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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원자력 발전소에 설계기준초과 지진 (BDBE : 

beyond design basis earthquake) 또는 반복적인 설계기

준지진 (DBE : design basis earthquake)이 발생한 것으

로 보고되었다1,2). 최근 국내의 경우에도 경주 지진3)과 

같이 원자력 발전소 부지에 운전기준지진 (OBE : 

operation basis earthquake)이 발생한 이후 원자력 발전

소에 BDBE발생시 원전 기기의 구조적 건전성 확보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원전 안전 1등급 기기 경우, ASME (American 

society for mechanical engineers) B&PV (boiler & 

pressure vessels) Code, Sec.III, Subsec.NB, NB-36564) 

및 App.F5)에 규정된 응력한계 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안전정지지진 (SSE : safety shutdown earthquake)과 같

은 수준 D (service level D) 하중 조건에서 완전소성 

붕괴 및 국부 파손에 기인하는 구조적 파손을 예방하

도록 설계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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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aper presents preliminary investigation results for the effect of the baseline correction in the acceleration 
excitation method on finite element seismic analysis results (such as accumulated equivalent plastic strain, equivalent
plastic strain considering cyclic plasticity, von Mises effective stress, etc) of nuclear safety Class I components. 
For investigation, finite element elastic-plastic time-history seismic analysis is performed for a surge line including
a pressurizer lower head, a pressurizer surge nozzle, a surge piping, and a hot leg surge nozzle using the Chaboche
hardening model. Analysis is performed for various seismic loading methods such as acceleration excitation methods
with and without the baseline correction, and a displacement excitation method. Comparing finite element analysis
results, the effect of the baseline correction is investigated. As a result of the investigation, it is identified that
finite element analysis results using the three methods do not show significant dif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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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관련 국내외 환경 변화에 따라 내진성능을 향상

시키려는 움직임6)에 따라 기존 설계의 지진수준보다 

지진수준을 증가시키는 경우, 소성을 고려하지 않은 탄

성 기반 지진해석으로는 ASME B&PV Code에 제시된 

응력 기반 허용기준을 만족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 탄성 기반 지진해석의 과도한 보수

성을 완화시키기 위해 소성을 고려한 탄소성 지진해석이 

수행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소성을 고려한 원전 기기

의 지진평가 관련 연구들7~9)이 수행된 바 있다.  

유한요소 지진해석에서 가속도 가진 방법, 변위 가진 

방법 등 다양한 가진 방법론이 적용되고 있다. 가속도 

가진 방법의 경우 기준선 왜곡 등의 오차로 인하여 지진

하중 종료 시점에서의 지반의 속도나 변위가 과도하게 

계산되는 실제에 맞지 않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10). 

따라서 가속도 가진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기준선 조정

을 통하여 가속도 시간이력을 수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가속도 시간이력의 기준선 조정은 상용 유한요소 해석 

프로그램에서 제공되고 있다. 이러한 상용 유한요소 해

석 프로그램에서 제공되는 기준선 조정 기능의 신뢰성과 

유한요소 탄성해석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연구가 

일부 수행되었으나10) 유한요소 탄소성 지진해석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상용 유한요소 해석 프로그램인 

ABAQUS11)를 이용하여 원전 안전 1등급 기기의 유한

요소 탄소성 지진해석 결과에 미치는 가속도 가진 방

법내 기준선 조정의 영향을 고찰하고자 한다. 

2. 유한요소 탄소성 지진해석

2.1 해석 대상

APR 1400 원전에 대한 내진성능 평가 결과12)에 따

르면 가압기 밀림관은 내진성능 0.6g로 향상시 내진성

능을 만족할 수 없는 기기들 중 하나이고 안전 1등급 

기기이기 때문에 본 연구의 해석 대상으로 선정하였

다. Fig. 1은 해석대상인 밀림관의 기하학적 형상 및 

지지대 배치를 제시하고 있다. Fig. 1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밀림관은 가압기 밀림 노즐, 가입기 하부 헤드, 

밀림 배관 및 고온관 밀림 노즐로 구성되며 2개의 스

너버 (snubber) S1Z, S2Y와 1개의 스웨이 스트러트 

(sway strut) 로 지지된다. 본 연구에서는 해석의 단순

화를 위해 고온관 밀림 노즐의 형상과 재질을 밀림 

배관과 동일하다고 가정하였다.  

Fig. 1 Schematic configuration and lay-out of a surge 
line.

Table 1. Physical properties of SA508 Gr.3 Cl.1 and 
SA182 TP316 at 316 oC.

Material SA508 Gr.3 Cl.1 SA182 TP316

Elastic modulus 184.09 GPa 174.4 GPa

Density 7.75 g/cm3 8.03 g/cm3

Poisson’s ratio 0.3 0.31

가압기 하부 헤드와 밀림 노즐은 저합금강인 SA508 

Gr.3 Cl.1으로 제작되며 밀림 배관은 오스테나이트 스테

인리스 강인 SA182 TP316으로 제작된다. 저합금강으로 

제작되는 가압기 하부 헤드와 밀림 노즐은 내표면에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리스 강으로 클래딩 용접되어

지나 지진 거동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고려하지 않았다. Table 1은 운전온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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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oC에서의 재료별 탄성계수, 밀도 및 프와송 비를 

제시하고 있다. Table 2는 본 연구에서 고려되는 반복 

경화모델인 Chaboche 경화모델의 316 oC에서의 변수들

을 제시하고 있다13). 운전 조건인 15 MPa과 316 oC에서

의 원자로 냉각재의 밀도는 0.69 g/cm3으로 고려하였다. 

지진하중은 각각의 지지대 (스너버 S1Z, S2Y, 스웨

이 R1Z), 밀림배관 끝단 (고온관 밀림 노즐에 해당)과 

가압기 하부헤드 상단에 작용한다고 가정하였다. 가

압기 하부 헤드의 스커트가 가압기를 지지하는 지지

대이므로 이 지점에 지진하중을 작용시켜야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해석의 단순화를 위해 가압기 하부헤드 

상단에 지진하중을 작용시켰다. Fig. 2와 3은 SSE에 

해당하는 0.6g가 지반의 최대 가속도가 작용할 때 각 

지지점에서의 가속도 시간이력과 변위이력을 각각 보

여주고 있다. Fig. 2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최대 약 

0.7g에 해당하는 가속도가 작용함을 알 수 있다. 

Table 2 Chaboche hardening model parameters of SA508 Gr.3 Cl.1 and SA182 TP316 at 316˚C13).

SA508 Gr.3 Cl.1

Isotropic hardening parameters
Q (MPa) b

220 0.5

Kinematic hardening parameters
0 (MPa) C1 (MPa) 1 C2 (MPa) 2 C3 (MPa) 3

222 210000 2000 42000 400 5500 10

SA182 TP316

Isotropic hardening parameters
Q (MPa) b

170 `

Kinematic hardening parameters
0 (MPa) C1 (MPa) 1 C2 (MPa) 2 C3 (MPa) 3

100 32000 800 12000 150 1500 4

(a) S1Z & R1Z (b) S2Y

(c) Pressurizer skirt (d) Hot leg surge nozzle

Fig. 2 Acceleration time-history at each support point.



72 김종성･박상혁

Transaction of the KPVP, Vol. 14, No. 2

2.2 해석 방법

상용 유한요소 해석 프로그램인 ABAQUS Implicit

를이용하여 동적 탄소성 시간이력 지진해석을 수행하

였다. 최대 시간 증분은 지진이력 간격인 0.05초 로 

설정하였다. Fig. 4는 해석 대상의 유한요소 모델을 보

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직관부는 3

차원 1차 빔 요소를, 곡관부, 가압기 하부 헤드와 노즐

부는 3차원 1차 비양립 연속체 요소 (incompatible 

continuum element)를 사용한 하이브리드 유한요소 모

델로 모델링하였다. 절점 수와 요소 수는 각각 59,993

개와 48,776개이다. 

Fig. 4. Finite element model of the surge line.

2.3 해석 결과

Fig. 5와 6은 기준선 조정을 한 가속도 시간이력 적

용 경우 밀림관의 누적 등가 소성변형률 분포 (최종 

시점)와 반복 소성을 고려한 등가 소성변형률 분포 

(최대값 발생 시점)를 각각 보여주고 있다. 그림들에

서 보이는 바와 같이 가압기 노즐의 오스테나이트 스

테인리스 강 안전단과 밀림관 곡관부에서 높은 등가 

소성변형률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Fig. 7은 기준선 조정을 한 가속도 시간이력 적용 

경우 밀림관의 von Mises 유효응력 (최대값 발생 시점) 

Fig. 5 Accumulated equivalent plastic strain distribution 
of the surge line calculated applying the 
acceleration time history with baseline correction. 

(a) S1Z & R1Z (b) S2Y

(c) Pressurizer skirt (d) Hot leg surge nozzle

Fig. 3 Displacement time-history at each support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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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Equivalent plastic strain distribution considering 
cyclic plasticity of the surge line calculated 
applying the acceleration time history with the 
baseline correction. 

Fig. 7 von Mises effective stress distribution of the 
surge line calculated applying the acceleration 
time history with the baseline correction.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서 보이는 바와 같이 가압

기 노즐의 저합금강 노즐부에서 최대 유효응력이 발

생함을 알 수 있다. 

3. 기준선 조정의 영향 고찰

기준선 조정을 수행한 가속도 가진 경우, 기준선 조

정을 수행하지 않은 가속도 가진 경우와 변위 가진 

경우에 대해 동적 유한요소 탄소성 지진해석을 수행

하였다. 

Fig. 8은 기준선 조정 여부에 따른 가진 종료 시점에

서의 변위 분포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보이

는 바와 같이 변위 가진의 경우와 가속도 가진의 경우 

매우 큰 차이를 보이는 반면 가속도 가진의 경우 기준

선 조정을 수행하면 최종 시점에서의 변위가 줄어드

나 그 차이가 작음을 알 수 있다. 즉, ABAQUS의 기준

선 조정의 옵션은 적절히 기준선을 조정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Fig. 9는 기준선 조정 여부와 가속도 또는 변위 시간

이력 적용 여부에 따른 최대 누적 등가 소성변형률 

(a) displacement excitation

(b) acceleration excitation with baseline correction

(c) acceleration excitation without baseline correction

Fig. 8 Comparison of the displacement distributions 
at final time among the various cases.

Fig. 9. Variation of the accumulated equivalent plastic 
strain time histories on the maximum value 
generation location according to application of 
the baseline correction and the acceleration/ 
displacement time hist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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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이 발생하는 지점의 누적 등가 소성변형률 시간이

력 변화이다. Table 3은 기존선 조정 여부와 가속도 

또는 변위 시간 이력 적용 여부에 따라 최대 누적 등가 

소성변형률 값을 비교 제시하고 있다.  Fig. 9와 Table 

3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기준선 조정과 가속도 또는 

변위 시간이력 적용이 최대 누적 등가 소성변형률 값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함을 알 수 있다.  

Fig. 10은 기준선 조정 여부와 가속도 또는 변위 시

간이력 적용 여부에 따른 최대 등가 소성변형률 (반복 

소성을 고려한) 값이 발생하는 지점의 등가 소성변형

률 시간이력 변화이다. Table 4는 기준선 조정 여부와 

가속도 또는 변위 시간 이력 적용 여부에 따라 최대 

등가 소성변형률 값과 최대값 발생시점을 비교 제시

Fig. 10 Variation of the equivalent plastic strain time 
histories considering cyclic plasticity on the 
maximum value generation location according 
to application of the baseline correction and the 
acceleration/displacement time histories.  

하고 있다.  Fig. 9와 Table 4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가속도 또는 변위 시간이력 적용에 따라 등가 소성변

형률 시간이력의 가진 후반부에 상당한 변화를 유발

하나 최대 등가 소성변형률 값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등가 소성변형률 시간이력

에 미치는 기준선 조정의 영향은 미미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11은 기준선 조정 여부와 가속도 또는 변위 시

간이력 적용 여부에 따른 최대 von Mises 유효응력 값

이 발생하는 지점의 von Mises 유효응력 시간이력 변

화이다. Table 5는 기준선 조정 여부와 가속도 또는 

변위 시간 이력 적용 여부에 따라 최대 von Mises 유효

응력 값과 최대값 발생시점을 비교 제시하고 있다.  

Fig. 11 Variation of the von Mises effective stress 
time histories on the maximum value generation 
location according to application of the baseline 
correction and the acceleration/displacement 
time histories.  

Table 3 Comparison of the maximum accumulated equivalent plastic strain value vs. application of the baseline
correction and the acceleration/displacement time histories.  

Loading condition
Acceleration

Displacement
with baseline correction w/o baseline correction

Max. accumulated equiv. plastic strain (mm/mm) 0.2475 0.2409 0.2369

Table 4 Comparison of the maximum equivalent plastic strain (considering cyclic plasticity) value and maximum 
value generation time vs. application of the baseline correction and the acceleration/displacement time 
histories.  

Loading condition
Acceleration

Displacement
with baseline correction w/o baseline correction

Max. equiv. plastic strain (mm/mm) 0.02758 0.02720 0.02790

Max. value generation time (sec) 3.56 3.56 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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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과 Table 5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가속도 또는 

변위 시간이력 적용에 따라 von Mises 유효응력 시간

이력의 가진 후반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나 최대 

von Mises 유효응력 값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함

을 알 수 있다. 또한, von Mises 유효응력 시간이력에 

미치는 기준선 조정의 영향은 미미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종 변위의 상당한 차이로 해석 결과에 큰 차이

를 유발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기준선 조정의 

영향이 유한요소 탄소성 해석 결과에 미치는 영향

은 작은 이유는 본 해석 대상의 경우 가진 이력의 

초기에 지배적인 큰 하중이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원전 안전 1등급 기기인 밀림관에 대해 동적 유한요

소 탄소성 시간이력 지진해석을 수행한 결과에 미치

는 가속도 가진 방법내 기준선 조정의 영향을 고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가압기 노즐의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리스 강 안전

단과 밀림관 곡관부에서 높은 등가 소성변형률이 

발생하는 반면, 가압기 노즐의 저합금강 노즐부에

서 최대 von Mises 유효응력이 발생함

∙가진 이력의 초기에 지배적인 큰 하중이 작용하는 

경우, 기준선 조정과 가속도 또는 변위 시간이력 

적용이 최대 누적 등가 소성변형률 값 변화에 미

치는 영향은 미미함

∙가진 이력의 초기에 지배적인 큰 하중이 작용하는 

경우, 가속도 또는 변위 시간이력 적용에 따라 등

가 소성변형률 시간이력과 von Mises 유효응력 시

간이력의 가진 후반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나 최

대 등가 소성변형률 값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미

미함

∙가진 이력의 초기에 지배적인 큰 하중이 작용하는 

경우, 등가 소성변형률 시간이력과 von Mises 유

효응력 시간이력에 미치는 기준선 조정의 영향은 

미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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