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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S T R A C T  /

According to natural frequency of soil, characteristics of earthquake responses of an isolated containment building in nuclear power plants 
are examined. For this, earthquake response analysis of seismically isolated containment buildings in nuclear power plants is carried out 
by strictly considering soil-structure interactions. The structure and near-field soil are modeled by the finite element method while far-field 
soil by consistent transmitting boundary. The equation of motion of a soil-structure interaction system under incident seismic wave is 
derived. The derived equations of motion are solved to carry out earthquake analysis of a seismically isolated soil-structure system. 
Generally,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show that seismic isolation significantly reduces the responses of the soil-structure system. However, 
if the natural frequency of the soil is similar to that of the soil-structure system, the responses of the containment buildings in nuclear power 
plants rather increases due to interactions in th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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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979년 미국 스리마일 섬 원전 사고, 1986년 소련 체르노빌 참사,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등에서 목격하였듯이 원전의 사고는 대형 인

명 피해와 재산 피해, 반영구적인 방사선 오염이라는 참혹한 결과를 불러일

으킨다. 그러므로 원전은 다른 구조물보다 더욱 높은 안전성이 요구되고, 

이는 지진에 대해서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 원전 격납건물은 비상사태에서

도 밀봉 상태를 유지해야  하므로 외벽의 두께가 증가하게 되고 이는 결국 

구조물의 강성을 증가시키게 된다. 즉, 원전 격납건물은 높은 강성을 가지

게 되어 구조물의 고유주기가 작아지게 된다. 낮은 고유주기의 구조물이 유

연한 지반 위에 건설될 경우 지반-구조물 상호작용으로 인해 구조물의 응답

이 크게 증폭되므로, 원전 격납건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평가할 때에는 지반

-구조물 상호작용을 반드시 고려한 동해석을 수행하여야 한다. 특히, 최근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U.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는 지반

의 전단파 속도가 2,440m/sec보다 작은 경우에는 지반-구조물 상호작용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그 기준을 더욱 강화하기도 하였다[1]. 

강진 지역에 건설되는 구조물은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그 지역에서 예상되는 지진에 대한 내진성능

을 확보하기 위한 내진설계, 구조물에 발생하는 진동을 제어하여 과도한 변

형을 방지하는 진동제어, 소성변형을 통하여 대량의 외부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는 감쇠장치, 지반의 진동이 구조물에 직접적으로 전달되지 못하게 하

는 면진 등의 다양한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대개 이러한 방법들은 단독으로 

사용되지 않고, 다양한 방법들이 조합되어 사용되고 있다. 원전의 경우 내

진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앞에서 언급한 다양한 방법이 적용될 수 있으

며, 프랑스, 남아프리카공화국 및 일본에서 원전에 면진장치가 적용되었다

[2]. 또한, 최근에 면진장치의 원전적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 미국 

및 일본을 중심으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3]. 이상과 같이 

최근에 강진 지역에서 원전 격납건물의 지진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면

진장치의 사용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이를 원전 격납건물에 적용하

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면진 원전 격납건물의 동적거동에 미

치는 지반-구조물 상호작용의 효과를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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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Bedrock, soil and structure 

(a) System of substructures

(b) Foundation without superstructure

Fig. 2. Soil-structure interaction system

지반-면진 구조물 상호작용계의 동적거동특성에 대한 연구는 몇몇 연구

자들에 의해 이루어져왔다. Novak & Henderson[4]과 Tongaonkar & 

Jangid[5]는 지반 강성이 면진장치 강성의 10배보다 작으면 면진 구조물의 

해석 시 지반-구조물 상호작용을 고려하여야 함을 확인하였다. Tsai et al. 

[6]은 마찰진자 면진장치를 사용한 구조물의 지진응답을 정확히 산정하기 

위해서는 지반의 유연성과 방사감쇠를 엄밀히 고려하여야 함을 확인하였

다. Cho et al. [7]은 유체-구조물-지반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면진 액체저장

탱크의 지진응답해석을 수행하였고, 지반-구조물 상호작용이 구조물의 동

적응답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Spyrakos et al. [8]은 지반-구조

물 상호작용이 면진 구조물의 고유모드에 미치는 영향을 간단한 역학적 모

형을 사용하여 규명하였다. 임승현 등[23]은 지반-구조물 상호작용을 고려

하여 등가선형화된 면진장치가 적용된 원전 격납건물의 지진취약도 곡선

을 작성하였다. 김현욱 등[24]은 입력운동 생성방법과 강진지속시간에 따

른 면진 원전격납건물의 지진응답 특성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고, 김정한 등

[25]은 스펙트럼 적합 입력지반운동에 의한 면진 구조물의 응답 특성을 연

구하였다. 김현욱[26]은 원전 격납건물에 면진장치 적용을 위한 기존 설계

식의 적용성을 검토하였다. 허정원 등[27]은 원전구조물의 내진설계에 적

용되는 인공지진파의 강진지속시간과 포락함수에 대한 현행 국내 설계기

준의 개선과 보완을 위한 기반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지반의 고유진동수에 따른 면진 원전 격납건물의 지진응

답 특성을 조사한다. 이를 위해 지반-구조물 상호작용을 엄밀히 고려하여 면

진 원전 격납건물의 지진응답 해석을 수행한다. 우선, 일반적인 지반-구조물 

상호작용 해석기법에 대해 설명한 후, 이 연구에서 사용한 구조물과 지반의 

수치 모형과 구체적인 해석방법을 설명한다. 설명된 해석기법을 사용하여 

실제 원전 격납건물의 지진응답 해석을 수행하여, 지반의 고유진동수에 따

라 면진 원전 격납건물의 동적 거동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규명하고자 한다.

2. 전달경계를 사용한 지반-구조물 상호작용 해석기법

Fig. 1은 일반적인 지반-구조물 상호작용계를 보여주고 있다. 지반은 근

역과 무한 영역까지 확장되는 원역의 두 부분으로 분리된다. 구조물과 불규

칙한 기하학적 형상, 비균질한 재료 성질, 비선형 거동이 예상되는 근역지

반은 일반적으로 유한요소 등을 사용하여 수치 모형을 구성하고, 층상구조

를 이루고 있어서 기하학적 형상과 재료 성질이 수평방향으로 균일하고 선

형 거동을 가정하는 원역지반은 무한 영역으로의 에너지 방사를 정확히 고

려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해 수치 모형을 구성한다. 원역의 수치모형으로 사용

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전달경계(consistent transmitting boundary) 

[9-11], 경계요소[15, 16], 무한요소[17], 흡수경계조건[18], 등이 있다. 이

중 전달경계는 무한 영역으로 확장되는 수평방향으로는 해석적 정해를 사

용하고 수직방향으로는 유한요소의 개념을 사용하여 이산화된 해를 사용

하므로, 지반의 층상 구조를 나타내기에 적합한 방법이다. 그러므로, 이 연

구에서는 전달경계를 사용하여 지반 원역의 수치 모형을 구성할 것이다. 

2.1 지반-구조물 상호작용 해석기법

Fig. 1의 지반-구조물 상호작용계는 Fig. 2(a)와 같은 부분구조로 분리

할 수 있다. 이때 구조물과 무질량(massless) 강체 기초 사이에는 상호작용

력이 작용하게 된다. 일반적인 지반-구조물 상호작용계에서는 무질량 강체 

기초의 6자유도 운동에 대응하는 상호작용력이 존재한다. 하지만, 원전 격

납건물은 기본적으로 축대칭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으므

로, Fig. 1의 r축 방향의 병진변위 Δ와 r‒ z평면 내에서 회전변위 ϕ에 대한 

상호작용력만을 고려한다. 변위 Δ와 ϕ에 대응하여 구조물에 작용하는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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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ctual structure

(b) Idealized structure system

Fig. 3. Seismically isolated containment building in nuclear power 
pl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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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하면, 구조물에 대해 다음의 운동방정식이 성

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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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S , S S  ,     (  Δ, ϕ)는 구조물의 동적강성이다. 

다음은 구조물이 존재하지 않고 무질량 강체기초만 존재하는 Fig. 2(b)

의 구조계를 생각해보자. 이 구조계에 지진파가 입사하면 이에 의해 기초의 

동적응답, 즉 병진변위 Δ0
와 회전변위 ϕ0

가 발생한다. 이때 구조물이 존재

하지 않으므로 기초에 작용하는 힘은 0이어야 한다. 이 기초 위에 구조물이 

놓이게 되고 지반-구조물 상호작용이 발생하게 되면, 기초에 상호작용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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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작용하게 되고 기초의 응답은 더 이상 Δ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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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닌 Δ와 ϕ
의 응답을 보이게 된다. 그러므로 기초에 작용하는 상호작용력과 응답은 다

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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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Δ, ϕ)는 무질량 강체기초의 동적강성이다. 구

조물에 작용하는 상호작용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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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므로, 식(1)

과 식(2)로부터 다음의 최종 운동방정식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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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3)으로부터 지반-구조물 상호작용 해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i) 무질

량 강체기초의 동적강성과 (ii) 구조물이 존재하지 않을 때 입사지진파에 의

한 기초의 응답, 즉 기초의 입력운동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2 면진 원전 격납건물의 동적 강성

식(3)을 구성하는 부분 중 면진 원전 격납건물의 수치 모형에 대해 간단

히 설명하고자 한다. 원전 격납건물은 축대칭이고 내부구조물의 배치는 축

대칭이 아니지만, 내부구조물을 포함한 원전 격납건물은 축대칭에 가깝기 

때문에 축대칭 구조물로 가정하여 근사화 할 수 있다. 보조건물과 같이 근본

적으로 축대칭이 아닌 경우 이러한 영향을 엄밀히 고려하기 위해서는 3차

원 해석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원전 격납건물과 내부구조물을 

전단변형을 고려한 보(beam) 요소로 수치모형을 구성한다. 3차원 유한요

소 모형도 적용 가능하지만, 보 요소를 사용하면 계산 상의 효율성을 높이면

서 전체 구조물의 주요 동적 거동을 충분히 모사할 수 있다.

Fig. 3은 면진 원전 격납건물과 이상화된 구조계를 보여주고 있다. 원전 

격납건물은 전단변형을 고려한 보(beam) 요소를 사용하여 수치 모형을 구

성한다. 강성행렬은 식(4)와 같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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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E는 부재의 영 계수(Young’s modulus), 는 단면적, I는 단면2

차모멘트이고, L은 부재길이이다. 식(4)에서 2LGA
EI

s

=β 이고, G는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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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Numerical example of the seismically isolated containment 
building in NPPs 

의 전단탄성계수, 는 전단면적이다. 원전 격납건물의 질량행렬은 집중

질량행렬을 사용하여 구성하며, 회전관성의 효과는 무시하였다. 단, 원전 격

납건물의 바닥판은 회전관성을 무시할 수 없으므로 이 효과는 포함하였다.

면진장치는 스프링과 감쇠기를 사용하여 간단히 이상화한다. 면진장치

의 힘-변위 관계는 비선형 특성을 보이므로, 스프링과 감쇠기는 이러한 특

성을 정확히 고려할 수 있도록 비선형 스프링과 감쇠기를 사용하여야 할 것

이고, 지반-면진 구조물 상호작용계의 지진응답도 이러한 특성을 엄밀히 고

려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 연구의 목적은 지반-면진 구조물 

상호작용계의 엄밀한 해석기법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지반의 고유진동

수 변화에 따른 지반-면진 구조물 상호작용계의 지진응답 변화의 특성을 파

악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면진장치에 대해 엄밀한 

수치 모형을 사용하지 않고 이를 근사한 등가선형 모형을 사용하였다. 선형

화된 면진장치의 스프링과 감쇠기 상수는 각각   
 와 

  로 주어지도록 한다[19]. 여기서,   와 는 

상부구조물을 강체로 가정하였을 때 면진계의 고유진동수와 감쇠비이고, 

과 는 각각 상부구조물과 바닥판의 질량이며, 는 면진장치의 고유

진동수이다.

2.3 무질량 강체기초의 동적강성과 입력운동

식(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지반-구조물 상호작용 해석을 위해서는 무

질량 강체기초의 동적강성과 입력운동을 산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Fig. 2(b)

와 같이 구조물은 존재하지 않고 무질량 강체기초만 있을 때 입사 지진파에 

의한 기초의 응답을 계산하면 된다[20]. 이때 무질량 강체기초가 놓인 지반

의 근역은 유한요소를 사용하여 수치모형을 구성하고, 원역은 전달경계

[8-10]를 사용하여 수치모형을 구성한다. 전달경계의 정식화와 전달경계

를 사용하였을 때 입사 지진파에 대한 지반-구조물 상호작용 해석기법은 아

래 설명한 바와 같이 참고문헌 9와 11의 방법을 따른다.

구조물은 존재하지 않고 무질량 강체기초만 있을 경우의 운동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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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아래첨자 n은 기초와 전달경계면에 위치하지 않고 근역 지반에

만 속하는 자유도를, 아래첨자 f는 전달경계면에 위치한 자유도를 의미한

다. 위첨자 n은 지반의 근역을, 위첨자 f는 지반의 원역을 의미한다. 그러므

로, 식(5)에서 S   S    (  Δ, ϕ, , )는 유한요소로부터 구성된 

근역 지반의 동적강성, f
ffR 는 전달경계로부터 얻어진 원역 지반의 동적강

성이다. 그리고, *
fU와 

*
fP 는 각각 입사 지진파에 의해 자유장 지반에서 발생

하는 변위와 0rr = 의 경계면(Fig. 1의 근역과 원역 지반의 경계면)에서 

발생하는 등가절점력이다[9, 11]. 식(5)에서 기초의 자유도 Δ0
와 ϕ0

만 남기

고 행렬 응축(condensation)을 수행하면 다음 식(6a)와 (6b)와 같이 기초

의 동적강성과 입력운동을 각각 얻을 수 있으며, 이들을 식(3)에 대입하여 

지반-구조물 상호작용 해석을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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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반-면진 원전 격납건물 상호작용계 지진응답 

해석예제

앞에서 설명한 해석기법을 사용하여 Fig. 4의 면진 원전 격납건물의 지

진해석을 지반-구조물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수행하였다. 

3.1 지반-면진 구조물 상호작용계의 제원

원전 격납건물 콘크리트의 탄성계수는 33.049GPa, 포아송비는 0.2778, 

이력감쇠의 등가점성감쇠비는 2%이다. 구조물의 회전관성 효과는 무시하

였는데, 구조물의 절점질량과 부재 정보는 Table 1과 같다. 반면, 상대적으

로 큰 중량을 갖는 격납건물 바닥판의 회전관성은 무시할 수 없으므로 이 효

과는 포함한다. 바닥판의 질량은 9020.6ton, 회전관성은 885.18×106kg･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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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Lumped masses and elements of the seismically isolated 
containment building in NPP

node mass(ton) element area(m2)
Shear area 

(m2)

Moment of 

inertia(m4)

Internal structure

1 372.0 2 to 1 17.7 6.5 34.5

2 553.4 3 to 2 72.5 33.4 1726.2

3 3873.7 4 to 3 161.7 55.7 7767.9

4 1705.5 5 to 4 182.1 67.8 11220.3

5 2853.1 6 to 5 205.3 135.6 10357.2

6 1138.5 7 to 6 237.8 144.9 10357.2

7 1260.1 Base to 7 185.8 122.6 9494.1

Containment building

8 86.2 9 to 8 92.0 46.5 1726.2

9 961.6 10 to 9 92.0 46.5 6904.8

10 1120.4 11 to 10 92.0 46.5 12946.5

11 1369.9 12 to 11 92.0 46.5 16398.9

12 2091.1 13 to 12 130.1 65.0 24166.7

13 1905.1 14 to 13 130.1 65.0 24166.7

14 1905.1 15 to 14 130.1 65.0 24166.7

15 1905.1 16 to 15 130.1 65.0 24166.7

16 1905.1 17 to 16 130.1 65.0 24166.7

17 1905.1 18 to 17 130.1 65.0 24166.7

18 2086.6 Base to 18 130.1 65.0 24166.7

Fig. 5. Motions of control point, bedrock outcrop, foundation and 
structure

(a) 5% damping design response spectrum of the bedrock motion

(b) Envelope functions for bedrock accelerations

Fig. 6. Generation of bedrock motion

이다. 면진장치의 고유진동수는 =0.5Hz, 감쇠비는 =10%로 가정하였다.

면진 원전 격납건물은 반지름 =20m의 강체 원형기초에 의해 지반 

표면에 위치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매입(embedment) 효과를 무시하였다. 

지반은 균일한 재료로 이루어졌고 강체 기반암 조건을 가진 것으로 가정한

다. 지반의 밀도 는 2000kg/m3, 포아송비는 0.333, 이력감쇠의 등가점

성감쇠비는 5%, 강체 기반암까지의 깊이는 =100m로 가정하였다. 지

반의 전단파 속도 를 2000m/sec, 1000m/sec, 500m/sec, 200m/sec로 

변화시켜가며 지반의 고유진동수의 변화에 따른 영향을 조사하였다. 각 전

단파 속도에 대한 지반의 고유진동수는 각각 5Hz, 2.5Hz, 1.25Hz, 0.5Hz

이다. 

3.2 통제 운동

이 예제에서는 수직으로 입사하는 SV파에 의한 지진파, 즉 1축 수평 지

반운동의 영향만 고려하였다. 일반적으로 층상 구조를 이루는 지반의 전단

파 속도는 지표로 갈수록 작아진다. 그러므로 깊은 곳에 위치한 단층에서 발

생한 지진파는 지반을 전파하면서 Snell’s law에 의하여 각 지층에서 굴절

하게 되며, 이와 같은 굴절이 반복되게 되면 결국 지표와 가까운 곳에서는 

지진파의 입사각이 거의 수직에 가까워지게 된다. 이러한 이유에 근거해 수

직으로 입사하는 지진파(SV파와 P파)에 대하여 지진해석을 수행하고, 이 

연구에서는 수평지반운동을 유발시키는 SV파에 의한 지진파만 고려하였

다. 만약, 지진이 지표 근처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한다면 지진파는 비

스듬히 기울어진 각도로 입사하게 된다. 또한, 지표면에 위치한 구조물의 

지반-구조물 상호작용 해석에서는 Rayleigh 파와 같은 표면파의 영향도 중

요하게 되는데, 이 연구의 방법론은 임의의 입사각을 가지는 경우와 표면파

를 포함하는 일반적인 지진파에 대해서도 적용 가능하다[11]. Fig. 5와 같

이 통제운동(control motion)을 기반암 운동(bedrock motion)으로 정의

할 수 있으며, 이 연구에서는 SIMQKE[21]를 사용하여 Fig. 6(a)에 보인 

U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USNRC) Regulatory Guide 1.60

의 응답스펙트럼[12]을 만족하는 기반암 지반운동을 생성하였다. 만약,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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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gSΔΔ

(b) 
gSφφ

(c) 
gg SS ΔΔ = φφ

Fig. 8. Normalized dynamic stiffness of foundation

Fig. 9. Transfer function of foundation input motion Δ0

(a) Example of generated bedrock acceleration(Mag. 7.0-7.5)

(b) 5% damping response spectrum of the generated bedrock 

motion

Fig. 7. Generated bedrock motion

유장 운동(free-field motion)을 통제운동으로 사용한다면 deconvolution 

해석[14]을 통하여 기반암 운동을 산정하여야 한다. 지진규모 5.0-5.5, 

5.5-6.0, 6.0-6.5, 6.5-7.0, 7.0-7.5에 해당하는 지속시간을 가지는 기반암 

지반운동을 각각 생성하였고, 이 때 ASCE 4-98[13]의 Fig. 6(b)와 같은 사

다리꼴 형태의 지반운동 가속도 이력 포락함수를 각각의 규모별로 사용하

였다. 각 규모에 따른 지속시간 별로 10개의 기반암 지반운동을 생성하였는

데, Fig. 7(a)는 생성된 기반암 지반운동의 한 예이며, Fig. 7(b)는 생성된 기

반암 지반운동의 5% 감쇠 응답스펙트럼의 평균들과 목표 응답스펙트럼을 

비교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인공적으로 생성된 지진파를 사용하였는데, 향

후 연구에서는 실제 관측된 지진파를 활용하여 그 차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

할 것이다.

3.3 무질량 강체 원형기초의 동적강성과 입력운동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지반의 근역은 유한요소로, 원역은 전달경계를 

사용하여 수치모형을 구성하였고(Fig. 4), 무질량 강체 원형기초의 동적강

성과 입력운동을 계산하였다. 기초의 동적강성은 다음과 같이 정규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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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fs
g RGS 375.50 =ΔΔ ,  30 25.4 fs

g RGS =φφ ,  200 391.0 fs
gg RGSS == ΔΔ φφ 은 

계산된 정적 강성을 의미하고, 2
Sss CG ρ= 은 지반의 전단탄성계수이고 

는 기초의 반지름이다. Fig. 8에 식(7)과 같이 정규화한 동적 강성의 강

성계수 와 감쇠계수 (  Δ, ϕ)를 정규화한 주파수 /2의 

함수로 도시하였다. 또한, 기반암 운동에 의한 기초 입력운동 Δ0
의 전달함

수도 정규화한 주파수의 함수로 Fig. 9에 도시하였고, 규모 7.0-7.5에 해당

하는 지속시간을 가지는 기반암 운동에 의한 기초 입력운동의 가속도 이력

의 한 예와 5% 감쇠 응답스펙트럼의 평균을 PGA에 대해 정규화한 값을 

Fig. 10에 도시하였다. 여기서, 매입이 없는 표면 강체기초를 가정하고 수

직으로 입사하는 지진파를 고려하였기 때문에 기초의 회전운동은 발생하

지 않는다. 즉, ϕ0
에 대한 전달함수는 0 이므로, Fig. 9와 10에 ϕ0

의 내용은 

포함하지 않았다. 반면 매입이 존재하거나 지진파가 경사지게 입사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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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History of relative displacement at top of the containment 
building(Mag. 7.0-7.5)

(a) History of acceleration

(b) 5% damping response spectrum normalizes by the peak ground 

acceleration

Fig. 10. Foundation input motion Δ0(Magnitude 7.0-7.5)

기초의 회전운동도 발생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 예제에

서 기초의 반지름에 대한 지반 깊이의 비가 일정하므로 ( 5), 기초

의 정규화한 동적 강성과 입력운동의 전달함수는 Fig. 8과 9에 보인 바와 

같이 정규화한 주파수에 대하여 하나의 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22]. Fig. 9

의 전달함수로부터 각 지반의 고유진동수를 확인할 수 있고, 기반암 운동

이 유연한 지반을 통과할 때 각 지반의 고유진동수에 해당하는 성분이 크

게 증폭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이는 Fig. 10의 기초 입력운동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3.4 지반-면진 구조물 상호작용에 나타난 지반 고유진동수 효과

면진 원전 격납건물의 동적강성을 구성한 후 무질량 강체기초의 동적강

성과 입력운동을 사용하여, 식(3)으로부터 지반-구조물 상호작용을 고려한 

면진 원전 격납건물의 지진응답을 계산하였다. 강체 지반인 경우(지반-구

조물 상호작용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와 각기 다른 전단파 속도를 가지는 

지반인 경우에 대하여 면진 원전 격납건물과 그렇지 않은 구조물의 지진응

답을 계산하였다. 

우선, 통제운동의 규모가 7.0-7.5일 때, 지반 고유진동수의 변화에 따른 

구조물 지진응답의 변화를 조사하였다. Fig. 11과 12에 원전 격납건물과 내

부구조물의 바닥판 대비 최상단부 상대변위 이력의 한 예를 도시하였고, 지

반의 전단파 속도가 200m/sec일 때, 즉, 고유진동수가 0.5Hz 일 때 내부구

조물 최상단에서의 층응답스펙트럼의 평균을 Fig. 13에 도시하였다. Fig. 11

과 12로부터 전단파 속도가 200m/sec인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경우에서 

원전 격납건물의 면진은 효과적으로 지진응답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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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History of relative displacement at top of the internal structure 
(Mag. 7.0-7.5)

Fig. 13. 2% damping floor response spectrum at top of the internal 
structure(Mag. 7.0-7.5, soil shear-wave velocity 200m/sec)

Fig. 14. History of relative displacement at top of the containment 
building(soil shear-wave velocity 200m/sec)

있다. 하지만, 전단파 속도가 200m/sec인 경우에는 면진이 오히려 지진응

답을 증가시킬 수도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면진계의 고유진동수에 

해당하는 0.5Hz의 성분이 크게 증가한 것을 Fig. 13의 층응답 스펙트럼에

서 확인할 수 있다. Fig. 9와 10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통제운동으로 주어

진 기반암운동은 지반을 전파하면서 지반의 고유진동수에 해당하는 성분

이 증폭되게 된다. 지반의 전단파 속도가 200m/sec인 경우에는 지반의 고

유진동수와 면진계의 고유진동수가 0.5Hz로 일치하게 되어, 오히려 면진 

구조물의 응답이 증가하는 결과가 발생한 것이다. 이는 마치 멕시코 지진에

서 지반 증폭의 결과로 인해 장주기 구조물이 큰 피해를 입은 것과 같은 맥

락에서 설명할 수 있다[19]. 

Fig. 11과 12에서 강체 지반 위에 놓인 비면진 구조물의 상대변위이력을 

전단파속도가 다른 4가지 지반 위에 놓인 비면진 구조물의 상대변위이력과 

비교하면, 지반-구조물 상호작용이 비면진 구조물의 응답을 상당히 증폭시

킴을 알 수 있다. 반면, 면진 구조물의 상대변위 이력을 비교하면, 지반-구조

물 상호작용으로 인한 응답의 증폭 효과가 비면진 구조물의 경우만큼 상당

하지는 않다. 이는 면진 구조물의 경우에는 지반-구조물 상호작용을 고려하

여야 하는 최대의 전단파속도가 비면진인 경우[1]와는 다름을 의미한다. 이

에 대한 기준은 향후 좀 더 많은 사례 분석을 통하여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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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History of relative displacement at top of the internal structure
(soil shear-wave velocity 200m/sec)

(a) Non-isolated structure

(b) Isolated structure

Fig. 16. Maximum relative displacement at top of the containment 
building(soil shear-wave velocity 200m/sec)

(a) Non-isolated structure

(b) Isolated structure

Fig. 17. Maximum relative displacement at top of the internal structure
(soil shear-wave velocity 200m/sec)

3.5 지반-면진 구조물 상호작용계의 지진응답: 지반운동 규모의 효과

다음으로, 지반의 전단파속도가 200m/sec일 때, 통제 기반암운동 규모

에 따른 지속시간을 변화시켜 가며 구조물 지진응답의 변화를 조사하였다. 

Fig. 14와 15에 원전 격납건물과 내부구조물의 바닥판 대비 최상단부 상대

변위 이력의 한 예를 도시하였고, Fig. 16과 17은 앞서 언급한 10개 생성 지

진입력에 의한 상대변위의 최대값을 보여주고 있다. Fig. 16의 비면진 원전 

격납건물과 면진 원전 격납건물 최상단의 최대상대변위 평균값을 서로 비

교해보자. 비면진 구조물의 경우 최대상대변위는 약 0.0118 ~ 0.0122m로 

지진규모에 따른 지속시간의 영향이 그리 크지 않지만, 면진 구조물의 경우 

지반과 면진 구조물의 상호작용에 의해 공진운동이 발생하여 지반운동의 진

동수성분에 따라 응답의 분산이 더욱 커져, 이 값들이 약 0.0138 ~ 0.0168m

로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지진에서도 지

반과 구조물의 진동수가 유사하면 공진효과가 발생할 수 있고, 지반운동의 

특성에 따라 이러한 효과가 더욱 증폭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Fig. 17의 

비면진 구조물의 경우와 면진 구조물의 경우의 내부구조물 최상단 최대상

대변위에 대한 비교에서도 일관되게 확인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면진 구

조물의 지진응답은 지반운동의 규모와 특성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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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러한 영향은 향후 다양한 사례 분석을 통해 규명되어야 할 것이며, 유

연한 지반에 놓인 구조물에 면진장치를 적용하는 것은 정밀한 지반-구조물 

상호작용 해석을 통해 정확한 지진응답을 산정하고 그 안전성을 검증한 후

에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4. 결 론

이 연구에서는 지반-구조물 상호작용을 엄밀히 고려하여 면진 원전 격

납건물의 지진응답 해석을 수행하여 지반의 고유진동수에 따른 면진 원전 

격납건물의 지진응답 특성을 조사하였다. 엄밀한 지반-구조물 상호작용 해

석을 위해 구조물과 지반 근역은 유한요소로, 지반 원역은 전달경계로 수치 

모형을 구성하고 입사 지진파에 대한 지반-구조물 상호작용계의 운동방정

식을 유도하였다. 유도된 운동방정식의 해를 구하여 면진 원전 격납건물의 

지진해석을 수행하였다. 해석결과를 통하여 일반적으로 면진은 지반-구조

물 상호작용계의 구조물 응답을 크게 감소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

지만, 일부 특별한 경우, 즉 지반의 고유진동수가 면진계의 고유진동수와 

유사한 경우에는 지반-구조물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면진 원전 격납건물의 

응답이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었다. 유연한 지반에서는 지반

의 고유진동수에 해당하는 기반암운동 성분이 증폭하게 되어 기초 입력운

동의 해당성분이 증가하게 된다. 만약 상부구조물을 강체로 가정한 면진계

의 고유진동수가 지반의 고유진동수와 유사하게 되면, 증가한 기초 입력운

동으로 인하여 면진 구조물의 응답이 오히려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

다. 그러므로, 유연한 지반에 놓인 구조물에 면진장치를 적용하는 것은 정

밀한 지반-구조물 상호작용 해석을 통해 그 안전성을 검증한 후에 시행하거

나, 필요하다면 면진장치를 적용하는 것을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기준 또는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해석예제를 통해, 면진 구조물의 경우 특정 전단파 속도 이상을 갖는 지

반에서는 지반-구조물 상호작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렇게 지반-구조물 상호작용의 고려가 불필요한 경우들을 정리하여 기준 또

는 지침으로 제시할 수 있다면, 좀 더 효율적인 지진해석이 가능하다.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지진이라도 장주기 성분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

다면, 지진의 지속시간에 따라서 면진 구조물의 응답이 상당히 증가할 수 있

다. 상당한 장주기 성분을 포함한 지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연약지반에 원전 

격납건물을 건설하는 경우, 지진의 규모에 따른 지속시간이 면진 구조물의 

응답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면진장치의 적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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