634    

   26       34.21      3.1284         -0.8533E-01     -0.5779E-05      0.000227       0.728202E-02          0.475635    

   27       36.93      3.0685          -2.501         -0.1426E-03      0.005589        6.25419              0.475931    

   28       37.47      3.0572           3.990          0.2201E-03      0.008630        15.9213              0.476686    

   29       39.45      3.0176          0.1150          0.5648E-05      0.000221       0.132249E-01          0.476686    

   30       42.16      2.9672          -6.580         -0.2782E-03      0.010907        43.2942              0.478739    

   31       43.11      2.9506           1.722          0.6926E-04      0.002716        2.96677              0.478879    

   32       45.07      2.9175         -0.1982         -0.7210E-05      0.000283       0.392934E-01          0.478881    

   33       45.10      2.9171          -2.231         -0.8103E-04      0.003177        4.97563              0.479117    

   34       46.22      2.8991           4.141          0.1423E-03      0.005581        17.1476              0.479930    

   35       46.27      2.8983         -0.5819         -0.1995E-04      0.000782       0.338574              0.479946    

   36       46.78      2.8902          -23.72         -0.7934E-03      0.031108        562.607              0.506617    

   37       47.30      2.8822          -3.892         -0.1270E-03      0.004979        15.1478              0.507335    

   38       47.95      2.8723           1.796          0.5683E-04      0.002228        3.22461              0.507488    

   39       49.30      2.8521          -12.16         -0.3615E-03      0.014171        147.910              0.514500    

   40       49.41      2.8505           32.12          0.9500E-03      0.037246        1032.02              0.563423    

   41       50.05      2.8420           7.020          0.2018E-03      0.007911        49.2864              0.565760    

   42       53.78      2.8420          -76.26         -0.1898E-02      0.074426        5815.33              0.841439    

   43       56.66      2.8420           20.78          0.4659E-03      0.018265        431.672              0.861903    

   44       56.99      2.8420           7.032          0.1559E-03      0.006111        49.4533              0.864248    

   45       58.03      2.8420          -6.844         -0.1463E-03      0.005736        46.8472              0.866468    

   46       58.46      2.8420          -2.245         -0.4729E-04      0.001854        5.04134              0.866707    

   47       61.02      2.8420           5.534          0.1070E-03      0.004195        30.6253              0.868159    

   48       61.81      2.8420          0.2829          0.5330E-05      0.000209       0.800295E-01          0.868163    

   49       62.42      2.8420          -1.117         -0.2064E-04      0.000809        1.24804              0.868222    

   50       63.30      2.8420          -2.625         -0.4717E-04      0.001849        6.88988              0.868549    

                                                            SUM OF EFFECTIVE MASSES=   21144.4    



- 20 -

            ***** Y-DIR. RESPONSE SPECTRUM CALCULATION SUMMARY ******

                                                                                                            CUMULATIVE

 MODE      FREQUENCY        SV        PARTIC.FACTOR      MODE COEF.     M.C. RATIO    EFFECTIVE MASS      MASS FRACTION

    1       5.639      6.8700         -0.1564E-02     -0.8559E-05      0.008418       0.244649E-05          0.164903E-09

    2       5.640      6.8701          0.1148E-02      0.6279E-05      0.006176       0.131739E-05          0.253701E-09

    3       12.18      10.615         -0.1838E-01     -0.3329E-04      0.032746       0.337648E-03          0.230126E-07

    4       12.21      10.633         -0.7528E-01     -0.1360E-03      0.133760       0.566681E-02          0.404979E-06

    5       12.24      10.655         -0.8666E-01     -0.1560E-03      0.153469       0.751028E-02          0.911203E-06

    6       12.26      10.665         -0.2601E-01     -0.4676E-04      0.045993       0.676561E-03          0.956807E-06

    7       14.63      11.466          0.2575E-01      0.3496E-04      0.034385       0.663069E-03          0.100150E-05

    8       14.63      11.466          0.1446E-01      0.1961E-04      0.019290       0.209134E-03          0.101560E-05

    9       14.74      11.466          0.1159E-01      0.1550E-04      0.015245       0.134308E-03          0.102465E-05

   10       14.75      11.466          0.7503E-02      0.1002E-04      0.009854       0.562967E-04          0.102844E-05

   11       17.45      7.0893          0.1452          0.8561E-04      0.084203       0.210905E-01          0.245003E-05

   12       20.89      5.8003          0.6695          0.2254E-03      0.221725       0.448208              0.326611E-04

   13       21.78      5.7516         -0.3544E-01     -0.1089E-04      0.010709       0.125616E-02          0.327458E-04

   14       21.83      5.7487         -0.1728         -0.5280E-04      0.051936       0.298710E-01          0.347592E-04

   15       24.43      5.6191          0.4626E-01      0.1103E-04      0.010851       0.213988E-02          0.349035E-04

   16       24.44      5.6184         -0.6843E-01     -0.1630E-04      0.016030       0.468250E-02          0.352191E-04

   17       25.65      5.5639          0.1951E-01      0.4179E-05      0.004111       0.380613E-03          0.352447E-04

   18       26.64      5.5214         -0.3300E-01     -0.6503E-05      0.006396       0.108871E-02          0.353181E-04

   19       26.64      5.5213         -0.7006E-01     -0.1380E-04      0.013577       0.490793E-02          0.356489E-04

   20       26.77      5.5159         -0.3806E-01     -0.7421E-05      0.007299       0.144877E-02          0.357466E-04

   21       26.79      5.5153         -0.3635E-01     -0.7079E-05      0.006963       0.132154E-02          0.358357E-04

   22       31.70      5.2081          0.4453E-01      0.5846E-05      0.005750       0.198249E-02          0.359693E-04

   23       33.93      4.9917          0.8410E-01      0.9236E-05      0.009084       0.707257E-02          0.364460E-04

   24       34.15      4.9716          0.1225          0.1322E-04      0.013007       0.149988E-01          0.374570E-04

   25       34.17      4.9701          0.2390          0.2577E-04      0.025347       0.571135E-01          0.413067E-04

   26       34.21      4.9665          0.6133E-02      0.6593E-06      0.000649       0.376158E-04          0.413092E-04

   27       36.93      4.7354         -0.2313         -0.2035E-04      0.020012       0.534894E-01          0.449146E-04

   28       37.47      4.6927          0.2890          0.2447E-04      0.024068       0.835015E-01          0.505430E-04

   29       39.45      4.5442          0.1309          0.9679E-05      0.009520       0.171260E-01          0.516974E-04

   30       42.16      4.3596         -0.3184         -0.1978E-04      0.019452       0.101349              0.585287E-04

   31       43.11      4.2995          -2.446         -0.1433E-03      0.140982        5.98375              0.461858E-03

   32       45.07      4.1818           4.267          0.2224E-03      0.218794        18.2031              0.168882E-02

   33       45.10      4.1803          -1.073         -0.5587E-04      0.054956        1.15196              0.176647E-02

   34       46.22      4.1169         -0.9552E-01     -0.4662E-05      0.004586       0.912367E-02          0.176708E-02

   35       46.27      4.1141         -0.1476         -0.7185E-05      0.007067       0.217905E-01          0.176855E-02

   36       46.78      4.0860          0.1024          0.4842E-05      0.004762       0.104831E-01          0.176926E-02

   37       47.30      4.0581           1.298          0.5965E-04      0.058667        1.68528              0.188285E-02

   38       47.95      4.0238          -1.260         -0.5588E-04      0.054961        1.58839              0.198992E-02

   39       49.30      3.9545          -3.528         -0.1454E-03      0.142978        12.4438              0.282868E-02

   40       49.41      3.9490          -1.048         -0.4295E-04      0.042246        1.09917              0.290277E-02

   41       50.05      3.9200         -0.1201         -0.4763E-05      0.004685       0.144356E-01          0.290375E-02

   42       53.78      3.9200           1.126          0.3866E-04      0.038027        1.26785              0.298920E-02

   43       56.66      3.9200         -0.5683         -0.1757E-04      0.017286       0.322918              0.301097E-02

   44       56.99      3.9200          -1.318         -0.4030E-04      0.039642        1.73778              0.312810E-02

   45       58.03      3.9200          -1.274         -0.3755E-04      0.036938        1.62241              0.323746E-02

   46       58.46      3.9200          0.1480          0.4301E-05      0.004230       0.219122E-01          0.323894E-02

   47       61.02      3.9200          -1.614         -0.4304E-04      0.042330        2.60459              0.341450E-02

   48       61.81      3.9200          -4.126         -0.1072E-03      0.105454        17.0213              0.456180E-02

   49       62.42      3.9200          -1.387         -0.3535E-04      0.034766        1.92370              0.469147E-02

   50       63.30      3.9200          0.2973          0.7370E-05      0.007249       0.884147E-01          0.469743E-02

                                                            SUM OF EFFECTIVE MASSES=   148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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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Z-DIR. RESPONSE SPECTRUM CALCULATION SUMMARY ******

                                                                                                            CUMULATIVE

 MODE      FREQUENCY        SV        PARTIC.FACTOR      MODE COEF.     M.C. RATIO    EFFECTIVE MASS      MASS FRACTION

    1       5.639      13.720           1.185          0.1294E-01      0.269373        1.40307              0.648109E-04

    2       5.640      13.720          0.8454          0.9236E-02      0.192197       0.714685              0.978237E-04

    3       12.18      10.486          -6.508         -0.1165E-01      0.242405        42.3555              0.205432E-02

    4       12.21      10.486         -0.4495         -0.8008E-03      0.016666       0.202082              0.206365E-02

    5       12.24      10.486           5.698          0.1010E-01      0.210119        32.4719              0.356360E-02

    6       12.26      10.486           1.361          0.2405E-02      0.050053        1.85148              0.364912E-02

    7       14.63      8.2457          0.4279          0.4178E-03      0.008694       0.183111              0.365758E-02

    8       14.63      8.2370          0.9779E-02      0.9527E-05      0.000198       0.956351E-04          0.365758E-02

    9       14.74      8.1280          -4.109         -0.3895E-02      0.081057        16.8805              0.443733E-02

   10       14.75      8.1159         -0.2349         -0.2220E-03      0.004620       0.551824E-01          0.443988E-02

   11       17.45      5.8797          -98.29         -0.4805E-01      1.000000        9660.39              0.450674    

   12       20.89      4.5663          -11.21         -0.2971E-02      0.061824        125.608              0.456476    

   13       21.78      4.3886           3.835          0.8988E-03      0.018704        14.7040              0.457156    

   14       21.83      4.3782           2.795          0.6503E-03      0.013533        7.81119              0.457516    

   15       24.43      3.9332           2.017          0.3367E-03      0.007007        4.06896              0.457704    

   16       24.44      3.9310           1.084          0.1806E-03      0.003758        1.17447              0.457759    

   17       25.65      3.7548          0.8463          0.1223E-03      0.002546       0.716250              0.457792    

   18       26.64      3.6219         -0.6962E-01     -0.9001E-05      0.000187       0.484706E-02          0.457792    

   19       26.64      3.6214         -0.1695E-02     -0.2190E-06      0.000005       0.287238E-05          0.457792    

   20       26.77      3.6049           1.417          0.1806E-03      0.003757        2.00803              0.457885    

   21       26.79      3.6029          0.1978          0.2516E-04      0.000524       0.391151E-01          0.457886    

   22       31.70      3.1893           2.437          0.1959E-03      0.004078        5.93970              0.458161    

   23       33.93      3.1348          -2.794         -0.1927E-03      0.004010        7.80577              0.458521    

   24       34.15      3.1297          -1.541         -0.1047E-03      0.002179        2.37352              0.458631    

   25       34.17      3.1293         -0.2676         -0.1817E-04      0.000378       0.716265E-01          0.458634    

   26       34.21      3.1284         -0.2056         -0.1392E-04      0.000290       0.422616E-01          0.458636    

   27       36.93      3.0685          -2.579         -0.1470E-03      0.003059        6.65062              0.458943    

   28       37.47      3.0572           9.281          0.5120E-03      0.010655        86.1306              0.462922    

   29       39.45      3.0176           4.770          0.2343E-03      0.004875        22.7518              0.463973    

   30       42.16      2.9672          -15.50         -0.6554E-03      0.013640        240.317              0.475074    

   31       43.11      2.9506           2.334          0.9386E-04      0.001953        5.44813              0.475325    

   32       45.07      2.9175          -24.45         -0.8894E-03      0.018508        597.845              0.502941    

   33       45.10      2.9171           48.67          0.1768E-02      0.036791        2368.58              0.612351    

   34       46.22      2.8991           14.01          0.4817E-03      0.010023        196.354              0.621421    

   35       46.27      2.8983           2.220          0.7612E-04      0.001584        4.92841              0.621649    

   36       46.78      2.8902          -53.82         -0.1800E-02      0.037467        2896.91              0.755463    

   37       47.30      2.8822          -32.41         -0.1058E-02      0.022012        1050.71              0.803998    

   38       47.95      2.8723           11.96          0.3786E-03      0.007879        143.100              0.810608    

   39       49.30      2.8521           1.468          0.4364E-04      0.000908        2.15592              0.810708    

   40       49.41      2.8505          -14.10         -0.4171E-03      0.008679        198.903              0.819895    

   41       50.05      2.8420           1.235          0.3549E-04      0.000738        1.52447              0.819966    

   42       53.78      2.8420           10.04          0.2499E-03      0.005200        100.766              0.824620    

   43       56.66      2.8420          -7.731         -0.1734E-03      0.003607        59.7691              0.827381    

   44       56.99      2.8420          -1.374         -0.3045E-04      0.000634        1.88700              0.827468    

   45       58.03      2.8420          -9.343         -0.1997E-03      0.004156        87.2926              0.831501    

   46       58.46      2.8420          -5.355         -0.1128E-03      0.002347        28.6802              0.832825    

   47       61.02      2.8420           36.12          0.6983E-03      0.014533        1304.73              0.893094    

   48       61.81      2.8420          -5.594         -0.1054E-03      0.002193        31.2888              0.894539    

   49       62.42      2.8420          0.9087          0.1679E-04      0.000349       0.825655              0.894577    

   50       63.30      2.8420          -2.066         -0.3712E-04      0.000773        4.26838              0.894774    

                                                            SUM OF EFFECTIVE MASSES=   217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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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지진응답해석

3.4.1 설계지진하중

침니내부지지대는 침니 상부에 고정되어 있으나 안내관들의 하단부가 반사체용기 하단에 

고정되며 원자로구조물의 전체 모델을 해석에 반영하였으므로 수조바닥에서의 층응답스펙트

럼(E.L. 72.3m)을 사용한다. 그러나 안내관들의 상부 고정점이 OR안내관의 경우에는 침니내

부지지대이지만 CT/IR 안내관의 경우에는 로보트팔이므로 보수적인 평가를 위하여 원자로

건물 시간이력해석으로부터 구한 층응답스펙트럼 중에서 로보트팔 위치의 층응답스펙트럼을 

발취하였다. 첫째로 SSE 수평방향 경우(0.2g)의 해석모델에서 로보트팔 지지점에서의 지진하

중 크기는 원자로 수조벽 78.73m 높이를 기준으로 상하 위치인 81.35m와 77.15m 위치의 4% 
감쇠값에 해당하는 층응답스펙트럼[10]으로부터 선형 보간법으로 계산한 참고문헌 [3]을 기

준으로 하였다. 수조바닥 위치에서의 층응답스펙트럼[11]으로는 SSE 지진하중의 경우는 그

림 3에 보여준 4% 감쇠값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하였다. 보수적 평가를 위하여 이들 두 지

지점의 층응답스펙트럼을 모두 포함하도록 두 지지점의 응답 스펙트럼중에 최대값을 지진해

석시 응답스펙트럼 하중으로 사용하였다. OBE 수평방향의 경우(0.10g)에 대하여도 같은 방

법을 사용하여 그림 5와 그림 6에 나타나 있는 2% 감쇠값 층응답스펙트럼을 사용하였다. 
둘째로 수직방향에 대하여는 SSE(0.13g)는 3% 감쇠값과 OBE(0.067g)는 2% 감쇠값에 대하여 

각각 그림 7과 그림 8에서 보여준 층응답스펙트럼과 로보트팔의 층응답스펙트럼 크기를 서

로 포함하는 층응답스펙트럼을 사용하였다. 

3.4.2 지진응답해석 결과

원자로구조물을 포함한 침니내부지지대 관련 구조물에 대한 ANSYS 구조해석 모델을 작

성하고 이에 대한 동특성을 분석한 뒤에 내진범주 I급에 따라 위의 SSE와 OBE 층응답스펙

트럼에 대하여 지진응답해석을 수행하였다. 고차모드의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기 위하여 모

드 200개를 사용하였으며, 모드와 방향별 SRSS법으로 지진응답을 구하였다. 침니내부지지대

를 포함한 원자로구조물 및 OR 안내관에서 발생되는 최대 응력강도를 자중, OBE 및 SSE 
지진하중에 대하여 ANSYS 구조해석 프로그램으로 각각 계산하였다. 침니내부지지대와 OR 
안내관은 구조적으로 주변 구조물과의 간섭이 없으므로 변위 제한조건이 없음을 밝혀둔다. 
지진응답해석에 사용된 ANSYS 입력 자료는 지면관계상 모델링 자료는 제외하고 부록 I에 

수록하였다.
하중조합은 앞의 제 2장, 제 4절에 제시된 자중(D)과 지진하중(OBE, SSE)의 조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 Service level A      :  Dead weight(D)
   - Service level B      :  D + OBE (E)
   - Service level C or D :  D + SSE (E1)

SSE 지진하중을 받는 원자로구조물에 대해서는 ASME NC 및 ND, vessel design의 Table 
NC, ND-3321-1에 기반을 두고 AECL의 분류방법에 따라 운전조건 C로 분류하고 응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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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수행하였다[6]. 응력평가에 있어서 막응력 (Pm)은 따로 분류하지 않고 보수적으로 막응력

과 굽힙응력의 합응력을 막응력에 대한 표 14의 허용값과 비교하였다.

Service limit Primary stress (Pm) Primary and bending stresses (Pm+Pb)

Design and level A 1.0 S 1.5 S

Level B 1.0 S 1.5 S

Level C 1.2 S 1.8 S

표 14. 허용값의 비교

침니내부지지대 구조물 중 쉘구조에 대한 응력평가는 ASME Sec.III, NF-3200 "Design rules 
for plate- and shell-type supports[5]"와 ASME Sec.III, Appendix F, "Rules for evaluation of 
service loadings with level D service limits"[7]에 따랐다. Service level D에 대한 응력 제한값

은 다음과 같다. 그리고 응력평가에 있어서 막응력(Pm)은 따로 분류하지 않고 보수적으로 

막응력과 굽힙응력의 합응력을 막응력에 대한 제한값과 비교하였다.

S = Min(2.4Sm, 0.7Su) for components,
S = Min(Max(1.2Sy, 1.5Sm), 0.7Su) for plate and shell type component supports,
     - Pure shear,  S = 0.42Su
     - Pm <S,  Pm +Pb < 1.5S

지진응답해석 결과들은 원자로구조물에 대하여 표 15에 있으며, 침니내부지지대에 대하여 

표 16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53에서는 SSE 지진하중에 대하여 전체 구조물의 응력강도를 

나타내었으며, 그림 54에서는 변형량을 나타내었다. 각 부품별 응력강도분포는 그림 55부터 

그림 61에 나타내었다.
표 15와 표 16의 해석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자로구조물의 경우 최대 응력은 grid 

plate에서 발생되었지만 허용값보다 크게 작았으며, 침니내부지지대와 OR 안내관 고정장치 

중 쉘구조에서 최대응력이 CT/IR 안내관 고정장치에서 발생되었으나 응력강도가 허용값과 

비교하여 작게 나타났다. 특히 원자로구조물인 침니와 반사체용기에서도 운전조건 B 
(D+OBE)와 운전조건 C (D+SSE)에 대하여 구한 최대 응력강도가 모두 허용응력보다 작으므

로 신규 침니내부지지대를 설치한 원자로구조물도 구조적으로 건전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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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imum stress intensity
Pm (MPa) Materials

Allowable values
S[6], S, 1.2S (MPa) Service 

 level A
 Service
 level B

 Service
 level C

Inlet plenum < 3.00 < 5.72 < 7.86 S.S. 304 115.1, 115.1, 138.1

Grid plate < 4.46 < 21.8 < 29.9 S.S. 304 115.1, 115.1, 138.1

Reflector vessel < 2.20 < 16.6 < 22.7 Zr. R60804 108.5, 108.5, 130.2

Chimney < 1.85 < 13.8 < 18.9
Al. 606IT6

SB-208
 41.3,  41.3,  49.6

표 15. Stress intensities of reactor structure for dead, OBE and SSE loads

Maximum stress intensity
 Pm +Pb (MPa)

Materials
Allowable values
1.5S, 1.5S, 1.8S

Inlet plenum 3.00 5.72 7.86 S.S. 304 172.7, 172.7, 207.2

Grid plate 4.46 21.8 29.9 S.S. 304 172.7, 172.7, 207.2

Reflector vessel 2.20 16.6 22.7 Zr. R60804 162.7, 162.7, 195.2

Chimney 1.85 13.8 18.9
Al. 606IT6

SB-208
61.9, 61.9, 74.3

Maximum stress intensity
Pm (MPa) Materials

Allowable values
S[6], 1.33S, 2.4S

(MPa)
 Service 
 level A

 Service
 level B

 Service
 level C

In-Chimney bracket < 8.45 < 18.18 < 27.15

S.S. 304 119.0, 158.0, 285.6
OR5 G.T. holder < 1.12 < 24.92 < 34.02

OR4 G.T. holder < 1.41 < 23.51 < 32.01

CT/IR G.T. holder < 7.52 < 46.22 < 55.12

표 16. Stress intensities of in-chimney structure for dead, OBE and SSE loads

Maximum stress intensity
 Pm +Pb (MPa)

Materials
S1[6], 1.33S1, 2.4S1

(S1 = 1.5S)

In-Chimney bracket 8.45 18.18 27.15

S.S. 304 178.5, 237.0, 428.4
OR5 G.T. holder 1.12 24.92 34.02

OR4 G.T. holder 1.41 23.51 32.01

CT/IR G.T. holder 7.52 46.22 5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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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니내부지지대 및 OR 안내관 중에 보 및 봉 구조물에 대한 평가는 ASME Sec.III, 
NF-3322, "Design requirements for structural steel members"[5]에 따랐다. 운전조건 D에 대해서

는 다음과 같은 응력 제한값을 사용하였다.

S = (Stress Limit of Level A) x  Min(2, 1.167Su/Sy) if Su > 1.2Sy,
                  or 1.4 (if Su < 1.2Sy)) for linear type component supports,
 - Stresses in tension,  S= Min(1.2Sy, 0.7Su)
 - Stresses in shear,    S= Min(0.72Sy, 0.42Su)
 - Combined axial tension and bending  (fa/Fa) +(fbx/Fbx) + (fby/Fby) < 1.0, 
                                          Fa = Min(1.2Sy, 0.7Su).

보와 봉 구조물에 대한 지진응답해석 결과들이 각각 표 17와 표 18에 나타내었으며, 핵연

료 조사시험 안내관(OR5) 하단부에서 최대응력이 발생되었다. 파이프요소인 경우는 굽힘응

력 분류에 있어서 국부좌표계에 따른 응력성분에 따라 분류하지 않고 절대 최대값을 굽힘응

력(bending stress)으로 사용하였다. 보 및 봉 구조물에 대한 조합응력에 따른 허용응력과 응

력비의 결과를 표 18에 제시하였다. 표 18에서 Fa, Fb는 제 2.2절의 규격 및 허용응력에서 

제시한 값과 표 18에 나타낸 바와 같이 components의 제한값을 사용하였다. 표 18의 결과에 

따르면 모든 부위에서 조합응력비가 모두 1 보다 작아 구조적으로 건전함을 알 수 있었다. 

 Components (Element)
Dead Weight (MPa) OBE (MPa)

Axial Bending Axial Bending

 1. OR5 guide tube (70457) 0.32 - 50.43 14.90

 2. OR4 guide tube (70502) 0.076 0.011 2.86 0.73

표 17. Maximum stress of beam structure for dead, OBE and SSE loads

 Components (Element)
SSE (MPa)

Material
Type

classificationAxial Bending

 1. OR5 guide tube (70457) 69.09 20.56 S.S.304
Components

 2. OR4 guide tube (70502) 4.01 1.02 Al.6061T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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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ponents
   (Element)

Fa Fb Stress ratio

Service 
level A

Service 
level B

Service 
level D

Service 
level A 

Service 
level B 

Service 
level D 

Service
level A

Service 
level B

Service 
level D

 1. OR5 guide
   tube (70457)

98.0 130.3 235.2 107.8 143.4 258.7 0.142 0.354 0.563

 2. OR4 guide
   tube (70502)

41.3 62.0 99.1 41.3** 62.0 99.1 0.0195 0.0476 0.0763

표 18. Combined stress ratios of beam structure for dead, OBE and SSE loads

*107.8 = 0.66 x (163.4, yield strength), ** : Fb is taken by Fa since Fb > Fa.

한편 지진하중에 대한 침니내부지지대 수평 지지핀의 건전성평가를 위해 추출한 침니내부

지지대의 수평지지핀에 작용하는 수평 전단력은 표 19와 같다.  

표 19. 지진하중에 의해 발생된 침니내부지지대 수평 지지핀이 받는 하중

Horizontal force (N) under OBE load

X Z 합력

OR5 side 248.34 313.50 399.94

Horizontal force (N) under SSE load

X Z 합력

OR5 side 365.60 483.30 606.00

수평 지지핀(position pin)의 직경은 17mm이며, 최대 전단력 606N이 작용할 때 최대전단응

력은 다음과 같다.
   최대전단응력= Shear Force(Q)/Aeff

               = 606/(0.75 x π x 0.008522)

               = 3.54 MPa < 65.36 MPa (0.4 Sy = 0.4 x 163.4 MPa)

앞의 계산으로부터 수평지지핀은 지진하중에 대하여 발생된 최대전단응력이 전단허용응력

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침니내부지지대 CT/IR 고정장치을 고정하는 4개의 수직방향 스프링 건전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지진하중에 대한 응답변위 해석결과로부터 최대 스프링 변형량을 표 20에 나타내었

다. 4개 스프링의 초기 압축변형량은 14mm이기 때문에 표 20에서 보는바와 같이 스프링은 

SSE 지진하중에 대하여 최대 0.90mm의 작은 변형을 하여 스프링 기능을 계속 유지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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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ring part
Spring displacement 

under OBE load
Spring displacement 

under SSE load
Allowable spring 

displacement

OR5 side(7066) 0.618mm 0.85mm 14mm

OR4 side(8826) 0.657mm 0.90mm 14mm

표 20. 침니내부지지대 수직방향 조임장치 스프링에 작용하는 변형량

3.4.3 피로 손상 평가

하나로 설계에서 설계수명동안 SSE 지진하중은 1회, OBE 지진하중은 5회 발생하는 것을 

고려하였다. 이들 지진하중에 대하여 반복 응력주기는 SSE에서는 400회, OBE에서는 2400회

가 있는 것으로 하였다. 이들의 전체 응력주기는 2800회가 된다. 이에 대한 피로손상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ASME, Sec. III, Appendix Fig. I-9.2.1에서 정의한 피로설계곡선[그림 63]을 

사용하였다. 앞의 결과로부터 운전조건 B와 D에 대한 침니내부지지대에서 발생된 피크응력

강도는 다음과 같다. 

     Smax. OBE = 46.22 MPa
     Smax. SSE = 55.12 MPa

보수적인 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응력집중계수, 4.0 값을 사용하였으며, 응력집중계수를 

곱하여 얻은 응력 크기는 다음과 같다.

     Smax. OBE = 46.22 MPa x 4.0 = 184.88 MPa (27 ksi)
     Smax. SSE = 55.12 MPa x 4.0 = 220.48 MPa (32 ksi)

2800회 주기에 대한 허용응력은 ASME, Appendix Fig. I-9.2.1로부터 500 MPa로 나타났다. 
그리고 응력집중계수를 곱한 최대응력, 220.48 MPa(32 ksi)에 대한 허용 주기는 300,000회로 

피로누적계수는 0.01 (=2800/300000)로 계산되는데, 이 값은 1 보다 매우 작아 피로로 인한 

구조적 손상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4.4 Base frame 고정장치에 대한 구조건전성 평가

Base frame 고정장치는 원자로 침니상부의 4곳에 있는 thermosiphoning opening을 이용하여 

침니내부지지대를 최종 고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수중원격 설치를 좀 더 쉽게 수행하기 위

하여 그림 11과 그림 64에 보여준 도면으로 설계하였다. 구조해석 모델에서는 base frame 고

정장치를 원자로 침니에 각 지점 당 3 방향의 대용스프링강성을 갖는 스프링 요소로 연결하

였다. 가진되지 않도록 강성( 10 8 
N/m )을 크게 가정하였으며 지진응답해석으로부터 구한 

스프링힘을 구하면 고정장치가 받는 힘이 되며, 이 힘으로부터 base frame 고정장치의 구조

건전성을 평가할 수 있다. 지진응답해석 결과로부터 SSE 지진하중에서 발생하는 각 base 
frame 고정장치가 받는 X, Y, Z 방향 힘은 표 2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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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cation X Y Z SRSS

OR4-1 278.3 490.5 467.2 732.3

OR4-2 232.1 497.9 313.6 632.6

OR5-1 462.6 47.0 717.6 1048.2

OR5-2 679.9 48.8 1219.3 1396.9

표 21. SSE 지진하중에서 base frame 고정장치에 발생하는 힘 (N)

위 4곳의 base frame 고정장치에 발생하는 힘을 보수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3방향 힘을 

모두 SRSS법으로 조합하였으며, 이중 최대값은 1397N이 된다. 그림 11과 그림 64에서 취약

할 것으로 판단되는 base frame 고정장치의 4 단면에 대하여 응력을 계산하였으며, 허용응력

( σ
a
=98.04MPa, τ

a
=65.4MPa)과 비교한 결과 모두 허용응력보다 작아 구조적으로 건전함을 

알 수 있었다.
   

1) Pin (단면 1)
직경 = 15mm

전단응력 = 1397
0.75A

 = 7.7 MPa   <  τ
a
            O.K.

2) Pin 근처의 GIB holder 최소단면 (단면 2)

단면적(A) = 0.0125 x 0.0448 = 5.6E-04 m 2

유효면적 = 2/3 A = 3.73E-04 m 2

전단응력 = 1397
2/3A

 = 3.7 MPa    <  τ
a
            O.K.

3) GIB 최소단면 (단면 3)
GIB holder의 높이는 120mm이며, 위쪽 holder는 40mm, 아래쪽 holder는 20mm, 위/아래쪽

에는 10mm의 공간을 두고 설치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따라서 최대값 668N 힘을 위/아래 

holder에 분산하면 휨과 전단응력이 발생된다. 따라서 반력을 구한 후 최대 모멘트를 구하면 

13.3 N-m가 된다. GIB 중에 원자로 침니와 접하는 최소 단면은 아래쪽이며 이 사각형 단면

에 대하여 휨과 전단응력을 구하면 다음과 같다.

단면적(A) = 0.015 x 0.019 = 2.85E-04 m 2

유효면적 = 2/3 A = 1.9E-04 m 2

단면2차모멘트(I) = 0.019×0.015 3

12
= 5.34E-09 m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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휨응력 = M
I
y = 13.3

5.34×10
- 9 ×

0.015
2

 = 18.7 MPa  <  σ
a
     O.K.

전단응력 = 1397
2/3A

 = 7.4 MPa    <  τ
a
            O.K.

4) 아래쪽 GIB holder 최소단면 (단면 4)

단면적(A) = 0.012 x 0.02 = 2.4E-04 m 2

유효면적 = 2/3 A = 1.6E-04 m 2

전단응력 = 1397
2/3A

 = 8.7 MPa    <  τ
a
            O.K.

3.4.5 OR 안내관 고정장치의 볼트에 대한 구조건전성 평가

OR 안내관 고정장치는 그림 10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base frame과 4개의 볼트(M10)로 

결합이 된다. OR4/OR5 안내관 고정장치 볼트의 구조건전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먼저 OR 안

내관에 걸리는 하중을 계산하였다. OR 안내관 고정장치의 수평 고정점 상하인 절점 102419
와 102446에 각각 작용하는 불연속 하중량이 OR4/OR5를 잡고 있는 고정장치에 전해주는 

하중이 된다. 각 조건에서 계산한 수평하중은 다음과 같다. 해석모델에서는 수직방향으로 구

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직하중은 없으며, 하중계산 방법으로 절점 102419와 102446에서 안

내관에 작용하는 최대 전단응력 차이를 추출하고 이를 단면적으로 곱한 값이 OR 안내관에 

걸리는 하중이 된다.

   * SSE 하중시 

     OR4 - 78.98 N, OR5 - 157.07 N

볼트의 건전성 평가 시 한 개의 OR 고정장치 중량 4.6kg를 추가로 고려해야 한다. 보수적

으로 중력가속도의 3배를 가정하면 약 15kg(약 150N)이 되며, 이 값에 지진응답해석 결과로

부터 구한 최대값인 157N을 더하면 총 307N이 된다. 보수적으로 이 힘이 3방향으로 작용한

다고 가정하고 SRSS법으로 조합하면 532N이 된다. 이 값에 대하여 볼트의 건전성을 아래와 

같이 평가하였으며, 모두 허용응력보다 매우 작아 구조적으로 건전하다고 판단된다.

    볼트(M10)의 곡경단면적, A = π
4

×0.008376
2  = 5.51E-05 m 2

    인장응력 = 532
4A

= 2.4 MPa < σ
a

O.K.

    전단응력 = 532
4×0.75A

 = 3.2 MPa < τ
a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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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하나로 신규 침니내부지지대와 원자로구조물을 3차원 모델링하여 질량을 계산하고 입력자

료 생성 후, ANSYS 프로그램으로 고유진동수 해석 및 지진응답해석을 수행하였다. 해석결

과로부터 구조건전성을 평가하여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OBE와 SSE 지진하중에 대하여 원자로구조물 및 신규 침니내부지지대에서 발생된 최

대 응력이 각 재료의 허용 응력값보다 작게 나타나 구조적으로 건전함을 알 수 있었다. 

2) 원자로구조물인 inlet plenum, grid plate, 반사체용기와 침니에서도 운전조건 B(D+OBE)
와 운전조건 C(D+SSE)에 대하여 구한 최대 응력이 모두 허용응력보다 작으므로 침니내부지

지대를 추가로 설치한 원자로구조물 역시 구조적으로 건전함을 알 수 있었다.

3) 최대응력이 발생된 침니내부지지대에 대하여 계산한 피로누적계수가 0.01 값으로 1 보

다 매우 작아 피로로 인한 구조적 손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침니내부지지대 부품 중 base frame 고정장치와 OR 안내관 고정장치 볼트에 대하여, 
지진응답해석 결과를 기반으로 평가한 결과들이 모두 만족되어 구조적으로 건전함을 알 수 

있었다.

5) 고유진동수 해석결과에서 핵연료(DUPIC) 조사시험 안내관의 고유진동수가 5.64Hz에서 

발생하였고, fission moly 안내관은 24.43Hz에서 발생하였다.

6) 조사공 OR4(fission moly)와 OR5(핵연료 조사시험)에 장전되는 안내관 및 시험관의 외

경, 두께 및 시험중량에 대하여 지진응답해석을 수행하였으며, 결과가 만족되어 구조적으로 

건전함을 알 수 있었다.

조사공

OR

OR4 (fission moly) OR5 (핵연료 조사시험)

안내관

외경/두께

시험관

외경/두께
시험중량

안내관

외경/두께

시험관

외경/두께
시험중량

치  수 60/5 mm 58/5 mm 15 kg 34.0/1.65mm 58/2 mm 20 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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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하나로 침니내부지지대 설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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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하나로 침니내부지지대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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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수조바닥과 Robot Arm 위치의 수평 지진응답 스펙트럼(SSE, 0.2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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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두 지점을 포함하는 층응답스펙트럼(SSE, 0.2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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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수조바닥과 Robot Arm 위치의 수평 지진응답 스펙트럼(OBE, 0.1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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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두 지점을 포함하는 층응답스펙트럼(OBE, 0.1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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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하나로 모든 위치를 포함하는 수직 지진응답스펙트럼(SSE, 0.1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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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하나로 모든 위치를 포함하는 수직 지진응답스펙트럼(OBE, 0.067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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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하나로 침니내부지지대 CT/IR 고정장치 부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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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하나로 침니내부지지대 OR 고정장치 부품도



- 39 -

그림 11. 하나로 침니내부지지대 Base Frame 부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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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하나로 침니내부지지대 전체 모델

그림 13. 하나로 침니내부지지대 OR Clamp 및 Base Frame 조립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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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CT/IR Clamp Units과 계장캡슐 결합조건

그림 15 CT/IR Clamp Main Body와 Base Frame 결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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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OR Clamp와 안내관 결합조건

그림 17. 하나로 침니내부지지대 및 안내관 전체 조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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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Hydrodynamic mass of CT/IR Clamp main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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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하나로 원자로구조물 Inlet Plenum 고체모델

그림 20. 하나로 원자로구조물 Inlet Plenum 유한요소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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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하나로 원자로구조물 Grid Plate 유한요소모델

그림 22. 하나로 원자로구조물 Grid Plate 노심 상세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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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하나로 원자로구조물 반사체용기 유한요소모델

그림 24. 하나로 원자로구조물 반사체용기 내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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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하나로 원자로구조물 반사체용기 내부

그림 26. 하나로 원자로구조물 반사체용기 - Beam tube 모델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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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하나로 원자로구조물 반사체용기 - Beam tube 모델 1-2

그림 28. 하나로 원자로구조물 반사체용기 - Beam tube 모델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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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하나로 원자로구조물 반사체용기 - Beam tube 모델 2-2

그림 30. 하나로 원자로구조물 반사체용기 조사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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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하나로 원자로구조물 침니 고체모델

그림 32. 하나로 원자로구조물 침니 유한요소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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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하나로 원자로구조물 침니 부가질량

그림 34. 하나로 원자로구조물 전체 유한요소모델



- 52 -

그림 35. 원자로구조물을 포함하는 침니내부지지대 1차 모드형상

그림 36. 원자로구조물을 포함하는 침니내부지지대 2차 모드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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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원자로구조물을 포함하는 침니내부지지대 3차 모드형상

그림 38. 원자로구조물을 포함하는 침니내부지지대 4차 모드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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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원자로구조물을 포함하는 침니내부지지대 5차 모드형상

그림 40. 원자로구조물을 포함하는 침니내부지지대 6차 모드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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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원자로구조물을 포함하는 침니내부지지대 7차 모드형상

그림 42. 원자로구조물을 포함하는 침니내부지지대 8차 모드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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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원자로구조물을 포함하는 침니내부지지대 9차 모드형상

그림 44. 원자로구조물을 포함하는 침니내부지지대 10차 모드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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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원자로구조물을 포함하는 침니내부지지대 11차 모드형상

그림 46. 원자로구조물을 포함하는 침니내부지지대 12차 모드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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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하나로 원자로구조물 1차 모드형상

그림 48. 하나로 원자로구조물 2차 모드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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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하나로 원자로구조물 3차 모드형상

그림 50. 하나로 원자로구조물 4차 모드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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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핵연료 조사시험 안내관(OR5) 1차 모드형상

그림 52. Fission Moly 안내관(OR4) 1차 모드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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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하나로 원자로구조물을 포함하는 침니내부지지대 응력강도(SSE)

그림 54. 하나로 원자로구조물을 포함하는 침니내부지지대 변형량(S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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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원자로구조물 Inlet plenum 응력강도 분포(SSE)

그림 56. 원자로구조물 Grid plate 응력강도 분포(S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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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원자로구조물 반사체용기 응력강도 분포(SSE)

그림 58. 원자로구조물 침니 응력강도 분포(S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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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9. 침니내부지지대 CT/IR 고정장치 응력강도 분포(SSE)

그림 60. 침니내부지지대 Base frame(OR5) 응력강도 분포(S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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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침니내부지지대 Base frame(OR4) 응력강도 분포(SSE)

그림 62. 원자로구조물 반사체용기 육각형 유동관 변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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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 ASME 피로설계곡선

그림 64. 침니내부지지대 Base frame 고정장치 부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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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I: 하나로 침니내부지지대의 지진응답해석 수행시 ANSYS 입력자료

1) 고유진동수 제어 입력자료

/COM

/SOLU

KBC,0

AUTOTS,OFF

NSUBST,       1

/COM

/COM Output control options

/com OUTPR,NSOL  ,1

/com OUTPR,RSOL  ,1

/com OUTPR,ESOL  ,1

/com OUTPR,NLOAD ,1

/com OUTRES,NSOL  ,1 

OUTRES,RSOL  ,1 

/com OUTRES,NLOAD ,1 

/com OUTRES,STRS  ,1 

OUTRES,EPEL  ,1 

OUTRES,FGRAD ,1 

/COM 

/COM 

!--------------------------------------------------------------------
! MODAL ANALYSIS
!--------------------------------------------------------------------
!
/SOLU
ANTYPE,MODAL

MODOPT,LANB,200

MXPAND,200,,,YES             

SOLVE

FIN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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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SE 지진하중 입력자료

/COM,-----------------------------------------------------------------
/COM, SEISMIC ANALYSIS
/COM,   Seismic level (72.30m + 78.73m)
/COM,   Response spectrum data 4% damping (SSE)
/COM,-----------------------------------------------------------------

/SOLU
ANTYPE,SPECTR
SPOPT,SPRS,,YES               ! STRESS ON
!
C***
C*** SEISMIC X-DIRECTION (HORIZONTAL)
C***
SVTYP,2,9.8
SED,1
FREQ
FREQ,0.25,0.77,2.1,2.8,3.8,5,5.3,7.3,8.1
FREQ,9,9.3,9.8,12.9,19,30,50,100
SV,0.04,0.15,0.4,0.89,0.89,1.04,1.07,1.4,1.4,1.07
SV,0.04,1.07,0.94,1.07,1.07,0.51,0.33,0.29,0.29
SRSS,0,DISP
SOLVE
!
C***
C*** SEISMIC Y-DIRECTION (VERTICAL)
C***
SVTYP,2,9.8
SED,0,1
FREQ
SV
FREQ,0.25,1,2.9,3.6,6.2,7.6,13.5,16,18
FREQ,30,50
SV,0.04,0.05,0.31,0.66,0.66,0.71,0.76,1.17,1.17,0.61
SV,0.04,0.55,0.4
SRSS,0,DISP
SOLVE
!
C***
C*** SEISMIC Z-DIRECTION (HORIZONTAL)
C***
SVTYP,2,9.8
SED,0,0,1
FREQ
SV
FREQ,0.25,0.77,2.1,2.8,3.8,5,5.3,7.3,8.1
FREQ,9,9.3,9.8,12.9,19,30,50,100
SV,0.04,0.15,0.4,0.89,0.89,1.04,1.07,1.4,1.4,1.07
SV,0.04,1.07,0.94,1.07,1.07,0.51,0.33,0.29,0.29
SRSS,0,DISP
SOLVE
FIN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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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OBE 지진하중 입력자료

/COM,-----------------------------------------------------------------
/COM, SEISMIC ANALYSIS
/COM,   Seismic level (72.30m + 78.73m)
/COM,   Response spectrum data 2% damping (OBE)
/COM,-----------------------------------------------------------------

/SOLU
ANTYPE,SPECTR
SPOPT,SPRS,,YES               ! STRESS ON
!
C***
C*** SEISMIC X-DIRECTION (HORIZONTAL)
C***
SVTYP,2,9.8
SED,1
FREQ
FREQ,0.4,1,2.1,2.8,4,4.9,5.3,7.4,7.9
FREQ,9,9.2,9.4,13.5,14.5,19,21,30,50
SV,0.02,0.11,0.3,0.6,0.63,0.76,0.76,1.21,1.21,0.906
SV,0.02,0.906,0.74,0.96,0.96,0.76,0.34,0.34,0.19,0.18
SRSS,0,DISP
SOLVE
!
C***
C*** SEISMIC Y-DIRECTION (VERTICAL)
C***
SVTYP,2,9.8
SED,0,1
FREQ
SV
FREQ,0.25,1.05,2.9,6,7.5,9.5,10,13.5,16
FREQ,18,30,50
SV,0.02,0.03,0.19,0.41,0.43,0.46,0.48,0.54,0.76,0.76
SV,0.02,0.36,0.25,0.2
SRSS,0,DISP
SOLVE
!
C***
C*** SEISMIC Z-DIRECTION (HORIZONTAL)
C***
SVTYP,2,9.8
SED,0,0,1
FREQ
SV
FREQ,0.4,1,2.1,2.8,4,4.9,5.3,7.4,7.9
FREQ,9,9.2,9.4,13.5,14.5,19,21,30,50
SV,0.02,0.11,0.3,0.6,0.63,0.76,0.76,1.21,1.21,0.906
SV,0.02,0.906,0.74,0.96,0.96,0.76,0.34,0.34,0.19,0.18
SRSS,0,DISP
SOLVE
FIN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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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에는 노심 중앙부에 육각형 유동관이 설치된 3개의 조사시험용 조사공(CT, IR1 
및 IR2)이 있으며, 외부 노심에는 원통형 유동관이 설치된 4개의 조사공 (OR3 ～ OR6)이 

확보되어 있다. 시험용 시료의 노내 조사시험에는 계장설비가 부착되지 않은 무계장 조

사 시험설비와 계장 설비가 설치된 조사 시험설비가 이용된다. 무계장 조사시험설비는 

유체 유동에 의한 영향이 크지 않으나 계장 조사시험설비는 계장용 전선을 보호하기 위

한 안내관의 영향으로 유체유동과 지진하중에 의한 진동이 크게 발생될 소지가 있다. 이

를 억제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침니내부지지대가 설계되었다. 이와 같이 침니내부지지대

는 조사시험을 위한 조사 설비의 보조 지지구조물로서 조사공 CT/IR을 이용하는 계장 조

사시험설비의 경우는 원자로 조사공 스파이더(spider)와 원자로수조 벽에 설치된 로보트팔 

사이의 안내관 중간부분을 수평방향으로 추가 고정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조사공 OR을 

이용하는 시험설비의 경우는 안내관의 상부를 고정할 수 있는 지지대를 제공함으로써 유

체유발진동과 지진하중에 대한 동적거동을 감소시켜 조사시험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

도록 한다. 그러나 신규 침니내부지지대는 노내조사시험설비에서 IR1을 사용하게 되므로 

CT/IR2만을 이용하는 계장캡슐 안내관의 동적거동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CT/IR Clamp를 

설계 변경하였다. 
이를 위하여 변경된 침니내부지지대에 대한 수중상태의 ANSYS 구조해석 모델을 작성

하고 이의 동특성을 분석한 뒤에 OBE와 SSE 설계기준 지진하중에 대한 구조물 지진응

답해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침니내부지지대가 설치되는 경우, 지진응답해석 결과로부터 

구한 동적거동이 크게 억제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신규 침니내부지지대를 설치하여 원

자로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고, 지진응답해석에서 구한 발생 응력들은 ASME 
코드에 규정된 허용응력 이내에 있었으며 피로 제한값을 만족하였다.
 주제명키워드

 (10단어내외) 
하나로, 신규 침니내부지지대, 고유진동해석, 지진응답해석, 
구조 건전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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