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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goal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structural integrity factors of RMI(reflective metal insulation) to confirm the design 
requirements in nuclear power plant. Currently, a glass wool insulation is using now, but it will gradually be replaced with the reflective 
metal insulation maded by stainless steel plates. The main function of an insulation is to minimize a heat loss of vessel and pipes in 
RCS(reactor coolant system). It has to maintain structural a integrity in nuclear power plant life duration. In this study, the structural 
integrity analysis was carried out both multi-plate and outer shell plate by using a static analysis and experimental test. First, inner 
multi-plate has a self support structure for being air space. Because the effect of total static weight in multi-layer plate is low, a plate 
collapse possibility is not high. Considering optimum thin plate pressing process, it has to pre-check the basic physical properties. 
Second, the outer segment thickness and stiffener shape are verified by the numerical static analysis, and sample test for both type of 
panel and cylindrical pip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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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보온재(RMI, reflective metal insulation)는 원자력발전

소 계통기기의 고온 표면에서 열손실을 최소화하여 발

전소 출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준다. 하지만 보온재는 

이물질(파손 잔재)과의 화학적 반응과 부식측면에서 

발전소 중대형사고(LOCA, loss-of-coolant)시 장기 재순

환냉각에 관한 안전 이슈를 만족해야 한다. 발전소 안

정성을 고려할 때 금속재질의 보온재(RMI, reflective 
metal insulation)는 섬유질 단열재로 대체할 수 있다1). 
기본적으로 금속단열재는 스테인리스 재질로 이루어

진 몸체 안에 다층의 성형 가공된 박판들이 적층 삽입

되어 있어 기본 세그먼트(segment)를 구성하고, 모듈

(module)과 어셈블리(assembly)로 확장될 수 있다. 
원자로, 증기발생기, 가압기를 포함하는 RCS 계통기

기의 표면과 이격되어 설치되는 금속단열재는 Fig. 1과 

같이 다층박판과 세그먼트가 모듈과 어셈블리 형태로 

설치되어 설계가 복잡하다. 금속단열재의 주요 설계 

인자들인 박판의 개수, 방사율, 박판형상, 외피 연결 설

Fig. 1. Metal insulation of reactor coola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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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는 대류, 전도, 복사 측면에서 열전달 인자 조합을 

통하여 결정된다2). 설계 요건에서는 열전달 측면뿐만 

아니라 구조건전성과 현장적용성이 포함되어 있어서 

공급자는 이를 만족해야 하고 국내는 아직 전무한 상

태로 현재까지 해외사 설계에 의존하고 있다.
공급자는 최신 노형 기준으로 사업자가 제시하는 재

질 요건과 설계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3). 재질 요건들에

는 4개 항목이 있다. 방사능, 중성자 투과시 단열성능

저하를 방지하고, 붕산과 같은 고산성과 화학 반응하

지 않아야 하고, 비연소성과 내고온(내열성)을 강조하

고 있다. 그에 따르는 설계 요건으로는 크게 단열 성

능, 구조적 건전성, 현장 설치 측면에서의 안정성 확보 

여부로 정리할 수 있다. 
현재까지 글라스 울(glass wool) 같은 섬유질 단열재

가 경제성 측면에서 아직도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중
대사고로 인한 펌프와 집수조 막힘 등 보다 심각한 사

고시의 문제들을 원천적으로 해결을 하기 위해 금속형 

단열재(Fig. 2)가 확실한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Table 
1과 같이 열성능 뿐만 아니라 안정성 측면 때문에 추

후 원전에 적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소재는 스테인리스

강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외부 몸통을 구성하는 부분과 내부 박판 소

재 모두 기본 바탕은 모두 스테인리스강 계열이다. 
SUS304 스테인리스강은 매우 일반적인 소재이므로 구

매, 용접, 가공 등에 있어 큰 어려움은 없으나, 세그먼

트 무게 제한, 경제성 및 복사열 차단, 대류, 전도 등의 

열적 성능 면을 동시에 고려해야 되므로 얇고 가벼워

야 한다. 본 연구는 금속단열재를 구성하는 내부박판

과 외부세그먼트의 구조건전성을 검토하였다. 내부박

(a) Fibrous insulation (b) Metal insulation

Fig. 2. Two insulation types.

Table 1. Insulation properties of glass wool and RMI

Classification Glass wool RMI

Thermal resistance Partially Yes

Thermal performance degradation 
due to radioactivity Partially None

Chemical reactivity with high acid Partially None

Inflammability Partially Yes

Risky residue generation Generally None
 

판의 경우 재질, 성형가공성과 다층구조 구성측면에서 

검토하였고, 외부세그먼트의 경우 배관과 판넬 형태에

서 설계요건의 하중이 인가될 때 안전계수 측면에서 

구조건전성을 해석과 시험방법으로 평가하였다.

2. 내부 박판 적층 구조의 건전성

열전달을 차단하기 위해 선택한 박판은 일명 초박판

이라 불리는 것으로 두께가 0.06 mm 정도로 너무 얇아 

다루기가 매우 어렵다. 아래 Fig. 3에서 볼 수 있듯이 

초박판 소재는 여러 단계의 롤(압연)공정을 통해 두께

가 얇아진 상태이므로 강도가 높아지고, 연신율은 매

우 낮아서 금형으로 성형 형상 가공을 하기에 어려운 

소재이다. 기초물성을 살펴보고 구조안전성 향상을 위

해 제작시 주의사항을 유한요소해석을 통해 시뮬레이

션 하여 고찰하였다.

 

Fig. 3. Difficulties in the configuration of sheet material processing.

2.1 스테인리스강(SUS304-CSP)의 기초 물성 시험 

스테인리스강 계열인 SUS304-CSP는 기본재에 내열

특성을 추가로 부여한 것이다. 사용한 스테인리스강에 

대한 화학적, 기계적 특징을 Table 2에 정리하였다. 내
열강(heat resisting steel)은 고온에서 충분한 기계적 성

질을 유지하고, 산화 등 화학작용에 잘 견디는 금속을 

말한다. 적어도 600 ℃ 이상에서는 크롬(Cr)-몰리브덴

(Mo)강, 13 % 크롬강, 또는 18-8 스테인리스강을 사용

하고, 900 ℃에서는 고크롬강(28 %) 또는 고니켈․고크

롬강(20 ~ 25 %) 등을 사용하여 충분한 강도와 내산화

성을 가지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오스테나이트형이 높은 내열성을 가지

기 때문에 고온 열기관 또는 고온 화학공업기계 그리

고 원자로 등에 쓰인다. 내열강을 조직상 분류하면 페

라이트계, 마르텐사이트계, 오스텐나이트계, 석출경화

계가 있고, 화학 성분상 분류하면 Cr계, Cr-NirP, 
FE-Cr-Ni-Co계로 나눌 수 있다. 

박판의 성형가공의 구조건전성을 연신율로 분석하

기 위해 관련 시험 규격5-6)에 따라 시험 시편을 Fig. 4
와 같이 길이 200 mm, 폭 20 mm, 두께 0.06 mm의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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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hemical composition and mechanical properties for 
stainless steel4)

(a) Chemical composition of main steel grades

Specification Grade
Chemical composition(%)

C Si Mn P S Ni Cr

Austenite 
type

SUS 
304 ≦0.08 ≦1.00 ≦2.00 ≦0.05 ≦0.03 8~11 18~20

(b) Mechanical properties

Steel 
grade Skin pass rolled

Mechanical properties

Hardness 
(Hv)

Yield stress
(MPa)

Tensile 
strength
(MPa)

Elongation
(%)

SUS 304
-CSP

1/2H, 1/2H-TA ≥ 250 ≥ 470 ≥ 780 ≥ 6 

3/4H,3/4H-TA ≥ 310 ≥ 665 ≥ 930 ≥ 3

H, H-TA ≥ 370 ≥ 880 ≥ 1130 1~2

판시편으로 3개를 삽입 준비하였다. 시험 조건은 50 
mm 게이지 길이이고, 하중 속도는 0.6 mm/min의 사양

을 갖는 1 ton 용량의 인장 시험기를 사용하였다.
Table 2의 SUS304-H 시험편 인장 테스트 결과 Fig. 5 

Fig. 4. Test specimen. 

Fig. 5. Stress-strain curve.

그래프와 같이 연신율(1.4 ~ 1.9 %)과 인장강도(~1000 
MPa)값을 얻었다. SUS304-1/2H와 같이 경도가 낮은 연

질 소재일수록 찢어지지 않고 주름이 적은 성형결과를 

보여주었다. 박판수가 적하기 위해서는 박판 간 간격을 

높게 하기 해야 하는데 형상 가공 쐐기를 더 높이려면 

연신율이 좋아야 한다. 
Table 2-(b)에서 Skin pass rolled 규격은 압연롤링과 

열처리방법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H는 경도를 뜻하

는 명칭이고 TA는 응력제거 또는 응력풀림 처리가 반

영된 것이다.

2.2 박판 적층 구조와 제작

박판이 다층으로 적층됨에 따라 최하단에서 지지하

는 박판의 구조적 안정성에 대하여 Fig. 6과 같이 유한

유소 해석을 통해 분석하여 보았다. 대상모델 사이즈

는 300 mm × 300 mm 박판 1장의 질량이 38.9 g으로 

얇아 무게가 많이 나가지 않으므로 하중이 골고루 지

지되어 최대 응력 19.4 MPa, 최대 변형량 0.12 mm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단열재가 시간이 

 

Fig. 6. Sheet metal weight and static analysis by ANSY7).

(a) Bending type model

(b) Circular both sides embossing model

Fig. 7. Inner Thin plates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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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남에 따라 연화되어 국소부분에서 처짐 현상이 발생

하면 단열 성능 저하 및　구조적 안정성이 약화 될 수 

가능성이 있다. 적층 중간 정도에 중간 지지기능을 추

가하여 구조적 안정성을 향상시키기도 한다.
초기에 개발된 모델은 절곡형 타입이었지만, 이후 

곡률이 있는 배관형태에서 박판 적층이 보다 용이한 

엠보형 모델을 만들었다. 엠보형 모델은 절곡형보다 

박판가공과 금형개발이 용이하여 제작성이 낫고, 박판

을 대칭적층할 때 에어포켓이 있어서 대류의 열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성능과 제작성　등에서 

좀 더 최적화된 엠보형 모델 선정을 위해서 형상 영향 

요소 및　재료 기초 물성을 사전에 테스트를 통하여 파

악한 후에 금형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3. 외부 세그먼트 보호 구조의 건전성

3.1 세그먼트 외부 보호 구조

외부 보호 구조는 내부 박판을 둘러싸서 보호하는 

부분을 말한다. 재질은 스테인리스강이며, 두께가 0.5 
~ 1.0 mm를 사용한다. 두께는 최소화 될수록 외피를 

통한 전도 손실이 감소하기 때문에 얇을수록 좋지만 

구조적으로 취약해지기 때문에 보강대 등을 설계 적용

해야 한다. 따라서 Fig. 8에 나타낸 디자인 검증 흐름도

처럼 해석으로 사전 검증을 통하여 보강대 설치에 대

한 기준을 사전 정립하고 최종 설계를 확정 적용한다. 
외부 세그먼트의 판재 두께는 0.06 mm 엠보 박판보다 

두껍지만 일반 상용 판재와 비교하여 크게 얇기 때문

에 지지 구조 설계 및 용접 제작 등이 용이하지 않다. 
Fig. 9와 같이 현장에서 금속단열재를 원자로에 설

치할 때, 외벽 프레임에 볼트 체결하고, 증기발생기와 

가압기의 경우는 지지판(support ring)의 상하방향으로 

단열재가 각각 거치 및 볼트 체결된다. 배관/파이프의 

경우는 실린더와 엘보우 형태로 기기표면에 스페이서

(spacer)로 이격설치 된다. 단열재들은 서로 버클

(buckle) 혹은 스트라이커(striker)로 수직-수평방향으로 

연결되고, 기본 유닛의 경우는 이름표(name tag)를 붙

이고, 제작/운반 설치가 원활하도록 설계한다.

Fig. 8. Design verification flow chart.

Fig. 9. Reactor vessel and RMI insulation application.

3.2 설계 해석 검증

금속단열재가 APR1400 원전용 단열재 설계요건에 

제시된 0.04 MPa 하중조건을 만족여부에 대한 평가는 

실험과 해석으로 검토할 수 있다. 설계 요건에 따라 하

중을 견디고 최대응력과 안전계수가 허용 범위 안에 

있는지 검토하고 원형복원이 되는지 보는 것이다. 설
계의 몸체의 두께는 기본적으로 0.7 mm인 상황에서 

두께의 증가(0.8 ~ 0.9 mm)와 보강대의 적용을 통해 압

축응력을 견디는 설계방안으로 도출하였다.

3.2.1 모델 생성 및 경계조건

유한요소 해석을 위해 Ansys satic structure (version 
14.5) 코드를 사용하였고, 요소형은 quadratic, 노드수는 

약 33 만개의 노드로 모델을 생성하였다. 세그먼트 구

조해석 모델의 재질은 Table 3에 나타내었다. Fig. 10에
서 판형 모델의 크기는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700, 
1000, 105 mm이고 외부케이스의 두께는 0.7 mm이다. 
Fig. 11에서 배관형 모델은 12인치급 배관에 대한 단열

재를 기준으로 하여 크기는 내경, 외경, 길이가 354, 

Fig. 10. Structure analysis model and load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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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Cylinder type analysis model.

Table 3. Model material property

Stainless steel value

Density(kg/m3) 8,000

Modulus of Elasticity(GPa) 193

Poisson ratio 0.29

Tensile yield strength(MPa) 215

Tensile ultimate strength(MPa) 505

564, 700 mm이다. 제품 바닥면을 고정조건으로 하였으

며, 하중을 가하는 지점은 중앙부, 하중 면적은 성인남

자 평균 발 크기를 감안하여 270 × 100 mm로 가정하

였고, 하중은 588, 1,176, 1,764 N으로 부가하였다. 판
형과 배관형으로 나누어 해석하였다.

3.2.2 해석 결과

먼저 판형 단열재에 대한 유한 요소 해석 결과는 다

음과 같다. 기준으로 safe factor 값이 1 이하는 재료강

도 대비 인가하중이 크기 때문에 현 모델에서 보강재

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Fig. 12의 사각 세그먼트 타입

인 경우 최대응력 및 변형 발생지점은 각각 외부케이

스 상부 모서리 및 중앙부이었다. 보강대와 두께를 강

화하여 safety factor 1이상이 되도록 하였다.

Table 4. Panel type compress effect by ANSYS static structure

Load (N)
Stress(MPa) Deformation(mm) Safety factor

1st 2nd 1st 2nd 1st 2nd

588 159.2 154.5 12.6 12.3 1.35 1.39

1176 282.5 282.5 16.8 16.8 0.76 0.76

1764 323.5 321.5 19.9 22.63 0.66 0.67

Fig. 12. Segment’s stress and deformation in stiffener.

Table 5. Pipe type compress effect by ANSYS static structure

Outside thickness (mm) Max stress
(MPa)

Safety factor Max strain
(mm)

0.8
stiffener non-applied 405.49 0.53 5.02

stiffener applied 231.74 0.92 2.99

0.9
stiffener non-applied 339.36 0.63 3.73

stiffener applied 193.71 1.10 2.19

(a) 0.9T-stiffener applied (b)0.8T-joining at top area

Fig. 13. Stress distribution about stiffener applied 0.9 mm 

plate and joining at top area.

단열재의 압축특성에 대하여 배관형 단열재 해석을 

하였다. Fig. 13에서 실제 하중이 주어지는 부분에 대

하여 (a)는 수직방향으로 상하결합방식으로 하되 0.9 
mm 두께의 외피두께와 보강재를 선택한 경우와 (b)는 

두께를 줄이기 위해 수평방향으로 좌우 결합하여 보강

대 없이 외함 부분으로 하중을 지지한 경우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하중이 주어지는 부분은 0.9 mm이상의 

보강대로 지지구조를 강화하여 정기정비 기간에 수평

방향으로 설치된 배관 위를 현장에서 사람이 직접 밟

을 때 단열재의 외형 변형을 방지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3 실험과 해석 값의 비교

해석결과를 바탕으로 설계하고, 판넬 타입부터 실제 

시험 장치를 통하여 시험을 진행하였다. 실험의 경우 

압축저항과 영구변형 유무를 판단 지표로 하였으며, 해

Fig. 14. RMI design and compress effect by LVDT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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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과 동일하게 발자국 크기(270 × 100 mm)의 압축판을 

통해 하중을 가한다고 가정하고 단열재의 하중-변위 변

화를 추적하였다. LVDT (linear variable differential 
transformer) 변위센서 값을 볼 때 변형이 거의 없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압축 강도시험은 지지되는 부위의 보강대의 간격과 

단면적의 영향을 받을 것이므로 단열재의 크기에 따라 

강성이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이에 실제 설치 운용될 

단열재의 크기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크기에 대

한 시험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다

양한 크기에 대한 시험을 하기 위하여 시편 제작과 시

행착오로 인해 많은 비용과 시간을 소비해야 하기 때

문에 시험대상과 동일한 해석 모델을 제작하여 해석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해석을 통해 시험대상의 기준 크

기를 선정하였다.
시험과 해석의 비교 결과(Fig. 15), 허용오차(10%) 범

위 이내라고 판단하여 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시험대상

의 기준 크기를 결정하고, 그 외에도 스페이서 설계의 

건전성, 서포트(support)의 구조 건전성 등 시험으로 측

정이 어렵거나 다양한 경우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대

상에 대해 전산수치해석으로 평가하고 기준을 수립하

였다.

3.4 감압 및 가압 시험

발전소 사고 또는 급작스런 가동변경으로 인한 격납 

건물 내부의 대기 압력의 변화를 고려한 감압 및 가압 

시험을 위해 압력용기에 0.5 MPa까지 가압할 수 있도

Table 6. The comparison of compression test and analysis 
result 

Load(N) Test, Max. strain
(mm)

Analysis Max. 
strain (mm)

Error
(mm)

Error (%)
(Test based)

588 11.9 12.6 0.7 5.6

1176 18.2 16.8 1.4 8.3

Fig. 15. The plot of LVDT test and analysis result.

 

Fig. 16. Pressure vessel and RMI’s long hole about sensitivity 
of pressure change. 

록 가압용기의 시험 장치를 구축하였다. 시험 결과 외

함의 스팟 용접과 모서리 의도적인 간격을 통하여 자

체 틈새로 인하여 단열재 샘플의 외형 변형은 거의 없

었다. 특히 원자로 용기 외함 표면에 쓰이는 단열재는 

부피당 장공홀의 면적비 값을 0.055 (m2/m3)으로 추가

하여 감, 가압에 의한 단열재의 영향을 최소화했다.

4. 결론 및 고찰

본 논문에서는 원자력발전소에 적용되는 스테인리

스강 금속박판 단열재에 대한 시험 및 유한요소 해석

을 통해 금속 단열재의 구조적 건전성 강화를 위한 설

계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으며, 주요 결과 및 고찰 내

용은 다음과 같다.

- 다층구조를 위한 엠보, 절곡의 성형 가공은 구조 

건전성 측면에서 0.06 mm 두께의 초박판이 가지는 높

은 경도와 낮은 연신율을 고려하여 금형 및 박판 설계

를 해야 한다. 인장테스트를 통하여 물리적 특성을 확

인하였다. 다층 박판이 적층된 상황에서 박판 자중에 

의한 처짐 현상은 해석 결과 최대응력과 최대 변형량

이 허용 범위 안에 있고 자중의 영향은 미미하다.
- 단열재 외함의 구조건전성 측면에서 설계 요건인 

1,107 N의 하중에 대한 단열재 설계의 건전성은 실린

더 배관과 판넬 설계에 대하여 해석과 시험으로 확인

하였다. 판넬의 경우, 시험과 해석에서 하중 변화에 따

른 유사한 변위량이 탄성변형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실린더 배관의 경우, 해석에서 실제 하중이 받는 면에 

대하여외피의 두께 0.9 mm와 보강대 설계를 도출하였

다. 또한 0.5 MPa의 급격한 감압/가압 시험에서 단열재

에 장공홀 설계상황에서 박판 또는 외함이 찌그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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