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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원자력 발전은 발전단가가 저렴하여 경제성이 

좋고, 지속성이 뛰어난 발전시스템으로 2009 년도 

기준으로 국내 생산 전기의 약 35% 를 감당하고 

있으며, 의존도 또한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

이다.(1) 국내 원자력 발전소의 시설과 기기는 지진

과 같은 자연재해 및 환경영향에 대하여 보호되고 

유지되어야 하므로 엄격한 안전등급으로 규제되고 

있다.(2) 또한 원자력 발전소에서 작동되는 기기가 

안전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기기검증의 단계를 거

쳐야 하며, 기기 검증에는 열 노화와 방사선 노화

로 구성되는 내환경검증과 내진해석과 가진 실험

으로 구성되는 내진검증으로 구분된다. 기존에는 

구조물 전체에 대하여 지진력에 해당하는 힘으로 

Key Words : Butterfly Valve(버터플라이밸브), Nuclear Power Plant(원자력 발전소), Seismic Analysis(내진해석) , 

Static Seismic Analysis(정적내진해석) , Dynamic Seismic Analysis(동적내진해석)  

초록: 밸브는 지진하중 하에서 구조안전성이 요구되는 원자력 발전소 파이프 라인 시스템에 설치되는   중요한 

장비 중 하나이다. 밸브의 성능향상을 위한 형상최적설계에서 지진하중조건을 고려한 밸브의 구조안전성 검증

이 반드시 필요하다. 최근, 이론적인 내진검증 기법과 절차가 체계화되어 있어 지진하중하에서 설계조건을 만족

하는 대상체의 적절한 설계변수가 이론적으로 얻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원자력 발전소용 200A 버터플

라이밸브를 대상으로 KEPIC MFA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론적인 정적내진해석과 동적내진해석 절차를 통하여 

내진검증을 수치해석기법과 실험을 병행하여 수행하였다. 자중, 운전조건 및 안전정지지진하중 조건을 모두 

고려한 정적내진해석을 통해 밸브의 스템과 바디 접촉부에 작용하는 최대 작용응력이 135MPa으로 도출되었

다. 또한 동적내진해석시 적용한 응답스펙트럼 해석법과 모드조합법으로 계산된 최대응력은 183MPa 이었다. 

이는 밸브 소재의 허용강도 대비 안전계수가 1.7 및 1.3 수준임을 확인하였다.  

Abstract: Valves are one of the most important components of a pipeline system in a nuclear power plant, and it is important 

to ensure their structural safety under seismic loads. A crucial aspect of structural safety verification is the seismic 

qualification, and therefore, an optimal shape design and experimental seismic qualification is necessary in case the 

configuration of the valve parts needs to be modified and their performance needs to be improved. Recently, intensive 

numerical analyses have been performed before the experimental verification in order to determine the appropriate design 

variables that satisfy the performance requirements under seismic loads. In this study, static and dynamic numerical structural 

analyses of a 200A butterfly valve for a nuclear power plant were performed according to the KEPIC MFA. The result of 

static analysis considering an equivalent static load under SSE condition gave an applied stress of 135 MPa. In addition, the 

result of dynamic analysis gave an applied stress of 183 MPa, where the CQC method using response spectrums was taken 

into account. These values are under the allowable strength of the materials used for manufacturing the butterfly valve, and 

therefore, its structural safety satisfies the requirements of KEPIC M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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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하여 내진검증을 수행하였다. 이 경우 시제품

이 제작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과, 이후 설계변경

이 어렵다는 점 그리고 국내에 가진 실험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따

라서, 유한요소해석을 초기설계 및 설계변경 단계

에 적용하여 설계변수를 모두 결정한 후 가진 실

험으로 검증하는 방법이 추세이다. 관련된 연구로

서, 장점범 등(3)은 원자력 발전소용 제어밸브와 주

증기 안전밸브의 내진검증을 KEPIC MFA(4)에서 

제시하는 내진방법의 절차에 따라 수행하여 주어

진 조건의 만족여부를 검토하였다. 그러나 내진해

석 단계에서 얻어지는 모드해석 결과가 경계조건

에 따라 크게 변하는 것은 물론 경계조건의 부과

가 모호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구조물의 구

성품 접촉 상태에 따라서도 모드해석의 결과인 고

유 진동수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간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영신 등(5)은 기기의 특성이 강체 

또는 유연체인지에 따라 내진해석 기법이 정적내

진해석과 동적 내진해석으로 나누어지고, 기기의 

고유진동수를 이론적으로 구하여 이를 기반으로 

응답스펙트럼을 통해 내진해석을 수행한바 있다.  

밸브의 내진검증 관련 연구(3~5)에서 알 수 있듯

이, 밸브 자체의 내진검증은 주로 정적내진해석에 

의하여 내진해석이 수행되는 양상이었다. 그러나 

배관계열까지 함께 고려하는 경우 공진의 위험이 

있어 동적내진 특성에 대한 분석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원자력발전소용 

200A 버터플라이 밸브를 대상으로 정적내진해석

과 동적내진해석을 모두 포함한 내진검증을 

KEPIC MFA 따라 상용유한 요소 해석 툴인 

ANSYS Workbench(6)를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아울

러 정적내진해석시 요구되는 모달해석의 정확도를 

진동실험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2. 밸브의 내진검증 절차 

2.1 대상체 

본 연구의 대상체는 200A 버터플라이밸브로서 

Fig. 1 과 같이 바디, 디스크, 바디시트, 시트 글랜

드, 스템 그리고 엔트커버로 구성되어 있다. 각부 

재료로서 바디는 Gr. WCB, 디스크는 CF8, 바디시

트와 시트글랜드는 T316, 스템은 A564-630 그리고 

엔드커버는 T304이다.  

 

2.2 밸브의 내진검증 절차 

KEPIC MFA(4)에서는 내진검증을 다음과 같은 네 

 

Fig. 1 Configuration of butterfly valve 

 

 

 

Fig. 2 Flow chart of performance assessment based 
on seismic qualification 

 
 

가지 범주로 구분하고 있다. 해석에 의한 기기의 

성능예측, 모의 지진조건 하에서의 기기시험, 시험

과 해석의 조합에 의한 기기검증 그리고 경험 데

이터사용에 의한 기기검증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들 중 해석에 의한 기기의 성능예측에 주목하였다.  

Fig. 2 는 기기의 성능 예측을 위한 순서도를 나

타내고 있다. 유한요소 해석을 통한 기기의 성능 

예측은 대상모델 선정을 시작으로 진동해석을 통

한 모달분석으로 고유진동수를 계산한다. 일반적

으로 대상모델의 고유진동수가 지진력의 지배 진

동수 구간의 상한이 되는 33Hz 를 초과하면, 정적

내진해석을 수행하고, 33Hz 미만의 구간에서는 공

진현상에 대하여 취약하다고 판단하여 동적내진해

석을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내진해석의 결과인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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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응력과 재료의 허용응력을 비교하여 구조 건전

성을 평가한다. 밸브 단품만 내진검증을 할 경우

에 지진력에 대한 공진의 영향이 적어 정적내진해

석으로만 수행을 하나, 배관계열의 영향을 고려하

였을 경우 고유진동수가 지진력의 지배 진동수 범

위와 겹치는 경우가 많아 공진의 영향을 고려한 

동적내진해석을 수행해야 한다. 정적내진해석과 

동적내진해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2.1 정적내진해석 

정적내진해석은 등가정적해석법이라고도 하며, 

지진의 영향을 나타낼 수 있는 등가의 정적하중을 

산정하고, 이 정적하중에 대하여 정적구조해석을 

수행함으로써 구조물 각부의 응력을 구하는 

방법이다. 정적내진해석은 내진설계 해석방법 중 

동적내진해석과 비교하여 해석결과의 신뢰도가 

다소 떨어지는 단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공진과 

관련이 적은 대상체의 경우 해석방법이 간단하고 

해석수행 시간이 짧은 장점을 갖고 있다. 밸브 

단품에 대한 내진검증이 요구되는 경우, 지진파에 

의한 공진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정적내진해석 

만으로 내진검증이 가능하다. 정적내진해석의 

지배방정식은 다음과 같다.(8) 

 

}{}]{[ FUK =     (1) 

 

여기서, [K]는 강성행렬, {U}는 절점변위벡터 

{F}는 자중 혹은 하중 등에 의한 외력 벡터를 의

미한다. 유한요소 해석을 통해 식(1)의 {U}벡터에 

관한 해를 구한 다음, 절점에 관한 응력분포를 구

해 낼 수 있다. 

 

2.2.2 동적내진해석 

동적내진해석법은 응답스펙트럼해석법(Response 

spectrum analysis)법과 시간이력해석법(Time history 

analysis)으로 구분된다. 응답스펙트럼해석법은 구

조동력학의 이론에 근거하여 구조물의 동적거동을 

근사적으로 알아내는 방법으로서 구조물의 동적거

동의 변위나 응력과 같은 응답 최대치를 산출하기 

위하여 사용되며, 동적내진해석법 중 흔히 사용되

는 방법이다. 이에 대하여 시간이력해석법은 지진

응답의 시간이력을 자세히 알아내기 위하여 사용

하는 방법으로, 여기서 시간이력은 지진하중을 받

는 경우에 발생하게 될 구조물의 응답시간에 따른 

변화를 의미한다. 이 해석방법은 지진에 의한 지

진유발운동에 관한 자료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

용하기 번거롭다는 점과 응답스펙트럼해석법과 비

교하여 해석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7,9)을 가지

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응답스펙트럼해석법으로 

동적내진해석을 수행하였으며, 대상체의 운동방정

식은 아래 식과 같다.(10) 

 

[M]{Ü}+[C]{Ú}+[K]{U}=[P(t)]   (2) 

 

여기서, [M]은 질량 행렬, [C]는 감쇠 행렬, {Ú}는 

절점 속도 벡터, {Ü}는 절점 가속도 벡터, [P(t)]는 

작용 동적하중 벡터를 의미한다. 해석절차는 우선 

유한요소해석 속도 벡터인{Ú}를 구하고, 이를 통

해 절점의 변위와 응력을 산출하는 순서를 따른다. 

[P(t)]는 모달해석의 결과에 따른 하중 값이기 때

문에 응답스펙트럼해석 이전에 모달해석이 선행 

되어야 한다. 응답스펙트럼 해석법의 결과값인 가

속도와 같은 응답은 모드별로 최대 응답발생시점

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를 고려 하기 위하여 모드

응답 조합이 필요하다. 모드별 응답을 조합한 해

석을 위해 일반적으로 ROSE (Rosenbluth’s double 

sum combination), SRSS (Square root of sum of square 

method) 그리고 CQC (Complete quadratic 

combination method)를 사용한다. 선행 연구(10)에서

는 SRSS 방법을 주로 사용 하였다. 그러나 이 방

법은 각 모드의 고유진동수들이 잘 분리 된 경우

에는 비교적 정확한 값을 산출하나, 그와 반대로 

근접한 값을 가질 경우 조합결과가 과소평가 되는 

경향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3차원 해석에서 오차

를 줄일 수 있고, 모드간의 확률적인 상관도를 고

려 할 수 있는 CQC 방법을 적용하였다. 식(3)은 

CQC 방법으로 얻어지는 총 모드응답을 구하는 수

식이다.   
 

22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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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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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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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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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Ra 는 총 모드응답이고, εij는 i번째 모드

와 j번째 모드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모드상관계

수 이며, k 는 i=j 가 성립하는 경우 1, i=j 가 성립

하지 않을 경우에는 2 이다. 또한 Ri 와 Rj 는 i 모

드와 j 모드해석결과의 응답값이고, ξi와 ξj는 i 모

드와 j 모드의 감쇄비를 의미하며, r 은 i 모드와 j

모드에서의 고유진동수 비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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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적내진해석을 통한 내진검증 

3.1 모달해석 

대상모델인 200A 버터플라이밸브에 대하여 

ANSYS Workbench(6)를 이용하여 모달해석을 수행

하였다. Fig. 3은 모달해석을 위한 유한요소모델과 

경계조건을 나타낸다. 접촉조건을 구현하기 위하

여 디스크와 바디시트의 접촉면에 No separation조

건을 주어 미끄럼(Sliding)은 허용하지만 비선형성

은 제외시키는 접촉 경계조건을 부가하였으며, 이

를 구현하기 위해 CONTA 174요소 및 TARGE 170

요소가 사용되었다. 아울러 접촉면을 고착시키는 

Bonded 경계조건을 부여하여 접촉면의 미끄럼 조

건의 영향을 검토하였다. Fig. 4 는 상기한 No 

separation 조건으로 얻어진 모달해석 결과이다. 1

차 모드에서부터 3 차 모드별 고유진동수는 각각 

68.9, 72.3 및 222.6Hz 로서 대상모델의 고유진동수

가 지진력의 지배진동수인 33Hz 를 모두 크게 초

과하였다. Bonded 경계조건을 부과한 경우 결과값

은 각각 69.3, 72.6 그리고 223.7Hz 로서 No 

separation 조건과 오차가 1% 미만의 정도로 차이

를 보였다.  

 

 

 

Fig. 3 Finite element model and boundary conditions for 
modal analysis based on static seismic analysis 

 
 

 

68.9Hz(1st)    72.3Hz(2st)   226.6Hz(3st) 

 

Fig. 4 Results of modal analysis under no separation 
condition based on static seismic analysis 

3.2 실험을 통한 검증 

모달해석을 통해 얻어진 고유진동수 계산값의 검

증을 위하여 진동시험을 실시하였다. 모달해석시 

적용한 구속조건을 구현하기 위하여 엔드커버와 

바닥 지지부를 용접하여 구속하였다. 각 모드별 

진동수 측정을 위하여 용량 3,000G 인  B&K 사의 

총 5 개의 가속도계와 진동헤머를 이용하였고, 자

료취득은 B&K 사의 NEXUS 를 통해 이루어졌다. 

Fig. 5 는 실험장면으로, 4 개의 센서는 각 모드 방

향별 가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밸브에 부착되었

고 나머지 센서는 구속조건의 만족 여부를 확인하

기 위하여 바닥 지지부에 장착되었다.  

Fig. 5 와 같은 밸브에 충격을 가하여 구한 자유

진동 가속도 응답신호를 주파수 분석한 결과 Fig. 

6 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진동실험 결과를 Fig. 4

의 해석결과와 비교하면 두 결과가 거의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 수행한 

모달해석의 결과 및 정확도가 비교적 정확한 것으

로 판단된다.  

 

 

Fig. 5 Acceleration sensors attached on the valve for the 
experimental vibration test 

 

 

Fig. 6 Singular values related to frequent for each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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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정적내진해석 및 구조건전성 평가 

정적내진해석을 통한 구조건전성 평가는 KEPIC 

MFA(4)의 B 급 및 D 급으로 정의된 하중조합을 

대상모델의 무게중심에 가하고, 구조해석을 통한 

작용응력 계산으로 이루어진다. KEPIC B 급의 

경우 구조물의 자중, 운전조건과 운전기준지진 

(OBE: operating basis earthquake) 하중의 조합이며, 

KEPIC D 급의 경우 구조물의 자중, 운전조건과 

안전정지지진(SSE: safe shutdown earthquake) 하중의 

조합이다. 여기서, OBE 및 SSE 하중에 해당하는 

가속도는 Table 1 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보다 

가혹한 조건인 KEPIC D 급 조건을 고려하였다.(11) 

Fig. 7 은 버터플라이밸브의 자중, 운전조건(정압, 

normal pressure; 역압, reverse pressure) 및 Table 1과 

같은 SSE 조건에서의 가속도를 모두 고려한 

구조해석 결과이다. 이들의 결과를 정리하면 Table 

2 와 같다. 최대응력은 해당 하중조합(=자중+역압 

+SSE)조건에서 135MPa 이고, 발생위치는 밸브 

상단 스템과 바디의 접촉부이다. 바디 소재가 Gr. 

WCB 이고, 항복강도가 235MPa 이므로 안전계수는 

1.7 수준이다.  

 

Table 1 Load conditions for OBE and SSE 

 
KEPIC MFA 

Horizontal(X) Horizontal(Z) Vertical(Y) 

OBE 3.3g 3.3g 2.0g 

SSE 4.5g 4.5g 3.0g 

 

Table 2 Results of structural analysis based on static 
seismic analysis at mass+operation+ SSE 

 Max. Stress(MPa) Safety factor 

Normal pressure 57 4.1 

Reverse pressure 135 1.7 

 

     

         (a) Stress            (b) Deformation  

 

Fig. 7 Results of structural analysis at operation+ SSE 

4. 동적내진해석을 통한 내진검증 

4.1 동적내진해석 절차 

밸브가 설치된 배관계열의 영향을 고려하는 경

우 지진력에 의한 공진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동적

내진해석을 수행하였다. 본 해석 수행시 2.2.2절에

서 언급하였듯이 응답스펙트럼 해석법(RSA, 

Response spectrum analysis) 이 적용되었다. 응답스

펙트럼 해석법에 의한 구조건전성 평가는 KEPIC 

END(7)의 절차에 준하였다. Fig. 8 은 응답스펙트럼

해석법의 절차를 나타낸 순서도이다.  

 

4.2 모달 해석 

응답스펙트럼해석을 위하여 실제 거동을 대표할 

수 있는 단순화 모델이 필요하다. 밸브가 설치된 

배관계열 전체에 대한 상세 유한요소모델이 필요

하나, 이의 거동을 모사할 수 있게 단순한 모델을 

구현하였다. 기존의 정적내진해석용 모델에 경계

 

 

Fig. 8 Flow chart of response spectrum analysis 
based on dynamic seismic analysis 

 

 

Fig. 9 Boundary conditions for modal analysis based 
on dynamic seismic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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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을 변경하였다. Fig. 9는 경계조건을 표현한 

모식도로서, 배관이 체결되는 바디면의 수직방향

(Z-direction)의 변위만을 구속하여, 마치 밸브가 배

관계에 설치되어 거동하는 운동을 구현하였다.  

Fig. 10은 모달해석 결과이다. 1차 및 2차 모드

는 유연운동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제외한 3 차, 4

차 및 5차 모드에서 고유진동수가 각각 24.4, 47.9 

및 250Hz 로 얻어졌다. 배관계를 고려하는 경우, 3

차 모드의 고유진동수가 지진력의 지배진동수인 

33Hz 이하로 나타나 공진의 위험성이 있음을 확

인할 수 있다.  

 

4.3 동적내진해석 및 구조건전성 평가 

응답스펙트럼 해석시 응답값은 모드별로 최대 

응답발생시점이 다르므로, 최대응답의 결과를 조

합 할 때 필요한 모드 수와 각 모드의 조합방법을 

정의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Fig. 10 의 결과와 

같이 3 개의 모드에 대하여 모드조합을 실시하였

고, 모드조합법은 식(3)과 같은 CQC(Complete 

quadratic combination method)법을 사용하였다.  

한편, 구조해석에 필요한 하중조건으로서 

KEPIC MFA(4)에서는 요구응답스펙트럼을 작성하여 

입력하는 방법, 설계응답스펙트럼 입력 방법 또는 

요구입력운동을 부과하는 세 가지 방법을 제안하

고 있다. 일반적으로 요구응답스펙트럼의 입력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설계응답스펙트럼의 입력을 

권장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규

정에 따라 설계응답스펙트럼을 하중조건으로 부여 

하였다. Fig. 11은 KEPIC MFA에서 제안하고 있는 

소구경 밸브의 수평 및 수직방향의 감쇠비 2%가 

적용된 설계응답스펙트럼이다. 본 연구의 대상체

인 버터플라이밸브는 200A 구경으로 상기한 소구

경 밸브 범주에 포함되므로 이를 적용하여 하중조

건을 구현하였다.  

Fig. 12 는 설계응답스펙트럼과 CQC 방법으로 3

개의 모드에 대한 모드조합으로 얻어진 구조해석 

결과이다. 최대응력은 스템과 바디부분의 접촉부

에서 발생하였으며, 그 크기는 183MPa 이었다. 또

한, 변형 형상으로 보아 3 차 모드에 의한 영향이 

가장 크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바디가 Gr. WCB 

소재(항복강도, 235MPa)임을 고려하면, 안전계수는 

1.3으로 허용범위 이내에 있었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원자력 발전소에 사용되는 200A 

버터플라이 밸브에 대하여 KEPIC MFA 에서 규정

하는 정적내진해석과 동적내진해석을 수행하여 지

진하중에 대한 구조안전성을 평가하였다. 

(1) 정적내진해석시 KEPIC D 급을 고려하여 자

중+역압+SSE 하중조건에서 최대 작용응력은 밸브

의 스템과 바디의 접촉부에서 발생하였고, 그 크

기는 135MPa 로 계산되었다. 바디 소재의 항복강

도 대비 안전계수가 1.7 수준이다.  

(2) 밸브의 수치해석 결과의 신뢰성 검토를 위

하여, 고유진동수 측정 실험을 병행하였다. 그 결

과 각각의 해석결과 값과 실험의 결과 값이 거의 

 

Fig. 10 Results of modal analysis based on dynamic seismic 
analysis 

 

Fig. 11 Design response spectrum considering 2% 
damping(Horizontal & Vertical) 

 

 

Fig. 12 Results of structural analysis based on dynamic 
seismic analysis using design response spect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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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치하였다.  

(3) 동적내진해석은 KEPIC MFA 의 소구경 밸브

의 설계응답스펙트럼과 CQC 모드조합법으로 수

행되었다. 최대응력은 185MPa 이고, 이때의 안전

계수는 1.3이다.  

(4) 원자력 발전소에 사용되는 밸브의 내진검증

시반드시 요구되는 가진실험 전 단계에서 수행되

는 이론적인 내진검증 절차를 체계화하였으며, 성

능평가 및 설계변경시 요구되는 기초 연구를 수행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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