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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es of Vertical Seismic Responses of Seismically Isolated Nuclear 

Power Plant Structures Supported by Lead Rubber Bearings

조성국
1)

* ･ 윤성민
1)

 ･ 김두기
2)

 ･ 홍기증
3)

Sung Gook Cho
1)

* ･ Sung Min Yun
1)

 ･ Dookie Kim
2)

 ･ Kee Jeung Hoog
3)

1)
이노스기술(주), 

2)
군산대학교 토목환경공학부, 

3)
국민대학교 건설시스템공학부

1)
R&D Center, Innose Tech Co. Ltd., 

2)
Department of Civil Engineering, Kunsan National Univ., 

3)
School of Civil & Environmental Eng., Kookmin Univ.

/  A B S T R A C T  /

It is very important to assure the seismic performance of equipment as well as building structures in seismic design of nuclear power 

plant(NPP). Seismically isolated structures may be reviewed mainly on the horizontal seismic responses. Considering the equipment 

installed in the NPP, the vertical earthquake responses of the structure also should be reviewed. This study has investigated the vertical 

seismic demand of seismically isolated structure by lead rubber bearings(LRBs). For the numerical evaluation of seismic demand of the 

base isolated NPP, the Korean standard nuclear power plant (APR1400) is modeled as 4 different models, which are supported by LRBs 

to have 4 different horizontal target periods. Two real earthquake records and artificially generated input motions have been used as inputs 

for earthquake analyses. For the study, the vertical floor response spectra(FRS) were generated at the major points of the structure. As a 

results, the vertical seismic responses of horizontally isolated structure have largely increased due to flexibility of elastomeric isolator. The 

vertical stiffness of the bearings are more carefully considered in the seismic design of the base-isolated NPPs which have the various 

equipment in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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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같은 대형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원

전은 지진에 대하여 더욱 높은 안전성을 요구받고 있다. 대형 지진으로부터 

원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세계 원전 보유국에서는 면진을 적용한 원전을 개

발하고 있다[1]. 대형 구조물에 적용되는 대표적인 면진받침(isolation 

bearing)은 납적층고무받침(lead rubber bearing, LRB)과 마찰진자형받

침(friction pendulum system)으로서 기본적으로 수평방향의 면진을 목

표로 한다. LRB는 수평방향 면진장치임에도 불구하고, 탄성받침으로서 전

체 구조시스템의 수직방향 고유진동수도 변화시킬 수 있다. 즉, LRB에 포

함된 고무의 강성은 기초의 강성보다 유연하여 비면진된 시스템에 비하여 

수직방향 고유진동수를 더 낮은 수준으로 변화시킨다.

원전의 내진설계에서는 구조물 자체의 내진성능 확보와 함께 내부에 설

치된 기기의 내진성능 확보도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이에 관련하

여 면진 건물 내부에 포함된 기기류와 같은 2차 시스템에 대한 영향을 평가

하기 위한 실험연구[2, 3]가 수행되고 있다. 면진시스템은 원전의 2차 시스

템에 부과되는 수평방향 지진요구도를 대폭 줄일 수 있다[4]. 지진하중은 

본질적으로 3차원으로 작용하고, 수직 지진성분들은 원전구조물 설

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건물과 달리 기기 및 설비는 수평방향

과 수직방향으로 모두 지진에 의한 영향이 필수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원

전 구조물에 수평 면진시스템을 설치하면, 수평과 수직방향 지반운동

의 결합 효과로 인해 구조물의 수직 응답이 증가될 수 있다[5]. 원자로

건물 내부 기기의 수직방향 지진응답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원자로에 

공압식 스프링과 유압식 스프링 방식의 수직면진 시스템을 적용하려

는 시도[6]가 수행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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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Flow Chart for LRB Design

Fig. 2. Bilinear force-displacement relationship for isolator

면진장치는 본질적으로 구조시스템의 수평방향 고유주기를 길게 

할 뿐만 아니라 수직방향 고유진동수도 동시에 변화시킬 수 있다. 또 

LRB의 횡방향 변위가 증가하면, 장치의 수직강성이 감소하기도 한다

[7]. 과거의 실험 결과[8]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고무받침으로 면진된 

구조물은 수직방향 지진에 대하여 응답이 증폭한다. Furukawa 등

(2013)[9]은 고무면진시스템이 구비된 4층짜리 철근콘크리트 건물의 

내부에 각종 의료용 기기들을 설치하고, 진동대 실험을 수행하였다. 

이 실험을 통하여, 면진장치가 수평방향에 대해서는 효과적으로 지진

력을 감소시키지만 수직방향에 대해서는 건물의 지진응답을 증폭시

켜 내부 기기들에는 큰 피해를 입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상대적으로 

수직 지진력이 큰 Bam과 고베지진과 같은 입력운동은 면진시스템이 

설치된 건물의 모서리 기둥의 압축력을 증가시키고, 면진장치에는 인

장 축력을 증가시켜 받침부의 들림이 발생할 수도 있다[10]. LRB의 항

복강도는 수직하중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므로 면진구조의 

해석에서는 축하중 효과를 고려한 LRB의 비선형모델이 사용되어야 

한다[11].

이상에서 조사된 바와 같이, 지진의 수직성분은 수평면진이 적용

된 구조물의 지진응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면진 원전

을 설계하기 이전에 면진장치로 인하여 구조물의 수직 진동특성의 변

화와 수직 지진응답의 변화가 어느 정도인지를 충분히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국내의 표준형 원전 모델인 APR1400에 LRB받침

을 이용하여 면진설계한 후, 지진해석을 통하여 구조물의 주요 위치에서 얻

어지는 수평방향과 수직방향 층응답(floor response)을 검토하였다. 면진 

원전시스템의 수평방향 고유주기를 4 종류로 다르게 설계한 후, 수치해석

을 수행하고, 수평방향 고유주기의 변화가 원전의 수직방향 동특성과 건물

의 층응답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2. LRB의 강성

LRB 장치는 납과 고무의 합성강성으로 구성된다. 고무의 강성은 재료 

정수와 고무 층의 두께 및 층수에 따라 결정되고 납의 강성은 단면적과 기둥 

높이에 따라 결정된다. 납은 전단방향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저항성을 

갖는다. 따라서 LRB의 수평방향 강성은 고무의 총 두께가 지배하게 되고, 

납은 감쇠의 기능을 수행한다. Fig. 1은 LRB의 설계절차를 요약한 것이다. 

설계 조건에서 지반종류, 지반가속도, 목표주기, 유효감쇠를 통하여 설계변

위와 유효강성을 결정한다. 설계에서는 고무의 재질 및 고무 층수, 납의 적

용여부를 결정한다. 설계에 반영된 사항을 토대로 수압면적을 선정하여 항

복강도 및 수평, 수직강성을 계산한다. 이 과정에서 LRB의 설계는 고무의 

강성에 의존하게 된다.

2.1 LRB의 수평강성

면진설계의 주요 목표는 수평방향 고유진동주기의 감소이므로, 면진

장치의 주요 제원은 목표로 하는 면진구조물의 수평방향 고유주기와 감쇠

에 따라 결정된다. 면진시스템의 목표설계주기(


)와 감쇠계수( )가 

정해지면, 설계조건인 지진계수(
)를 이용하여 목표설계변위()를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12]. 






∙
×



                                                                      (1)

여기서, 는 중력가속도이고, 는 감쇠계수로서 유효감쇠()로부터 

설계기준[12]에 따라 구한다. 

LRB의 강성은 주로 이선형(bilinear)으로 모델링되고, 이 모델의 특성

은 Fig. 2에 보인 3개의 매개변수, , , 로 표현된다. LRB의 수평방

향 유효강성 는 기본 매개변수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13].

 



                                                                             (2)

그리고 LRB의 유효감쇠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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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tructural Configuration of Base Isolated APR1400






                                                            (3)

보통의 경우에 LRB의 탄성강성 은 측정하기가 어려워서 에 경험

적인 승수를 곱하여 결정한다. LRB의 탄성강성의 비율 즉, 
은 고무

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일반적인 법칙에 의하면 


로 적용한다[13]. 최근의 실험(Takeuchi, 2013)[14]에서 두 가지 고무에 

대하여 이 비율은 10과 13으로 확인된 바 있다. 

2.2 LRB의 수직강성

탄성받침의 수직방향 강성은 고무의 압축성을 고려한 탄성계수와 형상

계수를 고려하여 계산한다. 납적층고무받침의 수직방향 강성은 장치의 축

강성으로서 다음과 같다[15].






 ′                                                                                  (4)

여기서, 는 압축을 받는 면적, 은 고무의 층 수, 는 고무 1 층의 두께 

그리고,  ′는 고무의 압축성을 고려한 탄성계수로서 다음과 같다.

 ′






                                                                                 (5)

                                                                           (6)

여기서,  는 비압축성으로 가정한 고무의 압축탄성계수, 는 고무의 탄

성계수, 는 고무의 체적탄성계수, 는 1차 형상계수, 는 고무의 경도에 

따른 보정계수이다. 중심에 납봉이 삽입된 LRB를 고려하면, 고무 층의 원

환단면에 대하여 고무의 1차 형상계수()는 다음과 같다.

 
 


                                                                                   (7)

여기서, 은 고무의 외경(내부 철판의 외경)이다.

납적층고무받침의 수직방향 강성은 고무의 강성에 의존하고, 납봉은 하

중이 재하되었을 때, 소성변형을 한다. 자유 상태의 납봉은 탄성을 보유하

고 있지 않지만, 고무에 삽입된 납봉은 주위 고무의 원환 압력 때문에 탄성

복원력을 갖는다. 이 복원력의 효과는 고무의 1차 형상계수에서 분모에 고

무의 직경을 고려함으로써 평가할 수 있다[15].

3. 면진 원전의 지진응답 분석

3.1 개요

이 연구의 목적에 따라 면진원전의 수직방향 지진응답 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국내 APR1400 원전을 대상으로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해석을 

위하여 APR1400 원전구조물(Fig. 3)은 목표주기가 다른  4 종류의 모델로 

LRB를 이용하여 면진 설계하였다. 면진원전의 목표주기를 너무 길게 하면 

변위의 문제가 발생하고, 너무 짧으면 면진효과가 줄어든다. 현재 국내에서 

개발중인 면진원전의 적정 목표주기는 약 2.0초 정도로 고려하고 있다. 이 

수치를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 목표주기는 1.5초, 2.0초, 2.5초, 3.0초인 4가

지 경우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면진장치가 적용된 원전의 지진에 대한 영향

을 분석하기 위하여 동일한 모델에 지반조건을 고정단으로 적용한 비면진

구조물을 추가하여 비교하였다.

면진 APR1400의 구조시스템에 인공지진과 기록지진을 입력하여 지진

응답해석을 수행하고, 구조물의 주요 위치에서 수직방향 층응답스펙트럼

(FRS)과 전달함수를 계산하였다. APR1400 면진 원전의 비선형 시간이력 

지진응답해석을 위하여 범용 전산프로그램인 SAP2000 15.0.1[16]을 이

용하였다. 해석에서 적분상수   ,   인 Newmark 적분법을 

적용하여 운동방정식을 직접적분하였다. 원전구조물의 구조감쇠는 5%로 

가정하였다.

3.2 해석모델

APR1400 모델의 구조물은 격납건물, 내부구조물, 보조건물, 기초와 내

부의 핵증기공급계통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조물과 기기를 포함

한 모델의 총 질량은 약 47,000 ton이다. APR1400의 상부구조는 집중질

량 보요소 모델로 표현하고, 기초는 고체요소로 표현하여 해석모델을 작성

하였다. 구조물의 질량은 집중질량으로 배치하고, 추가되는 크레인이나 기

기의 질량도 절점질량에 부가하였다(Fig. 4). 이 연구에서 사용한 면진장치

는 454개의 LRB로서 기초의 하부에 Fig. 5와 같이 배열하였다. 면진장치 

하부의 지반은 고정지반으로 가정하였다. 

면진시스템의 목표주기에 따라 면진장치의 특성 값은 변화하고, 그에 따

라 수직방향 강성도 변화한다. 면진장치의 설계면압(design pressure)은 5 

MPa로 설정하였다. 설계면압과 목표고유주기를 고려하여 결정된 4개 모

델에 대한 면진장치의 설계변수는 Table 1에 보인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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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Analytical Model of APR1400

Fig. 5. Arrangement of Isolators

Table 1. Design Parameters for Seismic Isolators

ModelA Model B Model C Model D

Target Period (sec) 1.5 2.0 2.5 3.0

  (kN/mm) 120.951 68.544 43.499 30.631

  (kN/mm) 12.095 6.854 4.350 3.063

 (kN) 745 560 445 373

  (kN) 847 617 478 429

  (mm) 7 9 11 14

 (mm) 124 165 207 248

  (kN/mm) 18.098 10.238 6.500 4.567

  (kN/mm) 16109 10550 7695 5777

 (MPa) 0.77 0.6 0.45 0.39

Shape Factor,  24.074 24.304 24.447 24.536

∑  (mm) 128 176 208 256

(a) Horizontal 1 (X-axis)

(b) Horizontal 2 (Y-axis)

(c) Vertical (Z-axis)

Fig. 6. Response Spectra of Input Motions (5% Damping)

면진장치의 강성은 이선형(bilinear)모델이고,  인 경우로 

가정하였다. 수치해석을 위해 설계지진계수(
)는 0.5 g, 유효감쇠비는 

20%, 전단변형률은 100%로 정하였다. 그리고 고무 1층의 두께는 16 mm, 

면진장치의 직경은 1600 mm, 납의 항복응력은 10 MPa로 설계하였다. 관

련 문헌을 참고하여, 고무의 체적탄성계수는 K=2000 MPa[13], 그리고 고

무의 경도에 따른 보정계수는    를 적용하였다[15]. 면진장치의 

직경을 동일하게 고정하였으므로 장치의 수평방향 강성을 변화시키기 위

하여 고무의 전단탄성계수와 고무의 총 두께를 변경하였다. 

3.3 입력운동

지진해석의 입력운동으로 1 세트의 인공지진과 2 세트의 기록지진이 사

용되었다. 이 연구에서 선정한 기록지진은 El Centro 지진과 Bam 지진이

다. El Centro 지진은 가장 잘 알려진 지진이며, Bam 지진은 수직 지진의 

영향이 큰 특성이 있다[10]. 그리고 인공지진은 설계지반응답스펙트럼

(CMS1+)을 포괄하도록 작성된 랜덤파형이다. 해석에서 각 지진의 두 수

평방향과 수직방향 성분이 동시에 작용하는 것으로 고려하였다. 수평방향

과 수직방향의 최대지반가속도는 각각 0.5 g와 0.33 g이다. 각 지진의 응답

스펙트럼을 Fig. 6에 비교하였다. 그림에서 확인하는 바와 같이, 수평방향

의 주진동수 구간은 2-8 Hz 부근이고, 수직방향의 주진동수 구간은 10 Hz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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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Modal Frequencies of Models 

Mode
Frequency (Hz)

Fixed Model A Model B Model C Model D

1 3.700 0.665 0.501 0.399 0.335

2 3.701 0.665 0.501 0.400 0.335

3 5.988 0.686 0.516 0.412 0.345

4 6.374 3.562 3.498 3.445 3.396

5 7.275 3.601 3.552 3.513 3.477

6 8.159 7.598 7.466 7.320 7.124

7 9.650 7.823 7.719 7.596 7.428

8 9.955 7.894 7.883 7.880 7.879

9 10.827 9.517 9.407 9.230 9.001

10 10.871 9.807 9.700 9.650 9.406

11 11.223 10.441 10.221 9.920 9.629

12 11.521 10.729 10.441 10.131 9.799

13 11.667 10.925 10.880 10.826 10.350

14 13.203 11.149 11.123 10.869 10.856

15 13.884 11.593 11.493 11.114 11.095

16 14.089 11.653 11.532 11.423 11.273

17 14.564 12.352 11.622 11.587 11.554

18 14.752 13.724 13.070 12.606 12.302

19 16.292 13.737 13.732 13.730 13.288

20 16.590 14.362 14.219 13.844 13.729

Table 3. Modal Properties of Dominant Modes 

X-Dir. Y-Dir. Vertical

Freq. (Hz) Γ Freq. (Hz) Γ Freq. (Hz) Γ

Fixed 6.374 44.8% 5.988 47.6% 14.752 46.2%

Model A 0.665 99.9% 0.665 99.9% 12.352 60.6%

Model B 0.501 99.9% 0.501 99.9% 11.493 52.8%

Model C 0.400 99.4% 0.399 99.4% 9.920 44.7%

Model D 0.335 98.1% 0.335 98.2% 9.406 74.6%

 *) Γ: Mass Participating Ratio (%)

3.4 고유진동특성

지진응답해석에 앞서, 면진장치의 최대변위에 해당하는 등가강성을 사

용하여 각 모델의 자유진동해석을 수행하고, 해석결과를 Table 2에 나타냈

다. 각 모델의 지배적인 모드의 특성은 다시 Table 3에 요약하였다. Fixed

는 비면진구조물을 나타내는 것으로 면진이 적용된 구조물과 특성을 비교

하기 위해 나타내었다.

해석결과에서, 비면진구조물 즉 고정기초모델의 수평방향 기본모드에 

대한 고유진동수는 약 6.0 Hz 부근이며, 수평 두 방향으로 진동수의 값이 

약간의 차이가 있고, 질량참여율은 50%를 밑돈다. 반면에 면진구조의 경

우는 수평방향 기본고유진동수가 목표주기의 역수와 일치하고, 모드의 참

여율이 약 98%로서 면진장치의 모드가 구조물의 전체 모드를 지배하는 것

을 알 수 있다. 비면진구조물의 수직방향 1차 모드진동수는 14.7 Hz 정도로

서 면진구조물의 두 번째 모드진동수와 근접하고 있다. 면진구조물의 수직

방향 모드진동수는 비면진구조물의 고유진동수보다 감소하였으며, 면진

주기가 길어질수록 점점 더 유연한 구조의 성격을 띠는 것을 알 수 있다.

3.5 지진응답

각 모델의 지진응답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모델별 면진장치의 가속도

와 변위시간이력, 하중-변위 곡선을 나타내고, 모델의 주요 위치에서 가속

도시간이력응답을 계산하여 응답의 전달함수와 층지진요구도인 FRS를 계

산하였다. 해석모델에서 4개의 주요 위치 즉, 천정크레인 지점, PSW 상단, 

SSW 상단, 제어실을 검토 위치(Fig. 7)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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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nalytical Model (b) Structural Configuration

Fig. 7. Response Points

Table 4. Maximum Accelerations

Earthquake
Response

Points

Maximum Accelerations (g)

Fixed Model A Model B Model C Model D

Bam

Polar  Crane 1.025 1.421 1.799 2.330 2.788

PSW Top 0.817 0.831 1.064 1.296 1.340

SSW Top 0.770 0.803 1.029 1.227 1.259

Control Room 0.768 0.819 1.007 1.166 1.456

El Centro

Polar  Crane 1.220 1.538 1.922 1.938 1.732

PSW Top 0.633 0.943 0.828 0.731 0.781

SSW Top 0.534 0.875 0.781 0.667 0.725

Control Room 1.063 1.311 1.439 1.330 1.143

Artificial

Polar  Crane 0.806 1.081 1.268 1.433 1.500

PSW Top 0.590 0.672 0.635 0.620 0.660

SSW Top 0.508 0.616 0.589 0.584 0.634

Control Room 0.765 0.878 0.929 0.932 0.952

Table 5. Maximum Displacements

Earthquake
Response

Points

Maximum Displacements (mm)

Fixed Model A Model B Model C Model D

Bam

Polar  Crane 2.122 3.331 4.478 6.110 7.994

PSW Top 0.426 0.904 1.429 2.145 2.999

SSW Top 0.370 0.851 1.348 2.048 2.901

Control Room 1.202 1.489 2.027 2.686 4.013

El Centro

Polar  Crane 2.450 3.532 4.472 4.982 4.625

PSW Top 0.326 0.715 1.062 1.459 1.742

SSW Top 0.267 0.673 1.014 1.400 1.703

Control Room 1.202 2.151 2.937 2.985 2.797

Artificial

Polar  Crane 1.703 2.579 3.207 3.885 4.457

PSW Top 0.283 0.648 0.886 1.276 1.727

SSW Top 0.240 0.592 0.854 1.239 1.688

Control Room 1.430 1.700 2.021 2.353 2.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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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olar Crane Support (b) at the Top of PSW 

(c) at the Top of SSW (d) at the Control Room

Fig. 8. Vertical Transfer Functions due to Artificial Earthquake 

(a) Bam

(b) El Centro

(c) Artificial

Fig. 9. Vertical FRS at the Polar Crane Support

3.5.1 시간이력응답

시간이력해석을 통하여 각 응답 위치에서의 수직방향 가속도시간이력

과 변위시간이력을 구하였다. Table 4는 가속도시간이력에 대한 수직방향 

최대 가속도를 나타낸 것이고, Table 5는 변위시간이력에 대한 수직방향 최

대 변위를 나타낸 것이다. 비면진 원전구조물에 비하여 면진을 적용한 원전

구조물의 최대 가속도와 변위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응답 위치별

로 최대가속도와 최대 변위를 확인한 결과, Bam 지진파로 해석한 경우 

Polar Crane 위치에서 최대 가속도와 최대 변위가 발생하였다. Polar 

Crane 위치에서 Model D는 2.788 g의 최대가속도와 7.994 mm의 최대 

변위를 갖는다. 변위로 영향을 판단할 경우, Polar Crane의 높이인 60 m에 

대하여 7.994 mm의 변위가 발생한 것으로 구조 부재에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

3.5.2 전달함수

인공지진의 입력운동에 대하여 주요 관심 위치에서 계산된 전달함수를 

Fig. 8에 나타내었다. 이 전달함수는 구조물 바닥면에서의 수직방향 입력운

동과 모델의 주요 위치에서의 수직방향 가속도응답으로부터 구한 것이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목표면진주기가 길어질수록 전달함수 진폭곡선

의 첨두 위치가 저진동수 구간으로 이동하고 있다. 그리고 목표면진주기가 

길어질수록 면진된 격납건물의 지진증폭은 비면진된 격납건물의 지진증폭

에 비하여 크게 증가한다. 반면에 주제어실의 응답 증폭은 목표면진주기가 

길어지더라도 약간의 증가를 보이거나 다시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논문에 

수록되지 않았으나, 기록지진에 대한 응답의 전달함수의 형태는 인공지진

의 경우와 유사하다. 단지, 입력파형의 특성에 따라 기록지진에 대한 전달

함수 진폭곡선의 첨두 위치가 약간씩 다르다.

Fig. 9 ~ Fig. 12에 각 모델의 주요 위치에서 계산된 가속도 FRS(5% 감

쇠)를 비교하였다. 목표면진주기가 길어질수록 면진 모델의 모든 검토 위치

에서 최대스펙트럼가속도는 비면진모델에 비하여 더 크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증폭의 크기는 지진의 종류와 건물의 위치에 따라 약간 다르게 

나타나고 있지만, 비면진구조에 비하여 면진구조의 수직방향 응답은 약 



한국지진공학회 논문집 | 19권 3호 (통권 제103호) | May 2015

140

(a) Bam

(b) El Centro

(c) Artificial

Fig. 10. Vertical FRS at the Top of PSW

(a) Bam

(b) El Centro

(c) Artificial

Fig. 11. Vertical FRS at the Top of SSW

(a) Bam

(b) El Centro

(c) Artificial

Fig. 12. Vertical FRS at the Control Room

3.61배 정도까지 증가되었다.

지진응답 증폭의 크기는 지진의 종류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났으며, 

Bam지진의 경우가 가장 큰 수직응답을 산출하였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 사

용한 인공지진은 실제 기록지진의 경우보다 더 낮은 층지진요구도를 산출

하고 있다. 그리고 주제어실의 응답을 보면, 기록지진의 경우는 비면진 모

델에 비하여 면진 모델의 수직방향 지진응답이 확실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인공지진의 경우는 응답의 증폭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 이것은 입력지진

별 가속도응답스펙트럼(Fig. 6)에서 보인 바와 같이 인공지진과 계측지진

의 주요 진동수 성분은 다르며, 특히, 계측지진의 수직방향 주요 진동수 성

분이 10 Hz에 근방에 분포되어 있고, 이것은 수직방향 전달함수(Fig. 8)에

서 알 수 있듯이 10 Hz근방에서 구조물의 층응답 공진대역이 존재하므로, 

계측지진의 층응답이 인공지진의 층응답보다 크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

다(Fig. 9 ~ 12).

Fig. 13은 앞서 보인 FRS에 나타나는 최대 스펙트럼가속도 값을 지진파

에 따라 위치별로 요약한 것이다. 각 위치에서 면진주기가 길어질수록 수직

방향 가속도 응답이 점점 더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격납건물의 내부구조물에서는 Bam지진에 대한 응답이 El Centro지진

에 대한 응답보다 더 큰 응답을 보이지만 천정크레인 위치와 제어실 위치에

서는 이와 반대의 경향을 보인다. 인공지진에 대한 제어실에서의 수직응답

은 면진주기에 따라 큰 차이가 없지만, 기록지진에 대한 응답에서는 면진주

기가 길어질수록 더 큰 증폭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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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olar Crane (b) PSW

(c) SSW (d) Control Room

Fig. 13. Maximum Vertical Response vs. Target Horizontal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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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Horizontal Accelerations at Top of Isol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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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Vertical Accelerations at Top of Isol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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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odel A (b) Model B

(c) Model C (d) Model D

Fig. 16. Horizontal Force-Displacement Curve of Isolator

(a) Model A (b) Model B

(c) Model C (d) Model D

Fig. 17. Vertical Force-Displacement Curve of Isolator

3.5.3 면진장치 응답

설계한 면진장치의 거동을 알아보기 위하여 격납건물에 적용한 면진장

치에 대한 응답을 분석하였다. 인공지진파를 통하여 면진장치 응답의 시간

이력곡선을 수평방향과 수직방향으로 나타내었다. Fig. 14에서는 입력지

진에 비하여 면진장치의 주기가 길어질수록 수평방향 가속도 응답이 작아

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러나 Fig. 15의 수직방향 가속도 응답이 주기

가 길어질수록 가속도 응답이 커지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이는 면진장치의 

주기가 길어질수록 수직강성이 작아지는 영향으로 판단된다.

Fig. 16과 Fig. 17은 면진장치의 수평방향과 수직방향에 대한 하중-변

위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수평방향에 대한 하중-변위 곡선은 주기가 길어

질수록 하중은 작아지고, 변위는 커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수직방향

은 하중-변위 곡선에서 보듯이, 주기가 길어질수록 최대 하중과 최대 변위

가 커지는 현상을 확인 할 수 있다.

4. 결 론

면진구조물의 수직방향 응답은 면진장치의 유연성으로 인해 구조물의 

수직응답을 더 크게 증폭시킬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개발된 표준

형 원전인 APR1400모델에 면진장치를 설치하고, 수치해석을 통하여 실제 

기록지진과 인공지진에 대한 지진응답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를 통하여 얻

어진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면진구조물의 수평방향 고유주기가 클수록 수직방향 강성은 감소하고 

수직방향 고유주기도 증가한다. 면진으로 인하여 변화된 구조물의 수직

방향 진동특성은 구조물의 수직방향 가속도 응답에 큰 영향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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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면진구조물의 수직방향 최대응답가속도는 비면진구조물의 최대 수직

가속도 응답에 비하여 크게 증가하며, 이것은 수평방향으로는 장주기 

고유진동특성과 면진장치의 비선형 에너지소산으로 구조물의 응답이 

크게 감소하지만, 수직방향으로는 고유진동수가 입력지진운동의 주된 

진동수 영역으로 근접하고, 면진장치의 에너지 소산능력도 수평방향에 

비해 작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3) 면진구조의 수직방향 지진응답은 지진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설계 

시에 입력지진동의 선정에 주의가 필요하고, 특히 인공지진은 생성 방

법에 따라 기록지진보다 더 낮은 지진응답을 산출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다.

4) 면진 원전은 비면진구조와 달리 구조물의 각 층에서 수직방향 지진요구

도의 증가가 예상되므로 내부에 수용된 기기 및 설비의 내진검증에 사

용하는 수직방향 지진요구도의 생성 시 주의가 필요하다.

5) 현행 설계기준 혹은 실무지침에서는 면진장치의 수직방향 강성 계산에 

관한 상세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면진장치의 정밀한 수직강

성 계산식과 관련 규정을 장치의 종류별로 개발하고, 이에 대한 규정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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