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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 본 연구에서는 원전 주제어실의 층 지진격리시스템에 대한 지진동 저감성능과 적용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실험연구를 

수행하였다. 층 지진격리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해서 납-고무 베어링(LRB)과 마찰진자장치(FPS)를 설계하고 제작하였다. 제어 캐비닛과 

액세스 플로어로 구성된 원전 주제어실 부분 실험모형을 제작하여 납-고무 베어링과 마찰진자장치를 각각 설치하여 진동대 실험을 수행하

여 지진응답특성을 비교, 평가하였다. 실험을 위해서 원전 주제어실의 운전기준지진(OBE)과 안전정지지진(SSE)의 수평방향 층응답 스펙

트럼을 이용하여 인공지진 시간이력을 만들어서 진동대 실험에 사용하였다. 입력지진에 대한 실험모형의 지진응답은 마찰진자장치를 적

용한 경우 상대적으로  우수한 지진동 저감특성을 나타냈다.  

주요어 납-고무 베어링, 마찰진자 장치, 층 지진격리, 진동대, 최대가속도, 최대상대변위, 응답스펙트럼

ABSTRACT >> An experimental study was performed to evaluate seismic reduction performance and the applicability of 
2-dimensional floor isolation system to the main control room of a nuclear power plant. A lead-rubber bearing (LRB) and a friction 
pendulum system (FPS) were designed and fabricated for a 2-dimensional floor isolation system. A partial experimental model of 
a main control room with the LRB and FPS was tested using a shaking table. The experimental model consisted of a control panel, 
a 2.5m×2.5m access floor, and four LRB and FPS. The artificial time histories based on the horizontal floor response spectrums 
(OBE, SSE) of the main control room were used as earthquake input signals. Compared to the non-isolated system, the seismic 
response of experimental models using a 2-dimensional floor isolation system showed considerable seismic reduction performance 
against an earthquake. 

Key words Lead-Rubber bearing, Friction pendulum system, Floor isolation, Shaking table, Response spect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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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및 연구동향

국내에서 중소규모의 지진이 발생하는 빈도가 증가하고 

있고, 원전설계지진의 최대값을 재산정하는 것에 대한 논의

가 진행되고 있다. 평가결과에 따라서는 원전의 설계입력지

진의 최대값이 현행설계기준에 비해 상향 조정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운전 중인 기존 원전은 안전관련기기에 대해

서 내진성능 보강방안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원전 주제어실은 핵심설비인 핵증기 공급계통(Nuclear 

Steam Supply System)의 전기, 계측기기를 제어하는 기능

을 수행하고 있는 안전관련 설비로서 지진 발생시 내진 안

전성을 확보해야 하며, 기존 설계지진의 최대값이 상향 조

정될 경우 내진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보강해야 한다. 

원전 주제어실의 내진안전성을 확보하고, 내진성능을 보

강하기 위해 층 지진격리(Floor Isolation) 시스템을 도입하

여 주제어실의 지진응답을 저감시켜 주제어실내에 있는 전

기/계측기기의 내진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1) 

제어실이나 컴퓨터실 바닥의 층 지진격리에 관련된 연구로

는 국내에서 이경진 등
(2),(3)

이 마찰진자장치(FPS : Friction 

Pendulum System)를 적용한 원전 주제어실의 3차원 층 지

진격리시스템에 관한 실험연구를 수행하여 실험모형에 따

른 지진동 저감효과를 평가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납-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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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원전주제어실 플로어 실험모형 

<그림 2> PCS 캐비넷

베어링(LRB : Lead Rubber Bearing)과 마찰진자장치를 적

용하여 원전 주제어실 액세스 플로어 실규모 모형에 수평방향 

가진을 하여 지진격리장치에 따른 지진응답을 평가하였다.

김민규 등
(4-6)

은 마찰진자장치와 고무베어링을 이용하여 

원전기기의 지진격리를 위한 진동대 실험연구를 수행하여 

기기의 지진격리효과를 평가하였다. 

미국에서는 Lambrou and Constantinou(7)
가 컴퓨터 주제

어실의 지진응답을 저감시키기 위해 실험연구를 수행하여, 

컴퓨터 주제어실의 액세스 플로어(Access Floor) 하부에 지

진격리장치를 설치하여 실험연구를 수행하였다.

일본의 원자력안전기반기구(JNES)에서는 원전 제어실 

실규모 모형을 제작하여 층 지진격리시스템을 적용해서 원

전 주제어실의 내진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진동대 실험연.

구를 수행하였다.(8)

지진격리장치의 지진저감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실험연구

로는 김영중
(9), 이경진 등

(10)
이 수직방향하중을 재하한 상태

에서 수평방향 진동수와 수평변위를 변화시켜 동적특성을 

실험적으로 평가하였고, 김우범 등
(11)

이 원전 제어실에 마찰

진자베어링을 적용하여 베어링의 마찰계수에 따른 지진격

리효과를 해석적으로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원전 주제어실의 내진성능을 보강하는 방

안을 개발하기 위해서 원전 주제어실 액세스 플로어실험모

형을 제작하고 납-고무 베어링과 마찰진자장치로 구성된 두 

가지 층 지진격리 시스템을 각각 도입하여 수평방향 지진을 

가진하여 진동대 실험을 수행하여 지진격리장치의 특성에 

따른 지진저감성능을 비교, 평가하였다. 

실험모형은 표준 원전 주제어실의 액세스 플로어를 실물

크기로 설계, 제작하여 원전 내진설계에 사용되는 운전기준

지진(OBE), 안전정지지진(SSE)을 입력지진으로 하여 실험

체의 지진저감효과를 평가하였다. 

2. 진동대 실험

2.1 실험체 설계 및 제작

진동대 실험에 사용한 실험체는 원전 주제어실 액세스 플

로어의 단위 유닛과 진동대의 크기를 고려하여 제작하였다. 

실험체는 주제어실 액세스 플로어의 기존설계대로 제작한 

실험모형이다. 실험모형의 크기는 W×D×H=2.5m×2.5m×

0.8m이고, H- 200×200×8×12 부재를 바닥 프레임으로 사

용하여 전체 무게는 2.0톤으로 제작하였다(고유진동수 

11Hz, 그림 1 참조).

2.2 제어 캐비넷의 특성

원전 주제어실 액세스 플로어의 실험모형에 부착하여 지

진동 응답평가를 수행한 실험설비는 울진원자력 1, 2호기의 

주제어실에 설치되는 PCS 캐비넷이다(그림 3 참조). 캐비

닛 본체만의 무게는 0.4톤이다.

2.3 실험에 사용한 지진격리장치의 특성

진동대 실험에 사용한 지진격리시스템은 원전 주제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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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납-고무 베어링 제원

항  목 제  원

설계연직하중

고무 외경

전체높이(상하부 Plate 제외)
고무층

강판층

납봉의 크기(단면적)
1차 형상계수

2차 형상계수

700 kgf 
80 mm
84 mm

6 mm × 7층 = 42 mm
3 mm × 6층 = 18 mm

 φ12 × 84 mm(1.13 cm2)
2.92
1.67

  

<그림 3> 납-고무 베어링과 설치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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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마찰진자장치

<그림 5> 마찰진자장치 하중-변위 이력곡선

<표 2> 진동대 실험순서

지진격리 유무 입력지진 시험순서

지진격리
OBE
SSE

1
2

비지진격리
OBE
SSE

3
4

<그림 6> 센서 위치와 제어 캐비닛 설치개념도

의 동적특성에 적합하게 설계하여 개발하였으며, 납-고무 

베어링과 마찰진자장치 두가지 종류를 사용하였다. 각 장치

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2.3.1 납-고무 베어링

실험에 사용한 납-고무 베어링의 고유진동수는 1.5Hz로

서, 그림 6～그림 7에 나타난 운전기준지진과 안전정지지진 

수평방향성분의 주진동수 대역인 2～6Hz를 피하기 위해 

결정하였다.

납-고무 베어링의 설계압축하중은 700 kgf이며, 시험체

에 사용된 고무의 전단탄성계수는 7.528 kg/cm2, 납의 항복

강성은 84.5 kg/cm2
이다. 주요 제원은 표 1에 나타나 있고, 

그림 3은 제작한 납-고무 베어링을 나타낸 것이고, 실험에

는 4개를 사용하였다.

2.3.2 마찰진자장치

실험에 사용한 마찰진자장치의 설계 고유진동수는 0.5Hz

로서 원전 설계지진의 주진동수 대역인 2～6Hz를 피하기 위

해 결정하였다. 마찰진자장치의 설계압축하중은 2 tonf/ea., 

곡률반경은 0.99m이다. 곡면의 마찰재 성분은 순수 PTFE

(Unfilled PTFE)이고, 마찰재 반경은 40mm, 지압면적은 

12.566cm2 이며, 그림 4는 제작한 마찰진자장치이고, 그림 

5는 마찰진자장치의 하중-변위 이력곡선이고, 실험에는 4개

를 사용하였다. 

2.4 실험방법

원전 주제어실 액세스플로어의 층 지진격리장치의 유형

에 따른 지진저감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실험체에 층 지진

격리시스템을 설치하고 센서를 부착하였다(그림 5 참조). 

캐비닛의 수평방향 응답을 계측하기 위하여 가속도 센서를 

캐비닛의 상단부, 중앙부, 하단부에 3개 설치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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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운전기준지진의 시간-가속도 이력

<그림 8> 안전정지지진의 시간-가속도 이력

<그림 9> 국내 원전 운전기준지진의 층응답 스펙트럼

<그림 10> 국내 원전 안전정지지진의 층응답 스펙트럼

LVDT는 캐비닛 상단부, 중앙부, 하단부, 진동대 테이블에 

4개를 설치하여 표 2에 나타난 순서로 실험을 수행하였다. 

2.5 입력지진

진동대 실험에 사용한 입력지진은 그림 7～그림 8에 나

타난 원전 설계지진이다. 실험에는 원전 주제어실이 위치한 

높이 43.92m에서의 운전기준지진과 안전정지지진의 수평

방향성분 시간-가속도 이력을 사용하였으며, 그림 9~그림 

10은 운전기준지진과 안전정지지진의 층응답 스펙트럼을 

나타낸 것이다. 두 지진을 입력지진으로 사용한 이유는 원

전 주제어실의 위치가 원전 보조건물 높이 43.92m에 위치

해 있고, 이 위치에서의 층응답 스펙트럼을 입력지진으로 

하여 주제어실의 내진설계를 수행하기 때문이다. 

운전기준지진(OBE)은 발전소의 운전수명기간 동안에 발

전소 부지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지진으로서 0.1g의 

영주기 가속도를 가진 지진이다. 안전정지지진(SSE)은 발

전소 운전수명기간 동안 예상되어진 최대규모의 지진으로 

0.2g의 영주기 가속도를 가진 지진이다.(12) 운전기준지진의 

수평방향 성분은 첨두진동수 대역이 7～9Hz이고, 안전정지

지진은 첨두진동수 대역이 운전기준지진과 거의 같고, 최대 

스펙트럼 가속도가 40% 이상 큰 특성을 가지고 있다. 

3. 실험 결과 및 분석

원전 설계지진인 운전기준지진과 안전정지지진을 수평방

향으로 가진하였을 경우, 실험모형에 대해서 지진격리장치

에 따른 최대응답가속도와 상대변위, 응답스펙트럼 가속도

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3.1 제어 캐비닛의 높이별 최대응답가속도 분석

주제어실 실험모형에 납-고무 베어링과 마찰진자장치로 

구성된 층 지진격리시스템을 설치하고, 수평방향으로 가진

했을 경우 실험모형 주제어실 캐비닛의 높이별 최대응답가

속도는 다음과 같다. 

3.1.1 납-고무 베어링 층 지진격리 시스템 

운전기준지진에 대한 실험모형 캐비닛의 지진응답은 지

진격리장치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 캐비닛 하단부, 중앙부, 

최상부에서 최대가속도 응답이 비비례적인 거동을 나타내

고, 납-고무 베어링을 적용한 경우에는 비례적인거동을 나

타내고 있다(그림 11 참조). 

지진격리장치를 적용한 경우에는 캐비닛 하단부에 비해 

상부의 지진저감율이 증가하는 경향(55% → 85%)을 나타

내고 있다((저감율 = 100% - (지진격리/비지진격리)×100%). 

(표 3 참조)

3.1.2 마찰진자장치 층 지진격리 시스템   

마찰진자장치를 적용한 캐비닛의 응답은 그림 11～그림 

12에 정리되어 있다. 안전정지지진에 대한 캐비닛의 높이별 

응답은 지진격리장치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 최대가속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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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입력지진에 대한 캐비닛의 높이별, 지진격리장치에 따른 최대응답 가속도 비교

지진격리

장치 지진파

최상부에서의 최대가속도(g) 중앙부에서의 최대가속도(g) 하단부에서의 최대가속도(g)

비

지진격리
지진격리

저감율

(%)
비

지진격리
지진격리

저감율

(%)
비

지진격리

지진

격리

저감율

(%)

LRB
OBE 2.030 0.311 ▽85 1.706 0.262 ▽85 0.531 0.239 ▽55

SSE 2.680 0.726 ▽73 2.362 0.607 ▽75 0.731 0.412 ▽44

FPS
 OBE 2.030  0.280 ▽86  1.706  0.187 ▽89 0.531  0.098 ▽82

SSE 2.680  0.284 ▽89 2.362  0.184 ▽92  0.731  0.083 ▽89

<그림 11> 지진격리장치에 따른 캐비닛의 높이별 최대가속도(운전기준지진) <그림 12> 지진격리장치에 따른 캐비닛의 높이별 최대가속도(안전정지지진)

<그림 13> 지진별 최대가속도 응답비(운전기준지진) <그림 14> 지진별 최대가속도 응답비(안전정지지진)

답이 비비례적인 거동을 보이고 있다. 마찰진자장치를 적용

한 캐비닛의 응답은 비례적인 거동을 나타내고 있다. 

마찰진자장치를 적용한 경우에는 비지진격리와 비교하여 

캐비닛 위치별로 89%～92%의 저감율을 나타내고 있다(표 

3 참조).

마찰진자장치를 적용한 경우와 납-고무 베어링을 적용한 

경우를 비교하여 보면, 마찰진자장치가 큰 지진저감율을 나

타내고 있다. 

입력지진에 따른 차이점은 마찰진자장치의 경우 입력지

진의 최대값 차이에 따른 지진응답의 변화가 크지 않고

(3%～7%) 일정한 가속도응답을 나타냈다. 납-고무 베어링

은 입력지진의 크기에 따라서 저감율의 변화가 크며(30%～
33%), 운전기준지진보다는 안전정지지진에서 저감율이 상

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납-고무 베어링이 마찰진자장치에 

비해 저감율의 변화가 크고, 캐비넷 하단부에서 지진저감율

이 상대적으로 작게 나온 이유는 저진동수 대역(1～2Hz)에

서 지진저감이 어려운 구조적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3.2 제어 캐비닛의 높이별 최대가속도 응답비 분석

입력지진별로 지진격리장치에 따라서 지진격리, 비지진

격리시를 비교하여 최대가속도의 응답비(Response Ratio)

를 그림 13～그림 14에 나타내었고, 입력지진의 최대가속

도를 1로 하여 지진응답비를 나타냈다. 

최대가속도 응답비입력지진 최대가속도
캐비넷최대응답가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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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캐비닛 최대가속도 응답비

입력 지진

(최대가속도, g)

캐비닛 최상부

최대가속도 응답비

캐비닛 중앙부

최대가속도 응답비

캐비닛 하단부

최대가속도 응답비

비

지진격리
LRB FPS 비

지진격리
LRB FPS 비

지진격리
LRB FPS

OBE(0.55) 3.69 0.56 0.51 3.10 0.47 0.34 0.96 0.43 0.17

SSE(0.75) 3.57 0.97 0.38 3.14 0.81 0.25 0.97 0.55 0.11

<표 5> 캐비닛 높이별 최대상대변위  

지진격리장치 지진파

최상부에서의 최대상대변위

(mm)
중앙부에서의 

최대상대변위 (mm)
하단부에서의 

최대상대변위 (mm)

비

지진

격리

지진

격리

비

지진

격리

지진

격리

비

지진

격리

지진

격리

LRB OBE
SSE

3.31 
4.84 

1.87 
2.70 

5.32 
5.51 

1.63
2.33 

2.76 
3.84 

 7.31 
17.31 

FPS OBE
SSE

3.31 
4.84 

2.01 
2.03 

5.32 
5.51 

2.19 
2.03 

2.76 
3.84 

 9.82 
14.97 

<그림 15> 지진격리장치에 따른 캐비닛의 높이별 최대변위(운전기준지진) <그림 16> 지진격리장치에 따른 캐비닛의 높이별 최대변위(안전정지지진)

3.2.1 납-고무 베어링 층 지진격리 시스템 

운전기준지진을 입력지진으로 했을 경우 캐비닛의 최대

가속도 응답비는 비지진 격리시에는 캐비닛 하단부에서 

0.96, 캐비닛 중앙부에서 3.10, 캐비닛 최상부에서 3.69를 

나타내고 있다(표 4 참조). 

지진격리시의 최대가속도 응답비는 캐비닛 하단부에서 

0.43, 중앙부에서 0.47, 최상부에서 0.56을 나타내고 있다. 

3.2.2 마찰진자장치 층 지진격리 시스템

안전정지지진을 입력지진으로 했을 경우 캐비닛의 최대

가속도 응답비는 비지진 격리시에는 캐비닛 하단부에서 

0.97, 캐비닛 중앙부에서 3.14, 캐비닛 최상부에서 3.57을 

나타내어, 캐비닛 상부로 갈수록 지진응답이 증폭되는 경향

을 나타내고 있다(표 4 참조). 

지진격리시의 최대가속도 응답비는 캐비닛 하단부에서 

0.11, 중앙부에서 0.25, 최상부에서 0.38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마찰진자장치의 최대가속도 응답비는 캐비닛 하단부에서 

납-고무 베어링의 20%, 캐비닛 중앙부에서는 31%, 최상부

에서는 39% 정도로서 작게 나타났다. 

3.3 제어 캐비닛의 높이별 최대응답 상대변위 

캐비닛 높이별(그림 6의 LV 1 ∼ LV 4)  최대상대변위

를 표 5와 그림 15～그림 16에 정리하였다. 지진격리장치

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캐비넷 구조물의 상대변위가 상

하부가 비슷하게 나타났고,  지진격리장치를 설치한 경우에

는 하단부는 지진격리효과로 인해 상대변위가 크게 나타나

고, 최상부와 중앙부는 상대변위가 비슷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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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지진격리장치에 따른 캐비닛 하단부의 응답 스펙트럼(운전

기준지진)

<그림 18> 지진격리장치에 따른 캐비닛 하단부의 응답 스펙트럼(안전

정지지진)

3.3.1 납-고무 베어링 층 지진격리 시스템 

운전기준지진을 입력지진으로 한 경우, 지진격리를 하지 

않은 캐비닛의 하단부 상대변위(2.76mm)는 지진격리를 한 

경우(7.31mm)에 비해 작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하단

부에서 지진격리장치가 수평방향으로 초기변위가 크게 발

생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표 5, 그림 15 참조). 

캐비닛 중앙부와 최상부에서 지진격리를 하지 않은 캐비

닛의 상대변위는 각각 5.32mm, 3.31mm 이고, 지진격리를 

한 경우의 상대변위는 각각 1.63mm, 1.87mm로서 하단부

에서 초기변위가 크고 상부의 변위는 작은 지진격리장치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안전정지지진을 입력지진으로 한 경우, 지진격리를 하지 

않은 캐비닛 하단부 상대변위는 7.31mm 이고, 지진격리를 

한 경우는 17.31mm이다. 입력지진의 최대가속도 증가

(0.55g→0.75g)보다 안전정지지진에서 상대적으로 변위가 

크게 증가한 것은 초기 변형이 큰 납-고무 베어링의 기계적 

특성이 발현된 것으로 보인다.   

3.3.2 마찰진자장치 층 지진격리 시스템

운전기준지진을 입력지진으로 한 경우, 지진격리를 한 캐

비닛의 하단부 변위는 9.82mm로서, 중앙부 및 최상부에 비

해서 상대적으로 큰 변위를 보이고 있고, 납-고무 베어링과 

비교해서는 약간 큰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안전정지지진을 입력지진으로 한 경우, 지진격리를 한 캐

비닛의 하단부 상대변위는 14.97mm 이다. 중앙부 및 최상

부의 상대변위는 운전기준지진의 경우와 비슷한 값을 나타

내고 있고, 이것은 최대응답가속도(표 3 참조)와 유사한 경

향이다. 입력지진의 차이에도 변위나 최대가속도 응답이 유

사하게 나타나는 것은 마찰진자장치의 기계적 특성으로 판

단된다. 

납-고무 베어링의 변위응답과 비교하여 보면 마찰진자장

치가 입력지진의 크기가 변화할 때에도 일정한 변위를 나타

내는 데 비하여 납-고무 베어링은 입력지진의 크기가 커지

면 변위응답도 커지는 특성을 나타내어 안전정지지진에서

는 마찰진자장치보다 큰 변위응답특성을 보이고 있다(그림 

15, 그림 16 참조).

3.4 제어 캐비닛의 응답 스펙트럼 분석

운전기준지진과 안전정지지진을 입력지진으로 하여 실험

모형에 대하여 캐비닛 하단부의 응답스펙트럼을 그림 17～
그림 18에 나타내었다.  응답 스펙트럼을 비교해 본 결과 최

대응답이 나타나는 진동수가 지진격리장치를 설치한 경우 

저진동수 영역으로 이동하였고, 최대응답은  저감되었다. 

3.4.1 납-고무 베어링 층 지진격리 시스템 

운전기준지진을 입력지진으로 한 경우, 지진격리를 하지 

않은 캐비닛 하단부의 최대응답 스펙트럼은 진동수 7.4Hz

에서 최대값은 2.64g이다. 납-고무 베어링을 설치한 경우 캐

비닛 하단부의 최대스펙트럼 가속도는 진동수 2Hz에서 최

대값 1.21g 로서 지진격리를 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55% 

저감되었다. 

안전정지지진을 입력지진으로 한 경우, 지진격리를 하지 

않은 캐비닛 하단부에서 최대응답 스펙트럼은 진동수 

6.8Hz, 최대값 3.6g 이다. 지진격리장치를 했을 경우 캐비

닛 하단부의 최대응답 스펙트럼은 진동수 1.6Hz, 최대값 

1.8g 로서 지진격리를 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50% 저감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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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고무 베어링의 응답특성은 입력지진의 최대값이 위치

한 진동수 대역을 8～9Hz에서 2Hz 부근의 저진동수 대역

으로 이동시킨 것이 분명히 나타나고 이는 납-고무 베어링

의 저감특성으로 판단된다. 

3.4.2 마찰진자장치 층 지진격리 시스템

운전기준지진을 입력지진으로 한 경우, 마찰진자장치를 

설치한 캐비닛 하단부의 최대스펙트럼 가속도는 진동수 

6.8Hz에서 최대값 0.63g 로서 지진격리를 하지 않은 경우

에 비해 77% 저감되었다. 

안전정지지진을 입력지진으로 한 경우, 마찰진자장치를 

설치한 캐비닛 하단부의 최대응답 스펙트럼은 진동수 

7.9Hz, 최대값 0.34g 로서 지진격리를 하지 않은 경우에 비

해 82% 저감되었다. 

납-고무 베어링은 응답특성이 설계진동수(1.5Hz) 부근에

서 저감된 첨두 스펙트럼 가속도가 분명하게 존재하지만 마

찰진자장치는 특정 진동수에서 첨두 스펙트럼 가속도가 나

타나기 보다는 저감된 형태로 전 진동수 대역에 걸쳐서 평

탄하게 분포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마찰진자장치의 응답특성은 입력지진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안전정지지진에서 특성이 뚜렷하게 보이며, 

진동수 대역이 1～10Hz 부근에서 뚜렷한 첨두 스펙트럼 가

속도가 보이지 않고 전체 진동수 대역에서 저감된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4. 결 론

원전 주제어실 실험모형에 납-고무 베어링과 마찰진자장

치 층 지진격리시스템을 적용하여 지진동 저감성능을 비교, 

평가하기 위해 수행한 진동대 실험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실험모형 제어 캐비닛에 층 지진격리시스템을 설치 하여 

수평방향 입력지진에 대하여 평가한 지진응답 은 납-고

무 베어링 보다는 마찰진자장치가 상대적 으로 지진저감

성능이 우수하였다. 

두 종류의 지진격리장치에 대하여 응답가속도와 상 대변

위, 응답스펙트럼에 관한 진동대 실험결과는 다 음과 같다. 

- 최대응답 가속도 : 안전정지지진이 입력지진일 경 우 

캐비닛의 높이별 수평방향 최대응답가속 도는 마찰진

자장치가 납-고무 베어링에 비해 지 진저감율이 1

7%～45% 우수한 성능을 보이고 있 다.

- 최대응답 상대변위 : 마찰진자장치는 입력지진의 크기

가 변화할 경우 일정한 값의 변위를 나타내 지만 납-고

무 베어링은 입력지진의 크기가 커지 면 변위응답도 비

례해서 커지는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 응답스펙트럼 : 안전정지지진이 입력지진일 경우 캐비

닛 하단부의 최대 스펙트럼 가속도는 마찰진 자장치가 

납-고무 베어링의 18% 정도로서 지진저 감성능이 상대

적으로 우수하게 나타났다. 

2.. 납-고무 베어링과 마찰진자장치를 적용하여 수행한 실험

결과, 안전정지지진에 대해 지진격리장치를 적 용하지 

않은 경우와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최대응답 가속도 : 납-고무 베어링은 지진격리장 치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캐비닛의 높이 별 최대응답

가속도는 44%～73% 저감되었고, 마 찰진자장치는 

89%～92% 저감되었다.

- 최대응답 상대변위 : 지진격리시 비지진 격리 시 에 비

해 캐비닛 하단부에서는 상대변위가 크지만 중앙부, 최

상부에서는 상대변위가 작게 나타났다.

- 응답스펙트럼 : 납-고무 베어링은 비지진 격리 시 에 비

해 캐비닛 하단부에서 50% 저감되었고, 마 찰진자 장

치는 82% 저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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