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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지점 진동대를 이용한 원자력발전소 배관계통의 내진
성능실험

Seismic Capacity Test of Nuclear Piping System using Multi-platform 
Shake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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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S T R A C T  /

In this study, dynamic characteristics and seismic capacity of the nuclear power plant piping system are evaluated by model test results 
using multi-platform shake table. The model is 21.2 m long and consists of straight pipes, elbows, and reducers. The stainless steel pipe 
diameters are 60.3 mm (2 in.) and 88.9 mm (3 in.) and the system was assembled in accordance with ASME code criteria. The dynamic 
characteristics such as natural frequency, damping and acceleration responses of the piping system were estimated using the measured 
acceleration, displacement and strain data. The natural frequencies of the specimen were not changed significantly before and after the 
testing and the failure and leakage of the piping system was not observed until the final excitation. The damping ratio was estimated in the 
range of 3.13 ~ 4.98 % and it is found that the allowable stress(345 MPa) according to ASME criteria is 2.5 times larger than the measured 
maximum stress (138 MPa) of the piping system even under the maximum excitation level of this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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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원자력발전소(이하 ‘원전’) 배관의 파괴를 발생시키는 원인 하중은 주

로 관내의 유체 압력, 고정하중, 온도팽창 그리고 지진하중 등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중에서 지진하중을 제외한 여타 하중들은 원전 가동 시 배관에 항

시 작용하므로 그 물리적 특성과 적절한 경계조건을 고려하면 비교적 정확

하게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작용빈도는 작으나 하중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큰 지진에 대해서는 고려해야할 하중들이 지진의 발생위치로부터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전달되므로 지진하중에 의해 배관에 발생하는 응력을 정확

히 예측하기 어려우며, 이로 인해 과도하게 안전 여유도를 갖도록 배관을 설

계하는 경향이 있다[1]. 원전의 안전한 운영의 측면에서 이러한 여유도는 

불가피한 것이나, 원전 배관계통의 적용된 설계기준과 비교하여, 실제 원전

에서의 배관의 안전성 및 여유도를 평가,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지진하중을 고려한 원전 배관계통의 설계 및 발생 응력에 대한 연구는 

관련 산업의 발전과 함께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대부분의 기존 연구

들은 단순 배관요소에 대한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한 연구결과들이며, 실제

와 같이 복잡한 거동을 나타내는 배관계통에 대한 실험을 수행하고 그 성능

을 평가한 연구사례는 많지 않다.

일찍이 유압진동대가 개발되어 연구에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나, 초기 진

동대 장비를 이용하여 복잡한 구성을 가지는 배관계통에 대한 내진 실험을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1980년 Keowen et al.[2]은 지진 시 rigid 

element, mechanical shock-arrestor, triaxial visco-elastic 배관 감쇠기

를 적용하여 배관의 내진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을 유압 가력기를 이용

하여 수행하였다. Multi-bends simulated motor operated valve 등의 구

성요소를 고려한 총길이 15.2 m, 직경 200 mm, 150 mm의 가압된 배관을 

5개의 유압 가력기에 의해 작동되는 테이블 위에 설치하여 ASME 기준에 

따른 배관 응력의 변화된 수준과 적용된 지지대 형식을 기준에 따라 분석하

였다. 

1995년 프랑스에서는 ELSA(European Laboratory for Structural 

Assessment)의 진동대를 이용하여 배관요소의 지진거동분석 실험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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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ested nuclear piping system drawing(ISO) and photos

램을 진행하였다[3]. 2가지 재료가 다른 배관요소에 대한 실험이 수행되었

으며, 구조체의 동적거동 특히, 곡관의 거동을 중심으로 내진성능을 분석하

였다. 실험결과에서는 작용하중에 의해 각 곡관에 소성변형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변형은 전체적인 배관계통의 성능 향상과 지진 시 거

동 측면에는 좋은 효과를 나타냄을 확인하였다. 또한, 배관에 국부적인 소

성변형이 발생하면 지진에 의한 거동이 복잡해지는 반면, 배관계통의 응답

을 평가하고 지진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배관의 

소성거동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비교적 대구경의 길이가 긴 배관계통에 대한 본격적인 실험적 연구가 

JNES (Japan Nuclear Energy Safety)와 NUPEC (Nuclear Power 

Engineering Corporation)에 의해 수행되었다[4]. 다년간 다양한 배관 구

조에 대한 실험적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이러한 실험은 원전배관계통의 극

한강도, 탄소성응답을 보다 잘 이해하고, 배관 설계기준에서 내진 여유도를 

확인함으로써 수정된 ASME 응력기준을 평가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 연

구에서는 재료실험, 요소실험, 배관계통에 대한 진동대 실험 등이 수행되었

고, 재료와 형태가 다른 배관요소에 대한 정, 동적 실험을 실시하였으며, 실

험결과, 지진하중으로 인한 배관요소의 손상형태는 저 진동수의 피로 파괴

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배관계통의 진동대 실험 결과는 요소실험과 유사한 

양상을 나타내었으나, 배관계통을 구성하는 요소 내부의 국소변형으로 인

해 다른 요소부위에서 하중의 재분배가 발생하여, 계통 전체로 볼 때에는 요

소실험 연구 결과보다 안전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실험된 배관의 파괴에는 

설계기준 작용력과 비교하여 3배 이상의 하중이 요구되었으며, 2% 이하의 

감쇠가 적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주요 에너지소산은 가진력이 

증가함에 따라 배관에서 소성변형이 발생하는 경우에 나타났다[5]. 

이상의 연구들로 볼 때 전체적인 원전기술의 발전에 비하여 배관계통에 

대한 동적거동이해 및 이와 관련된 연구, 특히 지진하중과 같이 큰 하중이 

작용하는 경우 배관의 탄소성 거동을 이해하기 위한 실험적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며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원

전 배관계통에 지진이 발생했을 시의 거동을 실제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는 

배관계통을 대상으로 진동대 실험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배

관의 동적특성과 현재 국내 원전 배관계통에 적용되고 있는 설계기준에 대

한 안전성 및 내진 여유도를 분석하였다. 

2. 진동대 실험

2.1 실험 개요 

본 실험의 목적은 실제 원전에서 사용되고 있는 배관요소 중 일부를 모

사하여 진동대 실험을 수행하고 동적특성 및 내진성능을 분석하는 것이다. 

원전 배관계통에서의 중요도와 진동대의 실험가능 면적 등을 고려하여 실

험체를 제작하였다. 이를 위해 실제 건설 중인 원전을 방문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Fig. 1과 같은 목표배관계통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배관계통은 냉각계통의 부족한 수량을 공급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배관은 ASME Class 1 SA312 Grade TP316 Sch. 160으로 분류되는 

스테인리스 재질의 공칭직경 60.3 mm (2in.)와 88.9 mm (3 in.) 배관으로

서 직관, 곡관, 변단면관을 갖고 있으며, 서포트, 지지대 등 다양한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 격납건물 내부에 설치된 배관은 높이 약 31.0 m ~ 34.7 m인 

2개 층에 걸쳐 연결되어 있다. 높이 31.0 m에 위치한 배관계통의 하단부에

서 주냉각계통과 용접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다수의 곡관 결합을 이용하여 

수직으로 방향을 전환한 후 상단부에서 일정한 높이를 유지하여 공급계통

과 연결되는 구조이다.   

선정된 배관계통은 다양한 형태의 서포트와 지지대(Fig. 1의 Photo 참

조)에 의해 지지되어 있으며, 지지점 경계부의 높이는 각 층의 바닥 및 천정

으로 한정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진 시 배관에 전달되는 힘은 격납건물 

내부에서 이러한 지지점이 위치하는 높이의 증폭된 응답을 고려해야 할 것

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부산대학교 지진방재연구센터에 설치된 2

기의 진동대[6]를 이용하였으며, 실험배관계통의 하단부와 상단부를 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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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1. Overview of shaking table test

Fig. 2. Piping specimen details (sensor location and orientation)

Fig. 3. Support details for boundary conditions 

Photo 2. SUPPORT 3 and DDVS target

다른 진동대에 연결하여 격납건물 내에서 높은 위치에 설치된 배관 지지부

에 보다 큰 가속도가 발생하는 것을 모사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2.2 배관실험모델의 구성 

배관실험체 설치도면을 Fig. 2에 나타내었으며, 설치 후 전경을 Photo 

1, 2에 나타내었다. 배관실험체의 전체 길이는 21.2 m이고 7개의 곡관과 양

단부에 2개의 변단면관이 적용된 형태이다.

2개의 진동대 위에 실제 경계조건을 모사할 수 있는 강재기둥(Fig. 2 참

조)을 조립한 후 배관을 용접하여 연결하였다. 격납건물 내에서 선정된 배

관 지지점의 해당 높이를 모사하기 위한 총 3개의 강재기둥(Fig. 3 참조)을 

좌측 진동대에 2기, 우측 진동대에 1기 설치하여 고정단 연결부(Fig. 2의 

FIX 1, 2), 행거서포트(Fig. 2의 HANGER 1, 2), 단순지지대(Photo 2 참

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자중에 의한 처짐을 최소화하고 조립 시 비

틀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체 배관을 바닥에서 용접하여 완성한 후에 크레

인으로 인양하여 진동대 위에 설치하고 양단 경계부를 최종 용접하는 순서



한국지진공학회 논문집 | 17권 1호 (통권 제89호) | January 2013

24

(a) steel frame installation (b) pipe joint welding

(c) Piping specimen installation (d) boundary welding

Photo 3. Piping specimen assembling

Fig. 4. Stain gauge location(orientation) and DDVS Target

로 조립하였다. 모든 배관 부품 및 구성요소는 ASME Boiler and Pressure 

Vessel Code[7]에 준하여 설치, 조립하였으며, 실험 시 관의 내부는 상온

의 물로 만관되어 20 MPa로 가압된 상태였다. 실험체의 조립 및 설치과정

을 Photo 3에 나타내었다.

진동대 상부에서 각 지지점이 설치된 위치는 실제 원전 현장에서 지지점

이 설치된 위치를 유사하게 적용하였으나 2기의 진동대 사이의 공간(Fig. 2 

참조)에는 경계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프레임 설치가 곤란하였다. 따라서 

실제 설계에서 반영되어야하는 2기의 행거서포트가 설치되지 못 하였으므

로 이 구간에서는 보다 큰 응력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2.3 계측 및 가진 방법 

배관의 동적거동을 확인하고 가진력에 의한 각 배관요소, 특히 곡관부의 

발생응력을 조사하기 위하여 Fig. 2에 나타낸 것과 같이 가속도계와 변위

계, 변형률계를 설치하였다. 

유연한 배관 실험체의 가속도 응답과 고유진동수, 감쇠를 확인하기 위하

여 저 진동수 대역(0.1~180 Hz)에서 계측능력이 우수한 10g 용량의 Kistler

사 8305B10 MEMS 형식 단축 가속도계 6개(Fig. 2의 AM1~6)를 설치하

였다. 가속도계의 설치위치 및 방향은 배관의 종방향(X) 및 횡방향(Y)의 

동적 응답을 계측할 수 있도록 결정되었다. 또한, 강재기 둥의 가속도 증폭 

및 응답특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최대 10g 가속도 계측이 가능한 PCB사 

603C11/010AC 단축 가속도계 6개(Fig. 2의 AI1~6)를 설치하였다. 강재

기둥에 적용된 PCB사의 제품은 일반적으로 기계진동측정(1~5,000 Hz)

에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강성이 큰 강재기둥의 응답을 조사하는데 적합하

다고 판단하였다. 가속도계를 소정의 위치에서 배관의 종방향과 횡방향으

로 각각 설치하였다. 

진동대에서 발생된 가속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진동대 자체 제어용으로 

설치된 가속도계의 피드백 신호를 활용하였다. 중요 배관요소에 발생하는 

응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Tokyo Sokki Kenkyujo사의 YFLA-5-11 변형

률계(Strain gage)를 Fig. 4(A)와 같이 변단면관과 곡관부(Fig. 2의 

ELBOW 및 FIX 위치)에 설치하였다. 특히, 응력이 크게 발생할 것으로 예

측되는 곡관부의 내, 외호면과 양측 중립위치에서의 배관의 길이방향 변형

률이 계측될 수 있도록 설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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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ested excitation cases

Test Case
Earthquake/

Excitation Motion

Table B Table C Excitation

Level

(%)
Excitation 

Direction
RMS(g)/ PGA(g)

Excitation 

Direction
RMS(g)/ PGA(g)

M1 Random Y 0.1 Y 0.1
M2 Random X 0.1 X 0.1
M3 Seismic Y 0.160 Y 0.160

100

M4 Seismic X 0.164 X 0.164
M5 Seismic X(Y) 0.164(0.160) X(Y) 0.164(0.160)
M6 Seismic Y 0.160*1.1 Y 0.160
M7 Seismic X 0.164*1.1 X 0.164

M8 Seismic X(Y) 0.164*1.1
(0.160*1.1)

X
(Y)

0.164 
(0.160)

M9 Random Y 0.1 Y 0.1
M10 Random X 0.1 X 0.1
M11 Seismic Y 0.240 Y 0.240

150

M12 Seismic X 0.246 X 0.246

M13 Seismic X
(Y)

0.246
(0.240)

X
(Y)

0.246
(0.240)

M14 Seismic Y 0.240*1.1 Y 0.240
M15 Seismic X 0.246*1.1 X 0.246

M16 Seismic X
(Y)

0.246*1.1
(0.240*1.1)

X
(Y)

0.246
(0.240)

M17 Random Y 0.1 Y 0.1
M18 Random X 0.1 X 0.1
M19 Seismic Y 0.320 Y 0.320

200
M20 Seismic X

(Y)
0.328

(0.320)
X

(Y)
0.328

(0.320)
M21 Seismic Y 0.480 Y 0.480

300
M22 Seismic X

(Y)
0.492

(0.480)
X

(Y)
0.492

(0.480)
M23 Random Y 0.1 Y 0.1
M24 Random X 0.1 X 0.1
M25 Seismic Y 0.640 Y 0.640

400
M26 Seismic X

(Y)
0.656

(0.640)
X

(Y)
0.656

(0.640)
M27 Seismicl Y 0.800 Y 0.800

500
M28 Seismic X

(Y)
0.820

(0.800)
X

(Y)
0.820

(0.800)
M29 Random Y 0.1 Y 0.1
M30 Random X 0.1 X 0.1

원형단면의 배관이기 때문에 기존의 동적실험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사

용되는 접촉식 변위측정방법을 적용하여 변위를 계측하는 것이 어려울 것

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변위측정을 위하여 동영상 촬영에 의

한 간접변위 측정방법인 DDVS[8](Dynamic Displacement Vision 

System)를 활용하였다. DDVS는 초당 60프레임을 촬영할 수 있는 디지털 

캠코더를 이용하여 설치된 타깃의 변위를 측정하는 기술로, 촬영된 평면의 

X축(타깃의 좌우 방향) 및 Y축(타깃의 상하 방향)의 변위를 동시에 측정하

는 것이 가능하다. DDVS에 의한 계측은 촬영 가능 프레임수의 제한으로 측

정가능 진동수에 한계가 있으나, 본 실험에서의 배관 구조물 거동을 분석하

기에는 충분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총 8개의  타깃이 설치되었으며, 설치된 

DDVS 타깃의 규격은 Fig. 4(B)와 같고 설치 전경은 Photo 2와 같다. 

가속도 및 변형률 데이터의 획득을 위하여 National Instrument사의 

264채널 DAQ(Data acquisition) 시스템을 이용하였다. 이 시스템은 진동

대 피드백 신호와 실시간으로 연동돼있어 진동대에서 발생하는 변위 및 가

속도를 동시에 기록하는 것이 가능하다. 계측 샘플링 속도는 256 Hz 이며,

계측 시 하드웨어적인 필터링은 적용되지 않았다.

진동대 장비는 MTS Systems사 600kN 용량 3자유도 진동대(Photo 1

의 좌측상부)와 300kN 용량의 6자유도 진동대(Photo 1의 우측하부) 2기 

이며, 각 진동대를 동시에 제어하기 위하여 장비 개발사의 STEX[9] 

(Seismic Test Execution) 프로그램이 사용되었다. 또한 진동대에 강재 기

둥만을 설치한 상태에서 동시 가진 성능을 확인(Iteration)한 후 실험체를 설

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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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S acceleration time history (b) EW acceleration time history

(c) NS acceleration response spectra (d) EW  acceleration response spectra

Fig. 5. Shake table acceleration time history and response spectra (M8)

Table 1은 실험 가진표로서 입력지진파, 가진 방향 등을 나타낸 것이다. 

진동대의 가진은 2대의 진동대에 동일한 지진파를 입력하여 가진한 경우

와, 높이가 다른 지지점 설치에 따른 격납건물의 증폭된 응답을 반영하기 위

해 좌측 진동대(Fig. 2의 Table B)에 가진력을 증가시킨 다지점 가진의 경

우로 구분하였다. 또한, 가진 방향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기위하여 설치된 

배관의 종방향과 횡방향으로 가진 한 후 종, 횡방향에 대하여 동시 가진을 

실시하였다. 

상기 경우에 대하여 제작된 인공지진파의 최대 가속도를 기준으로 

100%에서 500%까지 단계별로 진동대 가진 수준을 점증시켰다. 각 지진

파 가진 실험 전과 후에는 실험체의 고유진동수를 분석하고 상태 변화를 확

인하기 위하여 0.5 ~ 50 Hz의 진동수 성분을 가진 백색파 (White noise)를 

RMS (Root Mean Square)값이 0.1 g가 되도록 입력하여 가진하였다. Fig. 

2의 좌측 진동대는 수평방향 가진만 가능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수직방

향 가진의 경우는 본 연구에서 고려되지 못 하였다.

진동대 실험의 가진 수준을 격납건물에 적용되는 수평방향의 층응답스

펙트럼을 요구응답스펙트럼(RRS, Required Response Spectrum) 으로 

규정하고 P-CARES 2.0[10], 프로그램에 의해 작성된 가속도 시간이력을 

인공지진파로 사용하였다. NS(X), EW(Y) 방향으로 각각 작성된 지진파

는 ASCE 4-98[11,12]을 참고하여 강진 지속시간은 10초, 총 가진 시간은 

18초로 작성되었다. 각 방향 인공지진파의 시간 이력과 5% 감쇠를 고려한 

요구응답스펙트럼 및 실험응답스펙트럼(TRS, Test Response Spectrum)

을 Fig. 5에 나타내었다. 

다지점 가진의 경우는 우측 진동대에 비하여 10% 증폭된 가속도 신호를 

좌측 진동대에 입력하여 동시 가진함으로써 지지점 높이에 따른 구조물의 

가속도 응답차이가 배관에 작용하는 가속도로 반영되도록 하였다. 이러한 

설정은 선정된 배관이 설치된 위치가 격납건물 내에서 동일한 평면에 위치

하고 경계부의 높이만 다르기 때문에 두 지점 간에 위상 차이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각 지지점 설치 위치에서의 가속도 응

답을 실제 원전에서 격납건물 내부의 설치조건을 모두 고려한 상세해석을 

수행한 후 결정하는 것이 보다 실제와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으나, 본 연

구에서는 지지되는 층의 높이 차이에 의한 상대적인 가속도비를 10%로 가

정하여 실험하였다. 

3. 실험결과

3.1 진동대 가진 결과

본 실험은 비교적 길이가 긴 배관실험체를 대형 진동대 2기에 분산 설치

한 후 동시에 가진하여 배관의 동특성 및 내진성능을 확인하는 실험이므로, 

가진 결과로부터 RRS를 만족하는 수준의 가진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확

인과 실험장비의 동시 가진 성능을 분석하였다.   

Fig. 6은 M5 실험 시 각 진동대 상부에서 계측된 가속도와 변위의 시간

이력을 나타낸 것이고, Fig. 7은 최대 가진인 M28 실험의 진동대 변위시간

이력을 나타낸 것이다. 각 신호간의 시간지연 및 위상차는 발생하지 않았으

며, 최대 변위 및 가속도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두 진동대는 동

일한 운동을 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또한 Fig. 7에서와 같이 다지점 가

진의 경우에서도 정밀한 제어가 가능한 것을 확인하였다.

Fig. 8은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속도 RRS와 M6 ~ M8 실험 시 각 진동

대에서 계측된 가속도 TRS를 비교한 것이다. 가진 결과는 대부분 RRS를 

만족하는 수준이었으나 X방향의 경우 15 Hz, Y방향은 20 Hz 이후 구간에

서 요구한 수준보다 비교적 큰 가속응답이 일부 계측되었다. 이것은 경계조

건을 모사하기 위하여 설치된 강재기둥의 공진에 의한 영향으로 판단되었

는데, 일반적으로 본 실험에서 사용된 것과 같은 대형의 유압진동대의 경우, 

설치된 실험체, 구조물 등의 공진에 의해 제어기능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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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S(X) Table B,C displacement (b) EW(Y) Table B,C displacement

(c) NS Table B,C acceleration (d) EW Table B,C acceleration 

Fig. 6. Comparison of table displacement and acceleration feedback between shake table B and C (M5)

(a) NS(X) Table B,C displacement (b) EW(Y) Table B,C displacement

Fig. 7. Shake table displacement feedback (M28)

(a) NS(X) (a) EW(Y)

Fig. 8. Tested acceleration response spectra of M6, M7, M8

Fig. 9는 백색파 가진 실험(M1, M2) 시 각 강재기둥의 공진점을 AI 가속도

계에 대한 진동대의 가속도 계측결과의 전달함수[14]를 산출하는 방법을 

통해 분석한 것으로, SUPPORT 2의 경우 X방향으로 15.62 Hz, Y방향으

로 29.57 Hz, SUPPORT 1의 경우, Y방향으로 28.93 Hz에 공진점을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높은 진동수를 갖는 공진에 의

한 영향은, 비교적 낮은 진동수를 갖는 배관 실험체의 전체적인 거동에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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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Natural frequency estimation of steel frame support
(a) M1,2

(b) M23,24

Fig. 10. Transfer function estimation results of the specimen

Table 2. Natural frequency estimation results

Test Case
Mode [N] / Resonant Frequency[Hz]

1 2 3 4 5

M1,M2 1.92 7.30 11.26 12.03 13.06

M23,M24 2.05 7.04 11.14 11.9 12.93

Table 3. Damping estimation results

Test 
Case M3 M6 M11 M14 M19 M21 M27

damping
[%] 3.64 3.33 3.13 3.22 3.90 4.31 4.98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3.2 동특성 분석

배관실험체의 진동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고유진동수와 감쇠비 및 가

속도, 변위 응답 특성을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진동실험에서 기록된 계측

신호에는 가진의 여러 원인에 의하여 오차가 포함되며, 기준선의 왜곡이나 

편향 등이 발생할 수 있어 기준선보정 및 필터링 등의 신호처리 과정이 필요

하다[13]. 본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가진 진동수 영역이 포함되는 30 Hz 이

하의 구간에 저역통과필터를 사용하여 이상 신호 및 왜곡현상을 제거한 후 

분석하였다. 

고유진동수는 진동대에서 계측된 가속도 신호를 입력으로 하고 배관에 

설치된 AM 가속도계들의 계측신호를 출력으로 하여 전달함수[14]를 산정

하는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2기의 진동대에 의해서 가진되었기 때문에 입

력신호 2개가 존재하지만, 3.1절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2기의 진동대가 동

일한 운동을 한 것으로 가정하고 좌측 진동대의 가속도 신호를 입력신호로 

사용하여 전달함수를 산정하였다. 

실험 초기(M1, M2) 및 최종(M23, M24)단계에서 실시된 백색파 가진 

실험 시 각 AM 가속도계 위치에서 X, Y방향의 전달함수는 Fig. 10과 같으

며, 가속도 응답비(입력가속도에 대한 응답가속도의 비)가 2 이상인 진동수

를 고유진동수로 규정하여 추정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Fig. 10에서 최

종단계의 가속도 응답비가 초기 단계보다 크게 나타나는 것은 최종 가진 시

의 백색파 가진 시간이 2배 정도 길었기 때문에 각 첨두 가속도 응답비가 증

가한 것이다. 실험 초기 및 최종단계의 추정결과 차이는 최대 7% 정도로 유

사한 결과를 나타내어 최대 가진 이후에도 배관의 구조적 이상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전달함수 산정결과를 보면 다양한 모드들이 존재함을 알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모드형상을 추정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가속도계의 수

량이 모드형상을 분석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지 못하였고 수직방향 가속

도계 또한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이것은 실험준비단계에서 가속도계 위치 

및 방향의 선정을 수평방향의 가속도 응답의 크기를 측정하기 위한 용도로 

계획하였기 때문이다. 모드형상은 추후 해석적 연구를 통하여 보완할 예정

이다. 

일반적으로 진동대 실험에 의한 실험체의 감쇠 추정에는 대수감소율법, 

1/2파워밴드폭법 및 곡선접합법이 주로 사용된다. 이 중 1/2파워밴드폭법 

및 곡선접합법은 시스템이 단일모드에 지배적인 경우에 매우 효과적인 방

법이나 본 실험에서와 같이 다양한 모드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적용이 쉽지 

않다. 특히, 곡선접합법의 경우 전달함수를 다항식으로 전개하여 각 계수를 

결정함으로써 고유진동수와 감쇠 특성을 추정할 수 있는데, 이 계수의 산정 

시 모드특성이 복잡한 경우에는 오차가 크게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대수감소율법을 이용하여 감쇠를 추정하였다.

대수감소율법에 의한 감쇠비 산정에는 실험체의 자유진동으로부터 신

호의 감소량을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자유

진동을 발생시키기 위한 실험을 추가적으로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차

모드가 지배적인 Y방향 가진이 종료된 후 측정된 가속도 신호를 변위로 환

산한 것을 자유진동신호로 이용하여 감쇠비를 산정하였다. M3부터 M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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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Acceleration response comparison for X-Y direction

Fig. 15. Acceleration response ratios for X-Y direction

Table 4. Maximum accelerations by excitation direction

LEVEL
(%) 

Excitation direction (unit = g)

X Y X-Y MULTI X MULTI Y MULTI X-Y

100 0.04 0.07 0.12 0.039 0.016 0.108

150 0.06 0.08 0.19 0.064 0.022 0.185

Fig. 11. Decay curves for Y-dir. damping calculation

Fig. 12. Acceleration response comparison for Y direction

Fig. 13. Acceleration response ratios for Y direction

가진 시까지의 감쇠비는 Table 3과 같으며, 각 신호의 회귀분석결과는 Fig. 

11과 같다. 

감쇠비는 3.13 ~ 4.98 %로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진력의 차이

가 크지 않았던 M14 가진까지의 감쇠비는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이후 가

진력이 증가함에 따라 감쇠비도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내었다. 다만, 본 연

구의 실험에서는 일부 생략된 행거서포트의 구속효과 및 가진 횟수 증가에 

의해서 일부 계측되지 못한 지점에서 손상 등이 발생하였을 수 있으므로 일

반화하여 단정하기는 곤란하다. 또한, 감쇠비 결정을 위하여 선정한 자유진

동구간의 시작점, 즉 정확한 가진 종료 시점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산정

된 감쇠비에 다소 오차가 포함되었을 수 있음을 참고해야 한다.

Fig. 12는 가진 수준에 따른 Y방향 계측가속도를 나타낸 것이다. 지지부의 

입력 가속도가 증가할수록 실험체의 응답가속도 역시 선형적으로 증가하

였으나, Fig. 13에 나타낸 것과 같이 각 단계에서 측정된 최대 가속도를 입

력 최대 가속도의 비로 나눈 응답 비를 산정한 결과는 약 40% 이하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X, Y방향을 동시 가진한 경우(Fig. 14, 15 참조)에서도 동일

하게 나타났으나 X방향 보다는 Y방향의 가속도 응답이 더 크게 발생하였

으며, 양방향 가진의 경우 Y방향에서는 가진력이 증가할수록 가속도 응답

의 비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점은 배관구조 Y방향의 1차 

모드진동수가 주요 가진 진동수 대역보다 낮은 약 2 Hz이었기 때문인 것으

로 판단된다. 

Table 4는 각 방향 및 가진 수준별 실험체의 최대 응답 가속도를 나타낸 

것이다. X방향 및 다지점 양방향 가진에 대한경우가 100% 및 150%로 제

한적이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많지 않으나 양방향 가진 및 다지점 가진에 의

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다지점 가진은 좌측 진동대에 

가진력이 증가하여 가력되었음에도 길이가 길고 유연한 배관구조의 특성

에 의해 전체 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Fig. 16은 Y방향 가진 시 DDVS에 의해 계측된 변위 측정결과를 요약

한 것이다. 가속도 측정결과와 같이 가진력이 증가할수록 최대변위응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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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Primary stress index

Primary 
stress index Straight Elbow Condition

B1 B1=0.5 B1=-0.1+0.4h but not <0 nor >0.5

B2 B2=1.0
B2=1.3/h2/3
h=t×R/rm2

rm=(DO-t)/2
but not<1.0

Table 7. Stress calculation results of ELBOW 5

TEST strain Sa
(Mpa)

Me
(N⦁mm)

2.5Sm
(MPa) S.F

M28 674×10-6 138.16 1403664.3 345 2.49Fig. 16. Displacement measurement results

Table 5. Maximum strain by excitation method

LEVEL
(%)

Excitation direction (micro strains)

X Y X-Y MULTI X MULTI Y MULTI 
X-Y

100 56.82 137.6 148.4 102.3 155.2 171.5

200 81.13 201.9 211.1 129.3 210.4 228.6

Fig. 17. Measured strain comparison result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내었다. DDVS에 의한 변위측정은 영상

촬영 기법의 특성상 타깃의 전후 방향의 변위를 측정하기 어려우며, 측정대

상의 속도가 빠른 경우 측정이 어려운 단점이 있다[8]. 본 실험의 결과에도 

이러한 이유로 다소 결과가 제한적이다.

3.3 배관응력분석

최종 가진까지 배관의 균열 및 파괴, 단면의 변형 등은 발생하지 않았다. 

Table 5와 Fig. 17은 가진 수준별 측정된 변형률을 나타낸 것으로, 가진 수

준이 증가할수록 발생 변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ELBOW 5

의 중립위치에서 최대 변형률이 발생하였다. 최대 변형률은 진동대 실험 전 

수행한 배관요소 및 재료의 정적실험결과[16]와 비교하여 매우 낮은 수준

으로서 배관은 탄성 상태임을 알 수 있다.

변형률 측정결과에서는 가속도 측정결과와 달리 다지점 가진에 의하여 

보다 큰 변형률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ELBOW 5 위치에서 배관의 

상하방향 운동에 의한 곡관부 중립축에 응력이 크게 발생하였기 때문인 것

으로 추정된다. 실제 배관이 위치하고 있는 격납건물의 동일 평면상에서 높

이 차이만 있는 위치의 구조물 응답이 본 실험에서 적용한 것과 같이 선형적

이라고 가정한다면, 다지점 가진을 고려하는 경우 배관에 보다 큰 응력이 작

용할 수 있는 조건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다지점 가진에 의한 영향은 가진

력이 200%인 경우로 한정된 결과이므로 일반화에 제한이 있다. 이러한 점

은 향후 해석적 연구를 통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 

상기와 같이 측정된 변형률에 설계탄성계수 205 GPa을 적용한 발생응

력을 설계기준응력 수준과 비교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배관은 극한하

중 작용 시 ASME Section Ⅲ, Division Ⅰ, Subsection NB의 적용이 가

능하며, 여기서 제한하고 있는 응력 기준은 식 (1), (2)와 같다. 




 


 ≤    (1)



  ′

 ≤    (2)

여기서,  = 관내부의 작용 압력(MPa),   = 외경(mm), =관두께(mm) , 

 = 단면2차모멘트(mm4),  = 자중효과를 고려한 발생모멘트(N․mm), 

 , ,′= 주응력지수,   = 배관허용응력(MPa) 이며, B1, B2는 

ASME Section.Ⅲ Table NB-3681(a)-1과 NB-3683.7에 의한 직관과 곡

관의 주응력지수로 Table 6과 같다. 기준에 의해서 지진하중을 포함한 역

학적인 하중 작용에 의한 배관의 허용응력은 2.5이며, 여기서 은 138 

MPa로 규정되어 있다. 

진동대의 양방향 최대 가진 시 ELBOW 5에서 발생한 모멘트 및 응력

()은 Table 7과 같이 계산되어진다. 계산된 응력의 여유도(안전율)는 

2.49로서 설정한 요구응답스펙트럼의 5배 수준으로 가진하였고, 지지점의 

부재로 인하여 행거서포트 2기가 설치되지 않은 점을 감안한다면, ASME

에 의한 설계는 상당히 보수적인 결과를 나타냄을 알 수 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실제 원전 구조물에 적용되고 있는 배관계통의 일부를 모

사한 실험체에 대하여 2기의 대형 진동대를 동시에 사용하는 수평가진 실

험을 수행하였으며, 배관의 동특성 실험결과 및 발생 응력에 대한 분석을 수

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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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와 달리 2기의 진동대를 동시에 이용하여 전

체 길이 21.2 m의 배관실험체에 대한 동적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종방

향, 횡방향, 양방향 및 다지점으로 가진하였다. 실험 시 2기의 진동대는 

시간지연 및 위상차 없이 동일한 운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부에 

설치된 실험체 및 강재기둥에 의해 진동대 제어 기능에 일부 영향이 있

었으나 전체적으로 정밀한 제어가 수행된 것으로 판단된다.  

2) 백색파 가진 실험의 진동대 가속도 피드백 신호와 실험체에서 계측된 

가속도 사이의 전달함수를 추정하는 방법으로 배관 실험체의 고유진동

수를 산정한 결과, 실험 초기 및 최종 단계의 고유진동수 차이는 최대 7 

% 정도로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어 배관의 큰 구조적 이상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대수감소율법에 의한 감쇠비를 추정한 결과 

3.13 ~ 4.98 % 로 나타났다. 가진력이 증가함에 따라 감쇠비도 증가하

는 양상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실험에서 일부 생략된 행거서

포트의 구속효과 및 가진 횟수 증가에 의한 일부 재료의 손상 등이 발생

하였을 수 있으므로 단정하기 어렵다.

4) 가진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실험체의 가속도 응답도 선형적으로 증가하

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체 실험에서 측정된 최대 가속도를 입력 최대 

가속도의 비로 나눈 응답 비를 산정한 결과는 최대 40% 이하로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는 배관 구조 길이의 직각방향의 고유진동수가 주요 가

진 진동수 대역보다 낮은 2 Hz 이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가속도 측정

결과에서는 각 방향별 및 다지점 가진의 영향은 확인하기 어려웠다. 

5) 최종 가진까지 배관의 균열 및 파괴, 단면의 변형 등은 발생하지 않았다. 

가진력이 증가할수록 발생 변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측정

된 최대 변형률은 사전 연구에서 수행된 배관요소 및 재료의 정적실험

결과와 비교하여 매우 낮은 수준으로, 배관은 탄성 상태인 것으로 판단

된다. 변형률 측정결과로부터는 다지점 가진에 의해 보다 큰 응력이 발

생됨을 확인하였으나, 배관의 실제 구성 조건과 비교하여 일부 요소들

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로 실험한 결과이기 때문에 향후 해석적 연구를 

통하여 다지점 가진에 따른 배관의 거동 특성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6) 본 연구의 배관실험체에 발생한 응력을 ASME 설계기준응력 수준과 

비교한 결과, 진동대의 양방향 가진시 최대 2.49배의 여유도를 확보하

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경우의 가진력이 요구응답스펙트럼의 5배

였으며, 실제 설치 조건과 비교하여 지지점의 일부가 생략된 상태에서 

나타난 결과임을 감안하면 ASME에 의한 설계는 상당히 보수적인 결

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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