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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 격납건물의 3차원 구조해석시스템

Three-Dimensional Structural Analysis System for Nuclear Containment 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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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본 논문에서는 원자로 격납건물의 3차원 해석을 수행할 수 있는 구조해석 시스템을 구축하여 제시하 다. 구조해석 시

스템은 고성능 평   쉘 유한요소를 요소 라이 러리로 추가하 고, 비부착식 텐던과 부착식 텐던의 거동을 정확하게 모

사할 수 있는 모델링방법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기능을 로그래 하고 범용 구조해석 로그램 DIANA에 목시켜 원

자로 격납건물의 비선형해석은 물론이고 내압능력 평가가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3차원 구조해석 시스템의 신뢰성

을 확인하기 해 수로형 원자로 격납건물의 구조해석을 수행하여 다른 기 에서 수행한 축 칭 구조해석 결과와 비교

분석하 다. 

핵심용어 : 원자로 격납건물, 리스트 스 콘크리트, 평 /쉘, 텐던 모델, 3차원 유한요소해석

Abstract

Three-dimensional structural analysis system for nuclear containment building is presented in this paper. This system includes 

high-performance plate/shell elements as finite element library. It also adopts numerical modeling technique for unbonded tendon as 

well as bonded tendon in prestressed concrete structures. This system is constructed by connecting several in-house program to a 

commercial program DIANA, and then is capable of performing nonlinear analysis for ultimate pressure capacity of nuclear 

containment building. Finally, three-dimensional structural analysis of CANDU-type containment building is carried out in order to 

test the reliability of this system. These numerical results are compared with reference values, which obtained from axisymmetric 

structural analysis.

Keywords : nuclear reactor containment building, prestressed concrete, plate and shell, tendon model, 3-D 

finite element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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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원자력발 소에서 원자로 격납건물은 사고시 내부의 방사

성 물질이 외부로 설되는 것을 방지하고 외부환경으로부터 

내부의 장비나 시스템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여 발 소의 안

성을 유지시켜 주는 최후의 방벽 역할을 하는 매우 요한 

구조물이다. 따라서 격납건물은 발 소 운  기간동안은 물

론이고 사고시에 발생하는 높은 압력에 해 구조  건

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즉 극한사고가 발생하는 비상시에 

발 소내의 방사능물질이 외부로 출되지 못하도록 방지하

는 최종 방벽의 역할을 담당한다. 한 지진 는 항공기충

돌과 같은 외부하 으로부터 내부기기와 시스템을 보호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원자로 격납건물의 극한내압평가를 해서는 극한내압에서

의 비선형해석에서 나아가 각 압력단계별 원자로 격납건물의 

구조거동을 확인하고 각 재료의 상태에 따른 구조  괴모드

를 고찰하는 과정이 필수 이다. 따라서 극한내압사고와 같은 

인 재해 발생에 한 원자로 격납건물의 구조거동을 정확히 

평가하기 해서는 3차원 구조체의 비선형 평가시스템의 확립

이 실하다(Dameron 등, 1997; Hessheimer 등, 1997).

원자로 격납건물은 기 슬라 와 벽체, 돔으로 구성되어 

있어 유한요소모델링 작업 수행시 평   쉘 유한요소와 고

체요소를 사용한다. 한 국내에 건설된 원자로 격납건물은 

크게 경수로형과 수로형으로 나 어지며, 격납건물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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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3차원 해석 로그램의 구성도

거동과 극한내압능력의 주된 역할을 하고 있는 리스트 스 

텐던이 경수로형 격납건물에서는 비부착식이며, 수로형 격

납건물에서는 부착식으로 설치된다(Rizkalla 등, 1984). 원

자로 격납건물의 구조해석에 리 사용되어 지고 있는 상용 

구조해석 로그램은 리스트 스 텐던의 모델링을 해 별

도의 보완작업이 필요하며, 평   쉘 유한요소도 해석결과

에 있어 정확도의 향상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고성능 평   쉘 유한요소를 요소 

라이 러리로 사용하고, 비부착식 텐던과 부착식 텐던의 거

동을 정확하게 모사할 수 있는 모델링방법을 제시하며, 이를 

로그래 화하여 범용 구조해석 로그램에 연결시킴으로서 

원자력발 소 격납건물의 극한내압능력과 괴거동을 측할 

수 있는 3차원 구조해석시스템을 제안하 다. 

2. 원자로 격납건물의 3차원 구조해석시스템

앞에서 언 한 바와 같이 원자로 격납건물은 기 슬라 와 

벽체, 돔으로 구성되어 있어 유한요소모델링 작업 수행시 평

  쉘 유한요소와 고체요소를 사용한다. 한 국내에 건

설된 원자로 격납건물은 크게 경수로형과 수로형으로 나

어지며, 격납건물의 구조거동과 극한내압능력의 주된 역할을 

하고 있는 리스트 스 텐던이 경수로형 격납건물에서는 비

부착식이며, 수로형 격납건물에서는 부착식으로 설치된다. 

원자로 격납건물의 구조해석에 리 사용되어 지고 있는 

상용 구조해석 로그램은 리스트 스 텐던의 모델링을 

해 별도의 보완작업이 필요하며, 평   쉘 유한요소도 해

석결과에 있어 정확도의 향상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원자로 격납구조물의 구조해석시스템

의 체 인 흐름도는 다음 그림 1과 같다. 유한요소 모델링, 

입력데이타 추출, 비선형 해석, 해석결과의 산출과 같은 구조

해석시스템의 기본 체제는 상용 구조해석 로그램인 DIANA 

(De Witte and Kikstra 등, 2002)를 사용하고 여기에 평 /

쉘 유한요소의 기능(Plate/Shell Element)과 텐던의 모델링 

방법(Tendon Generator와 Tendon Property Modifier), 

결과물의 특수처리기능(Critical Section Display)을 추가하

다(그림 1에서 선표시 부분 참조). 

2.1 평 /쉘 유한요소

원자로 격납건물은 일반 으로 원통형 벽체와 바닥의 기  

슬래  그리고 상부 덮개인 돔으로 구성된다. 상부의 돔 형

상은 반구형 는 링빔(ring beam)을 가진 부분구형으로 이

루어지는데 반구형은 경수로형에 주로 사용되며, 부분구형은 

수로형에 사용되고 있다. 원자로 격납건물의 3차원 구조해

석을 수행하기 한 유한요소모델링에 원통형 벽체와 상부의 

돔은 평   쉘 유한요소를 사용하고, 바닥의 기 슬라 는 

고체요소를 사용한다.

해석결과의 정확도를 높이고,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해 

NC-QH 평 /쉘 유한요소를 원자로 격납건물의 구조해석시

스템의 요소 라이 러리로 포함시켰다. 이 요소는 Ahmad 

등(1970)에 의해 도입된 퇴화 쉘(Degenerated Shell) 유

한요소에 근거하며, Reissner-Mindlin 이론의 가정을 사용

하고 있다. 

NC-QH요소는 감차 분방법(Reduced Integration Tech-

nique)과 비 합변 형의 추가(Addition of Nonconforming 

Displacement Mode)를 직 혼합하여 용하므로서 제안된 

바 있으며, 요소의 변 성분()은 다음 식 (1)과 같다(김

선훈,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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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5개의 변 성분을 의미하

며,  
는 비 합변 형이 작용하는 회 변 성분을 의미

한다. 
는 형상함수( 합과 비 합), 는 두께, 

는 방향여 행렬, 는 두께방향 자연좌표계를 각각 의미한다.

식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요소는 평면변

()와 수직변 ()에는 8  합형상함수를 사용

하고, 회 변 ( )에는 8  합형상함수 외에 

버블모드의 비 합변 형을 추가하여 사용한다. 가 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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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드(Spurious Zero Energy Mode)의 발생을 억제하기 

하여 휨 련 강성행렬의 계산은 정상 분을 사용하고, 단

련 강성행렬의 계산은 감차 분을 사용하 다. 따라서 이 

요소는 평면  수직변 (  )에 8  형상함수를 

사용하고, 회 변 ( )에 9  형상함수를 사용하

면서 강성행렬 계산시 선택 분방법을 사용하는 Heterosis

요소(QHS)와 동일하다(Figueiras 등, 1984).

NC-QH요소는 해석의 정확성과 결과의 신뢰성이 매우 우

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참

고문헌(김선훈, 1988; 1996)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2.2 콘크리트와 철근의 재료모델

리스트 스트 콘크리트 구조로 시공된 원자로 격납건물은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진 재료로 구성되어 있어서 유한요소해석 

시 복합재료를 모델링하는 방법이 요하다. 철근과 긴장재는 

균질한 재료로서 거동이 비교  단순하여 일반 으로 재료특

성이 쉽게 정의되지만, 콘크리트는 시멘트와 골재 등으로 이루

어진 비균질 재료이므로 거동 특성이 매우 복잡하여 정확히 정

의하기 어렵다. 따라서 해석하고자 하는 상 구조물의 거동에 

주요한 향을 미치는 특성만을 선택 으로 재료모델에 고려

하는 것이 효과 이다.

본 논문에서는 단조증가하 (monotonic loading)에 한 

리스트 스트 콘크리트 구조물의 비선형 거동해석이 주 목

이므로 비선형 거동의 원인인 콘크리트의 균열과 철근  긴장

재의 항복을 심으로 재료모델을 구성하 다. 철근  긴장재

의 경우 배근된 형상으로 인해 하 이 1축응력상태로 달되지

만, 콘크리트의 경우 2축응력상태로 달된다. 이를 고려하기 

해 콘크리트의 재료모델에서는 구성방정식(constitutive 

law) 뿐만 아니라 추가 으로 강도포락선을 정의할 필요가 있다.

콘크리트 모델은 균열선단의 국부 인 거동보다는 구조물 

체 거동 악에 유리한 분산균열모델(smeared crack model)

을 사용하여 재료비선형성을 고려하 다. 따라서 콘크리트의 

강도포락선은 압축 역에서는 Drucker-Prager 괴면으로 

나타냈으며, 인장 역과 인장-압축 역에서는 Rankine 괴

면으로 나타내었다(그림 2 참조). 이를 수학 으로 구체화하는 

구성방정식은 직교이방성모델을 채택하여 콘크리트의 괴모

드를 지배하는 인장 역에 인장증강효과(tension stiffening 

effect)를 고려한 Mackawa 등(2003)에 의해 제안된 모델식

을 사용하 다.

철근은 콘크리트의 상호거동을 분산균열모델에 표 하기 

해 Belarbi 등의 매설철근(embedded bar)에 한 제안

식(Belarbi 등, 1994)을 용하 다(그림 3 참조).

그림 2 콘크리트의 응력-변형률 계

그림 3 철근의 응력-변형률 계

2.3 텐던의 재료모델

원자로 격납건물은 규모가 매우 크고, 많은 수의 텐던이 설치

되므로 이산모델(discrete model) 보다는 매설모델(embedded 

model)을 사용하게 되므로 텐던의 매설모델의 유도가 필요하

다. 경수로형 격납건물은 비부착식 텐던을 사용하고, 수로형 

격납건물은 부착식 텐던을 사용한다. 

(1) 부착식 텐던

부착식 텐던의 경우 철근과 같이 텐던의 체 달길이에 

걸쳐 일정한 부착응력-슬립 계가 용된다고 가정하여 구성

한 2차 미분방정식으로부터 다음 식 (2)와 같이 유도할 수 

있다.

″      (2)

여기서,   이고 긴장재의 지름으로 무차원화한 긴장재 길

이방향의 자연좌표이다. 이로부터 부착응력-슬립 계 

를 이용하여 무차원화한 슬립   를 변수로 갖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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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비부착식 텐던의 응력-변형률 계그림 4 부착식 텐던의 응력-변형률 계

배방정식을 구성할 수 있다. 한 계수  로 

계산되며, 상수들은 각각 ,  , 


이다. 

식 (2)는 단순히 부착슬립이 콘크리트의 균열 사이  역

에서 발생한다고 가정하여 계산되므로, 앙부에서 부착슬립이 

발 되지 않는 경우 힘의 평형조건을 이용하여 응력차이를 계

산함으로서 식 (2)에 의한 부착응력의 상한값을 식 (3)과 같

이 결정할 수 있다(곽효경 등, 2005).

   


  ′  (3)

식 (3)에 따르면 부착식 텐던(bonded tendon)과 그라우

제의 상호거동은 매설철근과 같은 격한 차이를 보이지 않

으므로 평균응력-변형률 계를 기본으로 유도된 식 (4)와 같

은 겉보기 항복응력(apparent yield stress)을 기 으로 제

안된 다선형 모델을 사용하 다(그림 4 참조).


 










 
 




 

 
 




 

(4)

(2) 비부착식 텐던

비부착식 텐던(unbonded tendon)을 표 하는 경우 변형

률 합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비부착식 텐던과 그라우 제 사

이를 매설모델의 이론상 완 부착으로 가정하여야 한다. 즉, 

비부착식 텐던이배치된 부재의 항력을 상 으로 과  평

가하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해 다음 식 (5)를 사용하여 반

복해석을 수행한다.


    

       (5)

여기서, 는  ≤  ≤의 텐던의 유효긴장력과 극

한상태에서 텐던의 긴장력 사이 범 를 갖는 임의의 하  크기

이고, 비부착식 텐던의 수정된 응력-변형율 계 는 반복과

정을 통해 텐던 자체의 응력-변형률 계 를 각 하 단계별로 

유한요소 해석하여 나온 응력( ) 신 평균 변형률에 

해당하는 응력( )으로 수정하여 그림 5와 같이 구성됨

을 의미한다.

텐던 재료 자체의 응력-변형률 곡선   을 이용한 등

가의 부착식 텐던으로 해석하여 얻어진 임의의 하 ()에서 

텐던 길이방향(  ∼)으로의 변형률 분포를 이라 

할 때, 등가의 부착식 텐던으로 해석한 결과는 변형률 합조

건을 만족하므로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6)

등가의 부착식 텐던을 토 로 한 해석시 부재의 험단면은 

텐던의 변형률이 가장 큰 단면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험

단면의 변형률을 해석한 결과에서 얻어지는 최  변형률값으

로 규정할 수 있다. 이 때 텐던이 받는 응력 한 텐던 재료 자

체의 응력-변형률 계를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곽효경 등, 

2005).

   

     (7)

3. 3차원 구조해석시스템의 검증

본 연구에서 제안한 3차원 구조해석 시스템 해석결과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해 수로형 원자로 격납건물의 구조해



김선훈

한국 산구조공학회 논문집 제23권 제2호(2010.4) 239

Properties Upper Dome Lower Dome Wall Base

Geometry

0.61m Shell

=1.25% 

=1.25%

0.38m Shell

=

0.553% 

=

0.553%

1.07m Shell

ρs,in=

0.189%

ρs,out=

0.189%

Solid

Concrete 
′=35MPa

Re-bar =400MPa

Tendon
0.94 or 1.41m seven-wire strand with 

=1862MPa

표 1 CANDU형 원자로 격납건물의 재료특성  구조특성

     

(a) 체 모델 (b) 층쉘요소 (c) 솔리드요소 (d) 텐던 배치

그림 7 수로형 원자로 격납건물의 3차원 유한요소 모델

그림 6 수로형 원자로 격납건물의 형상

석을 수행하여 다른 기 에서 축 칭 구조해석을 수행한 결

과(정철헌 등, 1996a; 1996b)와 비교분석하 다. 

수로형 원  격납건물의 체 인 형상은 그림 6과 같

다. 격납건물은 원통형 벽체, 하부돔(Lower Dome)  상

부돔(Upper Dome), 그리고 기 슬래 로 구성되어 있다.

격납건물의 3차원 유한요소 모델링의 편의를 해 체 

구조거동에 큰 향을 미치지 않는 작은 개구부는 무시하고, 

쉘요소와 고체요소를 사용하여 유한요소 모델을 완성하 다. 

벽체와 돔에는 1776개의 8  사각형 층쉘요소를, 돔의 

상부는 96개의 6  삼각형 층쉘요소를 사용하 고, 버트

스와 원형보 그리고 기 는 20  육면체 고체요소 744

개를 사용하 다. 그리고 기 슬래 의 앙부는 96개의 15

 삼각기둥 고체요소로 이루어져 있다(그림 7 참조).

그림 7에서 철근과 콘크리트를 표 하는 층쉘요소는 8

개의 층(layer)을 갖도록 모델링하 다. 철근은 긴장재를 기

으로 격납건물의 내측부와 외측부에 각각 원환방향과 수직

방향으로 배근되므로 격자형태로 분포하는 철근을 하나의 등

가 층으로 하여 내측 철근 층(inner steel layer)과 외측 철

근 층(outer steel layer)으로 모델링하 다. 두 철근 층은 

피복 콘크리트 층 안쪽에 치하도록 하 으며, 내측 철근 층

과 외측 철근 층 사이 콘크리트는 4개의 층으로 나 어 해석

의 정확도를 확보하 고, 이 부분으로 텐던을 통하게 된다.

구성된 유한요소모델의 재료특성  구조특성은 도면에 근

거하여 표 1과 같이 산정하 다. 이때 돔 부분의 철근비는 

돔의 심에서 벽체 반경의 반 치를 기 으로, 벽체의 

철근비는 가운데 높이를 기 으로 산정하 다. 그밖에 필요

한 재료성질은 CEB-FIP MC90에 따라 결정하 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3차원 구조해석 시스템 해석결과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해 다른 문헌(정철헌 등, 1996a; 

1996b)에서 수행한 축 칭요소를 이용한 극한내압해석 결과

와 비교하 다(그림 8 참조). 축 칭모델은 범용 구조해석 

로그램인 ADINA에서 제공되는 유한요소를 사용되었다. 

콘크리트요소는 축 칭 솔리드요소를, 철근  긴장재요소는 

1  링 트러스요소(ring truss element)를 이용하여 구

성하 다. 재료모델은 긴장재에 해서 Bilinear 탄소성 모

델을 사용하 고, 축 칭모델 구성 시 기 슬래 와 상부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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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축 칭 유한요소모델(정철헌 등, 199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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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슬래 와 합부 벽체의 자오선방향 내측철근의 응력 그림 10 슬래 와 합부 벽체의 자오선방향 내측콘크리트의 

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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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슬래 에서 11m 높이 벽체의 원환방향 외측철근의 응력 그림 12 슬래 에서 11m 높이 벽체의 원환방향 외측콘크리트의 

응력

에 포함된 긴장재를 모델하기 해서 반경에 따른 실제 긴장

재량의 변화와 정착하 의 작용방향을 고려하여 근사하 다.

본 논문에서는 축 칭모델로의 근사가 필요없는 실제 3차

원 모델을 쉘요소와 솔리드요소로 구성하여 비선형해석을 수

행하 다. 따라서 원환방향으로 치하는 버트 스를 정확한 

치에 고려함으로써 그에 따른 향을 실제와 같이 모사할 

수 있다. 그리고 축 칭모델과의 비교를 해서 축 칭요소

에서 사용된 단면인 양쪽 버트 스 사이의 앙부 을 사

용하 다.

먼  벽체 부분을 비교하면, 그림 9∼그림 12에서 볼 수 

있듯이 3차원모델의 결과가 축 칭모델의 결과보다 구조물의 

강성이 더 크게 계산된다. 이는 버트 스의 향이 고려된 

결과라고 단된다. 버트 스가 없는 단면을 기본 단면으로 

모델하는 축 칭 모델의 경우, 그만큼 구조물의 강성이 게 

계산될 것으로 상된다.

다음으로 상부돔 부분을 비교하면, 그림 13∼그림 16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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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앙부 반경 12m 상부돔의 자오선방향 외측철근의 응력 그림 14 앙부 반경 12m 상부돔의 자오선방향 외측콘크리트의 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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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앙부 반경 12m 상부돔의 원환방향 외측철근의 응력 그림 16 앙부 반경 12m 상부돔의 원환방향 외측콘크리트의 

응력

(a) 설계내압 (b) 설계내압의 2배 (c) 설계내압의 4배

그림 17 설계내압 단계별 변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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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설계내압 (b) 설계내압의 2배 (c) 설계내압의 4배

그림 18 축 칭모델의 설계내압 단계별 변형도(정철헌 등, 1996a)

볼 수 있듯이 축 칭모델이 약간 보수 이긴 하지만, 벽체 

부분의 결과들에 비해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링빔에 의해서 구조거동이 독립되는 상부돔에는 버트 스와 

같이 3차원모델에 추가 으로 고려되는 강성이 없기 때문으

로 단된다.

마지막으로 그림 16에서 콘크리트의 응력변화를 보면 철

근의 응력변화에 비해 두 모델의 경향이 보다 더 차이가 발

생하는데, 이는 사용요소의 문제로 추측된다. 축 칭모델의 

경우 원환방향과 자오선방향이 독립 으로 고려되는데 반해, 

3차원모델의 경우 쉘요소로써 주응력방향을 고려함으로 보다 

정확한 해석이 가능하다.

비선형 해석의 가장 기본이 되는 구조물의 변형을 악하

기 해서 설계내압(0.124MPa)의 1, 2, 4배에서의 변형도

를 그림 17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수로형 

원자로 격납건물의 극한내압거동은 상부돔에서의 변형이 지

배 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는 축 칭모델에서도 비슷한 경

향으로 찰된다(그림 18 참조).

5. 결    론

본 논문에서 수행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고성능 평   쉘 유한요소를 요소 라이 러리로 사용

하고, 비부착식 텐던과 부착식 텐던의 거동을 정확하게 

모사할 수 있는 모델링방법을 제시하며, 이를 로그래

하여 범용 구조해석 로그램에 연결시킴으로서 원

자력발 소 격납건물의 구조거동해석을 수행할 수 있

는 3차원 구조해석시스템을 제안하 다.

2) 3차원 구조해석시스템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해서 다

른 기 에서 수행한 2차원 축 칭 모델을 사용한 해석

결과와의 비교검증을 시도하 다. 비교검증을 하여 

벽체부분과 상부돔 부분에서의 철근  콘크리트의 응

력변화를 검토하 으며, 두 경우의 해석결과는 비교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본 논문에서 제안한 원자로 격납건물의 3차원 구조해

석시스템은 수로형 격납건물은 물론이고 경수로형 

격납건물의 구조거동을 악하는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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