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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격납건물의 Steel Fiber 용성 평가를 한 지진취약도 분석

Seismic Fragility Analysis for Steel Fiber Applicability Assessment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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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본 연구에서는 Steel Fiber를 원  격납건물에 용하기 한 용성 평가를 해서 Steel Fiber가 삽입된 격납건물에 

한 지진 험도 평가를 수행하 다. Steel Fiber를 콘크리트에 삽입함으로써 콘크리트의 구조  성능에서 취약 인 인장성

능을 향상시킬 수 있고, 압축강도  단강도도 증가시킬 수 있는 장 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원  격납건물

에 Steel Fiber를 용하기 한 노력은 진행되고 있지 않다. 재료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원 에 용하기 해서는 좀 더 

많은 사용경험과 성능검증이 이루어져야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원자력발 소 격납건물에 Steel Fiber를 사

용하 을 경우, 격납건물의 지진안 성의 변화를 살펴보기 하여 기존의 실험자료를 이용하여 취약도 평가를 수행하 다. 

분석결과 Steel Fiber의 함유로 인하여 단성능과 연성능력이 증가하여 지진취약도의 향상으로 나타났다. Steel Fiber함유

량이 1.0%인 경우 지진내력이 10%가량 증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제한된 기존의 실험결

과를 이용한 비해석이므로 Steel Fiber의 실제 용성을 확하게 분석하기 해서는 Steel Fiber가 함유된 다양한 콘크

리트 부재실험을 통하여 그 물성의 변화를 악하여야 할 것이다. 

핵심용어 : Steel Fiber, 격납건물, 지진안 성, 취약도 평가

Abstract

In this study, a seismic risk analysis performed for an applicability assessment of steel fiber in containment structures. Steel 

fiber can increase tensile properties of concrete structures moreover compressive and shear capacity. But many of researches about 

steel fiber reinforced concrete structures are now only focused in axial load condition. Also it is very difficult to find an effort for 

application to containment structures in NPP. Therefore, in this study, seismic fragility assessment for a steel fiber reinforced 

concrete containment structure. As a result, a seismic fragility capacity improved according to increase of shear and ductile capacity 

of concrete. In the case of 1.0% of steel fiber volume fraction, seismic capacity increases as 10%. But very limited previous 

experimental results were used in this study, so various element tests were needed for more accurate investigation.

Keywords : steel fiber, containment structure, seismic sofety, fragility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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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콘크리트재료의 재료  성능개선을 해서 Steel Fiber를 

콘크리트구조물에 용하기 한 많은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

다. Steel Fiber를 콘크리트에 삽입함으로써 콘크리트의 구

조  성능에서 취약 인 인장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고, 압축

강도  단강도도 증가시킬 수 있는 장 이 있기 때문이

다. 그러나 아직까지 원  격납건물에 Steel Fiber를 용하

기 한 노력은 진행되고 있지 않다. 재료  우수성에도 불

구하고 원 에 용하기 해서는 좀 더 많은 사용경험과 성

능검증이 이루어져야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원자력발 소 격납건물에 Steel Fiber를 사용하 을 경우, 격

납건물의 지진안 성의 변화를 살펴보기 하여 기존의 실험자

료를 이용하여 험도 평가를 수행하 다. Fiber R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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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Fiber 체 비에 따른 단력-변  이력곡선

forced Concrete(FRC)에 한 많은 연구가 있지만, 재료  

특성분석에 연구가 치 되어 있으며, 구조물 거동 측을 

한 기반연구는 부족한 것이 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용가능한 기존의 실험결과를 이용하여 FRC 격납건물의 지

진취약도를 평가하여 FRC의 용성을 평가하 다.

Steel Fiber를 콘크리트에 삽입하여 그 구조  성능을 개

선하고자 하는 연구는 많이 진행되어 왔다. 국내에서도 Steel 

Fiber를 사용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인장거동에 한 연구들

이 과거에 다수 진행된 바 있다(강수태 등. 2009; 곽효경 

등, 2009; 홍창우 등, 1999). 그러나 많은 연구들이 철근콘

크리트 거동의 취약 인 인장거동을 보완하기 한 부분에 

집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실제 으로 steel fiber

를 격납건물에 삽입하여 지진거동의 변화를 악하기 해서

는 단성능에 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러한 기존

의 연구는 세계 으로도 리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이 

실이다. 

실 으로 원  격납건물과 같은 단벽 구조에 한 

단거동을 제시해  수 있는 실험모델을 찾는 것은 쉽지 않

다. 가장 정확한 해석 모델을 결정하기 해서는 Steel Fiber 

함유량에 따른 단벽구조의 단거동 실험을 통해서 그 모

델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실험

을 수행하지 못하 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결과 에

서 최 의 결과를 제시할 수 있는 기둥구조물의 단거동 실

험결과를 바탕으로 모델을 작성하고, 이를 이용한 격납건물 

모델을 이용하여 지진취약도 평가를 수행하 다. 평가결과 

Steel Fiber 함유에 따라서 격납건물의 1차모드 고유진동수

의 변화는 발생하지 않지만 취약도 성능은 크게 개선되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향후 Steel 

Fiber를 포함한 격납건물의 거동을 측하는 기 자료로 사

용할 수 있으며, 향후 단벽에 한 단거동 실험을 수행

하여 그 결과를 활용한 재평가를 수행한다면 좀 더 정확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2. FRC 격납건물의 동  이력모델 도출

Fiber Reinforced Concrete(FRC)를 이용한 구조물의 

동  모델은 재로서는 다양한 구조형태에 하여 개발되어 

있지 않다. 정확한 모델을 도출하기 해서는 목표로 하는 

부재에 한 다양한 실험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재로서

는 용가능한 모델이 없으므로 Lee(2007)가 FRC 기둥에 

하여 실험을 통하여 단강도와 변 와의 계를 도출한 

결과를 이용하 다. Lee는 Steel Fiber가 포함된 콘크리트 

기둥을 상으로 Fiber의 체 비(Fiber volume fraction, 

Vf)에 따른 단력-변  계를 실험을 통하여 도출하 다. 

이 실험에서는 Fiber의 체 비에 따라 각각 한 개씩의 실험

모델을 제작하여 실험을 수행하 다. Lee의 실험에서 Fiber

의 체 비에 따라 구해진 단력과 변 에 한 이력곡선은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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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Fiber 체 비에 따른 하 -변 계

 

그림 3 FRC 기둥의 하 -변  이력거동

Vf
단균열강도

(kN)
강도비

기균열변

(mm)
변 비

0.0% 84.8 1.00 2.70 1.00

1.0% 78.9 0.93 2.50 0.93

1.5% 129.2 1.52 3.68 1.36

2.0% 199.2 2.35 7.24 2.68

Vf
최 단강도

(kN)
강도비 연성도() 연성도비

0.0% 200 1.00 1.43 1.00

1.0% 218 1.09 1.76 1.23

1.5% 239 1.20 2.02 1.41

2.0% 262 1.31 2.38 1.66

표 1 Fiber 체 비에 따른 재료물성 비교

그림 1에서의 하 -변 계를 이용하여 상용 로그램인 

OpenSEES를 사용하여 실험모델인 기둥에 한 수치해석 

모델을 작성하여 Pushover 해석을 수행하여 변 와 단력

과의 계를 도출하여 그림 2에 제시하 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Fiber의 함유 여부가 기강성에는 큰 향을 미

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Fiber 0%와 1.0%의 항복강도

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체 으로는 Fiber의 체

비가 증가함에 따라서 항복강도와 극한강도가 증가하는 경

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에서는 의 동일한 모

델에 하여 cyclic 하 에 의한 하 -변 계의 이력모델을 

도출하 다.

의 결과를 이용하여 Fiber 체 비에 따른 균열 단강도, 

기균열 변 , 최 단강도, 그리고 연성도를 도출하여 표 

1에 정리하 다. 한 각각의 경우 Fiber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를 기 으로 한 비율을 표시하여 Fiber의 함유량에 따른 

변화를 알 수 있도록 하 다. 균열 단강도와 기균열변 , 

최 단강도, 최 단강도에서의 변 는 그림 2에서 도출

하 으며, 연성도를 구하기 한 항복 은 기둥의 기강성

이 변하는 지 으로 설정하 다. 이력모델의 항복 에서 기

둥은 균열이 발생하므로 이때의 강도를 단균열강도로 표

하 으며, 변 를 기균열변 로 표 하 다. 극한변 는 

Priestley 등(1987)의 제안을 따라서 최 강도의 80%에서

의 변 로 설정하 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Fiber 체 비의 증가에 따라서 

반 으로 단강도와 연성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Fiber 체 비(Volume fraction, Vf)가 2.0%인 경우 단

균열강도는 2.35배 그리고 연성도는 1.66배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3. FRC 격납건물의 지진응답해석

FRC 격납건물의 해석모델 구축을 하여 FRC 기둥의 

재료물성을 이용하여 FRC 격납건물의 벽체부분과 돔부분에

서 극한 단강도()는 Ogaki 등(최인길 등, 2001)이 제

안한 식 (1)을 사용하여 산정하 다.

 

⋅⋅⋅
(1)

여기서, 는 극한 단응력를 나타내며, 는 유효

단면 을 나타낸다.   는 각각 벽체 앙까지의 직경 

 벽체의 두께를 나타내며, 는 체 단면 을 유효 단면

으로 변환하기 한 계수를 나타낸다. 극한 단응력을 나

타내는 는 다음 식 (2)로 구할 수 있다.

  ′ (2)

여기서, 는 수평  수직방향의 유효철근비와 항복

응력을 곱한 값의 평균으로 격납건물의 극한 단강도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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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하부벽체

(b) 돔

그림 4 FRC 격납건물 부재의 비선형이력모델

그림 5 격납건물 모형의 집 질량 모델

로그램

집 질량 모델 3D 모델

OpenSEES

(본연구)

TDAP

(기존연구)

ABAQUS

(기존연구)

수평 4.56 4.56 4.48 

수직 12.18 12.17 12.65 

표 2 집 질량 모델과 3D 모델의 고유진동수 비교 (단 : Hz)

Vf-0.0% Vf-1.0% Vf-1.5% Vf-2.0%

수평 4.557 4.562 4.699 4.397

수직 12.18 12.18 12.18 12.18

표 3 Fiber 함유량에 따른 FRC 격납건물의 고유진동수 비교

근  리스트 싱 텐돈 등이 부담하는 부분을 나타낸다. 

이러한 방법으로 격납건물 벽체와 돔부분에 한 비선형 하

-변  모델을 작성하여 그림 4에 제시하 다.

격납건물의 지진해석을 해서 국내 원  가장 많은 형

태인 경수로형 원 의 격납건물을 선택하 으며, 상 호기

로는 울진 56호기의 격납건물을 선택하 다. 수치해석을 

한 모델은 집 질량모델을 이용하여 그림 5와 같이 작성하

다. 집 질량 모델은 격납건물의 설계를 해서 실무 으로 

가장 리 사용하고 있는 방법으로 작성된 모델의 검증을 

해서는 실제의 형상 로 모형화되어 있는 3차원 모형과의 검

증이 필요하다. 3차원 모델과의 검증을 해 최인길 등

(2006)의 연구에서 상용 로그램인 ABAQUS로 3차원 해

석모델을 작성하여 해석한 결과  상용 로그램 TDAP으로 

집 질량모델을 작성하고 해석한 결과와 비교하여 그 결과를 

표 2에 정리하 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작

성한 격납건물의 집 질량 모델은 격납건물의 동 거동을 비

교  잘 측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집 질량 모델에 한 

지진응답해석은 재료비선형 해석이 가능한 상용 로그램인 

OpenSEES(Mazzoni 등, 2006)를 사용하여 수행하 다.

Fiber의 함유량에 따른 구조물의 동 거동을 비교하기 

해 작성된 집 질량모델을 사용하여 고유진동수 분석을 하

다. 분석결과는 표 3에 Fiber의 체 비와 고유진동수와의 

계를 정리하 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Fiber의 체 비와 

격납건물의 고유진동수와는 큰 상 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 1차모드 고유진동수는 탄성구간의 기강성에 의

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Fiber 함유량

에 따라서 기 강성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고 극한 강도만 

차이가 나타나므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단된다. 따라서 Fiber를 이용하여 격납건물을 건설할 경우 

구조물의 동특성에 큰 변화없이 강도증가와 연성증가 효과를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Fiber의 함유량에 따른 격납건물의 지진응답을 분석하기 

하여 각 모델에 하여 그림 6과 같이 US NRC Reg1.60 설

계응답스펙트럼(US NRC, 1973)을 이용하여 생성된 인공지

진 를 이용하여 지진응답해석을 수행하 다. 가속도 응답과 

변 응답을 비교하여 그림 7과 그림 8에 도시하 다. 최 지

반가속도를 0.4g, 0.6g, 0.8g 그리고 1.0g로 변화하여 해석

을 수행한 결과 입력지진동이 낮은 수 에서는 Fiber의 유무

에 따라서 큰 변화가 없으나, 입력지진동이 증가하면서 비선형 

거동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속도 시간이력을 제시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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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4g

(b) 0.6g

(c) 0.8g

(d) 1.0g

그림 8 FRC사용에 따른 격납건물의 변 응답 비교

그림 6 입력지진 가속도스펙트럼

(a) 0.4g

(b) 0.6g

(c) 0.8g

(d) 1.0g

그림 7 FRC사용에 따른 격납건물의 가속도응답 비교

림 7의 결과를 통해서는 Fiber의 함유 여부에 따른 거동의 차

이를 악하기는 쉽지 않으나, Fiber의 함유량에 따른 격납건

물 천단부에서의 변  시간이력을 도시한 그림 8의 결과를 보

면 Fiber의 사용에 따른 격납건물 체 거동의 차이가 분명하

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조물의 거동이 탄성거동

을 하는 작은 지진수 의 해석에서는 Fiber 함유에 따른 거동

차이가 발생하지 않으나 지진동 수 이 증가하면서 Fiber를 

사용함으로 인해 격납건물의 구변형이 Fiber를 사용하지 않

은 경우에 비하여 억제되었고, 최 변 도 작게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거동은 Fiber의 사용이 설계지진 수 의 

지진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설계지진을 넘어서는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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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4g

(b) 2.0g

그림 9 FRC사용에 따른 격납건물의 힘-변  계

진의 발생시 격납건물의 거동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보

여 다고 할 수 있다.

그림 9에는 입력지진동의 크기와 Fiber의 함유량에 따른 

격납건물의 이력거동을 제시하 다. 입력지진하 이 작을 경

우 탄성 상태에서 Fiber에 의한 에 지 소산능력에는 큰 차

이를 보이지 않지만, 지진하 이 큰 경우 Fiber를 함유한 격

납건물은 균열의 발생이 억제되기 때문에 극한강도와 연성이 

증가한다. 그 결과 입력지진의 에 지 소산능력이 그림 9와 

같이 Fiber를 함유하지 않은 모델보다 크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4. 격납건물의 지진취약도 분석

구조물의 취약도 계산에서는 안 계수(factor of safety)

로 불리는 일련의 랜덤변수를 이용하여 취약도를 산정할 수 

있으며, 설계시의 SSE 수  를 과하는 지반운동 가속

도 내력을 나타내는 안 계수 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최인길 등, 2001; 2002).

     
  

     ×    
      (3)

이것을 구조물의 성능  응답 련 랜덤변수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표 할 수 있다.

  (4)

여기서, 는 성능계수(Capacity Factor)이고, 는 응

답계수이다. 구조물의 경우 성능 련 랜덤변수를 구조물의 

강도  비선형 거동에 의한 비탄성 에 지 흡수계수로 분리

하여 다음과 같이 다시 나타낼 수 있다.

  (5)

여기서, 는 강도계수(Strength Factor)로서 극한강도와 

 작용에 따른 산정된 응력과의 비를 나타낸다. 한 

는 구조물의 항복 후 비선형 거동에 의해 구조물의 응답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고려하기 한 비탄성 에 지 흡수계수를 

나타낸다. 구조물의 응답계수인 는 구조물의 응답에 향

을 미치는 각종 랜덤변수들에 한 계수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이를 식으로 다음과 같이 표 할 수 있다.

  (6)

여기서, : 스펙트럼 형상 계수

 : 감쇠계수

 : 모델링계수

 : 모드응답 조합 계수

 : 지진성분 조합계수

 : 수평지진 방향 계수

 : 지반-구조물 상호작용 계수

각각의 응답 련 랜덤변수들의 불확실성  랜덤성에 한 

수표 편차를 SRSS하여 불확실성  랜덤성에 한 수

표 편차를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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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f    HCLPF

0.0% 3.81 0.256 0.347 1.41

1.0% 4.26 0.256 0.348 1.57

1.5% 5.08 0.256 0.352 1.86

2.0% 5.80 0.256 0.355 2.12

표 4 Fiber 함유량에 따른 FRC 격납건물의 지진취약도 비교

(a) Fiber 1.5%

(b) Fiber 2.0%

그림 10 Fiber 함유량에 따른 FRC 격납건물의 지진취약도 비교

그림 11 Fiber 함유량에 따른 격납건물의 평균 지진취약도 성능 

비교

그림 12 Fiber 함유량에 따른 격납건물의 HCLPF 비교

    (8)

FRC 격납건물의 지진취약도 분석을 통하여 지진시 RC 

격납건물과의 내진성능의 차이를 분석하 다. 모델은 기존의 

울진 56호기 격납건물과 동일한 제원으로 가정하 다. 표 4

와 그림 10에 Fiber 함유량에 따른 지진취약도 변화를 제시

하 다. 표와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Fiber 함유량에 따라

서 격납건물의 지진취약도 성능이 향상되는 것을 알 수 있

다. 이는 표 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Fiber에 의해서 단성

능이 증가하고 연성능력이 향상되기 때문이다.

그림 11에서는 Fiber 함유량에 따른 평균 지진취약도 곡

선만을 비교하 으며, 그림 12에서는 HCLPF(고신뢰도

손확률)값을 비교하 다. Fiber의 함유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지진취약도 성능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Fiber 

함유량 2.0%인 경우는 내진성능이 50%가량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로서 Steel Fiber를 사용한 격납건물의 내진

성능이 기존의 격납건물에 비하여 우수한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다만 본 결과는 제한 인 실험결과를 이용한 결과이므로 

추가 인 실험을 통해 FRC의 성능에 한 좀더 정확한 측

을 수행한 이후 정확한 비교가 가능할 것으로 단된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원자력발 소의 Steel Fiber 용성을 분

석하기 하여 Steel Fiber의 함유량에 따른 원  격납건물

의 지진취약도 분석을 수행하 다. 분석결과 Steel Fiber의 

함유로 인하여 단성능과 연성능력이 증가하여 지진취약도

의 향상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1%의 Fiber 사용으로 인하

여 10%이상의 내진성능 향상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제한된 기존의 실험결과

를 이용한 비해석이므로 Steel Fiber의 실제 용성을 

확하게 분석하기 해서는 Steel Fiber가 함유된 다양한 콘

크리트 부재실험을 통하여 그 물성의 변화를 악하여 그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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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이용한 Fiber 함유 격납건물의 지진취약도 재평가가 이

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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