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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 설계 방수문 개발 배경

20 11년 3월 11일 일본 혼슈 (本州) 센다이 (仙臺) 동쪽 179km 

해역에서 규모 9.0의 지진이 발생하였다. 이는 지난 100년

간 발생한 지진 가운데 4번째로 강력한 지진이었다. 진앙지에서 약 

150km 떨어진 후쿠시마 원전은 지진으로 인한 피해보다는 곧 이어 닥

친 쓰나미에 의해 발전소가 침수되는 바람에 노심 냉각 장치가 작동하

지 않아 원전 건물이 폭발하는 큰 사고가 일어났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교훈 삼아 국내 원전에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지만 부지고를 넘어오는 쓰나미에 대비하기 위하여 고리원전 

해안 방벽 축조, 내진 설계된 방수문 설치, 이동형 발전차 운영, 원자로 

냉각을 위한 비상 주입 설치, 수소 제거 설비 설치 등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 

방수문 설치를 위하여 한국수력원자력 (이하 한수원) 은 규제 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방수문 성능 기준을 수립한 후 2012년부터 신

제품 개발에 착수하였다. 

본 방수문이 갖추어야 요건으로서는 내진 성능 및 구조적 안전성 확

보, 설계기준 초과 해일 및 홍수 대비 방수 성능 입증, 발전소 근무자 

출입 편의성 증대 및 법적 피난 요건 충족이었다. 

국내 원전에 몇 군데 설치되어있던 기존의 방수문에 대해 분석한 결

과, 내진 성능의 확인이 힘들고 문의 경첩 (힌지, hinge) 부근에서 방수 

성능이 떨어지며, 철판 두께가 4.5톤 이상으로써 무게가 무거워 핸들 

타입의 개폐 장치를 적용하여 불편하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우선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수문의 자료를 비교 분석하여 개선 

사항을 도출하였다. 조금 더 얇고 가벼운 부재를 사용하면서 구조 설

계를 최적화하면 필요한 내진 성능을 만족하면서도 무게를 경량화 시

킬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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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압 응동형 (水壓 應動型) 경첩 국내 최초 개발

구조 해석 시뮬레이션을 약 100회 반복 수행하여 설

계 지진에 안전하면서도 기존 방수문보다 무게를 약 

45 % 수준으로 줄일 수 있었다. 그 결과 문 무게가 가벼

워져 조작이 쉬운 Exit Device 를 채택할 수 있어 운전

원이 신속히 출입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 350kg).

특히 방수문의 철판 두께가 얇아 (2.3톤 적용) 용접할 

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열변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철판에 구멍을 뚫어 내부 보강재에 용접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으며 중심에서 방사형으로 넓혀가면서 작업

을 실시한 결과 매우 성공적이었다.

그리고 기존의 방수문은 경첩이 고정되어 문틀과 문 

사이에 미세한 간극이 존재할 수 있어 물이 샐 수 있는

데 이번에 개발된 방수문은 경첩 내부에 스프링 장치

를 도입하여 쓰나미가 올려올 경우 수압이 높아질수록 

문이 문틀에 더욱 밀착될 수 있는‘수압 응동형 (水壓 

應動型) 경첩’을 국내 최초로 개발하여 방수 성능을 획

기적으로 향상시켰으며 이는 현재 특허 등록된 상태

이다. 

또한 문과 문틀 사이에 설치되는 가스켓 구조를 개선

하여 물의 침투를 이중으로 차단할 수 있는‘돌기형 가

스켓’을 개발하였다.‘돌기형 가스켓’은 기존에 사용

되는 가스켓에 날개 모양의 돌기를 만들어 저수위에서 

방수문 내부 구조<그림 1> 방사형 용접 방향

<그림 2> 돌기형 가스 <그림 3> 수압응동형 경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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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압으로 문이 문틀에 밀착되기 전 문과 가스켓의 접

촉 면적을 넓혀 물의 침투를 차단하는 효과를 발휘하

게끔 설계되었다. 

시제품 개발을 완료하고 다양한 가스켓과 수압 응동

형 경첩을 설치하여 여러 차례 걸쳐 자체 시험을 수행

하였으며 관계 전문가들과 수많은 협의를 거치면서 문

제점들을 하나하나 해결할 수 있었다. 

최종 성능 시험을 위하여 전체 국내 원전을 포괄할 

수 있는 스펙트럼을 작성하여 내진 시험을 한 후 방수 

시험을 실시하였다. 지난 1월 내진 시험과 방수 시험

을 실시한 결과, 0.3 g의 내진 성능을 지니면서 4.5m의 

수압에도 견디는 것으로 나타나 본 방수문의 성능을 

입증하였다.

완벽한 발전소 침수 방호 능력

한수원은 고성능 밀폐형 방수문이 올해 3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순차적으로 전 원전에 설치할 계획

이다. 방수문 설치가 완료되면 발전소 비상 전력 계통 

및 필수 안전 설비를 쓰나미에 의한 침수로부터 보호

할 수 있어 원전 안전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으며 비

상 상태 시 방수문을 통한  운전원의 출입이 용이하여 

보다 신속한 대응 조치가 수행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방수문 개발로 쓰나미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어 

발전소 침수 방호 능력을 증대시킬 수 있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방수문 제작 및 설치 공사 시 품질 관리에 만

전을 기하여 국민과 약속한 안전한 원전 운영을 충실

히 이행할 계획이다.

개발 완료된 방수문. 한수원은 고성능 밀폐형 방수문이 올해 3월부터 2015
년 12월까지 순차적으로 전 원전에 설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