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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에 경주와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지진의 진앙지에서 가까

운 원자력발전소(이하 원전)의 지진 안전성에 대하여 국민적인 관심과 우

려가 증대하고 있다. 현재 강진에 대비하여 원전구조물의 안전성을 향상시

키기 위한 방편으로 면진장치를 적용한 원전의 면진설계에 대한 연구가 활

발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면진장치에 의한 내진보강은 구조물 자체의 

내진성능 향상만으로는 강진에 대한 내진성능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 적

용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다. 면진장치로는 고무계열인 납-고무 

면진장치(Lead Rubber Bearing, LRB)과 마찰계열인 마찰진자(Friction 

Pendulum)시스템 등이 실무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원전의 면

진장치로는 납-고무 면진장치를 선택하였다. 납-고무면진장치는 고무와 강

판을 겹겹이 쌓아 올린 층상형태로 고무는 수평강성을 유연하게 하여 고유

주기의 증가로 인한 상부구조에 전달되는 지진하중의 저감효과를 유발하

며, 강판은 수직방향으로 큰 강성을 유지하게 하고 상부구조물의 자중을 지

지하는 역할을 하면서 고무층의 과도한 팽창을 막는다. 또한 납-고무 면진

장치의 중심부에 납이 삽입되는데 이는 지진에너지를 흡수하여 지진의 피

해를 감소시키고 탄성받침에서 문제가 되었던 과도한 변위가 발생하였을 

때 제어를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원전의 면진설계는 결정론적 방법 보다는 확률론적 방법이 보편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앞으로 증대되리라 예상된다. 이는 원전의 안전성을 다양

한 손상요인에 대하여 복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엄밀하게 관리하여야 

되기 때문에 확률론적 설계방법을 따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설계가 가능

하기 때문이다. 확률론적 방법에서 설계기준지진(Design Basis Ea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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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ke, DBE) 에 대한 80 백분위수(%-ile) 응답을 사용하여 원전의 면진설

계를 수행한다. 80 백분위수 응답은 평균응답에 1배의 표준편차를 더한 값

과 유사하다. 원전은 설계기준지진 이외에 이보다 큰 설계초과지진(Beyond 

Design Basis Earthquake, BDBE)에 대해서도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설

계를 한다. 원전 구조물에 면진장치가 적용되면 면진장치의 횡방향 유연성

으로 인하여 과도한 횡방향 변위가 발생할 수 있다. 면진된 구조물의 과도한 

횡변위는 면진되지 않은 구조물과 사이에 연결된 배관 등에 손상을 줄 수 있

으므로 면진된 원전구조물의 주변으로 과도한 횡변위를 제어하기 위한 정

지체(moat wall) 구조물을 설치하게 된다. 면진된 원전구조물과 정지체 사

이의 거리를 정지거리(clearance to stop)라고 한다. 설계에 반영된 정지거

리가 적정한 수준보다 짧으면 설계기준지진 수준이거나 이보다 약한 지진

하중에 대하여 면진된 원전구조물이 정지체와 충돌하여 충돌에 의한 가속

도 응답의 순간적인 증가로 가속도에 민감한 설비에 기능적인 손상을 주어

서 원전의 안전성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정지거리가 너무 길게 되면 

설계초과지진과 같은 강진 시에 면진된 원전구조물의 횡방향 변위가 과도

하게 발생하는 것을 제어할 수 없으므로 연결 배관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확률론적 설계법에서 정지거리는 설계초과지진에 대한 면

진 원전구조물의 90 백분위수 변위응답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1]. 

본 연구에서는 설계초과지진에 대한 90 백분위수 변위응답에 대한 면진장

치의 특성인자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납-고무 면진장치의 

여러 특성인자 중에서 횡방향 변위응답에 대한 주된 영향인자로 납심의 온

도상승과 좌굴효과를 고려하였다. 이는 두 영향인자 외에 수직방향 인장하

중에 의해 고무와 강판의 접착부분이 분리되는 공동(cavitation) 현상, 수직

강성의 변화 등은 횡방향 변위응답에 영향을 거의 주지 않으므로 고려하지 

않았다. 설계기준지진은 원전구조물의 설계스펙트럼에 대응되는 30개 세

트의 인공지진을 생성하여 사용하였고, 설계초과지진으로는 설계기준지

진에 150%, 167%, 200% 스케일 상향조정한 지진을 사용하였다. 원전구

조물에 사용되는 설계초과지진으로는 150% 또는 167% 상향된 지진을 사

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좌굴응답은 횡방향 변위응답이 과도한 경우에 

발생가능성이 높아지므로 200% 상향조정된 지진도 설계초가지진에 포함

하여 분석하였다. 원전 표준설계스펙트럼에 대응되는 설계기준지진과 설

계초과지진 이외에 이를 토대로 지진의 구조물에 입사각의 변동성을 반영

한 최대-최소 스펙트럼에 대응하는 지진을 사용하여 비교하였다.

2. 납-고무 면진장치의 모델링 및 입력지진

2.1 납-고무 면진장치의 특성을 이용한 면진 개념

납-고무 면진장치(LRB)은 Fig. 1에 나타낸 것과 같이 고무와 보강용 강

판을 여러겹으로 쌓아 올린 적층 형태로 중심부에는 납심이 들어가 있다. 납-

고무면진장치는 탄성받침에서 문제가 되었던 큰 수평변위를 억제할 목적

으로 탄성받침의 내부에 납심을 삽입하여 납의 비선형성을 이용한 감쇠증

가 특성과 구조물 고유주기의 장주기화 및 충격전달 기능을 한 개의 장치로 

합쳐지도록 하여 면진성능을 향상시킨 것이다. 납-고무 면진장치가 Fig. 2

와 같이 탄성과 소성이력거동을 반복하게 되면 고무의 유연성에 의해 구조

물의 고유주기를 장주기화시켜 지진하중의 크기를 감소시키고, 납의 소성

이력거동으로 지진에너지를 소산시킨다[2]. 납심의 온도 증가는 이력에너

지의 소산 정도와 관련이 있으며 비탄성 거동을 많이 할수록 납심의 소성거

동으로 온도 증가가 발생한다[3]. 구조물에 면진장치를 사용하면 Fig. 3에

서와 같이 구조물의 고유주기가 인위적으로 길어져 가속도 응답은 감소시

키고 변위응답은 증가한다. 증가된 고유주기에 의해 가속도 응답이 작아지

는 것은 구조물에 전달되는 지진하중이 감소됨을 의미하며, 변위가 증가하

는 것은 대부분 면진장치가 부담하기 때문에 구조물의 상대변위 응답은 감

Fig. 1. Configuration of lead rubber bearing Fig. 2. Hysteresis model for lead rubber bearing [2]

(a) Reduction of acceleration response (b) Increase of displacement desponse (c) Increasing damping effect

Fig. 3. Increase of period of structure and reduction of seismic design load by application of seismic isolation 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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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는 경향을 나타내므로 구조물의 지진손상의 위험성을 저감시킬 수 있

다. 납심의 삽입으로 인한 감쇠의 증가효과는 지진하중을 낮춰주는 역할을 

한다. 

2.2 입력 지진

입력지진은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면진된 원전구조물의 성능검증을 

위해 RspMatch 프로그램[4]을 이용하여 R.G. 1.60 설계 응답스펙트럼에 

부합되도록 작성한 최대지반가속도(PGA)가 0.5 g인 30개 세트 인공지진

[4]을 G0 지진그룹으로 분류하여 사용하였다. 설계 응답스펙트럼에 지진

의 방향성과 변동성을 고려하여 최대-최소 응답 스펙트럼에 대응하는 30개 

인공지진을 작성하여 이를 M0 지진그룹으로 분류하였다. 즉, G0는 지진하

중이 구조물에 작용하는 방향성과 변동성을 거의 고려하지 않은 인공지진 

30개 세트이고 M0는 G0 지진그룹에 방향성과 변동성을 고려하여 작성한 

최대-최소 응답스펙트럼에 대응하는 지진 30개 세트를 말한다. 본 연구에

서 사용한 G0 지진그룹 30개와 M0 지진그룹 30개에 대한 응답스펙트럼을 

작성하여 Fig. 4와 Fig. 5에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M0 지진을 작성하는 방

법은 기하평균  ×  (  : 강축 방향의 가속도 

값,   ; 약축 방향의 가속도 값) 식을 사용하여 지진응답크기를 나타내

고 라틴 하이퍼큐브 샘플링(Latin hypercube sampling) 기법을 이용하여 

와 를 구하여 강축 방향의 가속도 값은 기존 수평방향 성분에 를 곱

하고 약축방향의 가속도 값은 기존 수평방향 성분에 



를 곱하여 작성하

였다[5, 6]. 즉, 강축 방향의 가속도 값 (max )은 기존 수평방향(h1) 성분

에 를 곱하고 약축방향의 가속도 값(min)은 기존 수평방향(h2) 성분

에 



을 곱하면 기하평균의 값은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최대-최소 응답스

펙트럼을 작성할 수 있다[5, 6].

2.3 납-고무 면진장치(LRB)의 물성치

원전용 실제 크기의 납-고무 면진장치의 제원과 물성치는 Table 1[3]에 

나타내었다. 외경( )은 1500 , 내경( )은 400 , 고무 층과 철판

의 두께()는 각 층당 7 , 고무층 수는 30개이고, 납-고무 면진장치가 받

고 있는 수직하중은 원전용 면진장치가 분담하여야 하는 평균값을 적용하

여 10,000 이다. 납-고무면진장치의 해석모델은 이선형(Bi-Linear)으

로 Fig. 2에서와 같이 1차 강성 , 2차 강성  , 항복강도 로 정의한다. 

1차 강성 는 537.05 , 2차 강성 는 3.94 , 항복강도 

는 1,046.78 이다.

2.4 납-고무 면진장치의 상세해석을 위한 수치모델

본 연구에서 사용한 납-고무 면진장치로 면진된 구조물의 해석모델은 

Fig. 6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2 절점 모델로 두 개의 절점과 한 개의 요소로 

구성되며, 지반에 위치한 한 개의 절점은 고정시키고 상부 절점은 면진장치

가 부담하는 상부구조물의 질량으로 모델링한다. 두 절점을 연결하는 요소

(a) H1 horizontal component (b) H2 horizontal component (c) V1 vertical component

Fig. 4. Comparison of response spectrum for G0 group of 30 set artificial earthquakes corresponding to standard design spectrum

(a) H1 horizontal component (b) H2 horizontal component (c) V1 vertical component

Fig. 5. Comparison of maximum-minimum response spectrum for M0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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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면진장치 모델을 적용하였다. 2 절점 모델은 면진장치의 개수가 많은 

경우에 해석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어려움을 제거하는 장점이 있으며, 동일

한 종류와 크기의 많은 수의 면진장치가 설치된 경우에 이 중에서 하나만 분

리하고, 면진장치의 개수만큼 상부구조물에서 작용하는 질량을 나누어 실

제 면진 구조물의 주기와 같은 고유주기를 가지도록 작성하여 정교하고 복

잡한 지진거동의 분석을 위한 모델이다. 2 절점 모델은 해석시간이 단축될 

뿐만 아니라 지진하중에 대한 면진장치의 온도상승효과, 좌굴현상, 축하중 

효과, 공동현상과 같은 정밀한 응답특성을 다양한 해석조건을 적용하여 분

석하는데 효과적이다. 2 절점 모델에서 납-고무 면진장치의 정교한 해석을 

위해서는 OpenSEES 프로그램의 Lead Rubber-X 모듈[6]을 사용하였다. 

Lead Rubber-X 모듈은 반복하중에 의한 납심의 온도상승의 효과, 항복강

도의 저하 특성, 전단강성의 저하특성, 좌굴 효과 등을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모델이다[7].

Lead Rubber-X 모듈을 이용한 납심의 온도상승 영향의 반영 유무에 따

른 면진장치의 힘-변위 응답 이력특성을 Fig. 7에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지

진하중은 설계기준지진(DBE)과 설계초과지진(150%, 167%, 200% DBE)

을 사용하였다. 반복하중에 의한 납심의 온도상승효과를 고려하였을 경우

가 고려하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지진하중의 크기가 증가할수록 면진장치

의 전단강도가 저하되고, 저하된 전단강도로 인해 동일한 지진에너지를 소

산시키기 위하여 동일한 비탄성 힘-변위응답이 이루는 면적이 필요하므로 

변위응답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다시 말하면, 온도상승효과를 고려

할 경우에는 반복하중에 의해 온도상승으로 인한 납심의 강도가 저하되므

로 전반적인 면진장치의 전단강도는 저하되는 특성을 나타내고, 전단강도

의 저하는 지진에너지를 소산시킬 수 있는 능력인 힘-변위 면적을 감소시키

므로 동일한 지진에너지 소산을 위해서는 더 많은 변위응답의 증가가 요구

되는 것이다. 좌굴효과의 반영 유무에 따른 면진장치의 힘-변위 응답을 Fig. 

8에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좌굴효과의 고려유무는 변위응답의 최대값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비탄성 변위응답이 큰 경우에 좌

굴의 영향으로 항복후 전단력의 변화가 크지는 않지만 발생함을 알 수 있다. 

납심의 온도상승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계산된다[2], [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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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roperties of LRB used in this study [3]

Properties Value

  (elastic stiffness) 537.05 

  (second-slope stiffness) 3.94 

  (yield strength) 1,046.78 

  (yield displacement) 1.88 



 (vertical load) 10,000 

  (outer diameter) 1,500 

  (internal diameter) 400 

 (rubber thickness) 7 

n (number of rubber layers) 30

Density of Lead 11,200 

Specific heat of Lead 130 ℃

Fig. 6. 2 node model for seismic isolation system

 

 

Fig. 7. Comparison of force-displacement relationships of lead 

rubber bearing with or without heating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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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식에서 

은 납심의 높이, 


은 납의밀도, 


은 납의 비열, 는 납심의 

반지름, 

는 철판의 열확산율, 


는 철판의 열전도율, 


는 강판의 총높이, 


은 온도가 올라갈 때 납의 유효항복강도, 은 무차원 시간, t는 거동시

작부터의 시간, 




은 납의 순간온도에 기초한 항복응력, 


은 납의 

온도, 는 납-고무 면진장치의 상대속도, 는 복원력에 관한 변수, 는 온

도와 항복응력에 관한 상수이다[2], [8, 9].

전형적으로 면진에 적용되는 고무계열 면진장치의 형상계수(S)는 10보

다 크다. 압축으로 인한 전단응력을 최소화하고 면진장치의 좌굴하중 성능

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큰 형상계수가 요구된다. 원형 형상의 고무계열 면

진장치의 형상계수는 다음의 식에 의해 평가할 수 있다[11]. 




 
(5)

Table 1에 나타낸 납-고무 면진장치의 형상계수는 39.2이다. 고무계열 

면진장치의 좌굴하중( )을 계산하기 위해 전단 유연성이 있는 세장한 기

둥처럼 고려한다. Timoshenko와 Gere는 전단 변형을 고려한 기둥의 좌굴 

이론[11]을 제시하였다. 원형 형상의 납-고무 면진장치의 횡방향 변위응답

에 따른 상하면의 겹침면적의 변화로 인한 수직하중 분담면적의 감소를 고

려한 좌굴하중 
′ 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계산된다[2], [8,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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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은 횡방향 변위로 인한 단면적 겹침부의 감소된 면적이며 다음

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sin  여기서  cos  



 (8)

식 (7)에서 는 변위가 0인 경우의 좌굴하중이고 식 (6)의 
′ 은 납-고

무면진장치의 상하면이 수직으로 직립한 초기면적 A에서 횡방향 변위로 

인해 상하면 단면의 겹침부의 감소된 면적이 로 되었을 경우의 좌굴하중

이다. 

는 납-고무 면진장치의 오일러좌굴하중,  은 면진장치의 회전탄

성계수, 와 는 접착된 고무면적에 대한 단면적과 관성모멘트, 은 고무

층의 총두께, 는 고무와 강철판을 포함하는 면진장치의 높이로서 단부의 

판은 제외한다. B는 원형 면진장치의 접착된 고무면적에 대한 직경, D는 면

진장치의 횡방향 변위이다. 좌굴하중은 횡방향 변위가 수직방향의 축하중

을 지지하는 면진장치의 면적이 감소함에 따라 이에 비례하여 좌굴하중은 

감소한다. 횡방향 변위에 따른 감소된 면전과 감소된 면적에 따른 좌굴하중

과의 관계를 Fig. 9에 나타내었다. 

3. 납-고무 면진장치의 변위응답에 대한 확률론적 

분석

납-고무 면진장치의 온도상승효과와 좌굴효과 반영 유무에 따른 변위응

답의 확률론적 분석을 위하여 30개의 입력지진 하중에 대한 최대변위들을 

구하고 이로부터 확률밀도함수(Probability Density Function, PDF)와 

누적분포함수(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 CDF)를 구하였다. 확

률밀도함수로는 정규분포와 대수정규분포를 사용하여 비교하였으며 일반

적으로 면진장치의 변위응답은 대수정규분포를 나타낸다고 알려져 있다. 

100% DBE에서의 면진장치의 변위응답의 중앙값을 구하는 과정을 설명

하기 위한 누적분포함수와 확률밀도함수는 Fig. 10(a)에 나타내었으며, 150% 

DBE에 대한 90백분위수 변위응답을 구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누적분

포함수와 확률밀도함수는 Fig. 10(b)에 나타내었다. 

3.1 면진장치의 비탄성 변위응답에 대한 납심 온도상승효과 영향

분석

Fig. 4와 Fig. 5에 나타낸 G0 그룹의 30개 지진과 M0 그룹의 30개 지진

에 대한 면진장치의 최대변위응답을 설계기준지진(100% DBE)와 설계초

과지진(150%, 167%, 200% DBE)로 각각 구분하여 변위응답의 누적분포

함수와 확률밀도함수를 온도상승효과의 고려 유무에 따라 비교하여 Fig. 

Fig. 8. Comparison of force-displacement relationships of lead 

rubber bearing with or without buckling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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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에 나타내었다. 납-고무 면진장치의 온도상승효과를 고려하는 경우가 고

려하지 않는 경우에 비하여 변위응답이 전반적으로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누적분포함수와 확률밀도함수의 경향도 변위응답이 큰 방향(Fig. 11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이동하여 나타남을 Fig. 11을 통하여 알 수 있다. 지진하

중의 크기가 증가할수록(즉 100% DBE에서 150%, 167%, 200% DBE로 

증가) 온도상승효과 고려 유무에 따른 누적분포함수와 확률밀도함수의 차

이(Fig. 11에서 점선과 실선의 차이)가 현저히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이는 지진하중의 크기가 증가할수록 납-고무 면진장치의 비탄

성 거동의 증가가 현저히 증가하고 이로 인한 납심의 소성거동이 증가하여 

온도상승에 따른 면진장치의 항복강도가 감소하여 수평변위가 증가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Fig. 11에 나타낸 설계기준지진(100% DBE)에 대한 

면진장치의 변위응답의 중앙값을 구하여 Table 2에 나타내었다. 온도상승

효과를 반영한 변위 중앙값은  으로 표기하였고 온도상승효과

를 반영하지 않은 변위 중앙값은   
으로 표기하였다. 두 변위 중

앙값의 비는 식 (9)과 같이 정의하여 Table 2에 나타내었다.

 

  

 
(9)

Table 2로부터 G0 지진그룹에 대한 정규분포와 대수정규분포에 따른 

 는 1.074와 1.076을 나타내고, M0 지진그룹에 대한  

는 1.089로 동일한 값을 나타낸다. 즉, 온도상승효과를 고려하는 경우가 하

지 않는 경우에 비하여 설계기준지진(100% DBE)에 대하여 변위 중앙값

이 약 7~9% 정도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설계초과지진(150% DBE, 167% DBE, 200% DBE)에 대한 변위응답

의 누적분포함수와 확률밀도함수를 나타낸 Fig. 11로부터 90 백분위수 변

위응답을 구하여 Fig. 12에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Fig. 12으로부터 설계초

과지진에 대한 90 백분위수 변위에서 확률밀도함수에 따른 차이를 나타내

(a) Reduced area by lateral deformation (b) Bilinear variation of critical buckling load

Fig. 9. Bilinear variation of critical bucking load for circular shape lead-rubber bearing 

(a) Calculation procedure of median value of displacement for DBE (b) Calculation procedure of 90%-ile value of displacement for BDBE

Fig. 10. Calculation procedures of median and 90%-ile displacements of LRB using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 and probability density 

f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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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정규분포는 “Normal”로 대수정규분포는 “Log-Normal”로 구분

하여 비교하였는데 거의 일치한 결과를 나타내므로 확률밀도함수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G0 지진그룹에 대한 온도상승효과

의 고려에 따른 90 백분위수 변위응답은 150% DBE인 경우에 약 12%, 

167% DBE에서는 약 15%, 200% DBE에서는 약 26%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M0 지진그룹에 대한 온도상승효과의 고려에 따른 90 

백분위수 변위응답은 150% DBE인 경우에 약 14%, 167% DBE에서는 약 

18%, 200% DBE에서는 약 20%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이

(a) G0 (b) M0

Fig. 11. Comparison of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 and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with and without Consideration of Temperature 

Effect for Design Basis Earthquake (DBE) and Beyond Design Basis Earthquakes (150%, 167% 200% DBE)

Table 2. Comparison of median Displacement with and without Consideration of Temperature Effect for Design Basis Earthquake

Probability 

Distribution 

Function

Median Displacements (m) and displacement ratio of LRB 

G0 (100 DBE) M0 (100 DBE)

  
       

   

Normal 0.3433 0.3689 1.074 0.4151 0.4519 1.089

Log-Normal 0.3319 0.3570 1.076 0.3985 0.4339 1.089

(a) G0 (b) M0

Fig. 12. Comparison of 90%-ile Displacement with and without Consideration of Temperature Effect for Beyond Design Basis Earthquakes 

(150%, 167% 200% D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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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설계초과지진에 대한 90 백분위수 변위응답을 구할 경우에는 온도

상승효과에 의한 90 백분위수 변위응답의 증가율이 적어도 약 12% 이상 증

가함을 알 수 있으므로 납-고무면진장치에서 온도상승효과를 무시하고 면

진장치를 설계하는 경우에는 과도한 변위응답으로 면진장치가 심각한 손

상을 받을 확률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3.2 면진장치의 좌굴효과에 의한 변위응답의 영향분석

G0 그룹의 30개 지진과 M0 그룹의 30개 지진에 대한 면진장치의 최대

변위응답을 설계기준지진(100% DBE)과 설계초과지진(150% DBE, 167% 

DBE, 200% DBE)으로 각각 구분하여 변위응답의 누적분포함수와 확률

밀도함수를 좌굴효과의 고려 유무에 따라 비교하여 Fig. 13에 나타내었다. 

납-고무 면진장치의 좌굴효과는 식 (6)에 나타낸 바와 같이 면진장치의 횡

방향 변위응답의 증가에 따른 의 감소에 비례하여 좌굴강도가 작아지므

로 변위응답이 어느 정도 값 이상이어야 의 감소로 인해 좌굴이 유발된

다. Fig. 13로부터 설계기준지진(100% DBE)에 대해서는 좌굴효과의 반

영 유무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좌굴이 발생하지 않음을 의미하

고, 설계초과지진(BDBE) 수준으로 지진하중이 증가하여야 좌굴이 발생

함을 알 수 있다. 설계초과지진의 크기가 커질수록 좌굴효과의 영향이 증가

하게 되어 변위응답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기 때문에 누적분포함수와 

확률밀도함수의 경향도 변위응답이 증가하는 방향(Fig. 13에서 오른쪽 방

향)으로 이동하여 나타남을 Fig. 13을 통하여 알 수 있다. 지진하중의 크기

가 증가할수록(특히 200% DBE의 경우) 변위응답의 분포가 좌굴효과를 

고려하는 경우가 중앙값을 기준으로 넓게 분포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200% DBE인 경우에 좌굴효과 고려 유무에 따른 누적분포함수와 확률밀

도함수의 차이가 현저히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이는 지진하

중의 크기가 증가할수록 좌굴의 발생에 의한 면진장치의 좌굴강도가 저하

되어 동일한 지진에너지를 소산시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수평변위가 요구

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Fig. 13에 나타낸 설계기준지진(100% DBE)에 대한 면진장치의 변위

응답의 중앙값을 구하여 Table 3에 나타내었다. 좌굴효과를 반영한 변위 

중앙값은  으로 표기하였고 좌굴효과를 반영하지 않은 변위 중

앙값은   
으로 표기하였다. 두 변위 중앙값의 비는 식 (9)와 같

은 형태로 정의하여 Table 3에 나타내었다. Table 3으로부터 G0 지진그룹

(a) G0 (b) M0

Fig. 13. Comparison of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 and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with and without Consideration of Buckling Effect 

for Design Basis Earthquake (DBE) and Beyond Design Basis Earthquakes (150%, 167% 200% DBE)

Table 3. Comparison of median Displacement with and without Consideration of Buckling Effect for Design Basis Earthquake

Probability 

Distribution Function

Median Displacements (m) and displacement ratio of LRB 

G0 (100 DBE) M0 (100 DBE)

           

Normal 0.3433 0.3438 1.001 0.4151 0.4161 1.002

Log-Normal 0.3319 0.3332 1.004 0.3985 0.3992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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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M0 지진그룹에 대한 설계기준지진에 대한  는 대략 1로 좌

굴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설계초과지진(150% DBE, 167% DBE, 200% DBE)에 대한 변위응답

의 누적분포함수와 확률밀도함수를 나타낸 Fig. 13로부터 90 백분위수 변

위응답을 구하여 Fig. 14에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G0 지진그룹에 대한 좌

굴효과의 고려에 따른 90 백분위수 변위응답은 150% DBE인 경우에 약 

2%, 167% DBE에서는 약 0.7%, 200% DBE에서는 약 6% 증가하는 경향

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M0 지진그룹에 대한 온도상승효과의 고려에 따른 

90 백분위수 변위응답은 150% DBE인 경우에 약 4%, 167% DBE에서는 

약 9%, 200% DBE에서는 약 24%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이로부터 설계초과지진에 대한 90 백분위수 변위응답을 구할 경우에는 좌

굴효과에 의한 변위응답의 증가율이 MO 지진그룹의 200% DBE의 경우

에만 크게 나타나고 나머지 경우에는 영향이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3.3 온도상승효과 및 좌굴효과의 동시 고려시 변위응답의 영향

G0 그룹의 30개 지진과 M0 그룹의 30개 지진에 대한 면진장치의 최대

변위응답을 설계기준지진(100% DBE)와 설계초과지진(150% DBE, 167% 

DBE, 200% DBE)로 각각 구분하여 변위응답의 누적분포포함수와 확률

밀도함수를 온도상승효과와 좌굴효과의 동시 고려유무에 따라 비교하여 

Fig. 15에 나타내었다. Fig. 15에 나타낸 설계기준지진(100% DBE)에 대

한 면진장치의 변위응답의 중앙값을 구하여 Table 4에 나타내었다. 온도상

(a) G0 (b) M0

Fig. 14. Comparison of 90%-ile Displacement with and without Consideration of Buckling Effect for Beyond Design Basis Earthquakes 

(150%, 167% 200% DBE)

(a) G0 (b) M0

Fig. 15. Comparison of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 and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with and without Consideration of Heating and 

Buckling Effects for Design Basis Earthquake (DBE) and Beyond Design Basis Earthquakes (150%, 167% 200% D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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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효과와 좌굴효과를 동시에 반영한 변위 중앙값은  
으로 표

기하였고 온도상승효과와 좌굴효과를 동시에 반영하지 않은 변위 중앙값

은   
으로 표기하였다. 두 변위 중앙값의 비는 식 (9)와 같은 

형태로 정의하여 Table 4에 나타내었다. Table 4로부터 G0 지진그룹에 대

한  는 약 1.07이며 M0 지진그룹에 대한  는 약 

1.09를 나타냄을 알 수 있다. Table 2와의 비교로부터 설계기준지진(100% 

DBE)의 경우는 온도상승효과가 지배적이며 좌굴은 거의 발생하지 않아서 

영향이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 

설계초과지진(150% DBE, 167% DBE, 200% DBE)에 대한 변위응답

의 누적분포함수와 확률밀도함수를 나타낸 Fig. 15으로부터 90 백분위수 

변위응답을 구하여 Fig. 16에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G0 지진그룹에 대한 

온도상승 및 좌굴효과의 고려에 따른 90 백분위수 변위응답은 150% DBE

인 경우에 약 17%, 167% DBE에서는 약 25%, 200% DBE에서는 약 57%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M0 지진그룹에 대한 좌굴 및 온도상

승효과의 고려에 따른 90 백분위수 변위응답은 150% DBE인 경우에 약 

26%, 167% DBE에서는 약 33%, 200% DBE에서는 약 54% 증가하는 경

향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이로부터 설계초과지진에 대한 90 백분위수 변

위응답을 구할 경우에는 좌굴효과와 온도상승효과 반영에 의한 변위응답

의 증가율이 적어도 약 17% 이상 증가함을 알 수 있으며 비탄성 거동이 일

어나면 온도상승효과는 전반적으로 이에 비례하여 영향을 주지만 좌굴효

과는 200% DBE 이상의 상당히 큰 지진하중에만 영향이 크게 미침을 알 수 

있다. 즉, 온도상승효과와 좌굴효과를 동시에 고려하는 경우는 150%, 167% 

DBE에서는 온도상승효과가 지배를 하고 200% DBE에서는 좌굴효과가 

지배함을 알 수 있다. 이는 면진장치의 좌굴은 횡변위가 과도한 경우에 좌굴

강도가 급격히 감소되어 나타나므로 비탄성 변형이 증가함에 따라 급격한 

변위응답 증가를 나타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납-고무면진장치의 특성 중에서 횡방향 변위응답에 영향

을 줄 수 있는 납심의 온도상승 효과와 좌굴효과의 반영 유무에 따른 변위응

답의 증가 정도를 90백분위수 변위로 평가하여 비교하였다. 설계초과지진

에 대한 90백분위수 변위는 면진된 원전의 정지거리 설계를 위한 값으로 온

도상승효과 및 좌굴효과 반영유무에 따른 정지거리 산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다. 현재까지 면진 원전구조물의 정지거리 산정에 면진장치의 

온도상승효과 및 좌굴효과의 영향은 아직 반영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현실

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결과가 정지거리 산정에서 온도상승효과와 좌굴효

과가 어는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제시함으로서 정지거리를 반영한 정

지체 설계에 유용하게 적용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1) 설계기준지진(100% DBE)에 대한 변위응답 중앙값의 비교로부터 온도

상승효과를 반영하는 경우에 G0 지진그룹에서는 약 7%, M0 지진그룹

에서는 약 9%의 변위응답이 온도상승효과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보다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설계초과지진(150%, 167%, 200% DBE)에 

대한 온도상승효과 고려에 의한 90 백분위수 변위응답의 증가율은 G0 

지진그룹에서는 12~26%이며 M0 지진그룹에서는 14~20%로 나타난

다. 납-고무 면진장치의 온도상승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정지거리를 산정

하면 실제 정지거리보다 약 12% 이상 작게 평가하게 되어, 설계초과지

진에 대한 정지체에 면진 원전구조물이 충돌할 확률을 10% 미만으로 제

어하여야 하는 설계기준보다 충돌확률이 증가될 수 있다.

2) 설계기준지진(100% DBE)에 대한 변위응답의 중앙값의 비교로부터 좌

굴효과의 영향은 0.4% 미만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좌굴효과의 반영에 따

른 변위응답의 증가는 거의 무시할 정도로 작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설

Table 4. Comparison of median Displacement with and without Consideration of Heating and Buckling Effects for Design Basis Earthquake

Probability 

Distribution Function

Median Displacements (m) and displacement ratio of LRB 

G0 (100 DBE) M0 (100 DBE)

  
 

    
 

 

Normal 0.3443 0.3695 1.076 0.4151 0.4543 1.094

Log-Normal 0.3319 0.3576 1.077 0.3985 0.4356 1.093

(a) G0 (b) M0

Fig. 16. Comparison of 90%-ile Displacement with and without Consideration of Heating and Buckling Effect for Beyond Design Basis 

Earthquakes (150%, 167% 200% DBE) 



강진 시 납-고무 면진장치의 비탄성 변위응답에 대한 온도상승 및 좌굴효과의 분석

299

계초과지진(150%, 167%, 200% DBE)에 대한 좌굴효과 고려에 의한 

90 백분위수 변위응답의 증가율은 G0 지진그룹에서는 2~6%이며 M0 

지진그룹에서는 4~24%로 나타난다. M0 지진그룹 200% DBE에서의 

90백분위수 변위응답의 증가율이 24%이고 나머지 설계초과지진에 대

한 90백분위수 변위응답의 증가율은 9% 미만으로 온도상승효과 보다

는 변위응답에 미치는 영향이 작음을 알 수 있다. 

3) 설계초과지진(150%, 167%, 200% DBE)에 대한 온도상승효과와 좌굴

효과의 동시 고려에 의한 90백분위수 변위응답의 증가율은 G0 지진그

룹에서는 17~57%이며 M0 지진그룹에서는 26~54%로 나타난다. 온도

상승효과와 좌굴효과에 의한 90백분위수 변위응답의 증가율을 따로 구

하여 더한 것보다 동시에 두 효과를 고려한 경우가 변위응답의 증가율이 

G0 지진그룹에서는 3~25%, M0 지진그룹에서는 8~10% 더 크게 나타

났다. 

4) 면진원전의 정지거리 산정을 위해 사용되는 설계초과지진에 대한 90백

분위수 변위응답의 평가에서 온도상승효과와 좌굴효과를 동시에 고려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원전 구조물은 복잡한 형상이고 면진

장치 배치나 상부구조물의 무게중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평가하

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반영한 온도상승효과와 좌굴효과를 향후 면

진 원전구조물 3차원 상세평가 시 반영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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