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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ecause of the complicated shape and the overcrowded arrangement of rebar, there are some problems in applying
the rebar modulation for the Nuclear Power Plant Structures. In order to resolve these problems, we have been studying
the rebar modulation method applying techniques of the high strength rebar for NPP Structure. After reviewing the
rebar drawing of the NPP structures and performing the mock-up test, the rebar modulation method in the various
area of the NPP Structure has been established. I will introduce this method and the future plan of the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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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원전구조물은 복잡한 형상과 과밀배근 등으로 일반구조물에 비해 철근모듈화 적용이 어려운 실정이지만, 고강도철근 적용기술 개발과
연계하여 철근모듈화 공법을 적용하고자 연구를 진행중에 있으며, 원전구조물의 도면검토와 실험적 검증을 통해 도출된 원전구조물 부위
별 모듈화 방안과 향후 추진방향 등을 소개하고 한다.

2. 원전구조물 부위별 배근특성 및 고려사항
원자로건물 및 보조건물의 12개 주요부위에 대한 도면검토를 통해 각 부위별 철근배근의 특성과 철근배근 작업시 고려사항 등을 아래
표와 같이 도출하였다.

구조물 부위

원자로기초 하부 (EL.45`)
텐돈갤러리 하부 (EL.55`)
원자로 공동부 하부 (EL.55`)
텐돈갤러리 벽체 (EL55’~68’)
원자로 공동부 상부 (EL.66`)
텐돈갤러리 상부 (EL.68`)
원자로기초 상부 (EL.78`)
1차 차폐벽
2차 차폐벽
원자로건물 외벽
보조건물 기초 (EL.40`～45`)
보조건물 벽체

표 1. 원전구조물 부위별 특성 및 고려사항
특 성

고려 사항

6 Layer 격자배근 / 58m x 58m / 약 900톤
보조건물 기초철근 연결부위 및 모듈화 효율성 저하
6 Layer 격자배근 / 61m x 61m / 약 334톤
보조건물기초 연결구간 및 모듈화 효율성 저하
4 Layer 격자배근 / 30m x30m / 약 253톤
기초 1단 타설전 현장설치 가능 → 모듈화 효과 반감
2x2 Layer(외벽) / 2 Layer(내벽) / 외경 약 50m
텐돈갤러리 하부 철근 간섭
6 Layer 격자배근 / 22.9m x 15.8m / 약 51톤
Sump 구간
6 Layer 방사 및 원형 배근 / 외경 51.8m / 약 186톤 트럼펫 및 sheath 관입부분
6 Layer 방사 및 원형 배근 / 외경 51.8m / 약 821톤 Sump 구간
내·외부 각 2 Layer 배근
배근이 매우 복잡함
내·외부 각 4 Layer 배근 / 원형 벽체 / 겹침이음 가능 기초상부면의 철판과의 커플러 이음 고려
원형(수평/수직철근) 및 방사형(전단철근) 배근 / 원자로관 입구 및 설비관 부위 간섭고려
외경 약 48m
Sheath관 설치순서 및 CLP-시스템거푸집 간섭 고려
격자형 배근 (4Layer)
벽체 접합부, 원자로 기초 연결부 및 단차부분 고려
벽체 내·외부 각 4 Layer 배근 /높이 약 30m
Embedded plate 스터드 볼트, 내부 H형강 기둥 간섭

*
한국수력원자력(주), 차장, 교신저자(lbs@khnp.co.kr)
**
한국수력원자력(주), 부장
*** 한국수력원자력(주), 주임
**** 한국수력원자력(주), 대리
***** 한국수력원자력(주), 대리

- 15 -

원전구조물 부위별 철근모듈화 방안 연구

3. 원전구조물 부위별 모듈화 방안도출
원자로건물 외부벽체는 전체 높이에 걸쳐 1/6씩 나눈 방사형 부분모듈, 원자로건물 2차 차폐벽은 내․외부 일체식 모듈, 그리고 보조건
물 벽체는 벽체내 H형강 간섭을 고려한 내․외부 개별식 모듈화방안을 도출하였으며, 기타 부위에 대한 모듈화방안은 아래 그림과 같다.

① 원자로건물/보조건물 기초하부

② 텐돈갤러리 하부 / 보조건물 상부

⑤ 텐돈갤러리 상부

⑥ 기초상부

③ 원자로 공동부 상부

그림 1. 주요부위별 모듈화 방안

④ 텐돈갤러리 벽체

⑦ 2차 차폐벽

4. 3D 시뮬레이션 모듈화검증 부위도출
원전구조물 부위별 배근특성 및 고려사항을 반영하여 Mock-up실험과 3D 시뮬레이션 방법을 통해 모듈화 적용성을 검증하기로 결정
하였으며, 주요부위별 검증방법은 아래표와 같다.

구조물 부위

원자로 기초 하부
텐돈갤러리 하부
원자로 공동부 하부
텐돈갤러리 벽체
원자로 공동부 상부
텐돈갤러리 상부
원자로 기초 상부
1차 차폐벽
2차 차폐벽
원자로 외부벽체
보조건물 기초
보조건물 벽체

Layer

6
6
4
2
6
6
6
2
4
6
4
4

표 2. 도출된 모듈화방안에 대한 검증방법
모듈화 방안

6Layer 부분 모듈
6Layer 부분 모듈
2Layer 전체 모듈 / 4Layer 전체 모듈
2Layer 부분 모듈
6Layer 전체 모듈
6Layer 전체 모듈 / 6Layer 전방사형 부분 모듈
2Layer 전체 모듈
모듈화 미적용
내․외부 일체식 부분 모듈(방사형)
내․외부 일체식 부분 모듈(방사형)
4Layer 부분 모듈
내․외부 개별식 분분모듈 / 내․외부 일체식 부분 모듈

시공성 평가법

Mock-up 예정
Mock-up 예정
3D 시뮬레이션
3D 시뮬레이션
3D 시뮬레이션
Mock-up 예정
3D 시뮬레이션
3D 시뮬레이션
3D 시뮬레이션
Mock-up 예정
Mock-up 예정

적용성

△
△
△
○
◎
○
○
×
◎
○
△
◎

5. 결 론
원전구조물 부위별 모둘화방안과 이의 검증방법을 도출하였으며, 3D 시뮬레이션과 Mock-up 실험을 통해 모듈화 적용시 문제점
과 이의 개선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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