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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벽체구조물의 철근모듈화 적용을 위한 Mock-Up 실험연구

The Mock-Up Test for Applying Rebar Modularization to the Wall of Nuclear

Power P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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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are developing the technology for applying the Rebar Modularization Method to the Nuclear Power Plant 

Structures. To achieve this, we had developed the elementary technology for applying this method to Nuclear Power 

Plant Structures efficiently and performed the Mock-Up Test by using the developed elementary technology. By 

analysing this test result, we deduced the problems and found solutions to solve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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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본 연구는 원전구조물에 활용할 수 있는 철근모듈화공법 기술을 개발하고자 벽체구조물 철근모듈화를 위해 고안된 요소기술의 활용성을 확인하

고, 원활한 적용에 지장을 주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수행한 Mock-Up 실험연구 결과를 요약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2. 철근모듈화에 사용된 요소기술

철근모듈화 공법에 적용되는 철근망의 직교철근을 고정시키면서 내외부 철근망 간격을 유지시킬 수 있는 선조립 철근망 유닛을 고안하여 

철근 인양 시 발생할 수 있는 철근의 최소 변형을 구현하고자 하였다.

그림 1. 철근모듈 유닛

3. Mock-UP 실험체 설계

본 Mock-up 시험은 철근 모듈의 선조립, 양중 및 시공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의 개선방안은 찾아 모듈화 적용성을 향상기기

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철근결속과 위치 조정의 용이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고안된 그림1의 철근모듈화 유닛을 사용한 벽체구조물의 

Mock-Up 실험으로 모듈재원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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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철근모듈 구성도 및 사진

4. Mock-Up 실험분석

4.1 Template 상세 개선 필요

철근 배근용 Template를 활용하여 빠른 배근 작업이 가능하였으나, 4 Layer 철근결속을 위한 조임 과정에서 마디 사이의 미세이동에 의한 

단부 오차가 발생하였다. 철근 마디 사이의 미세이동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Template 상세를 개선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추가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4.2 결속장치 개선 필요

4 Layer 철근을 한 번에 체결할 수 있는 철근모듈 유닛을 사용하여 다중 Layer 철근의 체결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였다. 다만, 좁은 공간에서 

볼트 4개로 U형 플레이트를 체결하는 방법은 번거로워 작업효율성이 떨어졌으며, 볼트를 대체할 단순한 체결장치 고안이 필요하다. 또한 철망의 

위치를 잡아주고 모듈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된 턴버클의 강성이 부족하여 큰 효과를 보지 못하였으며 적절한 강성을 가진 지지대 설계를 

구조검토와 함께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4.3 변형오차 조정 장치 개발필요

철근 양중 및 설치시 발생하는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Template, 결속장치 등 여러 보조장치를 사용하더라도 철근모듈 이동중에 발생하는 

변형을 완전하게 방지할 수 없으므로 유압 조정장비 등 철근 끝단면의 변형 오차를 조정해 줄 수 있는 장치개발이 병행되어야만 효과적인 모듈공법

의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5. 결 론

기존에 개발된 Template, 결속장치 등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강구하면서 철근 결속시 철근 마디와 철근 리브 모양 때문에 발생하는  비틀림 

토크를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로 고민해야 한다. 기계장치 수준의 오차범위에서만 체결이 가능한 나사식 커플러 이음재를 사용하면서 변형방

지 장치와 오차조정 장치개발 만으로는  철근 모듈 적용에 한계가 있으므로 주입식 철근이음재 등 일정수준의 오차범위를 허용하는 이음재 

개발과 함께 병행해야만 모듈공법 적용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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