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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설명

RV Support : Reactor Vessel Support

IHA : Integrated Head Assembly

RSC : Remote Shutdown Console

PZR : Pressurizer

MMIS : Man-Machine Interface System

HCLPF : High Confidence Low Probability of 

Failure

FRS : Floor Response Spectrum

RRS : Required Response Spectrum

TRS : Test Response Spectrum

IERS : In-Equipment Response Spectrum

1. 서 론

최근 전 세계적으로 강도가 높은 지진이 빈번히 일어

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2016년 9월 12일 경주

에서 발생한 지진 이후로 원자력 시설의 안전에 대해서

는 중대 관심사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이에 따라 

APR1400 원자로의 지진 취약설비에 대한 내진 성능 상

향 방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주요기기 및 설비에 대한 주

요 치수, 응력평가 결과, 설계층응답스펙트럼(FRS) 등의 

분석을 통한 설비보강 타당성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실제로 원전의 지지취약설비에 대한 내진성능 상향

을 위해서는 기존의 설계, 제작, 검사 및 설치에 영향

을 최소화하면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되기 때

문에 현실적으로 구현하기에 매우 어렵다. 적절한 방

안이 마련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원전에 적용하기 위

해서는 인허가 기관과의 협의와 국민적 공감대가 어

느 정도 형성되어야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지진응답 감소방안 중에서 

<연구논문>

주요기기 내진성능 상향을 위한 설비보강 및 취약부 도출연구

손정대†･구경회*

Study on Selection of Nuclear Seismic Fragile Equipment and Its 
Enhancement of Seismic Performance

Jung-Dae Son† and Gyeong-Hoi Koo*

(Received 10 October 2018, Revised 11 November 2018, Accepted 17 November 2018)

ABSTRACT

In order to investigate the ways to enhance the seismic performance of APR1400 seismic fragile equipment by 
direct design changes, four equipment such as Reactor Vessel Support, Integrated Head Assembly, Remote Shutdown
Console, and Pressurizer are reviewed using information of the main dimensions, seismic stress evaluation results,
design FRS, etc. in this paper.  In addition to the direct reinforcement of equipments, the feasibility of seismic
isolation for the safety related cabinet is also investigated and the actual adaption plan of a commercial spring-damper 
system is briefly reviewed.

Key Words : Seismic Performance(내진성능), Equipment Reinforcement(설비보강), RSC(원격정지콘솔), Reactor Vessel 
Support (원자로용기지지구조물), IHA(일체형원자로상부구조물), PZR(가압)

†

*

책임저자, 회원, 두산중공업㈜
E-mail : jungdae.son2@doosan.com
TEL : (055)278-5785  FAX : (055)278-8497
한국원자력연구원



주요기기 내진성능 상향을 위한 설비보강 및 취약부 도출연구 17

한국압력기기공학회 논문집 제14권 제2호 2018년 12월

지진취약설비에 대한 직접적인 설계변경을 통한 설비

보강과 지진충격흡수장치와 같이 지진응답을 저감할 

수 있는 장치를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

를 위해 4가지 주요설비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내진설

계 특성 및 취약부위를 상세 검토하였다. 또한 안전관

련 캐비넷에 대한 기존의 내진 설비보강사례를 살펴

보고 이에 대한 내진성능 상향 방안으로 내진보호장

치의 특성을 검토하였다.

2. 내진성능 상향을 위한 접근방안

지진 취약설비별 내진성능을 상향시킬 수 있는 방안

은 1) Hardware 접근법, 2) Software 접근법, 그리고 3) 

Hardware + Software 접근법으로 크게 세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Hardware적인 내진성능 상향방안에는 기존 

APR1400원전의 구조물, 계통 및 기기(SSCs)에 대한 

설비 구조물물 보강방법과, 개별 기기에 대한 면지장치 

적용, 그리고 지진충격 흡수장치를 포함할 수 있다. 

Software적인 접근방법으로는 다소 복잡하고 전문적인 

기술이 요구되는 탄소성 해석법을 고려할 수 있다. 탄소

성 해석법은 기존의 응력기반 구조건전성 평가 및 지진

취약도 평가방법의 보수성을 극복할 수 있는 실질적이

고 공학적인 변형기반 평가법을 포함한다. 먼저 

Hardware적인 내진성능 상향 방안으로 APR1400 내진 

취약설비에 대한 구조물 보강 방안을 고려한다. 이러한 

구조물 보강방안에는 지지물, 용기, 캐비넷, 계측설비 

등에 대한 실제적인 강성보강 또는 지진응답 증폭을 

완화시킬 수 있는 관성하중 저감 등을 고려 할 수 있다. 

이러한 방안은 실제로 APR1400 SSCs의 설계변경을 

초래하기 때문에 경제성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내진성능 향상을 위한 방안 중 하나인 면진기술은 

구조물 하단에 큰 연성을 가지는 지지 베어링을 설치

하여 지진발생시 지진에너지를 변위로 흡수하여 구조

물에 전달되는 지진력을 최소화하려는 기술이다. 지

진발생이 잦은 일본의 경우 최근에는 과거에 적용하

던 구조물 보강을 통한 내진설계 보다는 저층 건물의 

경우 제진 기술을 적용하고 고층 건물의 경우에는 면

진 기술을 적용하려는 추세이다. 국내에도 교량 등에 

이미 적용되고 있는 면진설계 기술에는 금속과 고무

판을 교대로 적층하여 제작하는 LRB(Lead Rubber 

Bearing)형 베어링과 마찰을 이용하는 PF(Pure 

Friction)형 베어링, 그리고 두가지 기술을 조합하는 베

어링 등이 주로 활용되고 있다. 면진 재료와 장치로는 

다양한 재료를 여러 장을 쌓은 복합판이나 미끄럼받침

이 쓰이는데 복합 받침은 강철·고무·납 등 비중과 성질

이 다른 여러 소재를 교대로 쌓아 만들며 이외에도 지

하에 저수조를 설치해 물의 부력을 이용하거나 끈적끈

적한 점성 재료, 로프를 이용한 면진 장치도 있다. 

또한 Hardware적인 내진성능 상향방안에는 지진충

격 흡수장치를 포함할 수 있다. 지진충격 흡수장치에는 

정적하중에 대해서는 작동하지 않으면서 지진하중에

서만 작동하는 기존의 스누버(Snubber)와 진동이나 지

진충역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는 댐퍼(Damper), 그리고 

개별 기기 또는 계통에 대해 특정 주파수의 첨두스펙트

럼 가속도를 감소시킬 수 있는 동흡진기(Dynamic 

absorber)가 있다. 댐퍼는 진동이나 지진과 같이 동하중

에 대한 충격을 흡수하여 응답을 완화시키주는 장치이

다. 동흡진기는 지진발생 시에 기기의 특정 주파수에 

대한 충격에너지를 흡수하여 전체적인 지진응답을 감

소시킬 수 있는 장치로써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대한 

맞춤형 지진충격 흡수장치를 설계·적용할 수 있다..

Software적인 내진성능 상향 방안은 기존 설계에 대

하여 구조물보강이나 특별한 장치부착 없이 상세한 

해석적 방법을 통해 내진성능을 확보할 수 있다. 이때 

탄소성해석을 통한 변형률기반 설계기준을 적용할 경

우에 기존의 탄성해석법에 기초한 응력기반 내진성능 

평가 방법의 지나친 보수성을 완화하여 실제적인 내

진성능을 확보할 수 있다. 

3. 주요기기 내진 취약부위 도출

대표적인 4종의 설비로는 설계 여유도가 적은 원자

로용기 지지구조물, 헤드에 붙어 있어 지진하중에 취

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일체형 원자로헤드 상부구조물, 

고신뢰도저확률파손값(HCLPF)이 낮은 가압기 노즐 및 

원격정지콘솔에 대하여 구조적 특징 및 응력을 검토해 

Fig. 1 Nuclear Steam Suppl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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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았다. Fig. 1은 핵증기공급계통에서 일체형 원자로 

상부구조물 및 가압기의 위치를 보여 주고 있다.

3.1 원자로용기 지지구조물(RV Support)

원자로용기 지지구조물은 Reactor Vessel Support 

Column, Support Column Upper Flange Stud Assembly, 

Lower and Upper Expansion Plate Assembly등으로 Fig. 

2와 같이 구성 되어 있다.

Fig. 2 Reactor Vessel Support

원자로용기 지지물집합체는 KEPIC [ASME Code] 

Class 1 Supports의 적용요건에 따라 평가하며 Design, 

Level A ~ D는 표 MNF-3523 (Table NF-3523 (b) -1)에 

주어진 응력한계계수를 곱한 값으로 표 MNF-3225.2 

(Table NF-3225.2-1)의 설계 하중에 명시된 특정하중

을 적용한다. 설계규격 및 한계계수에서 요구되는 하

중조합은 아래 Table 1과 같다.

원자로용기 지지구조물에 적용되는 하중으로는 자중 

(Dead Weight), 운전중 하중 (Normal Operation; NOP), 

원자로건물 내 재장전수탱크 하중 (In-containment 

Refueling Waste Storage Tank; IRWST), 고압배관파단

사고하중 (Branch Line Pipe Break; BLPB), 안전운전 

정지지진하중 (Safe Shutdown Earthquake; SSE)이 적

용된다.

APR1400 원자로용기 지지구조물의 응력 평가결과

는 Table 2에서 보여 주고 있으며, Column Bottom 에

서 최소 마진을 보여주고 있다.

Table 2 Stress Margin for RV Support

Component Margin (Level D)

Column Top 15%

Column Bottom 12%

Flange 32%

Base Plate 72%

3.2 일체형 원자로 상부구조물(IHA)

일체형 원자로 상부구조물의 내진지지시스템은 CEDM 

Seismic Support Plate, Seismic Ring Beam Assembly, 

Seismic Restraints, Wall Bracket 등으로 Fig. 3과 같이 

구성되며, CEDM 및 IHA 내진구속을 통해 Refueling 

Pool Wall쪽으로 지진하중을 전달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일체형 원자로 상부구조물의 내진 지지 시스템은 

KEPIC MNF Class 1 Support에 따라 설계되며, KEPIC 

아이템으로 KEPIC MN, Subsection MNF (ASME 

Section III, Subsection NF)가 설계에 적용된다. Stress 

Limit는 KEPIC MN, Subsection MNF 그리고 MNZ 

(ASME Section III, Subsection NF and Appendix F)에 

Table 1 Design Code & Limit Factor

Condition Loading Combinations
Limit Factor

표 MNF-3523 표 MNF-3225.2

Design

Dead Weight

1.0 1.0Normal Operation

Normal Operation + IRWST

Level A
Dead Weight

1.0 1.0
Each Normal Operating Condition

Level B
Dead Weight

1.33 1.15
Each Normal Operating Condition + IRWST

Level D
Normal Operation + SSE MNZ

부록 F
MNZ
부록 FNormal Operation + [SSE2 + (BLPB + IRWST)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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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평가된다. Plate and Shell Type Support의 Class 

l Construction은 MNF-3200 (NF-3200)에 따라 최대전

단응력이론을 기본으로 탄성해석을 수행하며, Linear 

Type Support의 Class l Construction은 MNF-3300 

(NF-3300)에 따라 주응력 이론을 기본으로 탄성해석

을 수행한다.

Level D (Faulted) Condition은 자중, 정상운전하중과 

SSE, BLPB, IRWST 하중을 SRSS 방법을 적용한 조합

으로 건전성평가를 수행 하면 Table 3에서와 같이 주

요 결과 Seismic Restraint Lug에서 최소 설계여유도를 

보여 주고 있다.

Fig. 3 Integrated Head Assembly

Table 3 Stress Margin for IHA

Component Margin (Level D)

Seismic Restraint 83%

CEDM Seismic Support Plate 35%

Seismic Restratint Lug 16%

Upper Clevis 45%

Lower Clevis 68%

Pool Wall Bracket 56%

Seismic Ring Beam 50%

Seismic Ring Bracket 49%

3.3 원격정지콘솔(RSC)

원격정지실에 설치되는 원격정지콘솔은 주제어실

이 화재나 방사능 누출과 같은 사고로 기능 상실 시, 

발전소의 제어권을 이관 받아 발전소의 안전정지 및 

공정변수 감시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기능을 수

행하기 위해 원격정지콘솔에는 발전소의 전반적인 상

태를 제공하기 위한, 공정변수 상태 및 경보를 나타내

는 4대의 정지 운전 표시반이 있다. Fig. 4는 원격정지

콘솔의 형상을 보여 주고 있다.

Fig. 4 Remote Shutdown Console

원격정지콘솔의 내진검증은 주어진 지진환경에서 

구조적 건전성과 기능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내진시험 및 해석을 이용하여 입증하며, 내진검증 절

차는 IEEE Std. 344를 기초로 한다. 적용 하중은 내진

해석에 적용할 지진입력부하는 보조건물 137’-6”의 

안전정지지진의 층응답스펙트럼(FRS)을 이용하고 내

진해석을 위한 요구응답스펙트럼(RRS)은 층응답스펙

트럼(FRS)에 수치오차를 고려하여 10%의 마진이 주

어진다(1).

원격정지콘솔의 구조적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는 허용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 즉, 구조적 건전성을 

유지한다는 것은 Fig. 5와 Fig. 6에서와 같이 최대 응력 

값이 허용응력 내에 있어야 하며, 변위결과는 근접한 

기기와 간섭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기능성

평가는 본품 원격정지콘솔 해석 모델의 정당성 및 시

제품 원격정지콘솔의 지진입력부하의 정당성을 입증

하기 위해서 구조물과 부품 위치에서의 시제품 원격

정지콘솔에 대한 시험결과 시험응답스펙트럼(TRS)과 

본품 원격정지콘솔 해석 모델의 동일한 위치에서 

IERS (In-Equipment Response Spectrum)를 추출하여 

비교 분석을 한다. 기능성을 확인하는 방법은 Fig. 7과 

Fig. 8과 같이 내진시험을 수행한 시제품 원격정지콘

솔의 가진조건을 결정하기 위하여 본품 원격정지콘솔

에 대한 IERS (In-Equipment Response Spectrum)를 분

석하여, 시제품의 내진시험 결과인 시험응답스펙트럼

(TRS)과 본품 RSC의 IERS 결과를 비교한다. 비교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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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RS 값이 TRS 값보다 낮게 나오게 된다면 내부 전자

장비들은 안전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신고리 #5,6 

호기부터 항공기충돌 하중이 적용됨에 따라 충격 흡

수를 위한 면진장치를 Fig. 9와 같이 적용하게 된다. 

내진 및 충격하중의 가진주파수가 각각 다름에 따라 

면진장치 설계시 신중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2).

Fig. 5 Stress for Safe Shutdown Earthquake

Fig. 6 Displacement for Safe Shutdown Earthquake

Fig. 7 Result of RSC Functionality Evaluation(Forward 
to Backward Direction)

Fig. 8 Result of RSC Functionality Evaluation(Left 
to Right Direction)

Fig. 9 Concept of RSC with Isolation Device

3.4 가압기(Pressurizer)

가압기는 핵 증기 공급 시스템에 밀림관으로 연결된 

기기로 원자로냉각재의 완충탱크 역할을 하여 정상 

운전 중 원자로냉각재의 팽창 및 응축 공간을 제공한

다. 이에 따라 정상 운전 중 1차 계통의 압력을 유지

하게 되고 냉각재 체적변화를 보상한다. 가압기 체적

은 정상 운전 중 60% 물과 40% 증기가 공존하게 되

며 평형 유지는 온도조절을 통하여 살수노즐과 히터

에 의해 조정된다. Fig. 10은 가압기 형상을 보여주고 

있다.

가압기의 구조 건전성에 관한 모든 요구 사항은 

“KEPIC , MN, MNB (ASME Boiler & Pressure Vessel 

Code, Section III, Subsection NB) Class 1 Support”에 

따라 평가 되며 다음과 같은 주요 결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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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Pressurizer

1) 하부헤드 및 지지스커트

 Table 4에서와 같이 최대 취약부위는 Base Ring에

서 발생하나 가압기 하부헤드의 압력경계 부위에서

는 평가부위 Cut D의 1차 응력강도가 Level D 운전

하중 조건에서 허용응력대비 42%마진을 가지며 가

압기 하단 압력경계에서의 취약부위로 도출되었다. 

Level D 운전조건에서의 평가 위치는 Fig. 11에 주어

져 있다.

 

Fig. 11 Cut Position of Bottom Head & Support Skirt

Table 4 Stress Margin for Bottom Head & Support 
Skirt

Service
Condition

Location
Code 

Criteria
Margin

(Level D)

Level D

Cut B, Inside PL + Pb 50%
Cut D, Inside PL + Pb 46%

Cut E, Outside PL + Pb 77%
Cut F, Inside PL + Pb 77%
Cut G, Inside PL + Pb 76%
Cut H, Inside PL + Pb 79%

Base Ring PL + Pb 42%

2) 살수노즐(Spray Nozzle)

가압기 노즐의 경우, 살수노즐 끝단 Cut A 평가 부

에서 Level D 운전조건하에서 1차 응력강도가 허용치 

대비 48%마진을 가진다. Level D 운전조건에서의 평

가 위치는 Fig. 12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응력평가 

결과는 Table 5에서 보여주고 있다.

Fig. 12 Cut Position of Spray Nozzle

Table 4 Stress Margin for Spray Nozzle
Service 

Condition
Location

Code 
Criteria

Margin
(Level D)

Level D

Cut A Pm 64%
Cut A, Outside PL + Pb 48%

Cut I Pm 80%
Cut J PL 72%

4. 안전등급 Cabinet 구조적 보강 사례

신고리#5,6 층응답스펙트럼(FRS) 및 고 신뢰도 저 

확률 파손 값(HCLPF) 적용에 따라 본 기기검증(EQ) 

착수 전 Cabinet 및 Console의 기기설계가 완료된 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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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측제어설비(MMIS)를 대상으로, 내진 요건 만족여

부를 위한 사전 확인시험을 수행하였다. 층응답스펙

트럼(FRS) 및 고신뢰도저확률파손값(HCLPF) 요건 적

용에 따른 내진요건 만족여부 사전 확인 및 고신뢰도

저확률파손값(HCLPF) 적용 기준 1.54 배 FRS 기준 

Seismic Event 환경에서 구조 및 기능적 건전성을 확

인하였다. 시험 결과1차 시험 시 Door 열림에 따라 

Rod Bar 가 훼손되어 2차 시험 전 Rod Bar 교체 및 

Door 상/하부를 Bolting으로 적용하였다. 2차 시험 후 

Door Hinge 용접부 파손 등 Door 및 Cabinet 본체 파손 

현상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구

조적 보강을 수행하여 기준을 만족시켰다(3,,4,5).

1) Door 보강

가) 1.6t ‘ㄷ’ 자형 형강 보강재 추가

나) Hinge 추가(5→7)

다) Rodbar Guide 및 Catch 추가(6→8)

라) Rodbar 재질 변경 (Steel→SUS)

마) Door 상/하부 고정용 Bolt 적용(1차/2차 공통)

  

Fig. 13 Cabinet Door Reinforcement (Before / After)

2) Header Box 보강

가) Dimension 변경(800X900X300 → 770X900X300)

나) 두께 변경(2.3t→1.6t)

다) 중량 감소(85kg→50kg)

 

Fig. 14 Header Box Reinforcement (Before / After)

3) Cabinet-Base 체결 Bolt

가) Size 변경 (M16→M20)

 

Fig. 15 Cabinet-Base Bolt Reinforcement (Before / After)

4) 삼각 보강재 보강

가) 용접방식 변경(맞대기용접→ 메꿈용접)

 

Fig. 16 Triangular Stiffener Reinforcement (Before / 
After)

5) 좌/우측 각형강관 보강

가) 좌/우측 각형강관 추가

나) 50X50, 3.2t, 상/하부 각 3ea

Fig. 17 Rectangular Steel Pipe Reinforcement (After)

5. 내진보호장치 도입 검토

본 장에서는 현재 안전관련 캐비닛에 대한 내진성

능 상향의 방안으로 지진하중이 가해지는 캐비닛 하

부에 면진장치와 같은 직접 내진보호장치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독일 GERB사의 자료를 토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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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 및 점성댐퍼식 내진 보호 장치에 대하여 분석

하였다. 면진장치의 역학적 원리는 유연한 지지 시스

템 위에 기기 및 설비를 배치하면 기본 모드 형상이 

변경된다. 진동 제어 시스템의 설계는 기계와 기초를 

하나의 강체로 간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기기자

체 신축성이 있더라도 면진장치가 기계 및 기초보다 

훨씬 유연한 경우에 효과가 있다. Rigid Body System

은 여섯 개의 낮은 고유진동수와 일치하는 모드 형태

를 가질 것이다. 지진 가속도의 경우 모드형상변화는 

Rigid Base를 가진 구조물에 비해 구조 자체의 내부변

형 및 응력을 감소시킨다. 

지진가속도를 완화 시키는 방법은 모드형상을 변형 

시키는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시스템의 주된 주파수를 

감소시키고, 구조적 댐핑을 증가시켜 가속을 크게 줄

어들게 하여 내부 응력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기록된 

지진 및 인공지진의 응답스펙트럼 곡선이 그려 보게 

되면 확인이 가능하다.

수동 제어 측정에서 가능한 효과는 GERB사에서 제

공한 아래 Fig. 18에 나와 있다. Fig. 18은 Eurocode 8 

(DIN Deutsches Institut für Normung e.V., 2010)에 따

라 최고 지상 가속도 0.4g, 토양 등급 A를 가지는 모델

로서 3가지 댐핑값에 대한 스펙트럼 곡선이 주어져 

있다.

Fig. 18 Effect of Natural Frequency and Damping 
Coefficient

Fig. 18에서 보여주듯이 구조물의 고유진동수는 

4.0Hz에서 1.0Hz로 감소하며, 점성 댐핑은 5.0%에서 

15.0%로 동시에 증가한다. 또한, 기존의 고유진동수 

1.0g에 비해 약 0.3g로 줄일 수 있다. 구조응답의 감소

는 약 70.0 %의 범위에서 구조응력, 변형률, 변위 등을 

감소시킨다. 지진으로부터 기기 및 설비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수동제어시스템을 사용하여 주파수와 감쇠

비를 최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하지만, 경계조건을 무

시해서는 안되며, 매우 낮은 주파수는 너무 큰 변위를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가속도의 감소와 그에 상응

하는 변위 사이의 최적화 설계변수를 찾아야 한다(6).

6. 결 론

본 논문에서는 APR1400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내

진성능 상향을 위하여 주요 기기 및 설비 4종에 대해

서 구조 및 응력의 특징들을 살펴 보았다. 특히 본 논

문에서 수행한 신고리 #5,6의 안전등급 Cabinet에 대

한 내진시험을 통한 구조적 보강경험 분석은 향후 내

진성능 상향방안 마련에 중요한 기초가 될 것으로 기

대한다. 또한, 내진 보호 장치 전문기업인 독일의 

GERB사의 지진 보호 장치에 대한 검토결과는 향후 

내진성능 상향기술을 국산화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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